
 
 

외국어로 상담 할 수있는 창구 일람 

 
 
 
 

 

 
 
 
 
 

총무성  미야자키 행정 감시 행정 상담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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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미야자키 현민은 누구나 이 자료에 게재된 상담창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２ 상담창구의 명칭, 접수일시, 접수방법 등은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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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창구 명칭 주요상담 내용 상담 접수방법 상담 접수시간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일본에서의 생활 전반에 관한 상담 

※외국어 대응이 가능한 생활 상담원을 

소개합니다. 

※관공서에의 수속 (비자, 재류자격 등) 및 

법률 문제에 관한 상담의 경우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고 변호사와 행정서사에 

의한 면접, 상담 (통역-30분)도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갈로그어 
대응） 

전화 ０９８５－３２－８４５７ 

팩스 ０９８５－３２－８５１２  

면담 마야자키시 다치바나도리히가시 

4-8-1 카리노９ 

이메일 miyainfo@mif.or.jp   

화요일부터 

토요일（공휴일 

및 연말,연시는 

제외） 

 10:00～19:00 

외국어 

인권상담전화 

일상 생활에서의 인권 문제에 관한 상담 

예를 들어, 외국인임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고있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있다. 

（영어, 중국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갈로그어,  

베트남어, 대응） 

전화 ０５７０－０９０９１１ 

※가장 가까운 법무국 및 지방 법무국에서도 

외국어로 상담 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인터넷 인권상담 접수창구 

 https://www.jinken.go.jp/soudan/PC_AD/0101_en.html 

 （영어） 

 https://www.jinken.go.jp/soudan/PC_AD/0101_zh.html 

 （중국어） 

평일 

9:00～17:00 

외국인 재류 
종합인포메이션센터 

외국인의 입국 수속이나 재류 수속에 관한 

상담 
（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대응） 

※개별사안에 관한 신청 및 허가 전망심사 

진행, 처분결과, 강제퇴거절차의 진행에 

관한 문의는 답변 할 수 없습니다. 
 

전화 ０５７０－０１３９７０ 

   ０３－５７９６－７１１２ 

이메일 info-tokyo@i.moj.go.jp 

※이메일은 일본어와 영어로만 접수 

평일 

8:30～17:15 

mailto:miyainfo@mif.or.jp
https://www.jinken.go.jp/soudan/PC_AD/0101_en.html
https://www.jinken.go.jp/soudan/PC_AD/0101_zh.html
mailto:info-tokyo@i.moj.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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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창구 명칭 주요상담 내용 상담 접수방법 상담 접수시간 

마이넘버  

무료전화 

마이넘버제도 마이넘버카드에 관한 상담 
（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 포르투갈어 
대응） 

전화 ０１２０－０１７－８２６（마이넘버제도에 

대해） 

   ０１２０－０１７－８２７（마이넘버카드에 

대해） 

평일 

9:30～22: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9:30～17:30 

（연말,연시는 
제외） 

주민기본대장제도 

다언어 

전화상담창구 

주민기본대장제도에관한 상담 

（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베트남어 대응） 

전화 ０５７０－０６６－６３０ 

   ０３－６４３６－３６０５ 
평일 8:30～17:30 

법률테라스에서는 

다국어로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문제에 관한 상담 

예를 들어, 이혼, 가정폭력, 급여연체, 해고,  

비자, 사고, 채무 등등 

※ 문의 내용에따라 해결에 도움이 될 

일본의 법제도나 변호사등 관계기관을 
무료로 소개 합니다. 

（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베트남어, 갈로그어 대응） 

전화 ０５７０－０７８－３７７ 평일 9: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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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창구 명칭 주요상담 내용 상담 접수방법 상담 접수시간 

일본우편  

고객서비스  

상담센터 

・우편서비스에 대한 상담（편지, 엽서, 소포, 

우표 등） 

・생명보험에 대한 상담, 보험카드 분실 및 

도난 신고 

・저금과 송금에 대한 상담 

・우체국 창구 서비스에 대한 상담 

（영어 대응） 

전화 ０５７０－０４６－１１１ 

평일 

8:00～21: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9:00～21:00 

규슈・야마구치 

관광안내 다국어 

콜센터 

규슈（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오이타, 

쿠마모토, 미야자키, 가고시마）와  

야마구치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관광에 관련된 문의사항 및 통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한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네팔어, 갈로그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말레이어 대응） 

전화 ０９２－６８７－６６３９ 매일 24 시간 

외국인상담전화 

어떤 상담도받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 속에서의 문제해결, 감정과 

고민을 누군가에게 듣고 싶을 때 등에 

이용하십시오. 
（영어, 중국어, 한국어, 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갈로그어 대응） 

전화 ０１２０－２７９－３３８ 

※무료전화번호로 전화를 거시고, 일본어 

안내 후 ２번을 누르십시오.  

매일 

 10: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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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창구 명칭 주요상담 내용 상담 접수방법 상담 접수시간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상담 전화 

노동조건에 관한 상담（해고, 급여, 고용, 

노동환경, 노동시간, 노동재해 등） 

（영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갈로그어, 베트남어 대응） 

 

※후생노동성이 개설한 외국인 노동 상담 

창구로 연결됩니다. 

 

전화 ０５７０－００１７０１（영어） 평일 

10:00～12:00 

13:00～15:00 

전화 ０５７０－００１７０２（중국어） 

전화 ０５７０－００１７０３（포르투갈어） 

전화 ０５７０－００１７０４（스페인어）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10:00～12:00 

 13:00～15:00 

※공휴일 및 

 연말,연시는 

 제외. 

전화 ０５７０－００１７０５（갈로그어） 

화요일, 수요일 

10:00～12:00 

 13:00～15:00 

※공휴일 및 

 연말,연시는 

  제외. 

전화 ０５７０－００１７０６（베트남어） 

수요일, 금요일 

１0:00～12:00 

 13:00～15:00 

※공휴일 및 

 연말,연시는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