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고현내 외국인 상담창구 일람
［１］생활상담
단체명

요일

시간

대응언어

Tel.

비고

효고현 국제교류협회 (HIA)
외국인 현민인포메이션센터

월~금

9:00～17:00

고베 국제커뮤니티센터 (KICC)

월~금

10:00～17:00 영,중

(078)291-8441

한·조 : 금, 스 : 화·목
베 : 월·수, 포 : 화·목

NGO고베 외국인구원네트
NGO베트남 in KOBE
고베 정주외국인지원센터 (KFC)
아시아복지교육재단
난민사업본부 간사이지부
간사이 브라질인커뮤니티 (CBK)
효고 라틴커뮤니티
아시아여성자립프로젝트

금
화~토
월~금

13:00～20:00 영,스,포,타갈
9:30～17:00 베
9:30～18:00 영,한·조

월~금

9:30～17:30

영,베

난민대상

금
월~금
수

사사야마 국제이해센터

수

히메지발 세계
CHIC (Community House &
Information Centre)

제 2·4 일

14:00～18:00
10:00～17:00
11:00～16:00
9:00～12:00
13:00～16:00
14:00～17:00

영,스,포
스
영,포
중,타갈
영,포
영,중,스,포,베

(078)232-1290
(078)736-2987
(078)612-2402
(0120)090-091
(078)361-1700
(078)222-5350
(078)736-3012
(078)734-3633

월~금

10:00～15:00 영

니시노미야시 국제교류협회

월,수,목,금

9:45～18:00

영,중

(0798)32-8680

아시야시 국제교류협회
이타미시 동화·인권실
국제·평화과

10:00～17:00
9:30～17:30
9:30～16:30
10:00～12:00
10:00～15:00
9:00～17:15
10:00～17:00
9:00～12:00
9:00～17:00

영
영
중

(0797)34-6340
(072)784-8148

사전연락필요

영

(0797)71-7633

그 외 언어 ( 중,한·조 ) 는
사전연락필요

가와니시시 문화·국제교류과
산다시 국제교류협회
이나가와쵸 총무부 커뮤니티과
가코가와시 국제교류협회

월~금
월~금
월,수,금
월,화,목,금
토
월~금
월,화,수,금
월~금
월요일 이외

영
영
영,포
영

사전연락필요

다카사고시 국제교류협회

월~금

9:00～17:00

영

(072)740-1106
(079)559-5164
(072)766-8783
(079)425-1166
(079)443-9132

하리마쵸 국제교류협회

월~금

9:00～17:00

영

(079)435-0355
(079)492-9130

이나미쵸 국제교류협회

월~금

8:30～17:15

일

kikaku@town.hyogo이나 팩스로 바람
inami.lg.jp

오노시 국제교류협회
히메지시 시민상담센터
도요오카시 비서광고과

목
제 1·3 화
월~금

9:00～12:00 영,포,스
13:00～16:00 스,포
8:30～17:30 영

다카라즈카 국제교류협회

영,중,스,포

(078)382-2052

여성과 그 가족 대상

(079)590-8125
(079)287-0821
(078)857-6540

tia@banban.ne.jp

(0794)62-6763
(079)221-2107
(0796)23-1111

그 외 언어 ( 한·조,스,포,프
) 는 사전연락필요

메일로 상담 바람

일본어 이외의 상담은 메일

[2] 전문상담
단체명

요일

시간

대응언어

Tel.

비고

①법률
효고현 국제교류협회
외국인 현민인포메이션센터
(HIA)
②노동·취직
효고노동국
외국인노동자 상담코너
고베 공공직업안정소
외국인고용 서비스코너
히메지 공공직업안정소
외국인고용 서비스코너
아마가사키 공공직업안정소
직업상담부문

월

13:00～16:00 영,중,스,포

(078)382-2052

예약필요

주2회

10:00～16:30 영

(078)367-9151

상담하는 날에 대해서는 확
인필요

월
화
수,목
월,수,금
목

10:00～16:00
10:00～17:00
10:00～17:00
13:00～17:00
13:00～17:00

수

13:00～17:00 포,스

제 1·3 수

13:00～16:00

제 1·3 수

13:00～16:00

중
영,포,스
영,포,스
중

(078)362-4570
(079)222-4431
(06)6428-0061

예약필요

③출입국·재류

고베 국제커뮤니티센터 (KICC)

영,중

(078)291-8441

9:00～16:00
9:00～16:00
9:00～16:00

영,중
포
스

(078)326-5141

월~금

9:00～17:00

영,중,스,포

(06)4395-0555

금

15:00～20:00 영,포,스

월~금

9:00～17:00

제2수
제4수

13:00～17:00 영
13:00～17:00 중

월~금
외국인재류 종합인포메이션센터
월~목
(고베)
금

입국·재류 / 예약필요
귀화 그외 / 예약필요

④의료
AMDA（아무다）국제의료정보
센터 간사이
다문화공생센터 효고

중,포는 확인필요

(078)453-7440

⑤교육
효고현 교육위원회
어린이 다문화공생센터

사전확인필요

0797-35-4537

⑥인권
고베지방법무국
외국인인권상담

(078)392-1821

※영 : 영어 중 : 중국어 한·조 : 한국·조선어 스 : 스페인어 포 : 포르투갈어 베 : 베트남어 타갈 : 타갈로그어 프 : 프랑스어 일:일본어
※공휴일은 대부분의 상담창구가 휴무입니다.
※점심시간은 휴무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09년7월 현재의 것입니다. 변경될 겅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신정보는 ( 재 ) 효고현 국제교류협회 홈페이지： http://www. hyogo-ip. or. jp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