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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타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러분과의 상담을, 한 권으로 

정리했습니다. 

 

아키타현에는 약 4000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모국과 일본의 언어나 문화, 

생활 방식이 달라서,「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지?」하며, 모르겠는 것들이 많지 

않으신가요? 

아키타현 국제교류협회（ＡＩＡ）에서는, 그런 여러분들로부터 상담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 Ｑ＆Ａ는, 지금까지 ＡＩＡ에 접수된 상담을 참고로 하여 만들었습니다.  

이 Ｑ＆Ａ를 읽어도 잘 모르겠는 부분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ＡＩＡ에 전화나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 에는, Ｑ에 관련된 내용의 더욱 자세한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는 내용에 관해서, 더 알고 싶으실 때는, ＡＩＡ에 전화 

주십시오.

「Ｑ」는 외국인 분들의 질문,「Ａ」는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신의 질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는 장소의 명칭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이Ｑ＆Ａ에는, 이러한 상담에 관한 정보가 실려 있습니다.） 

Ｑ.１   재류자격이란 무엇인가요? 1 

Ｑ.２   일본에 도착했을 때,「재류카드」를 받았습니다. 이 카드는 언제 사용하는 

것인가요? 
1 

Ｑ.３   재류자격을 바꾸거나, 일본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2 

Ｑ.４   일본인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저는 이대로 일본에서 살 수 있나요? 2 

Ｑ.５   일본에서 계속 살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2 

Ｑ.６   자국에 있는 제 자식(친자)을 일본으로 데려와 함께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2 

재류자격에 관한 문의 창구 3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사증(비자)과 재류자격의 차이》 4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재류자격「일본인의 배우자 등」과「영주자」의 

차이》 

4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자녀 소환과 교육에 관하여》 4 

Ｑ.７   자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이 일본을 관광하고 싶다고 합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5 

Ｑ.８   제 여권을 갱신하는 것은 일본에서도 가능한가요? 5 

대사관・영사관 연락처 6 

Ｑ.９   여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에 알리면 되나요? 7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여권의 증인전기》 7 

Ｑ.１０  국제결혼의 절차를 알려주세요. 8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외국인과 일본인의 결혼》 8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외국인끼리의 결혼》 8 

Ｑ.１１  이혼할 때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9 

Ｑ.１２  일본인 남편이 관공서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9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국제이혼》 10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일본에서의 이혼 방법에 대하여》 10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혼인 관계에 있는 일본인과 이혼한 후의 

재류자격》 

10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재혼할 때》 10 

Ｑ.１３  일본인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는데, 아이는 앞으로도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이혼하면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11 

Ｑ.１４  저는 남편에게 맞기도 하고, 발로 걷어차이기도 합니다. 일본어도 능숙하게 

하지 못하고, 상담할 사람도 주변에 없어서,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12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배우자・애인의 폭력》 13 

Ｑ.１５  아키타에서 일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13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외국인이 일본에서 일하려면》 13 

헬로워크 연락처 일람 14 

Ｑ.１６  제가 받고 있는 시급이, 아키타현의 최저 임금보다도 낮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외국인이라서 적은 것인가요? 
15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노동에 관한 법률》 16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일을 그만두면・・・》 17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노동기준감독서》 17 

Ｑ.１７  병원에 가고 싶은데, 일본어를 못합니다. 18 

Ｑ.１８  일본의 공적의료보험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19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일본의 공적의료보험제도》 19 

Ｑ.１９  자국에서 데려온 아이를 일본의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나요? 20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일본어 교육이 필요한 외국인 아동・학생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의무교육 연령・공립학교에 한해）》 
21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자녀의 일본어에 대하여》 21 

아키타현내의 교육위원회 일람 22 

Ｑ.２０  자국의 운전면허가 있으면 일본에서 차를 운전할 수 있나요? 23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 

《외국의 운전면허증을 일본의 운전면허증으로 전환하는 경우》 
23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일본에서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의 외국어 

교본에 대하여》 
23 

Ｑ.２１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좀 더 여러 가지를 알고 싶은데, 일본어를 읽는 것이 

어렵습니다. 모국어로 일본의 생활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24 

Ｑ.２２  통역이나 번역을 해 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디서 소개받을 수 있나요? 25 

Ｑ.２３  마이넘버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언제 사용하는 것인가요? 25 

시청(관공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업무 27 

ＡＩＡ의 지역 외국인 상담원을 소개합니다 28 

일본어를 공부할 수 있는 곳 (일본어 교실 일람) 29 

여러 가지 상담 창구 일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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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１ 재류자격이란, 당신이 일본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말합니다. 재류자격의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의 기간 일본에 있을 수 있는지, 일을 할 수 있는지 

등의 조건이 다릅니다. ９０일이내의 관광이나, 일본에 있는 가족을 만나러 

오는 경우는,「단기체류」의 재류자격을 받습니다. 

A.２ 재류카드에는, 당신의 재류자격의 종류나, 재류자격의 기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적혀 있습니다. 당신이 일본에 있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카드입니다. 항상 소지하고 계세요. 

 

재류카드의 앞면 재류카드의 뒷면 

  

＞2020.01.01「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에서 

 

 

 

 

Q.１ 재류자격이란 무엇인가요? 

Q.２ 일본에 도착했을 때,「재류카드」를 받았습니다.   

이 카드는 언제 사용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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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３ 당신의 재류자격이나 생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이나 인포메이션 센터에 문의합시다.     전화번호는 3페이지 

Ａ.４ 당신이「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 현재의 

재류기한이 만료되면 당신의 재류자격도 소멸됩니다. 일본에서 계속 살고 싶을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문의합시다. 

    전화번호는 3페이지 

※외국인이 일본인 남편이나 부인과 이혼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Ａ.５ 「영주허가」가 있으면, 재류자격이나, 재류기간을 변경하지 않아도, 계속 

일본에서 살 수 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영주허가 신청」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문의합시다.     전화번호는 3페이지 

A.６ 자녀의『사증(비자)』과『재류자격』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재류관리청이나, 인포메이션 센터에 확인합시다.     전화번호는 3페이지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는 학교에 입학시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Ｑ.19（    20페이지）도 확인해 주십시오. 

 

Ｑ.４ 일본인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저는 이대로 일본에서 살 수 있나요?  

 

Ｑ.５ 일본에서 계속 살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Ｑ.６ 자국에 있는 제 자식(친자)을 일본에 데려와 함께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Ｑ.３ 재류자격을 바꾸거나, 일본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3 

 

 

재류자격에 관한 문의 창구 
 

 

・센다이출입국재류관리국 아키타출장소（일본어로 상담합니다） 

TEL：018-895-5221  

통화 가능한 요일과 시간：9：00-12：00, 13：00-16：00（평일만）  

 

・외국인종합상담지원센터（외국어로 상담 가능합니다） 

TEL：03-3202-5535 / 03-5155-4039 

통화 가능한 요일과 시간：9：00-16：00（평일만） 

※공휴일, 매월 ２・４째주 수요일은 휴일입니다 

대응 가능한 외국어와, 통화 가능한 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중국어 ○ ○ ○ ○ ○ 

영어 ○ ○ ○ ○ ○ 

포르투갈어 ○     

베트남어    ○ 〇 

벵골어  ○    

인도네시아어  ○    

스페인어   〇  ○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외국어로 상담 가능합니다） 

TEL：0570-013904 (IP, PHS, 해외에서 걸 때는 03-5796-7112)  

통화 가능한 요일과 시간：8：30-17：15（평일만） 

대응 가능한 외국어：영어, 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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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 

《사증(비자)과 재류자격의 차이》  

사증(비자)   … 일본에 입국하기 전에 자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영사관에서 

취득하는 것으로, 외무성에서 발급됩니다.  

재류자격    … 일본에 입국할 때 취득하는 것으로,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발급됩니다.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 

《재류자격「일본인의 배우자 등」과「영주자」의 차이》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 

재류기간 6개월, 1년, 3년, 5년 

（갱신 절차가 필요）  

무기한 

（갱신 절차는 불필요） 

일본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일본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한 경우  

재류자격의 갱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재류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사별이나 이혼을 한 후에도 

재류기한까지는 일본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재류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 계속 체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영주」는, 국적은 외국인인 상태 그대로 일본에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신청 창구는 출입국재류관리청입니다. 이것은 재류자격의 한 종류입니다. 

 

・「귀화」는, 외국인이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것, 즉 일본인이 되는 것입니다. 

신청 창구는 법무국입니다. 

 

아키타지방법무국 호적과 

TEL：018-862-1129  

통화 가능한 요일과 시간：8：30-17：15（평일만）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 

《자녀 소환과 교육에 관하여》  

자녀를 일본으로 데려오기 전에 하기에 관해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자녀의 연령  

②자녀의 일본어 능력 

③일본에서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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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７ 당신의 가족과 친구들의 국적에 따라, 사증(비자)가 필요한 경우,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    6페이지)에 

문의합시다.  

A.８ 일본에 있는, 자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갱신 또는 기간 연장의 수속을 

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각국의 대사관・영사관(     6페이지)에 확인해 주십시오. 

또한, 아키타현이나 이와테현 등에서 중국・필리핀의「일일 영사 서비스」를 

실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키타현이나 이와테현에서 여권의 갱신이나, 

상담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 일일 영사 서비스를 실시하는지, 

영사관에 확인합시다.  

Ｑ.７ 자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이 일본을 관광하고 싶다고 합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Ｑ.８ 제 여권을 갱신하는 것은 일본에서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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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영사관 연락처 

그 외 국가의 대사관・영사관은「재일외국공관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무성 재일외국공관 리스트  

URL: http://www.mofa.go.jp/mofaj/link/emblist/ 

 

  

국가명 대사관・영사관 기관명 전화번호 

중국 주 삿포로 중화인민공화국 총영사관 011-563-5563 

필리핀 필리핀 공화국 대사관 03-5562-1600 

한국 주 센다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022-221-2751 

미국 주 삿포로 미합중국 총영사관 

011-641-1115 

011-641-1116 

011-641-1117 

베트남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대사관 

03-3466-3311 

03-3466-3313 

03-3466-3314 

태국 타이왕국(태국) 대사관 03-5789-2433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사관 03-3441-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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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９ 일본에서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둑맞았을 때는, 곧바로 근처의 파출소(경찰관이 

있는 곳)에 갑시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자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     6페이지)에도 연락해서,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둑맞은 사실을 

알립시다.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 

《여권의 증인전기》  

여권에는 상륙허가증인이나 재입국허가증인 등의 기재가 있습니다만, 갱신한 

여권에는 그것들이 전기되지 않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구 여권의 

상륙허가증인이나 재입국허가증인을 새 여권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전기하지 않는 

경우는, 재류자격의 기한까지 신・구, 두 가지 여권의 소지가 필요). 

                                
  

Ｑ.９ 여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에 알리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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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１０ 일본에서 결혼할 때는, 시청이나 정・촌사무소에「혼인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자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     6페이지)에도 알려주십시오. 절차는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 

《외국인과 일본인의 결혼》 

외국인과 일본인이 일본에서 결혼하고 싶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양국에서 모두 

결혼의 절차를 밟습니다. 한쪽 나라에서만 절차를 밟는 경우는, 나머지 한쪽 

나라에서 결혼한 것이 증명되지 않아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일본의 방식으로 먼저 결혼 절차를 밟고 난 후 외국에 신고하는 방법과, 외국의 

방식으로 먼저 결혼 절차를 밟고 난 후 일본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라에 

따라서는, 후자의 방법으로 절차를 밟는 것이 순조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 

《외국인끼리의 결혼》  

외국인끼리 일본에서 결혼하고 싶은 경우는, 국가에 따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각국의 대사관・영사관（👉6페이지）에 확인합시다. 

또한, 일본에서 절차를 밟아도 문제가 없어서, 일본의 시정촌 사무소에서 결혼 

절차를 밟을 때는, 시정촌 사무소에 필요서류 등을 확인합니다. 당연하지만, 

자국에도 신고를 해야합니다. 

 

 

 

 

Ｑ.１０ 국제결혼의 절차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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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１１ 일본에서 이혼할 때는, 시청이나 정・촌의 사무소에「이혼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자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    6페이지）에도 알려주십시오.      

절차는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일본에서의 절차에 관한 상담  

 

・법 테라스 아키타 TEL：050-3383-5550 / 0570-078374 

통화 가능한 요일과 시간：9:00-17:00（평일） 

 

・아키타변호사회 법률상담센터 TEL：018-896-5599  

통화 가능한 요일과 시간：9:00-17:00（평일） 

  

・시정촌이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 

 

Ａ.１２ 당신이 이혼하고 싶지 않아도, 관공서가 이혼신고서를 수리하면, 이혼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혼하고 싶지 않은 경우는, 곧장 일본인 남편의 

본적이 있는 곳이나, 거주지의 관공서에 가서「이혼신고서의 불수리신청」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관공서에서는 이혼신고서를 수리하지 

않습니다.  

 

 

 

 

 

 

Ｑ.１１ 이혼할 때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Ｑ.１２ 일본인 남편이 관공서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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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 

《국제이혼》  

외국인과 일본인 또는 외국인끼리 일본에서 이혼하고 싶은 경우는, 결혼 절차를 

진행했던 모든 나라에서 이혼 절차를 밟습니다. 일본에서만 이혼 절차를 밟고 

자국에서 이혼 절차를 밟지 않으면, 자국에서는 여전히 결혼한 상태로 간주됩니다. 

재혼할 때의 트러블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 이혼 절차는 반드시 밟읍시다. 자세한 

사항은 일본에 있는 각국 대사관・영사관（👉 6페이지）에 문의합시다.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 

《일본에서의 이혼 방법에 대하여》 

이혼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①협의이혼 

부부끼리 의논해서「이혼한다」고 결정하는 것. 

②조정이혼 

가정재판소가 부부의 이야기를 1명씩 듣고, 의논해서 이혼을 결정하는 것. 

③심판이혼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는 이혼이 결정되지 않을 때, 가정재판소가 이혼을 

결정하는 것. 

④재판이혼  

가정재판소에서 재판을 통해 이혼을 결정하는 것.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 

《혼인 관계에 있는 일본인과 이혼한 후의 재류자격》 

일본인과 이혼 또는 사별한 외국인은, 재류기한까지는「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재류자격이지만, 그대로 재류기간을 갱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본에서 계속 

살고 싶은 경우에는, 다른 재류자격을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재류관리청（👉3페이지）에 문의합시다.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 

《재혼할 때》  

일본의 법률상, 여성은 이혼 성립 후 100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재혼할 수 없습니다.  

단, 전남편과 재혼하는 경우 등 예외도 있으니, 시정촌 사무소에 확인합시다. 

외국인 여성이 일본에서 재혼의 절차를 밟는 경우는, 일본의 대혼기간(100일) 뿐만 

아니라, 자국의 법률에 정해진 대혼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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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１３ 이혼할 때는, 당신과 남편 중 어느 쪽이 아이를 키울지 정해야 합니다. 

남편과 의논해서, 누가「친권(아이를 키울 권리)」을 가질지를 정합시다. 

 

・법 테라스 아키타（변호사상담 법률상담） 

  

TEL：050-3383-5550 

통화 가능한 요일과 시간：9:00-17:00（평일） 

장소：아키타시 나카도리 5-1-51 호쿠토 빌딩 ６층 

  

・법 테라스・다언어 정보 제공 서비스 

 

TEL：0570-078377  

통화 가능한 요일과 시간：9:00～17:00（평일） 

대응 가능한 외국어：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Ｑ.１３ 일본인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는데, 아이는 앞으로도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이혼하면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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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１４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반드시 누군가에게 상담합시다. 일본어로 상담하는 

것이 어려우면, 외국어로 상담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전화번호 
통화 가능한 요일과 

시간 

대응 가능한 

외국어 

아키타현 여성상담소 

018-835-9052 

 

0120-783-251(*) 

 

8:30-21:00（평일） 

9:00-18:00(토・일・

공휴일） 

- 

아키타현 경찰본부 

레이디스 110번 
0120-028-110 24시간 - 

요리소이 핫라인 0120-279-338 

요일이나 시간에 따라, 

대응 가능한 언어가 

다릅니다. 

자세한 정보는,  

요리소이 핫라인의 

페이스북에서 

확인합시다. 

영어 

한국・조선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네팔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현외에서나, 휴대폰으로는 전화를 걸 수 없습니다. 

Ｑ.１４ 저는 남편에게 맞기도 하고, 발로 걷어차이기도 합니다. 

일본어도 능숙하게 하지 못하고, 상담할 사람도 주변에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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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 

《배우자・애인의 폭력》  

ＤＶ(가정 내 폭력・배우자 폭력・데이트 폭력)란, 신체적 폭력 뿐만이 아닙니다. 

신체적 폭력(때리기・걷어차기・물건 내던지기), 정신적 폭력(모욕하기・고함치기・

무시하기), 성적 폭력(원치 않는 성행위・피임에 비협조), 경제적 폭력(생활비 안 

주기・밖에서 일하는 것 방해하기), 사회적 폭력(교우 관계나 행동을 제한하거나 

감시하기), 등을 가리킵니다. 

Ａ.１５ 「헬로워크(공공 직업 안정소)」에서, 일과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일을 찾기 전에, 당신의 재류자격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한지, 재류자격과 재류기간을 확인해 주십시오.     헬로워크 전화번호는 

14페이지 

 일과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 

《외국인이 일본에서 일하려면》  

외국인이 일본에서 일하려면, 취로 허가가 되어 있는 재류자격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는 불법 취로로 간주되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유학」「가족 체류」등의 재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취로가 승인되지 

않으나,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자격 외 활동 허가』를 얻으면, 일정 기간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취로가 승인되는 재류자격을 가진 사람이어도, 승인 

범위 외의 일을 할 때(예 : 재류자격「기술」인 사람이 통역을 해서 보수를 받는 

경우 등)에는『자격 외 활동 허가』가 필요합니다. 

Ｑ.１５ 아키타에서 일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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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워크 연락처 일람 

 

 

  

헬로워크 기관명（지역） 전화번호 주소 

헬로워크 가즈노  0186-23-2173  가즈노시 하나와 아자 아라타 82-4 

헬로워크 오다테    0186-42-2531 오다테시 시미즈1초메 5-20 

헬로워크 다카노스  0186-60-1586  
기타아키타시 다카노스 아자 

히가시나카타이 26-1 

헬로워크 노시로  0185-54-7311 노시로시 미도리마치 5-29 

헬로워크 오가  0185-23-2411 
오가시 후나가와미나토후나가와 

아자 신하마초 1-3 

헬로워크 아키타  018-864-4111 아키타시 바라지마1초메 12-16 

헬로워크 플라자 아토리온 018-836-7820  
아키타시 나카도리 2-3-8 

（아토리온 3F） 

헬로워크 플라자 고쇼노 018-889-8609 
아키타시 고쇼노 지조덴 3-1-1 

（아키타호텔 3F）  

헬로워크 혼조  0184-22-3421 
유리혼조시 이시와키 아자 

다지리노 18-1 

헬로워크 오마가리  0187-63-0335 
다이센시 오마가리 스미요시초 

33-3 

헬로워크 가쿠노다테 0187-54-2434  
센보쿠시 가쿠노다테마치 고다테 

32-3 

헬로워크 요코테  0182-32-1165 요코테시 아사히카와1초메 2-26 

헬로워크 유자와  0183-73-6117  유자와시 시미즈초4초메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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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１６ 일본에는,「최저임금법（정해진 금액보다도 낮은 급료를 지급하면 

안됩니다)」이라는 법률이 있고, 외국인도 일본인과 동일하게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당신의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휴게시간에도 일을 

해야하는 등의 고민이 있으면, 상담해 봅시다. 

              

・아키타노동국 종합노동상담코너  

TEL: 018-862-6684 （일본어만）  

통화 가능한 요일과 시간：8：30-17:15（평일만）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상담 다이얼 

대응 가능한 

외국어 
전화번호 통화 가능한 요일 통화 가능한 시간 

영어 0570-00170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00-15:00 

 

(12:00-13:00는 

휴게시간입니다) 

중국어 0570-001702 

포르투갈어 0570-001703 

스페인어 0570-001704 

타갈로그어 0570-001705 화, 수, 목, 금요일 

베트남어 0570-001706 월요일, 금요일 

미얀마어 0570-001707 월요일, 수요일 

네팔어 0570-001708 화요일, 목요일 

 

 

 

 

Ｑ.１６ 제가 받고 있는 시급이, 아키타현의 최저 임금보다도 낮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외국인이라서 적은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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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기능실습생인 경우 

 

외국인기능실습기구(OTIT)가 운영하는 모국어 상담 

대응 가능한 

외국어 

통화 가능한 

요일과 시간 
전화번호 상담 사이트 URL 

베트남어 
월 ～ 금 

11:00～19:00 
0120-250-168 

http://www.support. 

otit.go.jp/soudan/vi/ 

중국어 
월, 수, 금 

11:00～19:00 
0120-250-169 

http://www.support. 

otit.go.jp/soudan/cn/ 

인도네시아어 
화, 목 

11:00～19:00 
0120-250-192 

http://www.support. 

otit.go.jp/soudan/id/ 

필리핀어 
화, 토 

11:00～19:00 
0120-250-197 

http://www.support. 

otit.go.jp/soudan/phi/ 

영어 
화, 토 

11:00～19:00 
0120-250-147 

http://www.support. 

otit.go.jp/soudan/en/ 

공휴일과 연말연시(12월 29일～1월 3일)는 휴일입니다.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 

《노동에 관한 법률》  

일본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노동기준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 

「노동기준법」：계약 시에 임금, 휴업수당, 노동시간 등의 노동조건을 명시하는 것. 

「최저임금법」：지역에서 정해진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을 것.  

（아키타현의 최저임금 790엔 2019년 10월 3일 현재）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업무재해 및 통근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제도에 의해 

보상을 하는 것. 

 

『노동조건에 관한 트러블로 곤란을 겪고 있지는 않으신가요?』라는 

노동기준법관계의 리플릿이 발행되어 있습니다(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베트남어). 리플릿은 후생노동성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거나, 가까운 노동기준감독서에 문의합시다. 

👉 전화번호는 17페이지 

 

후생노동성의 홈페이지 (노동기준법관계 페이지) 

URL: http://www.mhlw.go.jp/new-info/kobetu/roudou/gyousei/leaflet_kiju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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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 

《일을 그만두면・・・》  

퇴직 후에는, 다양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가까운 헬로워크

（👉14페이지）나, 아키타노동국 직업안정부 직업안정과（TEL:018-883-0007）에 

문의합시다.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 

《노동기준감독서》  

노동에 관한 법률이 지켜지지 않는다,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다 등, 노동에 관한 상담은 각 지역의 노동기준감독서에 문의합시다.  

 

 

  

기관명 전화번호 담당지역 

아키타노동기준감독서 018-865-3671 

아키타시 

오가시 

가타가미시 

미나미아키타군 

오다테노동기준감독서 0186-42-4033 

오다테시 

가즈노시 

기타아키타시 

가즈노군 

기타아키타군 

노시로노동기준감독서 0185-52-6151 
노시로시 

야마모토군 

혼조노동기준감독서 0184-22-4124 
유리혼조시 

니카호시 

오마가리노동기준감독서 0187-63-5151 

다이센시 

센보쿠시 

센보쿠군 

요코테노동기준감독서 0182-32-3111 

요코테시 

유자와시 

오가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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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１７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병원에 갈 수 없을 때는,「다언어 의료 

문진표」를 사용합시다. 이 문진표는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병원에 갔을 

때, 자신의 병이나 부상에 대해 의사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11진료과 

별로 18개 국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다언어 의료 문진표」

라고 검색하거나, 아래의 URL을 입력합시다. 

 

  URL: http://www.kifjp.org/medical/  

 

 

 

 

  
 

Ｑ.１７ 병원에 가고 싶은데, 일본어를 못합니다. 

 

 

문진표 지원 언어：  

인도네시아어 

타갈로그어 

페르시아어 

영어 

중국어(북경어) 

포르투갈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라오어 

스페인어 

한국・조선어 

러시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독일어 

아랍어 

크로아티아어 

네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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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１８ 일본의 공적의료보험(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의 보험)에는,

「건강보험」과「국민건강보험」의 ２종류가 있습니다. 회사 등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건강보험」에, 회사 등에서 일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어느 쪽인가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병원에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가면, 병원비의 30퍼센트만을 지불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증 앞면 건강보험증 뒷면 

  

＞2020.01.01「전국건강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  

《일본의 공적의료보험제도》 

일본에서는, 스스로 절차를 밟음으로써, 병원비를 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병원비가 저렴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 

제도를 확실히 이해합시다.  

 

※일본과 공적의료보험제도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은,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국가】 

・독일 ・체코 ・룩셈부르크 ・미국 

・영국 ・스페인 ・한국 ・캐나다 

・벨기에 ・아일랜드 ・인도 ・브라질 

・프랑스 ・스웨스 ・필리핀  

・네덜란드 ・헝가리 ・호주  

 

Ｑ.１８ 일본의 공적의료보험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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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１９ 자녀의 연령에 따라 절차가 다르지만, 일본의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령이 6세～15세일 때】  

일본에서는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연령입니다. 외국인의 자녀는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희망하면 일본의 초・중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편입(학년의 도중에 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는, 거주지의 시정촌 

교육위원회에 상담합시다.     교육위원회의 전화번호는 22페이지  

 

【자녀의 연령이 15세～18세일 때】  

다른 현이나 외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던 자녀를 아키타현내의 고등학교에 

편입시키고 싶을 때는, 아키타현 교육청 고교교육과（TEL：018-860-5161）에 

상담합시다. 

 

 

 

 

 

 

 

 

 

 

 

Ｑ.１９ 자국에서 데려온 아이를 일본의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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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 

《일본어 교육이 필요한 외국인 아동・학생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의무교육 연령・

공립학교에 한해)》  

「일본어 교육이 필요한 외국인 아동・학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을 각 

자치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적 학급에서 수업을 받게 하고, 추가 교원이나 일본어 지도자가 수업에 들어가, 

곁에서 지도합니다. 혹은, 적당한 수업 시간을 활용해, 다른 교실이나 일본어 

교실에서 지도를 실시합니다. 

이들 지원의 상세한 내용은, 각 시정촌의 교육위원회（👉22페이지）에 문의합시다.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 

《자녀의 일본어에 대하여》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아이에게는, 일본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에 일본어가 큰 

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일본어 능력이 공부의 대전제가 되지만,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과, 교과서나 수업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조금 다릅니다. 생활 

환경의 변화나 문화・관습의 차이로 혼란을 겪는 데다가, 언어의 문제는 아이에게 

심리적 부담도 되어, 자아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본어 학습 지원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우선은 학교에 상담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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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타현내의 교육위원회 일람 

 
2019 년 4월 1일 현재의 정보입니다 

교육위원회명 전화번호 ＦＡＸ번호 

아키타현 교육위원회 018-860-5111 018-860-5851 

아키타시 교육위원회           018-888-5803 018-888-5804 

노시로시 교육위원회           0185-73-2757 0185-73-6459 

요코테시 교육위원회          0182-32-2402 0182-32-4034 

오다테시 교육위원회           0186-43-7111 0186-54-6100 

오가시 교육위원회           0185-24-9100 0185-24-9156 

유자와시 교육위원회           0183-73-2161 0183-72-8515 

가즈노시 교육위원회           0186-30-0290 0186-30-1140 

유리혼조시 교육위원회         0184-32-1306 0184-33-3381 

가타가미시 교육위원회          018-853-5361 018-853-5277 

다이센시 교육위원회          0187-63-1111 0187-63-7131 

기타아키타시 교육위원회         0186-62-6616 0186-63-2678 

니카호시 교육위원회 0184-38-2259 0184-38-2252 

센보쿠시 교육위원회 0187-43-3381 0187-54-1727 

고사카마치 교육위원회 0186-29-2342 0186-29-4436 

가미코아니무라 교육위원회           0186-60-9000 0186-77-3223 

후지사토마치 교육위원회           0185-79-1327 0185-79-2227 

미타네초 교육위원회 0185-87-2115 0185-87-3052 

핫포초 교육위원회 0185-77-2816 0185-77-3230 

고조메마치 교육위원회          018-852-5372 018-852-5370 

하치로가타마치 교육위원회          018-875-5812 018-875-5950 

이카와마치 교육위원회           018-874-4424 018-874-2924 

오가타무라 교육위원회           0185-45-3240 0185-45-2661 

미사토마치 교육위원회            0187-84-4914 0187-85-3102 

우고마치 교육위원회            0183-62-2111 0183-62-3334 

히가시나루세무라 교육위원회            0182-47-3415 0182-47-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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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２０ 국가에 따라, 일본에서 운전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운전면허센터」에 문의합시다.  

 

아키타현 경찰본부 운전면허센터    

TEL: 018-863-1111 

운전면허 종합안내 

URL: http://www.police.pref.akita.jp/kenkei/menkyo/menkyo.html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  

《외국의 운전면허증을 일본의 운전면허증으로 전환하는 경우》  

외국의 면허증을 취득한 후, 그 나라에 3개월 이상 체류하고, 그 면허증이 유효기한 

내인 경우, 일본의 운전면허증으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운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확인해, 운전하는 것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받은 경우에는, 

학과시험, 기능시험의 일부가 면제됩니다(영국, 호주, 캐나다, 한국,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의 28개국・1지역은 학과・기능 시험이 면제됩니다). 

 

신청에는, 외국 행정청, 각국의 주일 대사관・영사관 또는 일반사단법인 일본 

자동차 연맹(JAF)에 의한 외국 면허증의 일본어 번역문이 필요합니다.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일본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자동차 학교」에서, 학과 교습과 기능 시험을 치고, 운전면허센터에서 

필기시험을 봅시다. 아키타현의 경우, 필기시험은 일본어(후리가나 붙은)나 영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면허센터에서의 시험에 대해서는 아키타현 경찰본부 운전면허센터 시험계

（TEL: 018-862-7570）에 문의합시다.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  

《일본에서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의 외국어 교본에 대하여》  

「교통의 교칙」（JAF발행）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로 판매되고 

있고, 본 시험은 기본적으로 이 교본에서 출제됩니다. 

JAF아키타지부 TEL：018-864-8492 

Ｑ.２０ 자국의 운전면허가 있으면 일본에서 차를 운전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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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２１ 일반재단법인 자치체국제화협회（크레아）가 만들고 있는 다언어 생활 

정보를 읽어 주십시오. 일본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여러 나라의 

언어나, 쉬운 일본어로 적혀 있습니다. 

 

크레아 다언어 생활 정보 

URL: http://www.clair.or.jp/tagengo/ 

 

 

Ｑ.２１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좀 더 여러 가지를 알고 싶은데, 

일본어를 읽는 것이 어렵습니다. 모국어로 일본의 생활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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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２２ 아키타현 국제교류협회（AIA）에서 통역이나 번역을 해 줄 사람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의뢰하고 싶은지, AIA에 연락 

주십시오. 통역이나 번역에는, 비용이 듭니다. 

 

아키타현 국제교류협회 TEL：018-893-5499 

AIA 커뮤니티 서포터에게 활동을 의뢰하시는 분께  

URL：http://www.aiahome.or.jp/pages/page-1488462840-183 

 

Ａ.２３ 마이넘버는, 일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는, 12자리의 번호입니다. 

연금, 세금, 의료등, 다양한 절차에 사용합니다. 외국인이어도, 일본에서 

주민표를 가지고 있으면, 마이넘버가 발행됩니다.  

이 번호로, 당신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번호이니, 

어디에 사용할지 목적이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타인에게 알려주지 마십시오. 

마이넘버가 적힌 종이를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Ｑ.２２ 통역이나 번역을 해 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디서 소개받을 수 있나요? 

 

Ｑ.２３ 마이넘버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언제 사용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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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넘버 제도에 관한 문의 

TEL: 0120-0178-26 

통화 가능한 요일과 시간：9：30-22：00(평일) 

          9：30-17：30(토・일・공휴일) 

대응 가능한 외국어：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마이넘버가 적힌 종이를 분실했을 때 

    TEL: 0120-0178-27 

통화 가능한 요일과 시간：24시간（어떤 요일에도 통화 가능합니다） 

대응 가능한 외국어：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내각관방 마이넘버 사회보장・세번호제도에 관하여 

URL: https://www.cao.go.jp/bangouseido/foreigners/index.html 

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를 비롯한, 그 외 21개 국어로 

설명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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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관공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업무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시청이나 

정사무소・촌사무소에서는 아래의 표에 있는 업무가 가능합니다. 상담을 

하는 장소도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를 관공서에 알리는 

것）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입학하는 것과 학년의 

도중에 입학하는 것 

사망신고 

（가족 등이 사망했을 때, 

관공서에 알리는 것） 

국민연금 

（모두가 가입하는 연금） 

 

혼인신고・이혼신고 

（결혼・이혼한 것을 

관공서에 알리는 것） 

 

보육원의 입소 절차 

국민건강보험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가입하는 

공적의료보험） 

출생신고 

（아이가 태어난 것을  

시청에 알리는 것） 

그 외, 여러 가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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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ＩＡ의 지역 외국인 상담원을 소개합니다 

외국인의 곤란한 점이나, 고민거리에 대해 상담해주는 상담원 분들입니다. 당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상담원에게 상담해 주십시오.（2020년 4월 1일 현재의 

상담원입니다) 

담당지역 
상담원의 이름과 

전화번호 

상담 가능한 요일과 시간 

월 화 수 목 금 

가즈노시 

고사카마치 

이토 도모코 

090-3644-5194 

9：00- 

17：00 

9：00- 

17：00 
- 

9：00- 

17：00 

9：00- 

17：00 

오다테시 기타아키타시 

가미코아니무라 

고바야시 미키코 

090-4319-3695 

10：00- 

16：00 
- 

10：00- 

16：00 
- - 

노시로시 핫포초 

후지사토마치 미타네초 

기타가와 유코 

090-3640-0459 

10：00- 

17：00 

10：00- 

17：00 

10：00- 

17：00 

10：00- 

17：00 

10：00- 

17：00 

오가시 가타가미시 

이카와마치 고조메마치 

하치로가타마치 

오가타무라 

구도 기요코 

090-4045-8690 

10：00- 

17：00 

10：00- 

17：00 

10：00- 

17：00 

10：00- 

17：00 

10：00- 

17：00 

아키타시 
고바야시 히사에 

090-3983-8498 

11：00 

16：00 
- 

11：00 

16：00 

11：00 

16：00 

11：00- 

13：00 

유리혼조시 

니카호시 

후지시마 에이코 

090-2360-4817 

9：30- 

17：00 

9：30- 

17：00 

13：00- 

17：00 

9：30- 

17：00 

9：30- 

17：00 

다이센시 

센보쿠시 

미사토초 

스즈키 미쓰아키 

090-2276-1113 

10：00- 

16：00 

10：00- 

16：00 

10：00- 

16：00 

10：00- 

16：00 

10：00- 

16：00 

요코테시 
후지와라 미키요 

090-7880-0011 

9：00- 

17：00 

9：00- 

17：00 

13：00- 

17：00 

9：00- 

17：00 
- 

유자와시 

우고마치 

히가시나루세무라 

구라타 마유코 

090-4550-1211 

10：00- 

16：00 

10：00- 

16：00 
- 

10：00-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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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를 공부할 수 있는 곳 

（일본어 교실 일람） 
 

 

※일본어 교실의 정보는,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문의처에 확인해 

주십시오.（아래의 표는 2019년 5월 1일 현재의 정보입니다） 

시정촌명 교실명 공부하는 요일과 시간 장소 문의처 

가즈노시 가즈노시 일본어교실 
토요일 

13:30～15:30                          
가즈노시 교류센터 ☎0186-30-0292 

오다테시 오다테시 일본어교실 

월요일 

17:30～19:30 

수요일 

10:00～12:00 

현 북부 

남녀공동참획센터 
☎0186-43-7027 

기타아키타

시 

기타아키타시 

일본어교실 

일요일 

10:00～12:00 

기타아키타시민 

후레아이 플라자 
☎0186-62-1130 

가미코아니

무라 
후레아이 학급 

월요일 

19:00～ 

가미코아니무라 

생애학습센터 
☎0186-60-9000 

노시로시 노시로 일본어학습회 

화요일 

19:00～21:00 

목요일 

10:00～12:00 

(화요일) 

노시로시 중앙공민관 

(목요일) 

노시로시 일하는 

부인의 집 

☎0185-89-2148  

후지사토마

치 

후지사토마치 

국제교류협회 

일본어교실  

수요일(월 2회） 

10:00～12:00 

후지사토마치 3세대 

교류관 
☎0185-79-1327  

미타네초 

 

 

일본어교실 

 

 

제 1・3화요일 

10:00～12:00 

제 2・4금요일 

10:00～12:00 

하치류공민관 ☎0185-85-2177 

오가시 오가시 일본어교실 
토요일(월 2회） 

10:00～12:00 
오가시 중앙공민관 ☎0185-23-2251 

가타가미시 가타가미시 일본어교실                                                                                              
일요일(월 2～3회） 

10:00～12:00 

가타가미시 

덴노공민관 
☎018-878-4111 

하치로가타

마치 

 

일본어교실 

하치로가타회장 

 

제 1・2・3목요일 

(4월～12월,3월)  

19:00～21:00 

하치로가타 

로만노사토 
☎018-875-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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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촌명 교실명 공부하는 요일과 시간 장소 문의처 

아키타시 

아키타시 일본어교실 
목요일 

18:30～20:00 

아키타시 니기와이 

교류관 AU 4층 

연수실 1・2 

☎018-888-5464 

일본어교실 

「니지아스」 

수요일(월 3회 정도) 

10:00～11:30 

전화로 확인해 

주십시오 
☎018-834-7936 

일본어교실 

「쟈루사」 

수요일 

14:30～16:00 

전화로 확인해 

주십시오 
☎018-835-2009 

이로하 클럽 
화요일 

17:50～19:15 

아토리온 6층 

하모니 플라자 
☎018-864-1706 

유리혼조시 유리혼조시 일본어교실 
금요일(4월～12월） 

18:45～20:45 

문화교류관 

「카다레」 
☎0184-22-0900 

니카호시 
니카호시 일본어교실 

교류회 

토요일(월 4회） 

9:00～11:00   
기사카타공민관 ☎0184-43-7510 

다이센시 

다이센・센보쿠 광역권 

일본어교실 

화요일 

19:00～21:00 
오마가리 교류센터 

☎0187-63-1111

（내선 339） 

목요일 

10:00～12:00 

센보쿠시 
일요일 

10:00～12:00 
가쿠노다테 교류센터 

미사토초 
화요일 

10:00～12:00 

미사토초 중앙 

후레아이관 

요코테시 

요코테시 일본어교실 
금요일 

10:00～12:00 
Y2(와이와이)플라자 ☎0182-35-2162  

볼런티어 일본어교실 
화요일・금요일 

17:00～21:00 
남녀공동참획센터 

 

☎0182-23-5337 

 

유자와시 

유자와시 일본어교실 

유자와 회장 

수요일(4월～12월） 

10:00～12:00 유자와시청 본청사 

3층 

회의실 ☎0183-73-2163 

제 3금요일 

（4월～12월） 

19：00～21：00 

유자와시 일본어교실 

오가치 회장 

목요일(4월～12월) 

19:00～21:00 

오가치 문화회관 

시청각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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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할 때의 상담창구 일람 

 
★이 표시된 상담창구에서는, 외국어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창구에서는, 

일본어로 대응합니다. 

 

상담내용 상담창구명 전화번호 
통화 가능한  

요일과 시간 

►외국어로 하는 상담 

（영어・중국어・

한국어） 아키타현 국제교류협회（AIA） 

018-884-7050 
★목요일 

13：00-15：00 

►상담처를 모를 때 018-893-5499 
평일 

9:00-17:45 

►재류자격에 관하여 

센다이출입국재류관리국 

아키타출장소 
018-895-5221 

평일 

9：00-12：00 

13：00-16：00 

★외국인종합상담지원센터 
03-3202-5535 

03-5155-4039 
평일 

9：00-16：00 

►여권의 갱신 

►가족・친구를 

일본에 초대하고 

싶을 때 등 

주 일본 각국 대사관・영사관 
6페이지를 

확인 
- 

►남편・애인의 

폭력(DV)  
아키타현 여성상담소 018-835-9052 

평일 

8：30-21：00 

토・일・공휴일 

9：00-18：00 

►의무교육에 관하여 각 시정촌의 교육위원회 
22페이지를 

확인 
－ 

►고등학교 진학에 

관하여 

(공립) 

아키타현 교육청 고교교육과 
018-860-5161 － 

►일을 찾고 싶을 때 각 지역 헬로워크 
14페이지를 

확인 
－ 

►갑자기 해고당했을 

때 각 지역 노동기준감독서 
17페이지를 

확인 

 

－ 

 
►급여의 미지급 

►일본어를 공부하고 

싶을 때 
각 일본어교실 

29-30페이지를 

확인 
 

 



 

 

아키타현 국제교류협회（ＡＩＡ） 
주소: 아키타시 나카도리 2-3-8 아토리온 1층 

전화: 018-893-5499 

팩스: 018-825-2566 

메일: aia@aiahome.or.jp 

홈페이지: http://www.aiahome.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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