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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국의 정보（労働局の情報）             

노동국은 일하고 있는 사람이 일이나 노동에 관하여 상담 가능한 곳입니다. 

회사와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 그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외국어로 상담 가능합니다.】 

중국어, 베트남어 상담원이 있습니다. 

전화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상담코너 

장소 : 미야기 노동국 노동기준부 감독과 

(센다이시 미야기노구 텟포마치 1 번지 센다이 제 4 합동청사 8 층) 

시간: 중국어 월, 화, 목 9 시 30 분~17 시 (12 시~13 시는 휴식시간) 

베트남어 화, 수, 금 8 시 45 분~16 시 15 분 (12 시~13 시는 휴식시간) 

전화: 022-299-8838 

※ 상담 가능한 날이 변경될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확인 

바랍니다. 

https://jsite.mhlw.go.jp/miyagi-roudoukyoku/3/350/35012.html 

 

【외국어로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영어, 중국어, 한국어, 베트남어, 네팔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몽골어, 

캄보디아어(크메르어), 미얀마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로 통화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대상 상담 다이얼 

평일 10 시~15 시 (12 시~13 시는 제외)에 상담 가능한 전화입니다. 

전화번호, 상담 가능한 요일은 언어에 따라 다릅니다. 

전화요금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check-roudou.mhlw.go.jp/soudan/foreigner.html 

 

 노동조건 상담 핫라인 

평일(월~금) 오후 5 시~오후 10 시와 토일・공휴일 오전 9 시~오후 9 시에 상담 가능한 

전화입니다.  

전화번호, 상담 가능한 요일은 언어에 따라 다릅니다. 

전화는 무료(￥０)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check-roudou.mhlw.go.jp/lp/hot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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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때의 규칙, 법률】 

일할 때의 일본의 규칙 및 법률을 익힙시다.  

급여, 잔업, 휴가, 다쳤을 때에 관한, 중요한 규칙 및 법률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대상 모델 노동조건 통지서」 

영어 

https://www.mhlw.go.jp/new-info/kobetu/roudou/gyousei/kantoku/040325-4.html 

 

중국어 

https://www.mhlw.go.jp/new-info/kobetu/roudou/gyousei/kantoku/040325-5.html 

 

한국어 

https://www.mhlw.go.jp/new-info/kobetu/roudou/gyousei/kantoku/040325-6.html 

 

베트남어 

https://www.mhlw.go.jp/new-info/kobetu/roudou/gyousei/kantoku/040325-8.html 

 

네팔어 

https://www.mhlw.go.jp/new-info/kobetu/roudou/gyousei/kantoku/040325-12.html 

 

타갈로그 

https://www.mhlw.go.jp/new-info/kobetu/roudou/gyousei/kantoku/040325-2.html 

 

태국어 

https://www.mhlw.go.jp/new-info/kobetu/roudou/gyousei/kantoku/040325-13.html 

 

인도네시아어 

https://www.mhlw.go.jp/new-info/kobetu/roudou/gyousei/kantoku/040325-7.html 

 

미얀마어 

https://www.mhlw.go.jp/new-info/kobetu/roudou/gyousei/kantoku/040325-11.html 

포르투갈 

https://www.mhlw.go.jp/new-info/kobetu/roudou/gyousei/kantoku/040325-3.html 

 

스페인어 

https://www.mhlw.go.jp/new-info/kobetu/roudou/gyousei/kantoku/04032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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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메르어 

https://www.mhlw.go.jp/new-info/kobetu/roudou/gyousei/kantoku/040325-9.html 

 

몽골어 

https://www.mhlw.go.jp/new-info/kobetu/roudou/gyousei/kantoku/040325-10.html 

 

 

「노동조건 핸드북」 

일본어 

https://www.mhlw.go.jp/new-info/kobetu/roudou/gyousei/kantoku/040330-6.html 

 

영어 

https://www.mhlw.go.jp/new-info/kobetu/roudou/gyousei/kantoku/040330-3.html 

중국어 

https://www.mhlw.go.jp/new-info/kobetu/roudou/gyousei/kantoku/040330-4.html 

 

한국어 

https://www.mhlw.go.jp/new-info/kobetu/roudou/gyousei/kantoku/korea.html 

 

베트남어 

https://www.mhlw.go.jp/new-info/kobetu/roudou/gyousei/kantoku/vietnam.html 

 

네팔어 

https://www.mhlw.go.jp/new-info/kobetu/roudou/gyousei/kantoku/040330-17.html 

 

타갈로그어 

https://www.mhlw.go.jp/new-info/kobetu/roudou/gyousei/kantoku/040330-7.html 

 

태국어 

https://www.mhlw.go.jp/new-info/kobetu/roudou/gyousei/kantoku/040330-18.html 

 

인도네시아어 

https://www.mhlw.go.jp/new-info/kobetu/roudou/gyousei/kantoku/040330-15.html 

 

미얀마어 

https://www.mhlw.go.jp/new-info/kobetu/roudou/gyousei/kantoku/040330-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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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어 

https://www.mhlw.go.jp/new-info/kobetu/roudou/gyousei/kantoku/040330-2.html 

 

스페인어 

https://www.mhlw.go.jp/new-info/kobetu/roudou/gyousei/kantoku/040330-1.html 

 

캄보디아어 

https://www.mhlw.go.jp/new-info/kobetu/roudou/gyousei/kantoku/040330-19.html 

 

몽골어 

https://www.mhlw.go.jp/new-info/kobetu/roudou/gyousei/kantoku/040330-20.html 

 

그 밖에도 외국어 자료가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https://jsite.mhlw.go.jp/miyagi-roudoukyoku/2/212_00007.html 

 

 

센다이 다문화공생센터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센다이 다문화공생센터에서 미야기 노동국 직원에게 상담 가능합니다.  

1 인당 30 분, 무료(￥０)입니다. 

비밀은 엄수합니다.  

일본어가 능숙하지 않은 분은 통역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장소: 센다이 다문화공생센터 

      (센다이시 아오바구 아오바야마 무반치 센다이 국제센터 회의동 1 층) 

시간: 13 시~16 시 

전화: 022-224-1919 

Email：tabunka@sentia-sendai.jp 

 

상담 가능한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http://int.sentia-sendai.jp/j/download/exchange/Labour-Bureau.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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