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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4 노동 

1. 부내의 헬로워크 리스트 
 

명칭 주소 전화번호 관할지구 

오사카히가시 오사카시츄오우구노우닌

바시 2-1-36 빕빌딩 

지하철(Osaka Metro) 

타니마치선･츄우오우선 

타니마치 4 쵸메역 

8 번출구 5 분 

06-6942-4771 

츄오우구（오사카니시의 

관할 제외）・

히가시나리구・텐노우지구・

죠우토구・츠르미구・

이쿠노구 

우메다 오사카시기타쿠우메다 1

-2-2 

오사카역전 

제 2 빌딩 16 층 

JR 도자이선・기타신치역 

동쪽출구에서 바로 

06-6344-8609 

기타구・미야코지마구・

아사히구・코노하나구・

후쿠시마구・니시요도가와구 

오사카니시 

 

오사카시미나토쿠미나미

이치오카 1-2-34 

JR 간죠우선 다이쇼역 

도보 12 분･지하철(Osaka 

Metro)나가호리츠루미료

쿠치선 다이쇼역 

4 호출구 도보 12 분  

 
06-6582-5271 

니시구・나니와구・

미나토구・다이쇼우구・

츄오우구 중에서 

안도우지마치、우에혼마치

니시、토우헤이、우에시오

、나카데라、마츠야마치、

가와라야마지、고즈、미나

미센바、시마노우치、도우

톤보리、센니치마에、난바

센니치마에、난바、닛폰바

시、히가시신사이바시、신

사이바시수지、니시신사이

바시、소에몬쵸、타니마치

6～9 쵸메 

아베노 오사카시아베노구 

후미노사토 1-4-2 

JR 한와선 비쇼엔역 

도보 3 분  

지하철(Osaka Metro) 

다니마치선 

후미노사토역 도보 7 분 

06-4399-6007 

아베노구・니시나리구・

스미요시구・히라노구・

스미노에구・

히가시스미요시구 

요도가와 오사카시요도가와구쥬우

소우혼마치 3-4-11 

한큐쥬소역 도보 3 분 

 

06-6302-4771 

히가시요도가와구・요도 

가와구・스이타시 

후세 히가시오사카시쵸도 1-8

-37 이온후세역앞점 4 층  

긴테츠나라선・

오사카선후세역 

도보 2 분 

06-6782-4221 

히가시오사카시・야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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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주소 전화번호 관할지구 

사카이 사카이시 사카이구 

미나미카와라마치 2-29 

사카이 지방합동청사 

1-3 층 

난카이코우야선 

사카이히가시역 

도보 5 분 

072-238-8301 

사카이시 

기시와다 기시와다시사쿠자이쵸 1

264 

JR 한와선 

히가시키시와다역  

도보 10 분 

072-431-5541 

기시와다시・가이즈카시 

이케다 이케다시사카에혼마치 

12-9 

한큐타카라즈카선 

이케다역  7 분 

072-751-2595 

이케다시・도요나카시 

미노오시 ・

도요노군도요노쵸,  

노세쵸 

이즈미오오츠 이즈미오오츠시아사히마

치 텍스피어 오사카 2 층 

난카이본선 

이즈미오츠역 도보 3 분 

0725-32-5181 

이즈미오오츠시・이즈미시・

다카이시시・센보쿠군 다다 

오카쵸 

후지이데라 후지이데라시이치오카 2

초메 10-18 

DH 후지이데라역앞빌딩

3 층 

긴테츠미나미 오사카선 

후지이데라역 도보 2 분 

 

072-955-2570 

가시와라시・마츠바라시・

하비키노시・후지이데라시 

히라카타 히라카타시오카혼마치 7

번 1 호 비오루네 

이온히라카타점 6 층 

케이한본선 

히라카타시역  도보 3 분 

072-841-3363 

히라카타시 ・ 네야가와시 ・

카타노시 

이즈미사노 이즈미사노시우에마치 2

-1-20 

난카이본선 

이즈미사노역 도보 5 분 

이즈미사노경찰소 옆 

072-463-0565 

이즈미사노시 ・ 센난시 ・

한난시・센난군 쿠마토리쵸, 

다지리쵸,미시키쵸 

이바라키 이바라키시히가시츄우죠

우쵸 1-12 

JR 교토선 이바라키역 

도보 8 분 

이바라키소방서 서쪽 옆 

072-623-2551 

이바라키시 ・ 타카츠키시 ・

셋츠시・미시마군 시마모 

토쵸 

 

가와치나가노 가와치나가노시쇼우에이

쵸 7-2 

킨테츠나가노선,난카이코

우야선 카와치나카노역 

도보 20 분 

0721-53-3081 

가와치나가노시・돈다바야시 

시・오사카사야마시・미나미 

카와치군가난쵸・다이시쵸,

치하야아카사카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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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주소 전화번호 관할지구 

가도마 가도마시토노시마쵸 6-4 

모리구치카도마상공회관 

2 층 

케이한본선, 오사카 

모노레일 카도마시역 

도보 10 분 

06-6906-6831 

모리구치시 ・ 다이토우시 ・

가도마시・시조우나와테시 

 
외국인고용서비스코너 

명칭 주소 전화번호 관할지구 

우메다 오사카시키타구카쿠다마

치 8-47 한큐그랜드빌딩 

16 층 

06-7709-9465 

없음 

사카이 헬로워크 사카이 

(상기 리스트) 
072-222-5069 

사카이시 

 

２.노동기준감독서리스트 

명칭 주소 전화번호 관할지역 

오사카츄오우 

 

오사카시츄오우쿠모리노

미야츄오우 1-15-10 

JR 간죠우선､지하철(Osak

a Metro)츄오우선 

모리노미야역 바로 

06-7669-8726 츄오우구・히가시나리구・

죠토우구・텐노우지구・

나니와구・이쿠노구・

츠르미구 

06-7669-8727 

06-7669-8728 

덴마 

 

오사카시키타구텐마바시 1

-8-30 OAP 타워 7 층 

JR 간조선 

사쿠라노미야역,JR 도자이

선 오사카텐만구역 도보 

약 10 분 

06-7713-2003 기타구 ・ 미야코지마구 ・

아사히구 

06-7713-2004 

06-7713-2005 

니시노다 

 

오사카시코노하나구니시

쿠죠 5-3-63 

JR 간죠우선,한신 남바선 

니시쿠죠역 도보 5 분 

06-7669-8787 코노하나구・니시요도가 

와구・후쿠시마구 

06-7669-8787 

06-7669-8788 

히가시오사카 

 

히가시오사카시와카에니

시신마치 1-6-5 

킨테츠 야에노사토역 

도보 7 분 

06-7713-2025 히가시오사카시・야오시 

06-7713-2026 

06-7713-2027 

사카이 

 

사카이시사카이구 

미나미가와라마치 2-29 

사카이지방 공동청사 3 층 

072-340-3829 사카이시 

072-340-3831 

072-340-3835 

기타오사카 

 

히라카타시히가시타미야 1

-6-8 

케이한 본선 

히라카타시역 도보 5 분 

072-391-5825 모리구치시・히라카타시・

네야가와시・다이토우시・

카도마시・

시죠우나와테시・카타노시 

072-391-5826 

072-391-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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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주소 전화번호 관할지역 

이바라키 

 

이바라키시 

우에나카죠 2-5-7 

JR 교토선 이바라키역, 

한큐전철교토선 

이바라키시역 도보 5 분 

072-604-5308 이바라키시・타카츠키시・

스이타시・셋츠시・

미시마군시마모토정 072-604-5309 

072-604-5310 

오사카미나미 

 

오사카시니시나리구타마

데나카 2-13-27 

지하철(Osaka etro) 

요츠바시선 타마데역 

도보바로 

06-7688-5580 스미노에구・스미요시군・

니시나리구・아베노구 

・히가시스미요시구・

히라노구 

06-7688-5581 

06-7688-5582 

오사카니시 

 

오사카시니시구키타호리

에 

1-2-19 

아스테리오 

기타호리에빌딩 9 층 

지하철(Osaka Metro) 

요츠바시선 요츠바시 

5 번출구 바로  

06-7713-2021 
니시구・미나토구・타이쇼 

우구 

06-7713-2022 

06-7713-2023 

요도가와 

 

오사카시요도가와구니시

미구니 4-1-12  

한큐다카라즈카선 

미쿠니역 하차 도보 11 분 

지하철(Osaka Metro) 

미도스지선 

히가시미쿠니역 하차 

도보 16 분 

06-7668-0268 
히가시요도가와구・

요도가와구・이케다시・

도요나카시・미노오시・

도요노군 도요노쵸, 

노세쵸 
06-7668-0269 

06-7668-0270 

기시와다 

 

기시와다시키시키쵸 23-1

6   

난카이본선 타코지죠우역 

도보 3 분 

072-498-1012 기시와다시・가이즈카시・

돈즈미사노시・세난시・

센난군・한난시 
072-498-1013 

072-498-1014 

 

하비키노 

 

하비키노시콘다 3-15-17 

킨테츠 미나미오사카선 

후루이치역 도보 5 분 

 

072-942-1308 
돈다바야시시・가와치 

나가노시・마츠바라시・

가시와라시・하비키노시・

후지이데라시・미나미 

가와치군 카난쵸, 

타이시쵸,치하야아카사카

무라 

072-942-1308 

072-942-1309 

이즈미오오츠 

 

이즈미오츠시아사히마치 2

2-45 텍스피어오사카 6 층 

난카이 본선 

이즈미오츠역 도보 3 분 

0725-27-1211 이즈미오오츠시・

이즈미시・타카이시시・

센보쿠군 다다오카쵸 
0725-27-1211 

0725-27-1212 

＊  상단 감독 

중단 안전위생 

하단 노동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