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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부록 

IX-1 관계기관리스트 

1. 오사카부･부내시정촌（오사카시，사카이시는제외） 

이름 주소 전화번호 대응시간 URL 

오사카부 
오사카시츄오우구

오태마에２쵸메 

06-6941-0351 

(일본어) 

9:00-17:30

（월-금 12/29

-1/3 제외） 

http://www.pref.osaka.lg.jp/   

[일본어,영어,한국 

조선어,중국어간체,중국어번체 

대응] 

06-6941-2297 

(영어・중국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베드남어・

필리핀어・

타이어・

일본어） 

9:00-17:30 

(월-금12/29-

1/3제외） 

스이타시   
스이타시이즈미쵸

１-3-4-40 
06-6384-1231 9:00-17:30 

http://www.city.suita.osaka.jp/  

[다언어 자동번역 기능] 

다카츠키시 
다카츠키시도우엔

쵸2-1 
072-674-7111 8:45-17:15 

http://www.city.takatsuki.osaka.j

p/kurashi/shiminkatsudo/foreignl

anguage/  [일본어, 영어, 한국 

조선어, 중국어 대응] 

이바라키시 
이바라키시에키마

에3-8-13 
072-622-8121 8:45-17:15 

http://www.city.ibaraki.osaka.jp/ 

[다언어 자동번역 기능] 

셋츠시 
셋츠시미시마1-1

-1 

06-6383-1111 

072-638-0007 
9:00-17:15 

http://www.city.settsu.osaka.jp/ 

[다언어 자동번역 기능] 

시마모토쵸 
미시마군시마모토

쵸사쿠라이2-1-1 
075-961-5151 9:00-17:30 

http://www.shimamotocho.jp/  

[다언어 자동번역 기능] 

도요나카시 
도요나카시나카사

구라즈카3-1-1 

06-6858-2525 

일본어 
9:00-17:15 

http://www.city.toyonaka.osaka.j

p/multilingual/index.html 

[다언어자동번역기능] 

06-6858-2730 

영어（월･화･목

･금）중국어（

수） 

10:00-12:00 

13:00-16:00 

http://tifa-toyonaka.org./activitie

s/34  [영어] 

이케다시 
이케다시죠난1-1

-1 
072-752-1111 8:45-17:15 

http://www.city.ikeda.osaka.jp/ 

[다언어 자동번역 기능] 

  

미노오시 
미노오시니시쇼우

지4-6-1 
072-723-2121 8:45-17:15 

http://www.city.minoh.lg.jp  

[다언어 자동번역 기능] 

도요노쵸 
도요노군도요노쵸

요노414-1 
072-739-0001 9:00-17:30  

http://www.town.toyono.osaka.jp/ 

 [다언어 자동번역 기능] 

노세쵸 도요노군노제쵸슈 072-734-0001 8:30-17:30 
http://www.town.nose.osaka.jp/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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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노28 

이즈미오츠

시 

이즈미오츠시시노

노메쵸9-12 
0725-33-1131 8:45-17:15 

http://www.city.izumiotsu.osaka.l

g/ [다언어자동번역기능] 

이즈미시 
이즈미시후츄쵸2

-7-5 
0725-41-1551 9:00-17:15 

http://www.city.osaka-izumi.lg.jp

/ [일본어] 

다카이시시 
다카이시시카모4

-1-1 
072-265-1001 9:00-17:30 

http://www.city.takaishi.lg.jp/ 

 [다언어 자동번역 기능]  

다다오카쵸 

센보쿠군타다오카

쵸타다오카히가시

1-34-1 

0725-22-1122 9:00-17:30 
http://www.town.tadaoka.osaka.jp

/ [일본어] 

기시와다시 
기시와다시키시키

쵸7-1 
072-423-2121 9:00-17:30 

http://www.city.kishiwada.osaka.j

p/  [다언어 자동번역기능] 

가이즈카시 
가이즈카시하타케

나카시1-17-1 
072-423-2151 8:45-17:15 

http://www.city.kaizuka.lg.jp/ 

[일본어] 

이즈미사노

시 

이즈미사노시이치

바히가시1-295-

3 

072-463-1212 8:45-17:15 
http://www.city.izumisano.lg.jp/ 

[다언어자동번역기능] 

센난시 
센난시타루이1-1

-1 
072-483-0001 9:00-17 :30 

http://www.city.sennan.osaka.jp/ 

[다언어 자동번역 기능] 

한난시 
한난시오자키쵸3

5-1 
072-471-5678 8:45-17:15 

http://www.city.hannan.lg.jp/ 

[다언어자동번역기능] 

구마토리쵸 
센난군구마토리쵸

노제1-1-1 
072-452-1001 9:00-17:30 

http://www.town.kumatori.lg.jp/ 

[일본어] 

다지리쵸 
센난군타지리쵸카

쇼우지375-1 
072-466-1000 8:45-17:15 

http://www.town.tajiri.osaka.jp/ 

[일본어] 

미사키쵸 
센난군미사키쵸후

케 2000-1 

072-492-2775 

（국제교류） 

 

9:00-17:30 
http://www.town.misaki.osaka.jp/ 

[다언어자동번역기능] 

돈다바시시 
돈다바시시도키와

쵸1-1 
0721-25-1000 9:00-17:30 

http://www.city.tondabayashi.osa
ka.jp/ 
[다언어자동번역기능] 

가와치나가

노시 

가와치나가노시하

라쵸1-1-1 
0721-53-1111 9:00-17:30 

http://www.city.kawachinagano.lg
.jp/ [일본어,영어, 한국・조선어, 
중국어 대응] 

마츠바라시 
마츠바라시아오1

-1-1 
072-334-1550 

（월～금） 

9:00-17:30 

（제3토） 

9:00-12:00 

http://www.city.matsubara.osaka.

jp/   [다언어자동번역기능]  

하비키노시 
하비키노시콘다4

-1-1 
072-958-1111 9:00-17:30 

http://www.city.habikino.lg.jp/[다
언어자동번역기능] 

후지이데라

시 

후지이데라시오카

1-1-1 
072-939-1111 9:00-17:30 

http://www.city.fujiidera.osaka.jp
/ [일본어] 

오사카사야

마시 

오사카사야마시사

야마1-2384-1 
072-366-0011 

（월～금） 

9:00-17:30 

（제1・3토） 

9:00-12:00 

http://www.city.osakasayama.osa

ka.jp/  [다언어 자동번역 기능] 

다이시쵸 

미나미카와치군타

이시쵸오아자야마

다88 

0721-98-0300 9:00-17:30 
http://www.town.taishi.osaka.jp/ 

[일본어] 

가난쵸 미나미카와치군가 0721-93-2500 9:00-17:30 http://www.town.kanan.osak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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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오사카시 및 시내구역소・시세사무소 

난쵸오아자시라키

1359-6 

[일본어] 

치하야아카

사카무라 

미나미카와치군치

하야아카사카무라

오아자수이분180 

0721-72-0081 9:00-17:30 
http://www.vill.chihayaakasaka.o

saka.jp/ [일본어] 

야오시 
야오시혼마치1-1

-1 

072-991-3881 

일본어 
8:45-17:15 

http://www.city.yao.osaka.jp/ 

[일본어,영어,한국어,중국어,베드남

어,포르투갈어 대응] 

072-922-3232 

베트남어（월･

화･목･금）,한국

･조선어,중국어(

수) 

9:00-17:00 

통역서비스 

가시와라시 
가시와라시안도우

쵸1-55 
072-972-1501 8:45-17:15 

http://www.city.kashiwara.osaka.j
p/ [다언어 자동번역 기능] 

히가시오사

카시 

히가시오사카시아

라모토키타1-1-1 

06-4309-3000 

일본어 
9:00-17:30 

http://www.city.higashiosaka.lg.jp

/ [[다언어자동번역기능] 

06-4309-3311 

영어，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월～금요일 

10:00-17:30 

제 4토요일 

9:00-12:00 

모리구치시 
모리구치시케이한

혼도우리2-5-5 
06-6992-1221 9:00-17:30 

http://www.city.moriguchi.osaka.j
p/ [다언어자동번역기능] 

히라카타시 
히라카타시오오가

이토쵸2-1-20 
072-841-1221 9:00-17:30 

http://www.city.hirakata.osaka.jp/

site/userguide/foreign.html 

[다언어자동번역기능] 

네야가와시 
네야가와시혼마치

1-1 
072-824-1181 9:00-17:30 

http://www.city.neyagawa.osaka.j

p/ [다언어자동번역기능]  

다이토우시 
다이토우시타니가

와1-1-1 
072-872-2181 9:00-17:30 

http://www.city.daito.lg.jp/ 

[다언어자동번역기능]  

가도마시 
가도마시나카마치

1-1 
06-6902-1231 9:00-17:30 

http://www.city.kadoma.osaka.jp/ 

[다언어자동번역기능] 

시죠나와테

시 

시죠나와테시나카

노혼마치1-1 
072-877-2121 8:45-17:15 

http://www.city.shijonawate.lg.jp/ 

[다언어자동번역기능] 

가타노시 
가타노시사키베1

-1-1 
072-892-0121 9:00-17:30 

http://www.city.katano.osaka.jp/ 

[다언어자동번역기능]  

시정촌명 주소 전화번호 대응시간 URL 

오사카시 

오사카시키타

구나카노시마1

-3-20 

06-6208-8181 

（일본어） 

월～금 

9:00-17:30 

http://www.city.osaka.lg.jp

/[다언어자동번역기능]  

06-6773-6533 

인포메이숀･프라자･오사카 

(영어,중국어,한국어;매일  

타이어;월 포르투갈어：화 

인도네시아어：스페인어：금) 

연말년초를 

제외한 매일 

9:00-17:00 

http://www.ih-osaka.or.jp/

enjoy/jp/index.html/  

외국인을 위한 리빙그인 

포메인숀 

[일본어,영어,한국어,스페인

어,포르투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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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시간（하기공통） 대응언어 

（월～금）9:00-17:30 ※금요일은 일부 

창구에서19:00 까지 연장 

（제4일요일）9:00-17:30 ※일부 창구에 제한한다. 

 

영어,중국어,한국･조선어 

 

행정구명 주소 

전화번호 URL 

[일본어,영어, 

한국어,중국어 

자동번역기능] 
외국적주민상담창구 담당이 모를 때 

기타구 
오사카시기타구오우

기마치2-1-27 
06-6313-9907 06-6313-9986 

http://www.city.osaka.lg.j

p/kita/  

미야코지

마구 

오사카시미야코지마

구나카노쵸2-16-20 
06-6882-9907 06-6882-9986 

http://www.city.osaka.lg.j

p/miyakojima/  

후쿠시마

구 

오사카시후쿠시마구

오오비라키1-8-1 
06-6464-9907 06-6464-9986 

http://www.city.osaka.lg.j

p/fukushima/  

고노하나

구 

오사카시고노하나구

카수가데키타1-8-4 
06-6466-9907 06-6466-9986 

http://www.city.osaka.lg.j

p/konohana/  

츄오구 
오사카시츄오구규타

로우마치1-2-27 
06-6267-9907 06-6267-9986 

http://www.city.osaka.lg.j

p/chuo/  

니시구 
오사카시니시쿠신마

치4-5-14 
06-6532-9907 06-6532-9986 

http://www.city.osaka.lg.j

p/nishi/  

미나토구 
오사카시미나토구이

치오카1-15-25 
06-6576-9907 06-6576-9986 

http://www.city.osaka.lg.j

p/minato/  

다이쇼구 
오사카시다이쇼구치

시마2-7-95 
06-4394-9907 06-4394-9986 

http://www.city.osaka.lg.j

p/taisho/  

텐노우지

구 

오사카시텐노우지구

신보우인쵸20-33 
06-6774-9907 06-6774-9986 

http://www.city.osaka.lg.j

p/tennoji/  

나니와구 
오사카시나니와구시

키츠히가시1-4-20 
06-6647-9907 06-6647-9986 

http://www.city.osaka.lg.j

p/naniwa/  

니시요도

가와구 

오사카시니시요도가

와구미테지마1-2-10 
06-6478-9907 06-6478-9986 

http://www.city.osaka.lg.j

p/nishiyodogawa/  

요도가와

구 

오사카시요도가와구

쥬소우히가시2-3-3 
06-6308-9907 06-6308-9986 

http://www.city.osaka.lg.j

p/yodogawa/  

히가시요

도가와구 

오사카시히가시요도

가와구2-1-4 
06-4809-9907 06-4809-9986 

http://www.city.osaka.lg.j

p/higashiyodogawa/  

히가시나

리구 

오사카시히가시나리

구오오이마자토니시2

-8-4 

06-6977-9907 06-6977-9986 
http://www.city.osaka.lg.j

p/higashinari/  

이쿠노구 
오사카시이쿠노구가

츠야마미나미3-1-19 
06-6715-9907 06-6715-9986 

http://www.city.osaka.lg.j

p/ikuno/  

아사히구 
오사카시아사히구오

오미야1-1-17 
06-6957-9907 06-6957-9986 

http://www.city.osaka.lg.j

p/asahi/  

죠토우구 
오사카시죠토우구쥬

오우3-5-45 
06-6930-9907 06-6930-9986 

http://www.city.osaka.lg.j

p/joto/  

츠루미구 
오사카시츠르미구요

코츠즈미5-4-19 
06-6915-9907 06-6915-9986 

http://www.city.osaka.lg.j

p/tsurumi/  

아베노구 오사카시아베구후미 06-6622-9907 06-6622-9986 http://www.city.osaka.lg.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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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카이시 및 시내구역소 

 

노사토1-1-40 p/abeno/  

스미노에

구 

오사카시스미노에구

미사키3-1-17 
06-6682-9907 06-6682-9986 

http://www.city.osaka.lg.j

p/suminoe/  

스미요시

구 

오사카시스미요시구

미나미스미요시3-15

-55 

06-6694-9907 06-6694-9986 
http://www.city.osaka.lg.j

p/sumiyoshi/  

히가시스

미요시구 

오사카시히가시수미

쇼시구히가시타나베1

-13-4 

06-4399-9907 06-4399-9986 
http://www.city.osaka.lg.j

p/higashisumiyoshi/  

히라노구 
오사카시히라노구세

토구치3-8-19 
06-4302-9907 06-4302-9986 

http://www.city.osaka.lg.j

p/hirano/  

니시나리

구 

오사카시니시나리구

키시노사토1-5-20 
06-6659-9907 06-6659-9986 

http://www.city.osaka.lg.j

p/nishinari/  

시세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대응시간 

우메다 

오사카시키타구우메다1-2-2-700 

오사카에키마에 

다이니빌7층 

06-4797-2948 

 

 

 

 

 

 

 월～금 

9:00-17:30 

금요일은 19 :00까지 

 

교바시 
오사카시카타마치2-2-48 

JEI쿄바시빌딩4층 
06-4801-2948 

벤텐쵸 
오사카시미나토구벤텐1-2-2-100 

오-쿠200 2반가이1층 
06-4395-2948 

난바 

오사카시나니와구미나토마치1-4-1 

오사카시티에아타미나루빌 

(OCAT)5층 

06-4397-2948 

아베노 
오사카시아베노구아사히마치1-2-7-7

02 아베노메딧쿠스7층 
06-4396-2948 

센바호우진 
오사카시츄오우구센바츄오우1-4-3-2

03 센바센타빌3호관2층 
06-4705-2948 

시정촌명 주소 전화번호 대응시간 URL 

사카이시 
사카이시사카이구미나미

카와라마치3-1 
072-233-1101 

월～금 
9:00-17:30 

http://www.city.sakai.lg.jp/f

oreign.html  

[영어,한국어,중국어,포르투갈

어,스페인어,베트남어,태국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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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입국관계기관 

 

5. 오사카부내 국제협회 리스트 

 
(공익재단)오사카부국제교류재단（ＯＦＩＸ）http://www.ofix.or.jp/  

TEL 06-6966-2400 

FAX 06-6966-2401 
540-0029 오사카시츄오우구혼마치바시 2-5 

마이도-무오사카 5 층     info@ofix.or.jp 

(공익재단)오사카국제교류센터（Ｉ-house）http://www.ih-osaka.or.jp/  

TEL 06-6772-8989 

FAX 06-6773-8421 

543-0001 오사카시텐노우지구혼마치 8-2-6 

center@ih-osaka.or.jp 

(공익재단)스이타시국제교류협회（ＳＩＦＡ）http://suita-sifa.org/  

TEL 06-6835-1192 

FAX 06-6835-6420 

565-0862 스이타시쓰꾸모다이 1-2-1  

센리뉴타운프라자 6 층    info@suita-sifa.org 

(공익재단)다카츠키시도시교류협회（ＴＩＡ）http://www.takatsuki-intl-assn.or.jp/  

TEL 072-674-7396 

FAX 072-661-8355 

569-0067 타카츠키시토우엔쵸 2-1 타카츠키시역소 내 

타카츠키시소우고우센터 4 층 

                  tia@takatsuki-intl-assn.or.jp 

이바라키시국제친선협회 http://www.ifai.jp/  

행정구명 주소 전화번호 대응시간 
URL 

[일본어] 

사카이구 
사카이시사카이구미나미

카와라마치3-1 
072-228-7403 

 

월～금 

9:00-17:30 

 

 

 

 

 

https://www.city.sakai.lg.j

p/sakai/index.html  

기타구 
사카이시기타구신카나오

카쵸5-1-4 
072-258-6706 

http://www.city.sakai.lg.jp/

kita/index.html  

니시구 
사카이시니시구오오토리

히가시마치6-600 
072-275-1901 

http://www.city.sakai.lg.jp/

nishi/index.html  

나카구 
사카이시나카구후카이자

와마치2470-7 
072-270-8181 

http://www.city.sakai.lg.jp/

naka/index.html  

히가시구 
사카이시히가시구히키쇼

하라데라마치195-1 
072-287-8100 

https://www.city.sakai.lg.j

p/higasi/index.html  

미하라구 
사카이시미하라구쿠로야

마167-1 
072-363-9311 

http://www.city.sakai.lg.jp/

mihara/index.html  

미나미구 
사카이시미나미구모모야

다이1-1-1 
072-290-1800 

http://www.city.sakai.lg.jp/

minami/index.html  

이름 주소 전화번호 대응시간 URL 

오사카입국관

리국 

오사카시스미노에구난

코키타 1-29-53 

지하철츄오우센코스모

스쿠에어역3호출구 

하차후 바로 근교) 

각부서의직통번

호는 

아래URL을 

참조 
http://www.immi

-moj.go.jp/soshi

ki/kikou/osaka.ht

ml  

월～금 

9:00-17:30 

(단, 

접수는16:00

까지) 

http://www.immi-moj.go.j

p/  

[일본어,영어,한국어,중국어,

포르투갈어,스페인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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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72-620-1810 

FAX 072-622-7202 

567-8505 이바라키시에키마에 3-8-13 

이바라기시시민문화부 문화진흥과내 

셋츠시국제협회 (SAIE) http://settsu-saie.org/  

TEL/FAX 06-6383-6251 
566-8555 셋츠시미시마 1-1-1 셋츠시청 내 서쪽별관 2 층 

saie2003@maia.eonet.ne.jp 

(공익재단)도요나카국제교류협회 http://www.a-atoms.info/  

TEL 06-6843-4343 

FAX 06-6843-4375 

560-0026 토요나카시타마이쵸 1-1-1-601 

(＜에토레토요나카＞６층)      atoms@a.zaq.jp 

이케다시 국제교류센터 (IMC) 
http://www.city.ikeda.osaka.jp/shisetsu/bunka/1447722780463.html  

TEL072-735-7588 

FAX072-735-7589 

563-0025 이케다시 죠난 3-1-40 

（이케다시보건복지 종합센터 2 층） 

imc@ikeda.osaka.jp 

(공익재단)미노오시국제교류협회（ＭＡＦＧＡ）http://mafga.or.jp/  

TEL 072-727-6912 

FAX 072-727-6920 

562-0023 미노오시오노하라니시 5-2-36 

미노오시립다문화교류센터       info@mafga.or.jp

이즈미오오츠국제교류협회 
http://www.city.izumiotsu.lg.jp/kakuka/sogoseisaku/seisakusuisin/kokusaikoryu/kokusaikoryukyo

kai/index.html  

TEL 0725-33-1131 

FAX 0725-21-0412 

595-8686 이즈미오오츠시시노노메쵸 9-12 

이즈미시역소기획 

              kokusai@city.izumiotsu.osaka.jp 

이즈미시국제교류협회 
http://www.city.osaka-izumi.lg.jp/kakukano/soumubu/zinkenkokusai/gyoumu/kokusaikouryu.html 

TEL0725-99-8115(직통) 

FAX 0725-45-3128 

594-8501 이즈미시후츄우촌 2-7-5 

이즈미시총무부인권･남녀참획실인권국제담당 

izumi_iea@ican.zaq.ne.jp 

다카이시시자매도시협회 

TEL 072-265-1001 

FAX 072-263-6116 
592-8585 다카이시카모 4-1-1 타카이시청 비서과 내 

다다오카쵸국제교류협회 

TEL 0725-22-1122 

FAX 0725-22-0364 

595-0805 센보쿠군타다오카쵸타다오카히가시 1-34-1 

다다오카초사무소인권홍보과 내 

기시와다시국제교류협회 http://ifa-kishiwada.rinku.org/index.html  

TEL/ FAX 072-457-9694 
596-0004 기시와다샤라키쵸 1-17-1 마도카홀 내 

kokusai@mk.city.kishiwada.osaka.jp 

가이즈카국제교류협회（ＫＡＩＦＡ）https://kaizuka-kokusai.jimdo.com/  

TEL 072-433-7230 

FAX 072-433-7233 

597-8585 가이즈카시 하타케나카 1-17-1 가이즈카시 

교류추진과 내          koryu@city.kaizuka.lg.jp 

(특활)이즈미사노지구교류협회（ＩＣＡ）http://www.ica.gr.jp/wp/features-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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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72-429-9741 

FAX 072-429-9742  

598-0035 이즈미사노시 미나미나카 카시이 476-2  

남부 시민교류센터 본관 1 층          
info@ica.gr.jp 

센난시ＡＢＣ위원회 https://abc-iinkai.jp/  

TEL 072-483-0004 

FAX 072-483-0325 

590-0592 센난시타루이 1-1-1 센난시종합정책부정책추진과내

sinkou@city.sennan.lg.jp 

한난시교류서클 

TEL/FAX 072-476-2361 599-0232 한난시하코즈크리 2861-77 

가와치나가노시국제교류협회（ＫＩＦＡ）http://www.kifa-web.jp/  

TEL 0721-24-2622 

FAX 0721-54-0004 

586-0025 카와치나가노시쇼우에이쵸 7-1  

시민교류센터(KICCS)3 층          

office@kifa-web.jp 

돈다바야시국제교류협회 http://www4.kcn.ne.jp/~ticc/  

TEL/FAX 0721-24-2622 
584-0036 톤다바야시코우다 1-4-31       

ticc@m4.kcn.ne.jp 

하비키노국제국제볼런티어서클 미야비（ＭＩＹＡＢＩ） 

TEL 072-958-1111 

FAX 072-958-0397 

583-8585 하비키노시콘다 4-1-1 하비키노시 시민인권부 

시민협동 후레아이과 내 

shiminkyoudou@city.habikino.lg.jp 

후지이데라시국제교류협회 http://fujiidera.web.fc2.com/  

TEL 072-939-1050 

FAX 072-952-8981 

583-8583 후지이데라시오카１-１-１ 후지이데라시 

지역진흥과 내 

(공익재단)야오시국제교류센터（ＹＩＣ）http://www.helloyic.or.jp/  

TEL 072-924-3331 

FAX 072-924-3332 

581-0833 야오시아사히오카 5-85-16  

야오시생애학습센터 1 층 

helloyic@helen.ocn.ne.jp 

가시와라시국제교류협회 http://www.city.kashiwara.osaka.jp/docs/2014081300056/  

TEL 072-972-0881 

FAX 072-973-1201 

582-0007 카시와라시카미이치 1-2-2  

아제리아카시와라 5 층 카시와라상공회 내 

히가시오사카시국제교류협회 http://hoifa.com/  

TEL 06-4309-3155 

FAX 06-4309-3823 

577-8521 히가시오사카시 아라모토키타 1-1-1  

히가시오사카시 인권문화부 문화국제과 내 

bunkoku@city.higashiosaka.lg.jp 

(공익재단)모리구치국제교류협회 http://m-interex.daa.jp/  

TEL 06-6998-3310 

FAX 06-6998-3545 

570-0083 모리구치시케이한혼도오리 2-5-5 

m-interex@nifty.com 

(공익재단)히라카타시문화국제재단 http://www.hirabunkoku.or.jp/  

TEL 072-843-1123 

FAX 072-845-1896 

573-0032 히라카타시오카히가시마치 8-33 시민회관 2 층 

info@hirabunkoku.or.jp 

(특활)네야가와시국제교류협회（ＮＩＥＦＡ）http://niefa.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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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72-811-5935 

FAX 072-811-5936 

572-0848 네야가와시하다쵸 41-1 시민회관 1 층 

info@niefa.or.jp 

(특활)가타노시국제교류협회（ＫＩＦＡ）http://kifasound.web.fc2.com/index.htm/  

TEL 072-894-1113 

FAX 072-894-1119 
576-0043 가타노시마추즈카 14-25 카타노회관 1 층 

katano_ifa@yahoo.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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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2 외국어에 의한 상담창구 

이름 상담내용 응대언어 실시날 연락처 

오사카부외국인

정보코너 

일반적인 

상담전반 

영어,포르투갈어, 

필리핀,태국어, 

중국어,한국・조선어 

,베트남어 

월～금 

9:00～17:30 

공휴일・연말・

연초（12/29～1/

3）는 제외 

06-6941-2297 

메일상담 

（일본어・영어） 

Jouhou-c@ofix.or.jp 

 

URL 

http://www.ofix.or.jp

/life/index.html 

(공익재단)오사카

국제교류센터 

영어,중국어,한국・

조선어（매일） 

월～금 

9:00 ～21:00 

공휴일・연말・

연시는 제외 

06-6773-6533 

 

URL 

http://www.ih-osaka.

or.jp/ 

간사이생면선 
대만어,베이징어 

 

화요일,목요일,토

요일 

10:00～19:00 

 

 06-6441-9595 

 

URL 

http://www.geocities.

jp/kansaiseimeisen/ 

외국인재류종합

인포메이션센터 

 

재류자격에 

관한 상담 

영어,중국어,스페인

어,한국・조선어, 

포르투갈어 등 

월～금 

8:30～17:15 

0570-013-904/ 

03-5796-7112(IP,P

HS,해외) 

 

URL  

http://immi-moj.go.j

p/index.html 

（특활）AMDA

국제의료정보센

터 

의료상담 

（일본의 

의료제도・

외국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관 

안내・통역 

등） 

쉬운 일본어 

 

월～금요일 

 10:00～15:0 

 

03-6233-9266 

（센터 도쿄）   

 URL  

http://amda-imic.co

m/  

 

 

  

（특활）챠－므 

 

 

의료상담 

（HIV 등 

성행위감염

증에 관한 

다언어상담

） 

스페인어，포르투갈

어,영어 

화요일 

16:00～20:00 
06-6354-5901 

사무소에서의 상담도 

가능. 

 

URL  

http://www.charmja

pan.com/ 

태국어 
수요일  

16:00～20:00 

필리핀어，영어 
목요일  

16: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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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상담내용 응대언어 실시날 연락처 

오사카외국인고

용서비스센터 

노동상담 

(유학생 및 

기술적분야 

직업소개 

・상담） 

 

영어/중국어/포르투

갈어 

 

（모든 공휴일・

연말연초를 

제외．또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3:00～18:00 

월～금  

 

오사카시키타구스미다

마치 8-47  

한큐그랜드빌딩 16 층 

06-7709-9465 

 

 

 URL 

https://jsite.mhlw.go

.jp/osaka-for eigner/ 

 

스페인어   
화요일,목요일 

13:00～18:00  

노동상담 

(재류자격에 

관한어드바이

스） 

 

월～금 

14:00～18:00 

미리 연락을 

해서 예약을 

해주십시오． 

헬로워크사카이  

 
노동상담 

중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월～금  

13:00～17:00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연락필요 

072-222-5049 

 

URL  

http://jsite.mhlw.go.j

p/list/sakai/madoguc

hi_goannai.html   

 

 

노동조건에 

관한 상담 

영어（월，수） 

포르투갈어(수,목） 

중국어(수) 

9:00～１7:00 

(12:00～１3:00

제외）    

요일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사카시 

추오구오오테마에 4-

1-67 

오사카합동정사제 2

호관 9 층 

 

06-6949-6490 

 

URL  

https://jsite.mhlw.go.

jp/osaka-ro 

udoukyoku/hourei_se

ido_tetsuz 

uki/advisor_foreign_

workers.html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상담다이얼 

노동조건에 

관한 문제에 

대해 법령 

설명과 각 

관계 기관 

소개 

영어 

(월～금요일) 

10:00～15:00 

(12:00～13:00 

제외) 

0570-001701 

중국어 

(월～금요일) 
0570-001702 

포르투갈어 

(월～금요일) 
0570-001703 

스페인어 

(화, 목, 금) 
0570-001704 

타갈로그어 

(화, 수요일) 

 

0570-001705  

베트남어 

(수, 금요일) 
0570-0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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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상담내용 응대언어 실시날 연락처 

오사카부종합 

노동사무소 

 

 

직장에서의 

고민 등 

노동 전반 

영어 

중국어 

월～금요일 

9:00～17: 45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예약이 필요 

오사카시 추오구 

이시마치 2-5-3 

엘오사카 

미나미칸(남쪽관)3 층 

 

06-6946-2608 

URL 

http://www.pref.osaka.

lg.jp/sogorodo/soudan/

오사카부여성상

담센터 

여성의 

고민・트러블 

영어，중국어，한국

어・조선어，포르투

갈어，스페인어，베

트남어，필리핀어，

태국어 

월～금  

9:30～17:30 

06-6949-6181  

 

URL 

http://www.pref.osa

kalg.jp/joseisodan/s

hokai.html 

오사카법무국인

권옹호부인권상

담실 

인권 

 

영어，중국어，한국

・조선어，필리핀어

,포르투갈어，베트

남어 

월～금요일 

9:00～16:00 

 

0570-090911 

 

URL 

http://www.moj.go.jp

/JINKEN/jinken21.ht

ml 

 

오사카변호사회 
인권 

영어，중국어，한국

어・조선어 

 

제 2,제 4 금요일 

12:00～17:00 

 06-6364-6251 

일본 

사법지원센터(호

테라스)  

법률 

영어,중국어,한국・

조선어,스페인어,포

르투갈어,베트남어,

필리핀어 

월～금요일 

9:00~17:00 

 0570-078377 

URL 

http://www.houteras

u.or.jp/multilingual/i

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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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3 건강과 의료 

1.공휴일・야간 응급진료소 리스트 
（일본어만 대응.  일본어를 알 수 있는 분과 함께 이용해주십시오.） 
  

Int 내과 Ped 소아과    

Sur 외과 Den 치과       

Oph 안과 Oto 이빈후과 

Ort 정형외과   

※ 오사카부 의료기관정보 시스템 사이트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fis.pref.osaka.jp/apqq/qq/men/pwtpmenult01.aspx） 

 

 

시정촌명 시설명 주소 전화 진료접수시간 

스이타시 

 

스이타시립휴일응급진

료소 

Int Ped Sur Den 

스이타시 

데구치초 19-2 

 

06-6339-2271 

일・축・연말연시 

9:30～11:30 

13:00～16:30 

다카츠키

시 

시마모토

쵸 

오사카부미시마구급의

료센터  

다카츠키・시마모토 

야간휴일응급진료소 

Int Ped Sur Den 

다카츠키시미나미

아쿠타가와쵸 

11-1 

 

072-683-9999 

평일（Int・Ped・Sur） 

20:30～다음날6:30 

토（Int・Ped・Sur） 

14:30～다음날6:30 

일・축（Den） 

9:30～11:30, 

13:30～16:30 

이바라키

시 

 

이바라키시보험의료센

터부속응급진료소 

Int Den.  

 

*소아과 구급진료는 

다카츠키시마모토 

야간휴일응급진료소로 

이바라키시가스가

3-13-5 

 

072-625-7799 

평일（Int） 

21:00～23:30 

토（Int） 

17:00～다음날6:30 

일・축（Int） 

10:00～11:30, 

13:00～16:30 

18:00～다음날6:30 

일・축（Den） 

10:00～11:30 

13:30～16:30 

셋츠시 

 

셋츠시립 

휴일 소아응급진료소 

Ped 

셋츠시고우로엔 

32-19 

  

072-633-1171 

일・축・연말연시 

9:30～11:30 

13:30～16:３０ 

도요나카

시 

도요나카시 

의료보건센터진료소 

Int Ped Den 

도요나카시우에노

사카 2-6-1 

  

06-6848-1661 

일・축・8/14,15・

연말연시 

９:30～16:30 

도요나카시립 

쇼나이보건센터 

Int Ped Den 

도요나카시시마에

쵸 1-3-14-101 

 

06-6332-8558 

일・축・8/14,15・

연말연시 

９:3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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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촌명 시설명 주소 전화 진료접수시간 

이케다시 이케다시립 

휴일급병진료소 

Int Ped Den 

이케다시죠우난 

3-1-18 

 

072-752-1551 

일・축・연말연시 

9:00～11:30 

13:00～15:30 

미노오시 

 

도요노광역어린이응급

센터 Ped 
미노오시카야노 

5-1-14 

 

072-729-1981 

평일 

18:30～다음날6:30 

토14:30～다음날 

6:30 

일・축・연말연시 

8:30～아침6:30 

미노오시립병원 

Int Den Sur 

미노오시카야노 

5-７-1 

 

072-728-2001 

평일 (Int・Sur) 

18:30～다음날6:30 

토 (Int・Sur)  

14:30～6:30 

일・축・연말연시 

(Int・Sur) 

8:30～다음날6:30 

일・축・연말연시 

(12/29～1/3) (Den) 

10:00～16:30 

오사카시 

 

 

 

 

 

 

 

 

 

 

 

쥬소휴일응급진료소 

Int Ped 

오사카시요도가

와쿠쥬소히가시 

1-11-26 

 

06-6304-7883 

일･축･연말연시 

10:00～16:30 

미야코지마 

휴일응급진료소 

 Int Ped 

오사카시미야코

지마쿠미야코지

마미나미도오리 

1-24-23 

06-6928-3333 

일･축･연말연시 

10:00～16:30 

이마자토 

휴일응급진료소 

Int Ped  

오사카시히가시

나리쿠오오이마

자토니시 3-6-6 

 

06-6972-0767 

일･축･연말연시 

10:00～16:30 

나카노 

휴일응급진료소 

 

 Int Ped  

오사카시히가시

스미요시쿠나카

노 2-1-20 

06-6705-1612 

평일（Ped） 

20:30～23:00 

10:00～16:30 

일･축･연말연시 

（Int ・Ped） 

10:00～16:30 

중앙응급진료소 

Int Ped Oph Oto  

오사카시니시쿠

신마치 4-10-13 

 

06-6534-0321 

평일 

（Int・Ped） 

22:00～다음날 5:3

0 

（Oph・Oto） 

22:00～0:30 

토 

（Int・Ped） 

15:00～다음날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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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촌명 시설명 주소 전화 진료접수시간 

0 

（Oph・Oto） 

15:00～21:30 

일･축･연말연초 

（Int・Ped）  

17:00～

다음날 5:30 

（Oph・Oto）  

10:00～21:30  

니시쿠죠 

휴일응급진료소 

 Int Ped  

오사카시코노하

나쿠니시쿠죠 

5-4-25 

06-6464-2111 

일･축･연말연시 

10:00～16:30 

사와노쵸 

휴일응급진료소 

Int Ped  

오사카시스미요

시구센타이 

2-2-6 

06-6672-6021 

일･축･연말연시 

10:00～16:30 

오사카시 

치과의사회부속치과

진료소 

휴일・야간긴급진료 

 

Den 

오사카시텐노지

구쿠도우가시바 

1-3-27 

 

06-6772-8886 

 

일・축･연말연시   

9:30～16:00 

06-6774-2600 

(야간전용) 

매일     

21:00～

다음날 3:00 

사카이시 

 

사카이시 

어린이 응급진료센터 

Ped 

사카이시 니시구 

에바라지초 

1-1-2 

072-272-0909 

평일20:30~4:30 

토17:30~다음날4:

30 

일・축 

9:30~11:30, 

12:45~16:30 

17:30~다음날4:30 

추석8/13,14,15 

9:30~11:30, 

12:45~16:30 

(토,일은17:30~20:

30), 

20:30~다음날4:30 

연말연시  

9:30~11:00, 

12:45~16:30 

17:30~다음날4:30 

센보꾸응급진료센터 

 Int 

미나미구타케시로

다이 1-8-1 

 

072-292-0099 

토17:30～20:30 

일・축  

9:30～11:30, 

12:45～16:30, 

17:30～20:30 

추석8/13,14,15 

9:30～11:30, 

12:45～16:30 

(토,일은17: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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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촌명 시설명 주소 전화 진료접수시간 

30) 

연말연시 

9:30～11:00, 

12:45～16:30 

사카이시 

구강보건센터 

Den 

사카이구다이센나

카마치 18-3 

 

 

072-243-0099 

토17:30～20:30 

일・축  

9:30～11:30 

12:45～16:30 

추석8/13,14,15 

9:30～11:30,  

12:45～16:30, 

(토,일17:30～20:3

0）  

연말연시 

9:30～11:00, 

12:45～16:30 

오사카 

사야마시 

오사카사야마시의사회

휴일진료소   

Int 

오사카사야마시히

가시노히가시 

1-500-1 

 

072-368-1110 

일・

축(연말연시제외) 

９: 00～12:00 

 

다카이시

시 

 

다카이시립진료센터 

Int Ped  
다카이시시하고로

모 4-4-26 

 

072-265-5171 

일･축･연말연시 

9:00～16:00 

기시와다

시 

이즈미시 

이즈미오

츠시 

다카이시

시 

가이즈카

시 

다다오카

시 

센슈우북부 

소아초기구급광역센터 

Ped 

기시와다시아라키

쵸 1-1-51 

 

072-443-5940 

토 17:00～22:00 

일・축・연말연시 

9:00～12:00,  

13:00～16:00, 

17:00～22:00 

가이즈카

시 

 

가이즈카시립 

휴일급환진료소 

Int Den 

가이즈카시하타케

나카 1-18-8  
072-432-1453 

일・축・연말연시 

10:00～12:00 

13:00～16:00 

이즈미사

노시 

구마토리

쵸 

다지리쵸 

센난시 

미사키쵸 

한난시 

센슈남부초기 

응급센터 

Int Ped 
이즈미사노시 

링쿠오라이키타 1

번지 825  

072-464-6040 

토(Int・Ped) 

17:30～20:30 

일・축・연말연시 

(Int・Ped) 

9:30～11:30 

12:30～16:30 

목（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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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촌명 시설명 주소 전화 진료접수시간 

19:30~22:30 

돈다바야

시시 

돈다바야시시립휴일진

료소 

Int Den  

 돈다바야시시코우

요우다이 1-3-38 

 

0721-28-1333 

일・축 

(Int) 

9:00～11:30 

13:00～15:30 

(Den)9:00～11:30 

연말연시 

（Int・Den） 

9:00～11:30 

13:00～15:30 

돈다바야시병원 

Ped (중학생 이하) 
돈다바야시시 

코우요우다이 

1-3-38 

0721-29-1121 

일・축・연말연시 

9:00～11:30 

13:00～15:30 

가와치나

가노시 

 

가와치나가노시립 

휴일응급진료소 

Int Den 

*내과(중학생 이하는 

진료 불가) 

가와치나가노시키

쿠수이쵸 2-13 

 

0721-55-0300 

토（Int） 

18:00～20:40 

일・축・연말연시 

（Int・Den） 

10:00～11:40, 

13:00～15:40 

하비키노

시 

 

하비키노시립보건센터

휴일응급진료소 

Int Ped Den 

하비키노시곤다 4

-2-3 

 

072-956-1000 

일・축・연말연시 

10:00～12:00 

13:00～16:00 

소아과 야간응급진료 

[운영:마츠바라시,후지

이데라시,하비키노시] 

Ped 

하비키노시 

곤다 4-2-3 
072-956-1000 

토・일・축・연말연시 

17:30～21:30 

후지이데

라시 

 

후지이데라시립보건센

터휴일응급진료소 

Int Ped Den 

후지이데라시코야

마 9-4-33  
072-939-7194 

일・축・연말연시 

10:00～12:00 

13:00～16:00 

마츠바라

시 

마츠바라시 

도쿠슈카이병원 

Ped 

 

마츠바라시아마미 

히가시 7-13-26 
072-334-3400 

토13:00～17:00 

일・축・연말연시 

9:30~11:30 

13:00~16:00 

야오시 

 

야오시보건센터 

휴일응급진료소 

Int Ped Den 
야오시아사히가오

카 5-85-16 

 

072-993-8600 

토（Ped） 

17:00～20:30 

일・축・연말연시 

(Int, Ped, Den) 

10:00～11:30, 

13:00～15: 30 

(Int, Ped)  

17:00～20:30 

가시와라

시 

 

시립카시와라병원 

Int Ped Sur Ort 

*소아과는 

일요일오전중만 

가시와라시호우젠

지 1-7-9  

072-972-0885 

 

（Int）매일24시간 

（Sur）목・토・일    

8:45~다음날8:45 

（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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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촌명 시설명 주소 전화 진료접수시간 

목17:00~19:30 

토・일9:00~11:30 

（Ort）목 

8:45~다음날8:45 

히가시오

사카시 

 

히가시오사카시 

휴일응급진료소 

Int Ped Den 
히가시오사카시니

시이와타 4-4-38 

 

06-6789-1121 

토（Int・Ped） 

18:00～20:30 

일・축・연말연시 

（Int・Ped・Den） 

10:00～11:30, 

13:00～16:30 

모리구치

시 

 

모리구치시 

내과소아과휴일응급진

료소 

 Int Ped 

 
모리구치시오오미

야도우리 1-13-7 

 

06-6998-9970 

 

토 

18:00～20:30 

일・축 

10:00～12:00, 

13:30～16:30 

18:00～20:30 

（Den） 

10:00～11:30, 

13:00～다음날6:30 

히라카타

시 

 

 

 

 

 

히라카타 

휴일응급진료소 

Int Ped 

히라카타시오오가

이토쵸 2-9-19 

 

072-845-2656 

토 17:40～0:30 

일・축・연말연시 

9:40～11:30,  

12:40～16:30 

히라카타 

휴일치과응급진료소（

시립보건센터 내） 

Den 

히라카타시킨야혼

마치 2-13-13 

 

072-848-0841 

일・축・연말연시 

9:30～11:30 

13:00～16:30 

기타카와치야간구급센

터 

*소아과(15세미만)[운

영:모리구치시,히라카

타시,네야가와시,다이

토우시,가도마시,시죠

나와테시,가타노시] 

Ped 

히라카타시킨야혼

마치 2-13-13 

 

072-840-7555 

평일･일・축 

20:30～다음날5:30 

네야가와

시 

 

네야가와시립보건복지

센터진료소 

Int Ped Den 
네야가와시이케다

니시마치 28-22 

 

072-828-3931 

일・축・연말연시 

(Int, Ped, Den) 

9:30～11:30 

12:30～16:30 

 (Ped) 

17:30～20:30 

다이토우

시 

다이토우시 

휴일진료소 

중학생이하 

Ped 

다이토우시사이와

이쵸 8-1 

 

072-874-5110 

일・축・연말연시 

10:00～11:30 

13:0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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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촌명 시설명 주소 전화 진료접수시간 

가도마시 가도마시 

보건복지센터진료소 

Int Ped Den 
가도마시미도우쵸

4-1 

 

06-6903-3000 

일・축・연말연시 

(Int, Ped, Den) 

10:00～11:30, 

13:00～16:00 

토(Int, Ped) 

18:00～20:30 

시죠나와

테시 

 

시죠나와테시립보건센

터휴일진료소 

*소아과(중학생 이하) 

 Ped 

시죠나와테시나카

노 3-5-28  
072-877-1231 

일・축・연말연시 

9:30～11:30 

13:00～15:30 

가타노시 

 

가타노시립휴일급병진

소 

Int Ped Den 
카타노시아마노와

라쵸 5-5-1 
072-891-8124 

일・축・연말연시 

Int Ped 

9:45～13:45 

Den 

9:45～11:45 

가타노시 토요・휴일 

야간응급센터（가타노

병원） 

*내과는 15 세이상 

Int 

가타노시마츠츠카

39-1 

 

072-891-0331 

토・일・축18:00～

21:00 

 

※연말연시는 보통 12/29～1/3 입니다만, 해마다 달라질 수 있읍니다. 자세한 것은 각 의료기관에 문의해 

주십시오. 

2. 보건소 리스트 

명칭 주소 전화 

오사카부 보건소  

이케다 이케다시마수미쵸 3-19 072-751-2990 

스이타 스이타시데구치쵸 19-3 06-6339-2225 

이바라키 이바라키시오오수미쵸８-11 072-624-4668 

네야가와 네야가와시야사카쵸 28-3 072-829-7771 

모리구치 모리구치시케이한혼도리 2-5-5 06-6993-3131 

시죠나와테 시죠나와테시에세비쵸 1-16 072-878-1021 

후지이데라 후지이데라시후지이데라 1-8-36 072-955-4181 

돈다바야시 돈다바야시시코토부키쵸 3-1-35 0721-23-2681 

이즈미 이즈미시후츄우쵸 6-12-3 0725-41-1342 

기시와다 기시와다시노다쵸 3-13-1 072-422-5681 

이즈미사노 이즈미사노시가와라야 583-1 072-462-7701 

오사카시・사카이시・히가시오사카시・다카츠키시・도요나카시・히라카타시의 보건소 

오사카시보건소 
오사카시아베노구아사히마치 

1-2-7-1000 아베노메딕스 10 층 
06-6647-0641 

사카이시보건소 사카이시사카이구미나미카와라마치 3-1

본관 6 층 
072-222-9933 

히가시오사카시보

건소 

히가시오사카시이와타쵸 4-3-22-300 
072-960-3800（대표） 

다카츠키시보건소 다카츠키시죠토쵸５-7 072-661-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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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나카시보건소 도요나카시 나카사쿠라즈카 4 쵸메 11-1 06-6152-7307 

히라카타시보건소 히라카타시 오가이토쵸 2 쵸메 2-2 072-845-3151 

야오시보건소 야오시시미즈쵸 1-2-5 072-994-0661 

 

 

3. 보건（건강）센터 등 리스트 

 
오사카시  

 

 

구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구 기타구보건복지센

터 

오사카시기타구오우기

마치 2-1-27 
06-6313-9882 06-6313-9968 

미야코지

마구 

미야코지마구보건

복지센터 

오사카시미야코지마구

나카노쵸 2-16-20 
06-6882-9882 06-6882-9968 

후쿠시마

구 

후쿠시마구보건복

지센터 

오사카시후쿠시마구오

오히라키 1-8-1 
06-6464-9882 06-6464-9968 

고노하나

쿠 

고노하나구보건복

지센터 

오사카시코노하나구카

스가키타 1-8-4 
06-6466-9882 06-6466-9968 

츄오우구 츄오우구보건복지

센터 

오사카시츄오우구규우

타로우마치 1-2-27 
06-6267-9882 06-6267-9968 

니시구 니시구보건복지센

터 

오사카시니시구신마치

4-5-14 
06-6532-9882 06-6532-9968 

미나토구 미나토구보건복지

센터 

오사카시미나토구이치

오카 1-15-25 
06-6576-9882 06-6576-9968 

다이쇼구 다이쇼구보건복지

센터 

오사카시다이쇼구치시

마 2-7-95 
06-4394-9882 06-4394-9968 

텐노우지

구 

텐노우지구보건복

지센터 

오사카시텐노지구구신

포우인쵸 20-33 
06-6774-9882 06-6774-9968 

나니와구 나니와구보건복지

센터 

오사카시나니와구시키

즈히가시 1-4-20 
06-6647-9882 06-6647-9968 

니시요도

가와구 

니시요도가와구보

건복지센터 

오사카시니시요도가와

구미테지마 1-2-10 
06-6478-9882 06-6478-9968 

요도가와

구 

요도가와구보건복

지센터 

오사카시요도가와구주

우소우히가시 2-3-3 
06-6308-9882 06-6308-9968 

히가시요

도가와구 

히가시요도가와구

보건복지센터 

오사카시히가시요도가

와구호우신 2-1-4 
06-4809-9882 06-4809-9968 

히가시나 히가시나리구보건 오사카시히가시나리구 06-6977-9882 06-6977-9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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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구 복지센터 오오이마자토니시 2-8

-4 

이쿠노구 이쿠노구보건복지

센터 

오사카시이쿠노구카츠

야마미나미 3-1-19 
06-6715-9882 06-6715-9968 

아사히구 아사히구보건복지

센터 

오사카시아사히구오오

미야 1-1-17 
06-6957-9882 06-6957-9968 

죠토우구 죠토우구보건복지

센터 

오사카시죠토우구츄오

우 3-5-45 
06-6930-9882 06-6930-9968 

츠루미구 츠루미구보건복지

센터 

오사카시츠루미구요코

츠즈미 5-4-19 
06-6915-9882 06-6915-9968 

아베노구 아베노구보건복지

센터 

오사카시아베노구후미

노사토 1-1-40 
06-6622-9882 06-6622-9968 

스미노에

구 

스미노에구보건복

지센터 

오사카시스미노에구미

사키 3-1-17 
06-6682-9882 06-6682-9968 

스미요시

구 

스미요시구보건복

지센터 

오사카시스미요시구미

나미스미요시 3-15-55 
06-6694-9882 06-6694-9968 

히가시스

미요시구 

히가시스미요시구

보건복지센터 

오사카시히가시스미요

시구히가시타나베 1-1

3-4 

06-4399-9882 06-4399-9968 

히라노구 히라노구보건복지

센터 

오사카시히라노구세토

구치 3-8-19 
06-4302-9882 06-4302-9968 

니시나리

구 

니시나리구보건복

지센터 

오사카시니시나리구키

시노사토 1-5-20 
06-6659-9882 06-6659-9968 

 오사카시마음의 

건강센터 

오사카시미야코지마구

나카노쵸 5-15-21  

미야코지마센터빌딩 3

층 

06-6922-8520 

（대표） 

06-6923-0936 

（마음의 상담） 

 

＊전화번호 왼쪽 난：각종검진, 예방접종, 모자수첩 등에 관한 문의 

오른쪽 난：질병예방 및 건간유지증진 등에 대한 원조에 관한 문의 

          (가정방문, 건강상담, 건강교육, 육아지원 등) 

 

그외의 시정촌 

시정촌명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사카이시 
사카이보건센터 

사카이구카이노쵸히가시 

3-2-6  
072-23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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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누가오카보건센터 사카이구쿄우와쵸3-128-4 072-241-6484 

히가시보건센터 
히가시구히키쇼우하라데라마치

195-1 
072-287-8120 

기타보건센터 기타구신카나오카쵸5-1-4 072-258-6600 

니시보건센터 
니시구오오토리미나미마치4-4

44-1 
072-271-2012 

미나미보건센터 미나미구모모야마다이1쵸1-1 072-293-1222 

나카보건센터 나카구후카이자와마치2470-7 072-270-8100 

미하라보건센터 미하라구쿠로야마782-11 072-362-8681 

사카이시마음의 건강센터 

사카이시 

아사히가오카나카마치4-3-1 

건강복지플라자 내 

072-245-9192 

(마음의 

전화상담:072-2

43-5500) 

이케다시 이케다시보건복지종합센터 이케다시 죠난3쵸메1-40 072-754-9192 

도요노쵸 

 
도요노쵸립보건복지센터 

토요노쵸히가시토키와다이1-2

-6 
072-738-3813 

미노오시 

 

미노오시종합보건복지센터 미노오시카야노5-8-1 072-727-9500 

(재)미노오시의료보건센터 미노오시카야노5-8-1 072-727-9555 

노세쵸 

 

노세쵸보건복지센터 

（사사유리센타） 
노제쵸쿠리스82-1 

072-731-3201 

스이타시 스이타시립센리뉴타운지역

보건복지센터 

스이타시쯔쿠모다이1-2-1 

센리뉴타운플라자 내 

06-6873-8870 

스이타시립보건센터 스이타시데구치쵸19-2 06-6339-1212 

셋츠시 셋츠시립보건센터 셋츠시미나미센리오카5-30 06-6381-1710 

이바라키시 (재)이바라키시보건의료센

터 

(이바라기시건강증진센터) 

이바라키시카스가3-13-5  072-625-6685 

다카츠키시 다카츠키시립보건센터 다카츠키시죠우토우쵸5-1 072-661-1108 

다카츠키시립세이부지역보

건센터 
다카츠키시톤다쵸2-4-1 072-696-9460 

시마모토쵸 시마모토쵸 후레아이센터 시마모토쵸사쿠라이3-4-1 075-961-1122 

히라카타시 
히라카타시립보건센터 

히라카타시긴야혼마치2-13-1

3 
072-840-7221 

네야가와시 
네야가와시립보건복지센터 

네야가와시이케다니시마치28-

22 
072-838-1631 

모리구치시 모리구치시민보건센터 모리구치시오오미야도오리1-1 06-699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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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가도마시 가도마시보건복지센터 가도마시미도우쵸14-1 06-6904-6400 

다이토우시 다이토우시립보건의료복지

센터 
다이토우시사이와이쵸8-1 072-874-9500 

시죠우나와

테시 
시죠우나와테시립보건센터 시죠우나와테시나카노3-5-28 072-877-1231 

가타노시 가타노시립보건복지종합센

터 
가타노시아마노가하라쵸5-5-1 072-893-6400 

야오시 야오시보건센터 야오시아사히가오카5-85-16 072-993-8600 

가시와라시 가시와라시립보건센터 가시와라시오오가타4-15-35 072-973-5516 

히가시오사

카시 

 

히가시보건센터 
히가시오사카시미나미시죠초1

-1 
072-982-2603 

나카보건센터 
히가시오사카시이와타쵸4-3-2

2-300 
072-965-6411 

니시보건센터 
히가시오사카시타카이다모토마

치2-8-27 
06-6788-0085 

마츠바라시 마츠바라시립보건센터 마츠바라시타이죠우1-1-40 072-336-7100 

하비키노시 하비키노시립보건센터 하비키노시콘다4-2-3 072-956-1000 

후지이데라

시 
후지이데라시립보건센터 후지이데라시코야마9-4-33 072-939-1112 

오사카사야

마시 
오사카사야마시립보건센터 

오사카사야마시이와무로1-97-

3 
072-367-1300 

돈다야바야

시시 
돈다바야시시립보건센터 

돈다바야시시코우요우다이1-3

-35 
0721-28-5520 

가와치나가

노시 
가와치나가노시립보건센터 

가와치나가노시키쿠수이쵸2-1

3 
0721-55-0301 

가난쵸 가난쵸보건복지센터 가난쵸오오아자시라키1371 0721-93-2500 

다이시쵸 다이시쵸립보건센터 다이시쵸오오아자야마다101 0721-98-5520 

치하야아카

사카무라 

치하야아카사카촌립보건센

터 

치하야아카사카무라오오아자미

즈와케195-1 
0721-72-0069 

이즈미시 이즈미시보건센터 이즈미시후츄우쵸4-22-5 0725-47-1551 

이즈미오우

츠시 
이즈미오오츠시립보건센터 이즈미오오츠시미야쵸2-25 0725-33-8181 

다카이시시 다카이시시립종합보건센터 다카이시시하고로모 4-4-26 072-267-1160 

다다오카쵸 
다다오카쵸보건센터 

다다오카쵸타다오카히가시1-3

4-1 
0725-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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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와다시 기시와다시립보건센터 기시와다시벳쇼쵸3-12-1 072-423-8811 

가이즈카시 가이즈카시립보건센터 가이즈카시하타케나카1-18-8 072-433-7000 

가이즈카시의사회관 가이즈카시하타케나카1-18-8 072-423-4130 

이즈미사노

시 
이즈미사노시건강추진과 

이즈미사노시 

이치바히가시1-295-3 
072-463-1212 

구마토리쵸 구마토리쵸립종합보건복지

센터（구마토리후레아이센

터） 

구마토리쵸노다1-1-8 072-452-1001 

다지리쵸 다지리쵸종합보건복지센터 

（후레아이센터） 

다지리쵸오오아자카쇼우지883

-1 
072-466-8811 

센난시 센난시립보건센터 센난시신다이치바1584-1 072-482-7615 

한난시 한난시립보건센터 한난시쿠로다263-1 072-472-2800 

미사키쵸 
미사키쵸립보건센터 

미사키쵸타나가와타니가와242

4-3 
072-492-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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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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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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5 총영사관（칸사이）・대사관리스트 

1. 간사이에 있는 총영사관과 영사관 
 

총영사관・영사관 주소 전화 

Australia 

재오사카 호주 총영사관 
오사카시츄우오우구시로미2-1-61 

투인 21MID 타워 16 층 
06-6941-9271 

China 

재오사카 

중화인민공화국총영사관 

오사카시니시구우츠보혼마치 3-9-

2 06-6445-9481 

France 

재쿄토 프랑스총영사관 
쿄토시사쿄구요시다이즈미도노쵸 8 075-761-2165/

2988  

Germany 

재오사카・코베 

독일연방공화국총영사관 

오사카시키타구오오요도나카 

1-1-88 

우메다스카이빌딩동동 35 층 

06-6440-5070 

India 

재오사카  

인도총영사관 

오사카시츄우오우구규우타로우마

치 1-9-26 

센바 I.S. 빌딩 10 층 

06-6261-7299  

Indonesia 

재오사카 

인도네시아공화국총영사관  

오사카시키타구나카노시마 6-2-40 

나카노시마인테스빌딩 22 층 
06-6449-9898/

9882~9890  

Italy 

재오사카 이탈리아총영사관 

오사카시기타구나카노시마2-3-18 

나카노시마페스티발타워 17 층 
06-4706-5820 

Korea 

재오사카 대한민국총영사관 

오사카시츄오우구니시신사이바시

2-3-4 

오사카시츄오구큐타로쵸 2-5-13

고미빌딩 

06-6213-1401 

06-4256-2345   

Mongolia 

재오사카 몽골국 총영사관 
오사카시츄오구하쿠로쵸 1-4-10 

에스테트바쿠로쵸빌딩 3 층 
06-4963-2572 

Netherlands 

재오사카・코베 

네덜란드왕국총영사관 

오사카시츄오우구기타하마1-1-14 

기타하마 1 쵸메 헤이와빌딩 

8 층 B 실 

06-6484-6000 

Pakistan 

재오사카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영사관 

오사카시스미노에구난코키타 2-1-

10 아시아태평양트레이드센터 

ITM 동 4 층 H1 

06-6569-3106 

Panama 

재코베 파나마공화국총영사관 

코베시츄오우구쿄우마치 71 야마모

토빌딩 7 층 

078-392-3361 

/3362  

Philippines 

재오사카・코베 

필리핀공화국총영사관 

오사카시츄우오우구시로미2-1-61 

트원 21MID 타워２４층 06-6910-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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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 

재오사카 러시아연방총영사관 

도요나카시니시미도리가오카 1-2-

2 

06-6848-3451/

3452 

Thailand 

재오사카 타이왕국 총영사관 

오사카시츄오우구규우타로우마치

1-9-16 방콕은행빌딩 1、4、5 층 

06-6262-9226/

9227  

United Kingdom 

재오사카 영국 총영사관 

오사카시츄오우구바쿠로우마치 3-

5-1 미도스지그랑타워 19 층 
06-6120-5600 

U.S.A 

재오사카・코베  

아메리카합중국 총영사관 

오사카시키타구니시텐마 2-11-5 

06-6315-5900  

Vietnam 

재오사카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총영사관  

사카이시사카이구이치노쵸이치노

쵸히가시 4-2-15  072-221-6666 

（알파벳 순） 

２.일본에 소재하는 대사관과 명예영사관 

（간사이에 영사관이 없는 경우） 
 

아시아 

대사관 전화번호 

Bangladesh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대사관 03-3234-5801 

Brunei 브루나이・다루사람국대사관 03-3447-7997 

Cambodia 캄보디아왕국대사관 03-5412-8521 

Laos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대사관 03-5411-2291/2292 

Malaysia 말레이시아대사관 03-3476-3840 

Maldives 몰디브공화국대사관 03-6234-4315 

Myanmar 미얀마연방공화국대사관 03-3441-9291/9294 

Nepal 네팔연방민주공화국대사관 03-3713-6241/6242 

Sri Lanka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대사

관 
03-3440-6911/6912 

Singapore 싱가폴공화국대사관 03-3586-9111/9112 

Timor-Leste 동티모르민주공화국대사관 03-3238-0210/0215 

명예영사관 전화번호 

Bhutan 재오사카 부탄왕국 명예영사관 06-6227-4641 

 
북미 

대사관 전화번호 

Canada 캐나다대사관 03-5412-6200 

 

중남미 

대사관 전화번호 

Argentine 아루헨티나공화국대사관 03-5420-7101/7105 

Belize 벨리즈대사관 
03-5365-3407 

03-6300-9714(영사부) 

Bolivia 볼리비아타민족국대사관 03-3499-5441/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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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전화번호 

Brazil 브라질연방공화국대사관 03-3404-5211 

Chile 칠레공화국대사관 03-3452-7561/7562/7585 

Colombia 콜롬비아공화국대사관 03-3440-6451 

Costa Rica 코스타리카공화국대사관 03-3486-1812 

Cuba 쿠바공화국대사관 03-5570-3182 

Dominican Republic 
도미 

니카공화국대사관 
03-3499-6020 

Ecuador 에콰도르공화국대사관 03-3499-2800/3498-3984 

El Salvador 엘살바도르공화국대사관 03-3499-4461 

Guatemala 과테말라공화국대사관 03-3400-1830 

Haiti 아이티공화국대사관 03-3486-7096 

Honduras 온두라스공화국대사관 03-3409-1150 

Jamaica 자메이카대사관 03-3435-1861 

Mexico 멕시코합주대사관 03-3581-1131/1135 

Nicaragua 니카라과공화국대사관 03-3499-0400/0404 

Paraguay 파라과이공화국대사관 03-3265-5271 

Peru 페루공화국대사관 03-3406-4243/4249 

Uruguay 우루과이동방공화국대사관 03-3486-1888/1750 

Venezuela 베네수엘라・보리발공화국 03-3409-1501/1504 

  명예영사관 전화번호 

Antigua and 

Barbuda 

재도쿄 안티가・바부다 

명예영사관 
03-3779-1341 

 
구미 

대사관 전화번호 

Albania 알바니아공화국대사관 03-3543-6861 

Armenia 알메니아공화국대사관 03-6277-7453 

Austria 오스트리아공화국대사관 03-3451-8281/8282 

Azerbaijan 아젤바이잔공화국대사관 03-5486-4744 

Belarus 벨로루시공화국대사관 03-3448-1623 

Belgium 벨기에왕국대사관 03-3262-0191/0195 

Bosnia and 

Herzegovina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대사관 03-5422-8231 

Bulgaria 불가리아공화국대사관 
03-3465-1021~1024 

/1026/1028/1030 

Croatia 크로아티아공화국대사관 03-5469-3014 

Czech 체코공화국대사관 03-3400-8122 

Danmark 덴마크왕국대사관 03-3496-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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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전화번호 

Estonia 에스토니아공화국대사관 03-5412-7281 

Finland 핀란드대사관 03-5447-6000 

Georgia 죠지아대사관 03-5575-6091 

Greece 그리스대사관 03-3403-0871/0872 

Hungary 헝가리대사관 03-5730-7120/7121 

Iceland 아이슬란드공화국대사관 03-3447-1944 

Ireland 아일렌드대사관 03-3263-0695 

Kazakhstan 
카자흐스탄공화국대사관 03-3589-1821/1826 

(영사부) 

Kosovo 코소보공화국대사관 03-6809-2577 

Kyrgyz 키르기스공화국대사관 03-6453-8277 

Latvia 라트비아공화국대사관 03-3467-6888 

Lithuania 리투아니아공화국 03-3408-5091 

Luxembourg 룩셈브르크대공국대사관 03-3265-9621～9623 

Macedonia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마케도니아 구 유고슬라비아 

공화국대사관 03-6868-7110 

Moldova 모르도바공화국대사관 03-5225-1622 

Norway 노르웨이왕국대사관 03-6408-8100 

Poland 폴란드공화국대사관 03-5794-7020 

Portugal 포르투갈대사관 03-5212-7322 

Romania 루마니아대사관 03-3479-0311/0313 

San Marino 산마리노공화국대사관 03-5414-7745 

Serbia 세르비아공화국대사관 03-3447-3571/3572 

Slovak 슬로바키아공화국대사관 03-3451-2200/1033 

Slovenia 슬로베니아공화국대사관 03-5468-6275 

Spain 스페인왕국대사관 03-3583-8531/8532 

Sweden 스웨덴왕국대사관 03-5562-5050 

Switzerland 스위스대사관 03-5449-8400 

Tajikistan 타지키스탄공화국대사관 03-6721-7455 

Turkmenistan 투루크메니스탄대사관 03-5766-1150 

Ukraine 우크라이나대사관 03-5474-9770 

Uzbekistan 우즈베키스탄공화국대사관 03-6277-2166/3442 

Vatican City 로마법왕청대사관 03-3263-6851 

European Union 유럽연합대표부（EU） 03-5422-6001 

명예영사관 전화번호 

Cyprus 재도쿄 03-359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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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전화번호 

키프로스공화국명예총영사관 

Malta 재도쿄 몰타공화국명예총영사관 03-3460-2392 

Monaco 재도쿄 모나코공국명예총영사관 03-3211-4994 

Montenegro 재도쿄 몬테네그로명예총영사관 03-5510-5511 

 

중동 

대사관 전화번호 

Afghanistan 
아프가니스탄・

이슬람공화국대사관 
03-5574-7611 

Bahrain 바렌왕국대사관 03-3584-8001 

Iran 이란・이슬람공화국대사관 03-3446-8011/8015 

Iraq 이라크공화국대사관 03-5790/5311 

Israel 이스라엘국대사관  03-3264-0911 

Jordan 요르단・하셰미트왕국대사관 03-5478-7177 

Kuwait 쿠웨이트국대사관 03-3455-0361 

Lebanon 레바논공화국대사관 03-5114-9950 

Oman 오만국대사관 03-5468-1088 

Qatar 카타르국대사관 03-5475-0611~0613 

Saudi Arabia 사우디아라비아왕국대사관 03-3589-5241 

Syria  시리아・아랍공화국대사관 03-3586-8977/8978 

Turkey 터키공화국대사관 03-6439-5700 

United Arab 

Emirates 

아랍에미리트연방대사관 
03-5489-0804 

Yemen 예멘공화국대사관 03-3499-7151/7152 

 

아프리카 

대사관 전화번호 

Algeria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대사관 03-3711-2661 

Angola 앙고라공화국대사관 03-5430-7879 

Benin 베낸공화국대사관 03-6268-9360 

Botswana 보츠와나공화국대사관 03-5440-5676 

Burkina Faso 부르키나파소대사관  03-3485-1930 

Cameroon 카메룬공화국대사관 03-5430-4985 

Congo 

(the Republic of 

Congo) 
콩고공화국대사관 03-6427-7858 

Congo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콩고민주공화국대사관 03-5820-1580/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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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전화번호 

Cote d'Ivoire 코트디부아르공화국대사관 03-5454-1401～1403 

Djibouti 지부티공화국대사관 03-5704-0682 

Egypt 에집트・아랍공화국대사관 03-3770-8022/8023 

Eritrea 에리트리아국대사관 03-5791-1815 

Ethiopia 에티오피아민주공화국대사관 03-5420-6860/6861 

Gabon 가봉공화국대사관 03-5430-9171 

Ghana 가나공화국대사관 03-5410-8631/8633 

Guinea 기니공화국대사관 03-3770-4640 

Kenya 케냐공화국대사관 03-3723-4006/4007 

Lesotho 레소토왕국대사관 03-3584-7455 

Liberia 라이베리아공화국대사관 03-3441-7720 

Libya 리비아대사관 03-3477-0701~0703 

Madagascar 마다가스카르공화국 03-3446-7252~7254 

Malawi 말라위공화국대사관 03-3449-3010 

Mali 말리공화국대사관 03-5447-6881 

Mauritania 모리타니・이슬람공화국대사관 03-3449-3810 

Morocco 모로코왕국대사관 03-5485-7171 

Mozambique 모잠비크공화국대사관 03-5760-6 271/6272 

Namibia 나미비아공화국대사관 03-6426-5460 

Nigeria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대사관 03-5425-8011 

Rwanda 루완다공화국대사관 03-5752-4255 

Senegal 세네갈공화국대사관 03-3464-8451 

South Africa 남아프리카공화국대사관 03-3265-3366/3369 

Sudan 수단공화국대사관 03-5729-6170/2200/2201 

Tanzania 탄자니아연방공화국대사관 03-3425-4531 

Togo 토고공화국대사관 03-6421-1064 

Tunisia 튀니지공화국대사관 03-3511-6622/6625 

Uganda 우간다공화국대사관 03-3462-7107 

Zambia 잠비아공화국대사관 03-3491-0121/0122 

Zimbabwe 짐바브웨공화국대사관 03-3280-0331/0332 

명예총영사관 전화번호 

Central African 

Republic 

재도쿄 

중앙아프리카공화국명예총영사관 
03-3702-8808/8332 

Mauritius 
재도쿄 

모리셔스공화국명예영사관 
03-3767-1130 

Niger 재도쿄 니제르공화국명예영사관 03-5405-3687 

Seychelles 재도쿄 세이셸공화국명예영사관 03-52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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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주 

대사관 전화번호 

Fiji 피지제도공화국대사관 03-3587-2038 

Marshall Islands 마셜제도공화국대사관 03-6432-0557 

Micronesia 미크로네시아연방대사관 03-3585-5456 

New Zealand 뉴질랜드대사관 03-3467-2271 

Palau 팔라우공화국대사관 03-5797-7480 

Papua New 

Guinea 

파푸아뉴기니대사관 
03-3710-7001 

Samoa 사모아독립대사관 03-6228-3692 

Tonga 통가왕국대사관 03-6441-2481 

명예총영사관 전화번호 

Solomon Islands 
재도쿄 

솔로몬제도공화국명예총영사관 
03-3562-7490 

Tuvalu 재도쿄투발루 명예총영사관 03-6857-7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