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위한 인권상담소

외국어 인권상담 전화

전국 법무국, 지방 법무국에서는 일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

일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하는 분의 인권상담을 위해 전용

못하는 외국인을 위해 인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전화 (나비다이얄)가ㅤ설치되어 있습니다.전국 어디에서든 이

中文
English

한국어

전화번호로 전화해 주시면 인권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국 법무국/지방 법무국
평일(연말연시 제외) 9:00~17:00

외국어 인권상담 전화 (나비다이얄)

귀하가 사 용하 는 언어로

평일(연말연시 제외) 9:00~17:00

인권상담이

0570-090911

영어

중국어

한국어

필리핀어

포르투갈어

베트남어

●전국 법무국 및 지방 법무국 목록 (일본어 홈페이지)

http://www.moj.go.jp/MINJI/minji10.html

영어

중국어

한국어

필리핀어

포르투갈어

베트남어

가 능합니다

또한 법무국 및 지방 법무국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외국인을 위한
※이 전화 는 다 언어 전화 통역 서비스 제 공하 는 민간 사업자와

인권상담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인권상담 안내

ㅤ접속된 상태에서 관할 법무국 및 지방 법무국으로 연결됩니다.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주오구 텐진1-1-1
(福岡県福岡市中央区天神1-1-1)

후쿠오카시
(福岡市)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상담 장소] 아크로스 후쿠오카3층 국제광장
(アクロス福岡３階こくさいひろば)
영어

영어 매달 제2 토요일 13:00~16:00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반초1-11-63
(香川県高松市番町1-11-63)

다카마쓰시
(高松市)

[상담 장소]아이바루가가와국제교류회관

외국어 인터넷 인권상담 접수창구
영어, 중국어로 인권상담이 가능한 영어와 중국어 버전의 인터넷
인권상담 접수 창 구 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창 구 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인권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香川国際交流会館）회의실
영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매달 제3토요일13：00～15：00(예약제)
●영어 인터넷 인권상담 접수창구
에히메현 마쓰야마시 도고이치만1-1
(愛媛県松山市道後一万1-1)

마쓰야마시
(松山市)

Filipino

https://www.jinken.go.jp/soudan/PC_AD/0101_en.html

[상담 장소] 에히메현 국제교류센터
영어

영어 매달 제4 목요일 13:30~15:30

※외국어 문의사항은 오른쪽 페이지의 외국어 인권상담 전화로
ㅤ전화해 주십시오.

Tiêng Viêt
Português

●중국어 인터넷 인권상담 접수창구

https://www.jinken.go.jp/soudan/PC_AD/0101_zh.html
韓国語版

법무성 인권옹호국
전국 인권옹호위원 연합회

귀하의 그 고민은 인권
침해일지도 모릅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상담해주십시오.

이발소에서

귀하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함께 생각합니다.

【창 구 상담】

이발을

관계 조정

거부당했다.

서로 이야기하는 자리를 중개합니다.

窓口
아파트

전국 법무국, 지방 법무국의 창구에서는 일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입주를

수 없는 외국인을 위해 인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절당했다.

【전화 상담】

설명/권고
인권 침해를 한 사람에게 상황 개선을 요구합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외국어 인권상담 전화(나비다이얄)로 전화해 주시면ㅤ인권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담】

조언/소개
법률적인 자문이 가능한 전문 기관을 소개합니다.

풍습이나 습관 등의 차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영어, 중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외국어 인터넷 인권상담 접수창구를
통해 인권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