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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불법 브로커를 

통해 일본에 와서 취업처를 알선 받아 일하거나, 일본의 노동법이나 직장생활 습관에 

관한 지식이 없어 노동조건 등을 둘러싸고 고용주 등과의 사이에서 마찰이 발생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사회보험제도 미가입 등으로 인하여  

적절한 급부를 받지 못하여 본인이나 가족이 질병에 걸렸을 때, 충분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여러분이 일본에서 취업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법률과 제도 등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새롭게 일본에 오려고 하는 분들은, 출발 전에 꼼꼼한 사전준비와 정보수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책자는 일본에서 일하려고 하거나 또는 일하고 있는 외국인 여러분이 올바른 

취업경로를 통하여 일자리를 구하고, 적당한 고용관리하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촉진하기 위하여 알아두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일본에서 적법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꼭 이 책자를 일본에서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여, 하루라도 빨리 일본생활이나 습관에 익숙해져 충실한 

근로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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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일본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일할 수 없는 외국인 

 

외국인이 취직을 하거나 일하기 위하여 일본에 입국·재류하는 경우， 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이하，「입관법」이라 약칭한다）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일본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1) 직종， 업종에 관계없이 취업이 가능한 재류자격 

「영주자」，「일본인의 배우자 등」，「영주자의 배우자 등」 및 「정주자」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입관법상 일본 국내에서의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으므로 다른 법령에 의한 규제가 없는 한 어떠한 직업에도 취업할 수 있으며， 또한 

자유롭게 직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2) 일정한 범위내의 직종，업종，근무내용에 한하여 취업이 가능한 재류자격 

「교수」，「예술」，「종교」，「보도」，「투자·경영」，「법률·회계업무」，「의료

」，「연구」，「교육」，「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기업내전근」，「흥행

」，「기능」，「기능실습」의 재류자격과 워킹홀리데이나 기능실습생 등 법무대신이 

지정한 활동에 한하여 취업이 인정되고 있는 「특정활동」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은 각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취업활동이 인정됩니다． 

또한, 이러한 재류자격의 경우， 당해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수입을 수반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입국관리국 

등에서 자격외활동 허가 또는 재류자격변경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일본에서 취업할 수 없는 재류자격． 

 

「문화활동」，「단기체재」，「유학」，「연수」 및 「가족체재」의 재류자격을 

가진 분이 일본 국내에서 수입을 수반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되는 것은 물론 원칙적으로 헬로워크 

등에서의 직업소개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 

지방입국관리국 등에서 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단，자격외활동은 

본래의 재류자격에 속하는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됩니다．또한, 출입국항에서「유학」의 재류자격이 결정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륙허가에 이어서 자격외활동 허가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유학」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포괄적인 자격외활동 허가를 취득한 후의 

아르바이트 가능 시간은 원칙으로 이하와 같습니다． 또한 자격외활동 허가를 취득한 

분이라도 풍속영업 등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 

 

□■□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가능시간□■□  

○１주간의 아르바이트 시간・・・・・・・・・・・・・・・・・・・・・・・・・주 28시간 이내 

○교육기관의 장기휴업 기간중의 아르바이트 시간 ・・１일 ８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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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취업 및 불법체재가 되는 경우 

 

이하의 취업은 불법취업으로서 입관법 위반으로 강제퇴거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1) 취업할 수 있는 재류자격을 가진 분이더라도 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지 않고, 당해 

재류자격에서 인정되는 활동 이외의 수입을 수반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한 경우 및 취업할 수 없는 재류자격으로 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을 수반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에 

종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그와 같은 활동을 전적으로 하고 있을 

경우에는 강제퇴거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 불법체재자는 불법체재 그 자체가 강제퇴거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어떠한 

노동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류자격 등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장 가까운 지방입국관리국으로 

 （→ 37 페이지）> 

 

 

 다른 재류자격에 속하는 일을 전적으로 할 경우에는 재류자격을 변경합시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과 별도의 재류자격에 속하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법무대신에 의한 재류자격변경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받지 

않고 수입을 얻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및 보수를 받는 활동을 행하는 경우에는 

입관법 위반이 되며， 강제퇴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재류자격변경 허가 

신청은 재류기한 이전에 행할 필요가 있으며， 재류기한 전이라도 이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계속할 수는 있지만， 

신청중의 새로운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입관법 

위반이 됩니다． 

또한, 재류자격변경 수속은 지방 입국관리국 등에서 재류자격변경허가 신청서 외에,  

일본 국내에서의 활동 내용이나 기간을 증명하는 문서 또는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단， 재류자격이 「단기체재」인 분이 신청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류자격의 변경은 허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류기한을 초과하여 일본에서 재류할 수 없습니다． 

 

재류기한을 초과하여 계속 일본 국내에서 그 활동을 계속할 경우에는 법무대신에 

의한 재류기간갱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이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 수속도 

재류기한 전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허가를 받지 않고 재류기한을 초과하여 일본 국내에 재류하는 것은 입관법 

위반이 되며，강제퇴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또한,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의 

수속은 6개월 이상의 재류기간을 가진 분에 있어서는 재류기간이 만료되기 약 3개월 

전부터 지방입국관리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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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고도인재 대상 포인트제에 의한 출입국관리상의 우대제도 

 고도인재 대상 포인트제에 의한 출입국관리상의 우대제도는, 현행의 외국인 수용 

범위내에서 고도인재 외국인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해 외국인의 활동 

내용을「고도학술연구활동」,「고도전문·기술활동」,「고도경영·관리활동」의 3종류로 

분류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게「학력」,「직업경력」,「연봉」등의 평가 항목별 

포인트를 설정, 포인트의 합계가 일정점수에 도달한 경우 출입국관리상의 우대조치를 

제공합니다. 

 

활동구분 해당 예 포인트의 합계점 

고도학술연구활동 
기초연구 및 최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외국인 연구자 등 

학력 ・직업경력 ・연봉 ・연령 

등의 각 항목, 특별가산항목 

(연구실적이나 자격, 지위, 

기타)의 포인트의 합계점이 

70 점이상 

고도전문・기술활동 

전문적인 기술 ・ 지식 등을 살려 

새로운 시장의 획득과 신제품 ・

기술개발 등을 담당하는 외국인 

등 

고도경영・관리활동 

일본기업의 글로벌한 사업전개 

등을 위하여, 풍부한 실무경험 

등을 살려 기업의 경영 ・ 관리에 

종사하는 외국인 등 

 

<고도인재로서의 입국, 재류가 인정되는 분에게 제공되는 출입국 관리상의 우대조치> 

 복합적인 재류활동의 허용 

 「5년」의 재류자격의 부여 

 재류이력과 관련된 영주허가요건의 완화 

 입국·재류수속 우선 처리 

 고도인재의 배우자의 취업 

 일정한 조건하에서 고도인재의 부모의 대동을 허용 

 일정한 조건하에서 고도인재가 고용하는 가사사용인의 대동을 허용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성 홈페이지 

｢http://www.immi-moj.go.jp/newimmiact_3/index.html｣ 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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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에서 「기술」，  「인문지식·국제업무」등의 취업가능한 재류자격으로의 변경 

수속에 대해서는 

 

「유학」의 재류자격을 가진 분 중에 대학원， 대학，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에 

재학하신 분에 대해서는, ①종사하고자 하는 직무내용이 취업에 관계되는 재류자격 에 

해당되며， ②그 학력（學歷） 등이 각 재류자격에 인정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기술」， 「인문지식·국제업무」등의 취업 가능한 재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수학교 전문과정을 졸업한 분에 대해서도 상기와 동일하나, 

①「전문사（專門士）」의 호칭를 가지며, ②전수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그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졸업까지 취직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유학」에서 지속하여 취직활동을 하기 위한「특정활동」으로 재류자격의 변경수속을 

함으로서 대학졸업 후, 1년간 취직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이 재류자격의 재류기간은 

원칙적으로「6개월」이며, 1회의 갱신이 인정되므로 최대 1년간 입니다).  

덧붙여,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에 정하는 성령의 법 

별표 제1호의 4의 표, 유학의 항목 하단에 게재된 활동 제1호의 다에 해당하는 분에 

대해서는 취업이 가능한 재류자격이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의 학력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취직할 수 없습니다． 단， 이러한 학교에 입학하기 이전에 대학 졸업 

등의 기준에서 정한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기준에서 정한 실무경험 등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취업 가능한 재류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 취직을 할 수 

있습니다． 

 

(주)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에 정하는 성령의 법 별표 

제1의 4의 표, 유학의 항목 하단부에 게재된 활동 

1.신청인이 어느 것에라도 해당할 것 

 가,나(생략) 

 다 신청인이 일본의 고등학교(정시제를 제외한 중등교육학교의 후기과정을 포함. 

이하의 본 항목에 있어서 동일.) 또는 특별지원학교의 고등부, 전수학교의 고등과정 , 

일반과정 및 각종학교, 설비, 편제에 대하여 이것에 기준하는 교육기관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은 것(전적으로 야간통학을 하거나 통신에 의한 교육을 받은 경우는 제외). 

 

 

<재류자격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장 가까운 지방입국관리국으로. 

（→3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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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신고 등에 대하여 

 

（１）입관법상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일본에 중장기간 재류중인 외국인 중, 다음의 ①에

서 ⑥의 어느 것에라도 해당이 안되는 분을 「중장기 재류자」라고 합니다. 

① 「３개월」이하의 재류기간이 결정된 분 

② 「단기체재」의 재류자격이 결정된 분 

③ 「외교」 또는 「공용」의 재류자격이 결정된 분 

④ 「특정활동」의 재류자격이 결정된 동 아시아 관련협회의 일본사무소(타이

베이 주일 경제문화대표처 등) 또는 주일 팔레스타인 총 대표부의 직원 및 

그 가족  

⑤ 특별영주권자 

⑥ 재류자격이 없는 분 

 

（２）중장기 재류자이신 분은, 출입국항에서 상륙허가를 받을때나 지방입국관리국에서 

재류기간갱신 허가, 재류자격변경 허가 등을 받을 때에는 새로운 재류카드가 교부됩

니다. 

중장기 재류자이신 분이 일본 국내에 주거지가 결정된 때나 주거지를 변경했을 때

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거지가 있는 시구정촌의 창구에서 주

거지 변경신고를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재류카드의 기재사항 등에 변경이 있을시에도 일정기간내에 지방입국관리국

에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３）중장기 재류자 중에서, 「교수」, 「투자・경영」, 「법률・회계업무」, 「의료」, 「교

육」, 「기업내전근」, 「기능실습」, 「유학」 또는 「연수」의 재류자격으로 재류하

시는 분이 일본에 있는 활동기관의 명칭・소재지에 변경이 생긴 경우나, 활동기관의 

소멸, 활동기관으로부터의 이탈, 새로운 활동기관으로의 이적이 발생한 경우에는 14

일 이내에 법무대신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재류자 중에서,  「연구」, 「기술」, 「인문지식・국제업무」, 「흥행（일본

의 공사기관과의 계약을 기준으로 한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또는 「기

능」의 재류자격으로 재류하는 분은, 일본에 있는 계약기관의 명칭・소재지에 변경이 

생긴 경우나 계약기관과의 계약종료・새로운 계약의 체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들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대신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장기 재류자중에서, 「가족체재」, 「특정활동（다）」, 「일본인 배우자 등」,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등」의 재류자격으로 재류하는 분이 그 배우자와 이혼 또

는 사별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법무대신에게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장 가까운 지방입국관리국으로. 

（→3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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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일자리를 찾을 때에는 

  

 일본에서 일자리를 찾을 경우에는 헬로워크（공공직업안정소）를 이용합시다． 

 

공공직업안정소 (이하, ‘ 헬로워크 ’ 라고 합니다.)에서는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을 대상으로도 직업상담, 구인정보의 제공, 취직 알선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전국의 주요 시정촌 （市町村）에 544개소 설치되어 있는 

공공직업안정소（분실，출장소 포함.）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어 어떤 

공공직업안정소에서도 전국의 구인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공공직업안정소로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상에서도 

헬로워크 인터넷 서비스로 조건에 맞는 구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이하의 

URL https://www.hellowork.go.jp/ 참조． 단， 일본어만.） 

여기에서는 직종·임금 등의 모집조건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사업주의 요망에 따라 

구인 사업주의 사업소명， 주소지， 전화번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통역을 

배치한 공공직업안정소도 있으므로 일본어에 자신이 없는 분은 이 서비스를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유학생이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위하여 도쿄, 

나고야, 오사카에 있는 외국인 고용서비스센터와 후쿠오카 신규졸업자응원(신소츠오엔) 

헬로워크를 거점으로 취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39페이지 참조） 

  

 또한, 외국인 고용서비스센터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하여 개별적인 대응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정을 받지 못한 유학생이나 취직활동에 불안을 느끼실 때에는 

언제든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외국인 고용서비스센터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의 신규졸업자응원(신소츠오엔) 헬로워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참조)   

 

 공공직업안정소의 이용방법에 대하여 

 

공공직업안정소의 업무시간은 원칙적으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15분까지 

입니다. (또한, 평일에 공공직업안정소를 이용하실 수 없는 분을 위하여 일부 

공공직업안정소 등에서 평일 야간 및 토요일에 직업 상담·직업 소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역을 배치한 「외국인 고용서비스 코너」가 있는 

공공직업안정소에서도日立コンサルテイング（お見積書）항상 통역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통역자가 있는 요일 및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39페이지 참조）. 시간 

등이 변경될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일본어가 가능한 가족 및 

친구를 동반하시기를 권합니다． 

공공직업안정소에서는 먼저 「접수창구」에서 구직등록을 해 주십시오． 구직등록은 

소정의 「구직신청서」에 기입하여 주시면 됩니다． 구직신청서는 공공직업안정소가 

취업상담이나 직업소개를 실시하기 위한 중요한 기본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게 기입해 

주십시오． 모르는 것이 있으시면 직원과 상담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공공직업안정소에서는 구직신청서를 토대로 희망하는 직종이나 노동조건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합니다． 구직등록을 하면 「헬로워크 카드」를 교부해 드리므로 다음 

방문 이후에 제시하여 주십시오． 한번 「헬로워크 카드」를 교부 받으면 전국 

헬로워크에서 직업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헬로워크에서는 이 직업상담을 

통하여 귀하의 능력（자격， 면허， 경험 등）이나 적성 등을 고려하여 귀하의 재취직 

실현을 도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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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는 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있으면 직원이 그 구인 사업소로 연락을 취하여 

면접·시험 실시 일시를 설정해 줍니다． 단， 이미 채용자가 정해져 있거나 면접에 

응하지 않을 경우도 있으므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직등록시 

재류자격 및 재류기간을 확인하게 되므로 「재류카드」，「여권（패스포트）」을 

반드시 지참해 주십시오． 

사업소 방문 일시가 결정되면 「소개장」을 전해드립니다． 면접일시 및 장소가 

기입되어 있으므로 확인해 주십시오． 또한， 면접에는 소개장 이외에 지참해야할 

필요한 서류（이력서 등）가 있으므로 공공직업안정소 담당직원에게 확인해 

주십시오． 

 

 

 

 

 

 

 

 

 

 

 

 

 

 

 

 

 

 

 

 

 

 

 

 

 

 

 

 

 

채용 

 

 

불채용 

 

 

소정의 구직신청서에 기입하여 
구직등록을 합니다. 
 
 
구인정보는 자유롭게 열람・검색이 
가능합니다. 공공직업안정소의 직원이 
귀하가 희망하시는 직종 및 임금,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에 대해 상담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희망하시는 조건에 
가까운 일자리를 찾습니다. 
 
희망하시는 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있으면 
직원을 통하여 그 구인사업소에 연락을 
하여 면접 및 시험 실시 일시를 정합니다. 
 
 
지정된 일시에 사업소를 방문하여 면접을 
실시합니다. 
 
 

직업상담 

 

직업소개 

 

 

면접 

 

 

 

구직등록 

 

공공직업안정소에서의 구직순서 

順 



11 

 

 

 

 

 

 

 

 

 

 

 

 

 

ncia” 
 

 

 

 

 

 

 

 

 

 

 

 

 

 

 

「구인번호」 

헬로워크는 이 번호를 사용하여 구인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인번호를 알면 전국의 

어느 헬로워크에서도 구인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헬로워크 인터넷 

서비스의「구인번호」도 동일한 번호를 

사용합니다. 

 
 

임금형태」 

이 부분의 표시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월급」～월간금액이 정해져 있어 결근하여도 임금의 

변동이 없습니다. 

「일급월급」～월간금액이 정해져 있어 결근한 경우는 

일당계산으로 차감합니다. 

「일급」～일당금액X일수로 지불합니다. 

「시급」～시간당금액X근무시간수로 지불합니다. 

「연봉제」～연간금액이 정해져 있어 매달 나누어 

지불합니다. 매달 지불금액의 분할방법은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주)월급제라고 하여도, 실제로는  

「일급월급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의 내용」 

구인표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 입니다. 

업무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고 구체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헬로워크 

상담창구에 문의해 주십시오. 헬로워크 직원이 회사에 

전화를 걸어 더욱 자세한 내용의 확인도 가능합니다. 
 
 

「고용형태」 

이 부분의 표시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①「정사원」 

②「정사원이외」 

계약사원, 준사원, 촉탁 등, 정사원 이외의 

형태 

③「등록형 파견노동자」 

노동자 파견사업자(파견회사)에 등록하여, 

업무가 있을 때에만 고용계약을 맺고 

파견처에서 근무합니다. 헬로워크에서는 

이미 파견처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급합니다. 

④「상용형 파견노동자」 

파견처에서의 업무 유무에 관계없이 

고용계약을 맺습니다. 파견처에서 업무가 

없을 경우는 파견업체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주)풀 타임＝정사원은 아닙니다. 

 

「승급」「상여」 

「승급」「상여」는 전년도 실적입니다. 

채용후의 대우가 약속되는 것 은 아니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 타임: 정사원 외에도 정사원과 같은 취업시간의 종업원을 

모집하는 구인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풀 타임 구인이 

됩니다. 

파트 타임: 정사원보다 취업시간이 짧은 종업원을 구인하는 

모집의 구인은, 파트 타임이 됩니다. 

(주)월급제＝풀 타임, 시급제＝파트타임은 아닙니다. 

 
 

「임금(세금포함)」 

세금포함 금액입니다. 소득세 

외에도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건강보험, 후생연금, 개호보험) 

등이 차감되므로, 실제 수령액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회사의 특징」 

업무내용 및 노동조건 이외에도 

회사의 사업내용 및 특징 등도 

반드시 확인합시다 

「통근수당」 

「실비(상한없음)」 

～실제 통근에 사용된 비용이 전액지급 

됩니다. 

「실비(상한있음)」 

～실제 통근에 사용된 비용이 전액지급 

됩니다. 

상한금액 한도내에서, 실제 통근에 

사용된 비용을 지급합니다. 

「없음」 

～통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시용기간」 

많은 기업에서 시용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시용기간 중에는 임금 등의 노동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조건 특기사항」「비고」 

응모방법, 서류송부처 등 중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장소·면접장소의 

주소는 구인표의 뒷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터치패널식의 구인정보 

검색단말기에서는, 면접장소의 

지도는 인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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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과 채용에 대하 

 

면접시에는 「이력서」를 대부분 필요로 합니다． 이력서는 구직자인 귀하를 

나타내는 서류이므로 읽기 쉽고 깨끗한 글자로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력서 

용지는 문방구에서 규격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입은 검정이나 청색 펜 또는 

볼펜을 사용해 주십시오． 

면접시간에는 늦지 않도록 하십시오． 만약 교통기관의 지연 등으로 약속시간에 

도착할수 없을 경우에는 「소개장」에 명기된 채용담당자에게 미리 전화를 하십시오． 

또한， 면접을 사전에 취소하거나 그 일시를 변경할 경우에도 「소개장」에 명기된 

채용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상담해 주십시오． 

면접 결과, 채용이 되거나 채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용이 결정되었더라도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용된 경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등을 고려하여 구인표에 기입되어 있는 노동조건보다 낮은 조건이 

제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채용에 응낙할 경우에는 노동조건을 반드시 구인자에게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채용되지 않았을 경우, 공공직업안정소에서 계속하여 직업상담 등을 도와 

드리므로 다시 창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직업소개사업이나 노동자 파견사업 등을 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일본에서 일자리를 찾을 때는 불법 브로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일본에는 노동자의 모집， 직업소개사업， 노동자 파견사업 등에 있어서 주로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1) 노동자의 모집에 대하여 

노동자의 모집에 있어서는 사업주가 본인 또는 자기가 고용하는 노동자가 행하는 

모집, 신문 등의 문서에 의한 모집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주가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 이외의 사람에게 모집을 의뢰하는 위탁모집에 있어서는 

취업안정법에 근거하여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 노동국장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2) 직업소개사업에 대하여 

직업안정법에서 직업소개사업은 후생노동대신의 허가가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항만운송관련 직업 및 건설관련 직업 등에 대해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취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3) 노동자 공급사업에 대하여 

직업안정법에서는 아래에 기술하는 노동자파견 형태 이외에 타인의 요구에 따라 

자기밑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를 제공하고, 타인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동에 

종사시키는 노동자 공급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노동조합 등이 

후생노동대신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무료 노동자 공급사업을 행할 수 있습니다. 

 

 (4) 노동자 파견사업에 대하여 

노동자 파견법에서는 파견하는 사업주가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를 파견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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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명령을 받으면서 그 파견처를 위하여 노동에 종사시키는 노동자파견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후생노동대신의 허가나 후생노동대신에게 신고가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가나 신고없이 노동자파견사업을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노동자파견계약 

 

                                                                 

            

고용관계                                    지휘명령 관계 

    

 

 

 

 

또한， 동법에 있어서도 항만운송업무， 건설업무， 경비업무，병원 등에서의 

의료관계업무（당해 업무에 대해 소개예정파견을 할 경우, 당해 업무가 산전산후휴업, 

육아휴업, 가정간호휴업을 취득한 노동자의 업무일 경우, 또한 의사의 업무로서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파견 노동자의 취업 장소가 벽지인 경우를 제외합니다.）중 어느 한 

곳에 해당하는 업무는 노동자 파견사업 적용 제외 업무이므로 이러한 업무로 노동자 

파견사업을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에서 취업하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직업안정법이나 노동자 파견법을 

위반하고 있는 불법 브로커를 이용하는 케이스로 인해 임금의 중간착취나 안이한 해고 

등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불법 브로커가 

적발됨에 따라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취업장 확보도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브로커를 이용하지 말고 공공직업안정소와 같은 공적인 취업경로 또는 

적법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나 노동자 파견사업자를 이용하도록 하십시오． 

또한， 사업주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이나 노동자 파견사업의 허가 등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각 도도부현 노동국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파 견 처 

 

파견하는 사업주 

 

파견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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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초등・중학교 

졸업부터 

기입합시다． 

학교명은 생략하지 

말고 대학은 학부， 

학과까지 정확하게 

기입합시다． 

 

지망 동기 등 

왜 응모했는지에 대하여  

가능한 구체적으로 어 

필합시다． 

 

본인 희망란 

희망 직종이나 근무지 

등이 있으면 

기입합시다． 

현주소 

도도부현부터 아파트 

등의 방번호까지 

기입． 

 

이력서 작성법에 관하여 

 

― 기본사항―  

☆이력서는 응모하는 회사와의 최초 접점입니다． 취직하고 싶은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거짓말은 쓰지 말고， 알기 쉽게 쓰도록 하십시오． 

☆이력서 기입은 반드시 손으로 기입하도록 합니다．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정성들여 쓰십시오． 틀린 곳이 있으면 수정액을 사용하지 말고 다시 한번 

기입하도록 하십시오． 또한， 가능한 빈 칸이 없도록 기입하십시오． 

 

 

 

                                            

          

                  

 

 

 

 

                  

 

 

 

 

 

 

 

 

 

 

 

 

 

 

 

                                        

 

  

                                 

 

 

직업 경력 

학력 마지막 줄부터 1줄 비우고 

씁니다．회사명은 생략하지 말고 정식 

명칭을 기입．파트 타임이나 아르바이트도 

장기적인 경우는 기입． 

 

날짜 

면접（우송）일을 

기입합시다． 

 

사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슴 위의 

정면사진을 테두리선에 맞추어 똑바로 

붙입시다．스냅사진이나 스피드사진 

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면허·자격 

취득한 순서대로, 일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도 

정식 명칭으로 기입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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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경력서 작성법에 관하여 

 

―기본사항― 

☆ 제목, 성명, 날인, 연령, 연월 등 기본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응모자격이 있

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기입하십시오. 

☆ 약어나 업계 내에서만 적용되는 용어의 사용은 피해 주십시오. 

☆ 「사실（지금까지의 경험）」과 「생각（자신의 희망）」을 잘 구분하여 기입하십시오. 

☆ 자신의 경험・희망과, 왜 그 기업에서 일하고 싶은지를 연관지어 간략히 자기 PR을 

해주십시오. 

☆ 오자, 빠진 글자나 변환 미스가 없도록 잘 확인해 주십시오. 

 
※ https://www.hellowork.go.jp/member/career_doc01.html 

이력서・직무경력서 등의 응모서류의 작성방법과 기재 예를 게재합니다. 

 

https://www.hellowork.go.jp/member/career_doc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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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알아 두어야 할 일본의 노동기준 관계법령 등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노동기준법 등 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 

동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업주에게 그 실시가 요구되고 있는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발췌） 

 

(1) 국적을 이유로 하는 차별적 취급의 금지 

사용자는 노동자의 국적， 신조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임금， 노동시간， 기타 

노동조건에 대하여 차별적 취급을 해서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기준법 

제3조） 

 

(2) 노동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노동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금， 노동시간， 그 노동조건을 노동자에게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 노동시간에 관한 사항, 그 외 명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명확한 서면（노동조건통지서 등(34페이지 참조)）을 교부할 

필요가 있습니다．（노동기준법 제15조） 

 

(3) 강제노동·중간착취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이나 협박 등 정신 및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에 의해,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을 강제로 시켜서는 안됩니다． 또한, 법률에 의거하여 

허용되는 경우 이외에 직업적으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해서는 안됩니다． 

（노동기준법 제5조， 제6조） 

 

(4) 노동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손해배상금을 예정하는 계약의 금지 

계약기간 만료 전의 퇴직 등， 노동자측의 노동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을 

정하거나，손해배상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노동기준법 

제16조） 

 

(5) 노동계약의 내용의 변경 

노동조건의 변경에는 원칙적으로 노사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장 전체의 노동조건을 규정한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해서도 노사의 합의 없이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노동조건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노동계약 조건법 제8조, 제9조). 

  ※단, 변경 후의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주지시키고 동시에 취업규칙을 

변경함으로서 노동자가 받는 불이익이 합리적인 경우, 취업규칙에 의한 노동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인정됩니다. 이 합리성의 판단은, 「노동자의 불이익 정도」, 「노동조건 

변경의 필요성」, 「노동조합 등의 교섭상황」, 「그 외의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노동계약법 제10조). 

 

(6) 노동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에 있는 노동자에 대한 해고의 제한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을 위해 쉬고 있는 기간 및 그 후 

30일간의 해고는 원칙으로서 금지되어 있습니다(노동기준법 제19조). 

 

(7) 해고 

해고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제외하고, 사회통념상 상응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그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보고 무효가 됩니다(노동계약법 제 16조).    



17 

 

또한, 사용자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노동계약에 대해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있어서는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노동계약법 제17조) 

 

(8) 해고의 예고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원칙으로서 최소한 30일전에 미리 통고할 필요가 

있습니다．30일전에 미리 통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에 부족한 일수 이상의 

평균임금 （해고 예고수당）을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및 노동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할 

경우는 예외이지만， 그 경우에는 노동기준감독서장의 해고 예고의 제외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노동기준법 제20조，제21조） 

 

(9) 유기 노동계약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으로의 전환 

유기 노동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통산 5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지 않는 노동계약으로 전환됩니다(노동계약법 제18). 

 

(10) 임금의 지불 

임금은 현금으로 노동자에게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불해야 합니다． 단, 세금，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법정공제 및 

노사협정에 의거한 조합비 등의 공제는 전액지불의 예외가 됩니다(노동기준법 

제24조). 

 

(11) 최저임금 

사용자는 노동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최저임금은 도도부현마다 지역별 최저임금과 특정(산업별)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12) 노동시간， 휴일 

사용자는 노동자를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일부 규모·업종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44시간） 을 초과하여 노동을 시켜서는 안됩니다． （노동기준법 제32조， 제40조） 

사용자는 노동자에 대하여 매주 최소한 1일， 또는 4주간 4일 이상의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기준법 제35조） 

 

(13) 시간외·휴일노동 및 심야노동의 할증임금 

사용자가 법정 노동시간（원칙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노동시키거나， 

또는 법정 휴일（주 1일 또는 4주 4일）에 노동을 시키는 경우， 법령으로 정해진 

일정한 수속이 필요합니다． （노동기준법 제36조） 

또한，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에 대해서는 통상의 노동시간 또는 노동일 

임금 계산액의 25％ 이상의 비율(1개월 6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노동에 대해서는 

50％이상의 비율(※))， 법정 휴일의 노동에 대해서는 35％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할증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야 （오후 10부터 오전 5시까지）노동은 통상의 노동시간 임금 

계산액의 25%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할증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노동기준법 제37조).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당분간 적용이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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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6개월간 계속하여 근무하고 전체 노동일수의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부여일수는 계속근무년수에 따라 다릅니다). 

（노동기준법 제39조） 

 

(15) 금품의 반환 

노동자가 사망 또는 퇴직할 시에, 권리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임금을 

7일 이내에 지불하고 적립금 및 당해 노동자의 권리에 속하는 금품을 반환해야만 

합니다．(또한, 사업주는 여권 및 재류카드를 보관해서는 안됩니다) 

(노동기준법 제23조 등）. 

 

(16) 안전위생 

사업자는 노동자의 안전과 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생교육 （고용시의 교육 

등），건강진단 실시 등 노동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노동안전위생법 제59조，제66조 등).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외국인 노동자 상담코너」（주요 도도부헌 노동국 

노동기준부 감독과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또는 노동기준감독서에 상담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 임금이 지불되지 않음 

・ 시간외 노동수당이 지불되지 않음 

・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 중에 해고됨 

・ 돌연 해고되고, 해고예고수당이 지불되지 않음 

・ 노동재해를 입었으나 의료비나 휴업 보상이 되지 않음 

・ 노동계약 체결 시 임금이나 노동시간 등의 노동조건이 명시되지 않음 

・ 직장의 안전위생 확보가 불충분하여 노동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등등 

외국인 노동자 상담코너에서는 외국어로 노동조건에 관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 45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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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 이직을 할 때는 

 
일하던 회사를 퇴직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 주십시오． 

 

(1) 자기 사정에 의한 퇴직 

퇴직에 관해서는 통상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미리 그 내용 및 수속에 

대하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법 （제627조）에 의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2주일 전에 퇴직 신청을 하고， 기간을 두고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기의 전반에 차기 이후의 퇴직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갑자기 「그만 두고 싶다」고 신청하는 것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사무인계나 

후임자를 구해야 하는 등의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퇴직 시기 등에 대해서는 회사와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2) 사업주로부터의 해고 

「해고」란 사용자의 의사로 노동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3 （8） 에서 언급하였듯이 원칙으로서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적어도 

30일전에 미리 통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30일전에 미리 통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에 부족한 일수 이상의 평균임금 （해고예고수당）을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노동기준법 제20조 등，제21조). 

 

 

일본 국내의 사업소에 고용되신 분은 원칙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1) 고용보험제도에 대하여 

일본에는 고용보험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제도는 재직중인 노동자의 

고용에 안정을 도모하고 실업중인 노동자에 대하여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의 촉진을 

위한 실업등급부(失業等給付)를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고용보험은 외국인(외국 공무원 

및 외국의 실업보험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이 입증된 자를 제외한다.)이라 

하더라도 1주 20시간 미만 노동의 파트타이머 등， 단시간 노동자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만 합니다． 입사시 국적(무국적을 포함합니다.）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되며， 사업주를 통해 피보험자증이 교부됩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입사 후 바로 공공직업안정소에 상담해 주십시오. 

 

(2)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경우, 이하의 요건을 갖추면 원칙으로 실직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정해진 일수를 한도로 실업 등 급부 （기본수당）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실직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아니라는 확인을 받을 것 

②노동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것 

③원칙으로서 실직한 날 이전 2년간 피보험자 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단, 도산·해고 등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1년 동안 피보험자 기간이 통산 

6개월 이상인 경우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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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 후 

①이직표（離職票） （실직 후에 사업주에게 받거나 본인이 청구합니다．） 

②피보험자증 

③인감 （있을 경우） 

④주소 및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재류카드 등） 

⑤최근에 찍은 사진 2장 （3 × 2．5 cm） 

⑥예금통장（본인 명의） 

을 지참하고 주소(거주지)를 관할하는 공공직업안정소에 가서 구직신청을 

해주십시오． 

 

구직신청을 한 후， 기본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번 이후， 

공공직업안정소에 오는 날이 지정됨과 동시에 「수급자격자증」이 교부됩니다．지정된 

날에는 공공직업안정소에 가서 실업 인정을 받아 주십시오． 실업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 기본수당이 지급됩니다． 

 

실업 인정인 경우에는 

①인정을 받을 때까지 취직， 취업， 내직 또는 일을 했는지 여부 

②내직 또는 일을 하여 수입을 얻은 경우에는 그 날짜와 금액 

③인정을 받을 때까지 구직활동을 했는지 여부 

④공공직업안정소로부터 소개받은 일에 취직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⑤취직했는지 또는 자영을 시작했는지, 또는 어떠한 예정이 있는지에 대해 

실업인정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구직 신청 후의 실업 상태 7일 동안에는 급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기기간이라 합니다．）또한， 자기 책임으로 귀속되는 중대한 이유로 인해 

해고되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대기기간 

만료 후 3개월간 급부되지 않습니다 （급부제한이라고 합니다．） 

 

＜고용보험제도의 자세한 사항은 공공직업안정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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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에 대하여 

  

(1) 공공직업훈련에 대하여 

각 도도부현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 직업능력개발 시설에서는 이·전직자의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 기능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무료입니다(텍스트, 교재 구입에 소요되는 실비는 지불해야 합니다.). 공공직업훈련 

수강에 대해서는 가까운 공공직업안정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의 

실업 등 급부（기본수당， 수강수당， 통근수당）를 수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훈련기간중은 실업등급부가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구직자 지원제도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수급할수 없는 분도 취직에 필요한 기능이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을 받을수 있으며, 수강료는 무료입니다(텍스트, 교재 구입에 소요되는 실비는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자산등의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직업훈련 수강 

급부금」을 지급합니다. 구직자 지원제도의 이용에 대해서는 가까운 공공직업안정소에 

문의해 주십시오.  

 

(3) 취업준비 연수에 대하여 

일본계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취업의 의욕 및 필요성 

이 높은 일본계 외국인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일본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향상, 

노동·사회보험제도 등에 관련된 지식 등의 습득에 필요한 강의·실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지역, 실시내용 등에 대해서는 가까운 공공직업안정소에 문의해 

주십시오. 

 

(4) 교육훈련 급부제도에 대하여  

교육훈련 급부제도는 고용보험 급부제도의 하나로서 수강 개시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기간이 3년(첫해에 한해 1년) 이상인 고용보험의 일반 

피보험자（재직자） 또는 일반 피보험자였던 자（이직자）가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교육훈련을 수강 수료했을 때， 공공직업안정소에서 본인에게 교육훈련시설에 지불한 

교육훈련경비의 일부를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공공직업훈련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공직업안정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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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 기타 노동자를 위한 보험제도에 대하여 

 

 (1) 노재보험제도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노동자를 채용하는 사업은 원칙으로서 

노재（勞災）보험 적용사업이 됩니다． 노동자의 업무상의 사유 및 통근에 의한 부상， 

질병， 장애·사망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보험급부가 이루어집니다． 

 노재보험에 의한 급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요양（보상）급부 

업무상의 사유（또는 통근）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을 필요로 할 

경우에 급부됩니다． 

 

② 휴업（보상）급부 

상기 ①의 치료를 위해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하는 날에 대하여 

그 4일째부터 지급됩니다． 

 

③ 부상（보상）연금 

업무상의 사유（또는 통근）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 개시 후 1년 6개월이 

경과해도 치유되지 않고 일정한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④ 장애（보상）급부 

업무상의 사유（또는 통근）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에 일정한 장애가 

남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⑤ 유족（보상）급부， 장례비（장제급부） 

업무상의 사유（또는 통근）에 의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 대하여 

유족（보상）급부， 또한 장례를 치르는 분에게 장례비（장제급부）가 지급됩니다． 

 

⑥ 개호（보상）급부 

장애（보상）연금 또는 부상（보상）연금수급자 중 일정한 장애·부상을 가진 분이 

상용 또는 수시개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⑦ 2차 건강진단 급부 등 

노동안전위생법에 의거한 정기건강진단 등의 결과， 비만， 혈압， 혈당， 

혈중지질의 4항목 모두에 이상 소견이 인정된 경우에는 2차 건강진단 및 

특정보건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뇌·심장질환의 병을 가진 분은 제외） 

 

＜노재보험제도의 자세한 사항은 노동기준감독서로 문의해 주십시오．＞ 

 

(2) 건강보험제도 

적용 사업소에 상시 사용(※)되어 있는 한 외국인에게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 

여기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 모든 법인사업소와 일정 업종을 제외한 상시 5인 이상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개인사업소의 소정 노동시간·일수가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타 상용취로자의 그것에 

대략 4분의 3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2016년 10월 1일부터, 소정 노동시간·일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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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상용 노동자의 그것의 대략 4분의 3미만일 경우에도, 

1주일의 소정 노동시간이 20시간 이상 등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이 병이나 부상을 당하여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필요한 의료급부와 수당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출산이나 사망한 경우에도 

급부가 있습니다． 

또한, 적용 사업소에 상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나 피보험자증을 분실한 경우 등은 의료비가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3) 국민건강보험제도 

다른 공적 의료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외국인으로,  

① 주민기본대장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분(※) 

② 주민기본대장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해 

3개월을 초과하여 체재한다고 인정되는 분은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3개월을 초과하는 재류기간을 가진 중장기 재류자, 특별영주자, 가체재허가자, 일시 

비호허가자, 경과체재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자가 병이나 부상을 당하여 진료를 받을 경우에 

필요한 의료급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이나 사망시에도 급부가 있습니다． 

또한,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의료비는 모두 본인부담이 됩니다． 

 

(4) 후생연금보험， 국민연금 

외국인에 대해서도 적용 사업소에 상시 고용(※)되어 있는 한 후생연금보험이 

적용되므로 가입해야 합니다． 한편, 상시고용관계가 아닌 외국인에 대해서도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진 분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 모든 법인사업소와 일정의 업종을 제외한 상시 5인 이상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개인사업소의 소정 노동시간·일수가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타 상용취로자의 그것에 

대략 4분의 3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2016년 10월 1일부터, 소정 노동시간·일수가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상용 노동자의 그것의 대략 4분의 3미만일 경우에도, 

1주일의 소정 노동시간이 20시간 이상 등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후생연금보험이 적용됩니다). 

공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고령, 중도의 장애를 입었을 때 

에는 각각 노령연금, 장해연금(또는 장해수당금)이 지급되고 ,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일본에서 공적연금보험에 가입하였던 외국인이 일본을 출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되면, 일본을 출국한 후 2년 이내에 청구할 경우 

탈퇴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 

② 후생연금보험 또는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납부했을 것 

③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 

③  연금（장애수당금을 포함）지급을 받을 권리를 가진 적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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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일본 외 국가의 공적연금제도의 보험기간을 가지며, 또한 일본과 당해국 간에 

통산규정을 가지는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당해 협정에 근거하여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각각의 국가에서 보험기간에 따라 연금급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탈퇴일시금을 수급했을 경우 당해 급부액 계산에 사용된 일본의 

보험기간은 사회보장협정에 근거한 통산을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일본이 통산규정을 가지는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 

독일, 미국, 벨기에, 프랑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체코, 스페인, 

아일랜드, 헝가리、브라질 및 스위스 

 

＜건강보험제도의 상세한 내용은，전국건강보험협회 또는 건강보험조합,  연금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연금사무소,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시구정촌의 

창구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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６ 외국인 고용 상황 신고 의무화에 대하여 

 

 외국인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게 외국인 고용 상황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고용대책법(2007 년 10 월 1 일 시행)에 기준하여, 외국인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게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관리 개선 및 재취업 지원의 노력의무가 부과됨과 

동시에 외국인 고용상황의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1)외국인 고용 상황 신고제도의 개요 

2007 년 10 월 1 일부터 모든 사업주에게 외국인 노동자(특별영주자 및 재류자격이 

「외교」・「공용」인 자를 제외.）의 고용 또는 이직 시에 당해 외국인 노동자의 성명, 

재류자격, 재류기간 등에 대해 확인하여 후생노동대신(공공직업안정서) 앞으로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신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30 만엔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고용 또는 이직 시에 사업주로부터 재류카드 또는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받게 됩니다. 

 

(2)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관리 개선 및 재취업 지원 노력 의무에 대하여 

사업주에게는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관리 개선 및 재취업 지원 노력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관리 개선 등에 관해 사업주가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지침」 

을 게재하였으므로 확인함과 동시에, 이렇게 적절히 고용 관리되고 있는 사업소에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 27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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７ 소속기관에 의한 신고에 대하여 

 

2012년 7월부터 새로운 재류관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중장기 재류자(전게 

1의「각종 신고서 제출 등에 대하여」의 (1)참조) 

중에서「교수」,「투자·경영」，「법률·회계업무」，「의료」，「연구」，「교육」，「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기업내 전근」，「흥행」 또는「기능」의 

재류자격으로 재류하는 분을 받아들인 소속기관(주)의 관계자는 그 수용을 개시 또는 

종료하는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대신에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신고는 노력의무이므로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라도 형사적 처벌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소속해 있는 외국인분들의 재류기간 갱신 등의 허가신청시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고용대책법에 규정에 근거하여 외국인의 고용상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업주를 제외한다. 

 

〈신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장 가까운 지방입국관리국으로. 

（→3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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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자료 

 
 

제 1. 취지 

본 지침은 고용대책법 제8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해 사업주가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강구해야 할 필요 조치에 대해 정한 것이다. 

 

제 2. 외국인 노동자 고용 관리 개선 등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데 있어서의 

기본적 입장 

사업주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고용대책법, 직업안정법(1947년 법률 제141호, 

노동자 파견사업의 적절한 운영 확보 및 파견 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85년 

법률 제88호. 이하, 「노동자파견법」이라 한다.). 고용보험법(1974년 법률 제116호), 

근로기준법(1947년 법률 제49호), 최저임금법(1959년 법률 제137호), 

노동안전위생법(1972년 법률 제57호),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1947년 법률 제50호), 

건강보험법(1922년 법률 제70호), 후생연금보험법(1954년 법률 제115호) 등의 

노동관계법령 및 사회보험관계법령(이하, 「노동·사회보험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준수하고, 동시에 외국인 노동자가 적절한 노동조건 및 안전위생을 확보하면서 

재류자격 범위에서 가지고 있는 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확보되도록 본 지침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 3.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 

본 지침에서 「외국인」이란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하며, 특별영주자 

및 재류자격이 「외교」 및 「공용」인 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란 외국인인 노동자를 말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에는 기능실습제도에서 「기능실습」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활동을 행하는 자(이하, 「기능실습생」이라 한다)도 포함된다. 

 

제 4. 외국인 노동자 고용 관리 개선 등에 관해 사업주가 강구해야 할 필요 조치 

1． 외국인 노동자 모집 및 채용을 적정화 

(1) 모집 

사업주는 외국인 노동자를 모집하는데 있어서, 모집에 응모하여 노동자가 되려고 

하는 외국인에게 당해 외국인이 채용 후 종사해야 하는 업무의 내용 및 임금, 

노동시간, 취업장소, 노동계약기간, 노동·사회보험관계법령 적용에 관한 사항(이상, 

1에서 「명시사항」이라 한다.)에 대해 그 내용을 명확히 한 서면을 교부 또는 당해 

외국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전자메일 송신 중 어떠한 방법(이하, 1에서 

「명시방법」이라 한다.)으로 명시할 것. 특히, 모집에 응하여 노동자가 되려고 하는 

외국인이 국외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일본에 입국한 후 모집조건에 관련된 

상호 이해의 저어 등으로부터 노사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에 의한 

도항비용 부담, 주거 확보 등의 모집조건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 미리 명확히 하도록 

힘쓴다. 

또한, 사업주는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알선 받을 경우에는 

직업안정법이 정한 바에 따라 직업소개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한 자(이하, 

1에서 「직업소개 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소개 받는 것으로 하고, 직업안정법 또는 

노동자파견법을 위반한 자로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알선 받지 않을 것. 이 때, 

사업주는 구인 신청 시 직업소개 사업자에게 명시사항을 명시방법에 따라 명시할 

것. 특히, 직업소개 사업자가 직업소개 시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적 취급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관리 개선 등에 관해 사업주가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지침 

 

 



28 

 

것은 직업안정법 상 금지되어 있으나, 사업주에게 있어서도 직업소개 사업자에게 

구인 신청을 할 때에는 국적에 따른 조건을 붙이는 등 차별적 취급을 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할 것. 

 (2) 채용 

사업주는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때 제5에서 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미리 당해 

외국인이 채용 후 종사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재류자격 상 종사하는 것이 인정된 

자인지를 확인하고, 종사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자는 채용하지 않을 것. 

사업주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재류자격의 범위 내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평한 채용전형에 힘쓸 것. 특히, 영주자, 정주자 등 

그 자격에 근거하여 재류하는 외국인에 관해서는 그 활동내용에 제한이 없음에 

유의할 것. 

또한, 신규 졸업자 등을 채용할 때에는 유학생이라는 것을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동시에 다른 교육, 문화 등을 배경으로 한 발상을 

기대할 수 있는 유학생 채용하여 기업의 활성화·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모집·채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라는 점에 유의할 것. 

 

2. 적절한 노동조건 확보 

(1) 균등대우 

사업주는 노동자의 국적을 이유로 하여 임금, 노동시간, 그 외 노동조건에 대해 

차별적 취급을 하지 않을 것. 

 

(2) 노동조건의 명시 

가. 서면의 교부 

외국인 노동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 노동시간 등 주요 노동조건에 

대해 당해 외국인 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명확히 한 문서로 교부할 것. 

나. 임금에 관한 설명 

사업주는 임금에 대해 명시할 때에는 임금의 결정， 계산 및 지불방법 등은 

물론, 이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세금， 노동·사회보험료, 노사협정에 의거한 임금의 

일부 공제의 취급에 대해서도 외국인 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당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을 명확히 하도록 힘쓸 것. 

 

(3) 적절한 노동시간 관리 

사업주는 법정노동시간 준수， 주휴일 확보를 비롯하여 적절한 노동시간을 

관리할 것． 

 

(4) 노동기준법 등 관계법령의 주지 

사업주는 노동기준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주지시킬 것. 이 

때에는 알기 쉬운 설명서를 이용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의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배려를 하도록 힘쓸 것.  

 

(5) 노동자 명부 등의 작성 

사업주는 노동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노동자 명부 및 임금대장을 작성할 것. 이 

때에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가족의 주소, 기타 긴급 시 연락처를 파악해 두도록 힘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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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품 반환 등 

사업주는 외국인 노동자의 여권 등을 보관하지 않을 것. 또한， 외국인 노동자가 

퇴직할 때에는 노동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에 속하는 

금품을 반환할 것. 또한， 반환을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외국인 노동자가 

출국할 경우에는 출국 전에 반환할 것. 

 

3． 안전위생의 확보 

(1) 안전위생교육 실시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안전위생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당해 외국인 

노동자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것. 특히, 외국인 노동자가 

사용할 기계설비, 안전장치 또는 보호구 사용방법 등을 확실히 이해하도록 유의할 

것. 

 

(2) 노동재해 방지를 위해 일본어 교육 등을 실시 

사업주는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재해 방지를 위한 지시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일본어 및 기본적인 신호 등을 습득하도록 힘쓸 것. 

 

(3) 노동재해 방지에 관한 표식， 게시 등 

사업주는 사업장 내 노동재해 방지에 관한 표식, 게시 등은 도해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도록 힘쓸 것. 

 

(4) 건강진단 실시 등 

사업주는 노동안전위생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건강진단의 목적·내용을 당해 외국인 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도록 힘쓸 것. 또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건강진단 

결과에 의한 사후 조치를 실시할 때에는 건강진단의 결과 및 사후 배치의 필요성 

및 내용을 당해 외국인 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도록 힘쓸 것． 

 

(5) 건강지도 및 건강상담 실시 

사업주는 산업의， 위생관리자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 노동자에게 건강지도 및 

건강상담을 실시하도록 힘쓸 것． 

 

(6) 노동안전위생법 등 관계법령의 주지 

사업주는 노동안전위생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주지시킬 것. 

이 때에는 알기 쉬운 설명서를 이용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의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배려를 하도록 힘쓸 것. 

 

4． 고용보험, 노재보험, 건강보험 및 후생연금보험의 적용 

(1) 제도의 주지 및 필요한 절차 이행 

사업주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고용보험, 노재보험, 건강보험 및 후생연금보험(이하, 

「노동·사회보험」이라 한다.)에 관련된 법령의 내용 및 보험급부에 관련된 

청구절차 등에 대해 고용 시 외국인 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등, 

주지하는데 힘쓸 것. 또한, 노동·사회보험에 관련된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관련된 적용 절차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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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급부 청구 등에 대한 지원 

사업주는 외국인 노동자가 이직할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 본인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표 교부 등 필요한 절차를 행하고, 동시에 실업 등 급부 수급과 

관련된 공공직업안정소 창구를 알려 주고, 그 외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힘쓸 것. 

또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노동재해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노재보험 급부 청구, 

그 외 절차에 관해 외국인 노동자로부터의 상담에 응하고, 당해 절차를 

대행하거나, 그 외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힘쓸 것. 

또한, 후생연금보험 가입기간이 6 개월 이상인 외국인 노동자가 귀국할 경우, 귀국 

후에 가입기간 등에 따른 탈퇴일시금 지급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귀국 전에 

설명하고, 동시에 사회보험사무소 등 관계기관의 창구를 알려주도록 힘쓸 것.  

 

5． 적절한 인사관리, 교육훈련, 복리후생 등 

 

(1) 적절한 인사관리 

사업주는 고용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원활히 직장에 적응하고, 당해 직장에서의 

평가나 처우에 납득하며 일할 수 있도록 직장에서 요구되는 자질. 능력 등의 

사원상을 명확히 하고, 직장에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의 전제가 되는 조건을 정비, 

평가·임금 결정, 배치 등 인사관리에 관한 운용을 투명화하는 등 다양한 인재가 능력 

발휘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하는데 힘쓸 것. 이 때, 공공직업안정소가 행하는 

고용관리에 관련된 조언·지도에 입각하여 적절히 대응할 것.  

 

(2) 생활지도 등 

사업주는 외국인 노동자의 일본 사회 적응이 원활히 되도록 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본어 교육 및 일본의 생활습관, 문화, 풍습, 고용 관행 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 지도하고, 동시에 외국인 노동자로부터의 생활 또는 직업 상의 상담에 

응하도록 힘쓸 것. 

 

(3) 교육훈련 실시 등 

사업주는 외국인 노동자가 재류자격의 범위 안에서 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실시, 그 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데 힘쓰고, 

동시에 고충・상담체제 정비, 모국어로 도입연수 실시 등 일하기 쉬운 직장환경 

정비에 힘쓸 것. 

 

(4) 복리후생시설 

사업주는 외국인 노동자가 적절한 숙박시설을 확보하도록 힘쓰고, 동시에 급식, 

의료, 교양, 문화,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의 시설 이용에 충분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할 것. 

 

(5) 귀국 및 재류자격의 변경 등의 지원 

가. 사업주는 고용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재류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귀국을 위한 제 절차에 대한 상담, 그 외 

필요한 지원을 행하도록 힘쓸 것. 

나. 사업주는 외국인 노동자가 재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재류기간 

갱신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그 절차를 취하기 위한 근무시간 배려, 그 외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힘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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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동자 파견 또는 청부를 하는 사업주에 관련된 유의사항 

노동자 파견 형태로 외국인 노동자를 취업시키는 사업주는 당해 외국인 노동자가 

종사하는 업무내용, 취업장소, 당해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지휘 명령하는 자에 관한 

사항 등 당해 외국인 노동자의 파견취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당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명시하고, 파견처에 파견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이름, 노동・사회보험 가입 

유무를 통지하는 등 노동자파견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절한 사업운영을 할 것. 또한, 

파견처는 노동자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 또는 신고하지 않은 자로부터 외국인 

노동자에 관련된 노동자 파견을 받지 않을 것. 더욱이, 청부를 행하는 사업주는 

청부계약의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노동자 공급사업 또는 노동자 파견사업을 행하지 

않도록 직업안정법 및 노동자파견법을 준수할 것. 

또한, 청부를 행하는 사업주는 자신이 고용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장소가 

주문자인 타사업주의 사업소 내일 경우, 당해 사업소 내에서 제6에서 선임하는 

고용노무책임자 등에게 인사관리, 생활지도 등의 직무를 행하게 할 것. 

 

6. 해고 예방 및 재취업 지원 

사업주는 사업 규모 축소 등을 하려고 할 때에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안이한 해고 

등을 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피치 못하게 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 재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관련기업 등에 알선, 교육훈련 

등의 실시・수강 알선, 구인정보 제공 등 당해 외국인 노동자의 재류자격에 맞는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힘쓸 것. 이 때, 공공직업안정소와 

밀접하게 연계하고, 동시에 공공직업안정소가 행하는 재취업 지원에 관련된 

조언·지도에 입각하여 적절히 대응할 것. 

 

제5 외국인 노동자 고용 상황 신고 

사업주는 고용대책법 제28조 제1항 및 부칙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해 새로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 혹은 고용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이직한 경우 또는 

2007년 10월 1일 시점에서 현재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 

노동자의 이름, 재류자격, 재류기간 등의 1의 사항에 대해 2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3의 

방법 및 기한에 따라 당해 사항을 당해 사업주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공직업안정소의 장에게 신고할 것. 또한, 확인 시 유의사항은 4와 같이 할 것. 

 

1. 확인하여 신고해야 하는 사항 

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다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름, 재류자격(자격외활동 허가를 받고 일하는 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의 유무를 포함. 나에서도 동일), 재류기간, 생년월일, 성별, 국적에 

속하는 국가 또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1951년 정령 제319호)제2조 제5호 

나에 규정하는 지역(이하「국적·지역」이라고 한다.) 외, 직종, 임금, 주소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 신고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상실 신고에 

기재해야 하는 당해 외국인의 고용 상황 등에 관한 사항 

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다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름, 재류자격, 재류기간, 생년월일, 성별, 국적·지역 

다. 2007년 10월 1일 시점에서 현재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이름, 재류자격, 재류기간, 생년월일, 성별, 국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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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 방법 

가. 나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당해 외국인 노동자의 재류카드(재류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자 중에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및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기준하여 일본의 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등의 법률의 

시행에 동반하는 후생노동성 관계법령의 정비에 관한 성령(2012년 

후생노동성령 제97호. 이하「정비성령」이라고 한다.)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외국인등록증명서가 재류카드로 간주되는 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등록증명서를, 그 외의 자에 대해서는 여권 또는 재류자격증명서로 한다.) 의 

제시를 요구하여 신고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 

나. 자격외활동 허가를 받고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당해 외국인 노동자의 여권 또는 재류카드(재류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자 중에서, 

정비성령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외국인등록증명서가 재류카드로 

간주되는 자에 대해서는 외국인등록증명서 및 여권, 재류자격증명서, 자격외 

활동허가서, 또는 취로자격증명서를, 그 외의 자에 대해서는 여권 또는 

재류자격증명서(당해 외국인 노동자가 자격외활동의 허가를 받고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외활동허가서 또는 취로자격증명서를 

포함.)로 한다.) 의 제시를 요구하여, 신고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 

 

3. 제출 방법·기한 

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다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고용에 관련된 신고를 할 때에는 고용한 날이 속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 신고와 함께 필요사항을 신고하고, 이직에 관련된 

신고를 할 때에는 이직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상실 신고와 함께 필요사항을 신고할 것. 

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다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고용에 관련된 신고, 이직에 관련된 신고를 할 때에는 고용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 고용대책법 시행규칙(1966년 노동성 제23호) 양식 

제3호(이하, 「양식 제3호」라 한다.)에 필요사항을 기재한 후 신고할 것. 

다. 2007년 10월 1일 시점에서 현재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2008년 10월 1일까지 양식 제3호에 필요사항을 기재한 후 신고할 것. 단, 

해당자가 이직했을 경우에는 가 또는 나의 방법·기한에 따라 신고할 것. 

 

4. 확인 시 유의사항 

사업주는 고용하려고 하는 자(2007년 10월 1일 시점에서 현재 고용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해 통상적인 주의력을 가지고 해당자가 외국인이라고 판단 가능한 

경우에 해당자에 관련된 1의 사항을 확인할 것. 여기서 통상적인 주의력을 가지고 

해당자가 외국인이라고 판단 가능한 경우란, 특별한 조사 등을 동반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과 언어 등으로부터 해당자가 외국인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명백할 

경우를 말함. 따라서, 예를 들어 통칭으로 일본명을 사용하고 있고, 또한 일본어 

실력이 있는 자 등 통상적인 주의력을 가지고는 해당자가 외국인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까지 확인을 요하는 것은 아님. 특히, 1의 사항 이외의 사항의 확인·신고는 

필요 없으며, 외국인 노동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의 관점에서도 이 점에 충분히 

유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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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노무 책임자 선임 

사업주는 외국인 노동자를 상시 10인 이상 고용할 때에는 본 지침에서 정한 

고용관리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관리하기 위해 인사과장 등을 고용노무 

책임자(외국인 노동자 고용 관리에 관한 책임자를 말한다.)로서 선임할 것. 

 

제7 기능실습생에 관한 사항 

기능실습생은 외국인 노동자에 포함되므로, 제4부터 제6까지의 내용에 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 외에 사업주는 기능실습제도 추진 사업 운영 기본방침(1993년 4월 

5일 노동대신 공시)에서 규정하는 기능실습생 수용 방법, 기능실습의 실시에 관해 

유의해야 할 사항, 기능실습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취급 등의 내용에 유의하여 

기능실습생에게 실용적인 기술, 기능 등의 습득이 도모되도록 임할 것. 

 

제 8 직업안정기관， 노동기준감독기관, 그 외 관계행정기관의 지원과 협력 

사업주는 직업안정기관， 노동기준감독기관, 그 외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얻어 그 지침에서 정해진 사항을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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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건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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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성 입국관리국 연락처 일람   

○ 재류자격， 재류카드, 기타 출입국관리에 관한 것 

  

명 칭 소재지 전 화 

법무성 입국관리국 
〒100-8977  

도쿄도 치요다쿠 가스미가세키 1-1-1 
03-3580-4111 

삿포로 입국관리국 
〒060-0042 

홋카이도 삿포로시 주오쿠 오도리니시 12 초메 
011-261-7502 

센다이 입국관리국 
〒983-0842  

미야기켄 센다이시 미야기노쿠 고린 1-3-20 
022-256-6076 

도쿄 입국관리국 

〒108-8255 도쿄도 미나토쿠 코난 5-5-30 

(심사관리부문(재입국)) 

(취로심사부문) 

(유학심사부문) 

(유학・단기체재심사부문) 

(영주심사부문) 

03-5796-7111(代) 

03-5796-7251 

03-5796-7252 

03-5796-7253 

03-5796-7254 

03-5796-7255 

-나리타공항지국 

〒282-0004 

지바켄 나리타시 후루고메아자후루고메 1-1  

제 2 여객터미널 빌딩 

0476-34-2222 

-하네다공항지국 

〒144-0041 

도쿄도 오타쿠 하네다공항 2-6-4  

하네다공항 CIQ 동 

03-5708-3202 

-요코하마지국 
〒236-0002  

가나가와켄 요코하마시 가나자와쿠 도리하마초 10-7 
045-769-1720 

나고야 입국관리국 
〒455-8601  

아이치켄 나고야시 미나토쿠 쇼호초 5-18 
052-552-2150 

-중부공항지국 
〒479-0881  

아이치켄 도코나메시 센트레아 1-1 CIQ 동３층 
0569-38-7410 

오사카 입국관리국 
〒559-0034  

오사카후 오사카시 스미노에쿠 난코키타 1-29-53 
06-4703-2100 

-간사이공항지국 
〒549-0011  

오사카후 센난군 다지리초 센슈쿠코나카 1 번지 
072-455-1453 

-고베지국 
〒650-0024  

효고켄 고베시 주오쿠 가이간도리 29 
078-391-6377 

히로시마 입국관리국 
〒730-0012  

히로시마켄 히로시마시 나카쿠 가미핫초보리 2-31 
082-221-4411 

다카마쓰 입국관리국 
〒760-0033 

가가와켄 다카마쓰시 마루노우치 1-1 
087-822-5852 

후쿠오카 입국관리국 

〒812-0003   

후쿠오카켄 후쿠오카시 하카타쿠 시모우스이 778-1 

후쿠오카공항 국내선 제３터미널빌딩 내 

092-623-2400 

나하지국 
〒900-0022   

오키나와켄 나하시 히가와 1-15-15 
098-832-4185 

 

 

 

 

 

 

 

법무성 입국관리국， 외국인 재류종합 인포메이션센터 상담원 배치소 연락처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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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재류종합 인포메이션센터 연락처 일람  

○재류자격， 재류카드，기타 출입국관리에 관한 것． 외국어（영어，한국・조선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대응 가능． 
 

설치도도부현 소재지 전화 

센다이 
〒983-0842  

미야기켄 센다이시 미야기노쿠 고린 1-3-20 

0570-013904 

(IP 전화, PHS, 해외: 

03-5796-7112) 

평일 오전 8:30～ 

   오후 5:15 

도쿄 
〒108-8255 

 도쿄도 미나토쿠 코난 5-5-30 

요코하마 
〒236-0002 

가나가와켄 요코하마시 가나자와쿠 도리하마초 10-7 

나고야 
〒455-8601 

아이치켄 나고야시 미나토쿠 쇼호초 5-18 

오사카 
〒559-0034 

오사카후 오사카시 스미노에쿠 난코키타 1-29-53 

고베 
〒650-0024  

효고켄 고베시 주오쿠 가이간도리 29 

히로시마 
〒730-0012 

히로시마켄 히로시마시 나카쿠 가미핫초보리 2-31 

후쿠오카 

〒812-0003 

후쿠오카켄 후쿠오카시 하카타쿠 시모우스이 778-1 

후쿠오카공항 국내선 제３터미널빌딩 내 

 

 

■□ 상담원 배치소 

○하기의 지방입국관리국에서는, 상담원을 배치하여 재류자격, 재류카드, 기타 

출입국관리에 관련한 문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설치도도부현 소재지 전화 

삿포로 
〒060-0042  

홋카이도 삿포로시 주오쿠 오도리니시 12 초메 
0570-013904 

(IP 전화, PHS, 해외: 

03-5796-7112) 

평일 오전 8:30～ 

   오후 5:15 

다카마쓰 
〒760-0033 

가가와켄 다카마쓰시 마루노우치 1-1 

나하 
〒900-0022  

오키나와켄 나하시 히가와 1-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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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외국인고용 

서비스센터 

소재지 

〒163-0721  

도쿄도 신주쿠쿠 니시신주쿠 2-7-1 

오다큐 다이이치세이메이빌딩 21 층 

TEL 03-53398625-8639（대표）  

FAX 03-5339-8654 

URL http://tokyo-foreigner.jsite.mhlw.go.jp/ 

접수시간 8:30 ～ 17:15（토・일・경축일은 휴무） 

오사카 외국인고용 

서비스센터 

소재지 
〒530-００17  

오사카후 오사카시 기타쿠 가쿠타초 8-47 한큐그랜드빌딩 16 층 

TEL 06-7709-9465 

FAX 06-7709-9468 

URL http://osaka-foreigner.jsite.mhlw.go.jp/ 

접수시간 10:00 ～ 18:00（토・일・경축일은 휴무） 

나고야 외국인고용 

서비스센터 

소재지 
〒460-0008  

아이치켄 나고야시 나카쿠 사카에 4-1-1 주니치빌딩 12 층 

TEL 052-264-1901 

FAX 052-249-0033 

URL http://aichi-foreigner.jsite.mhlw.go.jp/ 

접수시간 8:30 ～ 17:00（토・일・경축일은 휴무） 

후쿠오카 신규졸업자 

응원 헬로워크 

소재지 
〒810-0001  

후쿠오카시 주오쿠 텐진 1-4-2 엘가라오피스빌딩 12 층 

TEL 092-714-1556 

FAX 092-717-6276 

URL http://fukuoka-young.jsite.mhlw.go.jp/ 

접수시간 9:30 ～ 18:00（토・일・경축일은 휴무） 

외국인고용 서비스센터 및 후쿠오카 신규졸업자 응원 헬로워크 연락처 

 

http://fukuoka-young.jsite.mhlw.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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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주소 ＴＥＬ 업무일・시간 

홋카이도 

삿포로 

신소츠오엔 

헬로워크 

〒060-8526 

삿포로시 주오쿠 기타4조 니시5초메 

미츠이세이메이 삿포로교도빌딩 7층 

011（233）0202 

월・수・금 9:00～19：00  

화・목 9:00～17：15  

제２・４토요일：10:00～17:00  

아오모리 

아오모리 

신소츠오엔 

헬로워크 

〒030-0803 

아오모리켄 야스카타1-1-40 

아오모리켄 칸코붓산칸 아스파무 3층 

017（774）0220 
평일  

8:30～17：15  

이와테 

모리오카 

신소츠오엔 

헬로워크 

〒020-0024 

모리오카시 사이엔 1-12-18 

모리오카 사이엔센터빌딩 1층 

019（653）8609 
평일  

10:00～18：30  

미야기 

센다이 

신소츠오엔 

헬로워크 

〒980-8485 

센다이시 아오바쿠 주오1-2-3 

센다이마크원 12층 

022（726）8055 
평일  

10:00～18：30  

아키타 

아키타 

신소츠오엔 

헬로워크 

〒010-1413 

아키타시 고쇼노 지조다 3-1-1 

아키타테르사 3층 

018（889）8448 
평일  

9:00～17：15  

야마가타 

야마가타 

신소츠오엔 

헬로워크 

〒990-0828 

야마가타시 후타바초 1-2-3 

야마가타테르사 1층 

023（646）7360 
평일 9:30～18：00  

토요일 10:00～17:00  

후쿠시마 

후쿠시마 

신소츠오엔 

헬로워크 

〒960-8589 

후쿠시마시 키츠네즈카17-40 

헬로워크 후쿠시마 3층 

024（534）0466 
평일  

8:30～17：15  

고리야마 

신소츠오엔 

헬로워크 

〒963-8002 

고리야마시 에키마에2-11-1 

빅아이모르티 4층 

024（927）4633 
평일  

10:00～18：30  

이바라키 

미토 

신소츠오엔 

헬로워크 

〒310-8509 

미토시 수이후초 1573-1 

미토 공공직업안정소 부속청사 １층 

029（231）6244 
평일  

8:30～17：15  

쓰치우라 

신소츠오엔 

헬로워크 

〒300-0051 

쓰치우라 마나베1-18-19 
029（822）5124 

평일  

8：30～17：15  

도치기 

우쓰노미야 

신소츠오엔 

헬로워크 

〒321-0964 

우쓰노미야시 에키마에도리1-3-1 

후믹스시스템빌딩 １층 

028（678）8311 
평일 8:30～19：00  

토요일 10:00～17:00  

군마 

마에바시 

신소츠오엔 

헬로워크 

〒379-2154 

마에바시시 아마가와 오시마마치 

130-1 

027（290）2111 
평일  

8:30～17：00  

전국의 신규졸업자 응원 헬로워크 연락처 



41 

 

 

 

 

사이타마 

사이타마 

신소츠오엔 

헬로워크 

①〒330-0854 

사이타마시 오미야구 사쿠라기초 

1-9-4 엑설런트오미야빌딩 6층 ①048（650）2234 

②048（762）6522 

①평일  

8:30～17：15 

②평일 

10:00～19：00  
 

②〒336-0027 사이타마시 

미나미쿠 누마카게 1-10-1 

라무자타워 ３층 

지바 

후나바시 

신소츠오엔 

헬로워크 

〒273-0005 

후나바시시 혼초1-3-1 

페이스빌딩 9층 

047（426）8474 
평일  

9:00～17：00  

지바 

신소츠오엔 

헬로워크 

〒261-0001 

지바시 미나미쿠 사이와이마치 

1-1-3 

043(242)1181

（45♯） 

평일  

8：30～17：15  

마쓰도 

신소츠오엔 

헬로워크 

〒271-0092 

마쓰도시 마쓰도 1307-1 

마쓰도빌딩 ３층 

047(367)8609

（46♯） 

평일  

8：30～17：15  

도쿄 

도쿄 

신소츠오엔 

헬로워크 

〒163-0721 

신주쿠쿠 니시신주쿠 2-7-1 

오다큐 다이이치세이메이빌딩 21층 

03（5339）8609 
평일10:00～18：00  

제1・3토요일 10:00～17:00  

 

이이다 

신바시 

신소츠오엔 

새틀라이트 

〒112-8577 

분쿄쿠 고라쿠 1-9-20 

헬로워크 이이다바시가쿠소츠부몬 내 

03（3812）8609 
평일  

8：30～17：15  

시부야 

신소츠오엔 

새틀라이트 

〒150-0002 

시부야쿠 시부야 2-15-1 

시부야 크로스타워빌딩 8층 

03(3409)0328 
평일  

10:00～18:00  

이케부쿠로

신소츠오엔 

새틀라이트 

〒170-8409 

도시마쿠 히가시 이케부쿠로 3-5-13 

헬로워크 이케부쿠로 본청사 내 

03（3987）8609 
평일  

8：30～17：15  

도쿄 

하치오지 

신소츠오엔 

헬로워크 

〒192-0083 

하치오지시 아사히초10-2 

하치오지 TC빌딩 6층 

042（631）9505 
평일  

10：00～18：00 

 

다치카와 

신소츠오엔 

새틀라이트 

〒190-0012 

다치카와시 아케보노초 2-7-16 

스즈하루빌딩 5층 

다치카와 워크플라자 내 

042（523）1509 
평일  

9:00～17：00  

가나가와 

요코하마 

신소츠오엔 

헬로워크 

〒220-0004 

요코하마시 니시쿠 기타사이와이 

1-11-15 요코하마 ST빌딩 16층 

045（312）9206 
평일 9:30～18：00  

토요일 10:00～17:00 

가와사키 

신소츠오엔 

헬로워크 

〒210-0015 

가와사키시 가와사키쿠 미나미초 

17-2 헬로워크 가와사키 내 

044（244）8609 
평일  

8：30～17：00  

니가타 

니가타 

신소츠오엔 

헬로워크 

〒950-0901 

니가타시 주오쿠 벤텐 2-2-18 

니가타 KS빌딩 2층 

025（240）4510 
평일  

9:3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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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야마 

도야마 

신소츠오엔 

헬로워크 

〒930-0805  

도야마시 미나토이리후네초 6-7 

산포르테 2층 

076（444）8305 
평일  

9:00～17：15 

이시카와 

가나자와 

신소츠오엔 

헬로워크 

〒920-0935  

가나자와시 이시비키 4-17-1 

이시카와켄 혼다노모리청사 １층 

076（261）9453 
평일  

8:30～17：15 

후쿠이 

후쿠이 

신소츠오엔 

헬로워크 

①〒910-8509  

후쿠이 가이하츠 1-121-1  

②〒918-8580  

후쿠이시 니시키다 2-8-1 

후쿠이 상공회의소빌딩 １층(분청사) 

①0776（52）8170 

②0776（34）4700 

①평일  

8:30～17:15 

②평일 

9:00～17：00 

야마나시 

고후 

신소츠오엔 

헬로워크 

〒400-0035  

고후시 이이다 1초메 1-20 

야마나시켄 JA회관 5층 

055（221）8609 
평일  

9:30～18：00 

나가노 

나가노 

신소츠오엔 

헬로워크 

①〒380-0838  

나가노시 신덴초 1485-1  

몬젠플라자 4층（분청사）  

②〒380-0935  

나가노시 나카고쇼 3-2-3 

①026（228）0989 

②026（228）1300 

①화・목・금  

9：00～17：30  

월・수  

10：00～18：30 

②평일 

8:30～17：15 

마쓰모토 

신소츠오엔 

헬로워크 

〒390-0815  

마쓰모토시 후카시1-4-25 

마쓰모토 후코쿠세이메이 에키마에 

빌딩 1층  

0263（31）8600 
평일  

8：30～17：15  

기후 

기후 

신소츠오엔 

헬로워크 

〒500-8384  

기후시 야부타미나미 5-14-12 

기후켄 싱크탱크 청사 2층 

058（278）4401 

평일 10:00～19：00  

제2・제4토요일  

10:00～17:00 

시즈오카 

시즈오카 

신소츠오엔 

헬로워크 

〒422-8067  

시즈오카시 스루가쿠 미나미초 14-1 

미즈노모리 빌딩 ９층 

054（654）3003 
평일  

8:30～17：00 

하마마쓰 

신소츠오엔 

헬로워크 

〒430-7707  

하마마쓰시 나카쿠 이타야초 111-2 

하마마쓰 아쿠토타워 7층  

053（540）0008 
평일  

8：30～17：00  

아이치 

아이치 

신소츠오엔 

헬로워크 

〒460-0008  

나고야시 나카쿠 사카에 4-1-1 

주니치빌딩 12층 

052（264）0701 
평일  

9:30～18：00 

미에 

미에 

신소츠오엔 

헬로워크 

〒514-0009  

쓰시 하도코로초 700 아스토쓰 3층 
059（229）9591 

평일  

9:00～18：00 

시가 

시가 

신소츠오엔 

헬로워크 

〒525-0025  

구사쓰시 니시시부카와 1-1-14 

이쿠오카 다이이치빌딩 4층 

077（563）0301 
평일  

9:00～17：00 

교토 

교토 

신소츠오엔 

헬로워크 

〒604-0845  

교토시 나카교쿠 가라스마오이케 

아가루 니조덴초 552 

메이지야스다세이메이 교토빌딩 1층 

075（256）8609 
평일  

10:3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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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오사카 

신소츠오엔 

헬로워크 

〒530-0017 

오사카시 기타쿠 가쿠타초 ８－４７  

한큐그랜드빌딩 １８층   

06（7709）9455 
평일 10:00～18：30  

토요일 10:00～18:00 

효고 

고베 

신소츠오엔 

헬로워크 

〒650-0044  

고베 주오쿠 히가시 가와사키초 

1-1-3 고베 크리스탈타워 12층 

078（351）3371 
평일  

10:00～19：00 

산노미야 

신소츠오엔 

헬로워크 

〒651-0088  

고베시 주오쿠 오노에도리 7-1-1 

니혼세이메이 산노미야 에키마에 

빌딩 11층  

078（231）8616 
평일  

10：00～19：00  

나라 

나라 

신소츠오엔 

헬로워크 

〒630-8113 

나라시 호렌초387번지 나라 제3 

지방합동청사 1층 헬로워크 나라   

0742（36）1601 

월・수・금 8:30～17:15  

화・목 8:30～18:00  

제２제４토요일  

10:00～17:00 

와카야마 

와카야마 

신소츠오엔 

헬로워크 

〒640-8033  

와카야마시 혼마치2-45  

죠브카페 와카야마１F 

073（421）1220 
월・수・목・금・토  

9:30～18：00 

돗토리 

돗토리 

신소츠오엔 

헬로워크 

〒680-0846  

돗토리시 오기마치7 돗토리 

후코쿠세이메이 에키마에 빌딩1층 

0857（39）8986 
평일 10:00～18：00  

토요일 10:00～17:00  

시마네 

마쓰에 

신소츠오엔 

헬로워크 

〒690-0003  

마쓰에시 아사히마치 478-18 

마쓰에테르사 3층 

0852（28）8609 
평일  

9:30～18：00  

오카야마 

오카야마 

신소츠오엔 

헬로워크 

〒700-0901  

오카야마시 기타쿠 혼마치 6-36 

다이이치센트럴빌딩 7층 

086（222）2904 
평일  

10:00～19：00  

히로시마 

히로시마 

신소츠오엔 

헬로워크 

〒730-0013  

히로시마시 나카쿠 핫초보리 16-14 

다이니히로덴빌딩 5층 

082（224）1120 
평일  

8:30～17：15  

야마구치 

야마구치 

신소츠오엔 

헬로워크 

〒754-0014  

야마구치시 오고리다카사고마치 

1-20 

083（973）8080 
평일 8:30～19：00  

토요일 8:45～17:00  

도쿠시마 

도쿠시마 

신소츠오엔 

헬로워크 

〒770-0831  

도쿠시마시 테라시마혼초니시 1-61 

도쿠시마에키 크레멘트 플라자 5층 

088（623）8010 
평일  

10:00～18：00 

가가와 

다카마쓰 

신소츠오엔 

헬로워크 

〒760-0054  

다카마쓰시 도키와초 1-9-1 시고토 

플라자 다카마쓰 내 

087（834）8609 
월～금・제２제４토요일  

9:30～18：00 

에히메 

에히메 

신소츠오엔 

헬로워크 

〒790-0012  

마쓰야마시 미나토마치 3-4-6 

마쓰야마 긴텐가이쇼핑 

빌딩ＧＥＴ！4층 

089（913）7416 

월・금 8:30～19：00  

화・수・목 8:30～17:15  

제２제４토 10:00～17:00  

고치 

고치 

신소츠오엔 

헬로워크 

〒780-0822  

고치시 오비야마치2-1-35 

가타오카 빌딩 3층 

088（802）2076 
평일  

10: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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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 

후쿠오카 

신소츠오엔 

헬로워크 

〒810-0001 

후쿠오카시 주오쿠 텐진 1-4-2 

엘가라오피스 12층 

092（714）1556 
평일  

9:30～18：00  

고쿠라 

신소츠오엔 

헬로워크 

〒802-0001 

기타큐슈시 고쿠라기타쿠 아사노 

3-8-1 AIM빌딩 2층 

093（512）0304 
평일  

10：00～18：00  

사가 

사가 

신소츠오엔 

헬로워크 

〒840-0826 

사가시 시라야마 2-2-7 

KITAJIMA빌딩 2층 

0952（24）2616 
월～토  

8:30～17：00  

나가사키 

나가사키 

신소츠오엔 

헬로워크 

〒852-8108 

나가사키시 가와구치마치13― 1 

나가사키 세이요칸 중2층 

095（819）9000 
평일  

10:00～18：30  

구마모토 

구마모토 

신소츠오엔 

헬로워크 

〒862-0950 

구마모토시 주오쿠 수이젠지 1-4-1 

수이젠지에키 빌딩 2층 

096（385）8240 
평일  

8:30～17：15  

오이타 

오이타 

신소츠오엔 

헬로워크 

〒870-0029 

오이타시 다카사고마치 2-50 

ＯＡＳＩＳ히로바21 Ｂ1층 

097（533）8600 
평일  

9:30～18：00  

미야자키 

미야자키 

신소츠오엔 

헬로워크 

〒880-2105 

미야자키시 오츠카다이니시 1-39 

헬로워크 플라자 미야자키 내 

0985（62）4123 
평일  

8:30～18：00  

가고시마 

가고시마 

신소츠오엔 

헬로워크 

〒892-0842 

가고시마시 히가시 센고쿠초 1-38 

가고시마 상공회의소 빌딩 

（아이무빌딩）3층 

099（224）3433 
평일  

9:30～18：00  

오키나와 

나하 

신소츠오엔 

헬로워크 

〒900-0006 

나하시 오모로마치1-3-25 3층 

098（866）

8609(45#) 

평일  

8:30～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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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상담코너는 아래의 도도부현 노동국 노동기준부 감독과 또는 노동기

준감독서에 설치, 외국어로 노동조건에 관한 상담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개설일 등 상

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각의 연락처에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상담코너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노동기준 감독서에서도 노동조

건에 관한 상담을 접수받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통역을 해 주시는 분과 함께 방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도부현 설치장소 우편번호 소재지 연락처 

홋카이도 
홋카이도 

노동국 감독과 
060-8566 

삿포로시 기타쿠 기타 8 조 니시 2-1-1 

삿포로 제 1 합동청사 
011-709-2311 

이와테 
이와테 

노동국 감독과 
020-8522 

모리오카시 모리오카에키 니시도리 

1-9-15 

모리오카 제 2 합동청사 

019-604-3006 

미야기 
미야기 

노동국 감독과 
983-8585 

센다이시 미야기노쿠 텟포초 1 

센다이 제 4 합동청사 
022-299-8838 

후쿠시마 
후쿠시마 

노동국 감독과 
960-8021 

후쿠시마시 카스미초 1-46 

후쿠시마 합동청사 
024-536-4602 

이바라키 
이바라키 

노동국 감독과 
310-8511 미토시 미야마치 1-8-31 029-224-6214 

도치기 

도치기 

노동국 감독과 
320-0845 

우츠노미야시 아케보노초 1-4 

우츠노미야 제 2 합동청사 
028-634-9115 

도치기 

노동기준감독서 
328-0042 도치기시 누마와다초 20-24 0282-24-7766 

군마 
오오타 

노동기준감독서 
373-0817 오타시 이이즈카초 104-1 0276-45-9920 

사이타마 
사이타마 

노동국 감독과 
330-6015 

사이타마시 주오쿠 신토신 11-2 

란도아쿠시스타워 15F 
048-600-6204 

지바 지바 노동국 감독과 260-8612 
지바시 주오쿠 주오 4-11-1 

지바 제 2 지방합동청사 
043-221-2304 

도쿄 도쿄 노동국 감독과 102-8306 
치요다쿠 구단미나미 1-2-1 

구단 제 3 합동청사 
03-3512-1612 

가나가와 
가나가와 

노동국 감독과 
231-8434 

요코하마시 나카쿠 기타나카도리 5-57 

요코하마 제 2 합동청사 
045-211-7351 

도야마 

도아먀 

노동국 감독과 
930-8509 

도야마시 진즈혼마치 1-5-5 

도야마 노동종합청사 
076-432-2730 

다카오카 

노동기준감독서 
933-0062 다카오카시 에지리 아자 무라나카 1193 0766-23-6446 

후쿠이 
후쿠이 

노동국 감독과 
910-8559 

후쿠이시 하루야마 1-1-54 

후쿠이 하루야마 합동청사 
0776-22-2652 

야마나시 
고후 

노동기준감독서 
400-8579 고후시 시모이이다 2-5-51 055-224-5611 

나가노 
나가노 

노동국 감독과 
380-8572 나가노시 나카고쇼 1-22-1 026-223-0553 

기후 기후 노동국 감독과 500-8723 기후시 긴류초 5-13 기후합동청사 058-245-8102 

외국인 노동자 상담코너 설치장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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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즈오카 

시즈오카 

노동국 감독과 
420-8639 

시즈오카 아오이쿠 오테마치 9-50 

시즈오카 지방합동청사 
054-254-6352 

하마마쓰 

노동기준감독서 
430-8639 

하마마쓰 나카쿠 주오 1-12-4 

하마마쓰 합동청사 
053-456-8147 

이와타 

노동기준감독서 
438-8585 

이와타 미츠케 3599 이와타 

지방합동청사 
0538-32-2205 

아이치 

아이치 

노동국 감독과 
460-8507 

나고야시 나카쿠 산노마루 2-5-1 

나고야 합동청사 제 2 호관 
052-972-0253 

도요하시 

노동기준감독서 
440-8506 

도요하시시 다이코쿠초 111 

도요하시 지방합동청사 
0532-54-1192 

미에 

요카이치 

노동기준감독서 
510-0064 요카이치시 신쇼 2-5-23 059-351-1661 

쓰 노동기준감독서 514-0002 
쓰시 시마자키초 327 번 2 

쓰 제 2 지방합동청사 
059-227-1282 

시가 

히코네 

노동기준감독서 
522-0054 

히코네시 니시이마초 58-3 

히코네 지방합동청사 
0749-22-0654 

히가시오미 

노동기준감독서 
527-8554 히가시오미 요카이치 미도리마치 8-14 0748-22-0394 

교토 교토 노동국 감독과 604-0846 
교토시 나카교쿠 료가에마치도리 

오이케아가루 긴부키초 451 
075-241-3214 

오사카 
오사카 

노동국 감독과 
540-8527 

오사카시 주오쿠 오테마에 4-1-67 

오사카 합동청사 2 호관 
06-6949-6490 

효고 효고 노동국 감독과 650-0044 

고베시 주오쿠 히가시가와사키초 

1 초메 1-3  

고베크리스탈 타워 16 층 

078-367-9151 

오카야마 
오카야마 

노동국 감독과 
700-8611 

오카야마시 시모이시이 1-4-1 

오카야마 제 2 합동청사 
086-225-2015 

히로시마 

히로시마 

노동국 감독과 
730-8538 

히로시마시 나카쿠 핫초보리 6-30 

히로시마 합동청사 2 호관 
082-221-9242 

후쿠야마 

노동기준감독서 
720-8503 후쿠야마시 아사히마치 1-7 084-923-0005 

도쿠시마 
도쿠시마 

노동국 감독과 
770-0851 

도쿠시마시 도쿠시마초 조나이 6-6 

도쿠시마 지방합동청사 
088-652-9163 

후쿠오카 
후쿠오카 

노동국 감독과 
812-0013 

후쿠오카시 하카타쿠 하카타에키 

히가시 2-11-1 

후쿠오카 합동청사 신관 4 층 

092-411-4862 

나가사키 
나가사키 

노동국 감독과 
850-0033 

나가사키시 만자이마치 7-1 

스미토모세이메이 나가사키 빌딩 
095-801-0030 

오이타 
오이타 

노동국 감독과 
870-0037 

오이타시 히가시 카스가마치 17-20 

오이타 제 2 소피아 플라자 빌딩 
097-536-3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