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레이와 4년) 6월 현재

명　　칭 언어 전화번호 내　　용

영어 ０３－５３２０－７７４４ 월~금　9:30～12:00　13:00～17:00  ※연말연시・공휴일 제외

중국어 ０３－５３２０－７７６６ 화, 금　 9:30～12:00　13:00～17:00  ※연말연시・공휴일 제외

한국어 ０３－５３２０－７７００ 수　　　  9:30～12:00　13:00～17:00  ※연말연시・공휴일 제외

도쿄도 관계 창생 재단

도쿄도 다국어 상담 내비

 알기 쉬운 일본어, 영어, 중

국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태국어, 러시아

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힌디어, 네팔어, 프랑스어, 

인도네시아어, 미얀마어

０３－６２５８－１２２７

월~금 10:00~16:00

※ 연말연시・공휴일 제외

※ 「다국어 무료 법률 상담·무료 재류 상담」의 예약도 왼쪽 번호에서 접수.

※ 미얀마어는 매주 목요일만

외국인 종합상담 지원센터

영어, 중국어, 포르투갈

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

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０３－３２０２－５５３５

０３－５１５５－４０３９

월~금 9:00~16:00　

　

※연말연시/공휴일 및 매월 제2, 4 수요일은 휴관 

※영어/중국어(월~금), 포르투갈어(월・화・수), 스페인어(월・화・수), 벵골어(화), 

인도네시아어(화),  베트남어(월, 수), 타갈로그어(금)

히마와리

(도쿄도 의료기관 안내 서비

스)

영어, 중국어, 한국어, 태국

어, 스페인어
０３－５２８５－８１８１ 의료상담　매일 9:00~20:00　※전화대응만 가능

영어, 중국어

24시간 365일　

※ 도내 의료기관으로부터의 의뢰에 대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환자 본인

이 의뢰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어, 태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평일(연말연시 제외) 17：00~20：00    주말공휴일 9：00~20：00

※ 도내 의료기관으로부터의 의뢰에 대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환자 본인

이 의뢰할 수는 없습니다).

０３－３２６５－６１１０ 이다바시　월~금　14:00~16:00

０３－３４９５－６１１０ 오사키  　 화　　　14:00~16:00

０４２－３２１－６１１０ 고쿠분지　목　　　14:00~16:00

중국어 ０３－３２６５－６１１０ 이다바시　화~목　14:00~16:00

경시청 외국인 민원상담

영어, 중국어, 한국어, 베

트남어, 타갈로그어, 스페

인어, 태국어, 페르시아

어, 우르두어

０３－３５０３－８４８４ 월~금(휴일 제외)　　8:30~17:15　※전화상담만 가능

외국어 인권상담 다이얼

(네비 다이얼)

영어, 중국어, 한국어, 필

리핀어, 포르투갈어, 베트

남어, 네팔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０５７０－０９０９１１
평일(연말연시 제외) 9:00~17:00

※이 전화는 민간의 다중언어 전화통역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접속 후, 관할

의 법무국·지방 법무국으로 연결됩니다.

호테라스 다언어 정보 제공

서비스

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

인어, 포르투갈어, 베트남

어, 타갈로그어, 네팔어, 태

국어, 인도네시아어

０５７０－０７８３７７
월~금 9:00~17:00(통역업체와 호 테라스 직원과의 3자 간 통화. 통화료가 부과

됩니다.)

※공휴일·연말연시 제외

외국인 상담창구 일람

상담 내용

일상 생활에 관한 곤란

한 점

 도쿄도 외국인 상담실

체류자격 및 기타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트러블

의료정보 제공

의료기관을 위한 응급 통역 

서비스
０５７０－０９９２８３

일본의 법제도 및 

상담창구 소개

노동상담 도쿄도 노동상담 정보 센터

영어

경찰 민원상담

인권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