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내 주요 상담창구 
(2021 년 2월 현재) 

상담내용 장소 및 전화번호 일      시 비  고 

생활 상담 

등 

니가타시 국제교류협회  

니가타시 주오구 이시즈에초도리 3 노초 2086 번지  

크로스팔 니가타 내        ℡: 025-225-2727 

Email: kyokai@nief.or.jp  URL: https://www.nief.or.jp 

월~토 9:00~16:00 

(공휴일ㆍ휴관일 제외) 

번역기를 이용한 다국어 대응 

수시 

니가타 헬프회 

℡: 025-228-2212 / 080-6596-0168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 중국어,필리핀어, 

태국어, 포르투갈어, 인도네시아어,벵갈어 

가능 

사전연락 필요 

상담 핫라인                  

℡: 0120-279-338 

URL: https://www.since2011.net/yorisoi/ 

24 시간 대응 

(외국어인 경우 10:00~22:00) 

한국어, 영어, 중국어, 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타갈로그어,베트남어,네팔어, 

인도네시아어 가능 

 

니가타시 퍼스널 서포트 센터 

니가타시 주오구 신코초 6 번지 2 근로복지회관 1 층 

℡: 025-385-6851 

월~금 9:30~16:30 

(공휴일ㆍ연말연시 제외) 

일본어만 가능 

예약제 

FRESC 헬프데스크 

℡: 0120-76-202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곤란한 외국인을 위한 

전화상담 창구 

월~금 9:00~17:00 

(공휴일 제외) 

한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중국어, 

네팔어, 인도네시아어, 필리핀어, 태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등 14 개 언어가능 

 

외국인 

상담 센터 

생활 상담 및 정보 제공 

니가타현 국제교류협회 내 

℡: 025-241-1881 

니가타시 주오구 반다이지마 5-1 반다이지마빌딩 2 층 

상담 전용 메일 : nia10@niigata-ia.or.jp 

URL: https://www.niigata-ia.or.jp/ 

10:00~17:00 (16:30 까지 접수) 

(토일ㆍ공휴일ㆍ연말연시 제외) 

일본어:월~금    중국어:수 

영어:금/월ㆍ목(~14:00 까지) 

태국어:화      필리핀어:월(~14:00 까지) 

베트남어:화(~16:00 까지) 

스페인ㆍ포르투갈어:목(~14:00 까지) 

※그 외 언어는 통역 소프트로 대응 

상담 무료 

교육 상담 

다문화 가정 및 외국국적 아동을 위한 전화교육 상담 

℡: 025-241-1881 

매주 화요일 10:00~17:00 

일본어, 영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가능 사전연락 필요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상담 

℡: 025-241-1881 

매 홀수달 3 번째 목요일 13:00~17:00 

일본어,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가능 

행정서사 상담 

℡: 025-241-1881 

매달 4 번째 수요일 10:00~17:00 

일본어, 중국어 가능 

출입국 수속 상담 

℡: 025-241-1881 

매달 2 번째 화요일 13:00~17:00 

일본어, 태국어, 베트남어, 중국어 가능 

여성 상담 

주오구청   건강복지과    ℡: 025-223-7236 

히가시구청 건강복지과      ℡: 025-250-2331 

키타구청   건강복지과       ℡: 025-387-1335 

코난구청   건강복지과       ℡: 025-382-4313 

아키하구청 건강복지과     ℡: 0250-25-5684 

미나미구청 건강복지과       ℡: 025-372-6310 

니시구청   건강복지과       ℡: 025-264-7343 

니시칸구청 건강복지과       ℡: 0256-72-8389 

월~금 (공휴일ㆍ연말연시 제외) 

9:00~16:00 
통역 필요 

아루자 니가타 상담실        ℡: 025-246-7713 

니가타시 주오구 히가시반다이 9-1 반다이시민회관 내 

 

 

예약제 

통역 필요 

학교 관련 

수속 상담 

주오구   교육지원센터    ℡: 025-223-7026 

히가시구 교육지원센터      ℡: 025-250-2180 

코난구   교육지원센터       ℡: 025-382-4903 

미나미구 교육지원센터       ℡: 025-372-6635 

니시구   교육지원센터     ℡: 025-264-7530 

키타구   교육지원센터     ℡: 025-387-1525 

니시칸구 교육지원센터     ℡: 0250-72-8560 

아키하구 교육지원센터     ℡: 0250-25-5500 

월~금 (공휴일ㆍ연말연시 제외) 

8:30~17:30 

입학, 전학 

상담 

의료 정보 

니가타 의료정보넷 

URL: http://qq.niigata-iyaku.jp/ 
한국어, 영어, 중국어 가능 조건 검색 

니가타 의료통역 위원회      ℡: 050-5318-3611 

Email: sakaj@unii.ac.jp 
영어, 중국어 가능 3,000 엔/회 



입국・재류 

관련 상담 

니가타현 행정서사회              ℡: 025-255-5225 

니가타시 주오구 사사구치 3-4-8  

URL: http://www.niigata-gyousei.or.jp/ 

월~금 (공휴일ㆍ연말연시 제외) 

9:00~17:00 
통역 필요 

도쿄 출입국 재류관리국 니가타출장소℡: 025-275-4735 

니가타시 히가시구 마츠하마초 3710 니가타공항 터미널 내 

월~금 (공휴일 제외) 

9:00~15:00 
 

운전면허 

니가타현 운전면허센터            ℡: 025-256-1212 

기타칸바라군 세이로마치 히가시코 7-1-1 

월~금 (공휴일ㆍ연말연시 제외) 

8:30~17:15 

예약제 

통역 필요 

JAF 일본 자동차 연맹         

URL: https://jaf.or.jp/        ℡: 0570-00-2811 
9:00~17:30 (공휴일ㆍ연말연시 제외) 

외국운전면허 

번역 업무 

법률관련 

상담 

<니가타시 변호사 상담> 

공청상담과  시민상담실            ℡: 025-226-1025 

 

 

키타구청    구민생활과             ℡: 025-387-1285 

히가시구청 구민생활과           ℡: 025-250-2235 

코난구청   구민생활과           ℡: 025-382-4203 

아키하구청 구민생활과           ℡: 0250-25-5674 

미나미구청 구민생활과           ℡: 025-372-6105 

니시구청   구민생활과           ℡: 025-264-7211 

니시칸구청 구민생활과           ℡: 0256-72-8317 

(공휴일ㆍ연말연시 제외) 

1~4 번째 월요일           13:15~16:15 

1・3 번째 수요일            

1・3 번째 금요일            9:00~12:00 

1・3 번째 화요일         13:15~16:15 

2・4 번째 화요일           13:15~16:15 

1・3 번째 목요일           13:15~16:15 

2・4 번째 금요일          13:15~16:15 

2・4 번째 수요일           13:15~16:15 

2・4 번째 목요일          13:15~16:15 

3 번째 수요일              13:15~16:15 

예약제 

１인 30 분 

통역 필요 

니가타현 변호사회 

니가타시 주오구 각코초도리 1-1   ℡: 025-222-5533 

URL: http://www.niigata-bengo.or.jp/ 

<문의・접수시간> 

월~금  9:00~17:00 

(공휴일・연말연시 제외) 

예약제 

통역 필요 

(1 회 5000 엔+

세금) 

법 테라스 니가타                 ℡: 0570-078-374 

IP 전화인 경우℡: 050-3383-5420 

니가타시 주오구 히가시나카도리 1-86-51 

니가타히가시나카도리 빌딩 2Ｆ     

월~금 9:00~21:00 

토     9:00~17:00 

사전연락 필요 

통역 필요 

법 테라스 다언어 정보 제공 서비스  

℡: 0570-078-377 

월~금 9:00~17:00 

쉬운 일본어,한국어,영어,중국어,스페인어, 

포르투갈어,베트남어,타갈로그어,태국어, 

네팔어,인도네시아어 가능 

근로 상담 

관련 

헬로워크 니가타 

니가타시 주오구 미사키초 1-2-1 니가타미사키합동청사 

2 호관 1-2 층                    ℡: 025-280-8609 

수요일 13:00~16:00  

영어, 중국어 가능 
언어확인 필요 

니가타 고용노동 상담 센터    

니가타시 주오구 니시보리도리 6-866 NEXT21 12 층 

℡: 025-378-2163 / 0120-540-217 

Email: info@niigata-elcc.jp 

월~토 (공휴일ㆍ연말연시 제외)  

8:30~19:00 

한국어, 영어, 중국어 가능 

예약제 

니가타 노동국 외국인 노동자 상담코너 

니가타시 주오구 미사키초 1-2-1  

니가타미사키합동청사 2 호관 3 층 

니가타 노동국 노동기준부 감독과  ℡: 025-288-3503 

금 (공휴일ㆍ연말연시 제외)  

9:00~16:30 (12:00~13:00 제외) 

베트남어만 가능 

 

재외공관 
주 니가타 대한민국 총영사관      ℡: 025-255-5555 

니가타시 주오구 반다이지마 5-1 반다이지마빌딩 8 층 

월~금 

(일본 공휴일ㆍ한국 3 대 국경일 제외) 

9:00~12:00 / 13:15~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