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치현 외국인 생활상담센터

【일 시】 2020년 12월 10일(목) 10:00～15:40
【장 소】 난코쿠시립 닛쇼복지교류센터

（고치현 난코쿠시 다무라오쓰 2207)

【대 상 자】 외국인, 현내 사업자, 지자체 직원 등,

외국인과 관계가 있는 일본인 등

【상 담 원】 다카마쓰 출입국재류관리국 총괄심사관

고치현 외국인 생활상담센터 상담원

【주 최】 고치현 외국인 생활상담센터

【공동주최】 난코쿠시

출입국재류관리국과 외국인 생활상담센터가 개별상담을 합니다. 편하게 방문해주세요.

＜참가신청 및 문의＞ 高知県外国人生活相談センター
(고치현 외국인 생활상담센터)

우편번호 780-0870  주소 고치시 혼마치 4-1-37 마루노우치 빌딩 1층

Tel: 088-821-6440 Fax: 088-821-6441
E-mail :consultation@kccfr.jp  
https://kccfr.jp
운영일:월요일～토요일 9～17시

＊저희 센터는 (공익재단법인)고치현 국제교류협회가 고치현의 위탁을 받아 운영합니다.

외국인을 위한 생활 상담
（재류자격 이외의 상담）

상담원:고치현 외국인 생활상담센터
상담원

≪상담 사례≫

・외국어가 통하는 병원을 알고 싶다

・일본어를 배우고 싶다

・일본 운전면허를 따고 싶다

・코로나 대책과 관련하여 어떤 지원을 받

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상담원:다카마쓰 출입국재류관리국
총괄심사관(수용환경조정담당관)

≪상담 사례≫

・「특정 기능」 재류자격 관련 상담

・외국인 고용 절차 관련 상담

・재류자격 변경 및 갱신 관련 상담

・「영주자」 재류자격을 얻는 방법

・코로나 상황에서 재류자격 특례조치

재류자격 관련 상담

≪신청 방법≫
예약을 해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한 그

룹당 상담은 40분 이내입니다. 뒷면의 참

가신청서를 작성하여 12월 8일(화)까지

이메일, 팩스, 우편 중 하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예약은 필수가 아니지만 예약하신 분의

상담을 우선 진행합니다. 예약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뒷면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12월 8일(화)까지 이메일, 팩스, 우편 중

하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비밀엄수 출 장 상 담

주유소

약국

닛쇼초등학교

고치대학모노베 캠퍼스

모노베강



※일본인은 작성할 필요 없음

〈 Status of Residence 〉

당일 상담받고자 하시는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등

업종

주소

상담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tel: mail:

작성하신 정보는 철저히 관리합니다. 이번 상담에서만 사용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고치현 외국인 생활상담센터 출장 상담
12월 10일(목) 난코쿠시

참가신청서

＜사업자, 단체 등＞

원하시는 상담 시간에
○표시해주세요.

10:00～10:40

10:50～11:30

11:40～12:20

13:20～14:00

14:10～14:50

15:00～15:40

언제든 상담 가능

이름〈name〉

주소〈address〉

재류자격

언어〈Language〉
・일본어 ・영어 ・중국어 ・기타
（ ）

전화번호, 이메일 tel: mail:

＜개인＞

※외국어 상담은 전화통역 등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재류자격 관련 상담」은 예약 필수입니다.
・「외국인을 위한 생활 상담」은 예약하고자 하시는 분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예약하신 분에게는 상담 내용을 확인한 뒤 추후에 상담 시간 등을 연락드립니다.

선착순으로 진행합니다. 상담 내용에 따라서는 다른 기관을 소개해드리기도 합니다.

＊상담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출장상담 당일에는 교류센터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장 내 사고, 도난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