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약이 필요합니다

※통역이 필요하면

예약 할 때

말씀해주세요.

Kochi Consultation Center for Foreign Residents（Kocoforre）

언 어

주최:고치현외국인 생활상담센터(코코포레)
고치변호사모임, 일본사법지원센터고치지방사무국(법테라스 고치)

＜韓国語＞

2022년 9월 12일(월)～17일(토)

장소 고치현 외국인 생활상담센터 (코코포레)

【상담원】변호사

【대상】 외국 국적이신 분, 귀화 하신 분,
외국인과 관련 있는 일본인

【상담, 통역】 무료

※ 상담은 1회 50분 정도입니다. 예약 필요.

비밀 엄수

외국인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주간

변호사의 무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본어 (にほんご)

・영어 (English)

・중국어 (中文) 

・베트남어 (Tiếng Việt)

＊이외의언어는 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가정문제

・이혼・친권・위자료・재산 분할

・양육비・가정 내 불화 ・가정폭력

・상속과 유산 분할 ・입양

직장문제

・이혼・친권・위자료・재산 분할

・양육비・가정 내 불화 ・가정폭력

・상속과 유산 분할 ・입양

기 타

・재류 자격과 귀화에 관한 상담

・이웃 주민 문제

・소비자 문제

・사회보장(의료보험, 연금)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신 청

・Google 폼

또는,

・뒷면의 신청서를 기입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9일(금)마감일

신 청
문 의

고치현 외국인 생활상담센터 (코코포레)

〒780-0870  고치시 혼마치 4-1-37 마루노우치 빌딩1F

Tel：088-821-6440 Fax：088-821-6441

E-mail : consultation@kccfr.jp       https://kccfr.jp

운영:월요일～토요일 9:00－17:00(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관)

＊우리 센터는 (공익재단) 고치현 국제교류협회가 고치현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합니다.

☞



상담 내용을 적어주세요.

・작성하신 내용은 철저히 관리합니다. 상담에만 사용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상담 일자를 모두 선택해주세요. 조정 후 센터에
오시는 날을 연락합니다. (상담은 1팀당 1회, 상담 시간은
50분 정도）

【오전＝9:00-12:00, 오후＝13:30-16:30, 종일＝9:00-16:30】

9월 12일 (월） □오전 □오후 □종일

9월 13일（화） □오전 □오후 □종일

9월 14일（수） □오전 □오후 □종일

9월 15일（목） □오전 □오후 □종일

9월 16일（금） □오전 □오후 □종일

9월 17일（토） □오전 □오후 □종일

【비고】

이 름

주 소

재류자격

언 어
□ にほんご □ English □ 中文 □ Tiếng Việt

□ 기타（ ）

전 화

E-mail

다른 외국어 상담은 전화 통역 서비스 등을 사용하여 상담합니다.

・9월 9일 (금) 까지 이메일, 우편, FAX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보내주세요.

【보내는 곳】고치현 외국인 생활상담센터
【메 일】 consultation@kccfr.jp 【FAX】 088-821-6441

【우 편】 〒780-0870 高知市本町4-1-37 1F

【문 의】 TEL：088-821-6440

■ 선착순입니다. 예약하신 분에게는 상담내용을 확인한 뒤 추후에 시간대 등을 연락드립니다.

■ 센터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대중교통 또는 근처 유료주차장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
해 손소독,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인은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소】고치현 외국인 생활상담센터(코코포레)

외국인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주간

【일시】2022년 9월 12일(월)～9월 17일(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