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 상담 창구 
 
 

상담내용 전화번호 시간 장소 휴일 

행정 상담 
일반 상담 

각 구청 총무・지역진흥
과 구민상담 

북구 ☎ 086-803-1658 
중구 ☎ 086-901-1603 
동구 ☎ 086-944-5091 
남구 ☎ 086-902-3503 

8:30～17:15 
각 구청 

총무ᆞ지역진흥과 

토‧일요일, 
공휴일, 

연말연시 소비 생활 상담 ☎ 086-803-1109 9:00～16:00 

생활안전과 

교통 사고 상담 ☎ 086-803-1108 
9:00～12:00 

13:00～16:00 

범죄 피해자 등 
종합 상담 

☎ 086-803-1238 8:30~17:15 
기타구(북구)  

중앙 복지 사무소 

무료 법률 상담 
(면담/예약필요) 

예약 전화 
☎ 086-803-1000 

(매주 수요일 9:00~) 
홍보광청과 

☎ 086-803-1025 

〈법률 상담 전반〉 
매주 수‧목요일 

13:00~16:00 

산카쿠 오카야마 
기타구 오모테초 3초메 14-1 
아크스퀘어 오모테초 빌딩  

2층 

오봉(8/15) 
공휴일, 연말연시 

일반 여성상담 

각 복지사무소 8:30~17:00 각 복지사무소 
토‧일, 공휴일, 

연말연시 
한부모 가정 상담 

DV(배우자로부터
의  폭력), 성희롱

에 관한 상담 

상담 핫 라인 
☎ 086-803-3366 

10:00~19:30 
(월,수~토요일) 
10:00~16:30 

(일요일,공휴일) 

남여공동참획 상담지원센터 
(배우자 폭력상담 지원센터) 

화요일,(화요일이 공휴
일인 경우 익일 평일) 

연말연시 

양육비, 면회 교류 
상담 

(면담/예약필요) 
☎086-803-1221 

매월 넷째주 화요일 
13:00~17:00 

보건복지회관 1층 
(기타구  

중앙 복지 사무소 내) 
 

방화(放火)상담 

☎ 086-234-1199 8:30~17:15 소방국 예방과 
토‧일, 공휴일,  

연말연시 

각소방서ᆞ분서ᆞ출장소 수시 각소방서ᆞ분서ᆞ출장소  

경영 상담 ☎ 086-803-1325 8:30~17:15 
산업진흥‧고용추진과 

중소기업진흥실 
토‧일, 공휴일,  

연말연시 

건축 상담 ☎ 086-803-1444~7 8:30~17:15 건축지도과 
토‧일, 공휴일,  

연말연시 

생활 속에서의  
곤란한 일 

오카야마시  
밀착(요리소이)  
서포트 센터 

☎ 0800-200-8730 

8:30~17:00 
보건복지회관 7층 

(오카야마시  
사회복지 협의회 내) 

토‧일, 공휴일,  
연말연시 

곤란할 때 



 

 

 

 

◆외국인 종합 상담 창구 

생활 속에서의 곤란한 일이나 시청에서의 수속, 절차 등 무엇이든 상담해주세요.  

외국인과 관계있는 일본 분들도 이용 가능합니다.  

 

 

 

 

 

 

 

 

 

 

 

※오카야마시에서 부탁드립니다. 

오카야마시에서 온 우편물(통지서)은 반드시 개봉 후 확인해 주십시오. 

특히 우편물 안에 「督促狀(독촉장)」이라는 글씨가 있는 경우는 주의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납부해야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서둘러 납부해 주십시오. 

우편물(통지서)의 내용을 잘 모를 때에는 외국인 종합 상담창구에 문의해 주십시오. 

장소 상담 일시 대응 언어 연락처 

외국인 종합 상담 창구 

(오카야마시청 본청사 1층) 

월요일～금요일 

(공휴일, 12월29일～1월3일 제외) 

9:00～16:00 

영어, 중국어,  

한국어, 베트남어 
086-803-1128 

국제과 

(오카야마시청 본청사 2층) 

월요일～금요일 

(공휴일, 12월29일～1월3일 제외) 

9:00～12:00 / 13:00～16:00 

영어, 중국어,  

한국어 

086-803-1112 

우호 교류 살롱 

(니시가와 아이플라자 4층) 

기타구 사이와이초 10-16 

화요일～일요일 

〔공휴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매월 둘째주 일요일, 12

월28일～1월4일 제외〕 

화요일～금요일 10:00～20:00 

토요일～일요일 10:00～18:00 

086-234-5882 

오카야마시 외국인 시민 상담 창구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상담하고 싶은데… 

사고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