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직‧구인‧노동 상담 
 

명칭 내용 주소지‧전화번호 

하로와크 오카야마 
구직ᆞ구인 접수나 소개, 정보제공, 고용보험에 
관한 수속, 사업장의 각종 지원 

기타구 노다 1초메 1-20 
☎ 086-241-3222 

하로와크 사이다이지 
히가시구 고모토초 325-4 
☎ 086-942-3212 

하로와크 플라자 오카야마 구인정보 제공 및 취업 상담・취업소개 
기타구 혼마치 6-36 다이이치 센트럴빌딩 7층 
☎ 086-222-2900 

오카야마 
마자즈하로와크 

육아중인 분을 위한 구인 소개・상담・조언 
기타구 혼마치 6-36 다이이치 센트럴빌딩 7층 
☎ 086-222-2905 

오카야마 신졸업생 
응원 하로와크 

새롭게 대학・단기대・전문학교 등을 졸업한 
자, 미취업 졸업자(졸업 후 3년이내의 기졸자) 
구인정보, 취직에 관한 각종 정보 제공과 직업 
상담, 취업소개 

기타구 혼마치 6-36 다이이치 센트럴빌딩 7층 
☎ 086-222-2904 

오카야마  
청년 취업 지원센터 

실업자나 프리터 등의 청년들이 정규고용을 목
표로 하는 취업 활동을 지원 

기타구 혼마치 6-36 다이이치 센트럴빌딩 7층
☎ 086-236-1515 

오카야마  
사회약자 서포트 스테이션 

무직 상태의 사회약자의 자립을 도움 
기타구 노다야초 1초메 6-20 
세토우치빌딩Ⅱ 4층 
☎ 086-224-3038 

복지 잡&서포트&스페이스 
오카야마 오카야마시가 시행하는 생활・취업 상담과 하

로워크가 시행하는 직업 상담・직업 소개의 일
체의 지원 
 
대상자▷생활보호 수급자, 아동 부양 수당 수
급자, 주택 확보 지원 수급자 등 

기타구 시카타초 1초메 1-1 
오카야마시 보건복지회관 1층 
☎ 086-803-1239 

복지 잡&서포트&스페이스 
오카야마 나카 

나카구 아카사카혼마치 11-47  
나카구 복지사무소 내 
☎ 086-271-5144 

복지 잡&서포트&스페이스 
오카야마 미나미 

미나미구 후쿠다 690-1(미나미 후레아이센터) 
미나미구 복지사무소 내 
☎ 086-230-0311 

고령ᆞ장애ᆞ구직자 고용지
원기구 오카야마지부 
고령ᆞ장애자 업무과 

고령자, 장애자의 고용에 관한 상담, 원조, 지
원금 지급 
신청 접수, 장애자 고용 납부금 제도에 기초하
여 신고・신청 접수, 계발 

기타구 다나카 580 폴리텍센터 오카야마 내 
☎ 086-241-0166 

오카야마 장애자 직업센터 

취업과 직장 정착 등에 대하여 지원을 희망하
는 장애자, 장애자 채용에 관하여 지원을 희망
하는 사업주, 장애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관계
기관에 서비스 제공 

기타구 나카산게 1초메 8‐45 
NTT크레도 오카야마 빌딩 17층 
☎ 086-235-0830 

오카야마  
장애자 취업・생활지원센터 

장애자의 취업 상담, 복지시설 등의 취업 훈련, 
자립 생활 훈련 실시 
직장 실습 알선 

기타구 기온 866 
☎ 086-275-5697 

오카야마 노동국 
종합 노동상담 코너 

노동조건, 왕따・괴롭힘, 모집・채용 등, 노동문
제에 관한 노동자, 사업주로부터의 상담 

기타구 시모이시이 1초메 4-1 
오카야마 제2 합동청사 3층 
☎ 086-225-2017 

오카야마 
종합 노동상담 코너 

기타구 다이쿠 2초메 11-20 
오카야마 노동 기준 감독서 내 
☎ 086-283-4540 

일・기업 
 



 

 

기업 입지에 대한 조성 
산업정책과 

기업 입지 추진 담당 ☎086-803-1328 

이하의 사업을 실시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

족해야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각 보조

(지원)의 내용이나 요건 등이 상이함으로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기업> 

①공장, 연구소의 신/증설 

②물류시설의 신/증설 

③창업개시 후 10년이 경과한 기존 공장에 대한 

재투자 

④본사, 본사기능, 중서부 지방 지점 등의 신/증

설 

⑤ITᆞ디지털콘텐츠 분야 사업소의 신/증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