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 워크 삿포로 외국인・유학생 고용 서비스 커너
（헬로 워크 프라자 외국인・유학생 고용 직업 상담 창구）

헬로 워크 삿포로 외국인 고용 서비스 커너에서는 １，외국분들의 일 찾기
２，외국분들의 고용을 원하는 기업을 응원합니다！

이용 대상자는 누구예요？
■일본에서 일 할 수 있는 재류자격과 재류기간이 있는 외국인・아르바이트를 찾는 유학생
（취직 활동중의 유학생은 신소쓰 응원 헬로 워크를 이용해 주십시오.）
■외국인 고용을 원하는 기업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용,등록에는 재류카드（일본 재류 신분증）를 지참해 주십시오.
재류자격이 특정활동인 경유,여권도 지참해 주십시오.

위치가 어떻게 되세요？
◆주소◆
삿포로시 추오쿠 키타 4 니시 5
다이즈세이메이삿포로교도빌딩 5 층
（헬로워크 프라자）
JR 삿포로역 남구

도보 5 분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외국분들은…

구인 검색・소개
●구인 상황을 알고 싶다！

응모서류・첨삭
●이력서・지망동기 서류 작성등

면접 연습
●면접 태도・질의응답 지도

개별상담
●취직활동에 관한 상담！

▶

외국인 전용 구인은 없습니다만 일본 전국의 일반 구인 찾기를
도와드립니다.또한 검색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 응모서류의 작성・첨삭을 도와드립니다.
▶ 면접에 관한 상담이나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사정에 맞춰서 스탭이 친절하게 개별 지원합니다.

■사업소분들은…
외국인 고용상황 신고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대상자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써, 추오쿠・

▶ 미나미쿠・니시쿠・데이네쿠에 해당 외국인의 취업소가 위치하는

제출

사업소에 제출해주십시오.

●고용보험적용외 외국인신고서

외국인 고용 상담
●외국인 고용을 원하는 기업

재류 자격 상담

▶

외국인 고용 관리 어드바이저가 상담에 응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예약제）

▶ 일을 찾으려면 재류 자격은 아주 중요합니다.（매주 수요일 예약제）

●취직에 관한 재류자격

이용 방법
● 처음 이용하시는 분은 외국인 고용 서비스 커너에 전화【ＴＥＬ０１１－２００－９９２３】로
「이름」「희망 상담 시일」「재류자격」등을 전해주십시오.
● 서비스 커너에 오시기 전에 헬로워크 인터넷 서비스 홈 페이지
（URL: https://www.hellowork.mhlw.go.jp）에서 미리 가등록을 하면 절차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통역 이용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각 통역자(영어/중국어/한국어)가 있는 시간에
전화【TEL０１１－２００－９９２３】로 예약을 해주십시오.
● 당일 창구에서는 등록시간이 40 분쯤 걸립니다. 헬로워크를 이용할 때마다 시일 예약은
필수입니다.
● 등록 후 외국인 전용 상담자가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개별 지원하겠습니다.（구인 상황에
따라 소개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통역자 시간표
월
영어

화

수

１３시～１７시

통역은 예약제입니다.
예약을 바랍니다.

１３시～１７시

◆◇헬로워크 프라자
외국인 고용 서비스 커너◆◇
주소:삿포로시 추오쿠 기타 4 죠 니시５초메
다이주 세이메이 삿포로 쿄도빌딩５Ｆ
ＴＥＬ : ０１１－２００－９９２３（예약・직통）
（공휴일・연말연초 휴무）

예약제（1 시간）
반드시 전화로 상담

한국어

시간: 월～금요일１０：１５～１９：００

금

１３시～１７시

（１.２.４주째）

중국어

목

１３시～１７시
（１.２.４주째）

상세 내용은
HP 달력으로 확인
해주십시오.

○月○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