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ving Guide for Foreiners in 6 Languages  <Korean>

23 시・마치 관계 시

23-1 시야쿠쇼・마치야쿠바

(1) 후지미시
명칭 주소 전화번호

후지미시야쿠쇼 츠루마1800-1 049-251-2711

미즈타니출장소 미즈타니1-13-6 049-251-0700

난바타출장소 카미난바타306-1 049-251-2716

니시출장소（선라이트홀）※레이

와 3년 4월1일부터 일시폐쇄됩니

다.

미즈타니히가시출장소 미즈타니히가시2-12-10 048-473-9226

미즈호다이출장소 니시미즈호다이1-19-2 049-254-8445

후지미노출장소 후지미노히가시1-16-6 049-262-8911

(2) 후지미노시
명칭 주소 전화번호

후지미노시야쿠쇼 후쿠오카1-1-1 049-261-2611

시야쿠쇼출장소 카스미가오카1-2-7 049-261-0353

오오이종합지소 오오이츄우오우1-1-1 049-261-2811

(3) 미요시마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미요시마치야쿠바 후지쿠보1100-1 049-258-0019

후지쿠보출장소 후지쿠보7232-1 049-258-0626

치쿠마자와출장소 치쿠마자와555-1 049-259-8313

23-2 문화시설・공민관 ・커뮤니티센터 등

(1) 후지미시
명칭 주소 전화번호

시민문화회관 키라리☆후지미 츠루마1803-1 049-268-7788

츠루세공민관（츠루세커뮤니티

센터）
하네사와3-23-10 049-251-1140

미즈호다이커뮤니티센터 니시미즈호다이1-19-2 049-254-2221

하리가야커뮤니티센터 하리가야1-38 049-251-8478

후지미노교류센터 후지미노 히가시3-7-1 049-261-5371

츠루세니시교류센터  츠루마 3575-1 049-251-2791

미즈타니공민관 미즈타니1-13-6 049-251-1129

난바타공민관（노동문화회관） 카미난바타306-1 049-251-5663

미즈타니히가시공민관 미즈다니히가시2-12-10 048-473-8717

선라이트홀（니시출장소병설）※

레이와 3년 4월1일부터 일시폐쇄

됩니다.

피아자☆후지미 후지미노히가시1-16-6 049-257-6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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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지미노시
명칭 주소 전화번호

후크트피아（시민교류플라자） 후쿠오카1-2-5 049-264-7971

산업문화센터 우래시노2-10-48 049-269-4811

후지미노시 스테라 이스트 후쿠오카1-1-8 049-261-6678

카미후쿠오카니시공민관 카미후쿠오카 5-2-12 049-266-9501

오오이중앙공민관
오오이츄우오우2-19-

5(오오이향토자료관)
049-261-0648

코스모스홀 카미후쿠오카 1-5-14 049-264-7971

아사히후래아이센터 나에마40-7 049-267-1777

츠루가오카커뮤니티센터 츠루가오카4-16-25 049-278-1122

휴식 광장
오오이츄우오우1-1094-

3
049-262-8123

시민활동지원센터 카스미가오카1-2-7 049-261-0681

(3) 미요시마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문화회관코피스미요시 후지쿠보1100-1 049-259-3211

후지쿠보공민관 후지쿠보7232-1 049-258-0690

츄우오공민관 기타나가이348-2 042-258-0050

치쿠마자와공민관 치쿠마자와555-1 049-259-8311

23-3 도서관

(1) 후지미시
명칭 주소 전화번호

중앙도서관 츠루마 1873-1 049-252-5825

도서관후지미노분관 후지미노히가시 3-7-1 049-256-8860

도서관 츠루세니시 분관 츠루세니시 2-9-1 049-252-5945

미즈타니히가시 공민관 도서실 미즈타니히가시 2-12-10
049-252-5825

（중앙도서관）

(2) 후지미노시
명칭 주소 전화번호

가미후쿠오카 도서관 ※2023년 가

을부터 2024년 여름까지 대규모

개수공사로 인해 휴관예정

우에노다이3-3-1 049-262-3710

오오이도서관  ※2023년 가을이후

오오이 츄우오우 2-1-8(스테라 웨

스트내)

오오이츄우오우2-19-5 049-263-1100

카미후쿠오카니시공민관도서실 카미후쿠오카 5-2-12 049-264-5388

(3) 미요시마치
명칭 주소 전화번호

중앙도서관 후지쿠보7232-1 049-258-6464

치쿠마자와 도서관분관 치쿠마자와555-1 049-274-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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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자료관・체육시설

(1) 후지미시
명칭 주소 전화번호

시민종합체육관 츠루마1887-1 049-251-5555
운동공원 난바타 신덴1267-1 049-251-5555

제2운동공원 미도리노 미나미 4-1 049-251-5555

빈누마공원 난바타 신덴1493-1 049-251-5555
미즈코가이즈카 자료관 미즈코2003-1 049-251-9686
난바타성자료관 시모난바타 568-1 049-253-4664
학교급식센터 갓세506-1 049-252-2881

(2) 후지미노시
명칭 주소 전화번호

스포츠센터오오이종합체육관 오오이무사시노1392-1 049-264-7711

스포츠센터무사시노테니스코트 오오이무사시노1394-1 049-264-7711

스포츠센터오오이궁도장 오오이무사시노1393-2 049-264-7711

스포츠센터다목적그라운드 오오이 무사시노1386 049-264-7711

스포츠센터우에노다이체육관 후쿠오카1-1-3 049-263-8988

우에노다이 체육관 트레이닝실
후쿠오카1-1-１시청 제4

청사 1층
049-263-8988

스포츠센터코마바야시체육관 코마바야시28 049-269-2985

운동공원 후쿠오카신덴 247-1 049-266-3941

제2운동공원 후지 미노시 후쿠오카5 049-265-3460

아라가와운동공원
후지미시오오아자난바

타신덴지내
049-264-7711

카미후쿠오카역사민속자료관 나가미야1-2-11 049-261-6065

오오이향토자료관 오오이추우오우2-19-5 049-263-3111

후쿠오카 가와기시 기념관 후쿠오카3-4-2 049-269-4859

나노하나 학교급식센터 나카후쿠오카122-1 049-262-4357
아오조라 학교급식센터 니시츠루가오카1769-1 049-261-5564

(3) 미요시마치
명칭 주소 전화번호

운동공원 후지쿠보1118-1 049-259-3135
운동공원테니스코트 후지쿠보1120-1 049-259-3135
치쿠마자와 테니스코트 치쿠마자와254-1 049-259-3135
궁도장 후지쿠보1120-1 049-258-0311
역사민족자료관 치쿠마자와877 049-258-6655

학교급식센터 기타나가이348-2 049-258-3550

종합체육관 후지쿠보1100-1 049-25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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