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ving Guide for Foreiners in 6 Languages  <Korean>

24 학교 등 교육 관

24-1 후지미시／초등학교, 중학교 등

명칭 주소 전화번호

츠루세초등학교 하네사와2-1-1 049-251-0144

미즈타니초등학교 미즈타니1-13-3 049-251-1130

난바타초등학교 카미난바타1280 049-251-1139

세키자와초등학교 세키자와3-24-1 049-252-2886

갓세초등학교 갓세674 049-262-1065

미즈타니히가시초등학교 미즈코3614 049-252-3850

스와초등학교 츠루마1932-1 049-253-1451

미즈호다이초등학교 히가시미즈호다이3-21 049-253-2981

하리가야초등학교 하리가야2-38-1 049-254-4482

후지미노초등학교 후지미노 히가시 4-4-1 049-267-2312

츠루세다이초등학교 츠루세니시2-9-1 049-251-2112

후지미다이중학교 스와2-8-1 049-251-0473

혼고우중학교 미즈코539 049-252-2889

히가시중학교 카미난바타980 049-253-1555

니시중학교 니시미즈호다이3-14-6 049-252-4145

갓세중학교 갓세400-1 049-266-2503

미즈타니중학교 미즈코3117 049-254-5335

후지미 특별 지원 학교 카미난바타1317 049-253-2820

명칭 주소 전화번호

오오이초등학교 나에마37 049-261-0242

코마니시초등학교 니시하라2-6-1 049-261-0144

코마니시 초등학교 코마니시3-6-1 049-261-5915

우에노다이 초등학교 후쿠오카1-2-1 049-261-1415

츠루가오카초등학교 츠루가오카1-3-1 049-262-1008

니시 초등학교 니시2-10-25 049-261-1200

하가시하라초등학교 오오이2-9-1 049-264-8519

니시하라초등학교 오오이무사시노1322-4 049-264-5404

모토후쿠 초등학교 모토후쿠오카3-15-2 049-264-5402

카메쿠보초등학교 후지미노2-22-1 049-263-7533

산가쿠초등학교 카메쿠보1709-1 049-264-5001

사기노모리 초등학교 코마바야시 28 049-263-2260

히가시다이초등학교 오오이710-1 049-269-6232

24-2 후지미노시／초등학교,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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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이중학교 나에마24-1 049-261-0005

후쿠오카 중학교 우에노다이3-3-1 049-261-0142

아시하라 중학교 가와사키310 049-262-5433

하나노기중학교 나카후쿠오카213-1 049-264-5400

오오이니시 중학교 오오이 무사시노408-1 049-264-1030

오오이히가시중학교 후지미노3-2-1 049-263-5181

24-3 미요시마치／초등학교, 중학교

명칭 주소 전화번호

미요시초등학교 키다나가이343 049-258-0674

후지쿠보초등학교 후지쿠보7233 049-258-0555

카미토메초등학교 카미토메1267-4 049-258-6808

카라사와초등학교 후지쿠보410-2 049-258-8900

치쿠마자와초등학교 치쿠마자와550-1 049-258-3235

미요시중학교 키다나가이350 049-258-0675

미요시히가시중학교 후지쿠보610-1 049-258-5188

후지쿠보중학교 후지쿠보420-2 049-258-3232

24-4 고등학교・대학

명칭 주소 전화번호

현립후지미고등학교 후지미시카미난바타950 049-253-1551

현립후지미노고교 후지미노시오오이1158-1 049-264-7801

쇼으비학원대학
카와고에토미타마치1-1-

1
049-246-2700

분교으학원대학 후지미노시카메쿠보1196 049-261-6488

슈그덕대학
미요시마치후지쿠보

1150-1
049-274-1511

24-5 보육소(원)

(1) 후지미시

명칭 주소 전화번호

제１보육소 츠루마1-7-39 049-251-6553

제2보욱소 미즈타니히가시2-12-23 048-472-9174

제3보육소 야마무로2-26-20 049-252-4811

제4보육소 니시미즈호다이1-7 049-251-9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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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보육소 스와1-3-1 049-251-9784

제6보육소 츠루세니시2-8-1 049-251-4741

후지미노보육원 후지미노 히가시3-7-1 049-256-8862

코바도보육원 츠루마2-19-43 049-256-9360

고도모노소노BABY 후지미노 니시 1-12-1 049-261-7077

니시미즈호다이보육원 미즈코6573-8 049-268-5558

갓세코바토보육원 갓세632-1 049-263-8800

케야키와카바 보육원 츠루마1-6-41 049-253-8811

후지미 수쿠수쿠 보육원 야마무로2-5-9 049-252-3414

하리가야 보육원 하리가야 1-16-5 049-275-0077

너서리 스쿨☆SUKUSUKU(보육원) 야마무로1-1313-1F

12500(라라 포트 후지미)
049-257-5061

케이오 후지미보육원 후지미노히가시2-2-4 049-265-8571

츠루세 렌게 보육원 츠루세니시2-5-33 049-252-0138

키즈 가든 키라리 보육원 츠루마2-17-32 049-252-1234

인정 코토모엔

후지미 렌게 코토모엔 미즈코 2647-1 049-275-0138

난바타 유치원 난바타 보육원 시모난마타 3474-1 049-251-0410

케야키 어린이집 미즈코4888 049-254-0022

키타하라 유치원, 너서리 키타하

라
야마무로2-5-17 049-252-3407

야즈유치원 츠루세히가시2-13-17 049-251-3468

소규모 보육시설

베이비팰리스 사립세이죠보육실
니시미즈호다이3-11-5-

1F
049-255-5289

베이비 캣슬 사립시로가네 보육원 후지미노 히가시 2-9-6 049-267-1189

베이비샤투 사립 쇼우토우 보육실
니시미즈호다이3-11-5-

2F
049-255-5289

핏코리노 피요피요
미즈코 4885-10(케야키보

육원 옆)
049-252-3335

츠루세츠쿠싯코룸 츠루세히가시1-11-29-1F 049-293-8425

보육룸 하리가야 하리가야2-1-24 049-257-5733

고노에 후지미노 소규모 보육원 후지미노 히가시1-7-3 049-257-5142

１☆２SUKUSUKU(보육원） 갓세1031-9 049-214-1688

남바타 소규모 보육원 아오조라 츠루마3244-25 049-293-2721

츠루세 렌게 보육원 츠루세니시2-5-43 049-237-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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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지미노시

보육소

명칭 주소 전화번호

우에노다이보육소 우에노다이1-1-1 049-261-2841

카스미가오카 보육소 카스미가오카1-5-5 049-261-0612

신덴보육소 신덴1-4-23 049-264-5405

타키보육소 나가미야2-1-23 049-264-3867

오오이보육소 이치자와2-5-1 049-263-5200

탄포포보육원 코마바야시79-2 049-263-0857

카스가보육원 히가시쿠보1-38-1 049-261-4714

유즈리하보육원 츠루가오카4-16-1 049-263-8526

후지미 나카요시 보육원 카미후쿠오카1-12-8 049-266-6662

카제노사트 보육원 오오이1125-4 049-263-8355

무긱코 보육원 후지미노3-10-2 049-264-3768

탄포포 제2보육원 니시 2-12-25 049-256-5778

카메쿠보 히마와리 보육원 카메쿠보 4-12-33 049-264-5515

쵸메 스마일 보육원 카미후쿠오카 3-10-7 049-257-6653

후지미노 도론코 보육원 가메쿠보1256-6 049-257-4162

가미후쿠오카 오히사마보육원 가미후쿠오카5-1-2 049-261-3000

 미도리 보육원 가메쿠보1-13-2 049-261-2733

츠루가오카 스마일 보육원 츠루가오카3-19-80 049-265-5123

코도모노 소노 나에마 보육원 나에마390-5 049-264-3333

하나노키 나카요시 보육원 하나노키1-1-2 049-267-1000

후지미노 카피라 보육원
코마하야시 모토마치 3-

4-3
049-256-9091

소규모 보육실

이찌고 보육실 마루야마7-4-105 049-261-4714

오토모다치 보육실 우레시노1-6-20 049-263-0089

다켓코 보육실 후쿠오카 중앙2-15-1 049-293-1299

히요코 보육실 우레시노1-3-11 049-261-3324

사업소내 보육실

사쿠란보 보육실
후쿠오카신덴 기타타니

108-1
049-266-0111

인가 어린이집

코도모노소노(인가 어린이집) 나카후쿠오카79-1 049-266-3332

세이와유치원 모토후쿠오카3-15-1 049-26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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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지원

후지미노시립 아동발육, 발달지원
센터

후지미노시 후쿠오카 1-
2-5 후지미노시 총합센터
후쿠토피아2층

049-293-7874

(3) 미요시마치

명칭 주소 전화번호

제3보육소 치쿠마자와 566-1 049-258-9961

구와노미미요시보육원 후지쿠보855-90 049-257-1051

아즈아사보육원 후지쿠보357-7 049-274-1300

미요시 겡끼 보육원 후지쿠보6443 049-257-1101

소요카제보육원 후지쿠보910-3 049-258-6858

소규모 보육실

베이비 츠쿠싯코 미요시다이7-9-101 049-257-2945

니지이로 보육원 후지쿠보539-6 049-274-1303

스쿠스쿠 보육원 후지쿠보5064 049-257-5711

인정 코토모엔

고스즈 유치원 키타나가이 72-1 049-258-7331

24-6 방과 후 아동클럽・아동관・아동센터

(1) 후지미시

명칭 주소 전화번호

츠루세1방과후아동클럽 하네사와2-1-1 049-251-3292

츠루세2방과후아동클럽 하네사와2-1-1 049-252-8005

츠루세3방과후아동클럽 하네사와2-1-1 049-252-8006

미즈타니1방과후아동클럽 미즈타니1-13-3 049-254-3734

미즈타니2방과후아동클럽 미즈타니1-13-3 049-252-2821

미즈타니3방과후아동클럽 미즈타니1-13-3 049-252-2822

난바타방 제1과후 아동 클럽 카미난바타1280 049-255-2406

난바타방제2과후 아동 클럽 카미난바타1280

세키자와 제1방과후아동클럽 세키자와3-24-1 049-254-5540

세키자와 제2방과후아동클럽 세키자와3-24-1 049-253-0606

갓세방세1과후아동클럽 갓세674 049-251-2972

갓세방세2과후아동클럽 갓세674 049-251-2973

미즈타니히가시방과후아동클럽 미즈코3614 049-253-6047

스와 제1방과후아동클럽 츠루마1932-1 049-251-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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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 제2방과후아동클럽 츠루마1932-1 049-254-3551

스와 제3방과후아동클럽 츠루마1932-1 049-253-2733

미즈호다이제1방과후아동클럽 히가시미즈호다이3-21 049-251-0705

미즈호다이제2방과후아동클럽 히가시미즈호다이3-21 049-253-3007

하리가야 제1방과후아동클럽 하리가야2-38-3 049-255-5517

하리가야제2방과후아동클럽 하리가야2-38-3 049-252-7300

후지미노 제1방과후아동클럽` 후지미노 히가시4-4-1 049-267-2362

후지미노 제2방과후아동클럽` 후지미노 히가시4-4-1 049-267-2365

후지미노 제3방과후아동클럽` 후지미노 히가시4-4-1 049-262-2627

츠루세다이1방과후아동클럽 츠루세니시 2-9-1 049-254-3397

츠루세다이2방과후아동클럽 츠루세니시 2-9-1 049-293-2196

츠루세다이3방과후아동클럽 츠루세니시 2-9-1 049-293-2197

명칭 주소 전화번호

세키자와아동관 니시미즈호다이1-7 049-251-9786

아동활동센터*팔레트 츠루마1932-7 049-255-6671

후지미노 아동관

＊피아자☆후지미
후지미노 히가시 1-16-6 049-257-6996

(2) 후지미노시

명칭 주소 전화번호

후쿠오카 ・제2후쿠오카・제3후쿠

오카방과후 아동 클럽
니시하라2-6-1 049-264-8134

코마니시 방과후 아동 클럽  코마니시 3-6-2 049-263-8112

코마니시・제2코마니시・제3코

마니시 방과후 아동 클럽
 코마니시 3-6-3 049-266-8345

우에노다이・제2우에노다이 방과

후 아동 클럽
후쿠오카1-2-2 049-264-8021

제3우에노다이・제4우에노다이

방과후 아동 클럽
후쿠오카1-2-3 049-265-3832

니시방과후 아동 클럽 니시2-10-25 049-263-9785

제2니시방과후 아동 클럽 니시 2-8-7 049-267-2244

모토후쿠 방과후 아동 클럽 카와사키3-15-2 049-264-8126

사기노모리 방과후 아동 클럽 코마바야시1263-2 049-262-4923

오오이・제2오오이・제３오오이

방과후 아동 클럽
나에마40-31 049-269-1314

츠루가오카 방과후 아동클럽 츠루가오카1-3-1 049-262-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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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츠루가오카 방과후 아동 클럽 츠루가오카1-3-26 049-262-5021

하가시하라・제2히가시하라・제

３히가시하라 방과후 아동 클럽
오오이2-9-43 049-264-8815

니시하라 방과후 아동 클럽 오오이무사시노1322-4 049-264-3388

카메쿠보,제2카메쿠보,제3카메쿠

보방과후 아동 클럽
후지미노2-22-53 049-263-7535

상카쿠 방과후 아동클럽 카메쿠보1709-1 049-264-8037

제2상카쿠 방과후 아동클럽 카메쿠보1709-1 049-257-4118

히가시다이 방과후 아동 클럽 오오이728-3 049-263-7499

카제노사토애프터스쿨 오오이 1125-4 049-263-8355

유즈리하 애프터스쿨 츠루가오카4-16-1 049-263-8526

명칭 주소 전화번호

히가시 아동센터 후쿠오카1-2-5 049-264-7916

 니시 아동센터 오오이츄오 1-1-1 049-256-7670

(3) 미요시마치

명칭 주소 전화번호

후지쿠보No.1학동보육실 후지쿠보7237 049-258-4853

후지쿠보No.2학동보육실 후지쿠보7233 049-258-1263

카라사와학동보육실 후지쿠보410-2 049-258-0521

키타나가이학동보육실 키타나가이343 049-258-3824

치쿠마자와No.1학동보육실 치쿠마자와550-1 049-258-3779

치쿠마자와No.2학동보육실 치쿠마자와550-1 049-258-3779

카미도메학동보육실 카미도메1267-4 049-257-1152

명칭 주소 전화번호

후지쿠보아동관 후지쿠보7239 049-258-9965

키타나가이아동관 키타나가이803-4 049-258-9962

치쿠마자와아동관 치쿠마자와555-1 049-259-8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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