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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의료기관・병원 

27-1 종합병원

(1)후지미시

명칭 주소 진료과목 전화 번호

이무스 후지미 종합병원  츠루마1967-1

외.정형.내.소.이.피.

순내.비.심.투.뇌신.

혈.방.부.소외.신내.

마.소내.소기.투.리하.

항외.유.신내.순외

049-251-3060

케아이병원 하리가야526-1 산.부.소.마 049-252-2121

사쿠라기념병원 미즈타니히가시1-28-1
외.내.정형.비.신내.

형.리하.투.순내.소내
049-253-3811

미우라병원 시모난바타3166-1 외.내.소내.호내.순내 049-254-7111

미즈호다이병원 니시미즈호다이2-9-5

외.내.치.뇌신.소기.호

외.정형.항외.순내.소

내.호내.투.심내

049-252-5121

내 내과 소 소아과 정형 정형외과

순 순환기과 외 외과 심 심장혈관외과

형 형성외과 소외 소아외과 치구 치과구강외과

신내 신경내과
부

부인과 뇌외 뇌외과

안 안과 미 미용외과 기 기관식도과

산 산과 피 피부과 이 이비인후과

비 비뇨기과 산부 산부인과 리하 물리 치료과

방 방사선과 치 치과 아 알레르기과

심내 심료내과 항 항문과 리우 류마티스과

마 마취과 소화 소화기과 정 정신과

위 위장과 호 호흡기과 교 교정치과

신 신경과 소치 소아치과 정 성병과

순내 순환기내과 소내 소화기내과 소기 소화기외과

신내 신장내과 호내 호흡기내과 호외 호흡기외과

투 인공투석내과 내분 내분비과 뇌신 뇌신경외과

간내 간장내과 통 통증클리닉과 항외 항문외과

당 당뇨병내과 유 유선외과 리요 이학요법

혈 혈관외과 소신 소아신경내과 순외 순환기외과

내시내 내시경내과 내시외 내시경외과 갑상외 갑상선외과

건검 건강검진 뇌검 뇌검사 내분내  내분비내과

지대내 지질대사내과 갑 갑상선 내과 통외 통증클리닉외과

두외 두경부외과 인공 인공투석 통소
통소(데일리) 리하비리테

이션

불임 불임치료 고생식 고도생식의료 구급 구급과

한 한방내과

진료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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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후지미노시 

명칭 주소 진료과목 전화 번호

카미후꾸오까　　　종합병

원
후꾸오까931

소내・호내・순내・

당・신내・투・내시

내・외・소기・내시

외・항외・정형・비・

유・갑상외・형・산

부・안・이・마・통

외・치・뇌신・두외

049-266-0111

미요시노 제2병원 오오하라2-1-16 내・정형 049-261-0502

(3)미요시마치 

명칭 주소 진료과목 전화 번호

이무스 미요시 종합 병원 후지쿠보974-3

내・호외・당・외・소

기・정형・뇌신・소・

피・비・내분・유・

방・안・이・내시내・

간내・투・혈・마

049-258-2323

사이타마센트럴병원 카미토미2177 내・정・심내 049-259-0161

미요시노병원 키따나가이890-6

내・정・외・정형・부

（휴진）・안・피・

비・이・마・순내

049-259-3333

후지미노 구급 병원 키타나가이997-5
구급・뇌신・순내・소내・
정형・방・내・외・신내・리
하

049-274-7666

미요시노모리 병원 카미토메1686 내・정・신・심내 049-274-7911

27－2 내과,외과등 

(1)후지미시 

명칭 주소 진료과목 전화 번호

아이루 미즈호다이 내과클

리닉

히가시미즈호다이1-3-14타카노빌

딩103

내・당・아・소내・호

내・순내
049-252-8855

우치다정형외피부과클리

닉
쯔루세히가시1-10-4 정형・피・리하・리우 049-253-3022

이나모또시게타   클릭닉 쯔루마2623-6
내・소・정・심내

049-254-9081

이마마키내과의원 쯔루마2609-13산마리 쯔루세2층 내・당 049-275-1110

위멘즈 클리닉 후지미노
후지미노니시1-17-3하피네스 빌딩

후지미노2・3층
부 049-293-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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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시마피부과・  형성외

과

후지미노 니시1-21-4 사이또빌딩

Ⅱ,4층
형・피 049-261-8199

오크내과클리닉 후지미노 니시1-25-1우인베루1층 내・소 049-256-0011

오기소소아과병원 히가시미즈호다이2-16-10 소・내・순 049-255-2000

오타니이비인후과 의원 쯔루세히가시1-1-3 이 049-253-0180

오바라 내과 신 클리닉 쯔루마2-17-36
내・ 소・신내・당・

투・형
049-265-7676

가미자와클리닉 정형외과

내과
카미자와3-14-10 내・정형 049-275-6777

키무라클리닉 미즈타니2-4-19카사헤리오스1층 내・외・소내 049-275-3051

키라리・건강 관리클리닉

야마무로1-1313라라포토후지미1

층
내・소・피・리우・소내 049-257-5420

쿠사노정형외과
후지미노 니시1-1-1 아임플라자 2

층
정형・리하.리우 049-266-1866

쿠사하나의원 쯔루세니시2-4-13 내・소 049-251-0633

쿠리하라의원 하네사와1-33-28
내・외・소기・뇌신・

순내
049-255-3700

케이아이 어린이 클리닉 하리가야 530-1 소 049-254-5377

코우내과순환기과 클리닉 후지미노 히가시1-16-4　101
내・호내・순내・아・

당
049-262-7732

사까모토정형외과 니시미즈호다이1-22-8 정형・리우・리하 049-253-3989

시노다중앙클리닉 쯔루세히가시1-8-19
내・외・소・정형・

마・신내
049-251-0200

준 패밀리 클리닉
후지미노니시1-17-3하피네스빌딩

후지미노１층 B
내・외・소・항외 049-293-8388

스즈끼안과 쯔루세히가시2-6-34 안 049-251-9722

스즈끼내과의원 야마무로2-10-13 내・소・순내 049-253-6280

세끼모또이비인후과의원 세끼자와2-25-51 이 049-251-4133

다께다이비인후과 니시미즈호다이1-19-5 이 049-254-8733

다나까이비인후과 의원 후지미노 니시1-1-1아이므프라자2 이・아 049-264-4187

츠루세 진클리닉 가미난바타 240-1 내・순내 049-265-7811

쯔루세무라야마안과 쯔루마3523-1 신내・투・아 049-293-5771

쯔루세무라야마안과 쯔루마2609-13산마리 쯔루세3층 안・아 049-293-6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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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쿠나가 내과클리닉 후지미노 히가시 3-1-8 내・소・아・당・갑 049-265-8202

나까가와내과소아과의원
니시미즈호다이1-20-6호다이빌딩2

층
내・소 049-254-1545

나까지마의원 츠루세 니시2-16-54 내・소・순내 049-251-0793

니시지마클리닉 카쯔세1034-1 산부 049-262-0600

네모또안과 히가시미즈호다이2-2-20 안 049-255-6060

네모또외과 정형외과 쯔루마3477-1
내・외・정형・항외・

소기・리하・소내・유
049-251-0011

하마다내과클리닉 히가시미즈호다이3-24-6 내・소내 049-268-7100

히비끼클리닉
츠루세히가시2-17-29 마이 필드

101
내・소 049-255-5515

히마와리내과 쯔루마2590-1 민나노 마이관1층 내・소 049-253-5686

히라쯔까정형외과클리닉 쯔루마3371-1 정형・리하 049-253-8020

후지쿠라안과
후지미노 히가시1-1-3 아스테루 후

지 미노유 스테이션2C
안 049-265-1050

후지미이노우에 안과
야마무로1-1313라라포토후지미1

층
안 049-257-5671

후지미클리닉 미즈타니히가시2-53-8 내・정형 048-472-0120

후지미노 코코로노 클리닉
후지미노니시1-17-3하피네스빌딩5

층 B
심내・정 049-269-5549

후지미노 역전 메디컬클리

닉

후지미노니시1-18-1덕 새로운빌딩

３층
심내・정 049-293-9151

후지미노내과클리닉
후지미노 니시1-1-1아이무프라자 2

층
내・아・한・지대내 049-263-2678

후지미노 소화기, 내시경내

과 클리닉

후지미노 히가시2-1-1 그린테라스

후지미노1층A호실
소내・내・내시내 049-278-5200

마스나가의원 카쯔세739-1
내・소・아・호내・순

내
049-264-1511

마쯔사끼소아과위원
후지미노히가시1-7-4선라이즈힐1

층
소・내・아 049-263-7003

미즈호다이썬클리닉 니시미즈호다이1-1-1 캐피탈 Ⅲ
내・외・순내・소내・

비・투
049-255-3929

미즈호다이산부인과 히가시미즈호다이3-6-6 산부 049-253-5566

미즈호다이 비뇨기과 히가시미즈호다이 1-7-2 비 049-293-8174

미야자와클리닉
니시미즈호다이1-20-4썬라이트맨

션 사츠키  203
내・소 049-251-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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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 클리닉 미즈코 5053-2 타라시마 빌딩 1층 내 049-268-3008

와따나베정형외과 쯔루마2-20-8 정형 049-255-6311

와따나베피부과 히가시미즈호다이1-7-2 피・아 049-252-2033

(2)후지미노시

명칭 주소 진료과목 전화 번호

아이하라의원 카미후꾸오까3-3-4 피・내・소・순・아 049-261-0135

아라이정형외과
카미후꾸오까1-5-28 타께이빌딩1

층
정형・리하・리우 049-264-3911

안도의원 후꾸오까츄오1-7-17 내・소・리우・이 049-261-0634

안도 어린이클리닉 후지미

노

후쿠오카 2-1-6 이온타운 후지미노

3층
소 049-293-1255

안베하또클리닉 오오이621-12 순・내・심 049-256-0675

이다의원 고마바야시 모토마치 2-1-37
내・호내・순내・소

내・외
049-278-3788

이시가와의원 니시2-1-11 내・소・호 049-261-0603

이따쿠라의원 카메쿠보3-12-36 내・소 049-261-0234

오오이협공동진료소 후지미노1-1-15 내・소 049-267-1101

오오쿠마의원 카미후꾸오까3-1-17 내・소・외・위 049-261-0111

카나이의원 후꾸오까츄오2-10-6
내・정형・위・외・리

하
049-261-5856

카노자와의원 미도리가오카2-11-1 내・소 049-262-3050

카노사와 메디칼 클리닉
후쿠오카 2-1-6 이온타운 후지미노

3층

내・순내・신내・당・

소내・내분내・호내・

지대내・아

049-293-2252

카사하라내과클리닉
카스미가오카 1-2-27 코코네가미후

쿠오카 클리닉몰 2층
순내・내 049-278-5001

카미후꾸오까역앞 아이클

리닉

카미후꾸오까6-4-5메디카루센타카

미후꾸오까2층
안 049-267-0088

가미후쿠오카 쿠로다 내과
클리닉

가미후쿠오카1-7-5
내・당・내분내・지대

내
049-293-7171

카미후꾸오까이비인후과

의원
후꾸오까츄오2-1-10 이 049-264-0501

카미후꾸오까신장클리닉 카스미가오까1-2-27-204 인공 049-261-2300

카미후꾸오까피부과 카미후꾸오까1-14-46츄쇼빌딩2층 피・아 049-256-0330

키시내과클리닉 우레사이노1-6-6 내・소내 049-256-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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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요미훼미리클리닉 키요미1-2-4 소・아・내・피 049-264-2210

클리닉사까모또
카미후꾸오까1-2-25 호시노빌딩4

층
심내・신 049-256-2262

겡끼클리닉 가미후쿠오카 카미후꾸오까1-14-46 중상1층 내・소내・호내・당
049-256-8088※방문 진

료만

코바야시위장과외과의원 오오이1186-1 소기・내・소내・피 049-267-0580

사이타마기념리즈무클리

닉센타

우레시노2-10-37  쇼핑센터 토나리

에　E3층

내・이・피・순・소

화・소・호・당・내분

내

049-269-3357

사꾸라클리닉 카메쿠보1-1-16 106 내・소화・외・항 049-278-6656

사꾸라페인클리닉
카미후꾸오까6-4-5메디카루센타카

미후꾸오까1층
마・정형・내 049-265-1374

사또인비인후과 오오하라1-1-14 이 049-256-8741

시다라이비과클리닉 니시1-3-8 이・기 049-256-5777

시마다내과의원 쯔루가마이1-3-9 내・소 049-261-4321

시미즈외과  클리닉 카메쿠보1243-7 정형・리하 049-262-3020

스기시타내과 키요미3-1-22 내・위・소 049-264-1145

세끼야안과 아사히1-18-25 안 049-269-0750

다까하시 안과 카미후꾸오까1-12-12 안 049-264-6778

타께시따내과 신뎅1-1-27 내・소 049-263-5941

타께다클리닉 기타노 1-5-7
내・소・아・리우・리

하・호내
049-262-3551

타쯔마의원 오오이츄오4-11-14 소・내 049-261-1182

쯔루가오까의원 쯔루가오까3-6-11 정형 049-262-3851

나까지마위장과의원 카미후꾸오１-12-10
위・내・외・비・피・

항
049-264-1515

카미후꾸오까어린이클리

닉
카미후꾸오까6-4-3 소・아・소신 049-267-8881

나카무라안과 코마바야시모토마치 3-1-1 안 049-237-6365

니시노어린이클리닉
후지미노1-14-16 오오이 파크사이

드빌딩2층
소・아 049-269-4976

네기시내과대사   클리닉
카미후꾸오까6-4-5메디카루센타카

미후꾸오까2층
내・내분내・당 049-261-2671

하따클리닉 오오이2-10-11 소・내・아 049-278-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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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케병원 카메쿠보2197

내・위・피・리하・

비・신내・인공・통

소・순내・뇌신

049-264-8811

후지미노안과 커메쿠보1-1-16우에스토빌딩1층 안 049-278-7775

후지미노 혈관외과・내과클

리닉
키요미1-2-14 순내・외・내・혈 049-215-7023

후지미노이비인후과기관

식도과의원
우레시노2-15-7 이・기 049-263-3341

후지미노 소화기, 내시경내

과 클리닉

후지미노 히가시2-1-1 그린테라스

후지미노1층A호실
소화 049-278-5200

후 지 미노 정형 외과 내과

골다공증 스포츠클리닉
오오이무사시노1437-7 정형・내・리하 049-265-6656

후지미노 진클리닉 코마바야시 모토마치3-5-3 인공 049-278-1110

후지미노중앙클리닉 쯔루가오까4-16-15 내・소・아 049-256-5500

후찌오까정형외과
후지미노1-4-16오오이파크사이드

빌딩2층
피 049-256-0877

후루가따내과소아과
후지미노1-4-16오오이파크사이드

빌딩2층
정형 049-263-8200

호소가와레디스클리닉
후지미노1-4-16오오이파크사이도

빌딩2층
산부・부・산・내 049-265-1580

마쯔자와클리닉 후지미노3-9-20

내・외・항・방・리

하・정형・리우・위・

호・순・비

049-278-6288

마미내과 클리닉 시치사와1-9-1 내・당・내분내 049-278-1133

뮤주레디스클리닉
카스미가오까1-2-3코코네카미후꾸

오까이치방깡2층
산・부・불임・고생식 049-256-8656

메구미 안과 
후쿠오카 2-1-6 이온타운 후지미노

3층
안 049-293-3112

야마다어린이클리닉
카미후꾸오까1-5-28 타께이빌딩2

층
소・아 049-269-2811

야마다정형외과 카미후꾸오까5-1-23 정형・리하・치 049-264-1488

요시나가 피부과
가미후쿠오카 6-4-5 메디칼센터 가

미후쿠오카1층 A호실
피 049-293-6308

(3)미요시마치

명칭 주소 진료과목 전화 번호

야스다의원 카미토미402-5
내・소・피・신내・리

요・방
049-258-3251

이비인후과 하시모토의원 후지쿠보345-46 이・기 049-258-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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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다내과클리닉 키타나가이3-11 내・소・순 049-259-4462

후지쿠보내과클리닉 후지쿠보16-15 내・소화・소・아 049-257-0601

스지노안과클리닉 미요시다이11-9 인 049-274-1655

아사노내과클리닉 미요시다이6-14 내・순 049-274-6221

쯔루세정형외과 후지쿠보201-11 내・정형・피・리하 049-274-5252

코우노의원 키타나가이694-5 내・소화・ 외・항 049-257-8187

27-3 치과 진료소 

(1)후지미시

명칭 주소 진료과목 전화 번호

아오바치과의원
후지미노 히가시1-8-1 오시다 빌딩

1층
치・소치・교 049-263-5088

이지마치과의원
후지미노 니시1-1-1 아이무프라자2

층
치・교・소치・치구 049-262-8218

이세 치과 클리닉
하리가야 2-19-10 센추리아넥스1층

C
치・교・소치・치구 049-255-2418

이와오치과클리닉 히가시미즈호다이1-6-22 치・교・소치・치구 049-253-1153

이노모또덴탈클리닉
후지미노 히가시1-1-3아스텔후지

미노이스테이션2B
치・교・소치・치구 049-264-7775

오오츠키 덴탈케어 츠루마3530-11 치・소치・교・치구 049-254-2177

오오와따리치과의원 니시미즈호다이1-20-4 201 치・교・소치・치구 049-254-1525

오토나코도모치과
야마무로1-1313라라포토후지미2

층
치・소치・교 049-255-5118

가와무라치과의원
히가시미즈호다이2-5-6마론스토리

무Ⅱ1층
치・소치・치구 049-255-8842

크로다치과의원 하리가야 1-5-7 치・소치 049-254-4180

크로다덴탈클리닉 후지미노 히가시1-22-7 치・소치・치구・교 049-256-5156

케아이덴탈클리닉
니시미즈호다이3-3-16케아이빌딩1

층
치・교・소치・치구 049-255-4400

코우세치과의원 히가시미즈호다이2-2-7 치 049-254-6700

사에구사치과덴탈클리닉 히가시미즈호다이1-9-29 치・교・소치 049-251-8876

시가치과클리닉 후지미노 니시1-25-1우인베루2C 치・소치・치구 049-278-5220

치과 타케다클리닉츠루세 츠루마 2605-10리미 3층 치・소치・치구・교 050-557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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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야치과의원 쯔루마1-25-3 치・소치 049-255-8044

시모야마치과의원 미즈타니히가시2-55-8 치 048-472-5404

시모야마 덴탈오피스 미즈타니 히가시2-55-8 치・소치・치구・교 048-470-5000

스기타치과의원
후지미노 히가시1-21-1라・가루후

지미노2층
치・소치 049-262-8288

스즈끼치과 쯔루마3531-1 치・소치・치구・교 049-254-3205

스즈끼치과의원 후지미노 히가시4-16-7 치・교・소치・치구 049-262-0181

스즈란치과클리닉
쯔루마3485-1다이에미요시프리즈

무1층
치・소치 049-251-8288

스미레 치과 츠루마 2609-13 산마리 츠루세 1층 치 049-275-2222

소가베치과클리닉
후지미노 니시 1-18-1 여섯 마츠모

토빌딩202
치・교・소치・치구 049-262-8215

타까다치과・교정치과
니시미즈호다이3-2-2카사마츠노키

103
치・교・소치・치구 049-268-5900

타쿠마 치과
히가시미즈호다이 2-6-6 세키맨션

101
치・소치・치구 049-253-8899

타께우치치과의원 쯔루세히가시1-10-43 치 049-251-0503

쯔츠미치과의원 소아치과

클리닉
쯔루마2600-6 K8V빌딩2층 치・소치・교 049-254-0581

츠루세 아오조라 치과클리

닉

쯔루세히가시2-4-43야마자키에스

테이트 빌딩 1층
치・교・소치・치구 049-275-6480

츠루세어드번스 덴탈 츠루마3530-11　2층 치・교・소치・치구 049-254-2177

츠루세 에키마에치과, 교정

치과
쯔루세히가시1-7-38 하츠네 1층 치・교・소치・치구 049-265-6767

츠루세사카이치과 클리닉 하네사와1-31-3모토 무라빌딩201 치・소치・치구 049-255-1666

츠루세어드번스 덴탈
츠루마2602-2세이코츠루세 니시구

치빌딩２층
치 049-254-3911

츠루세 미쿠니치과
츠루세히가시 1-7-36 아즈마야빌딩

2F
치・소치・치구 049-293-8551

토루치과클리닉 미즈타니히가시2-53-4 치・교・소치・치구 048-424-8241

나에시로치과의원 쯔루세히가시2-7-32 치 049-251-1480

하시모또치과의원
후지미노 히가시2-1-1그린테라스

후지미노OFFICE C
치・교・소치・치구 049-264-8600

하세가와치과의원
후지미노 니시1-21-5케이아이빌딩

후지미노2층
치・교・소치・치구 049-256-5556

포오레 오랄 클리닉
히가시 미즈호 다이 1-4-10　폰테

인･드・아이라 2-C
치 049-293-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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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키오 치과클리닉
니시미즈호다이1-21-20니시미즈호

다이맨션107
치・소치・치구 049-265-5914

히마와리치과
츠루세니시 2-8-2 츠루세시가지 주

택 104
치 049-251-0220

히라사와치과의원 쯔루마2613-10 치 049-251-5331

후지하라치과의원 쯔루세니시3-9-27 치 049-254-8248

후지미노아이루치과클리

닉

후지미노히가시1-1-1후지미노나레

빌딩4층
치・교・소치・치구 049-267-2222

후지미노 미라이치과
후지미노 니시 1-17-14 웨스트아루

디이루1F
치・교・소치・치구 049-278-4500

마쯔모또치과의원 세끼자와2-15-40 치・교・소치 049-275-2118

마루스 치과 클리닉 후지미노 니시 1-4-1 2F 치 049-265-8276

미즈노치과의원 쯔루마1-13-25 치・교・소치・치구 049-251-9527

미즈호다이역내 치과, 교정

치과
히가시미즈호다이2-29-2　2층 치・교・소치 049-293-7678

사이타마치과의원 히가시미즈호다이 1-4-3 치・소치・치구 049-253-2002

미즈호다이에끼마에치과 니시미즈호다이1-1-3  102 치・교・소치・치구 049-253-7333

미즈호다이치과   진료소
히가시미즈호다이3-3-11 메디크빌

딩1층
치・소치・치구 049-253-1800

미즈호다이 NICO 덴탈클리

닉
히가시미즈호다이2-29-4 치・소치・치구 049-275-8020

미즈호다이병원(치과) 니시미즈호다이2-9-5 치 049-251-8149

야마우라덴탈클리닉
쯔루세히가시1-9-30 세이코가덴 Ⅲ

101
치・소치・치구 049-275-2288

와이스 교정치과
후지미노 니시1-20-1빌딩후지미노

2층B
교 049-257-6484

와따나베치과의원 니시미즈호다이1-20-6 치・교・소치・치구 049-254-0568

(2)후지미노시 

명칭 주소 진료과목 전화 번호

아오끼치과의원 미나미다이1-5-15 치 049-261-0412

아오키치과의원 카메쿠보1-1-16웨스토   빌딩1층 치・소치 049-256-2220

아오야마치과의원 후꾸오까츄오1-2-8 치・교・소치・치구 049-262-1068

아께노호시덴탈클리닉
카미후꾸오까6-4-5메디칼센타카미

후꾸오까2층
치・소치 049-264-7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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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로치과의원 카메쿠보2-2-5 치・소치・치구 049-263-2727

아라이치과의원 오오이1081-11 치・소치・교 049-266-0081

이이다치과의원 코마바야시모토마치2-1-37 치・소치・교・치구 049-278-3733

이케다니치과 키요미3-1-10 치・소치・치구 049-265-0077

이레이치과클리닉 후지미노1-4-16오오이파크사이드

빌딩203
치・소치・교 049-266-8865

우레시노 덴탈클리닉
우레시노1-1-12

치・소치・교・치구 049-256-4618

오오이치과의원 오오이706-8 치 049-261-8141

오오바치과의원 미도리가오까2-3-1 치・소치・치구 049-263-8249

오까노티과의원 쯔루가마이1-18-18 치・소치・교・치구 049-265-0111

오가와치과 쯔루가마이2-6-25 치・소치・교 049-264-9197

오구마 치과 클리닉 오오이625-1 치 049-293-8703

오시다 덴탈클리닉 오오이1074-4 치
049-261-6477

카께가와치과의원 카미후꾸오까6-3-4 치・소치・교・치구 049-261-6262

카토리치과의원 카미후꾸오까1-8-13 치・소치・치구 049-262-3388

가미후쿠오카 에스 덴탈클

리닉

가미후쿠오카 1-14-46 나카쇼우빌

딩 3층
치・소치・교・치구 049-293-8989

카미후쿠오카 치과클리닉 카미후꾸오까1-7-26 치・소치・교・치구 049-278-7770

카미후쿠오카 종합병원 후꾸오까931 치・소치 049-266-0111

키꾸치치과클리닉 코마니시2-1-6 치・소치・교・치구 049-262-8254

키라라치과 후지미노점 오오하라 2-1-32 치・소치・교・치구 049-238-4151

쿠보타치과의원 나에마1-9-3 루시다1층
치

049-264-7320

켄도치과 츠루가오까5-1-8 치・소치・교・치구 049-256-4433

코코네치과의원 카스미가오까1-2-27-204 치・소치・교・치구 049-266-6480

코스모스치과의원 카미후꾸오까3-12-11 치・소치・치구 049-266-1875

코다이라치과의원 니시1-3-10 치 049-261-2872

콘다치과의원 카미후꾸오까4-1-11 치 049-261-0579

사이또치과의원 후지미다이8-1 치・교 049-261-0349

스가와라치과 후지미노1-2-1이온오오이점3층 치・소치・교・치구 049-263-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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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지노 치과클리닉 코마바야시모토마치4-2-17 치・소치・교・치구 049-264-1118

스즈끼치과클리닉 쯔루가오까1-16-16야마자끼제6,1F 치・소치 049-266-6000

스마일치과
후쿠오카 2-1-6 이온타운 후지미노

3층
치・소치・교・치구 049-266-6487

스마일케아치과 클리닉 우레시노2-15-24 치・소치・교・치구 049-262-8888

세이죠치과의원 카미후꾸오까4-4-19에루츠아인101 치・소치・교・치구 049-278-7788

다까야마치과의원 쯔루가오까2-14-15 치・소치・교 049-262-3211

타끼노치과 타끼1-1-8 치 049-269-4618

타나까치과클리닉
니시츠루가오카1-3-15 비바몰사이

타마 오오이 프라자동 2층
치・소치・교・치구 049-256-8181

쯔보이치과의원 카미후꾸오까2-2-4 치 049-261-3243

토끼와치과클리닉 키타노1-5-8 치 049-267-4074

나에마치과의원 나에마447-4 치・소치 049-269-6480

니코 치과클리닉 나에마1-13-19 치 049-265-6874

니지이로 치과클리닉 후지

미노
키요미1-2-2 치・소치・교 049-293-2457

네모또치과의원 후지미노2-25-34 치・소치・교・치구 049-269-6804

하니와치과의원 카미후꾸오까6-3-3K빌딩2층 치・소치 049-269-1177

히그레치과의원 카메쿠보3-10-11 치・소치・교・치구 049-266-2100

훼미리덴탈클리닉 이찌자와2-8-17호에스트파크101 치・소치・교・치구 049-278-1182

후지모또치과의원 카미후꾸오까2-7-7 치・소치・교・치구 049-265-0047

마에다치과의원 카미후꾸오까1-5-20 치 049-261-3537

마쯔무라치과 쯔루가오까1-3-47 치・소치・교 049-264-4861

MANA덴탈클리닉 아사히1-16-33 치・소치・교 049-261-8841

미도리치과 오오하라1-3-1 치・소치・치구 049-262-5255

모로오까치과의원 카미후꾸오까1-6-34DM빌딩4층 치・교・치구 049-262-2404

리즈무덴탈클리닉
우레시노2-10-37  쇼핑센터 토나리

에 후지미노 E-3층
치・소치・교・치구 049-264-0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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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모토 덴탈오피스 후지

미노
나가미야1-2-1 1층 치 049-293-1191

(3)미요시마치 

명칭 주소 진료과목 전화 번호

시미즈치과의원 후지쿠보849-21 치 049-258-7475

미요시치과의원 후지쿠보311-9 치・소치 049-258-5200

야마다치과의원 후지쿠보381-1 치・소치 049-259-3911

다이신치과의원 후지쿠보431-22 치・소치 049-259-1138

하바라치과 후지쿠보82 치・교・소치 049-258-7615

이노우에치과의원 키타나가이3-6 치・소치 049-274-1977

오가다치과소아치과의원 미요시다이6-7 치・소치 049-258-2205

야마구찌치과클리닉 후지쿠보5185 치・교・소치 049-259-0400

요시오까치과의원 후지쿠보336-1 치・소치 049-259-1821

유나이트 미요시치과 후지쿠보855-403 치・교・소치・치구 049-274-5418

우라라카 치과 의원
후지쿠보337-9베르크후지쿠보안1

층

치・교・소치・구강 외

과
049-293-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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