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ving Guide for Foreiners in 6 Languages  <Korean>

25 그 외 공공시설

25-1 경찰서

명칭 주소 전화번호

히가시이루마경찰서 후지미노시우레시노1-4-1 049-269-0110

후지미파출소
후지미시츠루세히가시2-17-

36
049-251-5542

추루세역전파출소 후지미시츠루마2643-10 049-252-9366

미즈호다이파출소
후지미시니시미즈호다이1-

19-14
049-254-2516

후지미노역전파출소 후지미노 히가시 1-16-5 049-266-4131

미즈타니파출소 후지미시미즈타니1-13-7 049-251-5664

난바타주재소 후지미시카미난바타325-1 049-252-3675

후쿠오카파출소 후지미노시후쿠오카1-5-1 049-261-4479

가수미가오카파출소
후지미노시카스미가오카1-

1-1
049-261-5956

오오이파출소
후지미노시미도리가오카1-

11-3
049-266-0390

히가시쿠보파출소 후지미노시후지미노1-8-39 049-264-8360

미요시파출소
미요시마치키타나가이359-

4
049-258-4402

25-2소방서

명칭 주소 전화번호

이루마 히가시부지구 사무조합 소방

본부

후지미노시오오이 츄우오1-

1-19
049-261-6000

니시 소방서
후지미노시오오이 츄우오1-

1-19
049-261-5837

니시 소방서 미요시 분서
미요시마치키타나가이617-

8
049-259-2036

히가시 소방서 후지미시츠루마1850-1 049-255-4119

히가시 소방서 후지미분서 후지미시미즈코4060-1 049-255-4117

히가시 소방서 후지미노분서 후지미노시카와사키2-7-3 049-267-0119

25-3 우체국

(1) 후지미시
명칭 주소 전화번호

갓세우체국 후지미시갓세728-1 049-263-0053

츠루세니시우체국 후지미시츠루세니시2-23-29 049-251-7650

츠루세히가시우체국
후지미시츠루세히가시2-15-

14
049-251-7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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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즈호다이우체국
후지미시니시미즈호다이1-

12-1
049-253-3443

난바타우체국 후지미시난바타330-1 049-251-7651

후지미히가시다이우체국 후지미시미즈코4463-1 049-251-7653

미즈타니히가시우체국
후지미시미즈타니히가시2-

12-18
048-471-4121

하네사와우체국 후지미시하네사와1-31-3 049-253-0858

(2) 후지미노시
명칭 주소 전화번호

카미후쿠오카역전우체국
후지미노시카스미가오카1-

2-12
049-263-0050

카미후쿠오카키타구치우체국
후지미노시카미후쿠오카1-

14-1
049-266-5657

코마바야시우체국 후지미노시코마니시1-6-22 049-264-2281

마츠야마우체국 후지미노시마츠야마1-3-13 049-263-0054

카미후쿠오카우체국 후지미노시후쿠오카2-1-5 049-262-2258

카메쿠보우체국
후지미노시오오이츄우오우

1-1-8
049-263-0052

히가시다이우체국 후지미노시오오이600-3 049-264-8883

미도리가오카우체국
후지미노시미도리가오카1-

10-13
049-263-1811

후지미노역니시구치우체국 후지미노시나에마1-1-20 049-263-0056

카미후쿠오카 무사시노 우체국
후지미노시 후쿠오카무사시

노10-12
049-266-4080

(3) 미요시마치
명칭 주소 전화번호

기타나가이우체국
미요시마치키타나가이376-

4
049-258-0112

미요시다이우체국 미요시마치미요시다이6-23 049-258-7472

미요시우체국 미요시마치후지쿠보320 049-258-4401

25-4 휴일급환진료소

명칭 주소 전화번호

히가시이루마의사회휴일급환진료

소

후지미노시  코 마바야시 모

또마치 3-1-20
049-264-9592

25-5 복지시설･보건위생시설

(1)후지미시
명칭 주소 전화번호

사회복지협의회 츠루마1932-7 049-254-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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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마 히가시 실버 인재센터 후쿠오카 카메쿠보3-3-17 049-266-3001

노인복지센터（빙누마장） 히가시오오쿠보3655 049-252-4810

미즈호학원 미도리노미나미2-1 049-252-3237

후지미시 장애인 상담지원센터
츠루세 히가시 1-9-26컴트루

이스트1층

 049-293-

2148

FAX

049-293-2149

후지미시 장애인 취로 지원센터
츠루세 히가시 1-9-26컴트루

이스트1층

 049-257-

7535

FAX

이루마동부무사시노작업소 카미난바타3262-1 049-252-5270

후지노키작업소 히가시오오쿠보3655 049-254-0683

이루마동부미요시노사토 미요시마치카미토메322-2 049-258-8130

유이노사토 미도리노미나미1-1 049-268-6680

건강증진센터 츠루마3351-2 049-252-3771

시키지구위생조합후지미환경센터

리사이클플라자 리사이관
갓세480 049-254-1160

이루마 히가시부지구 사무조합 정화

센터

후지미노시  코마바야시

1066
049-261-4891

고령자 안심 상담센터 무사시노
난바타닛타 16-1 특별양로

노인홈 무사시노내
049-255-6320

고령자 안심 상담센터 후지미엔
츠루마 3360-1 특별양호노

인홈 후지미엔내
049-293-1168

고령자 안심 상담센터 에브리원 츠

루세Nisi

츠루세니시2-8-25 특별양호

노인홈 애브리원 츠루세Nisi

안

049-293-8330

고령자 안심 상담센터 미즈호엔
세키자와 3-23-41 세키자와

미즈호엔내
049-256-7423

고령자 안심 상담센터 히다마리노

니와 무사시노

미즈코 1882-1 특별양호노

인홈양지 정원 무사시노 내
049-268-5005

고령자 이끼이끼후레아이 센타 츠루세니시2-8-2 049-252-0830

시민복지활동센타 파렛또 츠루마1932-7 049-255-6610

(2) 후지미노시
명칭 주소 전화번호

후지미노시사회복지협의회 본부 .카

미후꾸오카 지소

후쿠오카1-1-1 후지미노시

제3청사
049-264-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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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미노시 사회복지협의회, 오오이

지소

오오이 츄우오2-2-1 오오이

총합복지센터4F
049-266-1981

이루마 동부 실버인재센터 본부사무

소
카메쿠보3-3-17 049-266-3001

오오이종합복지센터 오오이츄우오우2-2-1 049-266-1111

후지미노시 장애인 총합상담지원센

터 리앙(생활상담)
오오이 츄우오2-2-1 049-266-1100

후지미노시 장애인 총합상담지원센

터 리앙(취로상담)
오오이 츄우오2-2-1 049-266-1186

아동발육, 발달지원센터 후쿠오카1-2-5 049-257-6656

오오이작업소 오오이무사시노1558-1 049-265-0078

오오이데이서비스센터
오오이 츄우오2-2-1 오오이

총합복지센터
049-256-3893

카미후쿠오카작업소 니시하라2-5-1 049-266-8763

나카마루 데이서비스센터 나카마루 2-2-13 049-265-8253

후지미노 시립 개호예방센터 카스미가오카1-5-1 049-264-7270

고령자 안심상담센터 가스미가오카 카스미가오카1-5-1 049-264-7620

고령자 안심상담센터 후쿠오카

후쿠오카1-1-6 후지미노시

제4청사 2층

（2022년 5월 30일부터는

후쿠오카 1-1-1 후지미노시

제3청사 2층）

049-261-1126

고령자 안심상담센터 츠루가마이 가메쿠보1811-6 049-256-6061

고령자 안심상담센터 오오이 오오이621－1 049-261-3021

보건 센터 후쿠오카1-2-5 049-264-8292

이루마 동부지역 사무소조합 코마바야시1066 049-261-4891

후지미노시・미요시마치 환경센터 코마바야시1117 049-257-5374

후지미노시 성년후견센터

오오이 츄우오2-2-1오오이

총합복지센터4층（2022년 5

월 30일부터는 후쿠오카 1-

1-1 후지미노시 제3청사 1

층）

049-266-1981

(3)미요시마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보건센터 후지쿠보7232-1

후래아이센터
키타나가이381-3　카시노키

케어센터내
049-258-7211

미요시태양의 집 후지쿠보1078-3 049-259-0058

지역포괄지원센터 미즈호엔 미요시 치쿠마자와735-1 049-293-7341

지역포관지원센터 사이타마 센트럴 카미토메2177 049-274-2080

장애자 지원시설 카시노키 케어센터 키타나가이381-3 049-25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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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마동부미요시노사토 카미토메322-2 049-258-8130

사회복지협의회
후지쿠보1100-1미요시마치

동사무소
049-258-0122

이루마 히가시 실버 인재센터 후쿠오카 카메쿠보3-3-17 049-266-3001

상담지원센터 카시노키
키타나가이381-3카시노키

케어센터내 049-274-3472

후지미노시・미요시마치 환경센터 후지미노시 코마바야시1117
049-257-5374

치매 서포트센터 후지쿠보27-9 049-259-2525

미도리학원 치쿠마자와566-1 049-258-9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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