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얼 가이드                                ※국번「086」 

 

명칭 주소 전화번호 

기타(북)구   

(기타(북)구청)   

시민보험연금과 기타구 다이쿠 1초메 1-1  

 복지 총무 담당 803-1118 

 증명 담당 803-1120 

  우편물 청구 803-1121 

 호적 담당 803-1123 

 주민 기록 담당 803-1125 

 국민건강보험연금 담당 803-1130 

(지소・지역센터 등)   

미쓰 지소 기타구 미쓰 가나가와 1020 724-1111 

다케베 지소 기타구 다케베초 후쿠와타리 489 722-1111 

이치노미야 지역센터 기타구 이치노미야 553-1 284-0501 

쓰다카 지역센터 기타구 가이타니 1682 294-2411 

다카마쓰 지역센터 
기타구 다카마쓰 하라코사이  

247 
287-3731 

기비 지역센터 기타구 니와세 416 293-1111 

아시모리 지역센터 기타구 아시모리 718 295-1111 

텐마야 지하  

시민서비스코너 

기타구 오모테초 2초메  

텐마야 지하 8 
226-8288 

(시세 사무소)   

기타구 시세 사무소 기타구 다이쿠 1초메 2-3  

 관리 담당 803-1175 

 시민세 제1~2 담당 803-1176,1177 

 자산세 토지 담당 803-1188 

 자산세 가옥 제1~2 담당 803-1179,1180 

(복지사무소)   

기타구 주오 복지사무소 기타구 시카타초 1초메 1-1  

  복지 진흥 제1~2 담당 803-1209 

  생활 복지 제1~6 담당 
803-1210～2 

1214,1252,1253 

  개호(간호)서비스 담당 803-1213 

  지역 아동 상담 센터 803-1824 

기타구 기타 복지사무소 기타구 다니만나리 2초메 6-33  

  복지 진흥 담당 251-6530 

  생활 복지 담당 251-6531 

  개호(간호)서비스 담당 251-6532 



  지역 아동 상담 센터 251-6521 

(보건센터)   

기타구 주오 보건센터 기타구 시카타 1초메 1-1 803-1265 

기타구 기타 보건센터 기타구 다니만나리 2초메 6-33 251-6515 

기타구 기타 보건센터 미쓰, 

다케베 분관(다케베 지소 내) 

기타구 다케베초 후쿠와타리 

489 
722-1114 

장애자 생활 지원 센터 기타구 다케베초 후쿠와타리 834-2 722-5200 

나카(중)구   

(나카(중)구청)   

시민보험연금과 나카구 하마 3초메 7-15  

 복지 총무 담당 901-1615 

 시민 담당 901-1616 

 국민연금담당 901-1617 

(지소・지역센터 등)   

도미야마 지역센터 나카구 마루야마 115-1 277-7211 

오카야마 후레아이센터 

시민 서비스코너 
나카구 구와노 715-2 277-7251 

히가시오카야마 

시민 서비스코너 
나카구 다카야 174 272-0034 

나카구 복지사무소 내 

시민 서비스코너 
나카구 아카사카혼마치 11-47 272-8191 

(시세 사무소)   

나카구 시세 사무소 나카구 하마 3초메 7-15  

 관리 담당 901-1608 

 시민세 담당 901-1609 

 자산세 토지 담당 901-1610 

 자산세 가옥 담당 901-1611 

(복지사무소)   

나카구 복지사무소 나카구 아카사카혼마치 11-47  

 복지 진흥 담당 901-1231 

  생활 복지 제1~4 담당 901-1232 

 개호(간호)서비스 담당 901-1233 

  지역 아동 상담 센터 901-1234 

(보건센터)   

나카구 보건센터 나카구 구와노 715-2 274-5164 

히가시(동)구   

(히가시(동)구청)   

시민보험연금과 
히가시구 사이다이지 미나미  

1초메 2-4 
 

 복지 총무 담당 944-5017 



 시민 담당 944-5018 

 국민연금 담당 944-5022 

   

(지소・지역센터 등)   

세토지소 히가시구 세토초 세토 45 952-1111 

조토 지역센터 

히가시구 나라바라 466 

(2021년 12월(예정)부터 히가시

구 히가시 히라지마 191) 

297-4211 

고즈 시민 서비스센터 히가시구 구로가네 113-1 279-0016 

아사히 시민 서비스센터 히가시구 니시카타오카 67 947-0010 

만토미 서비스코너 히가시구 세토초 만토미 257 953-0610 

(시세 사무소)   

히가시구 시세 사무소 
히가시구 사이다이지 미나미 

1초메 2-4 
 

 관리 담당 944-5010 

 시민세 담당 944-5011 

 자산세 토지 담당 944-5012 

 자산세 가옥 담당 944-5014 

(복지사무소)   

히가시구 복지사무소 

 

히가시구 사이다이지 나카2초메 

16-33 
 

 복지 진흥 담당 944-1822 

  생활 복지 담당 944-1884 

 개호(간호)서비스 담당 944-1885 

  지역 아동 상담 센터 944-0131 

(보건센터)   

히가시구 보건센터 
히가시구 사이다이지 나카노혼

마치 4-5 
943-3210 

미나미구   

미나미(남)구청   

시민보험연금과 
미나미구 우라야스 

미나미마치495-5 
 

 복지 총무 담당 902-3515 

 시민 담당 902-3516 

 국민 연금 담당 902-3517 

(지소・지역센터 등)   

나다사키 지소 미나미구 가타오카 207 363-5201 

세노 지역센터 미나미구 미시마 1024-8 282-3121 

후쿠다 지역센터 미나미구 고신덴 1186 282-1131 



고조 지역센터 

미나미구 나카우네 593 

(2022년 5월(예정)까지 임시청사

(고조 공민관 부지내ᆞ미나미구 

나카우네 589-1)) 

298-3131 

후지타 지역센터 미나미구 후지타 508 296-2221 

고지마 지역센터 미나미구 기타우라 716 267-2231 

후쿠하마 지역센터 
미아미구 후쿠토미나카1초메16-
22 265-4181 

(시세 사무소)   

미나미구 시세 사무소 
미나미구 우라야스 미나미마치 

495-5 
 

 관리 담당 902-3510 

 시민세 담당 902-3511 

 자산세 토지 담당 902-3512 

 자산세 가옥 담당 902-3513 

(복지 사무소)   

미나미구 니시 복지사무소 미나미구 세노880-1  

  복지 진흥과 

281-9620   생활 복지 담당 

  개호(간호)서비스 담당 

  지역 아동 상담 센터 281-9652 

미나미구 복지사무소 미나미구 후쿠다 690-1  

  복지 진흥과 230-0321 

  생활 복지 담당 230-0322 

  개호(간호)서비스 담당 230-0323 

  지역 아동 상담 센터 261-7127 

(보건 센터)   

미나미구 니시 보건센터 미나미구 세노 880-1 281-9625 

미나미구 미나미 보건센터 미나미구 후쿠다 690-1 261-7051 

 발행 2021    최종조정 2021.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