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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레야마시민 가이드북(2019 년 6 월 발행)은 NPO 법인 나가레야마시국제교류협회(NIFA) 

외국어지원사업부가 외국인들의 생활의 편리함을 돕기위해 번역한 자료입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다소 다를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시민 가이드북 

내용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계창구 안내전화나 NPO 법인 나가레야마시국제교류협회(NIFA) 

 http://nifa-home.sakura.ne.jp/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9 년 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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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청 
나가레야마시청    치바현나가레야마시헤와다이 1-1-1  Tel 04-7158-1111 

http://www.city.nagareyama.chiba.jp/ 

                  8;30-17;15/토,일,축일,연말연시(12/29-1/3)휴무 

수위실; 접수창구가 휴무시 취급가능한 사무 

1) 각종 호적관계 접수 

2) 장례 허가증 교부신청서 접수및 허가증 교부 

3) 윙그홀가시와장례식장 예약(사망신고서시) 

1-2 출장소 (월-금)축일,연말연시제외 8;30-17;00 

도부출장소 치바현나가레야마시나즈가리 313-1(나무도서관내) 04-7144-2175 

미나미나가레야마출장소 치바현나가레야마시미나미나가레야마 3-3-1 

(미나미나가레야마센터내) 

04-7159-4512 

에도가와다이출장소 치바현나가레야마시에도가와다이히가시 1-4 04-7152-3132 

오다카노모리출장소 치바현나가레야마시오다카카노모리기타 1-2-1 

(스타츠오다카노모리홀 2층) 

월-금(축일,연말연시제외)8;30-19;00 

토(축일,연말연시제외)8;30-17;00 

04-7154-0333 

2 상담창구 

등기상담 04-7158-1616 정신상담 04-7150-6081 

교통사고상담 04-7158-1616 어린이언어장애상담 04-7154-4844 

외국인상담 04-7158-1616 연금상담 04-7150-6110 

소비생활상담 04-7158-0999 외부단체에 의한 상담 문의 

육아상담 

헤와다이보육원 04-7158-1435 치바현변호사회법률상담 047-366-6611 

에도가와다이보육원 04-7152-0648 교통사고상담 047-368-8000 

무카이고가네보육원 04-7174-8853 치바현남녀공동산각센터 04-7140-8605 

어린이와 가정상담 04-7158-4144 세금에 관한 상담창구 047-363-1171 

교육상담 04-7150-8390 장애자 종합상담 04-7154-8716 

청소년상담 04-7158-7830/04-7158-7833 알코올 의존증 04-7153-7422 

육아교육상담 04-7154-8781 연금,노동문제 047-345-9992 

일상생활상담 04-7159-4735 

어린이성장,발달상담 04-7154-4844 

 
3-1 호적 04-7150-6075 

신청종류 언제까지 누가 어디에 필요한 서류 

출생신고 태어난 날 부터 14 일 

이내 
부모등 

부모의 

본적지/제출인의 

소재지/ 태어난 곳 

출생신고서/모자건강수

첩/신청인 도장 

사망신고 사망사실을 안 날 부터 

7 일 이내 
친족 사망자의 

본적지/제출인의 

주소지/사망장소 

망진단서/신청인 도장 

혼인신고 
서류제출 한 날 부터 

법률상으로 효력 발생 

부 또는 처 
부 또는 처의 

본적지/ 주소지 

부부양자의 

도장/호적등본*증인 2

명 

양자신고 
서류제출 한 날 부터 

법률상으로 효력 발생 

양부, 양자(양자가 

15 세미만일 경우 

대리권자) 

양부모 또는 

양자의 

본적지/주소지 

양부모 및 양자의 

도장/호적등본*증인 2

명 

호적변경

신고 

서류제출 한 날 부터 

법률상으로 효력 발생 

필두자 및 그 

배우자 

현재의 

본적지/호적 

변경지/주소지 

인감(신청인)/호적등본 

http://www.city.nagareyama.chiba.jp/


3-2 주민등록 

신고종류 언제까지 누가 필요한 서류 

전입신고 전입한 날 부터 

14 일이내 

본인, 

세대주 

전출증명서(전소재지)/본인확인서류/외국인재류카드 

전출신고 전출하는 날 부터 

대략 14 일 이내 

본인, 

세대주 

본인확인서류 

주소변경신고 주소변경날 부터 

14 일이내 

본인, 

세대주 

전출증명서(전소재지)/본인확인서류/외국인재류카드 

세대주변경신고 신고한날 부터 

변경 

새세대주 본인확인서류 

*특별영주자의 각종 신고제출은 시청에서 가능 

3-3 인감; 04-7150-6070 
*인감등록 

인감등록 가능한자 만 15 세이상 나가레야마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외국인포함) 

등록신청에 필요한 것 본인이 등록하는 경우 본인확인서류/등록하는 인감 

대리인이 등록신청하는 경우 등록하는 인감/대리인의 

확인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교부 

교부신청에 필요한 서류 인감등록증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4-1 세금; 04-7150-6073 

국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소비세 등 

현세 개인사업세 법인사업세 개인현민세 법인현민세 부동차취득세 자동차세등 

시 현민세(주민세) 개인시민세/법인시민세/재산세/경자동차세/특별토지보유세/도시계획세등 

전년중(1~12 월)의 소득을 기초로 1 월 1 일 현주소지가 있는 곳. 

*신고서는 시가 적정한 소득과 세금액계산을 위한 과세자료로 소득세의 신고납세제도(확정신고)와는 다름.  

신고기한 3 월 15 일 

신고필요 대상자  시내에 주소지가 있는 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단 다음에 해당자는 필요없음. 

(1)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자  

(2)전년중의 소득이 급여소득만으로 근무처에서 시청에 급여지불보고서를 제출한 자 

(3)연금수급자로 지불처에서 시청에 연금지불보고서를 제철한 자 

*전년도 중에 퇴직하고 그해 12 월 31 일 현재 근무히지 않은 자는 확정신고 또는 주민세 신고가 필요함.  

*소득이 없는 자라도 동거하는 자의 부양공제대상이 아닌 경우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복지관계 사무자료나 국민건강 보험료의 경감및 비과세증명서등 기초자류가 됨)  

4-2 경자동차세; 04-7150-6073 
경자동차세 과세와 등록수속 

차종 신고연락처 수속에 필요한 곳 납세방법 

원동기장치자전차 

/소형특수자동차 

04-7150-

6073 

(신규등록) 

판매증명소/도장 

(양도 명의병경) 

번호판/표지교부증명서/                             

양도증명서/도장                                        

*폐차(또는 전출인 경우)된 경우; 

폐차증명서/도장/                             

번호판/표지교부증명소/인감                                       

*도난 폐기처분등의 경우는 문의                      

*통지서로 납세. 

*경자동차세 감면 

;신체 장애인수첩 

경이륜(125cc 초과 250cc 이하) 

이륜 소형자동차(250cc 초과)     

04-7150-6073 

사륜경자동차     050-3816-3117/04-7150-6073 



*자동차임시운행허가증(임시번호); 신규등록 되지 않거나 자동차 검사의 유효 기한이 만료된 자동차의  

등록,차량검사를 목적으로 회송하는 경우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을 교부.                                             

4-3 고정자산세; 04-7150-6074     

납세의무자; 시내에 고정자산(토지 가옥 상가자산)을 소유하고 있고 고정자산가격(평가액)을 기초로 

산정되는 세액을 시청에 납부        

*세금관계증명서교부(출장소에서도 가능)                    

종류 내용 

과세증명서 1 월 1 일현재 나가레아마시에 거주하는 분에 대한 전년분 소득에 대해 

시현민세과세액 및 전년 수입금액,소득금액,각종 공제금액등을 증명 

비과세증명서 1 월 1 일현재 나가레야마시에 거주하는 분에 대한 전년분 소득에 대해 

시현민세과세액이 비과세 임을 증명 

소득증명서 1 월 1 일현재 나가레야마시에 거주하는 분에 대한 전년분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증명 

소득증명소 

(아동수당용) 

1 월 1 일현재 나가래야마시에 거주하는 분에 대한 작년분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각종 공제금액등 증명하 

고정자산평가증명서 토지 가옥에 대한 고정자산평가액에 관한 증명 

고정자산공과증명서 토지 가옥에 대한 고정자산세액 도시계획 세액에 관한 증명 

고정자산평가공과증명서 토지 가옥에 대한 고정자산평가액 및 고정자산세액 도시계획에 관한 증명 

시세납세증명서 시 현민세 고전자산세 도시계획세 및 경자동차세 대해서 납세상황을 증명 

법민시민세납세증명서 법시민세의 납세상황을 증명(시청 세제과에서만 교부) 

계속검사(차량)용납세증명서 경자동차의 계속검사(차량) 때 필요한 경자동차세 납세상황을 증명 

 
5, 생활         
5-1 재해대책; 04-7150-6312 

안심메일 04-7150-6076 

지역안전네트워크 04-7150-6079/04-7168-1009 

방재행정무선전화서

비스 

04-7150-6312 

이재증명 04-7150-6312 

재해구원물자등배분

제도(일본적십자사

치바현지부) 

04-7150-6079 

재해의원금제도 04-7150-6079 

재해의원금 04-7159-4735 

*만일의 재해 대비를 위해 사전에 가족전원과 가정방재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가까운 피난소을 확인합시다.  

5-2 소방; 04-7158-0270 

소방본부 예방과 04-7158-0270 

소방방재과  04-7158-0151 

중앙소방서 04-7158-0266 

히가시소방서 04-7146-0119 

기타소방서 04-7152-0119 

미나미소방서  04-7159-0119   

*주택용화재경보기설치/위험물시설 허가등/방화대상물 사용시/행사 개최할 경우/화재증명서 발행/재해시 

재해정보 안내; 04-7158-0121/구급반송 증명서 

 5-3 자전거 대책; 04-7150-6093 
*관리운영 

공익사단법인 나가레야마 실버 인재센터  04-7155-3669 

류테쓰나가레야마선 나가레야마역/헤와다이역/히레가사키역 

토부아반파크라인선 운가역/에도가와다이역/하쓰이시역 

    



공익재단법인 자전거주차장 정비센터 03-6262-5322 

쓰쿠바엑스프레스선 미나미나가레야마역 04-7158-6969 

나가레야마센트럴파크역 04-7158-6969 

나가레야마오다카노모리역(북쪽) 04-7156-0929 

      *방치자전거대책 

히레가사키 방치 자전거 보관장소 나가레야마시히레가사키 1262-1/ 04-7158-9386 

히라카타 자전거 보관장소 나다레야마시히라카타 92-2/ 04-7153-6460 

  주)반환시; 신분증명서(보험증,면허증등),이송,보관 비용 1,000 엔. 

인수자가 없는 자전거는 60 일간 보관 후 처분 

5-4 교통사고 대비; 04-7150-6093 

*교통재해 공제제도(공제 위로금지급) 

5-5 자치회, 커뮤니티활동 04-7150-6076 
*자치회관건설 등 보조/커뮤니티활동중 사고 지원/나가레야마시민활동단체 공익사업보조금/방범등설치 

5-6 화장장안내; 04-7131-6649 

*문의; 윙그홀 카시와장례식장( 화장,영구차,식장,제단,영안실) 

 
6, 쾌적한 환경 
6-1 그린센터/쓰레기,재활용품; 04-7157-7411 
 환경정책,방사능대책과 04-7150-6083/동물등록,말소와 예방 04-7150-6083/동물사체처리 04-7157-7411 

6-2 토지 

구역 및 명칭의 변경증명서 04-7150-6067 

도시계획증명서 04-7150-6087 

토지매매등 신고 04-7150-6087 

지구계획구역내 건축행위등신고 04-7150-6087 

경관조례에 따른 사전협의 및 신고 04-7150-6087 

개발행위허가신청 04-7150-6089 

6-3 주거; 04-7150-6088 
*건축행위신청/내진진단 및 목조주택내진개수보수보조사업/시영주택 

6-4 상수도; 04-7159-5311 
*수도사용시/수도요금자동이체/수도사용중지/수리가 필요 할 때 

6-5 하수도; 04-7150-6097 
*하수도사업수익자부담금/ 배수설비공사/하수도사용료(04-7159-5311) 

6-6 도로; 04-7150-6093 
공원,녹화; 04-7150-6092 

 

7 의료,건강; 04-7154-0331 
7-1 건강검진 

검진명 대상 방법 내용 실시장소 

위암 40 세이상 집단 위 X 선간접촬영 보건센터,공민관등 

결핵,폐암 40 세이상 집단 흉부 X 선간접촬영 보건센터,공민관등 

대장암 40 세이상 개별 채변검사 지정의료기관 

자궁암 20 세이상 여성 집단 경부세포진찰 보건센터,공민관등 

개별 경부세포진찰 

체부세포진찰 

지정의료기관 

 

유방암 30-39 세 여성 개별 문진,시진,촉진 지정의료기관 

40-49 세 여성 개별 맘모그래픽(2 방면) 지정의료기관 

50 세이상 여성 집단 마모그래픽(1 방면) 보건센터 

골다공증 40,45,50,55,60,65,70 세 여성 집단 골밀집도측정 보건센터,공민관등 

치주염 임부,20.30 세 및 40 세 이상 개별 치주병등검사 지정의료기관 

특정건강검진 나가레야마시국민건강보험가입자 개별 메다볼릭 지정의료기관 



.40-75 세미만 신드롬검진,혈액검사등 

고령자건강검

진 

치바현후기고령자의료제도 

가입자 

개별 생활습관병에 

관한검진,혈액검사 

지정의료기관 

간염바이러스 40 세이상(과거 간염바이러스 

미검진 

개별 혈액검사(B,C 형간염) 지정의료기관 

7-2 보건 각종 강좌와 상담 
*건강만들기강좌/건강교육/영양강좌/건강상담/식사상담/건강증진교실 

건강수첩교부,방문지도,건강체크코너,방문치과,평일야간,휴일진료,헌혈,모자보건사업,야간소아구급 

 

8 복지 
8-1 간호보험; 04-7150-6531 
8-2 고령자를 위해 

고령자의료제도 04-7150-6080 

일상생활도우미,상담 04-7150-6080 

침구건조서비스/긴급용 구조호루라기 배포/긴급통보장치기(소득제한있음)/외출지원 서비스/방문 

산발 서비스/양로원 입소상담/고령자등 시내이동 서비스(사전등록)/구급정보 세트베포/고령자 

생활관리 지도 단기 숙박 서비스/나가레야마시 방문간호 스테이션/일상생활 자립지원사업(유료) 

급식서비스 04-7150-6531 

보람과 교양 04-7158-8181 

노인클럽/교양강좌개최/독거고령자초대/경로버스/고령자교류의 집 

8-3 장애자를 위해; 04-7150-6081 
수첩 

신체장애자수첩/요양수첩/정신장애자 보건복지수첩 

수당 

특별장애자수당/장애아동복지수당/시복지수당/특별아동부양수당/심신장애자부양수당 

원조; 04-7150-6081 

장애복지서비스/자립지원의료(갱생,육성,정신과통원)/복지보양소이용조성/중도장애자(아동)의료비조성/일상

생활용품급부/보조기구비지급/장애자자동차운전면허취득비조성/신체장애자용자동차개조비조성/생활복지자

금대부제도/특정질병요양자위로금지급제도/수화통역자등 파견 및 

수화통역자설치/휠체어대여/복지택시이용권교부/연료비이용권교부/일시개호료조성/ 

8-4 한부모가정등을 위해; 04-7150-6082 
아동부양수당/아동육성수당/유족아동수당/모자가정등에 자금대부/한부모가정의 의료비조성/모자가정등 

자립지원교육훈련급부제도/모자가정등 고등직업운련축진금제도 

8-5 어린이부양; 04-7150-6124 
보육원/송영보육스테이션사업/방과후학동클럽/아동관,아동센터/육아지원센터/어린이의료비조성/육아살롱/어

린이놀이방/아동수당/어린이단기숙박/가족서포트센터 

8-6 생활 곤란자를 위해; 04-7150-6079 

생활보호제도/사랑의 자금대부제도/생활복지자금대부제도 

8-7 이 외; 04-7150-6070 
부양자건강관리위로금제도 

 

9 건강보험,연금; 04-7150-6077 
9-1 건강보험,연금 
국민건강보험가입자/국민건강보험피보험자증/국민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급부/보험을 받을 수 없는 

치료/국민건강보험고액요양비자금대부제도/안마,맛사지,지압,침,뜸시설이용에 대한 조성/종합검진 및 뇌검사 

이용조성 

9-2 국민연금; 04-7150-6110 
국민연금가입대상자/국민연금종류와 

수급요령/국민연금보헌료납부/국민연금보험료면제/청년납부유예제도/학생납부특별제도/국민연금신고 

 

 



10 문화,스포츠; 04-7150-6106 
10-1 문화활동 
시민참가; 시민음악제/ 유유대학/공민관강좌/사회교육관련단체등록 

예술의 만남; 문화제/시민예술극장/갈롱콘서트/사계절화도전/시민갤러리전 

사회교육; 시청각교재,기기대여/평생학습정보제공 

10-2 스포츠; 04-7150-6106 
시민스포츠,휘트니스/건강조깅강습회/풀장강습회/나가레야마마라톤대회 

10-3 도서관; 04-7159-4646 
10-4 박물관; 04-7159-3434; 문화재보호/매장문화재기럭보전 

  

11 교육 
11-1 입원,입학수속 

시립유치원 04-7152-0353 

사립유치원 04-7150-6124 

초등학교입학 04-7150-6104 

중학교입학 04-7150-6104 

전입,전학 04-7150-6104 

특별지원학급설치상황 04-7150-6104 

입학준비금대부 04-7150-6103 

11-2 청소년건전육성 

청소년을 위한 행사 04-7150-6106 

청소년단체 04-7150-6106 

청소년건전육성단체 04-7150-6106 

청소년비행방지 04-7159-5400 

12 농업,상공업 
13-1 농업에 종사; 04-7150-6102 

13-2 중소기업을 경영; 04-7150-6085 

13-3 취업을 위해; 04-7150-6085 

 

13 시의회,선거 
*시의회; 04-7150-6099/선거; 04-7150-6100 

 

14 시설가이드; 04-7159-1212 

스포츠시설 참고 

종합운동공원 및 

각종스포츠시설  

실내)농구,배구,배드민턴,탁구,유도,검도,궁

도,런닝코스,트레닝,회의실 

실외)야구 

하천야구장 04-7159-1212 

신가와스포츠경기장 다목적광장(소년야구장,소프트볼,소년축구

,정원골프 

오다카노모리스포츠경기장 다목적광장(소년야구장,소프트볼,소년축구

,정원골프등 

도부스포츠경기장 다목적광장(소년야구장,소프트볼,소년축구

,정원골프 

시민

풀장 

나가레야마시민풀장 개장기간; 매년제 1 토-9 월제 1 일요일 

호쿠부시민풀장 

도부시민풀장 

호쿠부유도장 04-7159-1212 

남부유도장 

아동시설 



고마키아동관(고마키복지회관내) 

에도가와다이아동센터(에도가와다이복지회관내) 

오모이아동센터(오모이복지회관내) 

무카이고가네아동센터(무카이고가네복지센터내) 

쥬다유아동센터(쥬다유복지회관내) 

노노시타아동센터(노노시타복지회관내) 

아카기아동센터(아카기복지회관내) 

지역육아지원센터유유 

학동클럽 

학동보육소 전화 대상 

에도가와다이제 1 학동클럽 04-7154-2277 에도가와다이초등학교 

에도가와다이제 2,3 학동클럽 

무카이고가네초등학교 

제 1 학동클럽, 

무카이고가네초등학교구 

제 2 학동클럽 

04-7173-9313 무카이고가네초등학교 

아즈마학동클럽 04-7146-8558 히가시초등학교 

치비코노비노비클럽 04-7158-7560 나가레야마기타초등학교 

치비코나카요시클럽 04-7158-7560 나가레야마기타초등학교 

오소라학동 04-7158-3568 나가레야마초등학교 

히요도리학동클럽 04-7145-4414 나가사키초등학교 

소요가제학동클럽 04-7150-5797 야기미나미초등학교 

야마비코룸 04-7152-2231 야기기타초등학교 

아스나로학동클럽 04-7159-7970 미나미나가레야마초등학교 

히마와리제 1 학동클럽 04-7150-3366 히레가사키초등학교 

히마와리제 2 학동클럽 04-7158-7850 

단뽀뽀학동클럽 04-7155-3636 니시후카이초등학교 

쓰크신보학동클럽 04-7154-2114 신카와초등학교 

모리노이에제 1 학동클럽 04-7156-0778 히가시후카이초등학교 

모리노이에제 2 학동클럽 04-7158-7850 

니시하쓰이시어린이룸 04-753-5100 니시하쓰이시초등학교 

제 1 오타카노모리룸 04-7155-8077 오야마초등학교 

제 2 오타카노모리룸 04-7154-1131 

오타카노모리초등학교 

학동클럽 

04-7159-7061 오타카노모리초등학교 

 

15 빠른 전화안내 
⦿ 행정서비스시설 

〇시청,출장소 

나가레야마시청 04-7158-1111 〒270-0192 나가레야마시헤와다이 1-1-1 

시민상담실 04-7158-1616 ″ 

가정아동상담실 04-7158-4144 ″ 

소비생활센터 04-7158-0999 ″ 

에도가와다이역앞출장소 04-7152-3132 〒270-0111 나가레야마시에도가와다이히가시 1-4 

오타카노모리시민센터 04-7154-0333 〒270-0119 나가레야마시오다카노모리기타 1-2-1 

도부출장소 04-7144-2175 〒270-0145 나가레야마시나즈카리 314 

미나미나가레야마출장소 04-7159-4512 〒270-0163 나가레야마시미나미나가레야마 3-3-1 

〇이외 

보건센터 04-7154-0331 〒270-0121 나가레야마시니시후카이 4-1433-1 



평일야간,휴일진료 04-7155-3456 〒270-0121 나가레야마시니시후카이 4-1433-1 

(보건센터내) 

니시히라이,히레가사키 

지구구획정리사무소 

04-7157-6100 〒270-0192 나가레야마시헤와다이 1-1-1 

그린센터 04-7157-7411 〒270-0174 나가레야마시시모하나와 191 

모리노마치에코센터 04-7154-5736 〒270-0102 나가레야마시고노스다이 1594 

상하수도국(고객상담센터) 04-7159-5311 〒270-0121 나가레야마시오다카노모리니시 1-19 

지역직업상담실 

(죱서포트나가레야마) 

04-7156-7888 〒270-0111 나가레야마시에도가와다이히가시 1-4 

⦿ 소방 

소방본부,중앙소방서 04-7158-0119 〒270-0175 나가레야마시미와노야마 1-994 

히가시소방서 04-7158-0119 〒270-0144 나가레야마시마에가사키 449-1 

미나미소방서 04-7158-0119 〒270-0163 나가레야마시미나미나가레야마 3-9-6 

호쿠부소방서 04-7158-0119 〒270-0103 나가레야마시미하라 2-139-1 

⦿ 사회교육시설 

〇공민관 

문화회관(중안공민관,시민회관) 04-7158-3462 〒270-0176 나가레야마시가 1-16-2 

호쿠부공민관 04-7153-0567 〒270-0103 나가레야마시미하라 1-158-2 

도부공민관 04-7144-2988 〒270-0145 나가레야마시나즈카리 756-4 

하쓰이시공민관 04-7154-9101 〒270-0121 나가레야마시니시하쓰이시 4-381-2 

미나미나가레야마센터 04-7159-4511 〒270-0163 나가레야마시미나미나가레야마 3-3-1 

오타카노모리센터 04-7159-7031 〒270-0128 나가레야마시오다카노모리니시 2-13-1 

〇도서관 

중앙도서관 04-7159-4646 〒270-0176 나가레야마시가 1-16-2 

모리노도서관 04-7152-3200 〒270-0101 나가 91 레야마시히가시후카이 9 

기노도서관 04-7145-8000 〒270-0145 나가레야마시나즈카리 756-4 

호쿠부분관 04-7154-8000 〒270-0103 나가레야마시미하라 1-158-2 

하쓰이시분관 04-7154-9100 〒270-0121 나가레야마시니시하쓰이시 4-381-2 

미나미나가레야마분관 04-7159-4000 〒270-0163 나가레야마시미나미나가레야마 3-3-1 

오다카노모리어린이도서관 04-7159-7041 〒270-0128 나가레야마시오다카노모리니시 2-13-1 

〇박물관 

박물관 04-7159-3434 〒270-0176 나가레야마시가 1-1225-6 

〇기념관 

잇싸소쥬기념관 04-7150-5750 〒270-0164 나가레야마시나가레야마 6-670-1 

〇문화시설 

샤노아틀리에슈메 04-7150-3536 〒270-0164 나가레야마시나가레야마 6-562-2 

〇평생학습시설 

평생학습센터(나가레야마엘즈) 04-7150-7474 〒270-0153 나가레야마시나카 110 

청소년지도센터 04-7159-5400 〒270-0153 나가레야마시나카 110(평생학습센터내) 

스타츠오다카노모리홀 04-7186-7638 〒270-0119 나가레야마시오다타노모리기타 1-2-1 

겐키무라캠프장 04-7150-

6106(평생학습과) 

〒270-0144 나가레야마시마에가사키 582 

〇체육시설 

기코만아리나 04-7159-1212 〒270-0135 나가레야마시노노시타 1-40-1 

〇체육시설   

종합운동공원야구장 04-7159-1212 〒270-0135 나가레야마시노노시타 1-29-4 

종합운동고원정구장 04-7159-1212 〒270-0135 나가레야마시노노시타 1-29-4 

〇체육시설   

나가레야마시민풀장 04-7158-5276 〒270-0176 나가레야마시가 1-16-4 



호쿠부시민풀장 04-7155-3864 〒270-0101 나가레야마시히가시후카이 837 

도부시민풀장 04-7143-5577 〒270-0145 나가레야마시나즈카리 756-3 

하천야구장 04-7159-1212 〒270-0162 나가레야마시기 

오다카노모리스포츠경기장 04-7157-2225 〒270-0122 나가레야마시오그로 113-3 

도부스포츠경기장 ″ 〒270-0145 나가레야마시나즈카리 121-1 

남부유도장 04-7159-1212″ 〒270-0164 나가레야마시나가레야마 965-14 

호쿠부유도장 ″ 〒270-0112 나가레야마시아오타 109-1 

⦿ 복지,아동시설 

케어센터 04-7159-7377 〒270-0157 나가레야마시헤와다이 2-1-2 

-사회복지협의회 04-7159-4735 〒270-0157 나가레야마시헤와다이 2-1-2(케어센터 3 층) 

-자원봉사센터 04-7159-4939 〒270-0157 나가레야마시헤와다이 2-1-2(케어센터 3 층) 

북부고령자 모든 상담실 

(북부지역포활지원센터) 

04-7155-5366 〒270-0111 나가레야마시에도가와다이히가시 2-19 

(구)에도가와다이출장소 

북부서고령자 모든 상담실 04-7197-2953 〒270-0116 나가레야마시나카노구기 421(하나노이로내) 

중부고령자 모든 상담실 

(중부지역포활지원센터) 

04-7150-2953 〒270-0174 나가레야마시시모하나와 409(도카쓰병원내) 

동부고령자 모든 상담실 

(동부지역포활지원센터) 

04-7148-5665 〒270-0135 나가레야마시노노시타 2-488-5(아자미원내) 

남부고령자 모든 상담실 

(남부지역포활지원센터) 

04-7159-9981 〒270-0157 나가레야마시헤와다이 2-1-2 

(케어센터 2층) 

고령자복지센터모리노클럽 04-7152-2373 〒270-0101 나가레야마시히가시후카이 989 

고마기복지회관,고마기아동관 04-7154-4821 〒270-0113 나가레야마시고마기 221-3 

나가레야마복지회관 04-7159-1520 〒270-0164 나가레야마시나가레야마 2-102 

에도가와다이복지회관, 

에도가와다이아동센터 

04-7154-3026 〒270-0111 나가레야마시에도가와다이히가시 1-251 

니시후카이복지회관 04-7154-3120 〒270-0107 나가레야마시니시후카이 313 

오모이복지회관,오모이아동

센터 

04-7159-5666 〒270-0154 나가레야마시오모이 79-2 

무카이고가네복지회관, 

무카이고가네아동센터 

04-7173-9320 〒270-0143 나가레야마시무카이고가네 2-192-2 

히가시후카이복지회관 04-7155-3638 〒270-0101 나가레야마시히가시후카이 498-30 

미나미복지회관 04-7155-3160 〒270-0124 나가레야마시미나미 102-2 

쥬다유복지회관,쥬다유아동

센터 

04-7154-5254 〒270-0133 나레야마시오다카노모리히가시 

2-5-3(오야마초등학교내) 

나즈카리복지회관 04-7144-5510 〒270-0145 나가레야마시나즈카리 274 

아카기복지회관,아카기아동

센터 

04-7158-4545 〒270-0164 나가레야마시나가레야마 8-1071 

노노시타복지회관,노노시타

아동센터 

04-7145-9500 〒270-0135 나가레야마시노노시타 2-709-3 

미나미나가레야마복지회관 04-7150-4320 〒270-0163 나가레야마시미나미나가레야마 3-3-1 

헤와다이복지회관 04-7158-4264 〒270-0157 나가레야마시헤와다이 5-45-34 

시모하나와복지회관 

(홋토플라자시모하나와) 

04-7150-4126 〒270-0174 나가레야마시시모하나와 227 

지역육아지원센터유유 04-7144-7926 〒270-0134 나가레야마시나가사키 2-561 

호쿠부고령자취미의 집 04-7152-2373 

(모리노클럽) 

〒270-0101 나가레야마시히가시후카이 989(모리노클럽내) 

남부고령자취미의 집 〒270-0164 나가레야마시나가레야마 9-500-39 

도부고령자취미의 집 〒270-0145 

나가레야마시나즈카리 274(나즈카리복지회관내) 

장애자복지센터 04-7155-3638 〒270-0101 나가레야마시히가시후카이 498-30 



 (히가시후카이복지회관내) 

아동발달지원센터 

(양육상담실) 

04-7154-4844 〒270-0113 나가레야마시고마기다이 221-3 

아동발달지원센터 

(유아언어상담실) 

04-7154-4844 

사쓰기원(심신장애자복지사업소) 04-7154-5188 〒270-0113 나가레야마시고마기다이 238-1 

장애자취노지원센터 04-7155-6421 〒270-0113 나가레야마시고마기다이 228-1(사쓰기원내) 

현립특별지원학교나가레야

마고등학원 

04-7148-0200 〒270-0113 나가레야마시노노시타 22-296-1 

에도가와다이패밀리서포트

센터 

04-7153-4151 〒270-0113 나가레야마시에도가와다이히가시 1-4  

에도가와다이역앞청사 1층 

오다카노모리패밀리서포트

센터 

04-7199-2282 〒270-0138 나가레야마시오다카노모리히가시 1-2-1 

라이프가든나가레야마오다카노모리 3 층 303 호 

⦿ 커뮤니티시설 

제 2 커뮤니티홈 04-7144-4258 〒270-0135 나가레야마시노노시타 3-797 

제 3 커뮤니티홈 04-7158-8465 〒270-0146 나가레야마시시바자키 373-3 

시민활동추진센터 04-7150-4355 〒270-0153 나가레야마시나카 110(나가레야마엘즈내) 

⦿ 근로자시설 

커뮤니티플라자 

-근로자종합복지센터 04-7155-5701 〒270-0122 나가레야마시오그로 25-17 

-근로자체육시설 〒270-0122 나가레야마시오그로 64-1 

⦿ 관공서 

국토교통성에도가와하천부지사무소운가출장소 04-7152-0102 〒270-0107 나가레야마시니시후카이 836 

도카쓰지역정비센터,나가레야마구획정리사무소 04-7150-4500 〒270-0163 

나가레야마시미나미나가레야마 1-13  

도시재생기구치바죠반개발부(나가레야마) 04-7153-8011 〒270-0132 나가레야마시고마기 709-3 

기타치바광역수도기업단치바정수장 04-7159-4231 〒270-0172 

나가레야마시기리가야지와타 130 

나가레야마유료도로관리사무소 04-7158-3940 〒270-0172 나가레야마시기리가야 256 

나가레야마운전면허센터 04-7147-2000 〒270-0144 나가레야마시마에가사키 217 

⦿ 우체국 

나가레야마우체국(대표) 04-7155-7117 〒270-0199 나가레야마시니시하쓰이시 4-1423-1 

신카와우체국 04-7152-4252 〒270-0101 나가레야마시히가시후카이 318 

야기우체국 04-7152-4254 〒270-0113 나가레야마시고마키다이 209 

에도가와다이우체국 04-7152-4253 〒270-0111 나가레야마시에도가와다이히가시 3-2 

마쓰가오카우체국 04-7145-9743 〒270-0141 나가레야마시마쓰가오카 1-456-10 

니시하쓰이시우체국 04-7152-4255 〒270-0121 나가레야마시니시하쓰이시 3-104-3 

오타카노모리우체국 04-7156-2228 〒270-0121 나가레야마시오다카노모리미나미 1-5-1 

오타카노모리 SC ANNEX1 층 

히레가사키우체국 04-7158-1200 〒270-0161 나가레야마시히레가사키 1307-2 

후지미다이우체국 04-7155-1258 〒270-0127 나가레야마시후지미다이 2-2-5 

미나미나가레야마우체국 04-7159-7633 〒270-0163 나가레야마시미나미나가레야마 6-7-1 

가다이우체국 04-7158-3401 〒270-0176 나가레야마시가 4-17-26 

헤와다이우체국 04-7158-4760 〒270-0157 나가레야마시헤와다이 5-42-19 

⦿ 경찰서 

나가레야마경찰서 04-7159-0110 〒270-0175 나가레야마시오다카노모리니시 3-744-4 

-나가레야마오타카모리역앞파출소 04-7152-5234 〒270-0121 나가레야마시오다카노모리미나미 1-2-4 

-나가레야마센트럴파크역앞주재소 04-7159-2565 〒270-0152 나가레야마시마에히라이 154-2 

-나가레야마중앙파출소 04-7159-5641 〒270-0176 나가레야마시가 6-1579 



-에도가와다이파출소 04-7153-4093 〒270-0115 나가레야마시에도가와다이니시 2-4-2 

-하쓰이시파출소 04-7154-2364 〒270-0114 나가레야마시히가시하쓰이시 3-94 

-도부파출소 04-7146-0892 〒270-0144 나가레야마시마에가사키 756-9 

-미나미나가레야마역앞파출소 04-7159-6211 〒270-0163 나가레야마시미나미가레야마 1-1-1 

-운가파출소 04-7153-3409 〒270-0101 나가레야마시히가시후카이 381 

-히레가사키주재소 04-7159-2566 〒270-0155 나가레야마시미야조노 1-1-1 

⦿ 농협 

JA 도카쓰중앙 

-미나미나가레야마지점 04-7159-7111 〒270-0163 나가레야마시미나미나가레야마 4-3-8 

-나가레야마지점 04-7159-1001 〒270-0157 나가레야마시헤와다이 3-5-1 

-야기지점 04-7158-2211 〒270-0135 나가레야마시노노시타 1-307 

-쥬다유지점 04-7152-2211 〒270-0133 나가레야마시오다카노모리기타 3-30-4 

-신카와지점 04-7152-3171 〒270-0116 나가레야마시나카노쿠키 439 

-운가지점 04-7153-0121 〒270-0107 나가레야마시니시후카이 597-1 

-나가레야마경제센터(야기지점옆) 04-7150-2255 〒270-0135 나가레야마시노노시타 1-304 

⦿ 교통기관 

JR 무사시너센미나미나가레야마역 전화센터 

050-2016-1600 

〒270-0119 나가레야마시미나미나가레야마 1-25 

JR 죠반센미나미가시와역 〒277-0855 가시와시미나미가시와 1-1 

쓰쿠바엑스프레스미나미나가레야마역 콜센터 

0577-000-298 

〒270-0119 나가레야마시미나미나가레야마 2-1 

쓰쿠바엑스프레스나가레야마센트럴파크역 〒270-0152 나가레야마시마에히라이 119 

쓰쿠바엑스프레스나가레야마오타카노모리역 〒270-0128 나가레야마시오다카노모리니시 1-1-1 

류테쓰나가레야마센나가레야마역 04-7158-1010 〒270-0164 나가레야마시나가레야마 1-264 

도부아반파크라인운가역 04-7152-4050 〒270-0101 나가레야마시히가시후카이 405 

도부아반파크라인에도가와다이역 04-7152-9310 〒270-0111 나가레야마시에도가와다이히가시 1-3 

도부아반파크라인하쓰이시역 04-7154-2818 〒270-0121 나가레야마시니시하쓰이시 3-100 

도부아반파크라인나가레야마오타카노모리역 04-7153-2277 〒270-0121 나가레야마시니시오다카노모리히가시 1-1-1 

도부아반파크라인토요시키역 04-7143-3725 〒277-0863 가시와시토요시키 159 

도부버스동쪽니시가시와여업사무소 04-7144-5011 〒277-0861 가시와시다카다 1345 

도부버스센트럴요시카와영업소 048-982-0052 〒342-0052 사이타마현요시가와시사카에마치 698 

케세버스마쓰도영업소 047-362-1256 〒271-0068 마쓰도시후루가사키 101 

⦿ 시외 주요한 관공서등 

히가시가쓰시카지역진흥상무소 047-361-2111 〒271-8560 마쓰도시고네모토 7 

히가시가쓰시카합동청사 5 층 

마쓰도세무서 047-363-1171 〒271-8533 마쓰도시고네모토 53-3 

마쓰도현세무사무소 047-361-2112 〒271-8564 마쓰도시고내모토 7 

히가시카쓰시카합동청사 2 층 

치바지방법무국마쓰도지국 047-363-6278 〒271-8518 마쓰도시이와세 473-18 

치바지방재판소마쓰도지부  

마쓰도간이재판소 

047-368-5141 〒271-8522 마쓰도시이와세세무번지 

마쓰도건강복지센터(마쓰도보건소) 047-361-2121 〒271-8562 마쓰도시고네모토 7 

가시와아동상담소 04-7131-7175 〒277-0831 가시와시네도 445-12 

미도리엔(장애자지원시설) 04-7187-0511 〒270-1121 아비고시나가뵤 2310 

히가시가쓰시카토목사무소 047-364-5136 〒270-0072 마쓰도시다케가하나 24 

마쓰도연금사무소 047-345-5517 〒270-8577 마쓰도시신마쓰도 1-335-2 

헬로워크마쓰도(공공직업안정소) 047-367-8609 〒271-0092 마쓰도시마쓰도 1-335-

2 마쓰도빌딩 3 층 

교통사고상담소히가시가쓰시카지 047-368-8000 〒271-8560 

마쓰도시고네모토 7 히가시카쓰시카합동청사빌딩 3 층 

마쓰도공증사무소 047-363-2091 〒271-0091 마쓰도시혼쵸 11-



5 메지야스다생명마쓰도빌딩 3 층 

가시와공증사무소 04-7166-6262 〒277-0011 가시와시와즈마카미쵸 7-

18 가시와상공회의소 5 층 

가시와토목사무소 04-7167-1201 〒277-0005 가시와시가시와 745 

가시와노동기준감독서 04-7163-0245 〒277-0005 가시와시가시와 255-31 

간토운수국치바운수지국 노다자동차검사등록사무소 

등록, 검사,신청안내 050-5540-2023 〒278-0013 노다시가미산가오 207-22 

경자동차검사협회치바사무소노다지소 050-3816-3117 〒278-0013 노다시가미산가오 207-26 

윙그홀가시와화장장 04-7131-6649 〒277-0825 가시와시후세 281-1 

⦿상공회의소 

나가레야마상공회의소 04-7158-6111 〒270-0164 나가레야마시나가레야마 2-312 

⦿보육소,유치원 

〇시립보육원 

나카노쿠키보육소 04-7152-0921 〒270-0116 나가레야마시나카노쿠키 373 

헤와다이보육소 04-7158-1424 〒270-0157 나가레야마시헤와다이 2-6-3 

에도가와다이보육소 04-7152-0611 〒270-0111 나가레야마시에도가와다이히가시 3-5 

무카이고가네보육소 04-7174-5217 〒270-0143 나가레야마시무카이고카네 3-102-1 

히가시후카이보육 04-7154-6025 〒270-0101 나가레야마시히가시후카이 177-2 

〇사립보육원 

나카요시보육원 04-7158-5500 〒270-0163 나가레야마시미나미나가레야마 7-5-1 

야기기타보육원 04-7152-0504 〒270-0113 나가레야마시고마키 118-1 

마쓰노미보육원 04-7145-4312 〒270-0145 나가레야마시나즈카리 464 

가야노기보육원 04-7159-2700 〒270-0122 나가레야마시오그로 198 

미야조노보육원 04-7159-2954 〒270-0155 나가레야마시미야조노 2-8-15 

생활클럽가제노무라 

와라시코보육원나가레야마 

04-7150-2654 〒270-0176 나가레야마시가 4-12 

미나미나가레야마세카보육원 04-7159-3401 〒270-0119 나가레야마시미나미나가레야마 2-29-4 

시로노호시보육원 04-7170-2111 〒270-0164 나가레야마시나가레야마 9-500-42 

모리노하보육원 04-7138-5105 〒270-0125 나가레야마시가미신쥬쿠시바야마 111-8 

세이카이쓰키보육원 04-7158-1145 〒270-0163 나가레야마시미나미나가레야마 1-17-4 

에도가와모리노보육원 04-7152-1155 〒270-0132 나가레먀마시고마키 474 

나즈카리미라이보육원 04-7170-1417 〒270-0145 나가레야마시나즈카리 289 

오타카노모리세카보육원 04-7146-0303 〒270-0134 나가레야마시나가사키 2-24-1 

시로노호시오타카노모리보육원 04-7197-2666 〒270-0135 나가레야마시노노시타 1—292 

에도가와미나미나가레야마보육원 04-7157-8855 〒270-0162 나가레야마키 305 

포켓랜드에도가와다이역앞보육원 04-7156-3155 〒270-0115 나가레야마시에도가와다이니시 2-3-1 

게야기노모리보육원오타카노모리원 04-7155-8022 〒270-0119 나가레야마시오다카노모리기타 2-8 

오타카노모리빌딩나사리스쿨 04-7197-7068 〒270-0138 나가레야마시오다카노모리히가시 1-2-1 

라이후가든나가레야마오다카노모리 301 

세카마린보육원 04-7154-5252 〒270-0119 나가레야마시오다카노모리기타 3-9-1 

게오오타카노모리보육원 04-7189-8900 〒270-0139 나가레야마시오다카노모리 1-23-11 

아케노호시보육원 04-7197-7756 〒270-0128 나가레야마시니시오다카노모리니시 4-17-1 

미나미나가레야마보육원히비키 04-7199-7815 〒270-0163 나가레야마시미나미나가레야마 6-13-4 

게야기노모리보육원오타카노모리제 2 04-7197-1880 〒270-0119 나가레야마시오다카노모리기타 1-11-1 

미나미나가레야마치도세보육원 04-7157-6002 〒270-0162 나가레야마시나가레야마 2580-1(기 B109) 

미나미나가레야마나사리스쿨 04-7157-8300 〒270-0119 나가레야마시미나미나가레야마 2-8-3 

아트차일드케어미나미나가레야마보육원 04-7158-0123 〒270-0162 나가레야마시기 480(기 B67-15) 

게야기노모리보육원니시하쓰이시원 04-7156-7555 〒270-0121 나가레야마시니시하쓰이시 4-1408-2 

피오네나가레야마보육원 04-7178-7311 〒270-0156 나가레야마시니시히라이 1183 



밀키홈무카이고가네원 04-7186-7031 〒270-0143 나가레야마시니시무카이고가네 3-174-1 

게오하나미즈키보육원 04-7196-6706 〒270-0139 나가레야마시오다카노모리미나미 1-20-8 

나가레야마오다카노모리기라기라보육원 04-7157-6464 〒270-0128 나가레야마시오다카노모리니시 1-20-1 

고코로오다카노모리보육원 04-71897191 〒270-0138 나가레야마시오다카노모리히가시 3-15-2  

아리에타포스카드 1 층 

모리노마치미나미나기레야마보육원 04-7157-9900 〒270-0162 나가레야마시기 1413-1(기 A5-3-5) 

이치노야쓰바사보육원 04-7197-4346 〒270-0137 나가레야마시이치노야 117-27 

나가레야마산피코보육원 04-7137-9645 〒270-0137 나가레야마시니시이치노야지가지우치 397-1 

(운 100-1) 

게오이치노야보육원 04-7190-5302 〒270-0137 나가레야마시이치노야 562(운 26-1-2) 

소라마메보육원오다카노모리 04-7157-0346 〒270-0128 나가레야마시오다카노모리니시 1-14-4 

나가레야마고바토보육원 04-7190-5572 〒270-0138 나가레야마시오다카노모리히가시 2-12-1 

아스크오다카노모리보육원 04-7178-9830 〒270-0139 나가레야마시오다카노모리 3-8 

LEVEN 오다카노모리 2F 

Kanade 나가레야마세트럴파크보육원 04-7199-7039 〒270-0151 나가레야마시우시로히라이 170(운 B102-1) 

챌린지킷즈 오다카노모리원 본원 04-7157-0615 〒270-0128 나가레야마시오다카노모리니시 1-22-1 

모리노마치히나타 보육원 04-7189-8988 〒270-0119 나가레야마시미나미나가레야바 6-2-3 

〇인가보육원 

다카키스쿨 오다카노모리 04-7154-2448 〒270-0138 나가레야마시오다카노모리히가시 4-99-4 

다카키스쿨 센트럴 04-7159-7473 〒270-0156 나가레야마시니시히라이 588 

유치원제휴형인가고도모원  

미야조노유치원(구 미야조노보육원) 

04-7190-3954 〒270-0155 나가레야마시미야조노 2-8-11 

〇소규모보육사업소 

스타킷즈 04-7178-7234 〒270-0139 나가레야마시오다카노모리미나미 1-25-2 

킷즈룸아리스미나미나가레야마보육원 04-7178-7887 〒270-0163 나가레야마시미나미나가레야마 2-21-6 

리리킷즈룸오타카노모리역앞 04-7193-8041 〒270-0128 나가레야마시오다카노모리니시 1-6 

오하나유메킷즈하우스 04-7197-7642 〒270-0163 나가레야마시미나미나가레야마 4-13-8 MOM-

HOUSE1F 

리리킷즈룸오다카노모리제 2 04-7170-4031 〒270-0138 나가레야마시오다카노모리히가시 3-38-1 

게야기로드이로도리 101 

리리킷즈룸오다카노모리제 3 04-7128-7783 〒270-0119 나가레야마시오다카노모리니시 1-8-6  

궈리스터오다카노모리 1 층 

엔젤유메노보육실미나미나가레야마 04-7159-3373 〒270-0163 나가레야마시미나미나가레야마 1-9-14 

엔젤미라이보육실미나미나가레야마 04-7157-6227 〒270-0163 나가레야마시미나미나사레야마 1-9-14 

킷즈필드오다카노모리원 04-7128-9250 〒270-0128 나가레야마시오다카노모리니시 2-20-6 

찰렌지킷즈오다카노모리원 04-7170-0901 〒270-0119 나가레야마시오다카노모리기타 1-19-5 

오하나유메킷즈하우스오다카노모리 04-7199-2093 〒270-0128 나가레야마시오다카노모리니시 2-10-19 

루비나스오다카노모리 1F 

스타비스켓 04-7189-7606 〒270-0119 나가레야마시오다카노모리기타 1-26 

알타베이비오다카노모리원 04-7157-0636 〒270-0139 나가레야마시오다카노모리미나미 1-6-13 

유즈노기보육원오다카노모리원 04-7193-8093 〒270-0128 나가레야마시오다카노모리니시 4-1-3 

생활클럽니지노마치소규모보육원오다카노모리 04-7193-8925 〒270-0119 나가레야마시오다카노모리기타 2-50-2 

MIRATZ 나가레야마무카이고가네원 04-7193-8158 〒270-0143 나가레야마시무카이고가네 2-542-1 

알타베이비센트럴오다카노모리원 04-7157-1972 〒270-0119 나가레야마시오다카노모리기타 3-40-1 

〇송영보육스테션 

나가레야마시송영보육스테션 

(포레스트킷즈가든) 

04-7153-4123 〒270-0138 나가레야마시오다카노모리히가시 1-2-1 

라이프가든나가레야마오타카노모리 4 층 

미나미나가레야마송영보육스테션 

(남쪽킷즈플라자) 

04-7159-7473 

 

〒270-0163 나가레야마시미나미나가레야마 4-1-14 

파티나 미나미나가레야마 1 층 



〇시립유치원 

유아교육지원센터부속유치원 04-7152-0353 〒270-0111 나가레야마시에도가와다이히가시 3-2 

〇사립유치원 

고노하나유치원 04-7158-0264 〒270-0164 나가레야마시나가레야마 2-105-2 

에도가와다이히마와리유치원 04-7152-0435 〒270-0127 나가레야마시후지미다이 1-3-6 

신아이유치원 04-7154-1259 〒270-0119 나가레야마시오다카노모리기타 2-58-22 

이치노다이유치원 04-7152-3059 〒270-0101 나가레야마시히가시후카이 498-4 

헤와다이유치원 04-7158-5617 〒270-0157 나가레야마시헤와다이 4-62-27 

야기유치원 04-7144-7790 〒270-0134 나가레야마시나가사키 2-629 

그로가와유치원 04-7145-9501 〒270-0144 나가레야마시마에가사키 175 

미나미나가레야마유치원 04-7159-7050 〒270-0164 나가레야마시나가레야마 2526 

교세이국제나가레야마유치원 04-7150-2014 〒270-0152 나가레야마시마에히라이 177-1 

〇지역육아지원센터 

가루가모(가야노기 보육원내) 04-7159-2813 〒270-0122 나가레야마시오그로 198 

즈쿠본죠(마쓰노미 보육원내) 04-7145-4312 〒270-0145 나가레야마시나즈가리 464 

CMS 오다카노모리양육지원센터 

(다카사스쿨오다카노모리분원내) 

04-7178-3061 〒270-0138 나가레야마시오다카노모리히가시 1-2-1 

라이프가든나가레야마오다카노모리 401 

와라시코 

(생활클럽가제노무라와라시코보육원나가레야마내) 

04-7150-5002 〒270-0176 나가레야마시가 4-12 

사쿠란보룸(미나미나가레야마세카보육원내) 04-7159-3401 〒270-0119 나가레야마시미나미나가레야마 2-29-4 

러브리(나카요시보육원내) 04-7158-5500 〒270-0119 나가레야마시미나미나기레야마 7-5-1 

야기키타(야기키타보육원내) 04-7170-2007 〒270-0113 나가레야마시고마키다이 118-1 

오히사마(시로노호시보육원내) 04-7170-2111 〒270-0164 나가레야마시나가레야마 9-500-42 

이쓰기사쿠란보룸(세카이쓰키보육원내) 04-7158-1145 〒270-0119 나가레야마시미나미나가레야마 1-17-4 

히마와리(에도가와모리노보육원내) 04-7152-1155 〒270-0132 나가레야마시고마키 474 

오히사마시로노호시오다카노모리 

(시로노호시오다카노모리보육원내) 

04-7197-2666 〒270-0135 나가레야마시노노시타 1-292 

팽귄(모리노하보육원내) 04-7152-8966 〒270-0125 나가레야마시가미신쥬쿠 111-8 

미라이(나즈카리미라이보육원내) 04-7170-1417 〒270-0145 나가레야마시나즈카리 289 

가모메룸(세카마린보육원내) 04-7154-5252 〒270-0119 나가레야마시오다카노모리기타 3-9-1 

KANADE  

(Kanade 나가레야마센트럴파크보육원내) 

04-7199-7039 〒270-0151 나가레야마시아토히라이 170(운 B102 1) 

〇공설학동클럽 

에도가와다이초등학교구 

제 1 에도가와다이학동클럽 

04-7154-2310 〒270-0111 나가레야마시에도가와다이히가시 3-2 

에도가와다이초등학교구 

제 2,제 3 에도가와다이학동클럽 

04-7154-2277 〒270-0111 에도가와다이히가시 3-11 

히가시후카이초등학교구 제 1,2,3 

모리노이에학동클럽 

04-7156-0778 〒270-0101 나가레야마시히가시후카이 879-2 

니시하쓰이시초등학교제 1 

니시하쓰이시어린이룸 

04-7153-5100 〒270-0121 나가레야마시니시하쓰이시 4-347 

니시하쓰이시초등학교제 2 

니시하쓰이시어린이룸 

04-7179-5190 〒270-0122 나가레야마시니시오므로 25-1 

신가와초등학교구 쓰크신보학동클럽 04-7154-2114 〒270-0116 나가레야마시나카노크키 339 

니시후카이초등학교구 단뽀뽀학동클럽 04-7155-3636 〒270-0107 나가레야마시니시후카이 67-1 

야기기타초등학교구 제 1 학동클럽 04-7152-2231 〒270-0131 나가레야마시미타 69-420 

야기기타초등학교구 제 2 학동클럽 04-7199-3446 〒270-0131 나가레야마시미타 69-420 

오야마초등학교구 제 1 오다카노모리룸 04-7155-8077 〒270-0138 나가레야마시오다카노모리히가시 2-5-3 

오야마초등학교구 제 2 오다카노모리룸 04-7154-1131 〒270-0138 나가레야마시오다카노모리히가시 1-12-2 



오야마초등학교구 제 3,제 4 오다카노모리룸 04-7199-8222 〒270-0138 나가레야마시오다카노모리히가시 2-5-3 

나가사키초등학교구 히요도리학동클럽 04-7145-4414 〒270-0134 나가레야마시나가사키 2-565 

나가레야마기타초등학교구 제 1 

치비코나카요시,제 2 치비코노비노비클럽 

04-7158-7560 〒270-0176 나가레야마시가 1-15-2 

나가레야마기타초등학교구 제 3 치비코클럽 04-7168-0520 〒270-0176 나가레야마시가 1795-1 

나가레야마초등학교구 제 1 오소라학동클럽 04-7158-3568 〒270-0164 나가레야마시나가레야마 4-451 

나가레야마초등학교구 제 2 오소라학동클럽 04-7159-1980 〒270-0164 나가레야마시나가레야마 4-410-2 

히레가사키초등학교구 제 1 히마와리학동클럽 04-7150-3366 〒270-0161 나가레야마시히레가사키 7-1 

히레가사키초등학교구 제 2 히마와리학동클럽 04-7158-7850 〒270-0161 나가레야마시히레가사키 7-1 

히레가사키초등학교구 

제 3 히마와리학동클럽(레와원년 7 월개설예정) 

미정 〒270-0161 나가레야마시히레가사키 7-1 

미나미나가레야마초등학교구 

아스나로학동클럽 

04-7159-7970 〒270-0162 나가레야마시기 487 

야기미나미초등학교구 소요가제학동클럽 04-7150-5797 〒270-0146 나가레야마시시바자키 92 

무카이고가네초등학교구 제 1,제 2 학동클럽 04-7173-9313 〒270-0143 나가레야마시무카이고가네 3-149-1 

히가시초등학교구 제 1 아즈마학동클럽 04-7146-8558 〒270-0145 나가레야마시나즈카리 854 

히가시초등학교구 

제 2 아즈마학동클럽(레와원년 7 월개설예정) 

미정 〒270-0145 나가레야마시나즈카리 856 

오타카노모리초등학교구학동클럽 04-7157-7231 〒270-0128 나가레야마시오다카노모리니시 2-13-1 

〇민간학동클럽 

에도가와다이학동클럽 04-7126-0522 〒270-013262 나가레야마시고마키 474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단대,전문학교 

〇초등학교 

나가레야마초등학교 04-7158-1043 〒270-0164 나가레야마시나가레야마 4-359 

야기미나미초등학교 04-7158-1142 〒270-0146 나가레야마시시바자키 92 

야기기타초등학교 04-7152-4604 〒270-0131 나가레야마시미타 208 

신카와초등학교 04-7152-3004 〒270-0116 나가레야마시나카노쿠키 339 

히가시초등학교 04-7145-3369 〒270-0145 나가레야마시나즈카리 856 

에도가와다이초등학교 04-7152-0103 〒270-0111 나가레야마시에도가와다이히가시 3-11 

히가시후카이초등학교 04-7153-3430 〒270-0101 나가레야마시히가시후카이 879-2 

히레가사키초등학교 04-7158-5911 〒270-0161 나가레야마시히레가사키 7-1 

무카이고가네초등학교 04-7174-1320 〒270-0143 나가레야마시무카이고가네 3-149-1 

니시하쓰이시초등학교 04-7154-5863 〒270-0121 나가레야마시니시하쓰이시 4-347 

오타카노모리초등학교 04-7159-7001 〒270-0137 나가레야마시이치노야 621-1 

오야마초등학교 04-7154-6937 〒270-0138 나가레야마시오다카노모리히가시 2-

5-3 

나가사키초등학교 04-7145-2111 〒270-0135 나가레야마시노노시타 2-10-1 

나가레야마기타초등학교 04-7159-5674 〒270-0176 나가레야마시가 1-795-1 

니시후카이초등학교 04-7154-8655 〒270-0107 나가레야마시니시후카이 67-1 

미나미나가레야마초등학교 04-7159-2521 〒270-0162 나가레야마시기 487 

오다카노모리초등학교 04-7159-7001 〒270-0128 나가레야마시오다카노모리니시 2-13-

1 

〇중학교 

남부중학교 04-7158-9137 〒270-0176 나가레야마시가 3-600-1 

토키와마쓰중학교 04-7152-0842 〒270-0114 나가레야마시히가시하쓰이시 3-134 



호쿠부중학교 04-7152-0036 〒270-0116 나가레야마시나카노쿠키 577 

도부중학교 04-7144-3514 〒270-0145 나가레야마시나즈카리 865 

히가시후카이중학교 04-7154-5864 〒270-0101 나가레야마시히가시후카이 47 

야기중학교 04-7159-7461 〒270-0136 나가레야마시후루마키 210-2 

미나미나가레야마중학교 04-7159-2551 〒270-0164 나가레야마시나가레야마 2539-1 

니시하쓰이시중학교 04-7154-3091 〒270-0121 나가레야마시니시하쓰이시 4-455-1 

오타카노모리중학교 04-7159-7002 〒270-0128 나가레야마시오다카노모리니시 2-13-

1 

〇고등학교 

현립나가레야마고등학교 04-7153-3161 〒270-0114 나가레야마시히가시하쓰이시 2-98 

현립나가레야마오타카노모리고등학교 04-7154-3551 〒270-0122 나가레야마시오그로 275-5 

현립나가레야마미나미고등학교 04-7159-1231 〒270-0164 나가레야마시나가레야마 9-800-1 

현립나가레야마기타고등학교 04-7154-2100 〒270-0116 나가레야마시나카노쿠키 7-1 

〇대학,단대,전문학교 

도요카크인대학 04-7150-3001 〒270-0161 나가레야마시히레가사키 1660 

에도가와대학 04-7152-0661 〒270-0198 나가레야마시고마기 474 

에도가와학원오다카노모리전문학교 0120-538-505 〒270-0198 나가레야마시고마기 474″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