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청사 안내
주오구

【업무 시간】월요일～금요일 08:30～17:15 ※공휴일, 연말연시 휴무

○시청・주오구청
【주소】주오구 데토리혼초 1-1 (中央区手取本町１－１)
【전화】본청사 096-328-2111(대표)
１４F
１３F

１２F

１１F

１０F

９F

８F

７F

６F

주오구청 096-328-3555(대표）

●대강당
●자산매니지먼트과 ●지도감사과 ●정보공개창구 ●토목관리과【자전거 대책실】 ●용지조정과
●공원과【전국도시녹화페어 추진실】 ●토목총무과 ●도로정비과 ●하천과
●농업지원과【야생동물 대책실】 ●인권정책과 ●농업정책과【농수산브랜드 전략실】 ●농지정비과
●남녀공동참획과 ●지역활동추진과 ●평생학습과 ●지역정책과
●장애보건복지과 ●개발지도과 ●도시정비경관과【도시디자인실】 ●교통정책과
●건축지도과【건축심사실】 ●도시정책과
●보육유치원과 ●보호관리지원과 ●아동지원과 ●아동정책과 ●고령복지과
●개호보험과【개호사업지도실】 ●건강복지정책과
●주택정책과 ●시영주택관리센터 ●시영주택과 ●설비과 ●영선(유지보수)과 ●건축보전과
●지진재해주택지원과 ●공가(空家)대책과
●관광정책과 ●이벤트 추진과 ●문화정책과 ●문화재과 ●유치전략과 ●스포츠진흥과
●상업금융과 ●산업진흥과【기업입지 추진실】 ●경제정책과【일자리만들기 추진실】
●정화대책과 ●폐기물감량추진과【사업장폐기물 대책실】 ●물보전과【아시아·태평양물포럼 추진실】
●폐기물계획과 ●환경시설과 ●환경공생과 ●환경정책과【온난화·에너지 대책실】
●노무후생과 ●인사과 ●인재육성센터 ●계약정책과【입찰실】 ●공사계약과 ●관재과
●개혁프로젝트 추진과 ●법제과 ●기술관리과【검사실】 ●총무과【컴플라이언스 추진실】

５F

●비서과

４F

●정책기획과 ●국제과 ●부흥총실 ●홍보과 ●재정과 ●채권관리과

３F

●정보정책과 ●위기관리방재총실 ●광청과(시민의 소리) ◎보건아동과

２F

１F
B１F

●고정자산세과 ●시민세과 ●납세과【특별체납대책실】 ●회계총실 ◎보호 제 1 과 ◎보호 제 2 과
◎복지상담지원센터 ◎주오 생활자립지원센터
◎마이넘버 센터 ●국보연금과 ●수도요금 납부소 ◎구민과 ◎여권센터（시간 외 민원창구）
◎복지과 ◎총무기획과
◎주오구 마을만들기센터

※◎・・・주오구청

○웨르파르 구마모토（종합보건복지센터）
【주소】주오구 오에 5-1-1 (中央区大江 5-1-1)
４F

３F

＜구마모토시 보건소＞
●의료정책과 ●식품보건과 ●생활위생과 ●감염증대책과
●건강만들기추진과 ●정신보건복지과 ●마음건강센터 ●히키코모리 지원센터「린쿠」
●건강센터 오에 분실

２F

●발달장애지원센터 ●아동발달지원센터 ●아동·청년종합상담센터

１F

●시민활동지원센터 아이포토

○아동센터（아이파르 구마모토）
【주소】주오구 오에 5-1-50 (中央区大江 5-1-50)
３F

●아동상담소

２F

●교육상담소

１F

●장애인복지상담소

히가시구

【업무시간】 월요일～금요일 08:30～17:15 ※공휴일, 연말연시 휴무

○히가시 구청
【주소】히가시구 히가시혼마치 16-30 (東区東本町 16-30)
３F

●보건아동과

２F

●총무기획과 ●보호과 ●히가시 세무실 ●생활자립지원센터

１F

●구민과 ●복지과

【전화】096-367-9111(대표)

※동쪽 주차장에 마이넘버 특설 창구가 있습니다.

〇히가시구청

다쿠마종합출장소

【주소】히가시구 나가미네히가시 7-11-15 (東区長嶺東 7-11-15) 【전화】096-380-3111(대표)

니시구

【업무시간】월요일~금요일 08:30~17:15

※공휴일, 연말연시 휴무

○니시구청
【주소】니시구청 오야마 2-7-1 (西区小島 2-7-1)
３F

●보건아동과

２F

●총무기획과 ●보호과 ●세이부 마을만들기센터

１F

【전화】096-329-1111(대표)

●복지과 ●니시 세무실 ●농업진흥과 ●기반정비과 ●농업위원회사무국 세이난 분실 ●구민과
●세이부 공민관 ●마이넘버 특설창구

〇니시구청 가와치 종합사무소
【주소】니시구 가와치마치 후나쓰 2069-5 (西区河内町船津 2069-5)

〇니시구청 가와치 마을만들기센터

【전화】096-276-1111(대표)

요시노분실

【주소】니시구 가와치마치 노이데 1410 (西区河内町野出 1410)

【전화】096-277-2001(대표)

미나미구

【업무시간】월요일~금요일 08:30~17:15

※공휴일, 연말연시 휴무

○미나미 구청
【주소】미나미구 도미아이마치 기요후지 405-3 (南区富合町清藤 405-3)
【전화】096-357-4111(대표)
３F

●보건아동과 ●보호과

２F

●총무기획과 ●미나미구 토목센터（총무과, 도로과）

１F

●구민과 ●복지과 ●미나미 세무실 ●미나미구 토목센터（하천공원정비과）●마이넘버 특설창구

〇미나미구청 조난 종합출장소
【주소】미나미구 조난마치 미야지 1050 (南区城南町宮地 1050) 조난 마을만들기센터 내
【전화】096-428-3111(대표)

〇미나미구청 덴메이 종합출장소
【주소】미나미구 오쿠코가마치 2035 (南区奥古閑町 2035)

【전화】096-223-1111(대표)

〇미나미구청 고다 종합출장소
【주소】미나미구 고다 2-4-1 (南区幸田 2-4-1)

기타구

【전화】096-378-0172(대표）

【업무시간】월요일～금요일 08:30～17:15

※공휴일, 연말연시 휴무

○기타구청
【주소】기타구 우에키마치 이와노 238-1 (北区植木町岩野 238-1)
３F

【전화】096-272-1111(대표)

●농업진흥과 ●기반정비과 ●우에키 지역정비실 ●우에키주오지역 구획정리사무소
●농업위원회사무국 기타구 분실●토목관리과 분실

２F

●총무기획과 ●보호과

１F

●구민과 ●복지과 ●보건아동과 ●기타 세무실 ●마이넘버 특설창구

〇기타구청 시미즈 종합출장소
【주소】기타구 시미즈카메이마치 14-7 (北区清水亀井町 14-7) 시미즈 마을만들기센터 내
【전화】096-343-9161(대표)

〇기타구청 다쓰다 종합출장소
【주소】기타구 다쓰다유게 1-1-10 (北区龍田弓削 1-1-10) 다쓰다 마을만들기센터 내
【전화】096-338-2231(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