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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센다이시 아오바쿠 혼쵸 3-8-1 미야기현청 행정청사 1층

동부지방진흥사무소 토메지역사무소
현민서비스센터

022-211-2432
022-211-2433
0224-53-3111
(내241)
0229-91-0701
(내216)
0228-22-2111
(내280)
0220-22-6111
(내294)
0225-95-1411
(내241)

케센누마지방진흥사무소 현민서비스센터

0226-24-3186

케센누마시 아카이와 스기노사와 47-6 케센누마 합동청사

교통사고 분쟁처리센터 센다이지부

022-263-7231

센다이시 아오바쿠 이치방쵸 4-6-1
센다이다이이치생명타워 11층

센다이 변호사회 교통사고 무료전화상담

0570-078325

센다이시 아오바쿠 이치방쵸 2-9-18 센다이변호사회관

일본손해보험협회
센다이 자동차보험 청구상담센터

022-745-1171

센다이시 아오바쿠 이치방쵸2-8-15
타이요생명센다이빌딩9F

미야기현청 교통사고 상담실
오오가와라 지방진흥사무소 현민서비스센터
북부지방진흥사무소 현민서비스센터
북부지방진흥사무소 쿠리하라지역사무소
현민서비스센터
동부지방진흥사무소 현민서비스센터

오오가와라마치 아자 미나미 129-1 오오가와라 합동청사
오사키시 후루카와 아사히 4-1-1 오사키 합동청사
쿠리하라시 츠키다테 후지키 5-1 쿠리하라 합동청사
토메시 하사마쵸 사누마 아자 니시사누마 150-5 토메 합동청사
이시노마키 히가시나카사토 1-4-32 이시노마키 합동청사

1

■센다이 시내 병원 안내 (외국어대응가능)
지명
SENDAI HOSPITALS & CLINICS

전화번호
022-268-6260

다언어의료문진표

발행기간
센다이관광국제협회(SenTIA)
국제교류 하티코난다이, 카나가와국제교류재단

■긴급의료기관
병원명
동북대학병원
〃

전화번호
022-717-7000

야간・휴일

주소
센다이시 아오바쿠 세이료마치 1-1

022-717-7024

센다이후생병원

022-222-6181

센다이시 아오바쿠 히로세마치 4-15

이토병원

022-222-8688

센다이시 아오바쿠 후츠카마치 8-8

동북노재병원

022-275-1111

센다이시 아오바쿠 다이노하라 4-3-21

센다이병원

022-275-3111

센다이시 아오바쿠 츠츠미마치 3-16-1

동북공제병원

022-227-2211

센다이시 아오바쿠 코쿠분쵸 2-3-11

JR센다이병원

022-266-9671

센다이시 아오바쿠 이츠츠바시 1-1-5

센다이의료센터

022-293-1111

센다이시 미야기노쿠 미야기노 2-8-8

야스다병원

022-256-5166

센다이시 미야기노쿠 오다와라 2-2-40

센다이오픈병원

022-252-1111

센다이시 미야기노쿠 츠루가야 5-22-1

나카지마병원

022-291-5191

센다이시 미야기노쿠 오오카지 15-27

센다이히가시 뇌신경외과병원

022-255-7117

센다이시 미야기노쿠 이와키리 1-12-1

동북의과약과대학병원

022-259-1221

센다이시 미야기노쿠 후쿠무로 1-12-1

히카리가오카 스펠만병원

022-257-0231

센다이시 미야기노쿠 히가시센다이 6-7-1

동북의과약과대학병원 와카바야시병원

022-236-5711

센다이시 와카바야시쿠 야마토마치 2-29-1

센다이시립병원

022-308-7111

센다이시 와카바야시쿠 아스토 나가마치 1-1-1

센다이적십자병원

022-243-1111

센다이시 와카바야시쿠 야기야마 혼쵸 2-43-3

코난병원

022-248-2131

센다이시 와카바야시쿠 나가마치미나미 4-20-1

센다이미나미병원

022-306-1711

센다이시 와카바야시쿠 나카다마치 아자 마에오키 143

이즈미병원

022-378-5361

센다이시 이즈미쿠 쵸메이가오카 2-1-1

마츠다병원

022-378-5666

센다이시 이즈미쿠 사네자와 아자 타츠타야시키 17-1

센다이 토쿠슈카이 병원

022-372-1110

센다이시 이즈미쿠 나나키타 아자 카고사와 15

센다이 순환기병 센터

022-372-1111

센다이시 이즈미쿠 혼다쵸 21-1

2

병원명

전화번호

주소

이즈미 정형외과 병원

022-373-7377

센다이시 이즈미쿠 카미가리 마루야마 6-1

센다이 북부 정형외과

022-776-1888

센다이시 이즈미쿠 오오사와 2-13-4

이시노마키 적십자병원

0225-21-7220

이시노마키시 헤비타 아자 니시미치시타 71

사이토 병원

0225-96-3251

이시노마키시 야마시타쵸 1-7-24

이시노마키시립 오시카병원

0225-45-3185

이시노마키시 아유카와하마 아자 키요사키야마 7

사카종합병원

022-365-5175

시오가마시 니시키쵸 16-5

시오가마시립병원

022-364-5521

시오가마시 코즈마치 7-1

아카이시병원

022-362-8131

시오가마시 하나다테쵸 22-42

케센누마시립병원

0226-22-7100

케센누마시 아자 타나카 184

이나와시로병원

0226-22-7180

케센누마시 미나미마치 1-3-7

공립캇타종합병원

0224-25-2145

시로이시시 후쿠오카 쿠라모토 아자 시모하라오키 36

오오이즈미기념병원

0224-22-2111

시로이시시 후쿠오카 후카야 잇뽄마츠 5-1

종합 미나미토호쿠 병원

0223-23-3151

이와누마시 사토노모리 1-2-5

토메시립 토메시민병원

0220-22-5511

토메시 하사마쵸 사누마 아자 시모타나카 25

토메시립 마이야 병원

0220-42-2007

토메시 토와쵸 마이야 아자 모토마치 200

토메시립 토요사토 병원

0225-76-2023

토메시 토요사토쵸 도테시타 74-1

쿠리하라시 와카야나기 병원

0228-32-2335

쿠리하라시 와카야나기 아자 카와키타하라하타 23-4

쿠리하라시 쿠리코마 병원

0228-45-2211

쿠리하라시 쿠리코마 이와가사키 마츠키다 10-1

쿠리하라시 쿠리하라 중앙병원

0228-21-5330

쿠리하라시 츠키다테 미야노 츄오 3-1-1

현립 순환기・호흡기병센터

0228-38-3151

쿠리하라시 세미네 네기시 55-2

센세키병원

0225-83-2111

히가시 마츠시마시 아카이 아자 다이 53-7

마카베병원

0225-82-7111

히가시 마츠시마시 야모토 아자 시시이시마에 109-4

오사키시민병원

0229-23-3311

오사키시 후루카와 호나미 3-8-1

토쿠나가 정형외과병원

0229-22-1111

오사키시 후루카와 키타마치 2-5-12

후루카와 민주병원

0229-23-5521

오사키시 후루카와 에키히가시 2-11-14

후루카와 세이료병원

0229-23-8181

오사키시 후루카와 미나미마치 3-1-3-5

오사키 시민병원 카시마다이 분원

0229-56-2611

오사키시 카시마다이 히라와타 아자 히가시요가이 20

오사키 시민병원 나루코온천 분원

0229-82-2311

오사키시 나루코온센 아자 스에자와 1

오사키 시민병원 이와데야마 분원

0229-72-1355

오사키시 이와데야마 아자 시모카와라마치 84-29

자오마치 국보 자오 병원

0224-33-2260

자오마치 오오아자 엔다 아자 와다 130

3

병원명

전화번호

주소

미야기 켄난 중핵병원

0224-51-5500

오오가와라마치 아자 니시 38-1

국보 카와사키병원

0224-84-2119

카와사키마치 오오아자 마에카와 아자 키타하라 23-1

마루모리마치 국보병원

0224-72-2131

마루모리마치 아자 토리야 27

토요마 정형외과 외과의원

0224-72-2266

마루모리마치 아자 센가리바 7

히라타 외과의원

0223-37-4055

야마모토쵸 야마데라 아자 이시다 21-3

미야기병원

0223-37-1131

야마모토쵸 타카세 아자 캇센하라 100

마츠시마병원

022-354-5811

마츠시마마치 타카기 아자 하마 1-26

미야기 리후 에키사이카이병원

022-767-2151

리후쵸 모리고 아자 신타이시도 51

센엔 리후병원

022-355-4111

리후쵸 아오바다이 2-2-108

공립 쿠로카와병원

022-345-3101

타이와쵸 요시오카 아자 니시히노키 60

와쿠야쵸 국보병원

0229-43-5111

와쿠야쵸 와쿠야 아자 나카에미나미 278

토우센도병원

0229-42-3333

와쿠야쵸 와쿠야 아자 오이마와시쵸 70-3

미사토쵸립 난고병원

0229-58-1234

미사토마치 키마즈카 아자 하라다 5

공립 카미병원

0229-66-2500

시카마쵸 시카마 아자 스기나리 9

오나가와쵸 지역의료센터

0225-53-5511

오나가와쵸 와시노카미하마 아자 호리키리야마 51-6

미나미산리쿠병원

0226-46-3646

미나미산리쿠쵸 시즈가와 아자 누마다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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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내용

전화번호

동북전력

주소
센다이시 아오바쿠 혼쵸 1-7-1 동북전력

└ 이사・암페어 변경

0120-175-266

└ 정전시

0120-175-366

└ 기타 문의

0120-175-466

월~금 9:00~20:00
토 9:00~17:00
일・공휴일(3월만) 9:00~17:00
월~금 9:00~20:00
토
9:00~17:00

■가스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센다이시 가스국

022-256-2111

센다이시 미야기노쿠 사이와이쵸 5-13-1

└ 이사

0800-800-8978

월~금 8:30~19:00, 토 8:30~17:00
(3/5~4/3은、토・일・공휴일 8:30~19:00)

└ 가스누설

022-292-6663

24시간대응

이시노마키 가스 주식회사

0225-22-1500

이시노마키시 묘진쵸 2-3-48

시오가마 가스 주식회사

022-362-5191

시오가마시 나카노시마 4-20

후루카와 가스 주식회사

0229-23-1100

오사키시 후루카와 와카바쵸 2-14-1

센난 가스 주식회사

0224-55-4141

시바타군 시바타마치 니시후나바사마 2-5-27

케센누마시 가스수도부 가스과

0226-22-7090

케센누마시 사이와이쵸 1-1-26

■수도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센다이시 타이하쿠쿠 미나미 오오노다 29-1

센다이시 수도국 콜센터

이시노마키 지역 광역수도 고객센터

022-748-1111

0225-96-4955

월~금 8:30~19:00
토 8:30~17:00
이시노마키시 헤비타 아자 신시모누마 9-6
사쿠라빌딩 1층
월~금

8:30~18:00

토메시 하사마쵸 사누마 아자 하기아라이 2-2-3
토메시 수도 고객센터

0120-023-151

그 외 지역

☞ 36 시(구)약소・정촌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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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8:00~18:00
토 8:00~12:00

■공영주택
기관명
미야기현 주택공급공사 (현영주택)
〃

(도시기강・공사주택)

전화번호
022-224-0014
022-263-0322

주소
센다이시 아오바쿠 카미스기 1-1-20
후루사토빌딩

☞ 36 시(구)약소・정촌 사무소

각 시정촌 공영주택

■유학생 기숙사
시설명

전화번호

주소

동북대학 유니버시티 하우스 산죠1

022-274-7305

동북대학 유니버시티 하우스 산죠2

022-718-2021

동북대학 유니버시티 하우스 카타히라

022-797-9301

센다이시 아오바쿠 이치반쵸 1-14-15

동북대학 국제교류회관 산죠 제1회관

022-275-9901

센다이시 아오바쿠 산죠마치 19-1

동북대학 국제교류회관 산죠 제2회관

022-218-7850

센다이시 아오바쿠 산죠마치 10-１5

동북대학 국제교류회관 히가시 센다이회관

022-293-5591

센다이시 미야기노쿠 히가시센다이 6-14-15

■어린이집

☞ 36 시(구)약소・정촌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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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다이시 아오바쿠 산죠마치 19-1

■법률상담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센다이변호사회 상담센터

022-223-2383

센다이시 아오바쿠 이치반쵸 2-9-18

센다이변호사회 후루카와법률상담센터

0229-22-4611

오사키시 후루카와에키미나미 3-15 이즈미빌딩 B동 101

센다이변호사회 토메법률상담센터

0220-52-2348

토메시 토메마치 테라이케 사쿠라코우지 89-1

센다이변호사회 켄난(남부)법률상담센터

0224-52-5898

시바타군 오오가와라마치 아자마치 91

센다이변호사회 이시노마키법률상담센터

0225-23-5451

이시노마키시 코쿠쵸 12-18 에키마에빌딩 4층

센다이변호사회 케센누마법률상담센터

0226-22-8222

케센누마시 타나카 마에 1-6-1

일본사법지원센터 법테라스 미야기

050-3383-5535

센다이시 아오바쿠 이치반쵸 3-6-1 이치반쵸 평화빌딩6층

일본사법지원센터 법테라스 미나미산리쿠

050-3383-0210

미나미산리쿠쵸 시즈가와 아자 누마타 56

일본사법지원센터 법테라스 야마모토

050-3383-0213

야마모토쵸 아소우하라 아자 히나타 13-1

일본사법지원센터 법테라스 히가시 마츠시마

050-3383-0009

히가시 마츠시마시 야모토 아자 오오다메 1-1

법테라스 다언어 정보제공 서비스

0570-078377

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포루투갈어, 베트남어

센다이변호사회 무료전화 법률상담

022-722-0737

매주 월요일 10:00~19:00 (공휴일 제외)

■소비생활상담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미야기현 소비생활센터

022-261-5161

센다이시 아오바쿠 혼쵸 3-8-1 미야기현청사 1층

국민생활센터

188

소비자핫라인 전국통일번호

오오가와라지방진흥사무소
현민서비스센터

0224-52-5700

오오가와라마치 아자 미나미 129-1 오가와라 합동청사

북부지방진흥사무소 현민서비스센터

0229-22-5700

오사키시 후루카와 아사히 4-1-1 오사키 합동청사

북부지방진흥사무소 쿠리하라지역사무소
현민서비스센터

0228-23-5700

쿠리하라시 츠키다테 후지키 5-1 쿠리하라 합동청사

동부지방진흥사무소 현민서비스센터

0225-93-5700

이시노마키시 히가시나카사토 1-4-32 이시노마키 합동청사

동부지방진흥사무소 토메지역사무소
현민서비스센터

0220-22-5700

토메시 하사마쵸 사누마 아자 니시사누마 150-5 토메 합동청사

케센누마지방진흥사무소 현민서비스센터

0226-22-7000

케센누마시 아카이와스기노사와 47-6 케센누마 합동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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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상담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어린이 종합센터

022-784-3580

중앙아동상담소

022-784-3583

북부아동상담소

0229-22-0030

오사키시 후루카와에키미나미 2-4-3

동부아동상담소

0225-95-1121

이시노마키시 히가시나카사토 1-4-32 이시노마키 합동청사

센다이시 아동상담소

022-718-2580
022-219-5111

센다이시 아오바쿠 토쇼구 1-18-1

나토리시 미타조노 2-1-4

■여성상담 (가정내폭력, 결혼・이혼문제, 긴급일시보호)
기관명

전화번호

미야기현 여성상담센터

022-256-0965

센다이시 남녀공동참여추진센터
(에루소라 센다이)

022-268-8302
(예약・문의전화）
022-224-8702
(전화상담)

주소

센다이시 아오바쿠 츄오 1-3-1 AER 2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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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수속, 재입국허가, 영주허가・귀화, 국적취득
기관명

전화번호

센다이 입국관리국

022-256-6076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
(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포루투갈
어, 타갈로그어)

0570-013904
03-5796-7112

센다이 법무국

022-225-5611

주소
센다이시 미야기노쿠 고린 1-3-20
센다이제2법무합동청사

센다이시 아오바쿠 카스가마치 7-25
센다이제3법무종합청사

■재류자격, 재입국수속, 귀화, 국제결혼, 법률, 취로상담 등
기관명
미야기현 행정서사회 종합상담센터

전화번호

주소

0120-216-870
022-221-6870
022-263-6755

센다이시 아오바쿠 카스가마치 8-1

출입국관리문제연구회

셋째주 수요일 13:00~16:00
아오바구약소 4층 시민상담실

미야기 행정 법무연구회

토미야시 히요시다이 1-17-3

외국인을 위한 무료상담회

090-7937-6716

매월 제2・4수요일 15:00~18:00
센다이국제센터1F 교류코너 연수실
매월 제2・4월요일 15:00~18:00
센다이시민활동서포트센터 3F

행정수속 무료상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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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사무소(현)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센난보건복지사무소

0224-53-3115

오오가와라마치 아자 미나미 129-1 오오가와라 합동청사

센다이보건복지사무소

022-363-5502

시오가마시 키타하마 4-8-15

센다이보건복지사무소 이와누마지소

0223-22-2188

이와누마시 츄오 3-1-18

센다이보건복지사무소 쿠로카와지소

022-358-1111

토미야마치 히요리다이 2-42-2

북부 보건복지사무소

0229-91-0707

오사키시 후루카와 아사히 4-1-1 오사키 합동청사

북부 보건복지사무소 쿠리하라 지역사무소

0228-22-2112

쿠리하라시 츠키다테 후지키 5-1 쿠리하라 합동청사

동부 보건복지사무소

0225-95-1416

이시노마키시 히가시 나가사토 1-4-32 이시노마키 합동청사

동부 보건복지사무소 토메지역사무소

0220-22-7514

토메시 하사마쵸 사누마 아자 사누마 150-5 토메 합동청사

케센누마 보건복지사무소

0226-22-6661

케센누마시 히가시신죠 3-3-3

■보건복지사무소(시)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센다이시 아오바쿠 보건복지센터

022-225-7211

센다이시 아오바쿠 카미스기 1-5-1

센다이시 미야기노쿠 보건복지센터

022-291-2111

센다이시 미야기노쿠 고린 2-12-35

센다이시 와카바야시쿠 보건복지센터

022-282-1111

센다이시 와카바야시쿠 호슝인마에쵸 3-1

센다이시 타이하쿠쿠 보건복지센터

022-247-1111

센다이시 타이하쿠쿠 나가마치미나미 3-1-15

센다이시 이즈미쿠 보건복지센터

022-372-3111

센다이시 이즈미쿠 이즈미츄오 2-1-1

이시노마키시 사회복지사무소

0225-95-1111

이시노마키시 츄오 1-13-18

시오가마시 사회복지사무소

022-364-1131

시오가마시 모토마치 1-1

케센누마시 사회복지사무소

0226-22-6600

케센누마시 요우카마치 1-1-1 (시청 동쪽 프레하브 청사)

시로이시시 복지사무소

0224-22-1400

시로이시시 후쿠오카 쿠라모토 아자 챠엔 62-1

나토리시 사회복지사무소

022-384-2111

나토리시 마스다 아자 야나기다 80

카쿠다시 사회복지사무소

0224-63-2111

카쿠다시 카쿠다 아자 다이보 41

타카죠시 복지사무소

022-368-1141

타카죠시 츄오 2-1-1

이와누마시 복지사무소

0223-22-1111

이와누마시 사쿠라 1-6-20

토메시 복지사무소

0220-58-2111

토메시 미나미카타마치 신타카 이시우라 130

쿠리하라시 복지사무소

0228-42-1118

쿠리하라시 칸나리 사와베 키마치오키 200

히가시 마츠시마시 사회복지사무소

0225-82-1111

히가시 마츠시마시 야모토 아자 카미카와도 36-1

오사키시 사회복지사무소

0229-23-2111

오사키시 후루카와 나노카마치 1-1

토미야시 복지사무소

022-358-3294

토미야시 토미야사카 마츠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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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사무소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센다이 키타 연금사무소

022-224-0891

센다이시 아오바쿠 미야마치 4-3-21

센다이 히가시 연금사무소

022-257-6111

센다이시 미야기노쿠 미야기노 3-4-1

센다이 미나미 연금사무소

022-246-5111

센다이시 타이하쿠쿠 나가마치미나미 1-3-1

오오가와라 연금사무소

0224-51-3111

오오가와라마치 아자 신미나미 18-3

이시노마키 연금사무소

0225-22-5115

이시노마키시 나카사토 4-7-31

후루카와 연금사무소

0229-23-1200

오사키시 후루카와에키미나미 2-4-2

연금 다이얼

0570-05-1165
03-6700-1165

일반적인 연금상담에 관한 문의

마치카도 연금상담센터 센다이

022-262-5527

센다이시 아오바쿠 코쿠분쵸 3-6-1
센다이파크 빌딩 2층(대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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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현)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미야기현 교육청 총무과

022-211-3611

센다이시 아오바쿠 혼쵸 3-8-1 미야기현청내

오오가와라 교육사무소

0224-53-3111（내570）

오오가와라마치 아자 미나미 129-1
오가와라 합동청사

센다이 교육사무소

022-275-9260

센다이시 아오바쿠 츠츠미도오리
아마미야마치 4-17 센다이 합동청사

북부 교육사무소

0229-91-0739

오오사카시 후루카와 아사히 4-1-1
오사키 합동청사

북부 교육사무소
쿠리하라지역사무소

0228-22-2139

쿠리하라시 츠키다테 후지키 5-1
쿠리하라 합동청사

동부 교육사무소

0225-95-7016

이시노마키시 히가시나카사토 1-4-32
이시노마키 합동청사

동부 교육사무소
토메지역사무소

0220-22-6111(내665)

토메시 하사마쵸 사누마 아자 니시사누마 150-5
토메 합동청사

미나미산리쿠 교육사무소

0226-24-2573

케센누마시 아카이와스기노사와 47-6
케센누마 합동 임시청사

24시간 이지메(따돌림) 상담 다이얼 0120-0-78310
교육 상담 다이얼

022-784-3568

어린이 상담다이얼

022-784-3569

등교 거부 상담다이얼

022-784-3567

특별지원학교 상담다이얼

022-784-3565

문부과학성(교육위원회) 전국공통

나토리시 미타조노 2-1-4
미야기현종합교육센터

■교육상담(시정촌)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센다이시 아오바쿠 후츠카마치 1-1
센다이시청 북청사

센다이시 교육상담실

022-214-0002

각 시정촌

☞ 36 시(구)약소・정촌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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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및 시민단체의 일본어강좌
강좌명 (☆탁아서비스 있음)
MIA일본어강좌
【4~9월 코스, 10~3월 코스】
초급1,2 / 중급 /
한자1,2 / 야간초급1,2

문의처

개강장소

센다이시 아오바쿠 츠츠미도오리 아마미야마치 4-17
미야기현센다이합동청사 7층

022-275-3796
미야기현국제화협회

MIA 일본어 서포트 소개 (개인레슨)

센다이 일본어강좌

022-223-6260
센다이관광국제협회
022-223-2516
아오바쿠츄오시민센터

센다이시 아오바쿠 이치반쵸 2-1-4
아오바쿠 츄오시민센터

SenTIA 일본어 볼런티어 개인 레슨

022-223-6260
센다이관광국제협회

ICAS 일본어강좌

070-5470-0530
타카하시
090-6782-1712
우베

센다이시 아오바쿠 산죠마치 19-1
동북대학국제교류회관

일본어의 모리(숲)

022-278-0734
모츠나가

센다이시 아오바쿠 아오바야마
센다이국제센터 교류코너

어린이를 위한 일본어강좌
'삿토 일본어 클럽'

022-223-2516
아오바쿠츄오시민센터

센다이시 아오바쿠 이치반쵸 2-1-4
아오바쿠 츄오시민센터

일본어 티룸(☆)

022-290-9188
타카하시
022-226-1190
야기야마 시민센터

센다이시 타이하쿠쿠 야기야마 혼마치 1-43
야기야마 시민센터

모니와다이 일본어 살롱
(☆영유아동반가능)

022-392-1580
오카자키

센다이시 타이하쿠쿠 모니와다이 4-1-10
모니와다이 시민센터

이즈미 일본어 살롱

022-378-6199
요코타

센다이시 이즈미쿠 카츠라 3-19-1 카츠라 시민센터

[이시노마키시]타노시이 일본어교실(☆)

0225-23-2863
시미즈

이시노마키시 히요리가오카 1-2-7
이시노마키시 중앙 공민관

[케센누마시]케센누마시 작은 국제대사관
일본어교실 (☆)

0226-22-3409
마치즈쿠리(지역만들기) 추진과

케센누마시 우오이치바마에 1-1
케센누마 중앙 공민관

[나토리시]토모다치 in 나토리 일본어강좌
(☆영유아동반가능)

080-5226-5931
tomodachi_in_natori@yahoo.co.jp

나토리시 오오테마치 5-6-1
나토리시 시민활동 지원센터

[카쿠다시]카쿠다시 일본어강좌(☆)

0224-63-2112
정잭기획과

카쿠다시 카쿠다 아자 야나기마치 35-1 웰파크카쿠다

[이와누마시]이와누마 일본어강좌(☆)

0223-24-1225
카와무라

이와누마시 사토노모리 1-2-45
이와누마시 중앙공민관

[토메시]토메 일본어강좌

0220-54-2144
토메시국제교류협회
0220-45-2538
오노데라

토메시 하사마쵸 사누마 아자 나카에 2-6-1
토메시 하사마 공민관

[쿠리하라시]타노시이 일본어강좌
(☆영유아 이외 동반 가능)

0228-52-3644
마다라메

쿠리하라시 츠키다테 이즈 2-6-1
쿠리하라시 시민활동 지원센터

[오사키시]후루카와 일본어교실

090-9635-5965
오오우치

오사키시 후루카와 키타마치 5-5-2
오사키시 중앙공민관

[와타리쵸]와타리 타노시이 일본어강좌
(☆, 송영가능)

0223-34-3036
누마베

와타리쵸 요시다 아자 오오츠카 185
와타리쵸 농림환경개선센터

[마츠시마마치]마츠시마 일본어교실

022-354-3178
오노

마츠시마마치 이조자키 아자 하마 1-2
마츠시마마치 문화관광교류관

[리후쵸]리후 일본어광장

022-767-2113
기획과

리후쵸 츄오 2-11-2 생애학습센터

[미사토마치]이로하 살롱

0229-33-2180
마치츠쿠리(지역만들기) 추진과

미사토마치 키타우라 아자 코마고메 13
미사토마치 공민관

[미나미산리쿠쵸]일본어교실

0226-46-1371
기획과

미나미산리쿠쵸 시즈카와 아자 고센시타 51-1
미나미산리쿠 포털센터

13

■일본어학교
학교명

전화번호

주소

칸큐일본어학습원

022-726-7888

센다이시 아오바쿠 츠치토이 1-1-15

센다이 잉글리쉬센터 일본어과

022-221-2555

센다이시 아오바쿠 츄오 4-3-12

센다이 국제일본어학교

022-224-6509

센다이시 아오바쿠 카쿄인1-3-1 JC21 7층

센다이 랭귀지스쿨

022-266-8181

센다이시 아오바쿠 이치방쵸-14-32
후라이하이빌딩8F

동북외국어 관광전문학교

022-267-3847

센다이시 아오바쿠 이츠츠바시 2-1-13

아오바 외국어학원

022-234-6883

센다이시 아오바쿠 하치만 2-16-25

동양국제문화 아카데미

022-398-6818

센다이시 아오바쿠 미야마치 1-4-18

국제아카데미 랭귀지스쿨

022-298-7031

센다이시 미야기노쿠 츠츠지가오카 1-5-3

■외국인학교
학교명

전화번호

주소

동북인터내셔널스쿨

022-348-2468

센다이시 이즈미쿠 야카타 7-101-1

미야기 조선학원 동북
조선초・중・고등학교

022-229-2131

센다이시 타이하쿠쿠 나가마치 아자 코에지 19-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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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언어 상담창구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센다이시 아오바쿠 츠츠미도오리 아마미야마치 4-17
미야기현센다이합동청사 7층 미야기현 국제화 협회
[대응시간] 월~금 9:00~17:00

미야기 외국인 상담센터
(MIA 미야기현국제화협회)

022-275-9990

센다이국제센터 교류코너

022-265-2471
fax: 022-265-2472

[대응언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인도네시아어 ★네팔어 ★포르투갈어 등
※다른 언어도 상담 가능합니다.

통역 서포트 전화 (영어, 중국어, 한국어, 타갈로그
022-224-1919
어, 포르투갈어, 베트남어)
통역가이드・서포트 볼런티어
외국인 지원 볼런티어 그룹
상담 지원의 모임 OASIS

센다이시 아오바쿠 아오바야마 센다이국제센터 1층
9:00~20:00
※보수점검일, 연말연시는 휴무

022-265-2471
fax: 022-265-2472

■다언어 정보지
지명
MIA 다언어 카와라반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포르투갈어(~Vol.60), 베트남어(Vol.61~), 인도네
시아어(Vol.67~)］
진로 가이드북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타갈로그어, 스페인
어)
센다이 국제센터 다요리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일본의 초등학교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전화번호

http://mia-miyagi.jp/publication.html#kawaraban

022-275-3796
미야기현국제화협회
(MIA)

http://shinro-miyagi.jimdo.com/

022-268-6251
센다이관광국제협회
(SenTIA)

http://www.sira.or.jp/japanese/activity/pub.html
http://www.sira.or.jp/japanese/school/index.html
http://www.city.sendai.jp/koryu/foreignlanguage/jp/index.html（일본어）

센다이시정 다요리(일본어、영어、중국어、한국
어)

https://www.city.sendai.jp/koryu/foreignlanguage/en/index.html（영어）

022-261-1111
센다이시

https://www.city.sendai.jp/koryu/foreignlanguage/cn/index.html（중국어）
https://www.city.sendai.jp/koryu/foreignlanguage/ko/index.html（한국어）

Sendai at a Glance
(일본어/영어：지도와 생활정보)

022-373-8761
그룹 니지(무지개)

http://www.group-nij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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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직업안정소(헬로워크)
기관명

전화번호

소재지

헬로워크 센다이

022-299-8811

센다이시 미야기노쿠 츠츠지가오카4-2-3
센다이MT빌딩 3~5F

센다이학생직업센터
(센다이 신졸 응원 헬로워크)

022-726-8055

센다이시 아오바쿠 츄오 1-2-3
센다이마크원 12F

마더스 하로워크 아오바

022-266-8604

헬로워크 프라자 아오바

022-266-8609

헬로워크 프라자 이즈미

022-771-1217

센다이시 이즈미쿠 이즈미츄오 1-7-1
지하철 이즈미중앙역빌딩 4F

헬로워크 타이와

022-345-2350

타이와쵸 요시오카미나미 2-3-15

헬로워크 이시노마키

0225-95-0158

이시노마키시 이즈미쵸 4-1-18
이시노마키 합동청사

헬로워크 시오가마

022-362-3361

시오가마시 신하마쵸 3-18-1

헬로워크 후루카와

0229-22-2305

오사키시 후루카와 나카자토 6-7-10
후루카와 합동청사

헬로워크 오오가와라

0224-53-1042

오오가와라마치 오오타니 아자 마치무카이 126-4
오가 1층

헬로워크 시로이시

0224-25-3107

시로이시시 아자 쵸시가모리 37-8

헬로워크 하사마

0228-22-2531

도메시 하사마초 사누마 아자 우치마치 42-10

헬로워크 츠키다테

0220-22-8609

쿠리하라시 츠키다테 야쿠시 2-2-1
츠키다테 합동청사

헬로워크 케센누마

0226-41-6720

케센누마시 히가시신죠 1-7-1

센다이시 아오바쿠 츄오 2-11-1
오르타스 센다이빌딩 4F

■노동기준감독서
기관명

전화번호

소재지

미야기 노동국

022-299-8833

센다이 노동기준감독서

022-299-9071

이시노마키 노동기준감독서

0225-22-3365

이시노마키시 이즈미쵸 4-1-18
이시노마키 합동청사

이시노마키 노동기준감독서
(케센누마 임시창구)

0226-25-6921

케센누마시 요우카마치 2-1-11
케센누마 상공회의소 회관 4층

후루카와 노동기준감독서

0229-22-2112

오사키시 후루카와에키미나미 2-9-47

오오가와라 노동기준감독서

0224-53-2154

오오가와라마치 아자 신히가시 24-25

세미네 노동기준감독서

0228-38-3131

쿠리하라시 세미네 시모다 50-8

센다이시 미야기노쿠 텟포마치1
센다이 제4합동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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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국세)
기관명

전화번호

소재지

센다이국세국 세무상담실

022-263-1111

센다이시 아오바쿠 혼쵸 3-3-1 센다이합동청사

센다이 키타 세무서

022-222-8121

센다이시 아오바쿠 카미스기 1-1-1

센다이 나카 세무서

022-783-7831

센다이시 와카바야시쿠 오로시마치 3-8-5

센다이 미나미 세무서

022-306-8001

센다이시 타이하쿠쿠 야나기우 2-28-2

이시노마키 세무서

0225-22-4151

이시노마키시 센고쿠쵸 2-35

시오가마 세무서

022-362-2151

시오가마시 아사히쵸 17-15

후루카와 세무서

0229-22-1711

오사키시 후루카와 아사히 6-2-15

케센누마 세무서

0226-22-6780

게센누마시 후루마치 3-4-5

오오가와라 세무서

0224-52-2202

오오가와라마치 오오야 아자 스에히로 12-1

츠키다테 세무서

0228-22-2261

쿠리하라시 츠키다테 야쿠시 2-2-1 츠키다테 합동청사

사누마 세무서

0220-22-2501

도메시 하사마쵸 사누마 아자 누마무카이 109

■현세 사무소
기관명

전화번호

소재지

오오가와라 현세사무소

0224-53-3111

오오가와라마치 아자 미나미 129-1
오가와라 합동청사

센다이 미나미 현세사무소

022-248-2961

센다이시 다이하쿠쿠 나가마치 7-22-20

센다이 중앙 현세사무소

022-715-0621

센다이시 아오바쿠 카미스기 1-2-3 자치회관

센다이 중앙 현세사무소
오기마치 출장소

022-232-5702

센다이시 미야기노쿠 오기마치 3-3-10 교통회관내

센다이 키타 현세사무소

022-275-9111

센다이시 아오바쿠 츠츠미도오리 아마미야마치4-17
현 센다이 합동청사

시오가마 현세사무소

022-365-4191

시오가마시 니시키쵸 5-28

북부 현세사무소

0229-91-0701

오사키시 후루카와 아사히4-1-1 오사키 합동청사

북부 현세사무소
쿠리하라지역사무소

0228-22-2111

쿠리하라시 츠키다테 후지키 5-1 쿠리하라 합동청사

동부 현세사무소

0225-95-1411

이시노마키시 히가시나카사토 1-4-32 이시노마키 합동청사

동부 현세사무소
토메지역사무소

0220-22-6111

토메시 하사마쵸 사누마 아자 니시사누마 150-5
토메 합동청사

케센누마 현세사무소

0226-24-2530

케센누마시 아카이와스기노사와 47-6
케센누마 합동청사

케센누마 현세사무소
미나미산리쿠지소

0226-29-6045

케센누마시 모토요시쵸 츠야사쿠라고 20-2

■시정촌세

☞ 36 시(구)약소・정촌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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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회사명

전화번호

JR동일본 문의센터

050-2016-1600

JR East Infoline (영어, 한국어, 중국어)

050-2016-1603

아부쿠마급행

024-577-7132

주소

후쿠시마현 다테시 야나가와마치 아자 고탄다 100-1

■버스
회사명

전화번호

주소

센다이시 교통국 안내센터

022-222-2256

센다이시 아오바쿠 키마치도오리 1-4-15

JR버스 동북센다이지점

022-256-4512

센다이시 미야기노쿠 미야기노 2-2-36

동북 급행버스 센다이영업소

022-262-7031

센다이시 아오바쿠 혼쵸 1-1-7

동일본급행

022-218-3131

센다이시 이즈미쿠 노무라 아자 신바바야시키 14

미야기 교통

022-771-5310

센다이시 이즈미쿠 이즈미가오카 3-13-20

야마코 버스 센다이 영업소

022-236-6995

센다이시 미야기노쿠 히노데 1-3-28

아야시 관광버스

022-392-6355

센다이시 아오바쿠 카미아야시 아자 오오이와 1-3

■분실물
교통기관명

전화번호

센다이 시영버스・지하철

022-223-4812

미야기 교통 버스

022-771-5310

JR동일본 센다이역 분실물센터

022-227-0255

JR동일본 문의센터

050-2016-1601

JR East Infoline (영어, 한국어, 중국어)

050-2016-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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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센다이시 교통국 분실물 센터 (지하철 센다이역 내)

분실물

■운전면허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미야기현 운전면허센터

022-373-3601

센다이시 이즈미쿠 이치나자카 아자 타카쿠라 65

이시노마키 운전면허센터

0225-83-6211

히가시 마츠시마시 야모토 아카이 아자 미나미이치 134

후루카와 운전면허센터

0229-22-8011

오사키시 후루카와 오오미야 3-4-30

센난 운전면허센터

0224-53-0111

오오가와라마치 아자 난페이 3-1

케센누마 경찰서 (갱신수속)

0226-22-7171

케센누마시 아카이와스기노사와 47-6

산리쿠 경찰서 (갱신수속)

0226-46-3131

미나미산리쿠쵸 시즈가와 아자 누마타 150-118

■운수국(자동차검사・등록）
기관명

동북 운수국 미야기 운수지국

전화번호
050-5540-2011
(등록안내)
0570-030-330
(점검예약)

주소

센다이시 미야기노쿠 오기마치 3-3-15

■JAF(일본자동차연맹)
기관명
JAF 미야기 지부

전화번호
022-783-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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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센다이시 와카바야시쿠 오로시마치 3-8-105

■시(구)정촌 사무소
시정촌명

전화번호

소재지

센다이시

022-261-1111

센다이시 아오바쿠 고쿠분쵸 3-7-1

센다이시 아오바쿠

022-225-7211

센다이시 아오바쿠 카미스기 1-5-1

센다이시 미야기노쿠

022-291-2111

센다이시 미야기노쿠 고린 2-12-35

센다이시 와카바야시쿠

022-282-1111

센다이시 와카바야시쿠 호슝인마에쵸 3-1

센다이시 타이하쿠쿠

022-247-1111

센다이시 타이하쿠쿠 나가마치 미나미 3-1-15

센다이시 이즈미쿠

022-372-3111

센다이시 이즈미쿠 이즈미츄오 2-1-1

이시노마키시

0225-95-1111

이시노마키시 코쿠쵸 14-1

시오가마시

022-364-1111

시오가마시 아사히쵸 1-1

케센누마시

0226-22-6600

케센누마시 요우카마치 1-1-1

시로이시시

0224-25-2111

시로이시시 오오테마치 1-1

나토리시

022-384-2111

나토리시 마스다 아자 야나기다 80

카쿠다시

0224-63-2111

카쿠다시 가쿠다 아자 다이보 41

타가죠시

022-368-1141

타가죠시 츄오 2-1-1

이와누마시

0223-22-1111

이와누마시 사쿠라 1-6-20

토메시

0220-22-2111

토메시 하사마쵸 사누마 아자 나카에 2-6-1

쿠리하라시

0228-22-1122

쿠리하라시 츠키다테 야쿠시 1-7-1

히가시 마츠시마시

0225-82-1111

히가시 마츠시마시 야모토 아자 카미카와도 36-1

오사키시

0229-23-2111

오사키시 후루카와 나노카마치 1-1

토미야시

022-358-3111

토미야시 토미야 아자 사카마츠다 30

자오마치

0224-33-2211

자오마치 오오아자 엔다 아자 니시우라키타 10

시치가슈쿠마치

0224-37-2111

시치가슈쿠마치 아자 세키 126

오오가와라마치

0224-53-2111

오오가와라마치 아자 신미나미 19

무라타마치

0224-83-2111

무라타마치 오오아자 무라타 아자 하사마 6

시바타마치

0224-55-2111

시바타마치 후나오카 츄오 2-3-45

카와사키마치

0224-84-2111

카와사키마치 오오아자 마에카와 아자 우라쵸 175-1

마루모리마치

0224-72-2111

마루모리마치 아자 토리야 120

와타리쵸

0223-34-1111

와타리쵸 아자 시모코지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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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촌명

전화번호

소재지

야마모토쵸

0223-37-1111

야마모토쵸 아소하라 아자 사쿠타야마 32

마츠시마마치

022-354-5701

마츠시마마치 다카기 아자 키묘인 시타이치 19-1

시치가하마마치

022-357-2111

시치가하마마치 토구하마 아자 우시야베 5-1

리후쵸

022-767-2111

리후쵸 리후 아자 신나미마츠 4

타이와쵸

022-345-1111

다이와쵸 요시오카 아자 니시히노키 1-1

오사토쵸

022-359-3111

오사토쵸 카스카와 아자 니시나가사키 5-8

오오히라무라

022-345-5111

오오히라무라 오오히라 아자 타이라바야시 62

시카마쵸

0229-65-2111

시카마초 시카마 아자 기타야치 41

카미마치

0229-63-3111

카미마치 아자 니시다 3번지 5

와쿠야쵸

0229-43-2112

와쿠야초 아자 신마치우라 153-2

미사토마치

0229-33-2111

미사토마치 키타우라 아자 코마고메 13

오나가와쵸

0225-54-3131

오나가와쵸 오나가와하마 아자 오오하라 316

미나미산리쿠쵸

0226-46-2600

미나미산리쿠쵸 시즈가와 아자 누마타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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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경찰서명

전화번호

주소

센다이 중앙경찰서

022-222-7171

센다이시 아오바쿠 이츠츠바시 1-3-19

센다이 미나미 경찰서

022-246-7171

센다이시 타이하쿠쿠 나가마치 6-2-7

센다이 키타 경찰서

022-233-7171

센다이시 아오바쿠 쇼와마치 3-13

센다이 히가시 경찰서

022-231-7171

센다이시 미야기노쿠 미나미메다테 21-1

이즈미 경찰서

022-375-7171

센다이시 이즈미쿠 이즈미츄오 1-2-5

시오가마 경찰서

022-362-4141

시오가마시 기타하마 4-6-41

이와누마 경찰서

0223-22-4341

이와누마시 스에히로 2-1-23

타이와 경찰서

022-345-0101

타이와쵸 요시다 아자 키타야치 27-1

이시노마키 경찰서

0225-95-4141

이시노마키시 야마시타쵸 1-6-20

케센누마 경찰서

0226-22-7171

케센누마시 아카이와스기노사와 47-6

사누마 경찰서

0220-22-2121

토메시 하사마쵸 사누마 아자 나카에 5-11-5

토메 경찰서

0220-52-2121

토메시 토요마마치 테라이케 메고마치이 265

카호쿠 경찰서

0225-62-3411

이시노마키시 아이노야 아자 스기가사키 20

미나미산리쿠 경찰서

0226-46-3131

미나미산리쿠쵸 시즈가와 아자 누마타 150-118

후루카와 경찰서

0229-22-2311

오사키시 후루카와 오오미야 1-1-17

토오다 경찰서

0229-33-2321

미사토마치 후지가사키 1-81

와카야나기 경찰서

0228-32-3111

쿠리하라시 와카야나기 아자 카와키타하라타 4-4

츠키다테 경찰서

0228-22-1101

쿠리하라시 츠키다테 아자 토메바 나카다 201-2

나루코 경찰서

0229-82-2249

오사키시 나루코 온센 아자 쿠루마유 92-12

카미 경찰서

0229-63-2311

카미마치 아자 마치우라 103-1

오오가와라 경찰서

0224-53-2211

오오가와라마치 아자 오지마 21-8

시로이시 경찰서

0224-25-2138

시로이시시 오오다이라 모리아이 아자 시미즈다 4-1

카쿠다 경찰서

0224-63-2211

가쿠다시 가쿠다 아자 오기마치 5-7

와타리 경찰서

0223-34-2111

와타리초 아자 큐칸 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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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내 영사관・명예 영사관 등
영사관 등 명

전화번호

소재지

주 센다이 대한민국총영사관

022-221-2751～3

센다이시 아오바쿠 카미스기 1-4-3

재 센다이 프랑스명예영사관

022-227-1345

센다이시 와카바야시쿠 아라마치 209 미야기문화복장학원 내

재 센다이 독일명예영사관

022-791-8042

센다이시 미야기노쿠 츠츠지가오카 4-1-1 (주)유어테크 내

재 센다이 뉴질랜드 명예영사관

022-208-7700

센다이시 아오바쿠 타치마치 27-21 (주)하시모토점 내

미쿠로네시아연방 재 센다이 명예총영사관

022-721-3961

센다이시 아오바쿠 혼초 2-7-15 코마츠빌딩 2층

재 센다이 키리바스공화국 명예영사관

022-291-4401

센다이시 미야기노쿠 츠츠지가오카 4-1-8-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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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협회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미야기현국제화협회(MIA)

022-275-3796

센다이시 아오바쿠 츠츠미도오리 아마미야마치 4-17
미야기현센다이합동청사7층

센다이관광국제협회(SenTIA)

022-268-6260

센다이시 아오바쿠 오오마치 2-2-10
센다이 아오바 윙비루 A동 11층
이시노마키시 이즈미쵸 3-1-63
이시노마키 NPO지원 오피스 #4

이시노마키시 국제교류협회
케센누마시 작은국제대사관

0226-22-6600(내335)

케센누마시 국제교류협회

0226-22-6600(내331)

시로이시시 국제교류협회

0224-22-1331

시로이시시 오오테마치 1-1
시로이시 총무부 총무과 내

국제교류협회 토모다치 in 나토리

080-5226-5931

나토리시 오오테마치 5－6－1
나토리시시민활동지원센터사무실

타가죠시 국제교류협회

022-364-1478

타카죠시 게바 4-20-9

이와누마 시민교류협회

0223-22-1111（내645）

이와누마시 사쿠라 1-6-20
이와누마시 사와야카 시정추진과 내

이와누마 자매도시친선협회

0223-22-2112

이와누마시 츄오 2-5-18

토메시 국제교류협회

0220-52-2144

토메시 토요마마치 테라이케 메고마치이 381-1
토메종합지소 2층

쿠리하라시 국제교류협회

090-7791-3159

쿠리하라시 츠키다테 이즈 2-6-1
시민활동지원센터 대여사무실3

오사키시 후루카와 국제교류협회

090-3120-0466

오사키시 후루카와 키타마치 5-4-8-3

오사키시 산본기 국제교류협회

0229-52-2112

오사키시 산본기 아자 마메자카 24-3
오사키시 산본기 종합지소 지역진흥과 내

케센누마시 요우카마치 1-1-1
케센누마시 기획부 지역만들기추진과 내

오사키시 이와데야마 아자 시모마야마 시미즈 50-2
오피스 TADANO 내

이와데야마 교류협회
나루코 국제교류협회

0229-84-7641

오사키시 나루코온센 아자 요가이 91

자오마치 국제교류협회

0224-33-2212

자오마치 오오아자 엔다 아자 니시우라키타10
자오마치즈쿠리 추진과 내

무라타마치 국제교류협회

0224-83-2112

무라타마치 오오아자 무라타 아자 하사마 6
무라타마치 기획재정과 내

마루모리마치 자매도시교류협회

0224-72-3024

마루모리마치 아자 토리야 120
마루모리마치 기획재정과 내

국제교류협회 와타리

0223-34-6396

와타리군 와타리쵸 요시다 아자 나카하라 55-412

야마모토쵸 국제교류협회

0223-38-1181

와타리군 야마모토쵸 마니와 아자 하라 95-1

마츠시마마치 국제교류협회

022-354-5092

마츠시마마치 이소자키 아자 카니마츠 13-1

시치가하마 국제교류협회

022-357-5931

시치가하마마치 하나부치하마 아자 오오야마 1-1
시치가하마국제촌 내

리후쵸 국제교류협회

022-767-2113

리후쵸 리후 아자 신나미마츠4
리후쵸기획과 지역협동반 내

카미마치 국제교류협회

0229-63-3215

카미마치 아자니시다 산반 5번지
카미마치 협동 마치즈쿠리 추진과 내

와쿠야쵸 국제교류협회

0229-43-2112

와쿠야쵸 아자 신마치우라 153-2
와쿠야쵸 기획재정과 내

미사토마치 국제교류협회

0229-33-2180

미사토마치 키타우라 아자 코마고메 13
미사토마치 마치즈쿠리추진과 내

미나미산리쿠쵸 국제교류협회

0226-46-1371

미나미산리쿠쵸 시즈가와 아자 누마다 56-2
미나미산리쿠쵸 기획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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