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 일람 홋카이도

의료기관 주소 전화번호 웹사이트
의료법인 유신카이 하코다테 신토시병원 우편번호 041-0802

홋카이도 하코다테시 이시카와초 331-1
0138-46-1321 http://yushinkai.jp/hakodate/ (일본어)

http://yushinkai.jp/hakodate/russia/ (러시아어)

시립 하코다테병원 우편번호 041-0821
홋카이도 하코다테시 미나토초 1-10-1

0138-43-2000 http://www.hospital.hakodate.hokkaido.jp/ (일본어)

의료법인 도쿠슈카이 삿포로 도쿠슈카이병원 우편번호 065-0033
홋카이도 삿포로시 히가시구 기타33조 히가시 14-3-1

011-722-1110 http://www.higashi-tokushukai.or.jp/ (일본어)

사회의료법인 고진카이 홋카이도 오노 기념병원 우편번호 063-0052
홋카이도 삿포로시 니시구 미야노사와2조 1-16-1

011-665-0020 https://ohno-kinen.jp/ (일본어)

Ja홋카이도 고세이렌 굿찬 고세이병원 우편번호 044-0004
홋카이도 아부타군 굿찬초 기타４조 히가시 1-2

0136-22-1141 http://www.dou-
kouseiren.com/byouin/kutchan/index.html (일본어)

아사히적십자병원 우편번호 070-8530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 아케보노1조 1-1-1

0166-22-8111 http://www.asahikawa.jrc.or.jp/ (일본어)

정형외과 신도병원 우편번호 078-8214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 4조도리 19초메 미기 6호

0166-31-1221 https://shindo-hospital.or.jp (일본어)

사회의료법인 호쿠토 호쿠토병원 우편번호 080-0833
홋카이도 오비히로시 이나다초키센 7-5

0155-48-8000 https://www.hokuto7.or.jp/patient/ (일본어)
https://www.hokuto7.or.jp/mc/zh/ (중국어)

시립 구시로종합병원 우편번호 085-0822
홋카이도 구시로시 슌코다이 1-12

0154-41-6121 http://www.kushiro-cghp.jp (일본어)

하코다테 고료카쿠병원 우편번호 040-8611
홋카이도 하코다테시 고료카쿠초 38-3

0138-51-2295 https://www.gobyou.com/ (일본어)

기코나이초 국민건강보험병원 우편번호 049-0422
홋카이도 가미이소군 기코나이초 아자혼초 710번지

01392-2-2079 http://kikonai-hospital.com (일본어)

의료법인 히데신카이 후지오카안과 우편번호 041-0802
홋카이도 하코다테시 이시카와초 450-2

0138-34-5550 http://www.fujiokaganka.or.jp/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하코니시카이 고니시내과·심장혈관 클리닉 우편번호 040-0053
홋카이도 하코다테시 스에히로초 3-15

0138-83-2080 http://www.konishi-clinic.net (일본어)

의료법인 도쿠슈카이 삿포로 도쿠슈카이병원 우편번호 004-0041
홋카이도 삿포로시 아쓰베쓰구 오야치히가시 1-1-1

011-890-1110 https://www2.satutoku.jp/ (일본어)

의료법인 삿포로 마루야마정형외과병원 우편번호 060-0007
홋카이도 삿포로시 주오구 기타7조 니시 27-1- 3

011-612-1133 http://www.maruyama-seikeigeka.com/ (일본어)

사회의료법인 슈호카이 오쓰카안과병원 우편번호 001-0016
홋카이도 삿포로시 기타구 기타16조 니시 4-2-17

011-747-5211 http://www.ohtsuka-eye.com/ (일본어)

호쿠세이병원 우편번호 066-0081
홋카이도 지토세시 세이류 5-1-1

0123-24-1121 http://www.hokusei.or.jp/ (일본어)

의료법인 고스케카이 오도리진보피부과 우편번호 060-0042
홋카이도 삿포로시 주오구 오도리니시 17-1-27 삿포로
메디케어센터빌딩 4층

011-618-1212 http://www.jimbow-hifuka.com/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가타야마내과·위장과의원 우편번호 069-0817
홋카이도 에베쓰시 노쓰포로요요기초 16-3

011-385-5050 http://www.katayamanaika.com/index.html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신아이카이 삿포로 패밀리 클리닉 우편번호 006-0852
홋카이도 삿포로시 데이네구 호시오키2조 4-2-22

011-695-5211 http://www.family-clinic.net/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야마구치정형외과 클리닉 우편번호 062-0932
홋카이도 삿포로시 도요히라구 히라기시2조 14-1-22
이마자키메디컬빌딩 2층

011-837-5111 http://www.ne.jp/asahi/seikei/yamaguchi (일본어)

사회복지법인 홋카이도사회사업협회 오타루병원 우편번호 047-0014
홋카이도 오타루시 스미노에 1-6-15

0134-23-6234 http://www.otarukyokai.or.jp (일본어)

사회복지법인 온시재단 사이세이카이지부 홋카이도
사이세이카이 오타루병원

우편번호 047-0008
홋카이도 오타루시 짓코 10-1

0134-25-4321 http://www.saiseikai-otaru.jp/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오타정형외과의원 우편번호 047-0263
홋카이도 오타루시 미하라시초 8-24

0134-62-3131 http://www.orth-ota.or.jp (일본어)

니세코 인터내셔널 클리닉 우편번호 044-0081
홋카이도 아부타군 굿찬초 야마다 76-100

0136-21-5454 http://www.niseko-nic.com (일본어)

독립행정법인 노동자건강안전기구 홋카이도 주오
로사이병원

우편번호 068-0004
홋카이도 이와미자와시 4조 히가시 16-5

0126-22-1300 http://hokkaidoh.johas.go.jp/ (일본어)

사회복지법인 홋카이도사회사업협회 도야병원 우편번호 049-5605
홋카이도 아부타군 도야코초 다카사고초 126번지

0142-74-2555 http://toya-hospital.jp (일본어)

도마코마이시립병원 우편번호 053-8567
홋카이도 도마코마이시 시미즈초 1-5-20

0144-33-3131 http://www.city.tomakomai.hokkaido.jp/hospital (일본어)
http://translate.google.co.jp/translate?hl=ja&sl=ja&tl=en&u=
http%3A%2F%2Fwww.city.tomakomai.hokkaido.jp%2Fhospi
tal%2F&sandbox=1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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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일람 홋카이도

의료기관 주소 전화번호 웹사이트
오지종합병원 우편번호 053-8506

홋카이도 도마코마이시 와카쿠사초 3-4-8
0144-32-8111 http://www.ojihosp.or.jp/ (일본어)

긴이쿄 도마코마이병원 우편번호 053-0855
홋카이도 도마코마이시 미야마초 1-8-23

0144-72-3151 http://kin-ikyotomakomaibyoin.jp/ (일본어)

의료법인 도쿠슈카이 히다카 도쿠슈카이병원 우편번호 056-0005
홋카이도 히다카군 신히다카초 시즈나이코세이초
1-10-27

0146-42-0701 http://hidakatokushukai.com (일본어)

나카무라뇌신경내과 클리닉 우편번호 056-0022
홋카이도 히다카군 신히다카초 시즈나이타카사고초
3-9-85

0146-43-0911 http://www.ncl.or.jp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사토안과 우편번호 056-0019
홋카이도 히다카군 신히다카초 시즈나이아오야기초
1-9-19

0146-45-0333  

아사히카와의과대학병원 우편번호 078-8510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 미도리오카히가시2조 1-1-1

①0166-65-2111★
②0166-66-9901

http://www.asahikawa-med.ac.jp/index_h.php?f=index
(일본어)

의료법인 린세카이 요시다병원 우편번호 096-0013
홋카이도 나요로시 니시3 미나미 6-8-2

01654-29-3388 http://www.rinseikai.jp/ (일본어)

시베쓰시립병원 우편번호 095-0048
홋카이도 시베쓰시 히가시11조 5-3029-1

0165-23-2166 http://www.shibetsu-hp.jp/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도야마정형외과 우편번호 077-0006
홋카이도 루모이시 스에히로초 1-10-10

0164-42-2030 https://www.facebook.com/TomiyamaOrthopedicClinic
/ (일본어)
https://twitter.com/tomiyama_seikei (일본어)

독립행정법인 노동자건강안전기구 구시로 로사이병원 우편번호 085-8533
홋카이도 구시로시 나카조노초 13-23

0154-22-7191 http://www.kushiroh.johas.go.jp/ (일본어)

홋카이도립 아칸호반 진료소 우편번호 085-0467
홋카이도 구시로시 아칸초 아칸호온천 2-5-22

0154-67-2774  

오타루시립병원 우편번호 047-0017
홋카이도 오타루시 와카마쓰 1-1-1

0134-25-1211 https://www.otaru-general-hospital.jp/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나미키카이 와타나베의원 우편번호 059-1501
홋카이도 유후시군 아비라초 하야키타오마치 116-4

0145-22-2250 http://namikikai.net/ (일본어)

미도리초 진료소 우편번호 066-0074
홋카이도 지토세시 미도리초 1-3-30 메데루치토세

0123-29-3383 https://www.midoricho.jp/ (일본어)

시립 왓카나이 병원 우편번호 097-8555
홋카이도 왓카나이시 주오 4초메 11-6

0162-23-2771 http://www.city.wakkanai.hokkaido.jp/hospital
(일본어)

이마카네초 코쿠호 병원 우편번호 049-4318
홋카이도 세타나군 이마카네초 이마카네 17-2

0137-82-0221 https://www.town.imakane.lg.jp/hosp/ (일본어)

홋카이도립 에사시 병원 우편번호 043-0022
홋카이도 히야마군 에사시초 후시키도초 484번지

0139-52-0036 https://esashi.hospital.pref.hokkaido.lg.jp/ (일본어)

시미즈 적십자 병원 우편번호 089-0195
홋카이도 가미카와군 시미즈쵸 미나미 다이2조 2쵸메 1

0156-62-2513 https://shimizu.jrc.or.jp/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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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일람 아오모리현

의료기관 주소 전화번호 웹사이트
아오모리현립 주오병원 우편번호 030-8553

아오모리현 아오모리시 히가시쓰쿠리미치 2-1-1
 017-726-8111 https://aomori-kenbyo.jp/ (일본어)

히로사키대학 의학부 부속병원 우편번호 036-8563
아오모리현 히로사키시 혼초 53번지

0172-33-5111 http://www.med.hirosaki-u.ac.jp/hospital/index.html
(일본어)

하치노헤시립 시민병원 우편번호 031-8555
아오모리현 하치노헤시 다무카이 3-1-1

0178-72-5111(수위실: EN) http://www.hospital.hachinohe.aomori.jp (일본어)

아오모리 로사이병원 우편번호 031-8551
아오모리현 하치노헤시 시로가네마치 미나미가오카 1

0178-33-1551 http://www.aomorih.johas.go.jp/ (일본어)

도와다시립 주오병원 우편번호 034-0093
아오모리현 도와다시 니시주니반초 14-8

0176-23-5121 http://www.hp-chuou-towada.towada.aomori.jp
(일본어)

아이하라 내과 의원 우편번호 036-8062
아오모리현 히로사키시 아오야마 3-8-2 

0172-33-0055 http://aihara-hp.la.coocan.jp/clinic2.htm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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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일람 이와테현

의료기관 주소 전화번호 웹사이트
이와테의과대학 부속병원 우편번호 028-3695

이와테현 시와군 야하바초 이다이도리 2-1-1
019-613-7111 http://www.iwate-med.ac.jp/hospital/ (일본어)

이와테현립 가마이시병원 우편번호 026-0055
이와테현 가마이시시 가쓰시초 다이10지와리 483-6

0193-25-2011 http://kamaishi-hp.com/ (일본어)

이와테현립 주오병원 우편번호 020-0066
이와테현 모리오카시 우에다 1-4-1

019-653-1151 http://www.chuo-hp.jp/ (일본어)

이와테현립 오후나토병원 우편번호 022-8512
이와테현 오후나토시 오후나토초 아자 야마마고에 10-1

0192-26-1111 http://oofunato-hp.com/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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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일람 이와테현

의료기관 주소 전화번호 웹사이트
이와테현립 미야코병원 우편번호 027-0096

이와테현 미야코시 사키쿠와가사키 다이1지와리 11-26
0193-62-4011 http://www.miyako-hp.jp/ (일본어)

이와테현립 이사와병원 우편번호 023-0864
이와테현 오슈시 미즈사와 아자 류가바바 61번지

0197-24-4121 http://www.isawa-hp.com/ (일본어)

이와테현립 이와이병원 우편번호 029-0192
이와테현 이치노세키시 고젠지 아자 오다이라 17

0191-23-3452 http://www.iwai-hp.com/ (일본어)

이와테현립 구지병원 우편번호 028-8040
이와테현 구지시 아사히초 다이10지와리 1번

0194-53-6131 http://www.kuji-hp.com/ (일본어)

이와테현립 주부병원 우편번호 024-8507
이와테현 기타카미시 무라사키노 17지와리 10번지

0197-71-1511 http://chubu-hp.com/ (일본어)

이와테현립 니노헤병원 우편번호 028-6193
이와테현 니노헤시 호리노 아자 오카와라게 38-2

0195-23-2191 http://www.ninohe-hp.net/ (일본어)

모리오카적십자병원 우편번호 020-8560
이와테현 모리오카시 산본야나기 6지와리 1-1

019-637-3111 http://www.morioka.jrc.or.jp (일본어)

히가시하치만타이병원 우편번호 028-7303
이와테현 하치만타이시 가시와다이 2-8-2

0195-78-2511 http://www.mairin.jp/hospital/ (일본어)

사사키치과의원 우편번호 020-0831
이와테현 모리오카시 산본야나기 3-12-7

019-637-8211 http://www.sasakidental-office.e-doctor.info/ (일본어)

유다치과의원 우편번호 029-5512
이와테현 와가군 니시와가마치 가와시리 40-40-64

0197-82-3711  

패밀리치과의원 우편번호 024-0072
이와테현 기타카미시 기타오니야나기 19-83-1

0197-77-4182 https://www.familyshikaiin.com/ (일본어)

의료법인 햐쿠세이카이 지바치과의원 우편번호 023-0865
이와테현 오슈시 미즈사와 아자 사쿠라야시키 420

0197-51-1300 http://www.iwate-chiba.com (일본어)

주오치과 클리닉 우편번호 029-3101
이와테현 이치노세키시 하나이즈미초 하나이즈미 아자
고노사토 57번지

0191-82-5959 http://www.centraldental.or.jp/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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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주소 전화번호 웹사이트
아오바다이 클리닉 우편번호 981-0133

미야기현 미야기군 리후초 아오바다이 3-1-78
022-356-6757  

이시노마키적십자병원 우편번호 986-8522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 헤비타 아자 니시미치시타 71번지

0225-21-7220 http://www.ishinomaki.jrc.or.jp/ (일본어)
http://www.ishinomaki.jrc.or.jp/en/ (영어)

의료법인 사단 아카시다이성형외과 우편번호 981-3332
미야기현 도미야시 아카이시다이 2-22-5

022-351-2322  

오사키시민병원 우편번호 989-6183
미야기현 오사키시 후루카와호나미 3-8-1

0229-23-3311 http://www.h-osaki.jp/ (일본어)

가시와기 클리닉 우편번호 981-0933
미야기현 센다이시 아오바구 가시와기 2-6-2

022-275-1310 http://bunanomori.info (일본어)

사토마사히데 클리닉 우편번호 989-6106
미야기현 오사키시 후루카와사이와이초 1-7-21

0229-23-8152 http://dr-sato.or.jp (일본어)

스케노의원 우편번호 982-0826
미야기현 센다이시 다이하쿠구 미카미네 2-2-3

022-244-0546  

단노피부과·내과·소아과 우편번호 983-0841
미야기현 센다이시 미야기노구 하라노마치 2-1-69

022-297-1158  

도호쿠대학병원 우편번호 980-8574
미야기현 센다이시 아오바구 세이료마치 1-1

022-717-7000 http://www.hosp.tohoku.ac.jp/ (일본어)
http://www.hosp.tohoku.ac.jp/en/ (영어)

미나미나카야마내과 클리닉 우편번호 981-3213
미야기현 센다이시 이즈미구 미나미나카야마 3-16-4

022-348-2301 http://www2s.biglobe.ne.jp (일본어)

미야기현 난추카쿠병원 우편번호 989-1253
미야기현 시바타군 오가와라마치 아자 니시 38-1

0224-51-5500 http://www.southmiyagi-mc.jp/ (일본어)

야스다 클리닉 우편번호 981-0961
미야기현 센다이시 아오바구 사쿠라가오카 4쵸메 19번
16호

022-278-1731 http://yasuda-cl.byoinnavi.jp/pc/ (일본어)
http://yasuda-cl.byoinnavi.jp/pc/ (영어)

센다이공항 기타 클리닉 우편번호 981-1217
미야기현 나토리시 미타조노 8초메 1번지 8

022-797-9523 https://gamo.or.jp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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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주소 전화번호 웹사이트
가즈노 고세이병원 우편번호 018-5201

아키타현 가즈노시 하나와 아자 무카이바타케 18번지
0186-23-2111 http://www.hspkazuno.kazuno.akita.jp/ (일본어)

오다테시립종합병원 우편번호 017-8550
아키타현 오다테시 유타카초 3-1

0186-42-5370 http://www.odate-hp.odate.akita.jp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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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일람 아키타현

의료기관 주소 전화번호 웹사이트
오노데라치과 클리닉 우편번호 018-5334

아키타현 가즈노시 도와다케마나이 아자 게마나이 106-1
 0186-35-2771  

기타아키다시 국민건강보험 고가와 진료소 우편번호 018-4211
아키타현 기타아키타시 스모모다이 아자 시모토요타 20

0186-78-3161  

기타아키다시민병원 우편번호 018-4221
아키타켄 기타아키타시 시모스기 아자 가미시미즈사와
16-29

0186-62-7001 http://www.kitaakita-hp.jp/ (일본어)

독립행정법인 지역의료기능추진기구 아키타병원 우편번호 016-0851
아키타현 노시로시 미도리마치 5-22

0185-52-3271 https://akita.jcho.go.jp (일본어)

노시로순환기·호흡기내과 우편번호 016-0845
아키타현 노시로시 도리마치 1-23

0185-52-7890 http://www.shirakami.or.jp/~52junkanki7890 (일본어)

의료법인 모모 덴털 클리닉 우편번호 016-0856
아키타현 노시로시 아자 후지야마 34-1

0185-89-5515 https://momodental.jp/ (일본어)

오다치과의원 우편번호 016-0821
아키타현 노시로시 하타마치 8-8

0185-55-1238 https://odadental.amebaownd.com/ (일본어)

아키타대학 의학부 부속병원 우편번호 010-8543
아키타현 아키타시 히로오모테 아자 하스누마 44-2

018-834-1111 https://www.hos.akita-u.ac.jp/ (일본어)
https://www.hos.akita-u.ac.jp/en/index.html (영어)

모토마치성형외과 우편번호 010-1414
아키타현 아키타시 고쇼노모토마치 5-12-1

018-829-3003 http://www.motomachi.tv (일본어)

아키타 고세이 의료센터 우편번호 011-0948
아키타현 아키타시 이지마니시부쿠로 1-1-1

018-880-3000 http://www.akikumihsp.com (일본어)

오노바안과 우편번호 010-1423
아키타현 아키타시 니이다 아자 나카신덴 81

018-829-3920  

이시다소아과의원 우편번호 010-0041
아키타현 아키타시 히로오모테 아자 하스누마 11

018-831-3012 http://www.ishida-ped.com (일본어)

사쿠라소아과의원 우편번호 010-0042
아키타현 아키타시 사쿠라 1-1-1

018-825-5560 https://www.sakuraped.com (일본어)

스즈키 클리닉 우편번호 010-0916
아키타현 아키타시 이즈미키타 3-17-10

018-838-6500 http://www.suzukiclinic-hy.com/ (일본어)

소토아사히카와 새틀라이트 클리닉 우편번호 010-0802
아키타현 아키타시 소토아사히카와 아자 나카야치 46

018-869-7200 http://www.jkk-sotohp.or.jp/sosac/ (일본어)

구도위장내과 클리닉 우편번호 010-0001
아키타현 아키타시 나카도리 1-3-5 아키타캐슬호텔 2층

018-825-9100 http://www.kudo-clinic.com (일본어)

오타안과 우편번호 010-0874
아키타현 아키타시 센주쿠보타마치 3-21
지아키아이락빌딩 2층

018-834-5678 https://www.ohta-i.com/ (일본어)

의료법인 에키마에정형외과의원 클리니카·올트 우편번호 010-0001
아키타현 아키타시 나카도리 1-3-5 아키타캐슬호텔 2층

018-837-1616 https://itp.ne.jp/info/054848523000000899/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혼마의원 우편번호 010-0953
아키타현 아키타시 산노나카조노마치 3-14

018-862-7070  

가시마의원 우편번호 010-0683
아키타현 오가시 기타우라키타우라 아자 산노우린 4-2

0185-33-2035  

의료법인 세이와카이 고다마의원 우편번호 018-1401
아키타현 가타가미시 쇼와오쿠보 아자 가이도시타 96-8

018-877-2040 http://www.seiwakai-net.com/ (일본어)

시라네치과의원 우편번호 010-0922
아키타현 아키타시 교쿠호쿠사카에마치 5-33

018-823-1300  

고마쓰치과의원 우편번호 011-0941
아키타현 아키타시 쓰치자키미나토키타 7-7-21

018-846-6100  

Dental Care 올리브치과 클리닉 우편번호 010-0955
아키타현 아키타시 산노나카지마마치 2-25

018-866-4004  

가시와기치과 우편번호 010-0041
아키타현 아키타시 히로오모테 도데시타 41-1

018-832-9162 http://www.kashiwagi-dental.com (일본어)

마쓰다치과의원 우편번호 010-0917
아키타현 아키타시 이즈미추오 2-6-12

018-863-2290(일본어),
080-5595-1967(베이징어,
대만어 대응)

http://www.matsuda-shikaiin.jp/ (일본어)
http://www.matsuda-shikaiin.jp/chinese/ ( 베이징어)

의료법인 사단 JUKI 이와야 스마일치과 클리닉 우편번호 011-0901
아키타현 아키타시 데라우치 아자 산젠가리 371-1

018-827-3480 http://www.iwayasmile-dc.com/ (일본어)

시다치과의원 우편번호 010-0503
아키타현 오가시 후나가와미나토카네가와 가네가와다이
1-2

0185-24-3800 http://itp.ne.jp/info/056104453000000899/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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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주소 전화번호 웹사이트
의료법인 시미즈치과의원 우편번호 010-0341

아키타현 오가시 후나코시 혼초 1-29
0185-35-3737 http://www.shimizu-dc.net (일본어)

본텐내과 클리닉 우편번호 015-0843
아키타현 유리혼조시 히가시본텐 171-1

0184-28-0015 http://www.bontenclinic.jp/ (일본어)

시립 가쿠노다테종합병원 우편번호 014-0394
아키타현 센보쿠시 가쿠노다테마치 이와세 3번지

0187-54-2111 https://www.kakunodate-hp.com/ (일본어)

사토 레이디스 클리닉 우편번호 014-0044
아키타현 다이센시 도마키 아자 야치조에 106-1

0187-86-0311 http://www9.plala.or.jp/slcweb/ (일본어)

세이와도의원 우편번호 019-2112
아키타현 다이센시 가리와노 세이코인우시로 15-2

0187-75-0318  

의료법인 다이센안과 클리닉 우편번호 014-0022
아키타현 다이센시 오하나초 14-3

0187-63-0001 http://www.daisen-eyeclinic.jp (일본어)

구보타치과의원 우편번호 014-1201
아키타현 센보쿠시 다자와코오보나이 아자 가도노우에
42-1

0187-43-2233  

니시키치과 클리닉 우편번호 014-0515
아키타현 센보쿠시 니시키초카도야 아자 도메키 319-2

0187-47-3855  

히라카종합병원 우편번호 013-8610
아키타현 요코테시 마에고 아자 야쓰쿠치 3-1

0182-32-5121 http://www.hiraka-hp.yokote.akita.jp/ (일본어)

호시노치과의원 우편번호 013-0024
아키타현 요코테시 다나카마치 4-34

0182-32-2344 http://www.hoshino-dc.com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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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주소 전화번호 웹사이트
아카네가오카 다카하시 레이디스 클리닉 우편번호 990-2482

야마가타현 야마가타시 구보타 2-16-19
023-673-0123 http://www.yamagata-atlc.jp (일본어)

이데안과병원 우편번호 990-0039
야마가타현 야마가타시 가스미초 3-6-13

023-641-3111 http://www.ideganka.or.jp (일본어)

이노코 패밀리치과의원 우편번호 997-1316
야마가타현 히가시타가와군 미카와마치 오아자 이노코
아자 오제키바타 331-8

0235-64-1520 http://www.inokofamily.com/ (일본어)

의료법인 산조의원 우편번호 996-0084
야마가타현 신조시 오테마치 5-11

0233-22-4053  

의료법인 사단 스도피부과의원 우편번호 999-2231
야마가타현 난요시 니이로네 75-9

0238-43-4416  

가미야마 패밀리 클리닉 우편번호 999-3145
야마가타현 가미노야마시 가와사키 1-2-39

023-673-1680 https://www.kaminoyamafamily.jp (일본어)

공립 오키타마노종합병원 우편번호 992-0601
야마가타현 히가시오키타마군 가와니시마치 오아자
니시오쓰카 2000번지

0238-46-5000 http://www.okitama-hp.or.jp/ (일본어)

다케다내과·위장과의원 우편번호 990-0062
야마가타현 야마가타시 스즈카와마치 3-15-61

023-628-0508  

다나카피부과의원 우편번호 990-0833
야마가타현 야마가타시 가스가초 2-26

023-645-1235  

도카마치 요코 클리닉 우편번호 990-0031
야마가타현 야마가타시 도카마치 3-2-8

023-623-9200 http://yoko-clinic.jp (일본어)

니혼카이종합 병원 우편번호 998-8501
야마가타현사카다시 아키호초 30번지

0234-26-2001 http://www.nihonkai-hos.jp/hospital/ (일본어)

하네다의원 우편번호 995-0112
야마가타현 무라야마시 유노사와 1921

0237-54-3888 https://hanedaiin.jimdo.com/ (일본어)

하마이안과 우편번호 990-2413
야마가타현 야마가타시 미나미하라마치 2-7-44

023-625-5077  

마에스트로 덴털 클리닉 우편번호 997-1316
야마가타현 히가시타가와군 미카와마치 오아자 이노코
아자 오제키바타 317-11

0235-64-1407  

무라타내과의원 우편번호 990-0031
야마가타현 야마가타시 도카마치 4-7-23

023-633-5580 http://nttbj.itp.ne.jp/0236335580/index.html (일본어)

야마가타현립 신조병원 우편번호 996-0025
야마가타현 신조시 와카바마치 12-55

0233-22-5525 http://www.ysh.pref.yamagata.jp/ (일본어)

야마가타현립 주오병원 우편번호 990-2292
야마가타현 야마가타시 오아자 아오야기 1800번지

023-685-2626 http://www.ypch.gr.jp/ (일본어)

야마가타대학 의학부 부속병원 우편번호 990-9585
야마가타현 야마가타시 이다니시 2-2-2

023-633-1122 http://www1.id.yamagata-u.ac.jp/MIDINFO/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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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일람 야마가타현

의료기관 주소 전화번호 웹사이트
와타베외과·위장과의원 우편번호 996-0001

야마가타현 신조시 이쓰카마치 720-2
0233-22-1070  

야마가타 사이세이병원 우편번호 990-8545
야마가타현 야마가타시 오키마치 79-1

023-682-1111 https://www.ameria.org/ (일본어)

다이노메 클리닉 우편번호 990-0073
야마가타현 야마가타시 다이노메 산쵸메 6-22

023-625-8611  

야마가타현립 가호쿠병원 우편번호 999-3511
야마가타현 가호쿠쵸 야치 갓산도111 

0237-73-3131 https://kahoku-hospital.jp/ (일본어)

기타무라 공립 병원 우편번호 999-3792
야마가타현 히가시네시 온센쵸2-15-1

0237-42-2111 https://www.hosp-kitamurayama.jp/ (일본어)

오카다내과 순환기과 클리닉 우편번호 998-0851
야마가타현 사카타시 히가시오마치 3-38-3

0234-21-3715 https://okadaclinic-sakata.amebaownd.com/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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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일람 후쿠시마현

의료기관 주소 전화번호 웹사이트
아이즈 주오병원 우편번호 965-8611

후쿠시마현 아이즈와카마쓰시 쓰루가마치 1-1
0242-25-1515 http://www.onchikai.jp (일본어)

일반재단법인 뇌신경질환연구소 소고미나미토호쿠병원 우편번호 963-8563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시 야쓰야마다 7-115

024-934-5322 http://www.minamitohoku.or.jp (일본어)
http://www.minamitohoku.or.jp/english/ (영어)

의료법인 미치사이카이 미치야내과·위장과 우편번호 971-8124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오나하마스미요시 미치시타 33

0246-58-4180 http://michiya-clinic.com (일본어)

기미지마 유방클리닉 우편번호 960-8114
후쿠시마현 후쿠시마시 마쓰나미초 2-8

024-528-8511 http://kimijima-clinic.jp/ (일본어)

공익재단법인 호시종합병원 우편번호 963-8501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시 무카이가와라마치 159-1

024-983-5511 http://www.hoshipital.jp (일본어)
http://www.hoshipital.jp/English/index.htm (영어)

공익재단법인 호시종합병원 호시 요코즈카 클리닉 우편번호 963-8803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시 요코즈카 2-20-36

024-956-7778 http://www.hoshipital.jp/hoshiyokozuka/ (일본어)

사단 의료법인 사이카이 가시마병원 우편번호 970-8143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가시마마치시모쿠라모치 아자
나카사와메 22-1

0246-58-8010 http://www.kashima.jp (일본어)

주센도종합병원 우편번호 963-8585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시 에키마에 1-1-17

024-932-6363 http://www.jusendo.or.jp (일본어)

지쿠덴종합병원 우편번호 965-8585
후쿠시마현 아이즈와카마쓰시 야마가마치 3-27

0242-27-5511 http://www.takeda.or.jp/ (일본어)

히마와리피부과 우편번호 962-0823
후쿠시마현 스카가와시 하나오카 9-3

0248-63-0630  

야마시카 클리닉 우편번호 965-0862
후쿠시마현 아이즈와카마쓰시 혼마치 1-1

0242-29-6611 http://www.takeda.or.jp/yamaga/yamaga_concept.html
(일본어)
http://www.takeda.or.jp/english/english_1.html (영어)
http://www.takeda.or.jp/chinese/chinese_1.html (중국어)

이와키시의료센터 우편번호 973-8555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우치고에미마야마치 구세하라 16

0246-26-3151 http://iwaki-city-medical-center.jp/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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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일람 이바라키현

의료기관 주소 전화번호 웹사이트
주식회사 히타치제작소 히타치나카종합병원 우편번호 312-0057

이바라키현 히타치나카시 이시카와초 20-1
029-354-5111 http://www.hitachi.co.jp/hospital/hitachinaka/index.ht

ml (일본어)

의료법인 간세이카이 미쓰카이도 사쿠라병원 우편번호 303-0005
이바라키현 조소시 미즈카이도모리시타마치 4447

0297-23-2223 http://www.msakura-hsp.com (일본어)

미토적십자병원 우편번호 310-0011
이바라키현 미토시 산노마루 3-12-48

029-221-5177 http://mito.jrc.or.jp/ (일본어)

야마나카의원 우편번호 306-0011
이바라키현 고가시 히가시 1-7-11

0280-32-0288  

엔도산부인과의원 우편번호 308-0005
이바라키현 지쿠세이시 나카다테 130-1

0296-20-1000 http://www.endoclinic.or.jp (일본어)

고호쿠치과의원 우편번호 315-0041
이바라키현 이시오카시 다지마 2-6-3

0299-22-2279  

도미타치과의원 우편번호 315-0037
이바라키현 이시오카시 히가시이시오카 3-4-19

0299-26-6677  

다카이소카이간치과 우편번호 319-1414
이바라키현 히타치시 히다카초 4-18-15

0294-33-5648 https://www.takaiso-dc.com/OralHealth (일본어)

아이마치과의원 우편번호 300-0015
이바라키현 미토시 미야마치 2-3-5

029-291-6486  

아즈하타병원 우편번호 311-0105
이바라키현 나카시 스가야 605

029-295-2611 http://www.azuhata-hosp.com/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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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일람 이바라키현

의료기관 주소 전화번호 웹사이트
아즈마치과의원 우편번호 300-4417

이바라키현 사쿠라가와시 마카베초 이즈카 909-2
0296-54-1038  

아베치과 클리닉 우편번호 319-2144
이바라키현 히타치오미야시 이즈미 445-3

0295-52-6480  

이시이외과·내과의원 우편번호 310-0851
이바라키현 미토시 센바초 1386

029-243-0121 http://www15.plala.or.jp/ishii_mc (일본어)

이시카와 클리닉 우편번호 316-0015
이바라키현 히타치시 가네사와초 4-24-16

0294-33-7788 http://ishikawa-cl.com (일본어)
http://www.ishikawa-cl.com/index_en.html (영어)

이즈미내과의원 우편번호 300-1221
이바라키현 우시쿠시 우시쿠초 165-1

029-830-8655  

이소하라 클리닉 우편번호 319-1541
이바라키현 기타이바라키시 이소하라초 이소하라
4-112-2

0293-30-1580  

일반재단법인 쓰쿠바레이진카이 쓰쿠바가쿠엔병원 우편번호 305-0854
이바라키현 쓰쿠바시 가미요코바 2573-1

029-836-1355 http://www.gakuen-hospital.or.jp (일본어)

이바라키 세이난 의료센터병원 우편번호 306-0433
이바라키현 사시마군 사카이마치 2190

0280-87-8111 http://www.seinan-mch.or.jp/ (일본어)

의료법인 아사히 클리닉 우편번호 309-1717
이바라키현 가사마시 아사히마치 108-6

0296-78-5011 http://asahi-cl.blogdehp.ne.jp (일본어)

의료법인 겐스케카이 이치하라병원 우편번호 300-3295
이바라키현 쓰쿠바시 오조네 3681

029-864-0303 http://www.ichihara-hospital.or.jp/ (일본어)

의료법인 다마고코로카이 가시마 하트 클리닉 우편번호 314-0343
이바라키현 가미스시 히라이즈미 1-168

0299-77-8888 http://kashima-heart-cl.com/ (일본어)

의료법인 히타치키타 덴털 클리닉 우편번호 319-1304
이바라키현 히타치시 주오초 도모베 201-5

0294-20-6667 http://www.hk-dc.net (일본어)

의료법인 미코카이미우라 주오병원 우편번호 300-0412
이바라키현 이나시키군 미호무라 미야지 596번지

029-885-3551 http://www.mihochu.or.jp/ (일본어)

의료법인 야나기사와카이 가쓰타피부과 클리닉 우편번호 312-0055
이바라키현 히타치나카시 다이세이초 35-1

029-275-4112  

의료법인 고자와안과·내과병원 우편번호 310-0845
이바라키현 미토시 요시자와초 246-6

029-246-2111 http://www.kozawa-ganka.or.jp/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가쓰히토카이 게이아이 고바야시 클리닉 우편번호 311-1226
이바라키현 히타치나카시 사이와이초 16-1

029-263-0651 http://www.katsujinkai.or.jp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세이슈카이 간타쓰병원 우편번호 300-0011
이바라키현 쓰치우라시 간다쓰추오 5-11-2

029-831-9711 http://www.seisyuukai.org/hospital/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도신카이 이초사카 클리닉 우편번호 310-0011
이바라키현 미토시 산노마루 1-4-73 미토게이세이 빌딩
1층

029-306-7251 http://www.icyozaka-clinic.com/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도주카이 유키병원 우편번호 307-0001
이바라키현 유키시 유키 9629-1

0296-33-4161 http://www.yuki.or.jp/ (일본어)

의료법인 도쿠슈카이 고가종합병원 우편번호 306-0041
이바라키현 고가시 고노스 1555

0280-47-1010 https://www.kogahosp.jp/ (일본어)

의료법인 호나이고 고세이카이 호나이고 메디컬 클리닉 우편번호 319-3526
이바라키현 구지군 다이고마치 다이고 824

0295-72-0179 http://honaigo.com (일본어)

의료법인 마코토준카이 클리닉 겐코노모리 우편번호 310-0851
이바라키현 미토시 센바초 1250번지

029-305-6655 http://kenkou-mori.or.jp/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쓰네진카이 우시쿠아이와종합병원 우편번호 300-1296
이바라키현 우시쿠시 시시코초 896

029-873-3111 https://www.jojinkai.com/ (일본어)

오아시스뇌신경 클리닉 우편번호 300-1206
이바라키현 우시쿠시 히타치노니시 4-16-1

029-871-2211 http://clinica-oasis.com (일본어)

오사와치과의원 우편번호 301-0002
이바라키현 류가사키시 나카네다이 4-1-24

0297-65-1313  

오조라 어린이 클리닉 우편번호 308-0005
이바라키현 지쿠세이시 나카다테 136-3

0296-20-1250 http://www.endoclinic.or.jp/iinshokai/oozora.html
(일본어)

오타의원 우편번호 305-0834
이바라키현 쓰쿠바시 데시로기 309-4

029-838-5333  

오바치과의원 우편번호 300-0332
이바라키현 이나시키군 아미마치 주오 5-2-31

029-887-7536  

14 / 123



의료기관 일람 이바라키현

의료기관 주소 전화번호 웹사이트
오야마병원 우편번호 313-0016

이바라키현 히타치오타시 가나이초 4810
0294-72-6161 http://ohyamahp.com/ (일본어)

오카치과의원 우편번호 311-2113
이바라키현 호코타시 가미하타기 1418-33

0291-39-8388  

오타후쿠모노 와스레 클리닉 우편번호 310-0841
이바라키현 미토시 사카도초 4637-2

029-291-6211 http://monowasure.net/ (일본어)

오노데라치과의원 우편번호 306-0011
이바라키현 고가시 히가시 1-6-26

0280-32-1263  

가즈마치과의원 우편번호 302-0023
이바라키현 도리데시 하쿠산 6-23-7

0297-74-4503 http://www.kazumadent.com (일본어)

주식회사 히타치제작소 히타치종합병원 우편번호 317-0077
이바라키현 히타치시 조난초 2-1-1

0294-23-1111 http://www.hitachi.co.jp/hospital/hitachi/ (일본어)

기타우라 진료소 우편번호 311-1706
이바라키현 나메가타시 야마다 1146-7

0291-35-2500  

교와 주오병원 우편번호 309-1195
이바라키현 지쿠세이시 가도이 1676-1

0296-57-6131 http://www.kokikai.com (일본어)

구리야마정형외과 우편번호 319-1414
이바라키현 히타치시 히다카초 3-8-3

0294-42-8100  

공익재단법인 쓰쿠바 메디컬센터쓰쿠바 메디컬센터병원 우편번호 305-8558
이바라키현 쓰쿠바시 아마쿠보 1-3-1

029-851-3511 http://www.tmch.or.jp/hosp/index.html (일본어)
http://www.tmch.or.jp/hosp/eng/index.html (영어)

공익사단법인 지역의료진흥협회 손리쓰 도카이병원 우편번호 319-1112
이바라키현 나카군 도카이무라 무라마쓰 2081-2

029-282-2188 http://www.tokai-hp.jp/ (일본어)
http://www.tokai-hp.jp/en/ (영어)

고바야시 덴털 클리닉 우편번호 311-0111
이바라키현 나카시 고다이 3109

029-298-5665  

커뮤니티 클리닉·쓰쿠바 우편번호 305-0822
이바라키현 쓰쿠바시 가리마 1555 -1

029-856-7810 https://ja-jp.facebook.com/CommunityClinicTsukuba/
(일본어)
http://k2.fc2.com/cgi-bin/hp.cgi/community-clinic/ (일본어)

고야마 기념병원 우편번호 314-0030
이바라키현 가시마시 구리야 5-1-2

0299-85-1111 http://www.koyama-mh.or.jp/ (일본어)

곤폰안과 우편번호 313-0016
이바라키현 히타치오타시 가나이초 3694- 5

0294-73-1331 http://seizanso.co.jp (일본어)

사회의료법인 아이센카이 히타치 의료센터 우편번호 316-8533
이바라키현 히타치시 아유카와초 2-8-16

0294-36-2551 http://www.hitachi-mch.or.jp (일본어)

사회복지법인 온시재단 사이세이카이 지부 이바라키현
사이세이카이 미토 사이세이카이종합병원

우편번호 311-4198
이바라키현 미토시 후타바다이 3-3-10

029-254-5151 http://www.mito-saisei.jp (일본어)

지유가오카의원 우편번호 300-1206
이바라키현 쓰쿠바시 지유가오카 165-19

029-876-0888  

쇼진카이 클리닉 우편번호 312-0034
이바라키현 히타치나카시 호리구치 616-1

029-271-3409  

시로사토마치 국민건강보험 시치카이 진료소 우편번호 311-4402
이바라키현 히가시이바라키군 시로사토마치 오가치 1400

0296-88-2012  

스즈키치과의원 우편번호 319-3551
이바라키현 구지군 다이고마치 이케다 1229-4

0295-72-5518  

스마일 CK 치과 클리닉 우편번호 302-0005
이바라키현 도리데시 히가시 3-1-27

0297-72-7191 http://smileck.com (일본어)

종합병원 쓰치우라쿄도병원 우편번호 300-0028
이바라키현 쓰치우라시 오쓰노 4-1-1

029-830-3711 http://www.tkgh.jp (일본어)

소시치과의원 우편번호 307-0001
이바라키현 유키시 오아자 유키 5832-4

0296-33-0418  

지방독립행정법인 이바라키현 서부의료기구 이바라키현
세이부 메디컬센터

우편번호 308-0813
이바라키현 지쿠세이시 오쓰카 555번지

0296-24-9111 http://iwmo.or.jp/ (일본어)

쓰쿠바대학 부속병원 우편번호 305-8576
이바라키현 쓰쿠바시 아마쿠보 2-1-1

029-853-7668 http://www.hosp.tsukuba.ac.jp/ (일본어)
http://www.hosp.tsukuba.ac.jp/ (영어)
http://www.hosp.tsukuba.ac.jp/ (중국어, 러시아어)

쓰치우라쿄도병원 나메가타 지역의료센터 우편번호 311-3516
이바라키현 나메가타시 이노우에후지이 98-8

0299-56-0600 http://www.ndgh.jp/ (일본어)

독립행정법인 국립병원기구 미토 의료센터 우편번호 311-3193
이바라키현 히가시이바라키군 이바라키마치 사쿠라노사토
280

029-240-7711 https://mito.hosp.go.jp/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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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데추오타운치과의원 우편번호 302-0025

이바라키현 도리데시 니시 2-4-8
0297-72-9991 http://hakushinkai.com (일본어)

나카이치과 클리닉 우편번호 319-3551
이바라키현 구지군 다이고마치 이케다 1554-3

0295-72-1800  

팔레트 덴털 클리닉 우편번호 302-0122
이바라키현 모리야시 고야마 316-4

0297-45-3322 http://hakushinkai.com (일본어)

히타치 오미야 사이세이카이병원 우편번호 319-2256
이바라키현 히타치오미야시 다고치초 3033-3

0295-52-5151 http://ho-saisei.jp/ (일본어)

히타치나카 기념 클리닉 우편번호 312-0042
이바라키현 히타치나카시 히가시오시마 3-5-1

029-272-5781 http://www.hitachinaka-kc.com/ (일본어)

히타치나카 패밀리 덴털 클리닉 우편번호 312-0055
이바라키현 히타치나카시 다이세이초 31-5

029-273-3118 http://hitachinaka-fdc.com/ (일본어)

페가수스 덴털 클리닉 우편번호 302-1525
이바라키현 도리데시 사쿠라가오카 1-17-5

0297-82-5552 http://hakushinkai.com (일본어)

미즈키노치과의원 우편번호 302-0121
이바라키현 모리야시 미즈키노 5-7-5

0297-45-1488 http://iinet.ne.jp/nakasato (일본어)

무라이의원 우편번호 301-0838
이바라키현 류가사키시 아타도 55

0297-62-3380 http://muraiclinic.wixsite.com/muraiclinic/english
(일본어)

레이메이 힐톱 클리닉 우편번호 300-3251
이바라키현 쓰쿠바시 사 아자 코노스 1004

029-877-3130  

의료법인 사단 쓰쿠바키넨카이 쓰쿠바 기념병원 우편번호 300-2622
이바라키현 쓰쿠바시 가나메 1187-299

029-864-1212  http://www.tsukuba-kinen.or.jp/other/access.html
(일본어)

의료법인 세이레이카이 뇌신경외과 세이레이 메모리얼
히타치나카

우편번호 312-0012
이바라키현 히타치나카시 마와타리 2835-2

029-219-8400 http://www.seirei-hitachinaka.com/ (일본어)

미야가와내과·위장과의원 우편번호 305-0051
이바라키현 쓰쿠바시 니노미야 2-2-26

029-855-8777 http://www.miyakawa-naika.jp (일본어)

시무라오미야병원 우편번호 319-2261
이바라키현 히타치오미야시 가미초 313

0295-53-1111 http://www.hakujinkai.com (일본어)

종합병원 미토쿄도병원 우편번호 310-0015
이바라키현 미토시 미야마치 3-2-7

029-231-2371 http://www.mitokyodo-hp.jp (일본어)

미야타 치과 클리닉 우편번호 300-0875
이바라기현 쓰치우라시 나카아라카와오키마치 2-6-201

029-843-4618 http://miyata-dental-clinic.com (일본어)

의료법인 마쿠우치카이 산노다이병원 우편번호 315-0037
이바라키현 이시오카시 히가시이시오카 4-1-38

0299-26-3130 http://www.sannoudai.or.jp (일본어)

산토모 치과 이비인후과 우편번호 312-0057
이바라키현 히타치나카시 이시카와초 14-6

0120-620-118 https://santomo-dental-ent.jp (일본어)

이노우에 치과의원 우편번호 305-0045
이바라키현 쓰쿠바시 우메조노 2-14-14

029-851-6226  

미야모토병원 우편번호 300-0605
이바라키현 이나시키시 고다 1247

0299-79-2114 http://miyamoto-hp.or.jp/ (일본어)

스토 치과의원 우편번호 305-0044
이바라키현 쓰쿠바시 나미키 4-16-3

029-861-7750 http://www.sutoo.jp/clinic/ (일본어)

패밀리 치과의원 우편번호 306-0101
이바라키현 고가시 오자키 5372-3

0280-76-1446 https://family-dent.jp/ (일본어)

오타의원 우편번호 308-0845
이바라키현 치쿠세이시 니시호 1684-1

0296-22-3914  

마에지마 여성클리닉 우편번호 305-0834
이바라키현 쓰쿠바시 데시로기 2005-6

029-859-0726 https://maejimaladiesclinic.org/ (일본어)

사회의료법인 닷세이도 조사이병원 우편번호 307-0001
이바라키현 유키시 오아자유키 10745번지 24

0296-33-2111 https://www.josai-hp.info/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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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카가적십자병원 우편번호 326-0843

도치기현 아시카가시 요베초 284-1
0284-21-0121 http://www.ashikaga.jrc.or.jp (일본어)

http://www.ashikaga.jrc.or.jp/en (영어)
http://www.ashikaga.jrc.or.jp/cn/ (중국)

이마이치병원 우편번호 321-1261
도치기현 닛코시 이마이치 381

0288-22-2200 http://www.meirinkai.jp/imaichi/ (일본어)

의료법인 사쿠라카이 나카야의원 우편번호 326-0814
도치기현 아시카가시 도리 2-2646-1

0284-41-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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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주소 전화번호 웹사이트
의료법인 소세이카이 모오카세이부 클리닉 우편번호 321-4364

도치기현 모오카시 나가타 5-8-1
0285-82-2222  

의료법인 준세이카이 후쿠시마정형외과병원 우편번호 325-0044
도치기현 나스시오바라시 야요이초 1-10

0287-62-0805 https://www.f-o-h.net (일본어)

우쓰노미야 기념병원 우편번호 320-0811
도치기현 우쓰노미야시오도리 1-3-16

028-622-1991 http://www.nakayamakai.com/ (일본어)

오시마치과의원 우편번호 329-2161
도치기현 야이타시 오기초 2-10-4

0287-43-1301  

가이세이안과 우편번호 329-0403
도치기현 시모쓰케시 이다이마에 4-8-1

0285-44-1166 http://kaisei-ganka.byoinnavi.jp (일본어)

가마타 아사카의원 우편번호 324-0043
도치기현 오타와라시 아사카 3-3-9

0287-22-2703  

가미쓰가종합병원 우편번호 322-8550
도치기현 가누마시 시모타마치 1-1033

0289-64-2161 http://www.kamituga-hp.or.jp (일본어)

구마이 클리닉 우편번호 327-0317
도치기현 사노시 다누마초 732

0283-62-0014  

국제의료복지대학 시오타니병원 우편번호 329-2145
도치기현 야이타시 도미타 77번지

0287-44-1155 http://shioya.iuhw.ac.jp/ (일본어)

국제의료복지대학병원 우편번호 329-2763
도치기현 나스시오바라시 이구치 537-3

0287-37-2221 https://hospital.iuhw.ac.jp/ (일본어)

시오노무로 진료소 우편번호 321-2352
도치기현 닛코시 고바야시 2824-1

0288-26-8870  

자치의과대학 부속병원 우편번호 329-0498
도치기현 시모쓰케시 야쿠시지 3311-1

 0285-44-2111 http://www.jichi.ac.jp/hospital/top/ (일본어)

사회의료법인 하쿠아이카이스가마 기념병원 우편번호 325-0046
도치기현 나스시오바라시 다이코쿠초 2-5

0287-62-0733 http://www.hakuai.or.jp/ (일본어)

신오야마시민병원 우편번호 323-0827
도치기현 오야마시 아자 히토토노야 2251-1

0285-36-0200 https://hospital-shinoyama.jp/ (일본어)

스가마타병원 우편번호 329-1207
도치기현 시오야군 다카네자와마치 오아자 하나오카 2351

028-676-0311 http://www.sugamatahp.com (일본어)

세키구치치과의원 우편번호 325-0026
도치기현 나스시오바라시 가미아쓰사키 아자
이치노사와미치 582-5

0287-62-6487 http://www.sekiguchi-shika.jp (일본어)

다케다치과의원 우편번호 329-1102
도치기현 우쓰노미야시 시라사와초 2021-77

028-673-8241  

도치기현 의사회시오바라온센병원 우편번호 329-2921
도치기현 나스시오바라시 시오바라 1333

0287-32-4111 http://www.shiobara-hp.jp (일본어)

도치기 메디컬센터 시모쓰가 우편번호 329-4498
도치기현 도치기시 오히라마치 가와쓰레 420-1

0282-22-2551 https://www.tochigi-medicalcenter.or.jp/shimotsuga/
(일본어)

돗쿄의과대학닛코의료센터 우편번호 321-2593
도치기현 닛코시 다카토쿠 632

0288-76-1515 http://www.dokkyomed.ac.jp/index.html (일본어)
http://www.dokkyomed.ac.jp/nmc/guide/3313.html
(영어)

돗쿄의과대학병원 우편번호 321-0293
도치기현 시모쓰가군 미부마치 기타코바야시 880

0282-86-1111 https://www.dokkyomed.ac.jp/hosp-m/ (일본어)

니시모오카 억셉트·인터내셔널 클리닉 우편번호 321-4341
도치기현 마오카시 다카세초 3-203-1

0285-80-1000 http://nishimoka-accept.clinic/ (일본어)

니시모오카 어린이 클리닉 우편번호 321-4341
도치기현 마오카시 다카세초 3-205-1

0285-81-7900 http://www.nishimoka-cl.com (일본어)

노카미 진료소 우편번호 327-0302
도치기현 사노시 시라이와초 361

0283-67-1210 http://www.city.sano.lg.jp/komoku/kenkou/02/03.html
(일본어)

후지누마의원 우편번호 329-4404
도치기현 도치기시 오히라마치 도미타 592-1

0282-43-2233 http://fujinuma-clinic.com/ (일본어)

독립행정법인 국립병원기구 우쓰노미야병원 우편번호 329-1193
도치기현 우쓰노미야시 시모오카모토초 2160

028-673-2111 https://utsunomiya.hosp.go.jp/ (일본어)

독립행정법인 국립병원기구 도치기의료센터 우편번호 320-8580
도치기현 우쓰노미야시 나카토마츠리 1-10-37

028-622-5241 https://tochigi.hosp.go.jp/ (일본어)

하가 적십자 병원 우편번호 321-4308
도치기현 모오카시 나카고 271

0285-82-2195 http://www.haga.jrc.or.jp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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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쿠라모치 호흡기내과 우편번호 321-0114

도치기현 우쓰노미야시 나카지마초 765-1
028-653-5969 http://www.kuramochi-naila.com (일본어)

데라다 패밀리 클리닉 우편번호 321-0132
도치기현 우쓰노미야시 스즈메노미야 5-5-1

028-654-2188 http://terada-family-clinic.jp/ (일본어)

나스 적십자병원 우편번호 324-8686
토치기현 오타와라시 나카다와라 

0287-23-1122 https://www.nasu.jrc.or.jp/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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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마현 사이세이카이 마에바시병원 우편번호 371-0821

군마현 마에바시시 가미신덴마치 564-1
027-252-6011 http://www.maebashi.saiseikai.or.jp/ (일본어)

독립행정법인 지역의료기능추진기구 군마 주오병원 우편번호 371-0025
군마현 마에바시시 고운초 1-7-13

027-221-8165 http://gunma.jcho.go.jp (일본어)

마에바시적십자병원 우편번호 371-0811
군마현 마에바시시 아사쿠라마치 389-1

027-265-3333 https://www.maebashi.jrc.or.jp/ (일본어)

군마현립 심장혈관센터 우편번호 371-0004
군마현 마에바시시 가메이즈미마치 가부토 3-12

027-269-7455 http://www.cvc.pref.gunma.jp/ (일본어)

조사이 클리닉 우편번호 371-0033
군마현 마에바시시 고쿠료마치 2-13-23

027-234-7321 https://kijokai.or.jp/josai-clinic/ (일본어)

스구타의원 유코 키즈 클리닉 우편번호 371-0833
군마현 마에바시시 히카리가오카마치 10-6

027-251-5622  

마에바시 프라이머리 비뇨기과 내과 우편번호 371-0816
군마현 마에바시시 가미사도리마치 51-3

027-289-4651 http://www.mp-hn.com (일본어)
http://www.mp-hn.com/Eindex.html (영어)

소토야마내과·순환기내과 클리닉 우편번호 371-0044
군마현 마에바시시 아라마키마치 2-33-9

027-232-8000 http://www.toyama-clinic.jp (일본어)

고바야시내과·위장과 클리닉 우편번호 371-0811
군마현 마에바시시 아사쿠라마치 930-3

027-290-3200 http://kobayashi-ichou.jp (일본어)

다신치과 클리닉 우편번호 371-0025
군마현 마에바시시 고운초 2-28-11

027-221-3113 https://www.tashin-dc.com/ (일본어)

쇼와 오하시치과의원 우편번호 379-2146
군마현 마에바시시 구덴마치 698-1

027-265-7166 https://chico.jp/ (일본어)

의료법인 기타칸토순환기병원 우편번호 377-0061
군마현 시부카와시 홋키쓰마치 시모하코다 740

027-232-7111 http://www.ccj.or.jp/ (일본어)

군마현립 소아의료센터 우편번호 377-8577
군마현 시부카와시 홋키쓰마치 시모하코다 779

0279-52-3551 http://www.cmc.pref.gunma.jp/ (일본어)

쓰카코시 클리닉 우편번호 377-0008
군마현 시부카와시 시부카와 3902-5

0279-60-7700 http://www.myclinic.ne.jp/hope/pc/ (일본어)

혼자와의원 우편번호 377-0007
군마현 시부카와시 이시하라 208-1

0279-23-6411 http://www.honzawaiin.com (일본어)

이세자키시민병원 우편번호 372-0817
군마현 이세사키시 쓰나토리혼마치 12-1

0270-25-5022 http://www.hospital.isesaki.gunma.jp (일본어)

군마현립 정신의료센터 우편번호 379-2221
군마현 이세사키시 구니사다마치 2-2374

0270-62-3311 https://www.gunma-seishin.jp (일본어)

요타쿠의원 우편번호 372-0022
군마현 이세사키시 히노데초 5-5

0270-24-9737  

의료법인 보신카이 고사쿠 클리닉 우편번호 372-0022
군마현 이세사키시 히노데초 1351-8

0270-25-3000  

우쓰키의원 우편번호 370-1101
군마현 사와군 다마무라마치 오아자 후지카와 198-2

0270-64-7878  

츠노다병원 우편번호 370-1133
군마현 사와군 다마무라마치 가미신덴 675-4

0270-65-0501 http://www.tsunoda.or.jp (일본어)

독립행정법인 국립병원기구 다카사키 종합의료센터 우편번호 370-0829
군마현 다카사키시 다카마쓰초 36

027-322-5901 https://takasaki.hosp.go.jp/ (일본어)

다카사키 주오병원 우편번호 370-0043
군마현 다카사키시 다카제키마치 498-1

027-323-2665 http://www.harunacoop.jp/takasakichuo (일본어)

우에나카이 패밀리 클리닉 우편번호 370-0851
군마현 다카사키시 가미나카이마치 411

027-326-4155  

다카사키사토안과 우편번호 370-0036
군마현 다카사키시 미나미오루이마치 1000-1

027-352-8800 http://tsato-eye.com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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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후지오카종합병원 우편번호 375-0015

군마현 후지오카시 나카쿠리스 813-1
0274-22-3311 http://www.fujioka-hosp.or.jp/ (일본어)

도쓰카 클리닉 우편번호 375-0016
군마현 후지오카시 가미쿠리스 63-1

0274-20-1800 http://www.totsuka-clinic.jp (일본어)

마쓰오카 덴털 클리닉 우편번호 375-0054
군마현 후지오카시 가미오즈카 258-1 빌라·위스테리아 1F

0274-22-5533  

공립 도미오카종합병원 우편번호 370-2393
군마현 도미오카시 도미오카 2073-1

0274-63-2111 http://www.tomioka-hosp.jp (일본어)

하라마치적십자병원 우편번호 377-0882
군마현 아가쓰마군 히가시아가쓰마마치 오아자 하라마치
698

0279-68-2711 http://www.haramachi.jrc.or.jp (일본어)

아가쓰마뇌신경외과·순환기과 우편번호 377-0801
군마현 아가쓰마군 히가시아가쓰마마치 하라마치 760-1

0279-68-5211 https://kijokai.or.jp/agatsuma-nouge/ (일본어)

도네 보건생활협동조합 도네 주오병원 우편번호 378-0012
군마현 누마타시 누마스마치 910-1

0278-22-4321 http://www.tonehoken.or.jp/ (일본어)

누마타뇌신경외과·순환기과병원 우편번호 378-0014
군마현 누마타시 사카에마치 8

0278-22-5052 https://kijokai.or.jp/numata-nouge/ (일본어)

누마타 클리닉 우편번호 378-0014
군마현 누마타시 사카에마치 61-3

0278-22-1188 https://kijokai.or.jp/numata-clinic/ (일본어)

이마나리치과의원 우편번호 379-1203
군마현 도네군 쇼와무라 이토이 381

0278-24-1211  

기류 고세이종합병원 우편번호 376-0024
군마현 기류시 오리히메초 6-3

0277-44-7171 https://www.kosei-hospital.kiryu.gunma.jp/ (일본어)

의료법인 세키내과의원 우편번호 376-0101
군마현 미도리시 오마마초 오마마 1838-8

0277-73-2022 http://www6.plala.or.jp/kan-naika/ (일본어)

SUBARU 건강보험조합 오타 기념병원 우편번호 373-8585
군마현 오타시 오시마초 455-1

0276-55-2200 http://www.ota-hosp.or.jp/ (일본어)

의료법인 게이진카이 시로야마병원 우편번호 373-0817
군마현 오타시 이즈카초 1번지

0276-46-0311 http://www.shiroyama-hospital.or.jp/ (일본어)

군마현립 암센터 우편번호 373-8550
군마현 오타시 다카하야시니시초 617-1

0276-38-0771 http://www.gunma-cc.jp/ (일본어)

의료 법인 고바야시 소아과 내과 의원 기타무라 클리닉　 우편번호 373-0020
군마현 오타시 히가시혼초 40-30

0276-26-1000 http://www.kobamic.jp/index.html (일본어)

공립 다테바야시 고세이병원 우편번호 374-0055
군마현 다테바야시시 나루시마초 262-1

0276-72-3140 http://www.tatebayashikoseibyoin.jp/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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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G 무네오카 주오병원 우편번호 353-0001

사이타마현 시키시 가미무네오카 5-14-50
048-472-9211 http://www.muneoka-hp.jp (일본어)

TMG 아사카 의료센터 우편번호 351-0023
사이타마현 아사카시 미조누마 1340-1

048-466-2055 http://www.asakadai-hp.jp/outpatient/cat383/
(일본어)

아오바다이 진료소 우편번호 351-0031
사이타마현 아사카시 미야도 3-8-2

048-474-5270 http://aobadai-mc.com (일본어)

아키야병원 우편번호 340-0115
사이타마현 삿테시 나카 4-14-41

0480-42-2125 http://akiya-hp.jp/ (일본어)

아게오 주오종합병원 우편번호 362-8588
사이타마현 아게오시 가시와자 1-10-10

048-773-1111 http://www.ach.or.jp/ (일본어)

의)사단 샬롬 샬롬병원 우편번호 355-0005
사이타마현 히가시마쓰야마시 마쓰야마 1496

0493-25-2979 http://shalorm.or.jp/ (일본어)

이무스후지미종합병원 우편번호 354-0021
사이타마현 후지미시 쓰루마 1967-1

049-251-3060 http://www.ims.gr.jp/fujimisougou/ (일본어)

의료법인 아키히로카이 니시오미야병원 우편번호 330-0856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오미야구 미하시 1-1173

048-644-0511 http://www.nishiohmiya-hp.com/ (일본어)

의료법인 가와쿠보병원 우편번호 330-0055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우라와구 히가시타카사고초 29-18

048-882-2916 http://www.kawakubo-hospital.com (일본어)

의료법인 간에쓰병원 우편번호 350-2213
사이타마현 쓰루가시마시 스네오리 145-1

049-285-3161 http://www.kan-etsu-hp.ne.jp/ (일본어)

의료법인 신나오카이 기쿠치병원 우편번호 366-0801
사이타마현 후카야시 우와노다이 371

048-571-0660 http://www.kikuchi-hosp.or.jp/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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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지코카이 고다이라병원 우편번호 335-0035

사이타마현 도다시 사사메미나미초 20-16
048-421-3030 https://kodaira.life/ (일본어)

https://kodaira.life/language/en/ (영어)
https://kodaira.life/language/zh/ (중국어)
 https://kodaira.life/language/ko/ (한국어)

의료법인 사단 도모히로카이 이케부쿠로병원 우편번호 350-1175
사이타마현 가와고에시 가사하타 3724-6

049-231-1552 http://www.ikebukuro.jp/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히로토카이 나카다병원 우편번호 347-0065
사이타마현 가조시 모토마치 6-8

0480-61-3122 http://www.nakada-hp.com/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유지카이 사사키병원 우편번호 366-0824
사이타마현 후카야시 니시지마초 2-16-1

048-571-0242 http://www.sasaki-hp.or.jp/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메이호카이 이무스 미요시종합병원 우편번호 354-0041
사이타마현 이루마군 미요시마치 후지쿠보 974-3

049-258-2323 http://www.ims.gr.jp/miyoshisougou/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호이쿠카이 시라오카 주오종합병원 우편번호 349-0217
사이타마현 시라오카시 고구키 938-12

0480-93-0661 https://scghp.jp/emergency/index.html (일본어)

의료법인 하야진카이 구키 메디컬 클리닉 우편번호 346-0022
사이타마현 구키시 시모하야미 1183-1

0480-25-6555 http://www.kuki-med.jp/ (일본어)

의료법인 헤브론카이 오미야 주오종합병원 우편번호 331-8711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기타구 히가시오나리초 1-227

048-663-2501 http://www.ocgh.jp/ (일본어)

오엔폴리 클리닉 우편번호 359-0002
사이타마현 도코로자와시 나카토미 1037-1

04-2990-5818 http://www.auen.jp (일본어)

오가와적십자병원 우편번호 355-0397
사이타마현 히키군 오가와마치 오아자 오가와 1525

0493-72-2333 http://www.ogawa.jrc.or.jp/ (일본어)

가스카베 주오종합병원 우편번호 344-0063
사이타마현 가스카베시 미도리초 5-9-4

048-736-1221 https://www.ims.gr.jp/ims_kasukabe/ (일본어)

가미후쿠오카종합병원 우편번호 356-0011
사이타마현 후지미노시 후쿠오카 931

049-266-0111 http://www.kamifukuoka.or.jp/ (일본어)

가와구치심장호흡기병원 우편번호 333-0842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 마에카와 1-1-51

048-264-5533 http://www.kheartlung.jp/ (일본어)

구마가야 세이쿄병원 우편번호 360-0012
사이타마현 구마가야시 가미노 3854

048-524-3841 http://www.kumagaya-hospital.coop/ (일본어)

구마가야종합병원 우편번호 360-8567
사이타마현 구마가야시 나카니시 4-5-1

048-521-0065 https://www.kumasou.or.jp/ (일본어)

사이타마의과대학 국제의료센터 우편번호 350-1298
사이타마현 히다카시 야마네 1397-1

042-984-4111 http://www.international.saitama-med.ac.jp/ (일본어)

사이타마의과대학 종합의료센터 우편번호 350-8550
사이타마현 가와고에시 가모다 1981번지

049-228-3400 http://www.kawagoe.saitama-med.ac.jp/ (일본어)

사이타마의과대학병원 우편번호 350-0495
사이타마현 이루마군 모로야마마치 모로혼고 38번지

049-276-1121 http://www.saitama-med.ac.jp/hospital/index.html (일본어)
http://www.saitama-med.ac.jp/hospital/outline/english.html
(영어)

사이타마 지케이병원 우편번호 360-0816
사이타마현 구마가야시 이시하라 3-208

048-521-0321 http://www.jikei.or.jp/ (일본어)

사이타마시립병원 우편번호 336-8522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미도리구 미무로 2460

048-873-4111 https://www.city.saitama.jp/hospital/index.html
(일본어)

사이타마적십자병원 우편번호 338-8553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주오구 신토신 1-5

048-852-1111 http://www.saitama-med.jrc.or.jp/ (일본어)

사이토 기념병원 우편번호 332-0034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 나미키 4-6-6

048-252-8762 http://www.saito-kinen.or.jp (일본어)

사이노쿠니 히가시오미야 메디컬센터 우편번호 331-8577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기타구 도로초 1522

048-665-6111 https://www.shmc.jp/en/ (일본어)

자치의과대학 부속 사이타마 의료센터 우편번호 330-8503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오미야구 아마누마초 1-847

048-647-2111 https://www.jichi.ac.jp/center/index.html (일본어)

사회의료법인 소코카이 교다종합병원 우편번호 361-0056
사이타마현 교다시 모치다 376

048-552-1111 http://gyoda-hp.or.jp (일본어)

스가의원 우편번호 331-0054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니시구 시마네 484-2

048-623-7311  

세이루카치과 클리닉 우편번호 355-0064
사이타마현 히가시마쓰야마시 게쓰카 920-5

0493-31-1182 http://www.stlikes-dc.com (일본어)

세토병원 우편번호 359-1128
사이타마현 도코로자와시 가나야마초 8-6

04-2922-0221 https://www.seto-hospital.or.jp/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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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코로자와 하트센터 우편번호 359-1142

사이타마현 도코로자와시 가미아라이 2-61-11
04-2940-8611 http://www.oukai.or.jp/thc.com/ (일본어)

도다 주오종합병원 우편번호 335-0023
사이타마현 도다시 혼초 1-19-3

048-442-1111 http://www.chuobyoin.or.jp/ (일본어)

돗쿄의과대학 사이타마 의료센터 우편번호 343-8555
사이타마현 고시가야시 미나미코시가야 2-1-50

048-965-9137 http://www.dokkyomed.ac.jp/hosp-k.html (일본어)

도마루치과의원 우편번호 348-0071
사이타마현 하뉴시 미나미하뉴 1-13-10

048-563-5566  

도미야스의원 우편번호 331-0823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기타구 닛신초 3-760-1

048-662-6100 https://www.e-doctor.ne.jp/ (일본어)

니자시키 주오종합병원 우편번호 352-0001
사이타마현 니자시 도호쿠 1-7-2

048-474-7211 http://www.niizashiki-hp.jp/ (일본어)

하스다병원 우편번호 349-0131
사이타마현 하스다시 오아자 네가네 1662-1

048-766-8111 http://www.hasuda-hp.or.jp/ (일본어)

하뉴종합병원 우편번호 348-8505
사이타마현 하뉴시 시모이와세 446번지

048-562-3000 http://www.fureaihosp.or.jp/hanyuhp/ (일본어)

한노정형외과병원 우편번호 357-0034
사이타마현 한노시 아즈마초 12-2

042-975-7575 http://www.taiichikai.com/ (일본어)

후카야적십자병원 우편번호 366-0052
사이타마현 후카야시 가미시바초 니시 5-8-1

048-571-1511 http://www.fukaya.jrc.or.jp/ (일본어)

후쿠나가치과의원 우편번호 338-0004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주오구 혼마치 니시 1-3-31

048-816-3666 http://fukunaga-dental.com/ (일본어)

보에이의과대학교병원 우편번호 359-8513
사이타마현 도코로자와시 나미키 3-2

04-2995-1511 http://www.ndmc.ac.jp/hospital (일본어)

혼조종합병원 우편번호 367-0031
사이타마현 혼조시 기타보리 1780

0495-22-6111 http://www.honjo-hp.jp/ (일본어)

마쓰다안과 클리닉 우편번호 331-0804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기타구 도로초 1-12-2 인트로빌딩
2F

048-660-3773 https://www.or-med.or.jp/ (일본어)

마쓰모토내과 우편번호 330-0804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오미야구 호리노우치초 1-330

048-649-3533 http://matsumotonaika.web.fc2.com/ (일본어)

미쓰이병원 우편번호 350-0066
사이타마현 가와고에시 렌자쿠초 19-3

049-222-5321 https://www.mitsui-hospital.com (일본어)

미요시 클리닉 우편번호 330-0852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오미야구 오나리초 3-248-1

048-653-7000  

무사시다이병원 우편번호 350-1254
사이타마현 히다카시 구보 278-12

042-982-2222 http://www.musashidai-hp.com/ (일본어)

무사시노종합병원 우편번호 350-1167
사이타마현 가와고에시 오후쿠로신덴 977-9

049-244-6340 http://www.musashino-hp.or.jp (일본어)

야마자키의원 우편번호 347-0104
사이타마현 가조시 네고야 642-10

0480-73-6463  

요시모토치과의원 우편번호 349-0115
사이타마현 하스다시 하스다 2-79

048-796-0173 http://www.yoshimotodental.com (일본어)

시오아지병원 우편번호 351-0023
사이타마현 아사카시 미조누마 2-4-1

048-467-0016 https://yamayanagi.or.jp/shiomi_hospital/ (일본어)

사회의료법인 사단호리노우치병원 우편번호 352-0023
사이타마현 니자시 호리노우치 2-9-31

048-481-5168 http://www.horinouchi.or.jp (일본어)

사회복지법인 온시재단 제생회지부 사이타마현 제생회
가조병원

우편번호 347-0101
사이타마현 가조시 가미타카야나기 1680

0480-70-0888 https://saikazo.org/ (일본어)

독립행정법인 국립병원기구 사이타마병원 우편번호 351-0102
사이타마현 와코시 스와 2-1

048-462-1101 http://saitama-hospital.jp/ (일본어)

지치부시립병원 우편번호 368-0025
사이타마현 지치부시 사쿠라기마치 8-9

0494-23-0611 http://www.city.chichibu.lg.jp/1037.html (일본어)

간토 뇌신경외과병원 우편번호 360-0804
사이타마현 구마가야시 다이 1120번지

048-521-3133 http://kantounouge.com/ (일본어)

의료법인 아이오카이 기사이병원 우편번호 347-0102
사이타마현 가조시 히데야스 1313-1

0480-73-3311 http://www.kisai-hosp.or.jp/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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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도 츄오병원 우편번호 350-0233

사이타마현 사카도시 미나미쵸 30-8
049-283-0019 http://toujinkai.com/sakado/ (일본어)

히가시가와구치병원 우편번호 333-0801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 히가시가와구치 2-10-8

048-295-1000 http://www.e-kawaguchi-hp.jp/ (일본어)

사회의료법인 이루마가와병원 우편번호 350-1307
사이타마현 사야마시 기온 17-2

04-2958-6111 http://www.irumagawa-hosp.com/index.html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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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코메딕병원 우편번호 274-0053

지바현 후나바시시 도요토미초 696-1
047-457-9900 https://secomedic.gr.jp/ (일본어)

의료법인 지바 토쿠슈카이 병원 우편번호 274-8503
지바현 후나바시시 다카네다이 2-11-1

047-466-7111 http://www.chibatoku.or.jp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주토쿠카이 가이힌마쿠하리안과 우편번호 261-0023
지바현 지바시 미하마구 나카세 1-3 마쿠하리테크노가든
F동 1F

043-296-3103 http://www.jutoku.com/ganka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주토쿠카이 안과미하마 클리닉 우편번호 261-0011
지바현 지바시 미하마구 마사고 4-1-10 PIA 3F

043-270-0777 http://www.jutoku.com/ganka/mihama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주토쿠카이 사쿠라 성형외과 안과 병원 우편번호 285-0817
지바현 사쿠라시 오사키다이 3-11-17

043-483-2552 http://www.jutoku.com/ (일본어)

의료법인 도쿠슈카이 나리타 도미사토 도쿠슈카이병원 우편번호 286-0201
지바현 도미사토시 히요시다이 1-1-1

0476-93-1001 https://www.naritatomisato.jp/ (일본어)

인자이종합병원 우편번호 270-1339
지바현 인자이시 마키노다이 1-1-1

0476-33-3000 https://inzai-hospital.jp/ (일본어)

아비코 세이진카이병원 우편번호 270-1177
지바현 아비코시 시바사키 1300

04-7181-1100 http://seijinkai-abiko.jp/ (일본어)

가마가야종합병원 우편번호 273-0121
지바현 가마가야시 하쓰토미 929-6

047-498-8111 http://www.kamagaya-hp.jp/ (일본어)
http://www.kamagaya-hp.jp/en/ (영어)

가메다 패밀리 클리닉 다테야마 우편번호 294-0051
지바현 다테야마시 마사키 4304-9

0470-20-5520 http://www.kameda.com/ja/kfct/ (일본어)

의료법인 뎃쇼카이 가메다종합병원 우편번호 296-8602
지바현 가모가와시 히가시초 929번지

04-7092-2211 http://www.kameda.com/ (일본어)
http://www.kameda.com/us/ (영어)
http://www.kameda.com/cn/ (중국)

기미쓰 주오병원 우편번호 292-8535
지바현 기사라즈시 사쿠라이 1010번지

0438-36-1071 http://www.hospital.kisarazu.chiba.jp (일본어)

고이병원 우편번호 290-0056
지바현 이치하라시 고이 5155

0436-25-5151 http://www.goi-hospital.com (일본어)

교토쿠종합병원 우편번호 272-0103
지바현 이치카와시 혼교토쿠 5525-2

047-395-1151 https://gyo-toku.jp/ (일본어)

국제의료복지대학 이치카와병원 우편번호 272-0827
지바현 이치카와시 고노다이 6-1-14

047-375-1111 http://ichikawa.iuhw.ac.jp/ (일본어)

고쿠보아사히 주오병원 우편번호 289-2511
지바현 아사히시 이 1326

0479-63-8111 https://www.hospital.asahi.chiba.jp/ (일본어)

야마노우치병원 우편번호 297-0022
지바현 모바라시 마치보 3

0475-25-1131 http://www.kazusakai.jp (일본어)

사회의료법인 사단 게이스이카이 나도가야병원 우편번호 277-0084
지바현 가시와시 신카시와 2-1-1

04-7167-8336 http://www.nadogaya.com (일본어)

준텐도대학 의학부 부속 우라야스병원 우편번호 279-0021
지바현 우라야스시 도미오카 2-1-1

047-353-3111 https://www.hosp-urayasu.juntendo.ac.jp/ (일본어)

신토쿄 클리닉 우편번호 271-0077
지바현 마쓰도시 고네모토 473-1

047-366-7000 http://www.shin-tokyohospital.or.jp/ (일본어)
http://www.shin-tokyohospital.or.jp/english/index.html (영어)
http://www.shin-tokyohospital.or.jp/foreign/01_CHN/index.html (중국어)
 http://www.shin-tokyohospital.or.jp/foreign/02_KOR/index.html (한국어)

신토쿄 하트 클리닉 우편번호 271-0077
지바현 마쓰도시 고네모토 474-1

047-366-3333 http://www.shin-tokyohospital.or.jp/ (일본어)
http://www.shin-tokyohospital.or.jp/english/index.html (영어)
http://www.shin-tokyohospital.or.jp/foreign/01_CHN/index.html (중국어)
 http://www.shin-tokyohospital.or.jp/foreign/02_KOR/index.html (한국어)

신토쿄병원 우편번호 270-2232
지바현 마쓰도시 와나가야 1271

047-711-8700 http://www.shin-tokyohospital.or.jp/ (일본어)
http://www.shin-tokyohospital.or.jp/english/index.html (영어)
http://www.shin-tokyohospital.or.jp/foreign/01_CHN/index.html (중국어)
 http://www.shin-tokyohospital.or.jp/foreign/02_KOR/index.html (한국어)

나리타적십자병원 우편번호 286-8523
지바현 나리타시 이다초 90-1

0476-22-2311 http://www.narita.jrc.or.jp (일본어)
https://www.narita.jrc.or.jp/multilingual/index.html
(영어)

나리타병원 우편번호 286-0845
지바현 나리타시 오시하타 896

0476-22-1500 http://www.narita-hospital.jp/ (일본어)

의료법인 오키나와 도쿠슈카이 지바니시종합병원 우편번호 270-2251
지바현 마쓰도시 가네가사쿠 107-1

047-384-8844 http://www.chibanishi-hp.or.jp/ (일본어)
http://english.chibanishi-hp.or.jp/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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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바대학 의학부 부속병원 우편번호 260-8677

지바현 지바시 주오구 이노하나 1-8-1
043-222-7171 http://www.ho.chiba-u.ac.jp (일본어)

도쿄비즈니스 클리닉 지바 에키나카 우편번호 260-0031
지바현 지바시 주오구 신치바 1-1-1
페리에치바에키나카(개찰 내 4층)

043-215-8111 https://chiba.businessclinic.tokyo/ (일본어)
https://chiba.businessclinic.tokyo/other-languages/en (영어)
https://chiba.businessclinic.tokyo/other-languages/2h-cn
(중국어)

도쿄베이·우라야스 이치카와 의료센터 우편번호 279-0001
지바현 우라야스시 도다이지마 3-4-32

047-351-3101 https://www.tokyobay-mc.jp/ (일본어)
https://www.tokyobay-mc.jp/english_info/ (영어)

도호대학 의료센터 사쿠라병원 우편번호 285-8741
지바현 사쿠라시 시모시즈 564-1

043-462-8811 http://www.sakura.med.toho-u.ac.jp/ (일본어)

니혼의과대학 지바 호쿠소병원 우편번호 270-1694
지바현 인자이시 가마가리 1715

0476-99-1111 https://www.nms.ac.jp/hokuso-h/ (일본어)
https://www.nms.ac.jp/hokuso-h/en.html (영어)
https://www.nms.ac.jp/hokuso-h/China.html (중국어)

무라카미다이치과의원 우편번호 276-0028
지바현 야치요시 무라카미 1902-44 1F

047-485-8871 http://murakamidai.cihp.jp/ (일본어)

기미츠야마노테병원 우편번호 299-1173
지바현 기미쓰시 소토미노와 4-1-5

0439-54-2323 http://www.yamanote-hp.jp (일본어)

국제 의료 복지 대학 나리타 병원 우편번호 286-8520
지바현 나리타시 하타케다 852

0476-35-5600 https://naritahospital.iuhw.ac.jp/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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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TAL STUDUO STOD 히가시아자부치과 우편번호 106-0044

도쿄도 미나토구 히가시아자부 2-11-13 BOA빌딩 1F
03-6441-0355 http://stodjapan.com/ (일본어)

http://stodjapan.com/ (영어)

KISHI CLINICA FEMINA 우편번호 104-0061
도쿄도 주오구 긴자 8-5-6 나미키도리 나카지쇼지빌딩 5F

03-5537-7171 http://www.kishiclinicafemina.jp (일본어)
http://www/kishiclinicafemina.jp/english (영어)
http://www.kishiclinicafemina.jp/chinese (中国語)

NAKANO DENTAL 우편번호 108-0071
도쿄도 미나토구 시로카네다이 2-5-12-102

03-3446-1117 http://nakanodds.com (일본어)
http://nakanodds.com (영어)

RYO DENTAL CLINIC 우편번호 104-0032
도쿄도 주오구 핫초보리 1-7-7 나가이빌딩 2F

03-6280-5460 http://www.ryodental.com (일본어)
http://www.ryodental.com/en (영어)

아이에스 덴털 클리닉 우편번호 107-0061
도쿄도 미나토구 기타아오야마 3-5-25 시모지마빌딩 4F

03-5785-2953 http://is-dental.jp/ (일본어)
http://is-dental.jp/en (영어)

아카사카 비너스 덴털 클리닉 우편번호 107-0052
도쿄도 미나토구 아카사카 2-3-5 2F

03-3585-0081 http://www.akasaka-star-dental.com/ (일본어)

아카사카 히토쓰기도리 클리닉 우편번호 107-0052
도쿄도 미나토구 아카사카 3-15-9 ACR빌딩 3F

03-5544-8205 http://www.akasaka-hitotsugiclinic.jp/ (일본어)

아사쿠사 하트 클리닉 우편번호 111-0033
도쿄도 다이토구 하나가와도 1-13-15 SCR빌딩 1F

03-6231-7581 http://asakusa-heart.com/ (일본어)

아자부의원 우편번호 106-0045
도쿄도 미나토구 아자부주반 1-11-1 에스티메종
아자부주반 3층

03-5545-8177 http://www.azabu-iin.com (일본어)

아자부주반 더·타워 덴털 우편번호 108-0073
도쿄도 미나토구 미타 1-7-1-104 파크코트 아자부주반
더·타워

03-6453-8791 http://azabujuban-towerdental.com/ (일본어)
http://azabujuban-towerdental.com/english (영어)

의료법인 사단 가즈히로카이 유나이티드 덴털 오피스 우편번호 106-0041
도쿄도 미나토구 아자부다이 2-3-8 마루야마빌딩 1F

03-5570-4334 http://www.uniteddentaloffice.com (일본어)
http://www.uniteddentaloffice.com (영어)

아시안 미용 클리닉 우편번호 110-0005
도쿄도 다이토구 우에노 2-11-10 고지마빌딩 3F

03-3832-3313 http://e-abclinic.com (일본어)
http://e-abclinic.com/ch/index.html (中国語)
http://e-abclinic.com/kr/index.html (韓国語)

아마노치과의원 우편번호 100-0013
도쿄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 3-2-3 가스미가세키 코먼
게이트 어넥스 1F

03-3502-3007 http://amanodental.com/ (일본어)
http://amanodental.com//english/index.html (영어)

아메리칸 클리닉 도쿄 우편번호 107-0052
도쿄도 미나토구 아카사카 1-7-4 No.1 니이쿠라빌딩 3F

03-6441-0969 http://www.americanclinictokyo.com/japanese
(일본어)
http://www.americanclinictokyo.com/japanese (영어)

이가라시내분비 클리닉 우편번호 103-0023
도쿄도 주오구 니혼바시혼초 1-5-11-2F

03-3820-8855 http://www.igarashi-cl.jp/ (일본어)

이치카와 덴털 아카사카 오피스 우편번호 107-0052
도쿄도 미나토구 아카사카 2-15-12-2F

03-3505-5733 http://www.tokyodentistry.com (일본어)

의료법인 재단 준와카이 산오병원 우편번호 107-0052
도쿄도 미나토구 아카사카 8-10-16

03-3402-3151 http://www.sannoclc.or.jp/hospital/ (일본어)
http://www.sannoclc.or.jp/hospital/ (영어)

의료법인 사단 호쿠토카이 호쿠토치과의원 우편번호 106-0032
도쿄도 미나토구 롯폰기 3-14-9  세노빌딩 2층

03-3470-4427 http://www.hokuto-dentalclinic.com/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아키노리카이 후쿠오카치과 신가와인 우편번호 104-0033
도쿄도 주오구 신카와 1-3-7 롯코다이2빌딩 2F

03-3555-2222 http://www.418.co.jp/shinkawa/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아네모스카이 하기모토의원 우편번호 101-0047
도쿄도 지요다구 우치칸다 2-7-14야마테빌딩 3호관 4F

03-3255-4730 http://www.ogimoto.com (일본어)
http://www.ogimoto.com/francais/index.html
(フランス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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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사단 이치하시카이 이치하시 덴털 클리닉 우편번호 100-0005

도쿄도 지요다구 마루노우치 3-3-1신토쿄빌딩 B1
03-3211-2848 http://www.ichihashi-shika.com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크레틸 프리체도쿄 우편번호 104-0031
도쿄도 주오구 교바시 1-16-10 오크빌딩 교바시 1F

03−3538−6767（中国語） http://pulice.jp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세이후카이 마미쓰카 덴털 클리닉 우편번호 104-0044
도쿄도 주오구 아카시초 8-1 세이루카가든 내

03-3541-8110 http://www.118.md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시슈카이 도요타치과 우편번호 106-0032
도쿄도 미나토구 롯폰기 3-3-7  NK빌딩 3층

03-3582-4731 http://www.nishibori-dental.com/clinic/toyota_dc.html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시슈카이 롯폰기힐즈 니시보리치과 우편번호 106-0032
도쿄도 미나토구 롯폰기 6-10-1 롯폰기 힐즈 웨스트워크
6F

03-5772-8668 http://www.nishibori-dental.com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짓초쿠카이 도미타미노루 아이클리닉 긴자 우편번호 104-0061
도쿄도 주오구 긴자 4-12-19 나미키도리 닛쇼코산빌딩
4층

03-6228-4200 http://www.tomita-ginza.com/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슬립클리닉 슬립클리닉 아오야마 우편번호 107-0062
도쿄도 미나토구 미나미아오야마 4-2-4 샤토 아오야마
다이산 101

03-5786-9700 http://www.sleepmedicine-tokyo.com (일본어)
http://www.sleepmedicine-tokyo.com/clinic/eng.html
(영어)

의료법인 사단 세이스이카이 오가사와라 클리닉 우편번호 101-0041
도쿄도 지요다구 간다스다초 2-6 사카시타빌딩 7~9층

03-3254-1199 http://ogasawara-cl.com/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소유카이 UDX 히라하타 클리닉 우편번호 101-0021
도쿄도 지요다구 소토칸다 4-14-1 아키하바라 UDX 6F

03-3258-8080 http://www.udx-hc.com (일본어)
http://www.udx-hc.com/zh-hans (中国語)

미노와치과　 우편번호 110-0003
도쿄도 다이토구 네기시 5-24-4 카스탈리아 미노와 1층

090-3503-8871  

의료법인 사단 마쓰하쿠카이 산오 클리닉 우편번호 100-6125
도쿄도 지요다구 나가타초 2-11-1 산노 파크타워 25층

03-3580-5001 http://www.sannoclinic.jp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미나미아오야마 아이 클리닉 우편번호 107-0061
도쿄도 미나토구 기타아오야마 3-3-11 르네 아오야마 빌딩
4F

03-5772-1451 http://www.minamiaoyama.or.jp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유코카이 산반초 클리닉 우편번호 102-0075
도쿄도 지요다구 산반초 30-8 다이니 세이코 빌딩 605

03-5215-5755 http://www.sanban.net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유신카이 도쿄긴자신타니치과·구강외과
클리닉

우편번호 104-0061
도쿄도 주오구 긴자 1-8-14 긴자 다이신 빌딩 5F

03-3538-8148 http://www.ginza-somfs.com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요시유카이 시나가와 이스트 클리닉 우편번호 108-6102
도쿄도 미나토구 고난 2-15-2 시나가와 인터시티 B동 2F

03-5783-5521 http://japantravelclinic.com (일본어)
http://e-clinic.gr.jp/en (영어)
http://izavel.com/en (英語)

의료법인 사단 나카지마치과의원 우편번호 106-0032
도쿄도 미나토구 롯폰기 4-5- 2

03-3479-2726 http://www.dentist-nakashima.jp/ (일본어)

인터내셔널 메디컬 크로싱 오피스 우편번호 106-0047
도쿄도 미나토구 미나미아자부 5-3-29-1F

03-3443-4823  

오타케 덴털 오피스 우편번호 107-0061
도쿄도 미나토구 기타아오야마 3-6-19 산와 지쓰교
오모테산도 빌딩 3F

03-5766-0022 http://www.o-dent.com/ (일본어)
http://www.o-dent.com/english (영어)

오쓰카 진료소 우편번호 113-0034
도쿄도 분쿄구 유시마 3-31-6

03-3831-2294 http://www.ohtsukaclinic.com (일본어)

오쓰보 교정치과의원 우편번호 107-0062
도쿄도 미나토구 미나미아오야마 5-1-22 아오야마 라이즈
스퀘어 3F

03-3407-8989 http://otsuboortho.com/index.html (일본어)

오럴 뷰티 클리닉 시로카네 우편번호 108-0072
도쿄도 미나토구 시로카네 1-14-4-B1

03-3445-2221 http://www.platinum-dental.jp (일본어)
http://www.sdc-english.com (영어)

가든 클리닉 히로오 우편번호 107-0062
도쿄도 미나토구 미나미아오야마 7-14-7-2F 난세이
NS빌딩

03-6427-9198 http://www.gardenclinic-hiroo.com (일본어)
http://www.gardenclinic-hiroo.com/index_e.html
(영어)

가이사카 클리닉 우편번호 102-0093
도쿄도 지요다구 히라카와초 1-4-12 히라카와초센터빌딩
10층 3호

03-5213-6710 http://www.kaizakaclinic.com/ (일본어)
http://www.kaizakaclinic.com/en/ (영어)

가치도키 고다이라안과 우편번호 104-0054
도쿄도 주오구 가치도키 1-8-1 가치도키 뷰타워 213호

03-5547-8010 http://kachidoki-ganka.com (일본어)

가네코치과 클리닉 우편번호 104-0032
도쿄도 주오구 핫초보리 2-13-2 Frisch 야에스 1F

03-3552-7859 http://www.kaneko-dental-clinic.com (일본어)

가미야초 덴털 클리닉 우편번호 105-0001
도쿄도 미나토구 도라노몬 3-7-11 도라노몬 미스 빌딩 2F

03-6809-2880 https://kamiyacho-dc.jp (일본어)
https://kamiyacho-dc.jp/en (영어)

가야바초 심리 케어 클리닉 우편번호 103-0025
도쿄도 주오구 니혼바시카야바초 2-8-10 아오이야마빌딩
2F

03-5643-9855 http://www.kk-c.com (일본어)
http://www.kk-c.com/en/index.html (영어)

간다에키마에히라노치과 클리닉 우편번호 101-0044
도쿄도 지요다구 가지초 2-7-1 간다 IK빌딩 2F

03-6410-5155 http://www.hirano-dent.com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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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사단 메이에이카이 기미시마 덴탈 오피스 우편번호 106-0047

도쿄도 미나토구 미나미아자부 5-2-35-501
03-6277-4217 http://www.kimi-dental-office.com (일본어)

http://www.kimi-dental-office.com/english.html (영어)

교와의원 우편번호 110-0016
도쿄도 다이토구 다이토 4-8-5 T&T 오카치마치빌딩 4F

03-3835-0186 http://kyo-wa.tokyo.jp/ (일본어)

게야키자카우에 의과치과 클리닉 우편번호 106-0046
도쿄도 미나토구 아자부 3-2-19 모몬빌딩 5F

03-6804-2211 http://www.kmdc.tokyo (일본어)

고지마치피부과·성형외과 클리닉 우편번호 102-0093
도쿄도 지요다구 히라카와초 1-4-5 헤이와다이이치빌딩
지하 1층

03-6261-2458 http://www.kojihifu.com/ (일본어)
http://estdoc.jp/english/doctor/0255963.html (영어)

국제의료복지대학 미타병원 우편번호 108-8329
도쿄도 미나토구 미타 1-4-3

03-3451-8121(代) http://mita.iuhw.ac.jp/ (일본어)
http://mita.iuhw.ac.jp/english/ (영어)
http://mita.iuhw.ac.jp/chinese/ (中国語)

고지마치과 클리닉 우편번호 104-0031
도쿄도 주오구 교바시 2-6-11 MY 교바시빌딩 3F

03-3561-6301 http://www.kojima-dental-clinic.net (일본어)

시게마쓰 클리닉 우편번호 107-0052
도쿄도 미나토구 아카사카 2-22-20-103

03-3583-5655  

시노미야 클리닉 우편번호 101-0025
도쿄도 지요다구 간다사쿠마초 3-37-59 마루치노빌딩３F

03-5687-1516  

이비인후과 구마다·클리닉 우편번호 106-0031
도쿄도 미나토구 니시아자부 4-2-6 엘·퍼스트·빌딩 3F

03-5766-3357 http://kumadaclinic.org (일본어)
http://kumadaclinic.org/english (영어)

준텐도대학 의학부 부속 준텐도의원 우편번호 113-8431
도쿄도 분쿄구 혼고 3-1-3

03-5802-1985英語03-5802-19
85中国語

https://www.juntendo.ac.jp/hospital/ihc/about.html (일본어)
https://www.juntendo.ac.jp/hospital/ihc/about.html (영어)
https://www.juntendo.ac.jp/hospital/ihc/about.html (日本語)

시로카네다이 교정치과 클리닉 우편번호 108-0071
도쿄도 미나토구 시로카네다이 4-8-9 2층

03-5475-6400 http://tokyosmile.net/ (일본어)
http://tokyosmile.net/en/ (영어)

신바시 다나카내과 우편번호 105-0004
도쿄도 미나토구 신바시 2-16-1 뉴신바시빌딩 3F

03-3580-9466 http://tanaka-naika.jp/ (일본어)

학교법인 세이루카국제대학 세이루카국제병원 우편번호 104-8560
도쿄도 주오구 아카시초 9-1 

03-3541-5151英語･中国語･韓国語･ﾛｼｱ語 http://hospital.luke.ac.jp (일본어)
http://hospital.luke.ac.jp/eng (영어)
http://hospital.luke.ac.jp/cn/for-patients/ (中国語)
http://hospital.luke.ac.jp/es/for-patients/ (スペイン語)
http://hospital.luke.ac.jp/ru/for-patients/ (ロシア語)
http://hospital.luke.ac.jp/tl/for-patients/ （タガログ語）
http://hospital.luke.ac.jp/fr/for-patients/ （フランス語）

소피아 치열교정치과의원 우편번호 106-0032
도쿄도 미나토구 롯폰기 4-8-7 롯폰기시마다빌딩 2F

03-3403-3795 http://www.sophia-ortho.com (일본어)

다이몬 메디컬 클리닉 우편번호 105-0013
도쿄도 미나토구 하마마쓰초 2-1-16 SVAX 하마마쓰초
2빌딩 5F

03-6435-6056 http://daimonclinic.jp (일본어)
http://daimonclinic.jp/en (영어)

다카기 덴털 클리닉 우편번호 112-0002
도쿄도 분쿄구 고이시카와 1-8-7-1F

03-3815-6725 http://www.takagidc.jp (일본어)

다카나와내과 클리닉 우편번호 108-0074
도쿄도 미나토구 다카나와 1-16-4

03-3449-6748 http://www.takanawa-naika.com/ (일본어)

다카하시의원 우편번호 104-0032
도쿄도 주오구 핫초보리 3-26-8 다카하시빌딩 1층

03-3551-5955 https://hatchobori.jp/ (일본어)
https://hatchobori.jp/english/ (영어)

다키자와 덴털 클리닉 우편번호 107-0052
도쿄도 미나토구 아카사카 3-9-18 BIC 아카사카빌딩 4F

03-3583-0506  

다쓰노내과·순환기과 우편번호 113-0033
도쿄도 분쿄구 혼고 5-1-16 B1F

03-5800-0203 http://www.tatsuno-clinic.com (일본어)

덴털 오피스 리스토러티브 도쿄 우편번호 104-0061
도쿄도 주오구 긴자 7-5-19 긴자류오카쿠빌딩 3층

03-6228-5664 http://www.restorative.tokyo (일본어)

덴털 살롱 고지마치 우편번호 102-0084
도쿄도 지요다구 니반초 3-11 VORT 니반초 3F

03-6268-9810 http://www.dentalsalon-k.com (일본어)

도쿄 메디컬 엔드 서지컬 클리닉 우편번호 105-0011
도쿄도 미나토구 시바코엔 3-4-30 32 시바코엔빌딩 2F

03-3436-3028 http://tmsc.jp/HPB16/tmscjahp1222.html (일본어)
http://tmsc.jp (영어)

도쿄의과치과대학병원 우편번호 113-8519
도쿄도 분쿄구 유시마 1-5-45

03-5803-5650 http://www.tmd.ac.jp/medhospital/index.html (일본어)
http://www.tmd.ac.jp/medhospital/english/ (영어)
http://www.tmd.ac.jp/medhospital/cn/ (中国語)

도쿄 클리닉 덴털 오피스 우편번호 151-0011
도쿄도 미나토구 시바코엔 3-4-30 32 시바코엔빌딩 3F

03-3431-4225 http://www.tcdo.jp/jp (일본어)
http://www.tcdo.jp/ (영어)

도쿄 스킨 클리닉 우편번호 106-0032
도쿄도 미나토구 롯폰기 2-4-9-2F

03-3585-0272/-0282: 英語・オ
ランダ語・フランス語・ドイツ語

http://www.tokyo-skin-clinic.com (일본어)
http://www.skin-clinic.tokyo (영어)

도쿄도 사이세이카이 주오병원 우편번호 108-0073
도쿄도 미나토구 미타 1-4-17

03-3451-8211(代表日本語のみ) http://www.saichu.jp/ (일본어)
https://www.saichu.jp/en/ (영어)

지방 독립행정법인 도쿄도립병원기구 도쿄도립
고마고메병원

우편번호 113-8677
도쿄도 분쿄구 혼코마고메 3-18-22

03-3823-2101 https://www.tmhp.jp/komagome/ (일본어)
https://www.tmhp.jp/komagome/en/ (영어)
https://www.tmhp.jp/komagome/zh/ (中国語)
https://www.tmhp.jp/komagome/ko/ (韓国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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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뇌신경센터 우편번호 105-0001

도쿄도 미나토구 도라노몬 4-1-17 가미야초 프라임
플레이스 2F

03-5776-1200 http://tokyo-neurological-center.com (일본어)

도쿄 하마마쓰초안과 클리닉 우편번호 105-0022
도쿄도 미나토구 가이간 1-2-20 시오도메빌딩 2F

03-3434-4113 http://www.mikku.co.jp/tho/ (일본어)

도쿄 비즈니스 클리닉 야에스키타구치 우편번호 100-0005
도쿄도 지요다구 마루노우치 1-8-2 뎃코빌딩 B1F

03-6268-0079 http://businessclinic.tokyo (일본어)

도쿄 미드타운 클리닉 우편번호 107-6206
도쿄도 미나토구 아카사카 9-7-1 미드타운·타워 6F

03-5413-0080
03-5413-7911（英語）

http://www.tokyomidtown-mc.jp/ (일본어)
http://www.tokyomidtown-mc.jp/en/ (영어)

도쿄 미드타운 덴털 클리닉 우편번호 107-6206
도쿄도 미나토구 아카사카 9-7-1 미드타운·타워 6F

03-5413-7912 https://www.tokyomidtown-mc.jp/dental/index.html
(일본어)

JCHO 도쿄 다카나와병원 우편번호 108-8606
도쿄도 미나토구 다카나와 3-10-11

03-3443-919103-3443-919
3英中露

http://takanawa.jcho.go.jp (일본어)

국가공무원 공제조합연합회 도라노몬병원 우편번호 105-8470
도쿄도 미나토구 도라노몬 2-2-2

03-3588-1111 https://toranomon.kkr.or.jp/ (일본어)

도라노몬 힐즈 토르나레 치과·교정치과 우편번호 105-0001
도쿄도 미나토구 도라노몬 1-23-3 도라노몬 힐스 가든
하우스 3층

03-3506-8024 http://www.rmdcc.com/toranomon/ (일본어)
http://www.rmdcc.com/english/ (영어)

내셔널 메디컬 클리닉 우편번호 106-0047
도쿄도 미나토구 미나미아자부 5-16-11-202

03-3473-2057 http://www.nmclinic.net (일본어)
http://www.nmclinic.net (영어)

니혼바시하마초 토르나레 덴털 클리닉 치과·교정치과의원 우편번호 103-0007
도쿄도 주오구 니혼바시하마초 3-3-1 토르나레
니혼바시하마초 2F 힐링 에어리어 207

03-5645-1113 http://www.rmdcc.com/nihonbashi/ (일본어)
http://www.rmdcc.com/english/ (영어)

노부 리스토러티브 덴털 오피스 우편번호 104-0028
도쿄도 주오구 야에스 2-5-6 KBY빌딩 2F

03-6225-5005 http://www.team-tokyo.com (일본어)

노부 덴털 오피스 우편번호 104-0028
도쿄도 주오구 야에스 2-5-6 KBY빌딩 1F

03-6225-5888 http://www.nobu-dental-office.com (일본어)

하쿠산 나가미네안과 우편번호 112-0001
도쿄도 분쿄구 하쿠산 5-36-9 하쿠산 아사노미 빌딩 5F

03-5842-2232 http://www.nagamine-eye.com (일본어)

하치카와치과의원 우편번호 103-0028
도쿄도 주오구 야에스 1-7-10 이마이빌딩 6F

03-3276-3988 http://www.ireba-life.com (일본어)

하마마쓰초 심리 스테이션·클리닉 우편번호 105-0013
도쿄도 미나토구 하마마쓰초 2-3-1

03-6452-8626 https://kokoro-station.jp (일본어)

하야시덴털 클리닉 우편번호 111-0033
도쿄도 다이토구 하나카와도 2-16-7 오쓰야 하나니 빌딩
2F

03-5246-8014  

의료법인 사단 미스미카이 히토미치과 우편번호 112-0014
도쿄도 분쿄구 세키구치 1-24-6 아사히세키구치맨션
102호 

03-6280-8789 http://www.hitomidental.com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미스미카이 히토미치과 아카사카 우편번호 107-0052
도쿄도 미나토구 아카사카 2-13-8 아카사카 로얄 플라자
208

03-6277-7983 http://www.hitomidental.com (일본어)

히비야 클리닉 우편번호 100-0006
도쿄도 지요다구 유라쿠초 1-7-1 유라쿠초 덴키빌딩 남관
3층

03-3215-1105 https://hibiya-clinic.com/ (일본어)

히로코 덴털 클리닉 우편번호 108-0014
도쿄도 미나토구 시바 5-16-1-4F

03-3453-9700 http://www.dentist-hiroko.com (일본어)

마에지마치과의원 우편번호 102-0072
도쿄도 지요다구 이다바시 3-3-1도쿄쿠세이카이칸 1F

03-3234-6485 http://www.maejima-dc.com (일본어)

미나토시바 클리닉 우편번호 105-0014
도쿄도 미나토구 시바 2-12-1 2F

03-3457-0555 http://www.minatoshiba-cl.com (일본어)
http://www.minato-shiba.com(日本語)

미마 레이디스 클리닉 우편번호 107-0052
도쿄도 미나토구 아카사카 3-13-13 나카무라빌딩 4F

03-6277-7397 http://www.mima-ladies.com (일본어)
http://mima.ipidiw.com

묘가다니 가사이안과 우편번호 112-0006
도쿄도 미나토구 고히나타 3-3-12  묘가다니역 MF빌딩
2층

03-6912-2844 http://myo-kasai-ganka.jp/ (일본어)

야스다치과의원 우편번호 111-0033
도쿄도 다이토구 하나가와도 1-15-1 페스타 하나카와도
201

03-6802-7196 http://www.1174618.jp/ (일본어)

야마다 히데아키 시타마치 클리닉 우편번호 111-0035
도쿄도 다이토구 니시아사쿠사 3-16-6 이와오카빌딩 1층

5806-3077 http://www.8343.jp (일본어)

유어 클리닉 오차노미즈 우편번호 101-0062
도쿄도 지요다구 간다스루가다이 2-4 오차노미즈 닛켄
빌딩 3F

03-3259-1190 http://yourclinic.jp (일본어)

요시카와 클리닉 우편번호 112-0001
도쿄도 분쿄구 하쿠산 5-36-9 하쿠산 아사노미 빌딩 4F

03-5840-5677 http://www.yoshikawa-clinic.jp/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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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코 덴털 클리닉 우편번호 107-0052

도쿄도 미나토구 아카사카 5-1-30-101
03-5114-6077 http://www/reiko-dental.com (일본어)

로열치과의원 우편번호 106-0032
도쿄도 미나토구 롯폰기 4-10-11 

03-3404-0819 http://www.royal-dental-roppongi.com (일본어)

롯폰기 HAT 클리닉 우편번호 106-0032
도쿄도 미나토구 롯폰기 3-1-1 롯폰기 T-CUBE 2F 

03-3584-1132（日本語）03-358
5-3232（英語）

http://www.roppongi-hat.com/ (일본어)
http://www.roppongi-hat.com/english/ (영어)

롯폰기 힐즈 클리닉 우편번호 106-6106
도쿄도 미나토구 롯폰기 6-10-1 롯폰기 힐즈 모리타워 6층

03-3796-0066 http://www.66clinic.com (일본어)
http://www.66clinic.com/en/ (영어)

와다이비인후과 우편번호 101-0044
도쿄도 지요다구 가지초 2-2-9 다이니토이에빌딩 4F

03-3255-1187 http://wadajibiinkouka.web.fc2.com/ (일본어)

도라노몬 나카무라 클리닉 우편번호 105-0001
도쿄도 미나토구 도라노몬 3-10-4 도라노몬 가든 103

03-6823-1409 http://tnyc.tokyo (일본어)

혼고이비인후과 클리닉 우편번호 113-0033
도쿄도 분쿄구 혼고 4-2-8 플로라빌딩 2층

03-5689-4133 http://www.hongoent.com/ (일본어)
http://www.hongoent.com/english/ (영어)

야마나카치과의원 우편번호 108-0073
도쿄도 미나토구 미타 2-7-12 도쿠분도 1층

03-6381-7778 https://www.118yamanaka.com (일본어)

유어 클리닉 아키하바라 우편번호 101-0021
도쿄도 지요다구 소토칸다 4-9-2센주빌딩 4층

03-3256-1180 https://yourclinicakb.jp/ (일본어)

니시아자부 인터내셔널 클리닉 우편번호 106-0031
도쿄도 미나토구 니시아자부 3-17-20 LY 니시아자부 2F

03-6447-5966 http://nic-med.com/ (일본어)
http://nic-med.com/english.html (영어)

교노 아트 클리닉 다카나와 우편번호 108-0074
도쿄도 미나토구 다카나와 3-1-3-1 다카나와코트 5층

03-6408-4124 https://ivf-kyono.com/ (일본어)
https://ivf-kyono.com/english/ (영어)

다카나와 교정치과의원 우편번호 108-0074
도쿄도 미나토구 다카나와 3-25-20 게이큐 다이고빌딩 3F

03-3280-1700 http://www.gold.or.jp (일본어)

긴자나미키도리 심료내과·내과 클리닉 우편번호 104-0061
도쿄도 주오구 긴자 8-5-4 매디슨빌딩 7층

03-6228-5581：英語 https://www.psim.cc (일본어)

시바위장·항문 클리닉 우편번호 108-0014
도쿄도 미나토구 시바 4-11-5 KT빌딩 3F

03－6453－9307 http://www.shibaangel.com (일본어)
http://www.shibaangel.com/english/ (영어)

오모테산도 헬레네 클리닉 우편번호 107-0062
도쿄도 미나토구 미나미아오야마 5-9-15 아오야마
OHMOTO빌딩 3층

03-3400-2277(全言語共通) https://stemcells.jp/ (일본어)
http://stemcellcenter.cc/cn/en/ (영어)
http://stemcellcenter.cc/cn/ (中国語)
http://stemcellcenter.cc/vn/ (ベトナム語)

스트레스 케어 도쿄 우에노에키마에 클리닉 우편번호 110-0005
도쿄도 다이토구 우에노 7-7-7 와세다빌딩 6층

03-3842-7730：英語 https://tokyoueno.com (일본어)
https://tokyoueno.com (영어)

의료법인 사단 가스가카이 덴쓰인 클리닉 우편번호 112-0063
도쿄도 분쿄구 고히나타 4-6-18

81-3-6912-1565 https://dentsuin.jp/ (일본어)

다카나와다이 레이디스 클리닉 우편번호 108-0074
도쿄도 미나토구 다카나와 3-8-17 메디컬 프라임 다카나와
3F

03-3441-1377 http://www.takanawa-lc.com (일본어)

도쿄국제치과 롯폰기 우편번호 106-0032
도쿄도 미나토구 롯폰기 5-13-25 TID'S빌딩 2F

03-6447-5966 https://tids.jp (일본어)
https://tids.jp/english (영어)

미라이즈 교정치과 미나미아오야마 우편번호 107-0062
도쿄도 미나토구 미나미아오야마 6-13-5 포르트보뇌르 1F

03-5468-5585 https://mirise-ortho.com (일본어)
https://mirise-ortho.com (영어)
https://mirise-ortho.com (中国語)

우에노 시나가와치과·교정치과 우편번호 110-0005
도쿄도 다이토구 우에노 6-16-21 니시이리빌딩 8층

03-5826-8814 https://www.uenoshinagawa.com (일본어)

아이돌리 교정치과 우편번호 101-0047
도쿄도 지요다구 우치칸다 3-22-4하나기쿠빌딩 4A

03(6206)4806 http://www.isdorly1187.jp (일본어)

세이루카국제병원 부속 클리닉 세이루카 메디로커스 우편번호 100-0004
도쿄도 지요다구 오테마치 1-9-7오테마치 파이낸셜시티
사우스타워 2층

03-3527-9520 　　　　　　
英語

http://medilocus.luke.ac.jp/ (일본어)
http://medilocus.luke.ac.jp/index-e.html (영어)
http://medilocus.luke.ac.jp/medical-tourism/index-c.html (中国語)
http://medilocus.luke.ac.jp/medical-tourism/index-r.html (ロシア語)

인터내셔널 헬스 케어 클리닉 우편번호 105-0004
도쿄도 미나토구 신바시 2-10-5 스에요시빌딩 3층

03-3501-1330 http://www.ihc-clinic.jp/ (일본어)
http://www.ihc-clinic.jp/en/ (영어)

사쿠마치과의원 우편번호 112-0013
도쿄도 분쿄구 오토와 2-2-2-101

03-3941-0280 https://shika-sakuma-otoha.com/ (일본어)

마키야마 기요시 오럴 클리닉 우편번호 106-0032
도쿄도 미나토구 롯폰기 7-5-9 롯폰기 프리모 4층

03-6447-4118 http://www.mkoralcare.jp (일본어)

데토아시노 혈관 클리닉 도쿄 우편번호 101-0041
도쿄도 지요다구 간다스다초 1-5-10 소테쓰 만세이바시
빌딩 1층

03-5289-0072  

의료법인 사단 고이케의원 우편번호 103-0022
도쿄도 주오구 니혼바시무로마치 1-12-9 

03-3271-0813　英語 http://www.koike-iin.or.jp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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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시사이드 클리닉 우편번호 102-0093

도쿄도 지요다구 히라카와초 2-14-7 YUKEN 히라카와초
빌딩 3F

03-6272-6616 http://www.ts-clinic.jp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아자부 도쿄 덴털 클리닉 우편번호 106-0047
도쿄도 미나토구 미나미아자부 4-12-25 미나미아자부
센트레 7층

03-5422-7518 http://www.azabutokyodc.jp (일본어)
http://www.azabutokyodc.jp/en/ (영어)

간다바시 덴털 오피스 우편번호 101-0047
도쿄도 지요다구 우치칸다 1-2-2 오가와빌딩 1층

03-5283-6533  

우에노의원 우편번호 110-0005
도쿄도 다이토구 우에노 2-11-10 고지마빌딩 4

①03-3832-0076②03-3832-
5576（外国人専用）

http://uenomc.com (일본어)

하라이 클리닉 우편번호 104-0031
도쿄도 주오구 교바시 2-6-6 후지키빌딩 2F

03-3538-6055 http://www.harai.net (일본어)

아자부정형외과 클리닉 우편번호 106-0045
도쿄도 미나토구 아자부주반 3-6-9 힐사이드 아자부 1F

03-5765-2020 http://www.azabu-seikei.com (일본어)
http://www.azabu-seikei.com (영어)

시로카네다이 펄 교정 치과·어린이 치과 우편번호 108-0071
도쿄도 미나토구 시로카네다이 5-18-17 골드 포레스트
빌딩 1B

03-3445-1182 http://www.pearl-dentalclinic.jp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소지카이 이와사키 클리닉 도쿄 우편번호 101-0044
도쿄도 지요다구 가지초 2-9-5도엔빌딩 3F

03-3256-0055 http://www.soujikai.jp/clinic/iwasaki-tokyo.html
(일본어)

코코 메디컬 클리닉 우편번호 112-0002
도쿄도 분쿄구 고이시카와 5-34-10 COCO빌딩

03-6882-3319:中国語 https://coco-medical-clinic.jimdosite.com/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지신카이 JTK 클리닉 우편번호 102-0083
도쿄도 지요다구 고지마치 4-1-5고지마치 시무라 빌딩 2층

03-6261-6386(+81-3-6261
-6386)

https://www.jtkclinic.com/ (일본어)

아자부주반 클리닉 우편번호 106-0045
도쿄도 미나토구 아자부주반 후카세빌딩 2층

03-5786-1710 https://azabujuban-clinic.com (일본어)

RK덴탈 오피스 롯폰기(롯폰기 게야키자카 덴탈 오피스) 우편번호 106-0032
도쿄도 미나토구 롯폰기 6-17-1 아리카와 빌딩 2층

03-6459-2560 http://www.setaden.com/english (일본어)

의료법인 준레이카이 아카사카 오다야카 클리닉 우편번호 107-6302
도쿄도 미나토구 아카사카 5-3-1 아카사카 Biz 타워
아넥스 2층

03-6234-0511 https://www.akasaka-odayaka.com/ (일본어)

의료법인사단 도코샤 겐신클리닉 우편번호 100-0006
도쿄도 치요다구 유라쿠쵸 1-7-1 유라쿠쵸 덴키빌딩 남관
3층

03-3212-0105 https://hibiya-clinic.com/medical_checkup/ (일본어)

나카무라클리닉 우편번호 112-0002
도쿄도 분쿄구 코이시카와 3-27-6

03-3818-7677 http://www.nakamura.or.jp/ (일본어)

데이코쿠 클리닉 우편번호 100-0011
도쿄도 치요다구 우치사이와이쵸 1-1-1 데이코쿠 호텔
본관 4층

03-3503-8681 https://tokyo-doctors.com/clinicList/26924/ (일본어)

치과 이시가미병원 우편번호 107-0062
도쿄도 미나토구 아오야마 5-14-4

03-3409-6889 https://ishigamiddsphd.com/ (일본어)
https://ishigamiddsphd.com/english-page.html (영어)

마쓰미 여성 클리닉 미타 우편번호 108-0014
도쿄도 미나토구 시바 4-5-8 이케후지 빌딩 3층

03-6453-8355 https://matsumi-lc.jp/ (일본어)
https://matsumi-lc.jp/english.html (영어)

오모테산도 위즈 클리닉 우편번호 107-0061
도쿄도 미나토구 기타아오야마 3-12-9 아오야마하나시게
빌딩 

03-5962-7018（日本語、外国語含む） https://wizclinic.jp/ (일본어)

우에노 고쿠사이 병원 우편번호 110-0005
도쿄도 다이토구 우에노 4-5-4 미야타 빌딩 2층

03-5846-5355 https://www.uenoint-clinic.com/ (일본어)
https://www.uenoint-clinic.com/en/ (영어)

우에노 헤이안 의원 우편번호 110-0015
도쿄도 다이토구 우에노 2-20-11 닛산 빌딩 2층

03-6803-2908 http://ueno-heian-iin.com/ (일본어)

(공재)다이산 기타시나가와병원 우편번호 140-0001
도쿄도 시부야구 기타시부야 3-3-7

03-3474-1831 http://kcmi.or.jp/daisankitashinagawa/ (일본어)

Luz 오모리 애플치과의원 우편번호 143-0016
도쿄도 오타구 오모리키타1-10-14 Luz 오모리 8F

03-5767-7507 http://www.apl-omori.com/index.html (일본어)
http://www.apl-omori.com/en/ (영어)
http://www.apl-omori.com/cn/ (中国語)

NTT 히가시니혼 간토병원 우편번호 141-8625
도쿄도 시나가와구 히가시고탄다 5-9-22

03-6721-6239: 英語、中国語 https://www.nmct.ntt-east.co.jp/ (일본어)
https://www.nmct.ntt-east.co.jp/en/ (영어)
https://www.nmct.ntt-east.co.jp/cn/ (北京語)

이케무라치과 클리닉 우편번호 146-0082
도쿄도 오타구 이케가미 7-6-8

03-3751-3122 http://www.ikemura-dental.com/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하타시즈카이 오니시의원 우편번호 143-0014
도쿄도 오타구 이케가미 오모리나카 1-18-6

03-3765-0024 http://www.tsk-onishi-iin.com (일본어)
http://www.tsk-onishi-iin.com (영어)

에가와치과의원 우편번호 144-0051
도쿄도 오타구 이케가미 니시카마타 7-6-8

03-5711-0418  

엔도의원 우편번호 141-0021
도쿄도 시나가와구 가미오사키 2-24-13
메구로니시구치맨션 305

03-3492-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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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도리이의원 우편번호 144-0034

도쿄도 오타구 니시코지야 3-8-16
03-3741-0118 http://ootorii-hosp.com (일본어)

오모리·도쿄치과·구강외과 우편번호 143-0016
도쿄도 오타구 오모리키타1-10-14 Luz 오모리 8F

03-5767-7505 http://www.apl-omori.com/index.html (일본어)
http://www.apl-omori.com/en/ (영어)
http://www.apl-omori.com/cn/ (中国語)

가마타 멘털 클리닉 우편번호 144-0051
도쿄도 오타구 니시카마타 8-1-7 그랜타운빌딩 3F

03-5714-7828 http://www.kamata-mental.com/ (일본어)

규찬 진료소 우편번호 144-0047
도쿄도 오타구 하기나카 2-6-17-101

03-6423-9775 http://www.q-ch.org (일본어)

시나가와 고텐야마피부과 우편번호 141-0001
도쿄도 시나가와구 기타시나가와 6-7-29 가든시티
시나가와 고텐야마 1F

03-5420-1212 https://www.shinagawagotenyama-hifuka.com/ (일본어)
https://www.shinagawagotenyama-hifuka.com/English
(영어)

시미즈자카치과의원 우편번호 142-0041
도쿄도 시나가와구 도고시 2-1-20

03-3783-2200 https://ameblo.jp/shimizuzaka (일본어)

시라타치과 클리닉 우편번호 142-0051
도쿄도 시나가와 히라쓰카 2-18-12

03-3785-6471 http://shiratadental.p2.weblife.me/index.html (일본어)

도쿄유통센터 치과 클리닉 우편번호 143-0006
도쿄도 오타구 헤이와지마 6-1-1 도쿄유통센터빌딩 1층
131호

03-3767-3341 http://trcdc.com (일본어)

메구로피부과 클리닉 우편번호 141-0021
도쿄도 시나가와구 가미오사키 3-10-49-1F

03-6409-6079 http://www.meguro-derm.jp (일본어)

와코의원 우편번호 142-0062
도쿄도 시나가와구 고야마 4-8-1

03-3784-6131 http://wakoclinic.com/ (일본어)

모치즈키내과 클리닉 우편번호 142-0041
도쿄도 시나가와구 도고시 4-9-12 아비타시온 도고시 1층

03-6426-2711 http://www.mochizuki-medical.com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모리와카이 모리치과의원 우편번호 143-0016
도쿄도 오타구 오모리키타 1-11-18-201

03-3765-0418 http://oomori-moridentalclinic.com (일본어)

가와나베치과의원 우편번호 144-0034
도쿄도 오타구 니시코지야 4-21-4 T빌딩 1·2층

03-3744-4182 http://koujiya-haisha.com/ (일본어)

메구로 진피부과 클리닉 우편번호 141-0021
도쿄도 시나가와구 가미오사키 3-3-5 신요 CK빌딩 6F

03-5421-2651 http://www.meguro-chin-hifuka.com (일본어)

오이 클리닉 우편번호 140-0011
도쿄도 시나가와구 히가시오이 5-1-7-1F

03-6433-1463 http://www.ooi-clinic.jp (일본어)

무라사키 유선 클리닉 고탄다 우편번호 141-0031
도쿄도 시나가와구 니시고탄다 2-19-2 아라쿠빌딩 6F

03-3495-0881(日本語、英語） http://www.murasakibreastclinic.com (일본어)
http://www.murasakibreastclinic.com (영어)

오하라 덴털 클리닉 우편번호 140-0004
도쿄도 시부야구 미나미시부야 2-5-7 마쓰모토빌딩２F

03-3471-1181 http://www.oharadental.com/ (일본어)

도호대학 의료센터 오모리병원 우편번호 143-8541
도쿄도 오타구 오모리니시 6-11-1

03-3762-4151(代）内線3533
英語・中国語

https://www.omori.med.toho-u.ac.jp (일본어)

지방독립행정법인 도쿄 도립병원기구 도쿄도립 에바라병원 우편번호 145-0065
도쿄도 오타구 히가시유키가야 4-5-10

03-5734-8000 https://www.tmhp.jp/ebara/ (일본어)
https://www.tmhp.jp/ebara/en/ (영어)
https://www.tmhp.jp/ebara/zh/ (中国語)
https://www.tmhp.jp/ebara/ko/ (韓国語)

의료법인 사단 게이신카이 게이신 고탄다 아이클리닉 우편번호 141-0022
도쿄도 시나가와구 히가시고탄다 2-1-2 고탄다 도큐
스퀘어 8층

03-3473-0400 https://www.keishin-eye.com/ (일본어)

아즈마 클리닉 우편번호 151-0073
도쿄도 시부야구 사사즈카 1-30-3 빌라쥬 사사즈카Ⅲ 4F

03-3481-0380 http://www.a-azuma.com (일본어)

오기하라정형외과 우편번호 151-0071
도쿄도 시부야구 혼마치 2-7-10 2F

03-5371-3001 http://www.ogiharaseikei.com/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게이지카이 고토치과의원 우편번호 158-0081
도쿄도 세타가야구 후카사와 1-11-10

03-3701-5501  

의료법인 사단 세타 진료소 우편번호 158-0093
도쿄도 세타가야구 가미노게 4-24-15

03-3700-4369 http://seta-med.com/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닛추유코의원 우편번호 151-0053
도쿄도 시부야구 요요기 1-38-5 KDX 요요기빌딩 6F

03-6276-9788 http://www.jcf-clinic.com (일본어)
http://www.jcf-clinic.com/c_d/c_index.html (中国語)

의료법인 사단 픽시스 노리·메디컬 클리닉 사사즈카미나미 우편번호 151-0073
도쿄도 시부야구 사사즈카 1-30-3 빌라쥬 사사즈카Ⅲ 6F

03-5452-0241 http://www.myclinic.ne.jp/nmc_sasazuka/ (일본어)
http://www.med-pyxis.com/index_e.html (영어)
http://www.med-pyxis.com/index_c.html (中国語)

의료법인 사단 마루야마치과 클리닉 우편번호 150-0002
도쿄도 시부야구 시부야 2-15-1 21F 시부야크로스타워

03-3499-1418 http://www.mdc-face.jp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료미즈카이
기지마소아과·내과·이비인후과의원

우편번호 151-0063
도쿄도 시부야구 도미가야 2-21-10 센트럴 도미가야 빌딩
1F

03-3467-6740 http://kijimaclinic.com (일본어)
http://www014.upp.so-
net.ne.jp/kijimaentclinic/e_index.html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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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조네치과 우편번호 155-0033

도쿄도 세타가야구 다이타 2-19-16
03-3414-5273  

오쿠노야마의원 우편번호 154-0002
도쿄도 세타가야구 시모우마 2-21-26

03-3411-0005 http://www.sangubashi.com/ (일본어)

온다 메디컬 플라자 우편번호 154-0024
도쿄도 세타가야구 산겐자야 2-11-20 산타워즈 D동 5층

03-5726-9327 https://www.onda.or.jp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이센카이 가라사와내과의원 우편번호 158-0081
도쿄도 세타가야구 후카사와 1-18-9 1F

03-3701-7552 http://karasawanaika.jp/ (일본어)
http://karasawanaika.sakura.ne.jp (영어)

가와무라치과의원 우편번호 156-0044
도쿄도 세타가야구 아카쓰쓰미 4-42-12

03-3321-1376 http://www.kawamura-dental-c.com (일본어)

기타신경내과 히라야마기념 클리닉 우편번호 153-0064
도쿄도 메구로구 시모메구로 5-16-16

03-5768-1235 http://www.kitashinkei.com/ (일본어)

기누타 유리안과의원 우편번호 157-0073
도쿄도 세타가야구 기누타 4-17-10

03-6805-8242 http://yuri-eye.jp (일본어)

구라타의원 우편번호 156-0045
도쿄도 세타가야구 사쿠라조스이 2-25-12

03-3302-8560 http://kurata-med-clinic.la.coocan.jp (일본어)

구라모토치과의원 우편번호 157-0062
도쿄도 세타가야구 미나미카라스야마 5-24-7
다이니코에이빌딩 201

03-3308-2283 http://kuramotodc.com (일본어)

공익재단법인 닛산 고세이카이 다마가와병원 우편번호 158-0095
도쿄도 세타가야구 세타 4-8-1

03-3700-1151 https://www.tamagawa-hosp.jp/ (일본어)
https://www.tamagawa-hosp.jp/english/ (영어)

고노정형외과 우편번호 156-0053
도쿄도 세타가야구 사쿠라 1-29-18

03-3426-8255 http://kono-seikei.net (일본어)

마음의 진료 기타무라의원 우편번호 151-0063
도쿄도 시부야구 도미가야 2-26-3 도미가야 리버랜드
하우스 A동

03-5738-8370 http://www.kokoroclinic.jp (일본어)
http://www.kokoroclinic.jp/en/index.html (영어)

지유가오카치과 오럴 케어 우편번호 152-0035
도쿄도 메구로구 지유가오카 2-12-13-2F

03-5726-9185 http://jiyugaoka-oralcare.jp (일본어)
http://jiyugaoka-oralcare.jp/en/ (영어)

지유가오카 미키 브레스트 클리닉 우편번호 152-0035
도쿄도 메구로구 지유가오카 1-7-16 앙제 지유가오카 2층

03-3724-8800 http://miki-breast.com (일본어)
http://miki-breast.com/english/ (영어)

슈퍼 스마일 국제교정치과 우편번호 151-0065
도쿄도 시부야구 오야마초 46-17

03-5452-0118 http://www.drskaku.com (일본어)

센다가야 인터내셔널 클리닉 우편번호 151-0051
도쿄도 시부야구 센다가야 1-20-3 바르비종11 203

03-3478-4747 http://www.sendagaya-ic.com (일본어)
http://www.sendagaya-ic.com/en/ (영어)

소시가야미치 클리닉 우편번호 157-0072
도쿄도 세타가야구 소시가야 1-10-5-2F

03-6411-3383 http://www.soshigaya-michi-clinic.com (일본어)
http://www.soshigaya-michi-clinic.com (영어)

다이칸야마치과의원 우편번호 150-0033
도쿄도 시부야구 사루가쿠초 24-7 다이칸야마 플라자 3F

03-3462-0787 http://www.daikanyamashika.jp (일본어)

다카오치과의원 우편번호 157-0063
도쿄도 세타가야구 가스야 14-4-102

03-3309-7771 http://www.takao-shika.com/ (일본어)

다카코 클리닉 우편번호 150-0031
도쿄도 시부야구 사쿠라가오카초 16-14 돌체 시부야 6F

03-5459-7943 http://www.takako-clinic.com (일본어)

쓰카모토정형외과병원 우편번호 157-0071
도쿄도 세타가야구 지토세다이 2-14-7 지토세 클리닉 몰
2F

03-5429-4970 http://www.tsukamoto-seikei.com/ (일본어)

도이 덴털 하라주쿠 클리닉 우편번호 151-0051
도쿄도 시부야구 센다가야 3-13-20 다이나나 규테이맨션
103

03-5414-5727 http://www.kyuteikai.or.jp (일본어)

지방독립행정법인 도쿄 도립병원기구 도쿄도립 히로오병원 우편번호 150-0013
도쿄도 시부야구 에비스 2-34-10

03-3444-1181 https://www.tmhp.jp/hiroo/ (일본어)
https://www.tmhp.jp/hiroo/en/ (영어)
https://www.tmhp.jp/hiroo/zh/ (中国語)

지방독립행정법인 도쿄 도립병원기구 도쿄도립
마쓰자와병원

우편번호 156-0057
도쿄도 세타가야구 가미키타자와 2-1-1

03-3303-7211 https://www.tmhp.jp/matsuzawa/ (일본어)
https://www.tmhp.jp/matsuzawa/en/ (영어)
https://www.tmhp.jp/matsuzawa/zh/ (中国語)

도겐자카 가토안과 우편번호 150-0043
도쿄도 시부야구 도겐자카 2-3-2 오소토빌딩 5F

03-6415-3190 http://www.katoeyeclinic.com (일본어)
http://www.katoeyeclinic.com/english/index.html
(영어)

독립행정법인 국립병원기구 도쿄의료센터 우편번호 152-8902
도쿄도 메구로구 히가시가오카 2-5-1

03-3411-0111 http://www.ntmc.go.jp (일본어)

도모코 레이디스 클리닉 오모테산도 우편번호 150-0001
도쿄도 시부야구 진구마에 4-11-6 오모테산도 지요다 빌딩
B2F

03-5771-3991 http://www.medical-c.net/tomoko/index.php (일본어)

나오미야의원 우편번호 155-0031
도쿄도 세타가야구 기타자와 3-11-14

03-346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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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마치 클리닉 우편번호 158-0091

도쿄도 세타가야구 나카마치 3-15-5
03-5707-5520  

난페이다이 오가타 클리닉 우편번호 150-0036
도쿄도 시부야구 난페이다이초 13-1 사토빌딩 3F

03-6277-5375 http://nampeidai.com (일본어)

일본적십자사 의료센터 우편번호 150-8935
도쿄도 시부야구 히로오 4-1-22

03-3400-1311 http://www.med.jrc.or.jp/ (일본어)

하라주쿠 퍼스트 치과 우편번호 150-0001
도쿄도 시부야구 진구마에 1-11-11 그린 판타지아 210

03-5413-6480 http://www.harajuku1st.com (일본어)

후쿠토미 덴털 오피스 우편번호 151-0062
도쿄도 시부야구 모토요요기초 27-7-1F

03-6407-0229 http://www.tokyodentalesthetics.com (일본어)
http://www.tokyodentalesthetics.com (영어)

프라이머리 케어 도쿄 클리닉 우편번호 155-0031
도쿄도 세타가야구 기타자와 2-1-16-3F

03-5432-7177 http://www.pctclinic.com (일본어)
http://www.pctclinic.com (영어)

플라자성형외과 우편번호 150-0012
도쿄도 시부야구 히로오 5-5-1-4F

03-5475-2345: 英語 http://www.plazaclinic.net (영어)

분카무라도리 클리닉 우편번호 150-0045
도쿄도 시부야구 신센초 13-14 1F

03-5459-4070（日本語）070-55
48-4070(英語)

http://www.bunkamura.org (일본어)
http://www.bunkamura.org (영어)

무사시 아이 클리닉 가미노게에키마에 우편번호 158-0093
도쿄도 세타가야구 가미노게 1-14-1 가미노게 스테이션
힐즈 2-102호

03-5760-6695 http://www.musashi-eye-clinic.com (일본어)

메구로 야스다내과 클리닉 우편번호 153-0063
도쿄도 메구로구 메구로 3-10-13 오토리 에스테이트 빌딩
4층

03-6303-2755 http://www.meguro-yasudanaika.jp (일본어)

모리와키안과 우편번호 152-0032
도쿄도 시부야구 에비스미나미 1-5-5 아트레 에비스 6F

03-6450-2615 http://www.moriwaki-eyeclinic.com (일본어)

야마테치과 우편번호 150-0021
도쿄도 시부야구 에비스니시 1-8-7 미스빌딩 7F

03-3476-5585  

요시나가의원 우편번호 152-0004
도쿄도 메구로구 다카반 2-18-13

03-3719-7222 http://www.yoshinagaiinn.com (일본어)

라에비스 클리닉 덴털 우편번호 153-0062
도쿄도 주오구 미타 1-11-29 T2000빌딩 2F

03-6451-2314 http://www.la-ebs.com (일본어)

라인 인터내셔널 클리닉 우편번호 154-0001
도쿄도 세타가야구 가미우마 5-9-18

090-8477-4009 http://rhein.tokyo/ (영어)

캘리포니아 교정치과 산겐자야 우편번호 154-0004
도쿄도 세타가야구 다이시도 2-19-5

03-5787-8107 http://california-kyousei.jp/ (일본어)
https://www.california-kyousei.jp/english/ (영어)

메구로 케이 홈 클리닉 우편번호 153-0061
도쿄도 메구로구 나카메구로 4-5-1 에이스빌딩 2층

03-5722-5500 http://www.megurokhome.com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호잔카이 야마시타 진료소 지유가오카 우편번호 152-0035
도쿄도 메구로구 지유가오카 1-30-3 지유가오카 도큐빌딩
7층

03-3724-3811 http://www.hozankai.com (일본어)
http://www.hozankai.com (영어)

로코 클리닉 나카메구로 우편번호 153-0043
도쿄도 메구로구 히가시야마 1-6-5

03-5722-6565 https://loco-clinic.com/ (일본어)
http://loco-clinic.com/home-en/ (영어)

치과 와타나베의원 우편번호 157-0065
도쿄도 세타가야구 가미소시가야 1-35-13

03-3309-1188 http://www.hahoo.jp/~watanabe/ (일본어)

미하라 덴탈 클리닉 우편번호 151-0066
도쿄도 시부야구 니시하라 2-31-3 야마모토빌딩 2F

03-6407-1646 http://www.miharadentalclinic.com (일본어)

야마모토 패밀리어 피부과 고마자와공원 우편번호 152-0021
도쿄도 메구로구 히가시가오카 2-15-2 코린 고마자와코엔
1F

03-3795-1112 http://yamamoto-skincl.com (일본어)

다이칸야마 덴털 살롱 우편번호 150-0021
도쿄도 시부야구 에비스니시 2-20-15

03-6416-5747 https://daikanyama-ds-blanche.com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진아이카이 치과 요가 클리닉 우편번호 158-0097
도쿄도 세타가야구 요가 2-41-11 헤이세이빌딩 요가 1F

03-6805-6641 http://www.jin-ai-kai.com (일본어)
http://www.jin-ai-kai.com/english.html (영어)

미카와 교정치과 클리닉 우편번호 152-0013
도쿄도 메구로구 미나미 2-1-25

03-6421-8998 http://www.orthodont.org (일본어)

일본교정치과연구소 부속 덴털 클리닉 우편번호 150-0002
도쿄도 시부야구 2-15-1 시부야크로스타워 21층

03-3499-2222 http://www.nihonkyouseishika.com (일본어)

세키치과의원 우편번호 158-9993
도쿄도 세타가야구 가미노게 1-34-15-102

03-5752-6480(英語・中国語） http://kan-dental.com (일본어)

마쓰오치과의원 우편번호 153-0043
도쿄도 메구로구 히가시야마 1-1-2 히가시야마빌딩 2F 

03-3419-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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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일람 도쿄도

의료기관 주소 전화번호 웹사이트
국립연구개발법인 국립성육의료연구센터 우편번호 157-8535

도쿄도 세타가야구 오쿠라 2-10-1
予約センター：03-5494-7300
：英語連携室：03-5494-5486：英語救急
外来：03-3416-0181：英語

https://www.ncchd.go.jp (일본어)
http://www.ncchd.go.jp/en/ (영어)

유텐지 에이신치과 우편번호 153-0052
도쿄도 메구로구 유텐지 2-20-9 미쓰하시빌딩 1F

03-6712-2506 https://www.yutenji-eishin-dc.jp/ (일본어)

야마테 덴털 클리닉 우편번호 153-0061
도쿄도 메구로구 나카메구로 3-5-4

03-3719-6874 http://www.yamate-d.com/ (일본어)
http://www.Yamate-d.com/english/EnglishGuide.html
(영어)

공립학교 공제조합 간토 주오병원 우편번호 158-8531
도쿄도 세타가야구 가미요우가 6-25-1

03-3429-1171 http://www.kanto-ctr-hsp.com (일본어)

더킹 클리닉 우편번호 150-0001
도쿄도 시부야구 진구마에 6-31-11 iori 오모테산도 B1F

03-3400-752203-3409-076
4

http://thekingclinic.com/ (일본어)
http://thekingclinic.com/en/ (영어)

의료법인사단 료토쿠카이 RC 클리닉 우편번호 150-0001
도쿄도 시부야구 진구마에 3-42-2

03-5843-1577 https://www.r-cross-jp.com/ (일본어)

의료법인사단 고노토리회 퍼틸리티클리닉 도쿄 우편번호 150-0011
도쿄도 시부야구 히가시 3-13-11 A-PLACE 에비스 히가시
1층

03-3406-6868 https://fert-tokyo.jp/english/ (영어)

메구로 오시마진자마에클리닉 우편번호 153-0064
도쿄도 메구로구 시모메구로 2-21-23 마루에쓰 메구로점
4층

03-3779-7736 https://meguro-ootori.jp/ (일본어)

Aoi 치과의원 우편번호 160-0023
도쿄도 신주쿠구 니시신주쿠 4-15-21 이초칸 101호

03-5351-4618  

A-ONE 치과 클리닉 우편번호 164-0002
도쿄도 나카노구 가미타카다 2-57-3

03-5345-6503 http://www.a-one-dc.com (일본어)

KUMA 덴털 클리닉 우편번호 164-0001
도쿄도 나카노구 나카노 5-35-8 신도쿄아파트 1F

03-3228-8241 http://www.kuma-dentalclinic.jp (일본어)

신주쿠 리서치 파크 클리닉 우편번호 169-0073
도쿄도 신주쿠구 햐쿠닌초 1-22-17 신주쿠 리서치 파크
빌딩

03-5937-6877 http://www.srpc.jp (일본어)

안도정형외과 우편번호 160-0022
도쿄도 신주쿠구 신주쿠 3-13-5 구리하시빌딩 3F

03-3350-6956 https://ando.shinjuku-seikei.com/ (일본어)

이나바치과의원 우편번호 162-0801
도쿄도 신주쿠구 야마부키초 335번지 야스이빌딩 1F

03-6659-5963 http://kameru-ha.com/ (일본어)
http://kameru-ha.com/english/ (영어)
http://kameru-ha.com/french/ (フランス語)

이노우에내과 진료소 우편번호 164-0001
도쿄도 나카노구 나카노 5-52-15 브로드웨이 4층 7호

03-3387-6948 http://inoshunbsg450.wixsite.com/inouemedicalclinic
(일본어)
http://myclinic.ne.jp/inouenaika/pc/(日本語)

의료법인 재단 어드벤티스트카이 도쿄위생병원 우편번호 167-8507
도쿄도 스기나미구 아마누마 3-17-3

03-3392-6151 http://www.tokyoeisei.com/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아키라카이 이비인후과 야마니시 클리닉 우편번호 162-0041
도쿄도 신주쿠구 와세다쓰루마키초 518 다이이치 이시카와
빌딩 2F

03-5155-0822 http://www.yamanishiclinic.jp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이신카이 오다 클리닉 우편번호 169-0072
도쿄도 신주쿠구 오쿠보 1-11-3 다이토빌딩 2F

03-5273-0770 http://www.ishikai-mc.net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게이몬카이 사몬초피부과 우편번호 160-0017
도쿄도 신주쿠구 사몬초 20 요쓰야 메디컬 빌딩 2F

03-5368-0675 http://dermasamon.com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산이쿠카이 신주쿠 히로 클리닉 우편번호 169-0072
도쿄도 신주쿠구 오쿠보 2-11-15 오바야시 빌딩 1・2층

03-5272-5610 http://www.hiro-clinic.com (일본어)
http://www.hiro-clinic.com/english/index.html (영어)
http://www.hiro-clinic.com/china/index.html (中国語)
http://www.hiro-clinic.com/korea/index.html (韓国語)
http://www.hiro-clinic.com/vietnam/index.html (ベトナム語)

의료법인 사단 소노다카이 소노다카이 인공관절센터병원 우편번호 121-0064
도쿄도 아다치구 호키마 1-21-10

03-5831-1811 http://sjrc.sonodakai.or.jp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다이코카이 엠파이어치과 우편번호 160-0015
도쿄도 신주쿠구 다이쿄초 28-1-101

03-3356-2910 http://www.empire-dental.com/ (일본어)
http://www.empire-dental.com/index_e.html (영어)

의료법인 사단 니하카이 료 덴털 오피스 우편번호 167-0042
도쿄도 스기나미구 니시오기키타 3-32-12 니시오기
클리닉 팜 B1-C

03-6903-2605 http://www.ryo-dental-office.com (일본어)
http://ryo-dental-office.com/english/index.html (영어)

우시고메외과·위장과 우편번호 169-0075
도쿄도 신주쿠구 다카다노바바 4-10-12

03-3361-0301 http://www.ushigome-clinic.jp/ (일본어)

오기쿠보치과 우편번호 167-0051
도쿄도 스기나미구 오기쿠보 5-17-10 1F

03-5347-4313 http://ogikubo-shika.com (일본어)

가호쿠종합병원 우편번호 166-8588
도쿄도 스기나미구 아사가야 1-7-3

03-3339-2121 http://kawakita.or.jp/ (일본어)

게이오기주쿠대학병원 우편번호 160-8582
도쿄도 신주쿠구 시나노마치 35

03-3353-1211 https://www.hosp.keio.ac.jp/ (일본어)
https://www.hosp.keio.ac.jp/en/ (영어)

고엔지미나미 진료소 우편번호 166-0003
도쿄도 스기나미구 고엔지미나미 3-46-5

03-3318-1822 http://www.sukido.jp (일본어)
http://www.sukido.jp/about-k (영어)
http://www.sukido.jp/about-k (仏語、独語、伊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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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주소 전화번호 웹사이트
고쿠호 21 덴털 클리닉 우편번호 162-0843

도쿄도 신주쿠구 이치가야타마치 2-29 고쿠호21빌딩 1층
03-5227-4182 http://www.shikaeiseikyokai.com/kokuho_top.htm

(일본어)

국립연구개발법인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병원 우편번호 162-8655
도쿄도 신주쿠구 도야마 1-21-1

03-6228-0749 http://www.hosp.ncgm.go.jp/index.html (일본어)
http://www.hosp.ncgm.go.jp/en/index.html (영어)
http://www.hosp.ncgm.go.jp/cn/index.html (中国語)

곤도 클리닉 우편번호 164-0001
도쿄도 나카노구 나카노 3-27-20

03-3381-4101 http://www.nakano-kondou-clinic.com (일본어)
https://www.nakano-kondou-clinic.com/cont7/main.html
(영어)
https://www.nakano-kondou-clinic.com/cont6/main.html (中国語)

사카이치과의원 우편번호 164-0001
도쿄도 나카노구 나카노 5-65-5 도시마코교빌딩 5F

03-3388-6482 http://www.sakai-dc.net (일본어)

사쿠라치과 신에고타 우편번호 165-0023
도쿄도 나카노구 에하라초 2-14-18

03-3950-4488 http://sakuradentaloffice.jp (일본어)

사토 교정치과 우편번호 169-0075
도쿄도 신주쿠구 다카다노바바 3-3-1-401

03-5386-1180 http://www2.u-netsurf.ne.jp/~kyo-sei/index.html
(일본어)
http://www2.u-netsurf.ne.jp/~kyo-sei/english.html (영어)

야마나카 덴털 클리닉 하마다야마 임플란트센터 우편번호 168-0065
도쿄도 스기나미구 하마다야마 3-33-18 엑설런트
하마다야마 1F

03-3304-8217 http://www.hamadayama-implant.com (일본어)

시나노마치 진료소 우편번호 160-0016
도쿄도 신주쿠구 시나노마치 34번지 도신
시나노마치에키마에 빌딩 3F

03-3359-5147 http://dr-yabuki.com (일본어)
http://dr-yabuki.com/spanish/ (スペイン語)

시모무라치과의원 우편번호 168-0062
도쿄도 스기나미구 호난 1-33-6

03-3328-5739 http://www.shimomura-shikaiin.com (일본어)

신주쿠 이스트 사이드 스퀘어 치과 우편번호 160-0022
도쿄도 신주쿠구 신주쿠 6-27-30 신주쿠 이스트 사이드
스퀘어 지하 1층

03-6228-0086 http://ses-dc.jp (일본어)

신주쿠안과 클리닉 우편번호 169-0074
도쿄도 신주쿠구 기타신주쿠 2-21-1 신주쿠 프론트 타워
3F

03-5330-1788 http://www.shinjuku-eye.com/ (일본어)
http://www.shinjuku-eye.com/english/index.html
(영어)

신주쿠치과 클리닉 우편번호 169-0073
도쿄도 신주쿠구 햐쿠닌초 1-10-13 신오쿠보빌딩 2F 

03-3366-0018 http://shinjukudental.world.coocan.jp/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도쿄미도리카이 신주쿠히가시구치안과의원 우편번호 160-0022
도쿄도 신주쿠구 신주쿠 3-25-1 휴릭 신주쿠 빌딩 9F

03-5363-0507 http://www.shec.jp/ (일본어)
http://www.shec.jp/english/ (영어)
http://www.shec.jp/chinese/ (中国語)

다카다노바바 사쿠라 클리닉 우편번호 169-0075
도쿄도 신주쿠구 다카다노바바 4-11-8 가와카미빌딩 3층

03-5937-3717 https://www.sakuraclinic.info/ (일본어)
https://www.sakuraclinic.info/en/ (영어)
https://www.sakuraclinic.info/ne/ (ネパール語)
https://www.sakuraclinic.info/my/ (ビルマ(ミャンマー語))
https://www.sakuraclinic.info/th/ (タイ語)
https://www.sakuraclinic.info/vi/ (ベトナム語)

도야마 멘탈 클리닉 우편번호 169-0072
도쿄도 신주쿠구 오쿠보 2-5-22 세키사쿠빌딩 6FA

03-3232-9288 http://toyama-mental.com/ (일본어)

하야마치과 클리닉 우편번호 165-0021
도쿄도 나카노구 마루야마 1-1-2 다카사키빌딩

03-5380-3678 http://hayama-dentalclinic.com (일본어)

하라노치과의원 우편번호 162-0825
도쿄도 신주쿠구 가구라자카 5-32 오미야 빌딩 2F

03-3235-9777 http://www.bolanet.ne.jp/dental/harano.htm (일본어)

히가시나카노 클리닉 우편번호 164-0003
도쿄도 나카노구 히가시나카노 1-58-12

03-3361-2732  

마키노 클리닉 우편번호 164-0003
도쿄도 나카노구 히가시나카노 5-1-1-3F

03-6908-5017 http://www.makino-c.net (일본어)

메지로소라 클리닉 우편번호 161-0033
도쿄도 신주쿠구 시모오치아이 3-16-10 다이도빌딩 3층

03-5906-5092英語・ドイツ語は全
日、フランス語は火曜、木曜、土曜

http://www.mejiro-sola.com/ (일본어)
http://www.mejiro-sola.com/eng/index.html (영어)
http://www.mejiro-sola.com/fre/index.html (フランス語)

요쓰야 유이 클리닉 우편번호 162-0845
도쿄도 신주쿠구 이치가야혼무라초 2-23 교토소빌딩 1F

03-5225-1291 http://yotsuya-yui.jp (일본어)

릿쇼코세이카이 부속 고세이병원 우편번호 166-0012
도쿄도 스기나미구 와다 2-25-1

81-3-3383-1281 https://kosei-hp.or.jp/ (일본어)
https://kosei-hp.or.jp/ (영어)
https://kosei-hp.or.jp/ (グーグル翻訳で韓国語、中国語：簡体字、繁体字)

류치과의원 우편번호 162-0041
도쿄도 신주쿠구 와세다쓰루마키초 549-15

03-6233-8771  

와세다 다케노코 클리닉 우편번호 162-0041
도쿄도 신주쿠구 와세다쓰루마키초 518 다이이치 이시카와
빌딩 3F

03-3232-8155 http://takenoko-clinic.tokyo/information.html (일본어)

다나카치과의원 우편번호 164-0001
도쿄도 나카노구 나카노 5-52-15 브로드웨이 410

03-3387-6850 https://www.facebook.com/%E7%94%B0%E4%B8%A
D%E6%AD%AF%E7%A7%91%E5%8C%BB%E9%99
%A2-Tohru-Tanaka-DDS-215347455152739/ (일본어)

아오이치과의원 우편번호 160-0023
도쿄도 신주쿠구 니시신주쿠 4-15-21 이초칸 101

03-5351-4618  

이시이내과·외과 클리닉 우편번호 160-0023
도쿄도 신주쿠구 니시신주쿠 7-1-10 모리야빌딩 5F

03-5937-3361（英語） http://ishii-cl.net (일본어)

가구라자카내과·뇌신경내과 클리닉 우편번호 162-0825
도쿄도 신주쿠구 가구라자카 6-42 가구라자카 기타가와
빌딩 1층

03-6280-7582 https://kagurazakanaika.wixsite.com/kagurazakaclinic
(일본어)
https://kagurazakanaika.wixsite.com/kagurazakacliniceng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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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마치과의원 우편번호 160-0017

도쿄도 신주쿠구 사몬초 13-5 사몬초 팍스 빌딩 1층   
03-3350-4658 https://kojimashikaiin.com/ (일본어)

미요시의원 우편번호 169-0073
도쿄도 신주쿠구 햐쿠닌초 2-23-47

03-5337-9871  

심장 화상 클리닉 이다바시 우편번호 162-0814
도쿄도 신주쿠구 신오가와마치 1-14 이다바시
리플렉스·비즈 1층, 4층

03-5206-5956/英語・中国語 http://www.cviclinic.com (일본어)

지방독립행정법인 도쿄도립병원기구 오쿠보병원 우편번호 160-8488
도쿄도 신주쿠구 가부키초 2-44-1

03-5285-8811 https://www.tmhp.jp/ohkubo/ (일본어)
https://www.tmhp.jp/ohkubo/en/ (영어)
https://www.tmhp.jp/ohkubo/zh/ (中国語)
https://www.tmhp.jp/ohkubo/ko/ (韓国語)

노가미치과·교정치과 우편번호 169-0051
도쿄도 신주쿠구 니시와세다 1-11-7

03-5273-8841:英語 http://www.nogami-dental.jp/ (일본어)

간사쿠치과의원 우편번호 166-0001
도쿄도 스기나미구 아사가야키타 1-3-12

03-3338-0755 http://www.kansaku-dental.net (일본어)

야나기사와 클리닉 우편번호 160-0001
도쿄도 신주쿠구 가타마치 2-3 료와빌딩 3F

03-5368-1303：英語 https://www.yanagisawa-clinic.org/yanagisawa-clinic/
(일본어)

요쓰야산에이초치과 우편번호 160-0008
도쿄도 신주쿠구 요쓰야산에이초 14-34-1F

03-3350-0817  

도쿄의과대학병원 우편번호 160-0023
도쿄도 신주쿠구 니시신주쿠 6-7-1

03-3342-6111
(内線）5809：中国語・韓国語

https://hospinfo.tokyo-
med.ac.jp/shinryo/kokusai/index.html (일본어)

eHealth clinic 우편번호 160-0022
도쿄도 신주쿠구 신주쿠 2-6-4 신주쿠도리 도요빌딩 3층

03-5315-0514 https://ehealthclinic.jp/ (일본어)

팀메디컬클리닉 신주쿠 우편번호 160-0021
도쿄도 신주쿠구 가부키쵸 1-30-1 -B 2층

050-8881-6770日本語050-8881
-6771英語

https://www.team-medical.or.jp/ (일본어)
https://www.team-medical.or.jp/location/english/
(영어)

사회복지병원 세이보카이 세이보병원 우편번호 161-8521
도쿄도 신주쿠구 나카오치아이 2-5-1

03-3951-1111　英語・フラン
ス語・スペイン語・ミャンマー語

https://www.seibokai.or.jp/ (일본어)
https://www.seibokai.or.jp/en/ (영어)

의료법인 사단 호잔카이 야마시타 진료소 오쓰카 우편번호 170-0004
도쿄도 도시마구 기타오쓰카 2-13-1-5F

03-3910-6711 http://www.hozankai.com (일본어)
http://www.hozankai.com (영어)

Shimizu Dental Clinic 우편번호 177-0041
도쿄도 네리마구 샤쿠지이마치 3-17-15 KY빌딩 1층

03-6913-3517 http://firstmolar.jp (일본어)
http://firstmolar.jp/english (영어)

의료법인 사단 후한카이아카쓰카안과 하야시의원 우편번호 175-0093
도쿄도 이타바시구 아카쓰카신마치 1-24-5

03-3938-8900 http://www.akatsuka-eye-clinic.com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아키야마안과의원 우편번호 114-0023
도쿄도 기타구 다키노가와 3-4-14

03-3915-5210 ：英語 http://akiyama-eye.or.jp (일본어)
http://akiyama-eye.or.jp/english/ (영어)

의료법인 사단 도쿄미도리카이 이케부쿠로 선샤인도리
안과 진료소

우편번호 170-0013
도쿄도 도시마구 히가시이케부쿠로 1-5-6 빅이케부쿠로
히가시구치 빌딩(구 아이케아 빌딩) 5층

03-3981-6363 英語、中国語 http://www.ikec.jp/english/ (영어)
http://www.ikec.jp/chinese/ (中国語)

의료법인 사단 마쓰나가 클리닉 우편번호 179-0081
도쿄도 네리마구 기타마치 3-20-4

03-3933-7571 http://deskpit.wixsite.com/matu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세이와쇼료카이 이누마병원 우편번호 174-8680
도쿄도 이타바시구 도키와다이 2-33-15

03-3960-0091 http://www.iinuma-hp.com/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메이호카이 이타바시 주오종합병원 우편번호 174-0051
도쿄도 이타바시구 아즈사와 2-12-7

03-3967-1181 http://www.ims-itabashi.jp/ (일본어)
http://www.ims-itabashi/lang/eng.html (영어)
http://www.ims-itabashi/lang/chn.html (中国語)

의료법인 사단 메이호카이 다카시마다이라 주오종합병원 우편번호 175-0082
도쿄도 이타바시구 다카시마다이라 1-73-1

03-3936-7451 http://www.ims.gr.jp/takashimadaira-hosp/index.html/
(일본어)

에미 클리닉 도다이마에 우편번호 114-0005
도쿄도 기타구 사카에초 45-2

03-3868-3528 http://www.emiclinic.com (일본어)

가사시마 치과실 우편번호 171-0051
도쿄도 도시마구 나가사키 2-12-3

03-3955-8148 http://www.kasajima-sikasitu.jp (일본어)

학교법인 쥰텐도 쥰텐도대학 의학부 부속 네리마병원 우편번호 177-8521
도쿄도 네리마구 다카노다이 3-1-10

03-5923-3111 https://hosp-nerima.juntendo.ac.jp/ (일본어)

교조카이의원 우편번호 174-0051
도쿄도 이타바시구 아즈사와 2-26-8

03-3966-2577 http://kyoujokai.com/ (일본어)

교린도 한방의원 우편번호 170-0005
도쿄도 도시마구 미나미오쓰카 3-43-12 다카하라빌딩 2F

03-6912-5011 http://www.krdkp.com (일본어)

고바야시 덴털 오피스 우편번호 170-0011
도쿄도 도시마구 이케부쿠로혼초 1-15-19

03-5944-8449 http://www.tkdds.com (일본어)

지방독립행정법인 도쿄도 겐코초주 지방센터 우편번호 173-0015
도쿄도 이타바시 사카에초 35-2

03-3964-1141 http://www.tmghig.jp/ (일본어)
http://www.tmghig.jp/hospital/en/index.html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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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독립행정법인 도쿄도립병원기구 도쿄도립 오쓰카병원 우편번호 170-8476

도쿄도 도시마구 미나미오쓰카 2-8-1
03-3941-3211 https://www.tmhp.jp/ohtsuka/ (일본어)

https://www.tmhp.jp/ohtsuka/en/ (영어)
https://www.tmhp.jp/ohtsuka/zh/ (中国語)
https://www.tmhp.jp/ohtsuka/ko/ (韓国語)

니키의원 우편번호 170-0014
도쿄도 도시마구 이케부쿠로 1-1-6

03-3988-2005  

네즈 클리닉 우편번호 174-0042
도쿄도 이타바시구 히가시사카시타 2-3-6-101

03-5914-0236  

노다 사쿠라 하트 클리닉 우편번호 170-0003
도쿄도 도시마구 고마고메 4-15-19

03-3915-5500 http://noda-sakuraheart-clinic.com (일본어)

히카리 클리닉 우편번호 176-0012
도쿄도 네리마구 도요타마키타 6-3-3 302호

03-5946-9979 http://Oizumi-Hikari-Clinic.org (일본어)
http://Oizumi-Hikari-Clinic.org (영어)

미야타치과 클리닉 우편번호 171-0043
도쿄도 도시마구 가나메초 1-1-10 사브나드 가나메초 1층

03-3959-0861 http://www.miyatadental.com (일본어)

무쿠노키치과 우편번호 170-0013
도쿄도 도시마구 히가시이케부쿠로 1-11-4 야마토빌딩 7F

03-3988-4848 http://www.mukunoki-dc.com (일본어)

원내과·위장과 클리닉 우편번호 174-0071
도쿄도 이타바시구 도키와다이 2-6-1-1F

03-5915-5570 http://wonclinic.jp (일본어)

하야시 클리닉 우편번호 170-0013
도쿄도 도시마구 히가시이케부쿠로 1-39-15 샤토레
히가시이케부쿠로 204

03-3988-2773  

실즈 덴털 클리닉 우편번호 171-0021
도쿄도 도시마구 니시이케부쿠로 2-34-8-1F

03-6903-1180 https://sealds-dental.com/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유신카이 시로타의원 우편번호 171-0052
도쿄도 도시마구 미나미나가사키 5-5-2

03-3950-0776 https://shirota-medical.com/ (일본어)

우에하라치과의원 우편번호 176-0012
도쿄도 네리마구 도요타마키타 6-16-17-2F

03-3557-1180 http://www.uehara-shikaiin.com (일본어)

이케부쿠로 고메이 클리닉 우편번호 171-0021
도쿄도 도시마구 니시이케부쿠로 1-12-1 에소라
이케부쿠로 5층

03-6915-2612 http://www.guangming-clinic.com (일본어)

나카스기도리정형외과 우편번호 176-0024
도쿄도 네리마구 나카무라 3-24-15

03-3999-7916 http://nsdsg.com/ (일본어)

이토오지 가미야내과·외과 클리닉 우편번호 114-0002
도쿄도 기타구 오지 5-5-3 시메종 오지카미야 3F 

03-5959-7705 https://itokc.jp/ (일본어)

오키나가안과 클리닉 우편번호 174-0053
도쿄도 이타바시구 시미즈초 1-10

03-3962-0929：英語 http://www.eyeclinic.co.jp/ (일본어)

이케부쿠로 덴털 클리닉 우편번호 171-0021
도쿄도 도시마구 니시이케부쿠로 1-16-10 다이니 미카사
빌딩 4F

03-5985-1180 http://www.ikebukurodc.com (일본어)

지방 독립행정법인 도쿄도립병원기구 도쿄도립 도시마병원 우편번호 173-0015
도쿄도 이타바시구 사카에초 33-1

03-5375-1234 https://www.tmhp.jp/toshima/ (일본어)
https://www.tmhp.jp/toshima/en/ (영어)

의료법인 사단 시세이카이오자키 교정치과 클리닉 우편번호 170-0013
도쿄도 도시마구 히가시이케부쿠로 1-14-10 포플러빌딩
10F

03-3981-9679 http://ozaki-ooc.com/ (일본어)

의료법인사단 쓰바키카이 스가모센고쿠 피부과 우편번호 170-0002
도쿄도 도시마구 스가모 호쇼 제1빌딩 1-20-10 

03-3941-1241（英語） https://sugamo-sengoku-hifu.jp/english.html (영어)
https://sugamo-sengoku-hifu.jp/korean.html (ハングル)
https://sugamo-sengoku-hifu.jp/simplified-chinese.html (簡体中文)
https://sugamo-sengoku-hifu.jp/traditional-chinese.html (繁體中文)

의료법인사단 고세이카이 아카바네 웰니스 클리닉 우편번호 115-0045
도쿄도 기타쿠 아카바네 2-15-10 야마다 빌딩 3층

03-3902-1111 https://akabane-clinic.jp/ (일본어)

의료법인재단 신에이카이 도쿄 네후로클리닉 우편번호 173-0003
도쿄도 도시마구 고마고메 3-3-19 Orchid Place 7F

03-3949-5801 https://tokyo-nephro-clinic.com (일본어)
https://tokyo-nephro-clinic.com/english.html (영어)

헤이와고쿠사이 의원 우편번호 171-0014
도쿄도 도시마구 이케부쿠로 2-48-8 지리가라 빌딩 2층 

03-5904-8608 https://www.heiwaic.com/ (일본어)

다이이치병원 우편번호 125-0041
도쿄도 가쓰시카구 히가시가나마치 4-2-10

03-3607-0007 https://www.daiichi.or.jp/ (일본어)

아오바안과 클리닉 우편번호 121-0816
도쿄도 아다치구 우메지마 1-4-3

03-5845-8020 http://www.aoba-eyeclinic.com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세이후카이 다카하시 클리닉 우편번호 123-0841
도쿄도 아다치구 니시아라이 5-15-9

03-3854-3031 http://www.myclinic.ne.jp/takahasi_cl/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메이호카이 이무스 도쿄 가쓰시카종합병원 우편번호 124-0025
도쿄도 가쓰시카구 니시신코이와 4-18-1

03-5670-9901 http://www.ims.gr.jp/tokyo-katsushika/ (일본어)
http://www.ims.gr.jp/tokyo-katsushika/about/en.html (영어)
http://www.ims.gr.jp/tokyo-katsushika/about/chi.html (中国語)
http://www.ims.gr.jp/tokyo-katsushika/about/vnm.html (ベトナム語)

비너시스 가나마치내과 클리닉 우편번호 125-0042
도쿄도 가쓰시카구 가나마치 6-2-1-2F 214

03-5876-9416 http://www.clinic-kanamachi.com (일본어)
http://www.clinic-kanamachi.jimdo.com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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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네코정형외과·내과 우편번호 120-0043

도쿄도 아다치구 센주미야모토초 1-1
03-3888-5567 http://www.kaneko-seikeigekanaika.jp (일본어)

기타아야세피부과 우편번호 120-0006
도쿄도 아다치구 야나카 2-10-1 오구라빌딩 2F

03-5697-3048 http://www.kitaayase-hifuka.com (일본어)

시미즈정형·성형외과 우편번호 124-0024
도쿄도 가쓰시카구 신코이와 1-49-10 메디컬 타운
신코이와 3F

03-5678-6636 http://shimizu-seikei-keisei.com (일본어)

마코토치과의원 우편번호 125-0033
도쿄도 가쓰시카구 히가시미즈모토 2-4-1

03-3607-6207 http://makoto-shika.info/ (일본어)

야마자키내과 클리닉 우편번호 120-0034
도쿄도 아다치구 센주 2-27 프리덴베르그 1층

03-3881-6565  

니시닛포리에키마에 고사카안과 우편번호 116-0013
도쿄도 아라카와구 니시닛포리 5-14-1-4F

03-5615-0321 http://www.kosakaganka.com (일본어)

아쿠아치과의원 기타센주 우편번호 120-0026
도쿄도 아다치구 센주아사히초 35-17 클레르 기타센주 2층

03-3882-6677 https://aquashika-kitasenju.com/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사이신카이 텔레콤센터빌딩 클리닉 우편번호 135-8070
도쿄도 고토구 아오미 2-5-10 텔레콤센터빌딩 W0302

03-5500-3090 http://www.saishinkai.com/tcc/ (일본어)

안과 가메이도 클리닉 우편번호 136-0071
도쿄도 고토구 가메이도 6-58-12-3F

03-3682-9973 http://www.kameidoeyeclinic.com (일본어)
http://www.estdoc.jp/english/doctor/0152318.html
(영어)

기즈토키즈아토노 클리닉 도요스인 우편번호 135-0061
도쿄도 고토구 도요스 5-6-29 파크 홈즈 도요스
더레지던스 1F

03-5166-0050 https://kizu-clinic.com (일본어)

사회복지법인 산이쿠카이 산이쿠카이병원 우편번호 130-0012
도쿄도 스미다구 다이헤이 3-20-2

03-3622-9191 https://www.san-ikukai.or.jp/sumida/hospital/index.html
(일본어)
https://www.san-ikukai.or.jp/sumida/hospital/index.html
(영어)

지방 독립행정법인 도쿄도립병원기구 도쿄도립 보쿠토병원 우편번호 130-8575
도쿄도 스미다구 고토바시 4-23-15

03-3633-6151：英語 https://www.tmhp.jp/bokutoh/ (일본어)
https://www.tmhp.jp/bokutoh/en/ (영어)
https://www.tmhp.jp/bokutoh/zh/ (中国語)
https://www.tmhp.jp/bokutoh/ko/ (韓国語)

모리야마 뇌신경센터병원 우편번호 134-0088
도쿄도 에도가와구 니시카사이 7-12-7

03-3675-1211 http://www.mr.moriyamaikai.or.jp/ (일본어)

도쿄린카이병원 우편번호 134-0086
도쿄도 에도가와구 린카이초 1-4-2

03-5605-8811 http://www.tokyorinkai.jp (일본어)

히치히로도진카이 클리닉 우편번호 131-0041
도쿄도 스미다구 야히로 6-29-14

03-6657-4471 http://yahirodouzinkai-clinic.com (일본어)

마쓰모토 메디컬 클리닉 우편번호 136-0072
도쿄도 고토구 오지마 5-7-5-4F

03-3636-3637 http://himeclinic.com (일본어)
http://himeclinic.com/matsumoto-medical-clinic/
(영어)

모리야마 기념병원 우편번호 134-0081
도쿄도 에도가와구 기타카사이 4-3-1

03-5679-1211 https://mk.moriyamaikai.or.jp/ (일본어)
https://mk.moriyamaikai.or.jp/english/index.html
(영어)

의료법인 사단 Smile Blue 니시카사이 스마일치과 클리닉 우편번호 134-0088
도쿄도 에도가와구 니시카사이 6-7-1 메트로센터
니시카사이 A동 2F

03-3675-4182 http://www.nishikasai-smile-dc.com/ (일본어)

텔레콤센터 덴털 클리닉　 우편번호 135-0064
도쿄도 고토구 아오미 2-5-10 텔레콤센터빌딩 WO301　

03-5500-0418 https://plus.dentamap.jp/hpplus/user/telecom1812/
(일본어)

니시오지마 와카바치과 우편번호 136-0072
도쿄도 고토구 오지마 4-5-16 나카빌딩 1F　

03-3684-3655
（英語）03-3684-3655
（タイ語）

http://wakaba-dent.net/ (일본어)
http://wakaba-dent.net/english/ (영어)

히마와리치과 우편번호 133-0057
도쿄도 에도가와구 니시코이와 5-12-6-1F

03-5622-2350  

기무라의원 우편번호 130-0031
도쿄도 스미다구 스미다 5-35-6

03-3618-5501 https://www.kimura-iin.net/ (일본어)

덴탈오피스 도쿄 베이 우편번호 135-0063
도쿄도 에토구 아리아케 1-3-17 두 아리아케 EAST 1층

03-5530-3755 http://www.setaden.com/english (영어)

의료법인 준레이카이 미나미스나마치 오다야카 클리닉 우편번호 136-0075
도쿄도 에토구 신스나 3-4-31 미나미스나마치 쇼핑센터
스나모 4층

03-5633-8751 https://www.minamisuna-odayaka.com/ (일본어)

소네치과 우편번호 197-0011
도쿄도 훗사시 훗사 992-9 1F

042-530-6011  

다카하시치과의원 우편번호 197-0004
도쿄도 훗사시 미나미덴엔 2-16 훗사단지 12호동 103호

042-552-1182 http://takahashidental.web.fc2.com/index.html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오나카카이 오나카 클리닉 우편번호 192-0083
도쿄도 하치오지시 아사히초 12-12

042-644-1127 http://www.m-onaka.com (일본어)
http://www.m-onaka.com/english/ (영어)

우쓰기다이치과 우편번호 192-0023
도쿄도 하치오지시 구보야마초 2-43-4

042-691-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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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테가오카 클리닉 우편번호 193-0944

도쿄도 하치오지시 다테마치 1097 다테가오카단지 2-9
042-662-9999  

의료법인 사단 지세이카이 구로이와치과 진료소 우편번호 194-0021
도쿄도 마치다시 나카마치 1-5-3-7F

042-725-0310 http://www.kuroiwa-shika.com (일본어)

후루야치과의원 우편번호 193-0835
도쿄도 하치오지시 센닌초 1-7-6

042-666-0303  

고마쓰치과의원 우편번호 193-0802
도쿄도 하치오지시 이누메마치 256-3

042-626-6480 http://www.komatsu-shika.or.jp (일본어)

쓰루카와에키마에치과 진료소 우편번호 195-0053
도쿄도 마치다시 노가야 1-7-1 다이아몬드빌딩 2F

042-735-0567  

도쿄의과대학 하치오지 의료센터 우편번호 193-0998
도쿄도 하치오지시 다테마치 1163

042-665-5611 http://hachioji.tokyo-med.ac.jp/ (일본어)

도도치과의원 우편번호 194-0035
도쿄도 마치다시 다다오 1-2-5 어반 그린 하이츠 1F

042-794-3711  

헨미치과의원 우편번호 194-0005
도쿄도 마치다시 미나미마치다 5-15-79

090-3693-8320 https://hemmidental.com (일본어)

사이토치과의원 우편번호 192-0042
도쿄도 하치오지시 나카노산노 2-3-25

042-626-6066 http://saitoh-zahn.sakura.ne.jp (일본어)

후쿠시마치과의원 우편번호 206-0023
도쿄도 다마시 마히키자와 2-3-29 마히키자와에프 1층

042-389-0281 http://fukushima-dental.jp (일본어)

이토내과 클리닉 우편번호 192-0046
도쿄도 하치오지시 묘진초 4-2-7-102

042-644-2770 http://www.netsite.co.jp/dr_itoh/ (일본어)

미무로 위맨즈 클리닉 우편번호 194-0021
도쿄도 마치다시 나카마치 1-2-5 SHELL MIYAKO V 2층

042-710-3609（英語） https://mimuro-cl.com/ (일본어)
https://mimuro-cl.com/en/ (영어)

의료법인 사단 KNI 기타하라 국제병원 우편번호 192-0045
도쿄도 하치오지시 오와다마치 1-7-23

042-645-1110 https://kokusai.kitaharahosp.com/ (일본어)

국가공무원 공제조합연합회 다치카와병원 우편번호 190-8531
도쿄도 다치카와시 니시키초 4-2-22

042-523-3131 https://www.tachikawa-hosp.gr.jp/ (일본어)

어린이 지원 종합 클리닉 모리카와 요시유키 소아과 우편번호 190-0023
도쿄도 다치카와시 시바사키초 2-1-8-301

042-540-6525 http://morikawa-pediatrics.com (일본어)

사회복지법인 요쿠히카리카이 고쿠분지병원 우편번호 185-0014
도쿄도 고쿠분지시 히가시코이가쿠보 4-2-2

042-322-0123 http://www.yokukou.net/kh.yokukou.net/ (일본어)

도쿄니시 도쿠슈카이병원 우편번호 196-0003
도쿄도 아키시마시 마쓰바라초 3-1-1

042-500-4433 http://www.tokyonishi-hp.or.jp/ (일본어)
http://www.tokyonishi-hp.or.jp/en/ (영어)
http://www.tokyonishi-hp.or.jp/cn/ (中国語)
http://www.tokyonishi-hp.or.jp/kor/ (韓国語)

파크치과 우편번호 186-0002
도쿄도 구니타치시 히가시1-16-17 고쿠리쓰추오빌딩 3F

042-574-5860 http://www.park-shika.com (일본어)

하야시정형외과 우편번호 190-0003
도쿄도 다치카와시 사카에초 2-59-16

042-534-1131  

다치카와 이키이키치과 우편번호 190-0012
도쿄도 다치카와시 아케보노초 2-9-4 노구치빌딩 4F

042-526-2784 http://tachikawa-sika.com/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진쇼카이 노무라 클리닉 스퀘어 우편번호 185-0011
도쿄도 고쿠분지시 혼다 1-8-3

042-325-0087 https://www.nomuracl-square.com/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성프란치스코카이 국립 세이린 클리닉 우편번호 186-0005
도쿄도 구니타치시 니시 2-10-10 고쿠리쓰 오리엔트
플라자 1F

042-580-6102 http://www.seirin-clinic.net/ (일본어)

치과 가와사키의원 우편번호 180-0022
도쿄도 무사시노시 사카이 2-2-18 MH빌딩 201

0422-51-3200 https://hiro-dc.wixsite.com/dc-kawasaki (일본어)

지방독립행정법인 도쿄 도립병원기구 도쿄도립 소아
종합의료센터

우편번호 183-8561
도쿄도 후추시 무사시다이 2-8-29

042-300-5111 https://www.tmhp.jp/shouni/ (일본어)
https://www.tmhp.jp/shouni/en/ (영어)
https://www.tmhp.jp/shouni/zh/ (中国語)

지방 독립행정법인 도쿄도립병원기구 도쿄도립신경병원 우편번호 183-8561
도쿄도 후추시 무사시다이 2-6-1

042-323-5110 https://www.tmhp.jp/shinkei/ (일본어)
https://www.tmhp.jp/shinkei/en/ (영어)
https://www.tmhp.jp/shinkei/zh/ (中国語)
https://www.tmhp.jp/shinkei/ko/ (韓国語)

지방 독립행정법인 도쿄도립병원기구 도쿄도립 다마
종합의료센터

우편번호 183-8524
도쿄도 후추시 무사시다이 2-8-29

042-323-5111：英語 https://www.tmhp.jp/tama/ (일본어)
https://www.tmhp.jp/tama/en/ (영어)
https://www.tmhp.jp/tama/zh/ (中国語)

사크레 쾨르 덴털 우편번호 183-0055
도쿄도 후추시 후추초 2-6-1 프라우드 후추 센트럴 106

042-403-9511 http://sacre-c-dental.com/ (일본어)

센카와정형외과 우편번호 182-0002
도쿄도 조후시 센가와초 3-2-4 위스테리아 센가와 1층 A

03-3305-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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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사단 TFUD 다마가와후츄 우메하라치과 우편번호 183-0016

도쿄도 후추시 하치만초 1-4-7 parkN 1F
042-306-9877 https://umeharadental.com/ (일본어)

센가와이비인후과 우편번호 182-0002
도쿄도 쵸후시 센가와쵸 1-12-46 네기시 빌딩 2층

03-5313-3281 http://www.sengawajibiinkouka.com/ (일본어)

의료법인사단 지쓰리카이 도쿄국제오호리병원 우편번호 181-0013
도쿄도 미카타시 시모렌자쿠 4-8-40

0422-47-1000 https://ohori-hosp.jp/ (일본어)
https://ohori-hosp.jp/en/ (영어)

의료법인 사단 하쿠호카이 시라야안과의원 우편번호 187-0041
도쿄도 고다이라시 미소노초 1-4-12

042-341-0219 http://www.shiraya.server-shared.com/innaiinv.html
(일본어)

국립 정신·신경의료연구센터 우편번호 187-8551
도쿄도 고다이라시 오가와히가시초 4-1-1

042-341-2711 https://www.ncnp.go.jp/hospital/ (일본어)

무사시노 도쿠슈카이병원 우편번호 188-0013
도쿄도 니시도쿄시 무코다이초 3-5-48

042-465-0700 https://www.musatoku.com/ (일본어)

마에다병원 우편번호 203-0054
도쿄도 히가시쿠루메시 주오초 5-13-34

042-473-2133 http://www.maeda-hospital-tokyo.jp/ (일본어)

야마모토안과 우편번호 188-0011
도쿄도 니시도쿄시 다나시초 2-1-1 ASTA 3F

042-460-2350 http://www.yamamoto-eyeclinic.com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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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하라 이시다내과 클리닉 우편번호 259-1114

가나가와현 이세하라시 다카모리 1325
0463-92-6771 http://www1.odn.ne.jp/aac61870/ (일본어)

의료법인 빅토리아카이 오노치과의원 우편번호 245-0014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이즈미구 나카타미나미 5-65-19

045-801-6480 http://onodent.com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고바야시 국제 클리닉 우편번호 242-0005
가나가와현 야마토시 니시쓰루마 3-5-6-110

046-263-1380 http://5884-international-clinic.com (일본어)

의료법인 도쿠슈카이 야마토 도쿠슈카이병원 우편번호 242-0021
가나가와현 야마토시 주오 4-4-12

046-264-1111 https://www.yth.or.jp (일본어)

에비나 게이칸내과 클리닉 우편번호 243-0417
가나가와현 에비나시 혼고 2666-1

046-239-3900 https://www.ebina-keikanclinic.jp/ (일본어)

가와사키시립 가와사키병원 우편번호 210-0013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가와사키구 신카와도리 12-1

044-233-5521 http://www.city.kawasaki.jp/32/cmsfiles/contents/0000
037/37856/kawasaki/index.html (일본어)

게이유병원 우편번호 221-8521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니시구 미나토미라이 3-7-3

045-221-8181  

공립대학법인 요코하마시립대학 부속 시민종합의료센터 우편번호 232-0024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미나미구 우라후네초 4-57

045-261-5656 https://www.yokohama-cu.ac.jp/urahp/ (일본어)
https://www.yokohama-
cu.ac.jp/en/community/medcenter/ (영어)

국제친선종합병원 우편번호 245-0006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이즈미구 니시가오카 1-28-1

045-813-0221 https://www.shinzen.jp/ (일본어)
https://www.shinzen.jp/?lang=en (영어)

더·블러프·메디컬&덴털·클리닉 우편번호 231-0862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나카구 야마테초 82

045-641-6961 https://www.bluffclinic.com/ja/ (일본어)
https://www.bluffclinic.com/ (영어)

사회복지법인 온시재단 사이세이카이 지부 가나가와현
사이세이카이 요코하마시 난부병원

우편번호 234-0054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고난구 고난다이 3-2-10

045-832-1111 http://www.nanbu.saiseikai.or.jp/ (일본어)

사가미하라 교도병원 우편번호 252-5188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 미도리구 하시모토다이 4-3-1

042-761-6020 https://www.sagamiharahp.com/ (일본어)

사쿠라 주오 클리닉 우편번호 210-0817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가와사키구 다이시혼초 9-11
CNC빌딩 1F

044-201-7721 http://www.est.hi-ho.ne.jp/sakura-cl/ (일본어)

쇼난이즈미병원 우편번호 245-0009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이즈미구 신바시초 1784번지

045-812-2288 http://www.hoyukai.org/shonan-izumi/ (일본어)

스미레가오카 클리닉 우편번호 224-0013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쓰즈키구 스미레가오카 6-3

045-592-5050 http://www.sumiregaoka-cl.com/ (일본어)

독립행정법인 지역의료기능추진기구 요코하마 주오병원 우편번호 231-8553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나카구 야마시타초 268번지

045-641-1921 http://yokohama.jcho.go.jp (일본어)

도쓰카 교리쓰다이이치병원 우편번호 244-0003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도쓰카구 도쓰카초 116

045-864-2501 http://www.tk1-hospital.com (일본어)

하세가와내과 클리닉 우편번호 240-0053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호도가야구 아라이초 454-1

045-372-3131 http://www.hasegawa-naika.net/ (일본어)

하나안과 우편번호 225-0002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아오바구 우쓰쿠시가오카
2-20-18 돔스 아리모토 201

045-903-1349 https://byoinnavi.jp/clinic/29831 (일본어)

히가시카와시마 진료소 우편번호 240-0041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호도가야구 히가시카와시마초
15-6

045-373-9899 http://www.higashikawashima-cl.com (일본어)

44 / 123



의료기관 일람 가나가와현

의료기관 주소 전화번호 웹사이트
후지사와시민병원 우편번호 251-8550

가나가와현 후지사와시 후지사와 2-6-1
0466-25-3111 https://fujisawacity-hosp.jp/ (일본어)

폴라노 클리닉 우편번호 231-0032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나카구 후로초 3-14-5 주가이빌딩
2F

045-222-8461 http://paulasclinic.com/ (일본어)

마쓰카와치과의원 우편번호 232-0006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미나미구 미나미오타 1-28-2

045-713-4682 http://matsukawadental.com (일본어)

미나토 클리닉 우편번호 231-0806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모쿠초 1-7

045-623-6633 http://www.minato6633.com (일본어)

요코스카시립 우와마치병원 우편번호 238-8567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 우와마치 2-36

046-823-2630 https://www.jadecomhp-uwamachi.jp/ (일본어)

요코하마시립 시민병원 우편번호 221-0855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가나가와구 미쓰자와니시마치 1-1

045-316-4580 https://yokohama-shiminhosp.jp/ (일본어)
https://yokohama-shiminhosp.jp/en/ (영어)

요코하마시립대학 부속병원 우편번호 236-0004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가나자와구 후쿠우라 3-9

045-787-2800 https://www.yokohama-cu.ac.jp/fukuhp/ (일본어)
https://www.yokohama-cu.ac.jp/fukuhp/eng/ (영어)

요코하마시립 미나토적십자병원 우편번호 231-8682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나카구 신야마시타 3-12-1

045-628-6100 http://www.yokohama.jrc.or.jp/ (일본어)
http://www.yokohama.jrc.or.jp/en/ (영어)

의료법인 도쿠슈카이 쇼난 가마쿠라 종합병원 우편번호 247-8533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 오카모토 1370-1

0467-46-9931 https://www.shonankamakura.or.jp/ (일본어)
https://www.shonankamakura.or.jp/english/ (영어)
https://www.shonankamakura.or.jp/chinese/ (中国語)

의료법인 사단 요시히로카이 간나이의원 우편번호 231-0015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나카구 오노에초 5-76 메이지야
오노에초 빌딩 3층

045-663-7161 https://www.kannai-iin.com/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요시히로카이 쓰나시마의원 우편번호 223-0052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고호쿠구 쓰나시마히가시 1-6-10
T's BRIGHTIA 쓰나시마 3층

045-531-1212 http://www.tsunashima-iin.com/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요시히로카이 무라야마 클리닉 우편번호 232-0021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미나미구 마가네초 1-7

045-251-2500 https://www.murayama-cl.com/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사이신카이 KSP 클리닉 우편번호 213-0012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다카쓰구 사카토 3-2-1 가나가와
사이언스 파크 니시동 5F

03-3713-0971 http://www.saishinkai.com/ksp/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도호카이 도호의원 우편번호 216-0077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미야마에구 고다이 2-6 라폴
미야마에다이라 3F

044-888-2137 http://tohoclinic.com/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녹십자 클리닉 우편번호 225-0011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아오바구 아자미노 2-19-10

045-902-3220 http://green-cross-clinic.com (일본어)

의료법인 도쿠슈카이 쇼난 후지사와 도쿠슈카이병원 우편번호 251-0041
가나가와현 후지사와시 쓰지도칸다이 1-5-1

0466-35-13320466-35-117
7(代表)

https://fujisawatokushukai.jp/ (일본어)
https://fujisawatokushukai.jp/en/ (영어)
https://fujisawatokushukai.jp/cn/ (中国語)

기쿠나 기념병원 우편번호 222-0011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고호쿠구 기쿠나 4-4-27

045-402-7111 https://kmh.or.jp (일본어)

사회복지법인 온시재단 사이세이카이 요코하마시 도부병원 우편번호 230-8765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쓰루미구 시모스에요시 3-6-1

045-576-3000 http://www.tobu.saiseikai.or.jp/ (일본어)
http://www.tobu.saiseikai.or.jp/en/ (영어)

신카와 신요코하마 클리닉 우편번호 222-0033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고호쿠구 신요코하마 2-6-13
신요코하마 스테이션 빌딩 2층

045-476-9009 http://www.shinkawa-shinyokohama.com (일본어)

성마리안나의과대학병원 우편번호 216-8511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미야마에구 스가오 2-16-1　

044-977-8111 http://www.marianna-u.ac.jp/hospital/ (일본어)

야기누마안과의원 우편번호 236-0042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가나자와구 가마리야히가시
2-20-28

045-786-1100  

의료법인 사단 하트 클리닉 우편번호 247-0056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 오후나 1-22-9 쇼난 오후나 빌딩
4층

0467-46-8610 https://www.e-heartclinic.com (일본어)

쓰루미대학 치학부 부속병원 우편번호 230-8501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쓰루미구 쓰루미 2-1-3

045-580-8500　(代） https://www.tsurumi-u.ac.jp/site/dental-hospital/
(일본어)

이즈미비뇨기과·피후과 우편번호 213-0022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다카쓰구 지토세 301-1 그랜드
코스모 지토세 203

044-751-7100 https://fujisawatokushukai.jp/ (일본어)
https://fujisawatokushukai.jp/en/ (영어)
https://fujisawatokushukai.jp/cn/ (中国語)

가나가와치과대학 부속병원 우편번호 238-8570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 오가와초 1-23

046-822-8810 http://www.kdu.ac.jp/hospital/ (일본어)

의료법인 하쿠세이카이 혼모쿠병원 우편번호 231-0824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모쿠산노타니 11-5

045-621-2445 http://www.honmoku-hospital.or.jp/ (일본어)

요코하마 게이아이안과 와다초인 우편번호 240-0065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호도가야구 와다 1-11-17 코트리
하우스 2층

045-331-5550 https://www.keigankai.com/ (일본어)

오다와라시립병원 우편번호 250-8558
가나가와현 오다와라시 구노 46번지

0465-34-3175 http://www.city.odawara.kanagawa.jp/hospital/ (일본어)
http://www.city.odawara.kanagawa.jp.e.aez.hp.transer.com/hospital/ (영어)
http://www.city.odawara.kanagawa.jp.c.aez.hp.transer.com/hospital/ (簡体字)
http://www.city.odawara.kanagawa.jp.t.aez.hp.transer.com/hospital/ (繁体字)
http://www.city.odawara.kanagawa.jp.k.aez.hp.transer.com/hospital/ (韓国語)
http://www.city.odawara.kanagawa.jp.g.aez.hp.transer.com/hospita/ (ドイツ語)
http://www.city.odawara.kanagawa.jp.f.aez.hp.transer.com/hospital/ ( フランス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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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덴탈 클리닉·교정 치과 우편번호 210-0006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가와사키구 아사고 2-1-14 2층
044-210-0019 https://www.jin-dc.com/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히토시 오카모토 정형외과 우편번호 242-0021
가나가와현 야마토시 주오 5-6-29 제2 소요 빌딩 1층

046-262-2080 http://dr-okamoto.com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산마야에 유게 이비인후과 우편번호 250-0872
가나가와현 오다와라시 나카자토 72-1

0465-27-3325 http://yuge-ent-clinic.com/ (일본어)

의료법인 화하회 니시몬 치과 우편번호 230-0048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쓰루미구 혼초도리 2-84-1-102

045-307-1997 http://www.simon-dental-office.com (일본어)

고도모노키 클리닉 우편번호 224-0007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쓰즈키구 에다미나미 3-1-7

045-947-1888 http://www.myclinic.ne.jp/kodomo/http://www.myclinic
.ne.jp/kodomo/ (일본어)

게이구 의원 우편번호 230-0023
요코하마시 쓰루미구 이치바니시나카초 2-2

045-501-5361 http://www.keiguiin.com/ (일본어)

성 마리안나 의과대학 요코하마시 세이부 병원 우편번호 241-0811
가나가와현 요코하미시 아사히구 야사시초 1197-1 

045-366-1111 https://seibu.marianna-u.ac.jp/ (일본어)

성 마리안나 의과대학 도요코 병원 우편번호 211-0063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나카하라구 고스키마치 3-435

044-722-2121 https://toyoko.marianna-u.ac.jp/ (일본어)

가와사키 시립 이다 병원 우편번호 211-0035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나카하라구 이다 2-27-1

044-766-2188 https://www.city.kawasaki.jp/33/cmsfiles/contents/000
0037/37855/ida/ (일본어)

가와사키 시립 다마 병원 우편번호 214-8525
가와사키시 다마구 슈쿠가와라 1-30-37

044-933-8111 http://marianna-tama.jp/ (일본어)

이리사와 클리닉 우편번호 252-0001
가나가와현 자마시 사가미가오카 1-18-26

042-748-7131 http://www.irisawaclinic.com (일본어)

세이유 클리닉 우편번호 231-0023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나카구 야마시타초 224-2 파크
포인트 야마시타초 1층

045-264-9267 https://seiyu-clinic.com (일본어)

쇼난히라츠카 하지 정맥류클리닉 우편번호 254-0043
가나가와현 히라쓰카시 베니야쵸 14-20　FT공동 빌딩 3층

0463-74-6694 https://shv-clinic.com (일본어)

와다치과 우편번호 252-0802
후지사와시 다카쿠라 645

0466-44-0020  

미쓰이 안과 우편번호 252-0804
후지사와시 쇼난다이 2-27-15 3층

0466-43-7886 https://www6.bausch.co.jp/clinic/v0466437886/
(일본어)

의료법인사단 벨치과 우편번호 243-0432
가나가와현 에비나시 쥬오 1-20-43

046-234-0880 https://www.bell-dental.com/foreigner/ (일본어)

다카오메디컬 클리닉 우편번호 240-0013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호도가야구 가타비라쵸 2-85

045-331-3406 https://takaomedicalclinic.com/ (일본어)

오제키치과의원 우편번호 252-0804
가나가와현 후지사와시 쇼난다이 6-1-5　57 다나카 빌딩
2층 

0466-43-1101  

의료법인 쇼난신와카이 이자키 치과 클리닉 우편번호 251-0861
가나가와현 후지사와시 오오바 5061-2 이온 3층

0466-88-8148  

의료법인 아이세이카이 다자와치과 의원 우편번호 237-0075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 다우라쵸 2-83

046-861-8148 https://www.tazawa-shika.com (일본어)

안메드 클리닉 모토마치 우편번호 231-0861
요코하마시 나카구 모토마치 3-116 다카쿠라 빌딩 1층

045-264-9468 https://www.unmed-clinic.jp/ (일본어)
https://www.unmed-clinic.jp/english/ (영어)

의료법인 사단 고큐카이 가와사키 중앙클리닉 우편번호 212-0022
가나가와현 사이와이구 신메이쵸 2-68-7

044−511−6333 https://kawasaki-chuo.jp/ (일본어)
https://kawasaki-chuo.jp/english (영어)

에비나 뇌신경클리닉 우편번호 243-0438
가나가와현 에비나시 메구미쵸 3-1 ViNA GARDENS
PERCH 601-12 

046-236-2188 https://www.ebinou.com/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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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이 클리닉 우편번호 950-0087

니가타현 니가타시 주오구 히가시오도리 2-3-26 플레이스
니가타 3F

025-242-1311 http://www.ne.jp/asahi/kawai/clinic/ (일본어)

가와바타내과·소화기과병원 우편번호 942-0061
니가타현 조에쓰시 가스가신덴 1-20-13

025-543-0008  

사회복지법인 온시재단 사이세이카이 지부 니가타현
사이세이카이 사이세이카이 니가타병원

우편번호 950-1104
니가타현 니가타시 니시구 데라지 280-7

025-233-6161 http://www.ngt.saiseikai.or.jp/ (일본어)

스기하라정형외과 우편번호 959-2036
니가타현 니가타현 아가노시 와카바초 7-3

0250-63-0001  

나가오카적십자병원 우편번호 940-2085
니가타현 나가오카시 센슈 2-297-1

0258-28-3600 http://www.nagaoka.jrc.or.jp/contents/ (일본어)
http://www.nagaoka.jrc.or.jp/contents/english/ (영어)

47 / 123



의료기관 일람 니가타현

의료기관 주소 전화번호 웹사이트
니이가타뇌외과병원 우편번호 950-1101

니가타현 니가타시 니시구 야마다 3057번지
025-231-5111 http://niigata-nogeka.or.jp/ (일본어)

유키요시 클리닉 우편번호 950-0122
니가타현 니가타시 고난구 이나바 1-4-3

025-382-3450 http://www.rnhj.jp (일본어)

메디컬 포레스트 도카마치 주오 클리닉 우편번호 948-0093
니가타현 도카마치시 이나리초 33-미나미1-9

025-761-7606  

라사내과·피부과 클리닉 우편번호 950-0912
니가타현 니가타시 주오구 미나미사사구치 1-1-30

025-247-3811 http://lhasaclinic.com (일본어)

고센 주오병원 우편번호 959-1825
니가타현 고센시 오타 489-1

0250-47-8150 http://www.sinjinkai.or.jp (일본어)

마쓰나미 클리닉 우편번호 951-8161
니가타현 니가타시 주오구 세키야마쓰나미초 2-143

025-231-2336 https://matsunami-clinic.com/ (일본어)

구와나내과 클리닉 우편번호 951-8146
니가타현 니가타시 주오구 아리아케오하시초 3-25

025-232-1700  

민나노피부과 우편번호 950-0853
니가타현 니가타시 히가시구 도메이 2-6-16

025-286-1233 http://minnano-hifuka.com/ (일본어)

다나카의원 우편번호 953-0041
니가타현 니가타시 니시칸구 마키코 4212-1

0256-72-8532 http://www.tanaka-een.com/ (일본어)

다치카와종합병원 우편번호 940-8621
니가타현 나가오카시 아사히오카 1-24

0258-33-3111 https://www.tatikawa.or.jp (일본어)

가시와자키 종합의료센터 우편번호 945-8535
니가타현 가시와자키시 기타한다 2-11-3

0257-23-2165 http://www.kashiwazaki-ghmc.jp/ (일본어)

의료법인 오쿠가와 소아 클리닉 우편번호 940-2106
니가타현 나가오카시 고쇼지 1-2838

0258-28-3111 https://byoinnavi.jp/clinic/156594 (일본어)
https://www2.i-helios-
net.com/top.php?mdid=11111992 (일본어)

니가타현립 도카마치병원 우편번호 948-0065
니가타현 도카마치시 다카다초 3-미나미32-9

025-757-5566 http://www.tokamachi-hosp-niigata.jp/ (일본어)

니가타현립 마쓰다이병원 우편번호 942-1526
니가타현 도카마치시 마쓰다이 3592-2

025-597-2100 http://www.matsudai-hp.server-shared.com/ (일본어)

의료법인 샤단미도리·세이류 의료연구회
나카지마뇌외과·내과의원

우편번호 946-0011
니가타현 우오누마시 고이데지마 81-1

025-793-3337 http://www.nakajima.or.jp/ (일본어)

니가타현립 주오병원 우편번호 943-0192
니가타현 조에쓰시 신난초 205

025-522-7711 http://www.cent-hosp.pref.niigata.jp/ (일본어)

게이난종합병원 우편번호 944-8501
니가타현 묘코시 다마치 2-4-7

0255-72-3161 http://www.keinansogo.jp/ (일본어)

야마모토의원 우편번호 949-0304
니가타현 이토이가와시 데라지 232-1

025-562-2456  

의료법인 사단 사이토의원 우편번호 957-0016
니가타현 시바타시 유타카초 2-2-23

0254-24-1336 http://saitouiin-shibata.jp (일본어)

우치야마의원 우편번호 949-3443
니가타현 조에쓰시 요시카와구 시타마치 1161-1

025-548-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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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베시민병원 우편번호 938-8502

도야마현 구로베시 밋카이치 1108-1
0765-54-2211 http://med-kurobe.jp/ (일본어)

도야마현립 주오병원 우편번호 930-8550
도야마현 도야마시 니시나가에 2-2-78

076-424-1531 http://www.tch.pref.toyama.jp/ (일본어)

도야마대학 부속병원 우편번호 930-0194
도야마현 도야마시 스기타니 2630번지

076-434-2281 http://www.hosp.u-toyama.ac.jp/guide/index.html
(일본어)

도야마적십자병원 우편번호 930-0859
도야마현 도야마시 우시지마혼마치 2-1-58

076-433-2222 http://www.toyama-med.jrc.or.jp/ (일본어)

조간지병원 우편번호 939-3552
도야마현 도야마시 미즈하시카이나자키 438번지

076-478-1191 http://www.tokiwa-toyama.jp/ (일본어)

도야마시립 도야마 마치나카 병원 우편번호 930-8527
도야마시 가시마초 니초메 2번 29호

076-423-7727 https://www.tch.toyama.toyama.jp/tmh/ (일본어)

후지현재활병원 어린이 지원 센터 우편번호 931-8517
도야마시 시모이이노 36번지

076-438-2233 http://www.toyama-reha.or.jp/ (일본어)

신세이카이 도야마병원 우편번호 939-0243
도야마현 이미즈시 시모와카 89-10

0766-52-2156 https://www.shinseikai.jp/en/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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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세이렌 다카오카병원 우편번호 933-8555

도야마현 다카오카시 에이라쿠마치 5-10
0766-21-3930 http://www.kouseiren-ta.or.jp/ (일본어)

난토시민병원 우편번호 932-0211
도야마현 난토시 이나미 938번지

0763-82-1475 http://shiminhp.city.nanto.toyoma.jp (일본어)

난토 주오병원 우편번호 939-1724
도야마현 난토시 우메노 2007-5

0763-53-0001 http://nantohp.city.nanto.toyama.jp/www/en/ (영어)

네즈카내과 클리닉 우편번호 938-0057
도야마현 구로베시 이시다신 739-1

0765-32-5257 http://nezuka-clinic.com/ (일본어)

오하시이비과·안과 클리닉 우편번호 938-0037
도야마현 구로베시 신마키노 176

0765-52-5870 http://www.sam.hi-ho.ne.jp/ohashi-clinic (일본어)

고치 위맨즈 클리닉 우편번호 937-0041
도야마현 우오즈시 기치지마 1-8-10

0765-32-3323 http://www.kochi-clinic.com (일본어)

아오야마내과 우편번호 937-0061
도야마현 우오즈시 부쓰덴 3303

0765-25-0250 http://www.aoym-med.info/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시노자키소아과 우편번호 938-0031
도야마현 구로베시 미쓰카이치 1062번지

0765-56-6938 https://shinozaki-pediatric-clinic.jp/ (일본어)

고햐쿠코쿠정형외과의원 우편번호 930-0214
도야마현 나카니카와군 다테야마마치 고햐쿠코쿠 184

076-462-0001 https://e500koku.wixsite.com/mysite (일본어)

도야마 PET 화상진단센터 우편번호 939-8222
도야마현 도야마시 니나가와 388

076-411-5200 http://www.pet-toyama.jp (일본어)

마쓰노 류마티스 정형외과 우편번호 930-0138
도야마현 도야마시 구레하마치 187-2

076-436-1757 http://www.toyama-ra.com/ (일본어)

신타니 어린이 클리닉 우편번호 930-0972
도야마현 도야마시 나가에신마치 2-2-38

076-423-5588  

누노타니정형외과의원 우편번호 930-0068
도야마현 도야마시 니시아이몬초 3-8

076-425-8288 http://www.nunotaniseikei.com (일본어)

야마다 홈 케어 클리닉 우편번호 939-8036
도야마현 도야마시 다카야시키 65-1

076-493-6002 http://yhomecare.jp/ (일본어)

가노이비인후과의원 우편번호 930-0061
도야마현 도야마시 이치반마치 4-18

076-495-8733  

오노위장외과의원 유방외과 우편번호 939-8064
도야마현 도야마시 아카다 778

076-422-1133 https://www.ohnoichougeka-nyusen.com (일본어)

야시마 정형외과 클리닉 우편번호 930-0827
도야마현 도야마시 가미이이노 13-16

076-452-9222 http://www.tpal.net/medical/clinic/yashima.html
(일본어)

이츠키 내과 클리닉 우편번호 930-0065
도야마현 도야마시 호시이초 2초메 7-39 이즈미 빌딩 2층

076-461-6515 https://itsuki.clinic/ (일본어)

기타가와 정형외과의원 우편번호 930-0952
도야마현 도야마시 마치무라 2-15

076-420-3833 http://www.kitagawa-seikeigeka.com (일본어)

다치 안과 도야마에키마에 아이 클리닉 우편번호 930-0002
도야마현 도야마시 신토미초 1-2-3 CiC 빌딩 2층

076-499-8884 https://tachi-eyeclinic.com/ (일본어)

와타나베 졍형외과의원 우편번호 930-0352
도야마현 나카니이카와군 가미이치마치 가미호온지 12

076-472-0103 https://www.ddmap.jp/0764720103 (일본어)

다카오카에키미나미 클리닉 우편번호 933-0871
도야마현 다카오카시 에키난 3-1-8

0766-29-1200 http://www.ekinan-clinic.com (일본어)

후쿠로칸클리닉 우편번호 935-0104
도야마현 히미시 호리타 465-2

0766-91-7720 http://www.fukuroukan.jp/ (일본어)

다카기내과의원 우편번호 935-0026
도야마현 히미시 오노 595

0766-72-8686  

요시다 내과 소아과 우편번호 933-0908
도야마현 기마치 1번지

 0766-22-2234 https://yoshida-naika-shonika.jp/ (일본어)

시라카와클리닉 우편번호 939-1104
도야마현 다카오카시 도이데마치 3-19-50

0766-62-0088 https://www.e-
muchtoyama.com/detail/index_204.html (일본어)

사쿠라바바내과 치과 의원 우편번호 933-0033
도야마현 다카오카시 히가시시모제키 1-24

0766-22-8578 http://sakurababa.xsrv.jp (일본어)

게야키피부과 우편번호 939-1387
도야마현 도나미시 도나미마치 11-11

0763-58-5670 http://keyaki-hihuka.com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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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주소 전화번호 웹사이트
후시키의원 우편번호 939-1352

도야마현 도나미시 미야마루 568
0763-32-2275  

도가진료소 우편번호 939-2507
도야마현 난토시 도가무라 25번지

0763-68-2213 http://shinryo.city.nanto.toyama.jp/www/section/detail
.jsp?id=210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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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일람 이시카와현

의료기관 주소 전화번호 웹사이트
이시카와 근로자의료협회 하쿠이 진료소 우편번호 925-0049

이시카와현 하쿠이시 야나기바시마치 도다 53-1
0767-22-5652 http://ishikawa-kinikyo.jp/hakui/ (일본어)

이시카와현립 주오병원 우편번호 920-8530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구라쓰키히가시 2-1

076-237-8211 http://www.pref.ishikawa.jp/ipch/ (일본어)

이시다병원 우편번호 921-8033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데라마치 3-10-15

076-242-3121 http://www.amxiz.gr.jp/ishida/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류잔카이 이시노 병원 우편번호 921-8023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센니치마치 7-15

076-242-0111  

이즈미치과의원 우편번호 929-1715
이시카와현 가시마군 나카노토마치 히토토마 33

0767-74-0460  

의료법인 사단 와라니 호주 기념병원 우편번호 923-1226
이시카와현 노미시 미도리가오카 11-71

0761-51-5551 http://www.houju.or.jp/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류잔카이 가나자와 고부 기념 병원 우편번호 920-0362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고부 1-150

076-240-3555 http://www.fujii-hospital.jp/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지호카이 구도종합병원 우편번호 922-0024
이시카와현 가가시 다이쇼지나가마치이 17번지

0761-73-3312 http://www.jihoukai.net (일본어)

오타 클리닉 우편번호 929-0345
이시카와현 가호쿠군 쓰바타마치 아자 오타하 112-3

076-288-6000 http://www.ota.om.arena.ne.jp (일본어)

가가시 의료센터 우편번호 922-8522
이시카와현 가가시 사쿠미마치리 36번지

0761-72-1188 http://www.kagacityhp.jp (일본어)

가나자와 아리마쓰병원 우편번호 921-8161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아리마쓰 5-1-7

076-242-2111 http://www.k-arimatsu.jp/ (일본어)

가나자와의과대학병원 우편번호 920-0293
이시카와현 가호쿠군 우치나다마치다이가쿠 1-1

076-286-3511 http://www.kanazawa-med.ac.jp/~hospital/ (일본어)

가나자와시립병원 우편번호 921-8105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헤이와마치 3-7-3

076-245-2600 http://kanazawa-municipal-hosp.com/ (일본어)

가나자와 세이레이종합병원 우편번호 920-8551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나가마치 1-5-30

076-231-1295 http://www.kanazawa-seirei.jp/ (일본어)

가나자와니시병원 우편번호 920-0025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에키니시혼마치 6-15-41

076-233-1811 http://www.knh.or.jp/ (일본어)

공립 아나미즈종합병원 우편번호 927-0027
이시카와현 호스군 아나미즈마치 아자 가와시마타노 8번지

0768-52-0511 http://www.anamizu.jp/ (일본어)

공립 우데쓰종합병원 우편번호 927-0495
이시카와현 호스군 노토초 아자 우시쓰타 아자 97번지

0768-62-1311 http://www.hospitalnet.jp/ (일본어)

공립 노토종합병원 우편번호 926-0816
이시카와현 나나오시 후지하시마치 아부 6-4

0767-52-6611 http://www.noto-hospital.jp/ (일본어)

공립 마쓰토 이시카와 주오병원 우편번호 924-8588
이시카와현 하쿠산시 구라미쓰 3-8

076-275-2222 http://www.mattohp.jp/ (일본어)

국민건강보험 고마쓰시민병원 우편번호 923-8560
이시카와현 고마쓰시 무카이모토오리마치호 60번지

0761-22-7111 http://www.hosp.komatsu.ishikawa.jp/ (일본어)

국립대학법인 가나자와대학 부속병원 우편번호 920-8641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다카라마치 13-1

076-265-2000 http://web.hosp.kanazawa-u.ac.jp/ (일본어)

시가 클리닉 우편번호 925-0141
이시카와현 하쿠이군 시카마치 다카하마초야 79-1

0767-32-5307  

사회의료법인 재단 다다센카이 게이주종합병원 우편번호 926-8605
이시카와현 나나오시 도미오카초 94번지

0767-52-3211 http://www.keiju.co.jp/ (일본어)
http://www.keiju.co.jp/en/ (영어)
http://www.keiju.co.jp/cn/ (중국)

사회의료법인 재단 마쓰바라 아이이쿠카이 마쓰바라병원 우편번호 920-8654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이시비키 4-3-5

076-231-4138 http://matsubara-hospital.org (일본어)

조호쿠병원 우편번호 920-8616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교마치 20-3

076-251-6111 http://www.jouhoku-hosp.com/ (일본어)

시립 와지마병원 우편번호 928-8585
이시카와현 와지마시 야마기시마치하 1-1

0768-22-2222 http://www.city.wajima.ishikawa.jp/wajimahp/ (영어)
http://honyaku.j-server.com/LUCWAJIMA/ns/tl.cgi/http://www.city
.wajima.ishikawa.jp/wajimahp/?SLANG=ja&TLANG=ko&XMODE=0&
XJSID=0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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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주소 전화번호 웹사이트
스즈시종합병원 우편번호 927-1213

이시카와현 스즈시 노노에마치 유부 1-1
0768-82-1181 http://www.city.suzu.lg.jp/suzuhp/ (일본어)

정형외과 요네자와병원 우편번호 920-0848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교마치 1-30 

076-252-3281 http://www.yonezawa-hospital.jp/ (일본어)

다이몬내과·신장투석 클리닉 우편번호 921-8802
이시카와현 노노이치시 오시노 1-400

076-294-0086 http://www.daimon-clinic.jp/ (일본어)

초립 도기병원 우편번호 925-0446
이시카와현 하쿠이군 시가마치 도기지토마치 7-110-1

0767-42-1122 http://www.town.shika.ishikawa.jp/togihospital/
(일본어)

독립행정법인 국립병원기구 가나자와 의료센터 우편번호 920-8650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시모이시비키마치 1-1

076-262-4161 http://www.kanazawa-hosp.jp/ (일본어)

독립행정법인 국립병원기구 나나오병원 우편번호 926-8531
이시카와현 나나오시 맛토마치 하부 3-1

0767-53-1890 https://www.nanao-hosp.jp (일본어)

도요하라치과의원 우편번호 926-0056
이시카와현 나나오시 누시마치 2

0767-53-1075  

니시카와 클리닉 우편번호 923-1243
이시카와현 노미시 미쓰야마치 14-1

0761-52-0025  

와카바야시안과 우편번호 921-8845
이시카와현 노노이치시 다헤이지 3-160

076-294-0707 http://waka.or.jp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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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주소 전화번호 웹사이트
의료법인 나가무라치과의원 우편번호 914-0121

후쿠이현 쓰루가시 노가미 40-256-4
0770-22-4460  

의료법인 시마 교정치과 우편번호 910-0006
후쿠이현 후쿠이시 주오 1-21-22

0776-23-1187 http://shima-ortho.com/ (일본어)

의료법인 다케노카이 다케노코치과 우편번호 914-0814
후쿠이현 쓰루가시 기자키 20-15-1

0770-24-0418 https://takenoko.biz/ (일본어)

의료법인 닥터·즈 우편번호 910-0846
후쿠이현 후쿠이시 요쓰이 1-22-22

0776-54-8833  

이와이병원 우편번호 910-0859
후쿠이현 후쿠이시 히노데 2-15-10

0776-24-0306 http://www.horae.dti.ne.jp/~akio-i/ (일본어)

오쿠무라정형외과 클리닉 우편번호 910-0021
후쿠이현 후쿠이시 겐토쿠 3-11-23

0776-28-1550 http://okumura-seikei.jp (일본어)

오즈외과병원 우편번호 917-0068
후쿠이현 오바마시 오바마히요시 69-1

0770-52-0072  

가오루 교정치과 클리닉 우편번호 910-0015
후쿠이현 후쿠이시 니노미야 3-6-8

0776-89-1848 http://kaoru-ortho.com (일본어)

가와바타 치과 의원 우편번호 916-0026
후쿠이현 사바에시 혼마치 1-1-12

0778-51-0418 http://nttbj.itp.ne.jp/0120510418/ (일본어)

킨더 클리닉 기카와소아과 우편번호 919-0413
후쿠이현 사카이시 하루에초 즈이오지추오 303번

0776-58-0033 http://www.kikawa-clinic.com (일본어)

구보타 클리닉 우편번호 916-0004
후쿠이현 사바에시 다다스초 30-2-1

0778-53-2511  

고바야시안과 우편번호 911-0803
후쿠이현 가쓰야마시 아사히마치 1-2-38

0779-87-7888  

콘도치과 우편번호 910-0842
후쿠이현 후쿠이시 가이호쓰 4-306

0776-53-2828  

사이토치과의원 우편번호 910-4105
후쿠이현 아와라시 후나쓰 9-29

0776-78-7337 http://sdc.main.jp/ (일본어)

사사키안과 우편번호 913-0016
후쿠이현 사카이시 미쿠니초 미쿠니히가시 5-2-6

0776-88-0033 http://sasakieye-cl.com (일본어)

시마자키치과의원 우편번호 919-0404
후쿠이현 사카이시 하루에초 니시나가타 40-45-3

0776-72-3322 http://www.shimazaki-dental.com (일본어)

다마이 덴털 클리닉 우편번호 910-0021
후쿠이현 후쿠이시 겐토쿠 4-4-7

0776-25-6221  

쓰치다소아과 우편번호 910-0372
후쿠이현 사카이시 마루오카초 요시마사 11-10-2

0776-67-8306 http://www.pediatric.jp/ (일본어)

독립행정법인 지역의료기능추진기구 와카사 다카하마병원 우편번호 919-2293
후쿠이현 오이군 다카하마초 미야자키 87-14-2

0770-72-0880 http://takahama.jcho.go.jp/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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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이치과의원 우편번호 918-8055

후쿠이현 후쿠이시 와카스기 2-1537
0776-36-2222 https://nagaidentalclinic.com (일본어)

네오치과의원 우편번호 914-0045
후쿠이현 쓰루가시 고타카리 69-2017

0770-24-1182 https://www.neodc.net (일본어)

히로카와의원 우편번호 912-0022
후쿠이현 오노시 요메이초 2-101

0779-66-5110  

히로세병원 우편번호 916-0025
후쿠이현 사바에시 아사히마치 1-2-8

0778-51-3030 http://hirosebyouin.com (일본어)

후쿠이현 사이세이카이병원 우편번호 918-8503
후쿠이현 후쿠이시 와타나카초 후나바시 7-1

0776-23-1111 https://www.fukui-saiseikai.com/ (일본어)
https://www.fukui-saiseikai.com/english/ (영어)

후쿠이현립병원 우편번호 910-8256
후쿠이현 후쿠이시 요쓰이 2-8-1

0776-54-5151 http://fph.pref.fukui.lg.jp/ (일본어)
http://fph.pref.fukui.lg.jp/fukui-pref-hosp/english-
page-top.html (영어)

후쿠이치과의원 우편번호 910-0001
후쿠이현 후쿠이시 다이간지 3-9-15

0776-23-4123  

마쓰다치과의원 우편번호 910-0856
후쿠이현 후쿠이시 가쓰미 3-1-14

0776-25-0300 http://www.matsuda-dentalclinic.jp (일본어)

메이호 클리닉 우편번호 914-0056
후쿠이현 쓰루가시 쓰나이초 3-6-38

0770-23-3031 https://meihoukai.com/service/clinic/ (일본어)

야마모토 덴탈 스튜디오 우편번호 910-0024
후쿠이현 후쿠이시 데루데 1-10-20

0776-22-5792 http://www.yamamoto-dentalclinic.net/ (일본어)

공립 단난병원 우편번호 916-0021
후쿠이현 사바에시 산로쿠초 1-2-31

0778-51-2260 https://www.jadecom.or.jp/jadecomhp/tannan/html/
(일본어)

독립행정법인 지역의료기능추진기구 후쿠이
가쓰야마종합병원

우편번호 911-8558
후쿠이현 가쓰야마시 나가야마초 2-6-21

0779-88-0350 https://fukui.jcho.go.jp/ (일본어)

후쿠이적십자병원 우편번호 918-8501
후쿠이현 후쿠이시 쓰키미 2-4-1

0776-36-3630 http://www.fukui-med.jrc.or.jp/ (일본어)

사회의료법인재단 나카무라 병원 우편번호 915-0068
후쿠이현 에치젠시 덴노초 4-28

0778-22-0618 http://www.nakamura-hp.or.jp (일본어)

후쿠이 주오 클리닉 우편번호 910-0003
후쿠이현 후쿠이시 마쓰모토 4-5-10

0776-24-2410 http://fukui-chuoh-clinic.com/ (일본어)

후쿠이대학 의학부 부속병원 우편번호 910-1193
후쿠이현 요시다군 에이헤이지초 마쓰오카시모아이즈키
23-3

0776-61-3111 https://www.hosp.u-fukui.ac.jp/ (일본어)
https://www.hosp.u-fukui.ac.jp/en/ (영어)

시립 쓰루가병원 우편번호 914-8502
후쿠이현 쓰루가시 미시마초 1-6-60

0770-22-3611 http://tsuruga-hp.jp/ (일본어)

의료법인 하야시병원 우편번호 915-8511
후쿠이현 에치젠시 후추 1-3-5

0778-22-0336 http://www.hayashi-hospital.or.jp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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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병원기구 고후병원 우편번호 400-0006

야마나시현 고후시 덴진초 11-35
055-253-6131 https://kofu.hosp.go.jp/ (일본어)

독립행정법인 지역의료기능추진기구 야마나시병원 우편번호 400-0025
야마나시현 고후시 아사히 3-11-16

055-252-8831 https://yamanashi/jcho.go.jp/ (일본어)

국립대학법인 야마나시대학 의학부 부속병원 우편번호 409-3821
야마나시현 주오시 시모카토 1110

055-273-1111 https://www.hosp.yamanashi.ac.jp/ (일본어)

국민건강보험 니라사키시립병원 우편번호 407-0024
야마나시현 니라사키시 혼초 3-5-3

0551-22-1221 https://www.nirasaki-cityhospital.jp (일본어)

미야가와병원 우편번호 400-0211
야마나시현 미나미알프스시 가미이마스와 1750

055-282-1107 http://www.miyagawa-hospital.com (일본어)

이마이소아과 우편번호 400-0854
야마나시현 고후시 나카코가와라초 1589

055-241-5636  

히로 클리닉 우편번호 400-0855
야마나시현 고후시 나카코가와라 1-9-12

055-241-2313 http://www.nakakogawara-hiroclinic.com (일본어)

이노우에내과·소아과의원 우편번호 400-0025
야마나시현 고후시 아사히 1-4-12

055-251-7700  

니쯔소아과 우편번호 400-0812
야마나시현 고후시 와도마치 1002-5

055-233-1014 http://www.myclinic.ne.jp/niitsu_s/ (일본어)

노다내과 클리닉 우편번호 400-0027
야마나시현 고후시 후지미 1-7-35

055-253-2119 http://nodaclinic.net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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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라내과·소아과의원 우편번호 400-0006

야마나시현 고후시 덴진초 14-45
055-252-8786 http://www5a.biglobe.ne.jp/~hiharat/ (일본어)

류오 페인(통증) 클리닉 우편번호 400-0126
야마나시현 가이시 오시모조 1600-5

055-298-6666 http://www.ryuo-pain.com (일본어)

기타하라내과 클리닉 우편번호 409-3866
야마나시현 나카코마군 쇼와초 사이조 5003-2

055-268-7020 http://www/dr-kitahara.com (일본어)

마쓰시타 어린이 클리닉 우편번호 409-3867
야마나시현 나카코마군 쇼와초 시미즈아라이 1278-3

055-269-6711 http://www.kyokom-clinic.com (일본어)

겐키 키즈 클리닉 우편번호 409-3863
야마나시현 나카코마군 쇼와초 가토나카지마 748-1

055-268-5599 http://www.genkikids-clinic.com (일본어)

모리노 진료소 우편번호 409-1501
야마나시현 호쿠토시 오이즈미초 니시이데 8240-369

0551-30-7887  

다케이치과의원 우편번호 400-0032
야마나시현 고후시 주오 5-2-10

055-233-4559 http://www.takei-dental.com (일본어)

MIHO 교정치과 클리닉 우편번호 400-0845
야마나시현 고후시 가미이마이초 2339

055-249-8161 http://www.mihokyoseishika.net (일본어)
http://www.miho-co.jp (영어)

야마나시 구강보건센터 우편번호 400-0017
야마나시현 고후시 야카타 2-1-33

055-252-9955 http://www.yda.jp (일본어)

오다와라치과의원 우편번호 400-0034
야마나시현 고후시 다카라 1-11-25

055-225-5883 http://onthedental.com (일본어)

이시베치과의원 우편번호 400-0024
야마나시현 고후시 기타구치 2-9-12

055-287-8817 http://ishidedds.com (일본어)
http://ishidedds.com (영어)

이와시타치과의원 우편번호 400-0107
야마나시현 가이시 시다 473

0551-28-6767 http://www/iwashita-dental.com (일본어)

이와시타치과의원 우편번호 400-0302
야마나시현 호쿠토시 무카와초 마키노하라 922-1

0551-26-2102  

아케노치과의원 우편번호 408-0204
야마나시현 호쿠토시 아케노초 우에데 650-1

0551-45-7457 http://www.akeno-shika.jp (일본어)

고마키치과 우편번호 400-0049
야마나시현 고후시 도쿠교 4-6-6

055-228-7689 http://www/komaki.or.jp (일본어)

시무라치과 우편번호 400-0043
야마나시현 고후시 고쿠보 1-17-19

055-228-7293  

히가시코후의원 우편번호 400-0803
야마나시현 고후시 사쿠라이초 299

055-222-2000 http://www5d.biglobe.ne.jp (일본어)

모치즈키 클리닉 우편번호 400-0026
야마나시현 고후시 시오베 4-16-2

055-220-3311 http://www.mochizukiclinic.com (일본어)
http://www.mochizukiclinic.com (한국어)

야지마치과의원 우편번호 400-0117
야마나시현 가이시 니시야하타 2296-1

055-279-1996  

의료법인 주오치과의원 우편번호 400-0032
야마나시현 고후시 주오 5-5-3

055-232-4082 http://www.chuuou-dental.com (일본어)

하추다치과의원 우편번호 400-1501
야마나시현 고후시 가미소네초 1891

055-266-4567  

가사이치과의원 우편번호 400-0041
야마나시현 고후시 가미이시다 2-39-17

055-228-2223  

산본마쓰의원 우편번호 409-3892
야마나시현 주오시 히가시하나와 66-10

055-274-2711  

야마나시현립 주오병원 우편번호 400-8506
야마나시현 고후시 후지미 1-1-1

055-253-7111 http://www.ych.pref.yamanashi.jp/ (일본어)

나토리치과의원 우편번호 400-0303
야마나시현 미나미알프스시 사와노보리 922-1

055-282-1184  

후에후키 주오병원 우편번호 406-0032
야마나시현 후에후키시 이시와초 욧카이치바 47-1

055-262-2185 http://fch.or.jp/ (일본어)

모테기치과의원 우편번호 406-0031
야마나시현 후에후키시 이시와초 이치베 251

055-262-0088 http://www8.plala.or.jp/motegishikaiin (일본어)

나카가와치과의원 우편번호 406-0031
야마나시현 후에후키시 이시와초 이치베 1022

055-262-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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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법인 호테 하야카와치과의원 우편번호 405-0011

야마나시현 야마나시시 산가쇼 87-3
0553-24-4455  

야마시타내과 클리닉 우편번호 406-0032
야마나시현 후에후키시 이시와초 욧카이치바 1643

055-288-1625 http://www.yamashita-nclinic.jp/index.html (일본어)

의료법인 이시와온센병원 우편번호 406-0023
야마나시현 후에후키시 이시와초 이시와초 핫타 330-5

055-263-0111 http://isawa-hsp.or.jp/kor.index.html (일본어)

가노이와종합병원 우편번호 405-0018
야마나시현 야마나시시 가미카노가와 1309

0553-22-2511 http://www.kanoiwa-hospital.or.jp (일본어)

와카쓰키의원 우편번호 406-0031
야마나시현 후에후키시 이시와초 이치베 596-3

055-262-8088 http://www.wakatsuki-com/ (일본어)

이시쿠라치과의원 우편번호 406-0021
야마나시현 후에후키시 이시와초 이치베 789-87

055-263-2221  

공익재단법인 야마나시 고세이카이 야마나시 고세이병원 우편번호 405-0033
야마나시현 야마나시시 오치아이 860

0553-23-1311 http://www.kosei.jp/ (일본어)

일반사단법인 야마나시 세이시 고세이카이 후지온센병원 우편번호 406-0004
야마나시현 후에후키시 가스가이초 고마쓰 1177

0553-26-3331 http://fujionsen.jp/ (일본어)

미노부초 하야카와초 국민건강보험병원 일부사무조합립
이토미병원

우편번호 409-3423
야마나시현 미나미코마군 미노부초 이토미 1628

0556-42-2322 http://iitomi.jp (일본어)

구쓰마정형외과의원 우편번호 400-0501
야마나시현 미나미코마군 후지카와초 아오야기마치
1136-1

0556-22-6688 http://www/kaikyoukai.org/ (일본어)

아이보리치과의원 우편번호 409-3612
야마나시현 니시야쓰시로군 이치카와미사토초 우에노
582-6

055-272-6688  

교난 의료센터 기업단 후지카와병원 우편번호 400-0601
야마나시현 미나미코마군 후지카와초 가지카자와 340-1

0556-22-3135 http://www.kyonan-mc.jp (일본어)

고호이비인후과의원 우편번호 400-0601
야마나시현 미나미코마군 후지카와초 가지카자와 765-1

0556-22-3357  

후지요시다시립병원 우편번호 403-0005
야마나시현 후지요시다시 가미요시다 6530

0555-22-4111 http://www.fymh.jp/ (일본어)

야마나시적십자병원 우편번호 401-0301
야마나시현 미나미쓰루군 후지카와구치코마치 후나쓰
6663-1

0555-72-2222 http://www.yamanashi-med.jrc.or.jp (일본어)

쓰루시립병원 우편번호 402-0056
야마나시현 쓰루시 쓰루 5-1-55

0554-45-1811 http://www.city.tsuru.yamanashi.jp/byoin/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세이코카이 쓰루 도라노몬외과
리허빌리테이션병원

우편번호 402-0005
야마나시현 쓰루시 욧카이치바 185

0554-45-8861  

라쿠텐도정형외과 우편번호 403-0005
야마나시현 후지요시다시 가미요시다 2-5-1

0555-21-1161 http://www/rakutendo.jp/ten.html (일본어)

스즈키정형외과의원 우편번호 401-0012
야마나시현 오쓰키시 미타치 2-8-8

0554-22-6500 https://suzukiorth.wixsite.com/suzukiorth (일본어)

후지·도부 구강보건센터 우편번호 402-0056
야마나시현 쓰루시 쓰루 5-1-55

0554-56-8899 http://www.yda.jp (일본어)

야스토미치과의원 우편번호 401-0320
야마나시현 미나미쓰루군 나루사와무라 2150

0555-85-3955  

노무라안과의원 우편번호 402-0005
야마나시현 쓰루시 욧카이치바 8-6

0554-20-8070 http://nomura-eye.com (일본어)

마블치과 우편번호 403-0004
야마나시현 후지요시다시 시모요시다 4-7-17

0555-23-6165  

다카하시피부과의원 우편번호 403-0017
야마나시현 후지요시다시 시신니시하라 1-27-1

0555-24-6000  

신지치과의원 우편번호 401-0012
야마나시현 오쓰키시 미타치 1-8-19

0554-22-0135 http://www.shinji-dental.com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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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쿠종합병원 사쿠 의료센터 우편번호 385-0051

나가노현 사쿠시 나카고미 3400-28
0267-62-8181 http://www.sakuhp.or.jp/ (일본어)

독립행정법인 국립병원기구 신슈 우에다 의료센터 우편번호 386-8610
나가노현 우에다시 미도리가오카 1-27-21

0268-22-1890 https://shinshuueda.hosp.go.jp/ (일본어)

마루코 주오병원 우편번호 386-0405
나가노현 우에다시 나카마루코 1771-1

0268-42-1111 http://maruko-hp.jp/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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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지마내과의원 우편번호 391-0001

나가노현 지노시 지노 3494
0266-72-2048  

스와적십자병원 우편번호 392-8510
나가노현 스와시 고간도리 5-11-50

0266-52-6111 http://www.suwa.jrc.or.jp/ (일본어)

이나 주오병원 우편번호 396-8555
나가노현 이나시 고시로쿠보 1313-1

0265-72-3121 http://www.inahp.jp/ (일본어)

이다시립병원 우편번호 395-8502
나가노현 이다시 야와타마치 438번지

0265-21-1255 http://www.imh.jp/ (일본어)

나가노현립 기소병원 우편번호 397-8555
나가노현 기소군 기소마치 후쿠시마 6613-4

0264-22-2703 https://kiso-hosp.jp/ (일본어)

아즈미노적십자병원 우편번호 399-8292
나가노현 아즈미노시 도요시나 5685번지

0263-72-3170 http://www.azumino.jrc.or.jp/ (일본어)

아이자와병원 우편번호 390-8510
나가노현 마쓰모토시 혼조 2-5-1

0263-33-8600 http://w3.ai-hosp.or.jp/_en/index.html (영어)
http://w3.ai-hosp.or.jp/_cn/ (중국어)

시라키의원 우편번호 399-8101
나가노현 아즈미노시 미사토메이세이 1610-1

0263-77-2134  

신슈대학 의학부 부속병원 우편번호 390-8621
나가노현 마쓰모토시 아사히 3-1-1

0263-37-4600 http://wwwhp.md.shinshu-u.ac.jp/ (일본어)
http://wwwhp.md.shinshu-u.ac.jp/english/ (영어)

기타알프스 의료센터 하쿠바 진료소 우편번호 399-9211
나가노현 기타아즈미군 하쿠바무라 오아자 가미시로
21551

0261-75-4123 http://azumi-ghp.jp/ (일본어)

시립 오마치종합병원 우편번호 398-0002
나가노현 오마치시 오마치 3130

0261-22-0415 https://www.omachi-hospital.jp/ (일본어)

나가노현 후생농업협동조합연합회 기타알프스 의료센터
아즈미병원

우편번호 399-8695
나가노현 기타아즈미군 이케다마치 오아자 이케다 3207-1

0261-62-3166 http://www.azumi-ghp.jp/ (일본어)

JA나가노 고세이렌 미나미나가노 의료센터
시노노이종합병원

우편번호 388-8004
나가노현 나가노시 시노노이아이 666-1

026-292-2261 http://shinonoi-ghp.jp/ (일본어)

특정의료법인 신세이병원 우편번호 381-0295
나가노현 가미타카이군 오부세마치 오부세 851번지

026-247-3099(진료에 관한
문의)

http://www.newlife.or.jp/ (일본어)

나가노 의료생활협동조합 나가노 주오병원 우편번호 380-0814
나가노현 나가노시 쓰루가니시쓰루가마치 1570번지

026-234-3211 http://www.nagano-chuo-hospital.jp/ (일본어)

나가노적십자병원 우편번호 380-8582
나가노현 나가노시 와카사토 5-22-1

026-226-4131 http://www.nagano-med.jrc.or.jp/ (일본어)

조시타의원 우편번호 381-0401
나가노현 시모타카이군 야마노우치마치 오아자 히라오
2861-3

0269-33-2360 http://joshita-clinic.jimbo.com (일본어)

나가노현 후생농업협동조합연합회 호쿠신종합병원 우편번호 383-8505
나가노현 나가노시 니시 1-5-63

0269-22-2151 http://www.hokushin-hosp.jp/ (일본어)

노자와의원 우편번호 389-2502
나가노현 시모타카이군 노자와온센무라 오아자
도요사토오유 9323

0269-85-2010 http://nozawaclinic.com/ (일본어)

이야마적십자병원 우편번호 389-2295
나가노현 이야마시 오아자이야마 226-1

0269-62-4195 http://www.iiyama.jrc.or.jp/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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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현 종합의료센터 우편번호 500-8717

기후현 기후시 노잇시키 4-6-1
058-246-1111 https://www.gifu-hp.jp/ (일본어)

마쓰나미종합병원 우편번호 501-6062
기후현 하시마군 가사마쓰초 덴다이 185-1

058-388-0111 http://www.matsunami-hsp.or.jp (일본어)
http://www.matsunami-hsp.or.jp (영어)
http://www.matsunami-hsp.or.jp/ (中国語)

기후대학 의학부 부속병원 우편번호 501-1194
기후현 기후시 야나기도 1-1

058-230-6000 https://www.hosp.gifu-u.ac.jp/ (일본어)
https://www.hosp.gifu-u.ac.jp/eng/index.html (영어)

아사히대학병원 우편번호 500-8523
기후현 기후시 하시모토초 3-23

058-253-8001 http://www.murakami.asahi-u.ac.jp/ (일본어)

기후시민병원 우편번호 500-8513
기후현 기후시 가시마초 7-1

058-251-1101 http://gmhosp.jp/ (일본어)

기후 하트센터 우편번호 500-8384
기후현 기후시 야부타미나미 4-14-4

058-277-2277 http://gifu.heart-center.or.jp/ (일본어)

MIWA 내과·위장과 CLINIC 우편번호 502-0082
기후현 기후시 나가라히가시 3-3

058-231-3029 http://www.miwaclinic.com/ (일본어)

하야시내과·이비인후과 우편번호 504-0855
기후현 가카미가하라시 소하라신사카에마치 1-73-1 

058-371-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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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닉스 종합 클리닉 우편번호 509-0141

기후현 가카미가하라시 우누마카카미가하라초 6-50
058-322-2000 http://phoenix-g.jp/ (일본어)

진산부인과 우편번호 501-6264
기후현 하시마군 오구마초시마 4-77

058-391-4188  

호즈미정형외과 우편번호 501-0222
기후현 미즈호시 벳푸 791-1

058-326-5000  

시카노 클리닉 우편번호 501-0454
기후현 모토스군 기타가타초 다카야시라키 2-77

058-324-1222 https://shikanoclinic.jp (일본어)

우즈키의원 우편번호 502-0803
기후현 기후시 가미쓰치이 1-7-2

058-295-1219 http://www.aprilclinic.jp/ (일본어)

세계찬과 모게루 마루선생님의 건강한 클리닉 우편번호 500-8358
기후현 기후시 로쿠조미나미 2-7-5 

058-216-0873 http://kinkadoclinic.jp (일본어)

고바야시내과 우편번호 509-0135
기후현 가카미가하라시 우누마하바초 3-173

058-370-5577 http://www.kobayashi-mc.net/ (일본어)

호즈미이비인후과 클리닉 우편번호 501-0222
기후현 미즈호시 벳푸 726-5 

058-327-2622  

마쓰나미 건강증진 클리닉 우편번호 501-6061
기후현 하시마군 가사마쓰초 이즈미마치 10

058-388-0111 http://www.matsunami-hsp.or.jp/ (일본어)
http://www.matsunami-hsp.or.jp/ (영어)
http://www.matsunami-hsp.or.jp/ (中国語)

오가키시민병원 우편번호 503-8502
기후현 오가키시 미나미노가와초 4-86

0584-81-3341 https://www.ogaki-mh.jp (일본어)

사쿠마의원 우편번호 503-0805
기후현 오가키시 쓰루미초 721-1

0584-78-5683  

하부 클리닉 우편번호 503-0905
기후현 오가키시 미야마치 1-1 스이토테라스 2F

0584-47-9797 http://www.habu-kokoro.com (일본어)

오가키정형외과 우편번호 503-0027
기후현 오가키시 가사누이초 454

0584-78-3058 http://www.ogaki-seikei.or.jp (일본어)

호소카와 오나카 클리닉 우편번호 503-0858
기후현 오가키시 요야스초 2-68-7

0584-82-1192 https://www.hosokawaonaka.com/ (일본어)

오하시의원 우편번호 503-0897
기후현 오가키시 덴마초 104-1

0584-78-5305 http://www.ohashiclinic.com/ (일본어)

스노마타의원 우편번호 503-0103
기후현 오가키시 스노마타초 가미주쿠 874-1

0584-62-3311 http://www.sunomataclinic.com/ (일본어)

모리타 클리닉 우편번호 503-0015
기후현 오가키시 하야시마치 4-57-1

0584-74-9002  

오이내과 클리닉 우편번호 503-0835
기후현 오가키시 히가시마에 1-58

0584-74-1192 http://www.myclinic.ne.jp/oinaika/ (일본어)

야스다 클리닉 소아과·내과 우편번호 503-0915
기후현 오가키시 기타키리이시초 3-1-1

0584-78-0011 http://yasuda-c.jp/ (일본어)

사회의료법인 고세이카이 주부 국제 의료 센터 우편번호 505-8510
기후현 미노카모시 겐코노마치 1초메 1번지

0574-66-1100 https://cjimc-hp.jp/ (일본어)
https://cjimc-hp.jp/lang/en (영어)
https://cjimc-hp.jp/lang/zh　（中国語）
https://cjimc-hp.jp/lang/ko　（韓国語）
https://cjimc-hp.jp/lang/pt　（ポルトガル語）

기후현 후생농업협동조합연합회 주노 고세이병원 우편번호 501-3802
기후현 세키시 와카쿠사도리 5-1

0575-22-2211 http://www.chuno.gfkosei.or.jp (일본어)

사회의료법인 하쿠호카이 스미병원 우편번호 501-5121
기후현 구조시 시로토리초 시로토리 2-1

0575-82-3151 http://sumihosp.or.jp/ (일본어)

히가시카니병원 우편번호 509-0214
기후현 가니시 히로미 1520

0574-63-1200 http://www.higashikani-hp.jp (일본어)

하야시의원 우편번호 501-3874
기후현 세키시 헤이와도리 6-10

0575-22-5531  

니시다의원 우편번호 505-0027
기후현 미노카모시 혼고초 7-134-1

0574-28-3371 http://ncliniceye.main.jp (일본어)

미노카모니시 클리닉 우편번호 505-0046
기후현 미노카모시 니시마치 5-337-1

0574-28-5310 https://mnnc.jp (일본어)

닛타의원 우편번호 509-1102
기후현 가모군 시라카와초 나카가와 488

0574-72-1503  

지방독립행정법인 기후현립 다지미병원 우편번호 507-8522
기후현 다지미시 마에바타초 5-161

0572-22-5311※일본어
대응만

http://www.tajimi-hospital.jp/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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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지미시민병원 우편번호 507-8511

기후현 다지미시 마에바타초 3-43
0572-22-5211 http://kouseikai-tajimi-shimin.jp (일본어)

기후현 후생농업조합연합회 도노 고세이병원 우편번호 509-6101
기후현 미즈나미시 도키초 76-1

0572-68-4111 http://www.tohno.gfkosei.or.jp (일본어)

다카야마적십자병원 우편번호 506-8550
기후현 다카야마시 덴만마치 3-11

0577-32-1111 http://www.takayama.jrc.or.jp/ (일본어)

알프스벨 클리닉 우편번호 506-0058
기후현 다카야마시 야마다마치 310

0577-35-1777 http://www.alpsbell.jp/ (일본어)

독립행정법인 지역의료기능추진기구 가니토노병원 우편번호 509-0206
기후현 가니시 도타 1221-5

0574-25-3113 https://kani.jcho.go.jp/ (일본어)

종합병원 나카쓰가와시민병원 우편번호 508-8502
기후현 나카쓰가와시 고만바 1522-1

0573-66-1251 http://nakatsugawa-hp.jp/ (일본어)

시립 에나병원 우편번호 509-7201
기후현 에나시 오이초 2725번지

0573-26-2121 https://enahosp.jp (일본어)

의료법인 에이이즈미카이 기무라 내과 우편번호 508-0015
나카쓰가와시 데가노 400-1

0573-65-8088 http://kimura-cl.jp/ (일본어)

기후현립 게로온센병원 우편번호 509-2292
기후현 게로시 모리 2211

0576-23-2222 https://www.gero-hp.jp/index.html (일본어)

기후현 후생농업협동조합연합회 히다 의료센터 구미아이
고세이병원

우편번호 506-8502
기후현 다카야마시 나카기리마치 1-1

0577-32-1115 http://www.kumiai.gfkosei.or.jp (일본어)

니시무라치과의원 우편번호 501-1131
기후현 기후시 구로노 467-3

058-239-0011  

아사히대학 의과·치과 의료센터 우편번호 501-0296
기후현 미즈호시 호즈미 1851-1

058-329-1112 http://www.asahi-u.ac.jp/asahi-hosp/ (일본어)

의료법인 후지이 패밀리 치과 우편번호 508-0004
기후현 나카쓰가와시 하나도초 1-28

0573-65-8172 http://fujii-family-dc.com (일본어)

의료법인사단 후쿠쥬카이 이마이의원 우편번호 508-0201
기후현 나카쓰가와시 다세 972-1

0573-72-4377 https://imai-iin-nakatsugawa.com/ (일본어)

호리베치과 우편번호 509-6124
기후현 미즈나미시 잇시키초 1-47

0572-67-1811  

니코치과의원 우편번호 503-2426
기후현 이비군 이케다초 야와타 1583-1

0585-45-2336 https://nicodental.jp/ (일본어)

의료법인 오카모토치과의원 우편번호 506-0851
기후현 다카야마시 오신마치 2-34

0577-35-1648 http://www.okamotoshika.net/original.html (일본어)

오가키 도쿠슈카이 병원 우편번호 503-0015
기후현 오가키시 하야시마치 6-85-1

0584-77-6110 https://www.ogaki.tokushukai.or.jp/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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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단법인 지역의료진흥협회 이즈 이마이하마병원 우편번호 413-0503

시즈오카현 가모군 가와즈초 미다카 178
0558-34-1123 https://izuimaihama.jadecom.or.jp/ (일본어)

의료법인사단 고신카이 이즈히가시부병원 우편번호 413-0411
시즈오카현 가모군 히가시이즈초 이나토리 17-2

0557-95-1151 http://www.fureai-g.or.jp/izu-toubu (일본어)

시모다 메디컬센터 우편번호 415-0026
시즈오카현 시모다시 6-4-10

0558-25-2525 http://shimoda.s-m-a.or.jp/ (일본어)

국제의료복지대학 아타미병원 우편번호 413-0012
시즈오카현 아타미시 히가시카이간초 13-1

0557-81-9171 http://atami.iuhw.ac.jp (일본어)

이토시민병원 우편번호 414-0055
시즈오카현 이토시 오카 196-1

0557-37-2626 http://www.ito-shimin-hp.jp (일본어)

후지이 클리닉 우편번호 414-0028
시즈오카현 이토시 긴자모토마치 6-19

0557-35-2000 http://www.fujii-clinic.server-shared.com/ (일본어)

오히토 클리닉 우편번호 410-2323
시즈오카현 이즈노쿠니시 오히토 372-1

0558-76-2556  

야마모토정형외과·순환기과 우편번호 411-0932
시즈오카현 슨토군 나가이즈미초 미나미잇시키 425-1

055-989-8111 http://yamamotoseikei.com/ (일본어)

구보타소아과 우편번호 411-0037
시즈오카현 미시마시 이즈미초 1-43

055-975-7984 http://kubota.chu.jp/ (일본어)

후지 뇌장애연구소 부속병원 우편번호 418-0021
시즈오카현 후지노미야시 스기타 270-12

0544-23-5155 http://www.fuji-nouken.or.jp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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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이정형외과의원 우편번호 416-0909

시즈오카현 후지시 마쓰오카 1129
0545-61-7811  

공립 간바라종합병원 우편번호 421-3306
시즈오카현 후지시 나카노고 2500-1

0545-81-5577 http://www.kanbarahp.com/ (일본어)

의료법인 도쿠슈카이 시즈오카 도쿠슈카이 병원 우편번호 421-0117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 스루가구 시모카와하라미나미
11-1

054-256-8008 http://www.shizutoku.jp (일본어)

특정의료법인 슨코카이 커뮤니티 호스피털 고가병원 우편번호 425-0088
시즈오카현 야이즈시 다이카쿠지 2-30-1

054-628-5500 http://www.sunkohkai.or.jp/ (일본어)

의료법인 오키나와 도쿠슈카이 하이바라종합병원 우편번호 421-0493
시즈오카현 마키노하라시 호소에 2887-1

0548-22-1131 http://www.hospital.haibara.shizuoka.jp/ (일본어)

하야노소아과 우편번호 436-0012
시즈오카현 가케가와시 가미우치다 1275-1

0537-61-8005  

이와타시립종합병원 우편번호 438-8550
시즈오카현 이와타시 오쿠보 512-3

0538-38-5000 http://www.hospital.iwata.shizuoka.jp (일본어)

안즈 클리닉 산부인과 우편번호 438-0002
시즈오카현 이와타시 오쿠보 896-39

0538-38-0301 http://anzu-clinic.com/ (일본어)

혼다 클리닉 우편번호 437-1204
시즈오카현 이와타시 후쿠데나카지마 273-1

0538-58-3115  

나가오 클리닉 우편번호 431-0431
시즈오카현 고사이시 와시즈 740-1

053-574-3222  

고이타미내과 클리닉 우편번호 434-0031
시즈오카현 하마마쓰시 하마키타구 고바야시 1383-1

053-584-5577 http://kopc1.net/ (일본어)

후지이키이키병원 우편번호 419-0205
시즈오카현 후지시 덴마 1640-1

0545-73-1919 https://iki-iki-hp.com (일본어)

이시카와 아이 클리닉 우편번호 424-0212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 시미즈구 야기마초 1659-1

054-369-3369 http://ishikawa-eye.net (일본어)

다케우치 클리닉 우편번호 424-0841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 시미즈구 오이와케 2-7-15

054-366-5576  

구사나기정형외과 류머티즘 클리닉 우편번호 424-0886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 시미즈구 구사나기 2-24-15

054-345-6516 http://hakukeikai.jp/kusanagiseikei/ (일본어)

시부카와내과 클리닉 우편번호 424-0053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 시미즈구 시부카와 3-10-17

054-345-7777 http://shibukawa-naika.com/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오하나 클리닉 기노시타 우편번호 424-0846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 시미즈구 기노시타초 44-1

054-347-0300 https://onana-clinic-kinoshitacho.com/ (일본어)

모리마치 가정의료 클리닉 우편번호 437-0215
시즈오카현 슈치군 모리마치 구사가야 387-1

0538-85-1340 http://www.morimachi-fc.com/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후지노내과의원 우편번호 431-0211
시즈오카현 하마마쓰시 니시구 마이사카초 마이사카 2121

053-592-4151  

사카노우에 패밀리 클리닉 우편번호 433-8113
시즈오카현 하마마쓰시 나카구 아즈키모치 4초메 4-20

053-416-1640 http://www.sakanoue-fc.jp/ (일본어)

총 패밀리 케어북서의원 우편번호 416-0906
시즈오카현 후지시 본 시장148-1

0545-61-0119 https://kitanishi.jp/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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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HO 주쿄병원 우편번호 457-8510

아이치현 나고야시 미나미구 산조 1-1-10
052-691-7151 https://chukyo.jcho.go.jp/ (일본어)

일본 적십자사 아이치 의료 센터 나고야 제2 병원 우편번호 466-8650
아이치현 나고야시 쇼와구 묘켄초 2-9

052-832-1121 https://www.nagoya2.jrc.or.jp (일본어)
https://www.nagoya2.jrc.or.jp/english/ (영어)
https://www.nagoya2.jrc.or.jp/中文/ (中国語)
https://www.nagoya2.jrc.or.jp/portugues/ (ポルトガル語)

나고야 시립 대학 병원 우편번호 467-8602
아이치현 나고야시 미즈호구 미즈호초 가와스미 1

052-851-5511 https://w3hosp.med.nagoya-cu.ac.jp/ (일본어)
https://w3hosp.med.nagoya-cu.ac.jp/english/ (영어)

나고야내과 성형부인과 우편번호 462-0012
아이치현 나고야시 기타구 구스노키 4-137

052-901-1313  

나고야공립병원 우편번호 454-0933
아이치현 나고야시 나카가와구 홋케 1-172

052-362-5151 https://www.kaikou.or.jp/kyouritsu/ (일본어)
https://www.kaikou.or.jp/kyouritsu/en/index.html (영어)
https://www.kaikou.or.jp/kyouritsu/ch/index.html (中国語)

후지타의과대학 반타네병원 우편번호 454-8509
아이치현 나고야시 오토바시 3-6-10

052-321-8171 https://bantane.fujita-hu.ac.jp/ (일본어)

하야카와 고코로노 클리닉 잇샤 우편번호 465-0093
아이치현 나고야시 메이토구 잇샤 2-8 오타잇샤빌딩 2층

070-1482-7582 https://hayakawakokoro.com/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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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코이시 패밀리 클리닉 우편번호 465-0004

아이치현 나고야시 메이토구 고난 1-211
052-777-0078 https://www.inokoishi-f-c.com/ (일본어)

니지가오카클리닉 우편번호 465-0077
아이치현 나고야시 메이토구 우에소노쵸 1-2

052-782-7006 https://itp.ne.jp/info/236154031148921090/shop/
(일본어)

우라라클리닉 우편번호 457-0862
나고야시 미나미구 우치다바시 2-31-3 스하라빌딩 1층

052-825-3352 https://www.urara-clinic.com (일본어)

이토치과 우편번호 454-0961
아이치현 나고야시 나카가와구 도다메이세이 2-2806

052-432-2030 http://4322030.com (일본어)

TF 사카에 교정치과 클리닉 우편번호 460-0008
아이치현 나고야시 나카구 사카에 2-4-3 TF
히로코지혼마치빌딩 6F

052-219-8588 http://www.tfsakae.jp/ (일본어)

야마나카치과의원 우편번호 456-0058
아이치현 나고야시 아쓰타구 로쿠반 2-1-27

052-652-2804 http://yamanakashika.org/ (일본어)
https://yamanaka-d.com/ (영어)

우에노다치과 우편번호 458-0044
아이치현 나고야시 미도리구 이케가미다이 1-172

052-892-8200 http://www.uenoda-dental.com (일본어)

아사히치과 우편번호 463-0036
아이치현 나고야시 모리야마구 무카에다이 1-308-1

052-776-5959  

야자와치과 우편번호 468-0073
아이치현 나고야시 덴파쿠구 시오가마구치 2-1501

052-835-5200  

시라이치과의원 우편번호 455-0013
아이치현 나고야시 미나토구 고요 1-9-14

052-661-1979 http://shiraidc.com (일본어)

모토키치과 우편번호 456-0021
아이치현 나고야시 아쓰타구 요사무초 4-18

052-678-8001  

신도치과의원 우편번호 451-0052
아이치현 나고야시 니시구 사코 2-11-16

052-581-1182  

후지이치과의원 우편번호 460-0008
아이치현 나고야시 나카구 사카에 1-3-3 나고야 힐튼
플라자 B1F

052-231-8841 http://www.fujii-dental.jp (일본어)

사와치과 우편번호 460-0002
아이치현 나고야시 나카구 마루노우치 2-18-15
다이51KT빌딩 2층

052-231-8038 https://shika-sawa.com/ (일본어)

다케우치 치과실 우편번호 461-0005
아이치현 나고야시 히가시구 히가시사쿠라 1-10-35
센트럴 노다 빌딩 3F

052-961-7575 http://www.takeuchi-dental.com (일본어)

우치보리치과의원 우편번호 450-0001
아이치현 나고야시 나카무라구 나고노 1-47-1
고쿠사이센터빌딩 10층

052-581-5580 https://www.uchibori-dc.com/ (일본어)

스기무라 패밀리 치과 우편번호 466-0854
아이치현 나고야시 쇼와구 히로지토리 1-12 나고야규뉴
혼샤 빌딩 2F

052-842-1953 https://sugimurafamily-dc.jp/ (일본어)

아이치치과 의료센터 우편번호 460-0002
아이치현 나고야시 나카구 마루노우치 3-5-18 아이치현
치과의사회관 1층 아이치 구강보건센터 내

052-962-9102 http://www.aichi8020.net/information/center.html
(일본어)

아이치현 후생농업협동조합연합회 가이난병원 우편번호 498-8502
아이치현 야토미시 마에가스초 396번지

0567-65-2511 http://www.kainan.jaaikosei.or.jp/ (일본어)

쓰시마 패밀리 치과 우편번호 496-0046
아이치현 쓰시마시 야나기하라초 1-48

0567-26-4335 https://tsushima-dental.jp (일본어)

아이치의과대학병원 우편번호 480-1195
아이치현 나가쿠테시 야자코카리마타 1-1

0561-62-3311 https://www.aichi-med-u.ac.jp/hospital/ (일본어)

학교법인 후지타학원 후지타의과대학병원 우편번호 470-1192
아이치현 도요아케시 구쓰카케초 덴가쿠가쿠보 1-98

0562-93-2111 https://hospital.fujita-hu.ac.jp (일본어)
https://hospital.fujita-hu.ac.jp/en/ (영어)
https://hospital.fujita-hu.ac.jp/cn/

아이치국제병원 우편번호 470-0111
아이치현 닛신시 고메노키초 미나미야마 987-31

0561-73-7721 https://aisen-kai.jp (일본어)

모리치과의원 우편번호 491-0101
아이치현 이치노미야시 아자이초 오제키도자 165

0586-51-2991  

기토치과의원 우편번호 484-0099
아이치현 이누야마시 도미오카신마치 1-74

0568-62-2580 http://www.kitoh-shika.com (일본어)

세가와 치과실 우편번호 486-0929
아이치현 가스가이시 아사히마치 1-13 하이레지던스
가치가와

0568-33-8811  

아사다치과 우편번호 482-0015
아이치현 이와쿠라시 가와이초 다카기 43

0587-37-3457  

도쿠마루치과 우편번호 486-0841
아이치현 가스가이시 미나미시모하라초 5-4-1

0568-82-4182 https://www.tokumaru-dc.com/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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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다이라치과 우편번호 483-8175

아이치현 고난시 기타노초 덴진 33번지
0587-56-4182 http://oohira-dental.jp/ (일본어)

오야부치과의원 우편번호 480-0103
아이치현 니와군 후소초 오아자 시카시와모리 아자
나가바타 661번지

0587-93-8118 https://dental-clinic-5514.business.site/ (일본어)

도코나메시민병원 우편번호 479-8510
아이치현 도코나메시 아스카다이 3-3-3

0569-35-3170 http://www.tokonamecityhospital.jp/ (일본어)

한다시립 한다병원 우편번호 475-8599
아이치현 한다시 도요초 2-29

0569-22-9881 http://www.handa-hosp.jp (일본어)

도요타 기념병원 우편번호 471-8513
아이치현 도요타시 헤이와초 1-1

0565-24-7108(※전화로는
외국어 대응이 곤란. 내원 후
아이치 의료 통역 시스템 등을
활용해 대응)

https://www.toyota-mh.jp/ (일본어)

나카네치과 우편번호 470-0202
아이치현 미요시시 미요시가오카 2-1-11

0561-33-0330 https://nakane-dc.jp/ (일본어)

스즈키치과 우편번호 445-0071
아이치현 니시오시 구마미초 미나미주고야 84

0563-56-6300  

의료법인 데쓰유카이 우노병원 우편번호 444-0921
아이치현 오카자키시 나카오카자키초 1-10

0564-24-2211(※전화로는
외국어 대응이 곤란. 내원 후
mediphone 의료 통역 시스템 등을
활용해 대응)

http://www.uno.or.jp (일본어)

후지타의과대학 오카자키의료센터 우편번호 444-0827
아이치현 오카자키시 하리사키쵸 고탄다 1번지 

0564-64-8800 https://okazaki.fujita-hu.ac.jp/ (일본어)

신시로시민병원 우편번호 441-1387
아이치현 신시로시 기타바타 32-1

0536-22-2171 https://www.city.shinshiro.lg.jp/hospital/ (일본어)

후쿠이 정형외과 류머티즘 리허빌리 클리닉 우편번호 441-8113
아이치현 도요하시시 니시미유키초 가사마쓰 33-1

0532-37-3291 https://fukui-seikei.com/ (일본어)

사카이치과의원 우편번호 443-0104
아이치현 가마고리시 가타하라초 니시오야시키 59-6

0533-57-1511 http://www.sakai.or.jp/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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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키 기념병원 우편번호 511-0068

미에현 구와나시 주오초 5-7
0594-22-1711 http://www.aoki-hp.com (일본어)

아카쓰키다이치과의원 우편번호 512-8046
미에현 욧카이치시 아카쓰키다이 2-1-20

059-337-2911 http://www.e-breath.jp (일본어)

아쓰타소아과 클리닉 우편번호 514-0834
미에현 쓰시 오쿠라 11-15

059-225-7100 http://atsuta-cl.sakura.ne.jp (일본어)

아메사라이비인후과 우편번호 514-0062
미에현 쓰시 간논지초 799-7 TTC빌딩

059-213-1200 http://amesara.net/ (일본어)

이세적십자병원 우편번호 516-8512
미에현 이세시 후나에 1-471-2

0596-28-2171 http://www.ise.jrc.or.jp (일본어)

(의)이나가키이비인후과 우편번호 510-0836
미에현 욧카이치시 마쓰모토 3-13-2

059-355-4133 http://www.inagakijibika.com/ (일본어)

의료법인 고즈 덴털 클리닉 우편번호 514-0061
미에현 쓰시 잇신덴코즈베타 3083

059-225-8020  

의료법인 우지 야마다치과의원 우편번호 516-0037
미에현 이세시 이와부치 2-4-37

0596-21-5888 http://www.ujiyamada.com (일본어)

(의)가나마루산부인과 우편번호 514-0062
미에현 쓰시 간논지초 799-7 TTC빌딩 1F

059-229-5722 https://kanamaru-clinic.com/ (일본어)

의료법인 고사카 클리닉 우편번호 515-2325
미에현 마쯔사카시 우레시노나카가와신마치 2-23

0598-48-0777 http://www.kosaka-clinic.net/ (일본어)

의료법인 곤도안과 우편번호 514-1118
미에현 쓰시 히사이신마치 766-8

059-255-2797  

의료법인 사단 나카세외과·위장과 우편번호 517-0501
미에현 시마시 아고초 우가타 3036-3

0599-43-4327  

의료법인 사단 프로그레스 욧카이치 소화기병센터 우편번호 512-1203
미에현 욧카이치시 시모에비초 아자 다카마쓰 185-3

059-326-3000 http://www.yokkaichi-shoukaki.com (일본어)

의료법인 신세이카이 와쿠다치과의원 우편번호 518-0830
미에현 이가시 히라노조호쿠초 113

0595-21-8241 http://wakuda-dental.com (일본어)

의료법인 젠신카이 이세 게이유병원 우편번호 516-0041
미에현 이세시 도키와 2-7-28

0596-22-1155 http://www.isekeiyu.com/ (일본어)

의)니시키치과의원 우편번호 514-0806
미에현 쓰시 가미베자이초 18-16

059-226-3643  

69 / 123



의료기관 일람 미에현

의료기관 주소 전화번호 웹사이트
우에노치과 우편번호 510-0242

미에현 스즈카시 시로코혼마치 10-31
059-380-6007  

웰니스 의료 클리닉 우편번호 511-0863
미에현 구와나시 신니시카타 3-218

0594-24-6914 http://wellness-medicalclinic.jp/ (일본어)

우카이이비인후과·알레르기과 우편번호 517-0501
미에현 시마시 아고초 우가타 3283-2

0599-43-8341 https://ukai.main.jp (일본어)

우치다치과의원 우편번호 518-0831
미에현 이가시 우에노노닌마치 564

0595-21-0271  

오쓰지정형외과 우편번호 515-0063
미에현 마쓰사카시 오쿠로다초 1841-1

0598-25-0031  

오나가치과·교정치과 우편번호 511-0255
미에현 이나베군 도인초 나가후케 3383

0594-76-2224 http://oonaga-dc.com (일본어)

오노의원 우편번호 510-0033
미에현 욧카이치시 가와라마치 34-7

059-331-3322  

가타오카정형외과 우편번호 510-0943
미에현 욧카이치시 니시히노초 1594-1

059-322-6066  

가토치과의원 우편번호 519-3616
미에현 오와세시 나카무라초 8-19

0597-23-0288  

가토정형외과 우편번호 510-8033
미에현 욧카이치시 시모사자라이초 843

059-365-5252  

가메야내과·위장과 우편번호 516-0037
미에현 이세시 이와부치 1-13-3

0596-22-1105 http://kameya.cside5.jp/kameyanaika/ (일본어)

가와이내과 클리닉 우편번호 515-0205
미에현 마쓰사카시 도요하라초 1144-2

0598-28-6622  

기타카치과 우편번호 511-0027
미에현 구와나시 후쿠지마신마치 16

0594-23-3154 http://www.kitaka-dental.com (일본어)

기난병원 우편번호 519-5293
미에현 미나미무로군 미하마초 오아자 아타와 4750

05979-2-1333 http://www.kinan-hp-mie.jp/ (일본어)

구시모토정형외과 우편번호 515-2321
미에현 마쯔사카시 우레시노나카가와초 822-5

0598-48-2222  

구제의원 우편번호 519-0414
미에현 와타라이군 다마키초 사타 1750

0596-58-3120  

구로이치과 클리닉 우편번호 519-2181
미에현 다키군 다키초 오카 793-5

0598-38-2152 http://www.kuroi-dc.com (일본어)

고니시내과 클리닉 우편번호 513-0053
미에현 스즈카시 나카미다초 1124-6

059-395-0007 http://www.konishi-naika.jp (일본어)

곤도치과 우편번호 511-0813
미에현 구와나시 사쿠라도리 18번지

0594-23-1515 http://kondo-shika.com/ (일본어)

사이토치과·교정치과 우편번호 514-0103
미에현 쓰시 구리마나카야마초 685-30

059-231-0173  

사카이치과 우편번호 512-1211
미에현 욧카이치시 사쿠라초 547

059-326-2231  

사카토쿠소아과 우편번호 576-0007
미에현 이세시 고기초 512-1

0596-31-1511 http://www.sakatoku.net (일본어)

사사가와내과·위장과 클리닉 우편번호 510-0961
미에현 욧카이치시 하기초 사가무카이 305

059-322-9538  

선 클리닉 다이요노마치 우편번호 510-0259
미에현 스즈카시 나카제코초 203-7

059-372-0212 http://www.sun-clinic3929.com/ (일본어)

치과 다케다의원 우편번호 518-0842
미에현 이가시 우에노쿠와마치 1991번지

0595-21-0125 http://dc-takeda.main.jp/ (일본어)

시게모리의원·유선 클리닉 우편번호 510-0944
미에현 욧카이치시 사사가와 6-29-2

059-321-2350 http://shigemorinyusen.com (일본어)

시립 욧카이치병원 우편번호 510-8567
미에현 욧카이치시 시바타 2-2-37

059-354-1111 http://www.city.yokkaichi.mie.jp/hospital/index.html
(일본어)

스즈란 진료소 우편번호 510-0885
미에현 욧카이치시 히나가 1-3-18

059-347-1118 http://www.suzuranclinic.com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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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오카치과의원 우편번호 517-0024

미에현 도바시 다카오카초 9-42
0599-21-2002  

다고의원 우편번호 518-0723
미에현 나바리시 기야마치 815

0595-63-0271  

다쓰미노치과 클리닉 우편번호 510-1233
미에현 미에군 고모노초 고모노 986-7

059-393-1888 http://tatsumino-shika.jp (일본어)

다나카 클리닉 우편번호 511-0815
미에현 구와나시 우메조노도리 35- 1

0594-27-7800 http://kuwana-tanaka.com (일본어)

이세 다나카병원 우편번호 516-0079
미에현 이세시 오제코 4-6-47

0596-25-3111 http://www.isetanaka.jp/ (일본어)

다나카내과 우편번호 514-0062
미에현 쓰시 간논지초 446-77

059-224-7711  

구와나시 종합의료센터 우편번호 511-0061
미에현 구와나시 고토부키초 3-11

0594-22-1211 https://www.kuwanacmc.or.jp/ (일본어)

쓰다 클리닉 우편번호 514-1118
미에현 쓰시 히사이신마치 3006 포르타 히사이 2/3F

059-259-1212 http://www.m-tsuda.com (일본어)

쓰미나미 클리닉 우편번호 514-1113
미에현 쓰시 히사이노무라초 600-2

059-254-0777 http://www.tsu-minami.com/index.html (일본어)

데라모토치과의원 우편번호 517-0011
미에현 도바시 도바 3-10-3

0599-25-2539  

덴털 클리닉 후쿠오카 우편번호 510-0074
미에현 욧카이치시 우노모리 1-4-10

059-351-6480 http://www.good-dent.com (일본어)

도쿠다 패밀리 클리닉 우편번호 516-0032
미에현 이세시 야마토마치 132번지

0596-28-8425  

나카노치과 클리닉 우편번호 514-0062
미에현 쓰시 간논지초 446-68

059-213-7770 http://www.dc-nakano.jp (일본어)

나바리 요코야마안과 우편번호 518-0627
미에현 나바리시 기쿄가오카나나반초 3-1813-14

0595-06-0007 http://nabari-ganka.com (일본어)

나베시마치과의원 우편번호 517-0703
미에현 시마시 시마초 와구 1965-2

0599-85-0367  

니시이 가즈히로 클리닉 우편번호 515-0011
미에현 마쓰사카시 다카마치 192-5

0598-52-2410 http://www.nishii-clinic.jp (일본어)

니시이치과의원 우편번호 515-0313
미에현 다키군 메이와초 묘조 976-3

0596-52-7007 http://www.nishiidc.com (일본어)

니시무라내과·소아과 우편번호 510-0082
미에현 욧카이치시 주부 12-5

059-352-3604 https://itp.ne.jp/info/240453221300000899/ (일본어)

노조미치과 우편번호 515-2321
미에현 마쯔사카시 우레시노나카가와초 819-8

0598-48-0879  

노로의원 우편번호 515-1204
미에현 마쓰사카시 오가타노초 302

0598-34-0054 http://www.noroma-c.com/home.html (일본어)

하트풀 클리닉 기타이내과 우편번호 513-0818
미에현 스즈카시 야스즈카초 1651-3

059-381-0600 http://www.kitainaika.com (일본어)

하야시치과의원 우편번호 515-2331
미에현 마쯔사카시 우레시노스카료초 507-1

0598-42-7272 http://www.hayashi-shika.com (일본어)

반노소아과 우편번호 510-1233
미에현 고모노초 고모노 2268-5

059-393-3000 http://bannopedia.com (일본어)

히가시위장과·내과 클리닉 우편번호 512-0934
미에현 욧카이치시 가와시마초 5969-7

059-320-2110 https://www.higashi-gastroenterology-clinic.com
(일본어)

피부과 선 클리닉 우편번호 510-0072
미에현 욧카이치시 구노시로초 4-16 메종 시카 1F

059-355-3030 http://www.hifuka-sun.com/ (일본어)

후지타 클리닉 우편번호 510-0074
미에현 욧카이치시 우노모리 2-7-8

059-354-2987  

후지타의과대학 나나쿠리 기념병원 우편번호 514-1295
미에현 쓰시 오도리초 424-1

059-252-1555 http://www.nanakuri.fujita-hu.ac.jp/ (일본어)
http://www.nanakuri.fujita-hu.ac.jp/en (영어)

베타니야내과·신경내과 클리닉 우편번호 514-2222
미에현 쓰시 도요가오카 5-47-7

059-230-7373 http://www.bethanyclinic.com/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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벳쇼피부과 우편번호 514-0042

미에현 쓰시 신마치 1-10-19
059-226-5512 http://www.myclinic.ne.jp (일본어)

마스즈가와신경내과 클리닉 우편번호 513-0802
미에현 스즈카시 이노지케초 817-3

059-369-0001 http://www.masuzugawa.com (일본어)

마치시 클리닉 우편번호 519-1412
미에현 이가시 시모쓰게 1092

0595-45-7788 http://www.myclinic.ne.jp/matishi (일본어)

마쓰자키치과의원 우편번호 516-0072
미에현 이세시 미야지리 3-1-22

0596-22-2566 http://www.zd.ztv.ne.jp/dentalmm/ (일본어)

마쓰시마치과의원 우편번호 515-0818
미에현 마쓰사카시 가와이마치 760-3

0598-21-9191 http://nttbj.itp.ne.jp/0598219191/ (일본어)

마쓰다소아과 클리닉 우편번호 511-0865
미에현 구와나시 후지가오카 9-106

0594-24-7225 http://www.matsuda-kids.com/ (일본어)

마쓰모토 클리닉 우편번호 515-0045
미에현 마쓰사카시 마에노헤타초 1619-45

0598-26-3555 http://www.shoutoku.or.jp/matumoto (일본어)

미에 의료복지생활협동조합 다카차야 진료소 우편번호 514-0819
미에현 쓰시 다카자야 5-11-48

059-234-5384 https://www.mie-gmc.jp (일본어)

미에현립 이치시병원 우편번호 515-3133
미에현 쓰시 하쿠산초 미나미이에키 616

059-262-0600 http://www.pref.mie.lg.jp/IHOS/HP/ (일본어)

지방독립행정법인 미에현립 종합의료센터 우편번호 510-8561
미에현 욧카이치시 오아자 히나가 5450-132

059-345-2321 http://www.mie-gmc.jp (일본어)

미에 하트센터 우편번호 515-0302
미에현 다키군 메이와초 오요도 2227-1

0596-55-8188 http://www.mie-heartcenter.com (일본어)
http://www.mie-heartcenter.com/en/index.html (영어)

미도리 클리닉 우편번호 514-1113
미에현 쓰시 히사이노무라초 아자 곤다 314-13

059-254-3636 http://www.midori-clinic.com (일본어)

무쓰미치과 클리닉 우편번호 511-0065
미에현 구와나시 다이오초 48-5 다이니 야마토 빌딩 2F

0594-21-9399  

무라시마정형외과·리허빌리테이션과 우편번호 513-0811
미에현 스즈카시 야나기초 1658-1

059-381-1199 http://murashima.com (일본어)

모리치과 클리닉 우편번호 511-0513
미에현 이나베시 후지와라초 시모노지리 419

0594-46-4103  

야나세 클리닉 우편번호 514-0016
미에현 쓰시 오토베 5-3

059-227-5585 http://www.pmc.or.jp/yanase/ (일본어)

요시다 덴털 오피스 우편번호 515-0083
미에현 마쓰사카시 나카마치 1832

0598-26-2010 http://www.yoshida-do.net (일본어)

라이온치과 우편번호 510-8033
미에현 욧카이치시 시모사자라이초 13-19

059-365-9287  

란 클리닉 우편번호 510-0836
미에현 욧카이치시 마쓰모토 3-9-11

059-359-2000  

리본 덴털 클리닉 우편번호 510-0085
미에현 욧카이치시 스와초 13-8 아트레스와신미치 1층

059-340-5400 http://rebon-dc.com/ (일본어)

미에키타 의료센터 이나베종합병원 우편번호 511-0428
미에현 이나베시 호쿠세이초 아게키 771

0594-72-2000 http://www.miekosei.or.jp/4_ish/ (일본어)

스즈카 주오종합병원 우편번호 513-8630
미에현 스즈카시 야스즈카초 아자 야마노하나 1275-53

059-382-1311 http://www.miekosei.or.jp/2_sch/ (일본어)

스즈카 가이세이병원 우편번호 513-8505
미에현 스즈카시 고초 112-1

059-375-1212 http://www.kaiseihp.com/ (일본어)

독립행정법인 국립병원기구 미에 주오의료센터 우편번호 514-1101
미에현 쓰시 히사이묘진초 2158-5

059-259-1211 http://www.miechuo-hosp.jp (일본어)

오카나미종합병원　 우편번호 518-0842
미에현 이가시 우에노쿠와마치 1734번지（2023/1/1～
미에현 이가시 가미노쇼 2711 번지1）

0595-21-3135 https://www.okanami.com (일본어)

이가시립 우에노종합시민병원 우편번호 518-0823
미에현 이가시 시주쿠초 831

0595-24-1111 https://www.cgh-iga.jp/ (일본어)

나바리시립병원 우편번호 518-0481
미에현 나바리시 유리가오카니시이치반초 178번지

0595-61-1100 https://nabari-city-hospital.jp/ (일본어)

독립행정법인 국립병원기구 미에병원 우편번호 514-0125
미에현 쓰시 오자토쿠보타초 357번지

059-232-2531 https://mie.hosp.go.jp/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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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카이안과 우편번호 514-0009

미에현 쓰시 하도코로초 399번지
059-228-8111 https://tokaiganka.or.jp/ (일본어)

마쓰사카 주오종합병원 우편번호 515-8566
미에현 마쓰사카시 가와이마치 102

0598-21-5252 http://www.miekosei.or.jp/1_mch/index.html (일본어)

사이세이카이 마쓰사카종합병원 우편번호 515-8557
미에현 마쓰사카시 아사히마치 잇쿠 15-6

0598-51-2626 http://www.matsusaka.saiseikai.or.jp/index2.html
(일본어)

마쓰사카시민병원 우편번호 515-8544
미에현 마쓰사카시 도노마치 1550

0598-23-1515 http://www.city.matsusaka.mie.jp/site/hosannai/
(일본어)

시립 이세종합병원 우편번호 516-0014
미에현 이세시 구스베초 3038번지

0596-23-5111 https://hospital.city.ise.mie.jp/ (일본어)

미에현립 시마병원 우편번호 517-0595
미에현 시마시 아고초 우가타 1257번지

0599-43-0501 https://kenritsushima.jadecom.or.jp/ (일본어)

마쓰사카 고세이병원 우편번호 515-0044
미에현 마쓰사카시 구보초 1927-2

0598-29-1311 http://www.matsusaka-kousei.com (일본어)

오와세종합병원 우편번호 519-3693
미에현 오와세시 우에노초 5-25

0597-22-3111 http://owasehp.jp/ (일본어)

모리에이병원 우편번호 511-0038
미에현 구와나시 우치보리 28번지 1

0594-23-0452 https://www.moriei.jp/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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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쓰적십자병원 우편번호 520-8511

시가현 오쓰시 나가라 1-1-35
81-77-5224131 https://www.otsu.jrc.or.jp/ (일본어)

지방독립행정법인시립 오쓰시민병원 우편번호 520-0804
시가현 오쓰시 모토미야 2-9-9

077-522-4607 https://och.or.jp/ (일본어)

시가의과대학의학부 부속병원 우편번호 520-2192
시가현 오쓰시 세다쓰키노와초

077-548-2111 https://www.shiga-med.ac.jp/hospital/ (일본어)
https://www.shiga-
med.ac.jp/hospital/doc/english/index.html (영어)

사이세이카이 시가현병원 우편번호 520-3046
시가현 릿토시 오하시 2-4-1

077-552-1221 https://www.saiseikai-shiga.jp (일본어)

사회의료법인 세이코카이 오미의료센터 우편번호 525-8585
시가현 구사쓰시 야바세초 1660

+81-77-563-8866 https://www.seikoukai-sc.or.jp/omi-mc/ (일본어)
https://www.seikoukai-sc.or.jp/omi-mc/en (영어)

시립 야스병원 우편번호 520-2331
시가현 야스시 고시노하라 1094

077-587-1332 https://www.yasu-hp.jp/ (일본어)

오미 구사쓰 도쿠슈카이병원 우편번호 525-0054
시가현 구사쓰시 히가시야구라 3-34-52

077-567-3610 http://www.oumi-kusatsu-hp.jp (일본어)

공립 고가병원 우편번호 528-0074
시가현 고카시 미나쿠치초 마쓰오 1256번지

0748-62-0234(대표) http://www.kohka-hp.or.jp (일본어)
http://www.kohka-hp.or.jp/patient/interpreter01.html（ポル
トガル語・スペイン・中国語）

고난병원 우편번호 520-3321
시가현 고카시 고난초 가즈라키 958

0748-86-3131 https://www.kohnan-shiga.or.jp/ (일본어)

공익재단법인 오미 교다이샤보리스 기념병원 우편번호 523-8523
시가현 오미하치만시 기타노쇼초 492

0748-32-5211 http://www.vories.or.jp/ (일본어)

히가시오미시립 노토가와병원 우편번호 521-1223
시가현 히가시오미시 이노코초 191번지

0748-42-1333  

나가하마적십자병원 우편번호 526-8585
시가현 나가하마시 미야마에초 14-7

0749-63-2111 http://www.nagahama.jrc.or.jp (일본어)

일반재단법인 오미아이린엔이마즈병원 우편번호 520-1605
시가현 다카시마시 이마즈초 미나미신보 87-1

0740-22-2238 http://www.oumiairinen.org/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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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하타 진료소 우편번호 604-8117

교토부 교토시 나카교구 호리노우에초 119 오카마쓰빌딩
3F

075-213-0567 http://www.tahata-clinic.jp/ (일본어)

의료법인 사카베의원 우편번호 604-0933
교토부 교토시 나카교구 고코마치도리니조 사가루
야마모토초 435

075-231-1624 http://www.sakabeclinic.com/ (일본어)

교토 다이니적십자병원 우편번호 602-8026
교토부 교토시 가미교구 가만자도리 마루타마치 아가루
하루오비초 355-5

075-231-5171 https://www.kyoto2.jrc.or.jp/ (일본어)

교토부립의과대학 부속병원 우편번호 602-8566
교토부 교토시 가미교구 가와라마치도리 히로코지 아가루
가지이초 465

075-251-5111 http://www.h.kpu-m.ac.jp/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게이신카이 교토 다케다병원 우편번호 600-8884
교토부 교토시 시모교구 니시시치조미나미 기누타초 11

075-312-7001 http://www.kyototakeda.jp/ (일본어)
http://www.kyototakeda.jp/english/index.html (영어)

의료법인 사단 고세이카이 다케다병원 우편번호 600-8558
교토부 교토시 시모교구 시오코지도리
니시노토인히가시이루 히가시시오코지초 841-5 

075-361-1351 http://www.takedahp.or.jp/koseikai/ (일본어)
https://www.takedahp.or.jp/koseikai/english/ (영어)
https://www.takedahp.or.jp/koseikai/chinese/ （中国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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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교토사회사업재단 교토 가쓰라병원 우편번호 615-8256

교토부 교토시 니시쿄구 야마다히라오초 17
075-391-5811 http://www.katsura.com/ (일본어)

윤 진료소 우편번호 604-8463
교토부 교토시 나카교구 니시노쿄엔마치 11-5

075-466-5308  

교토 다이이치적십자병원 우편번호 605-0981
교토부 교토시 히가시야마구 혼마치 15-749

075-561-1121 http://www.kyoto1-jrc.org/ (일본어)

의료법인 이진카이 다케다종합병원 우편번호 601-1495
교토부 교토시 후시미구 이시다모리미나미초 28-1

075-572-6331 http://www.takedahp.or.jp/ijinkai/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라쿠와카이 라쿠와카이 오토와병원 우편번호 607-8062
교토부 교토시 야마시나구 오토와진지초 2

075-593-4111 http://www.rakuwa.or.jp/otowa/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라쿠와카이라쿠와카이 오토와 기념병원 우편번호 607-8116
교토부 교토시 야마시나구 고야마진주초 29-1

075-594-8010 http://www.rakuwa.or.jp/kinen (일본어)
http://www.rakuwa.or.jp/kinen/en (영어)
http://www.rakuwa.or.jp/kinen/dialysis/zh.html (中文簡体)
http://www.rakuwa.or.jp/kinen/dialysis/zh-tw.html (中文繁体)
http://www.rakuwa.or.jp/kinen/dialysis/kr.htm (韓国語)

니시카와의원 우편번호 612-8005
교토부 교토시 후시미구 모모야마초 나카지마초 25

075-605-1011  

의료법인 사단 하야시정형외과의원 우편번호 612-0863
교토부 교토시 후시미구 후카쿠사후지노모리초 38

075-644-2366  

의료법인 도진카이(사단) 교토 구조병원 우편번호 601-8453
교토부 교토시 미나미구 가라하시라조몬초 10

075-691-7121 http://www.dojinkai.com/kujohp/ (일본어)

후지와라의원 우편번호 606-8285
교토부 교토시 사쿄구 기타시라카와히가시쿠보타초 66

075-711-8885  

피부과·내과 오노의원 우편번호 606-8114
교토부 교토시 사쿄구 이치조지키타오마루초 25 오노빌딩
1F

075-723-0077  

의료법인 사단 나카지마의원 우편번호 606-8203
교토부 교토시 사쿄구 다나카세키덴초 1-4

075-723-1833 http://www.nakajima1992.com/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데이의원 우편번호 606-8404
교토부 교토시 사쿄구 조도지시모미나미다초 3-5

075-752-0556 http://www.tei.or.jp/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준와카이 교토 시모가모병원 우편번호 606-0866
교토부 교토시 사쿄구 시모가모히가시모리가마에초
17번지

075-781-1158 http://www.shimogamo.jp/ (일본어)

미우라 진료소 우편번호 606-0862
교토부 교토시 사쿄구 시모가모혼마치 12-4

075-781-2528 http://www.miura-shinryosho.jp (일본어)

모리시마의원 우편번호 604-8414
교토부 교토시 나카교구 니시노쿄오구라초 4

075-811-4073  

의료법인 사단 고무로정형외과의원 우편번호 616-8313
교토부 교토시 우쿄구 사가노히라키초 21

075-871-0519 http://www.komuro-clinic.com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게이진카이 나기쓰지병원 우편번호 607-8163
교토부 교토시 야마시나구 나기쓰지히가시쓰부시 5-1

075-591-1131 http://www.nagitsuji-hp.jp/ (일본어)

라쿠와카이 마루타마치병원 우편번호 604-8401
교토후 교토시 나카교구 주라쿠마와리마쓰시타쵸 9번지 7

075-801-0351 http://www.rakuwa.or.jp/maruta/ (일본어)

우타노병원 우편번호 616-8255
교토시 우교구 나루타키온도야마쵸 8　

075-461-5121 https://utano.hosp.go.jp/ (일본어)

스즈키내과 클리닉 우편번호 617-0814
교토부 나가오카쿄시 이마자토니시노쿠치 7-1

075-955-7998  

교토부립의과대학 부속 호쿠부 의료센터 우편번호 629-2261
교토부 요사군 요사노초 오토코야마 481

0772-46-3371 http://nmc.kpu-m.ac.jp/ (일본어)

교탄고시립 쓰야사카병원 우편번호 627-0111
교토부 교탄고시 야사카초 3452-1

0772-65-2003 https://www.city.kyotango.lg.jp/yasaka_hospital/index.
html (일본어)

교탄고시립 구미하마병원 우편번호 629-3403
교토부 교탄고시 구미하마초 161번지

0772-82-1500 https://www.city.kyotango.lg.jp/kumihama_hospital/in
dex.html (일본어)

의료법인 후쿠후지카이 교토 루네스병원 우편번호 620-0054
교토부 후쿠치야마시 스에히로초 4-13

0773-22-3550 http://www.renaiss.jp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아오바 진료소 우편번호 625-0051
교토부 마이즈루시 유키나가히가시마치 26-6

0773-63-7756  

의료법인 도쿠슈카이 우지 도쿠슈카이병원 우편번호 611-0041
교토부 우지시 마키시마초 이시바시 145

0774-20-1111 http://www.ujitoku.or.jp/ (일본어)

교토 오카모토 기념병원 우편번호 613-0034
교토부 구세군 구미야마초 사야마니시노쿠치 100번지

0774-48-5500 http://www.okamoto-hp.or.jp/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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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치안과 우편번호 614-8111

교토부 야와타시 가와구치코니시 9-7
075-972-2220 http://adachiganka.net (일본어)

교토 다나베중앙병원 우편번호 610-0334
교토후 교타나베시 다나베츄오 6-1-6

0774-63-1111 https://chuo.sekitetsukai.kyoto/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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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단법인 스미토모병원 우편번호 530-0005

오사카부 오사카시 기타구 나카노시마 5-3-20
06-6443-1261 http://www.sumitomo-hp.or.jp/index.php (일본어)

의료법인 도쿠슈카이 노자키 도쿠슈카이병원 우편번호 574-0074
오사카부 다이토시 다니가와 2-10-50

072-874-1641 https://nozaki.tokushukai.or.jp/ (일본어)

의료법인 도쿠주카이 스이타도쿠주카이병원 우편번호 565-0814
오사카부 스이타시 센리오카니시 21-1

06-6878-1110 https://www.suita.tokushukai.or.jp/ (일본어)
https://www.suita.tokushukai.or.jp/en/ (영어)
https://www.suita.tokushukai.or.jp/zh-cn/ (中国語)

의료법인 도쿠슈카이 기시와다 도쿠슈카이병원 우편번호 596-8522
오사카부 기시와다시 가모리초 4-27-1

072-445-9915 https://kishiwada.tokushukai.or.jp/ (일본어)
https://kishiwada.tokushukai.or.jp/en/ (영어)
https://kishiwada.tokushukai.or.jp/zh/ (中国語)

의료법인 도쿠슈카이 야오 도쿠슈카이종합병원 우편번호 581-0011
오사카부 야오시 와카쿠사초 17-1

072-993-8501 https://www.yao.tokushukai.or.jp (일본어)

국립대학법인 오사카대학 의학부 부속병원 우편번호 565-0871
오사카부 스이타시 야마다오카 2-15

06-6879-5111 https://www.hosp.med.osaka-u.ac.jp/ (일본어)
https://www.hosp.med.osaka-u.ac.jp/english/ (영어)

학교법인 간사이의과대학 부속병원 우편번호 573-1191
오사카부 히라카타시 신마치 2-3-1

072-804-0101 http://www.kmu.ac.jp/hirakata/index.html (일본어)

간사이의과대학 종합의료센터 우편번호 570-8507
오사카부 모리구치시 후미조노초 10-15

06-6992-1001 http://www.kmu.ac.jp/takii/ (일본어)

공익재단법인 다즈케코후카이 의학연구소 기타노병원 우편번호 530-8480
오사카부 오사카시 기타구 오기마치 2-4-20

06-6312-1221 https://www.kitano-hp.or.jp/ (일본어)
https://www.kitano-hp.or.jp/english (영어)

공익재단법인 니혼세이메이 사이세이카이
니혼세이메이병원

우편번호 550-0006
오사카부 오사카시 니시구 에노코지마 2-1-54

06-6443-3446 https://www.nissay-hp.or.jp/ (일본어)
https://www.nissay-hp.or.jp/en/ (영어)
https://www.nissay-hp.or.jp/cn/ (中国語)

사회의료법인 아이진카이 지부네병원 우편번호 555-0034
오사카부 오사카시 니시요도가와구 후쿠마치 3-2-39

06-6741-9541 https://www.chibune.aijinkai.or.jp/ (일본어)
https://www.nissay-hp.or.jp/cn/ (中国語)

사회의료법인 아이진카이 다카쓰키병원 우편번호 569-1192
오사카부 다카쓰키시 고소베초 1-3-13

072-681-3801 https://www.takatsuki.aijinkai.or.jp/ (일본어)

사회의료법인 고도카이 나니와 이쿠노병원 우편번호 556-0014
오사카부 오사카시 나니와구 다이코쿠 1-10-3

06-6632-9915 http://www.koudoukai.or.jp/naniwa-hp/ (일본어)

사회의료법인 세이초카이 후추병원 우편번호 594-0076
오사카부 이즈미시 히코초 1-10-17

0725-43-1234 https://seichokai.jp/fuchu/ (일본어)

사회복지법인 온시재단 사이세이카이 스이타병원 우편번호 564-0013
오사카부 스이타시 가와조노초 1-2

06-6382-1521 http://www.suita.saiseikai.or.jp (일본어)

사립학교법인 오사카치과대학 부속병원 우편번호 540-0008
오사카부 오사카시 주오구 오테마에 1-5-17

06-6910-1111 https://www.osaka-dent.ac.jp/hospital/ (일본어)

지방독립행정법인 린쿠 종합의료센터 우편번호 598-8577
오사카부 이즈미사노시 린쿠오라이키타 2-23

072-469-3111 http://www.rgmc.izumisano.osaka.jp/ (일본어)
http://www.rgmc.izumisano.osaka.jp/10_E/index.html
(영어)

지방 독립행정법인 오사카부립병원기구
오사카급성기·종합의료센터

우편번호 558-8558
오사카부 오사카시 스미요시구 반다이히가시 3-1-56

06-6692-1201 http://www.gh.opho.jp/ (일본어)
https://www.gh.opho.jp/patient/699.html (영어)

일본 적십자사 오사카적십자병원 우편번호 543-8555
오사카부 오사카시 덴노지구 후데가사키초 5-30

06-6774-5111 https://www.osaka-med.jrc.or.jp/index.html (일본어)
https://www.osaka-med.jrc.or.jp/english/ (영어)

의료법인 게이진카이 다나카병원 우편번호 567-0861
오사카부 이바라키시 히가시나라 3-16-31

072-635-5831 https://www.tanaka-hsp.or.jp (일본어)

국립대학법인 오사카대학 치학부 부속병원 우편번호 565-0871
오사카부 스이타시 야마다오카 1-8

06-6879-5111 https://hospital.dent.osaka-u.ac.jp/ (일본어)
https://hospital.dent.osaka-u.ac.jp/index-e.html
(영어)

사회의료법인 고토부키카이 도미나가병원 우편번호 556-0017
오사카부 오사카시 나니와구 미나토마치 1-4-48

06-6568-1601 https://www.tominaga.or.jp/ (일본어)

사회의료법인 주라쿠카이 오노 기념병원 우편번호 550-0015
오사카부 오사카시 니시구 미나미호리에 1-26-10

06-6531-1815 https://www.ohno.or.jp (일본어)
https://www.ohno.or.jp/archives/13049 (영어)

사회복지법인 이시이키넨아이젠엔 부속 아이젠바시병원 우편번호 556-0005
오사카부 오사카시 나니와구 닛폰바시 5-16-15

06-6633-2801 http://www.aizenen.or.jp/byouin/ (일본어)

지방 독립행정법인 사카이시립병원기구 사카이시립
종합의료센터

우편번호 593-8304
오사카부 오사카시 니시구 에바라지초 1-1-1

072-272-1199 http://www.sakai-city-hospital.jp/ (일본어)
http://www.sakai-city-hospital.jp/lang/english/ (영어)
http://www.sakai-city-hospital.jp/lang/chinese/ (中国語)
http://www.sakai-city-hospital.jp/lang/korean/ (韓国語)

독립행정법인 국립병원기구 오사카미나미 의료센터 우편번호 586-8521
오사카부 가와치나가노시 기도히가시마치 2-1

0721-53-5761 https://osakaminami.hosp.go.jp/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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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료법인 교와카이 가노종합병원 우편번호 531-0041

오사카부 오사카시 기타구 덴진바시 7-5-15
06-6351-5381 http://www.heartfull.or.jp/ (일본어)

사회의료법인 사사키카이 아이노미야코 뇌신경외과병원 우편번호 538-0044
오사카부 오사카시 쓰루미구 하나텐히가시 2-21-16

06-6965-1800 http://www.ainomiyako.net (일본어)

종교법인 재일본 남장로회 선교부 요도가와기독교병원 우편번호 533-0024
오사카부 오사카시 히가시요도가와구 구니지마 1-7-50

06-6322-2250 http://www.ych.or.jp/ (일본어)

사립학교법인 긴키대학 긴키대학병원 우편번호 589-8511
오사카부 오사카사야마시 오노히가시 377-2

072-366-0221 https://www.med.kindai.ac.jp/ (일본어)

스에히로 치과 의원 우편번호 532-0032
오사카시 요도가와구 미쓰야키타 1-33-13

06-6305-6644 https://www.suehiro-do.com/ (일본어)

다카오 치과 의원 우편번호 561-0829
도요나카시 센나리초 3-3-10

06-6334-8211 https://takao.dental-net.jp/ (일본어)

이 클리닉 우편번호 531-0073
오사카시 기타구 혼조니시 1-13-15 나오미 빌딩 1층

06-6292-0155 https://goleeclinic.com/ (일본어)

의료 법인 호비카이 노구치 치과 클리닉 우편번호 593-8324
사카이시 니시구 오토리히가시마치 3-281-1

072-272-8469  

마에다 치과 의원 우편번호 572-0004
네야가와시 나리타초 11-5

072-834-8637 https://maeda.dental-net.jp/ (일본어)

히라타 치과 의원 우편번호 543-0001
오사카시 덴노지구 우에혼마치 1-1-3 어메니티 힐스 4F

06-6765-8128 https://www.microdent.net/ (일본어)

의료 법인 호사카 소아 클리닉 우편번호 573-0084
히라카타시 고리가오카 3-12-1

072-854-0413 https://www.hosaka-kids.com/ (일본어)

야마카미 의원 우편번호 590-0521
센난시 다루이 6-10-7

072-483-2501 http://yamagami-clinic.jp/ (일본어)

가토 비뇨기과, 내과, 외과 클리닉 우편번호 573-0103
히라카타시 나가오아라사카 1-2889-1

072-896-5703 https://kato-urology.com/ (일본어)

의료 법인 모리오카 치과 의원 우편번호 536-0016
오사카시 조토구 가모 1-1-15

06-6934-0418 https://morioka-dental.jp/ (일본어)

노이 치과 클리닉 우편번호 542-0085
오사카시 주오구 신사이바시스지 2-2-22 고다이마루 빌딩
4F A호실

06-6213-0418 http://noi.upper.jp/ (일본어)

구보 치과 클리닉 우편번호 561-0881
도요나카시 나카사쿠라즈카 3-10-12 빌라 모리타 1층

06-6151-5735 https://kubodnt.com/ (일본어)

혼마치 덴탈 클리닉 우편번호 541-0054
오사카시 주오구 미나미혼마치 4-1-1 요도코 빌딩 7F

06-6253-0380 http://www.hommachidentalclinic.com/ (일본어)

구치이 치과 의원 우편번호 547-0024
오사카시 히라노구 우리와리 3-2-44 세존이치반칸 201호

06-6706-2564  

미토 치과 의원 우편번호 563-0029
이케다시 사쓰키가오카 1-7-1

072-752-9450  

다카하라 치과 의원 우편번호 541-0059
오사카시 주오구 바쿠로마치 1-9-12-2F

06-6267-8341 https://www.takahara-dc.com/ (일본어)

의료 법인 이 스마일 국제 교정 치과 우편번호 543-0074
오사카시 덴노지구 로쿠만타이초 5-13-2F

0120-376-453 https://www.esmile.jp/ (일본어)

아카네 클리닉 우편번호 581-0001
야오시 스에히로초 5-3-14

072-927-9121 https://www.akane-clinic.jp/ (일본어)

모리가 치과 우편번호 532-0026
오사카시 요도가와구 쓰카모토 3-4-26

06-6885-6480 https://morigashika.wixsite.com/morigashika (일본어)

의료 법인 마쓰시타 치과 우편번호 581-0883
야오시 온지나카마치 1-12-2 묘조 빌딩 2F

072-941-9164  

데라우라 치과 의원 우편번호 541-0059
오사카시 주오구 바쿠로마치 2-2-2 데라우라 가제 빌딩 2F

06-6261-0118 http://www.teraura-dental.com/ (일본어)

의료 법인 호리이 이비인후과 우편번호 552-0015
오사카시 미나토구 이케지마 1-1-20

06-6572-4658 http://www.horii-ent.jp/ (일본어)

의료 법인 요시나가 치과 의원 우편번호 578-0931
히가시오사카시 하나조노히가시마치 2-7-28

072-965-8049 http://www.yoshinaga-dc.com/ (일본어)

신사이바시 이누이 피부과 우편번호 542-0081
오사카시 주오구 미나미센바 3-5-11 신사이바시 프런트
빌딩 4F

06-6484-5755 http://inuihifuka.com/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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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 클리닉 우편번호 577-0842

히가시오사카시 아지로 미나미 1-2-8 오카시마 라인
하우스 1층

06-6726-2671  

유 뇌신경외과 우편번호 560-0083
도요나카시 신센리 니시마치 1-1-7-1 레이벤 빌딩
센리주오 3층

06-6155-4360 https://www.yuncl.jp/ (일본어)

아다치 교정 치콰 우편번호 562-0001
미노오시 미노오 5-11-8 미네마츠 빌딩 2층

072-724-2866 https://adachi-ortho.com/ (일본어)

니시나카 치과의원 우편번호 533-0032
오사카시 히가시요도가와구 아와지 4-6-22 구도 빌딩 2층

06-6321-1419  

의료법인 지쓰유카이 고마쓰 클리닉 우편번호 559-0034
오사카시 스미노에구 난코키타 1-17-19-303

06-4703-0257 http://zitsuyu.com/ (일본어)

의료법인 겐세이카이 마스다 치과・교정 치과 우편번호 530-0044
오사카시 기타구 히가시텐마 1-11-9 와키 빌딩 1층
101호실

06-6352-1187 https://www.masuda-do.com/ (일본어)

의료법인 로쿠시카이 DENTAL OFFICE OTANI 우편번호 530-0012
오사카시 기타구 시바타 2-2-1 OSAKA UK GATE 3층

06-4802-0070 https://www.doo.or.jp/ (일본어)

호리구치 패밀리 치과 우편번호 538-0031
오사카시 쓰루미구 맛타오미야 2-2-41

06-6915-0500 https://hf-dentist.com/ (일본어)

의료법인 기와카이 YUMI Kids Dental Clinic 우편번호 542-0063
오사카시 주오구 도헤이 2-2-23-2F

06-6710-4182 https://www.yumi-kids-dental.com/ (일본어)

의료법인 이와사 클리닉 우편번호 573-0086
히라카타시 고리엔초 9-22

072-831-1666 https://www.iwasaclinic.com/ (일본어)

히라야마 안과 클리닉 우편번호 550-0023
오사카시 니시구 지요자키 1-4-10

06-6586-1203 http://www.hirayamaeyeclinic.com/ (일본어)

쓰키노 치과 클리닉 우편번호 555-0031
오사카시 니시요도가와구 데키지마 2-7-8

06-6471-6000 http://moon-dc.jp/ (일본어)

나카무라 클리닉 우편번호 543-0052
오사카시 덴노지구 다이도 4-10-15 NKM-1빌딩 1층

06-6771-0266 https://nkcl.net/ (일본어)

의료법인 야스기 클리닉 우편번호 530-0033
오사카시 기타구 이케다마치 1-75 스토크맨션 덴마
102-103호실

06-6353-0505 https://yasugi-clinic.com/ (일본어)

의료법인 유타카 치과의원 우편번호 532-0002
오사카시 요도가와구 히가시미쿠니 2-17-26

06-6391-1869 https://www.yutaka-dental.net/english.html (일본어)

오카무라 치과 우편번호 541-0041
오사카시 주오구 기타하마 1-8-16 오사카 증권거래소 2층

06-6229-6480 http://www.okamura-dental.jp/ (일본어)

사와다 치과 우편번호 542-0085
오사카시 주오구 신사이바시스지 1-5-28 신사이바시 코어
빌딩 2층

06-6252-0118  

의료법인 쇼키카이 사카타니 클리닉 우편번호 569-0822
다카쓰키시 쓰노에초 1-44-3

072-670-0155 https://www.eonet.ne.jp/~sakataniclinic/ (일본어)

치주병 의료 전문 클리닉 SPIDO 우편번호 530-0012
오사카시 기타구 시바타 1-4-14 시바타초 빌딩 3층

06-6743-4560 https://spido-dental.com/ (일본어)

의료법인 료유카이 히시다 치과 클리닉 우편번호 572-0029
네야가와시 고토부키초 48-12 가와세 빌딩 2층

072-833-3431 http://www.hishida-dental.com/ (일본어)

의료법인 야마바 치과의원 도케에데노미치 덴탈 클리닉 우편번호 573-1137
히라카타시 니시쇼다이초 1243-2F

072-856-6502 https://yamaba.com/ (일본어)

다케야마 치과 우편번호 595-0025
이즈미오쓰시 아사히초 16-4 블랑뮤르 IMAI 2 층

0725-33-8049  

아비코에키마에 쓰지모토 정형외과 의원 우편번호 558-0013
오사카시 스미요시구 아비코히가시 2-7-38 클리닉
스테이션 아비코 2층

06-6692-0222 https://tsujimoto.clinic/ (일본어)

사쿠라이 치과의원 우편번호 553-0003
오사카시 후쿠시마구 후쿠시마 6-11-13 샤토 니시우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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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453-3711  

미나미 클리닉 우편번호 562-0023
미노오시 아오마타니니시 1-1-12

072-768-8120 https://mina-cli.com/ (일본어)

의료법인 구보타 어린이 클리닉 우편번호 544-0033
오사카시 이쿠노구 가쓰야마키타 2-6-18

06-7894-1100 http://www.kubota-kids.com/ (일본어)

가미히가시 사하라 치과 우편번호 547-0002
오사카시 히라노구 가미히가시 1-10-38 이모토 맨션 1층

06-4303-8148 https://sahara-dnt.com/ (일본어)

의료법인 하쿠아카이 고무로 치과 아베노하루카스 진료소 우편번호 545-6008
오사카시 아베노구 아베노스지 1초메 1-43
아베노하루카스 긴테쓰혼텐 8층

06-6623-2401 https://www.komuro-dental.com/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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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하야시 치과 의원 우편번호 579-8053

히가시오사카시 시조초 1-14 클리닉 프라자 빌딩 3층
072-981-8108 https://www.yamabayashi.com/ (일본어)

의료법인 겐코카이 나미요케 치과의원 우편번호 552-0001
오사카시 미나토구 나미요케 3-8-7 프라임 스테이지
벤텐초 1층

06-6583-4182 https://www.namiyoke-dental.com/ (일본어)

쿠스노키 진료소 우편번호 573-1105
히라카타시 미나미쿠즈하 1-28-1

072-866-2001 https://kuzuha-kusunoki.com/ (일본어)

의료법인 류진도회 류진도 의원 우편번호 552-0023
오사카시 미나토구 코세이 3-2-7

06-6571-0030 https://ryuujindou.net/ (일본어)

하라노무라 클리닉 우편번호 543-0041
오사카시 텐노지 신포인쵸 21-3

06-6776-0203 http://www.haranomura.jp/ (일본어)

이마자토에키마에 치과 클리닉 우편번호 537-0014
오사카시 히가시나리구 오이마자토니시 1-30-8-1F

06-6977-1010 https://www.imazato-dental.com/ (일본어)

니타 치과 클리닉 우편번호 560-0036
토요나카시 호타루가이케니시마치 3-555　오사카
국제공항 터미널 빌딩 중앙1층

06-6856-7484 https://nittadental.jp/ (일본어)

의료법인 코진회 마이니치 덴탈 크리닉 우편번호 530-0001
오사카시 키타구 우메다 3-4-5 마이니치 인테시오 4F

06-6450-1888 https://www.mainichi-dental.com/ (일본어)

아이 치과 요츠바시원 우편번호 550-0013
오사카 니시구 니타 1-7-7 삼부빌딩 2층

06-6643-9863 https://www.ai-dental-clinic-yotsubashi.net/ (일본어)

모리 치과 의원 코지마 진료소 우편번호 561-0802
토요나카시 소네히가시노쵸 3-2-1 벨뷰 소네 2층

06-6862-1494  

의료법인 에이카회 오사카 텐마바시Ｙ＆Ｙ치과 우편번호 540-0012
오사카시 츄오구 타니마치 2-2-18 오테마에 다나카 빌딩
2F

06-6966-5548 https://yy-dental.jp/ (일본어)

ＤＵＯ 덴탈 클리닉 우편번호 530-0005
오사카시 키타구 나카노시마 3-3-3 나카노시마
미츠이빌딩 1층

06-6136-6480 https://www.duo-dental.com/ (일본어)

의료법인 이쿠세이회 사카키바라 치과 의원 우편번호 546-0021
오사카시 히가시스미요시구 테라가오카야타 3-1-2

06-6790-5252 https://www.sakakibara-dc.net/ (일본어)

마츠모토 클리닉 우편번호 578-0945
히가시오사카시 와카에키타마치 1-17-18

06-6723-4103 http://www.matsumoto-clinic.info/ (일본어)

클리훔 태아 진단 클리닉 우편번호 543-0001
오사카시 텐노지구 우에혼마치 7-1-24 마츠시타 빌딩 3층

06-6775-8111 https://fetal-medicine-pooh.jp/ (일본어)

메이유 교정 치과 우편번호 565-0874
스이타시 후루에다이 4-2-25

06-6833-5777 http://www.mayyou-kyousei.jp/ (일본어)

나카에비에 정형외과 우편번호 553-0001
오사카시 후쿠시마구 에비에 5-6-11

06-6345-3553 https://www.nakaebie.com/ (일본어)

의료법인 키무라 치과 클리닉 우편번호 531-0072
오사카시 키타구 토요사키쵸 4-11-11 유하이츠 1F

06-6371-8041 https://kimura-dent.net/ (일본어)

쿠리타니 치과 우편번호 591-8031
사카이시 키타구 모즈우메키타쵸 1-6 와이즈워크
미쿠니가오카 1층

072-240-5010  

지방독립행정법인 오사카부립 병원기구 오사카 국제
암센터 

우편번호 541-8567
오사카시 츄오구 오테마에 3-1-69

06-6945-1181 https://oici.jp/ (일본어)

우니시 소아과 우편번호 573-0032
히라카타시 오카히가시쵸 3-7

072-841-2579 https://unishi.jp/ (일본어)

이와모토 치과・교정 치과 우편번호 537-0024
오사카시 히가시나리구 히가시오바세 1-2-9

06-6971-5672 https://www.iwamotoshika.com/ (일본어)

의료법인 타이유지쵸 타니구치 의원 우편번호 530-0051
오사카시 키타구 타이유지쵸 4-20 스테라메이토 빌딩 4층

06-6364-4177 http://www.stellamate-clinic.org/ (일본어)

코바야시 치과 우편번호 590-0134
사카이시 미나미구 미이케다이 3-8-12

072-296-4180 https://koba-dc.com/ (일본어)

사메지마 코코로 클리닉 우편번호 541-0053
오사카시 츄오구 혼마치 3-5-2 타츠노혼마치 빌딩 3F

06-6266-0160 http://kokoro-cl.jp/ (일본어)

코코 덴탈 클리닉 우편번호 535-0022
오사카시 아사히구 신모리 3-16-22 다이니치 빌딩 1층

06-6180-8907 http://www.coco-dent.com/ (일본어)

쿠제 치과 의원 우편번호 537-0013
오사카 히가시나리구 오이마자토미나미 1-2-8

06-6978-1180 http://kuze-dental.com/ (일본어)

의료법인 코키회 다나카 치과 우편번호 530-0005
오사카시 키타구 나카노시마 5-3-68 리가 로열호텔 B1 

06-6443-1051 http://tanaka-dental-clinic.or.jp/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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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오카 피부과 의원 우편번호 572-0838

네야가와시 야사카쵸 14-12 졸리 빌딩Ⅱ 1층
072-822-7551 https://yoshiokahifuka.jp/ (일본어)

키타노 클리닉 우편번호 555-0031
오사카시 니시요도가와구 데키지마 1-4-18

06-6471-2916 https://kitano-clinic.or.jp/ (일본어)

키사키 클리닉 우편번호 532-0023
오사카시 요도가와구 쥬소히가시 2-7-8
엘디쥬소히가시에키마에 빌딩 3층

06-6476-7233 https://kisaki-clinic.com/ (일본어)

의료법인 이세이회 이세이카이 병원 우편번호 533-0022
오사카시 히가시요도가와구 스가하라 6-2-25

06-6326-1121  

나카무라 AJ 페인 클리닉 우편번호 542-0086
오사카시 추오구 신사이바시 1-1-10 프렐리 신사이바시
4층

06-6251-2012 https://www.aj-clinic.com/ (일본어)

오사카 공립대학 의학부속병원 우편번호 545-8586
오사카후 오사카시 아베노구 아사히마치 1-5-7

06-6645-2121 https://www.hosp.med.osaka-cu.ac.jp/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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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베대학 의학부 부속병원 우편번호 650-0017

효고현 고베시 주오구 구스노키초 7-5-2
078-382-5111 http://www.hosp.kobe-u.ac.jp (일본어)

http://www.hosp.kobe-u.ac.jp/e/ (영어)

요시다어던트병원 우편번호 657-0835
효고현 고베시 나다구 나다키타도오리 5-9-1

078-861-0001 http://www.yoshida-ardent-hospital.com/index.html
(일본어)

고베하쿠아이병원 우편번호 650-0052
효고현 고베시 주오구 모토마치도리 7-1-17

078-362-5010  

도와의원 우편번호 657-0846
효고현 고베시 나다구 이와야키타마치 4-3-5

078-881-0588 https://www.towa-clinic.jp/ (일본어)

간의원 우편번호 650-0046
효고현 고베시 주오구 미나토지마나카마치 6-2-1 A동 4호

078-303-1551 http://fdoc.jp/hp/1053276/ (일본어)

클리닉 오지 우편번호 651-0072
효고현 고베시 주오구 와키노하마초 3-5-7

078-222-3305  

고베 국제의료 연계클리닉 우편번호 650-0001
고베시 추오구 가노쵸 1-3-2 고토노하코 고베 1층

078-221-5777 https://kicc-medical.jp/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오가와의원 우편번호 660-0083
효고현 아마가사키시 도이초 4-40-3

06-6416-7789 http://www.ogawa-iin.jp/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후카에의원 우편번호 660-0052
효고현 아마가사키시 나나마쓰초 1-10-20

06-6419-1155 http://www.fukae-clinic.com (일본어)

야마토외과의원 우편번호 662-0863
효고현 니시노미야시 무로카와초 4-23

0798-72-3323  

아리가토 아시야 클리닉 우편번호 659-0093
효고현 아시야시 후나도초 3-24-1 MT빌딩 1층

0797-31-3939 https://www.arigatouashiya.com/ (일본어)

의료법인 준세이카이 아시야 그란데 클리닉 우편번호 659-0071
효고현 아시야시 마에다초 3-5

0797-22-8000 http://www.jyunseikai.com (일본어)

하기와라안과 클리닉 우편번호 660-0877
효고현 아마가사키시 미야우치초 2-42

06-6411-5853 http://www.hagiharaganka.jp/ (일본어)

야마다 클리닉 우편번호 666-0033
효고현 가와니시시 사카에마치 12-8 산보빌딩 6F

072-758-8125 http://www.all-for-smile.com/ (일본어)

에바라 어린이 클리닉 우편번호 669-1546
효고현 산다시 야요이가오카 1-11 플라워타운역빌딩 7F

079-562-8580 http://www.ebara-clinic.jp/ (일본어)

다카사고시민병원 우편번호 676-8585
효고현 다카사고시 아라이초 가미마치 33-1

079-442-3981 http://www.hospital-takasago.jp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마에다 클리닉 우편번호 675-1334
효고현 오노시 오시마초 710-1

0794-64-0771  

이치리츠 가사이병원 우편번호 675-2393
효고현 가사이시 호쿠죠쵸 1-13

0790-42-2200 https://www.city.kasai.hyogo.jp/site/hospital/ (일본어)

효고현립 하리마 히메지종합의료센터 우편번호 670-8560
효고현 히메지시 가미야쵸 3-264번지

079-289-5080 https://hgmc.hyogo.jp (일본어)

산부인과·부인과 오구니병원 우편번호 670-0652
효고현 히메지시 난조 2-23

079-284-0381 http://www.oguni-hp.com (일본어)

의료법인사단 세라카이 이노병원 우편번호 671-0102
효고현 히메지시 오시오쵸 시오사키 1-27번지

079-254-5553 http://www.inohos.com/ino (일본어)

의료법인 하쿠호카이 아코 하쿠호카이병원 우편번호 678-0239
효고현 아코시 가리야 아자 신마치 99

0791-45-1111 http://www.hakuho.or.jp/ako/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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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하쿠호카이 아코 주오병원 우편번호 678-0241

효고현 아코시 소몬초 52-6
0791-45-1111 http://www.hakuho.or.jp/ako/ (일본어)

공립 도요오카병원조합립 도요오카병원 우편번호 668-8501
효고현 도요오카시 도베라1094번지

0796-22-6111 https://www.toyookahp-kumiai.or.jp/toyooka/ (일본어)

효고현립 단바이 의료센터 우편번호 669-3495
효고현 단바시 히카미초 이소 2002-7

0795-88-5200 https://tmc.hyogo.jp/ (일본어)

스모토이쓰키병원 우편번호 656-0016
효고현 스모토시 구와마 428

0799-26-0770 https://awaji-itsuki.jp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유즈루하카이 고쿠나이 클리닉 우편번호 656-0533
효고현 미나미아와지시 기타아마신덴나카 40

0799-55-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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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독립행정법인 나라현립병원기구나라현 종합의료센터 우편번호 630-8581

나라현 나라시 시치조니시마치 2-897-5
0742-46-6001 http://www.nara-pho.jp (일본어)

사회복지법인 온시재단 사이세이카이 고쇼병원 우편번호 639-2306
나라현 고세시 오아자 미무로 20번지

0745-62-3585 http://www.saiseikai-gose.jp/ (일본어)

시라니와병원 우편번호 630-0136
나라현 이코마시 시라니와다이 6-10-1

0743-70-0022 http://www.allpines.jp/shiraniwa/ (일본어)

코쿠호 중앙병원 우편번호 636-0302
나라현 시키군 타와라모토초 미야코 404-1

0744-32-8800 https://www.kokuho-hp.or.jp/ (일본어)

구스하라 클리닉 우편번호 630-8233
나라현 나라시 오가와초 4번지

0742-26-0026 https://kusuhara.com (일본어)

에가와내과·소화기과의원 우편번호 630-8357
나라현 나라시 스루가마치 11-2

0742-24-9055 https://egawaclinic.com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고모토안과 우편번호 631-0076
나라현 나라시 도미오키타 1-3-2

0742-45-0363 https://koumoto-ganka.com/ (일본어)

시다소아과 클리닉 우편번호 631-0003
나라현 나라시 나카토미가오카 3-1

0742-81-8739 https://www.shida-kids.com (일본어)

니시와키 클리닉 우편번호 630-8305
나라현 나라시 히가시키데라초 2-7-13

0742-27-3033  

기타노의원 우편번호 630-8237
나라현 나라시 나카스지초 26번지

0742-23-2131 http://nttbj.itp.ne.jp/0742232131/index.html (일본어)

스즈키내과 클리닉 우편번호 631-0816
나라현 나라시 사이다이지혼마치 5-8

0742-33-3786 https://itp.ne.jp/info/296912375300000899 (일본어)

시마다안과 우편번호 631-0003
나라현 나라시 나카토미가오카 6-3-3 리콜라스
토미가오카 A동 3층

0742-52-8581 https://www.shimada-eye.com (일본어)

요 클리닉 우편번호 630-8115
나라현 나라시 오미야초 4-241-1

0742-32-3720 http://yo-clinic.squares.net (일본어)

시라야마의원 우편번호 630-8024
나라현 나라시 아마가쓰지나카마치 10-27

0742-35-1788 http://www.shirayamaiin.jp/ (일본어)

오카모토내과 어린이 클리닉 우편번호 633-0064
나라현 사쿠라이시 가이주 206

0744-42-4152 http://www.okamotonaikakodomo.com (일본어)

하네다의원 우편번호 633-0066
나라현 사쿠라이시 니시노미야 228-35

0744-43-2120  

이누이이비인후과 우편번호 633-0001
나라현 사쿠라이시 미와 47-1

0744-44-5587 https://itp.ne.jp/info/292054995300000899/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미도리카이 다나카 클리닉 우편번호 636-0933
나라현 이코마군 헤구리초 시모가이토 124

0745-45-1916 http://www.nara-tanakaclinic.com (일본어)

의료법인 아이시아이신카이 이와마순환기내과 우편번호 636-0002
나라현 기타카쓰라기군 오지초 오지 2-7-23
가메이코산빌딩 3층

0745-31-0007 https://iwama-cvdprevention.com (일본어)

구즈모토 패밀리 클리닉 우편번호 639-0215
나라현 기타카쓰라기군 간마키초 가쓰라기다이 3-12-22

0745-51-3355 http://www.kuzumoto-clinic.net/sp/ (일본어)

야마가미내과의원 우편번호 630-0201
나라현 이코마시 고묘초 554-1 니시구치빌딩 1F

0743-72-1300  

기무 클리닉 우편번호 635-0002
나라현 야마토타카다시 돈고 1-3-22

0745-24-7070  

클리닉 요시다 우편번호 634-0012
나라현 가시하라시 가시와테초 477-19

0744-29-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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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모토산부인과의원 우편번호 634-0804

나라현 가시하라시 나이젠초 4-4-26
0744-25-3389 http://www.sakamoto-sanfujinka.com/ (일본어)

야마모토소아과 우편번호 631-0806
나라현 나라시 스자쿠 6-9-5

0742-72-0055 http://www.kodomo-yama.jp/ (일본어)

사와다의원 우편번호 619-2200
나라현 고세시 180-14

0745-62-0801 https://sawada.youai-kai.com/ (일본어)

가미쓰지 소아클리닉 우편번호 631-0016
나라현 나라시 오시쿠마쵸 547-1 오시쿠마빌딩 2층

0742-48-0123  

세키슈카이병원 우편번호 630-8014
나라현 나라시 시죠오지 1-9-4

0742-34-6300 http://sekisyukai.com (일본어)

도미가오카 피부과 우편번호 631-0021
나라현 나라시 쓰루마이히가시마치 2-13 가쿠엔마에
VIV107호

0742-45-4888  

오조라 소아클리닉 우편번호 639-1135
나라현 야마토코리야마시 덴조쵸 223-1

0743-57-6972,070-8448-69
72

https://bigsky-c.com/ (일본어)

시마다의원 우편번호 639-3111
나라현 요시노군 요시노쵸 가미이치 126

0746-32-2026  

에가와내과 소화기과의원 우편번호 630-8357
나라현 나라시 스루가마치 11-2 스루가나카마치빌딩 1층

0742-24-9055 https://egawaclinic.com/ (일본어)

아베진료소 우편번호 630-0257
나라현 이코마시 모토마치 1-13-1 

　0743-74-7277 https://abe-sinnryousyo.com (일본어)

마쓰오내과 우편번호 631-0003
나라현 나라시 나카토미가오카 6-3-3

0742-52-8551 http://www.matsuonaika.jp (일본어)

요시모토 성형외과・외과병원 우편번호 639-2101
나라현 가츠라기시 히키다 676번지 1

0745-69-5353 https://www.yoshimoto-seikei.com/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세이신카이 사쿠라이병원 우편번호 633-0091
나라현 사쿠라이시 사쿠라이 973번지

０７４４－４３－３５４１  

데라사키클리닉 우편번호 630-8341
나라현 나라시 미나미조도쵸 67

0742-22-5091 http://www.terasaki-clinic.com (일본어)

나라히가시병원 우편번호 632-0001
나라현 덴리시 나카노쇼쵸 470

0743-65-1771 https://www.fureai-net.com (일본어)

헤이세이 기념병원 우편번호 634-0813
나라현 가시하라시 시조쵸 827

0744-29-3300 https://www.heisei-h.or.jp/ (일본어)

86 / 123



의료기관 일람 와카야마현

의료기관 주소 전화번호 웹사이트
와카야마현립의과대학 부속병원 우편번호 641-8510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 기미이데라 811-1
073-447-2300 https://www.wakayama-med.ac.jp/hospital/index.html

(일본어)
https://www.wakayama-
med.ac.jp/english/hospital/index.html (영어)

사쿠라 클리닉 우편번호 642-0032
와카야마현 가이난시 나타카 140-1

073-484-5001 http://www.sakuraclinic.org/ (일본어)
http://www.sakuraclinic.org/publics/index/#googtrans (영어)
http://www.sakuraclinic.org/publics/index/#googtrans (中国語・簡体)
http://www.sakuraclinic.org/publics/index/#googtrans (中国語・繁体)
http://www.sakuraclinic.org/publics/index/#googtrans (韓国語)

고지마 덴털 클리닉 우편번호 640-8377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 신사카이초 2

073-433-7775 http://www.nakatani-sika.com (일본어)

고야초립 고야산 종합진료소 우편번호 648-0211
와카야마현 이토군 고야초 고야산종합진료소 631

0736-56-2911 http://www.town.koya.wakayama.jp/health/hospital
(일본어)

의료법인 시유카이 나카지마치과의원 우편번호 649-7113
와카야마현 이토군 가쓰라기초 묘지 468

0736-22-0248  

다나베시 혼구사쿠라 진료소 우편번호 647-1731
와카야마현 다나베시 혼구초 혼구 921-2

0735-42-8101 http://www.city.tanabe.lg.jp/kenkou/hongu.sakura.html
(일본어)
http://www.city.tanabe.lg.jp/kenkou/hongu.sakura.html
(영어)

공익재단법인 시라하마의료복지재단 시라하마 하마유병원 우편번호 649-2211
와카야마현 니시무로군 시라하마초 1447

0739-43-6200 http://www.hamayu-hp.or.jp/ (일본어)

독립행정법인 국립병원기구 미나미와카야마 의료센터 우편번호 646-8558
와카야마현 다나베시 다키나이초 27-1

0739-26-7050 https://minamiwakayama.hosp.go.jp/ (일본어)

신구시립 의료센터 우편번호 647-0072
와카야마현 신구시 하치부세 18-7

0735-31-3333 http://www.hsp.shingu.wakayama.jp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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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미초 국민건강보험 이와미병원 우편번호 681-0003

돗토리현 이와미군 이와미초 우라도메 1029-2
0857-73-1421 http://iwami-hp.jp/ (일본어)

국민건강보험지즈병원 우편번호 689-1402
돗토리현 야즈군 지즈초 지즈 1875

0858-75-3211 https://www2.town.chizu.tottori.jp/ (일본어)

다구치 IVF 레이디스 클리닉 우편번호 680-0003
돗토리현 돗토리시 가쿠지 63-6

0857-39-2121 http://taguchi-ivf.or.jp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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돗토리현립 주오병원 우편번호 680-0901

돗토리현 돗토리시 에즈 730
0857-26-2271 https://www.pref.tottori.lg.jp/chuoubyouin/ (일본어)

돗토리시립병원 우편번호 680-8501
돗토리현 돗토리시 마토바 1-1

0857-37-1522 https://hospital.tottori.tottori.jp/ (일본어)

돗토리 세이쿄병원 우편번호 680-0833
돗토리현 돗토리시 스에히로온센초 458번지

0857-24-7251 http://www.med-seikyo.or.jp (일본어)

돗토리적십자병원 우편번호 680-8517
돗토리현 돗토리시 쇼토쿠초 117번지

0857-24-8111 https://www.tottori-med.jrc.or.jp (일본어)

사카에초 클리닉 우편번호 680-0831
돗토리현 돗토리시 사카에마치 211-2

0857-21-3111 http://www.sakaemachi.sakura.ne.jp/ (일본어)

미키안과 우편번호 680-0801
돗토리현 돗토리시 마쓰나미초 1-168-14

0857-39-1133  

시시도 의원 우편번호 680-0804
돗토리현 돗토리시 다시마 716

0857-29-4410  

스도 치과병원 우편번호 689-0334
톳토리현 톳토리시 케타카초 키타하마 2-25

0857-82-0008  

공익사단법인 돗토리현중부의사회립 미사사 온센병원 우편번호 682-0197
돗토리현 도하쿠군 미사사초 야마다 690

0858-43-1321 http://www.hosp.misasa.tottori.jp/ (일본어)

시미즈병원　 우편번호 682-0881
돗토리현 구라요시시 미야가와초 129

0858-22-6161 http://shimizuhospital.jp/index.php (일본어)

돗토리현립 고세이병원 우편번호 682-0804
돗토리현 구라요시시 히가시쇼와마치 150

0858-22-8181 https://www.pref.tottori.lg.jp/kouseibyouin/ (일본어)

노지마병원 우편번호 682-0863
돗토리현 구라요시시 세사키마치 2714-1

0858-22-6231 http://nojima-hospital.jp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보슈카이 구메노사토 사쿠라 진료소 우편번호 682-0944
돗토리현 구라요시시 후쿠미쓰 225번지

0858-48-2345  

닛타내과 클리닉 우편번호 682-0855
돗토리현 구라요시시 이쿠타 360-1

0858-48-2132  

산인 로사이병원 우편번호 683-8605
돗토리현 요나고시 가이케신덴 1-8-1

0859-33-8181 https://www.saninh.johas.go.jp/ (일본어)

다카시마병원 우편번호 683-0826
돗토리현 요나고시 니시초 6

0859-32-7711 http://www.takashima-hp.or.jp/ (일본어)

독립행정법인 국립병원기구 요나고 의료센터 우편번호 698-0006
돗토리현 요나고시 구즈모 4-17-1

0859-33-7111 https://yonago-mc.hosp.go.jp/ (일본어)

돗토리현 사이세이카이 사카이미나토종합병원 우편번호 684-8555
돗토리현 사카이미나토시 요네가와초 44번지

0859-42-3161 http://www.sakaiminato-saisekai.jp (일본어)

돗토리대학 의학부 부속병원 우편번호 683-8504
돗토리현 요나고시 니시초 36번지 1

0859-33-1111 http://www2.hosp.med.tottori-u.ac.jp/ (일본어)
http://www2.hosp.med.tottori-u.ac.jp/en/ (영어)

니치난초 국민건강보험 니치난병원 우편번호 689-5211
돗토리현 히노군 니치난초 쇼야마 511-7

0859-82-1235 http://nichinan-hospital.jp/ (일본어)

하쿠아이병원 우편번호 683-0853
돗토리현 요나고시 료미쓰야나기 1880

0859-29-1100 https://www.hakuai-hp.jp/ (일본어)

히노병원 우편번호 689-4504
돗토리현 히노군 히노초 노다 332번지

0859-72-0351 http://www.hinohp.com/ (일본어)

아베 클리닉 우편번호 683-0011
돗토리현 요나고시 후쿠이치 2276-1

0859-39-7000 https://abe-ent-clinic.jimdo.com/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야마모토 야마모토 클리닉 우편번호 683-0008
돗토리현 요나고시 구즈모미나미 1-8-32

0859-31-8500 http://yamamotoclinic.or.jp (일본어)

유바의원 우편번호 683-0845
돗토리현 요나고시 하타가사키 2-12-10

0859-34-3303  

신세이카이 센트럴 클리닉 우편번호 683-0852
돗토리현 요나고시 가와사키 580

0859-29-0099 http://www.hospitown.or.jp (일본어)

쓰지타이비인후과의원 우편번호 683-0852
돗토리현 요나고시 가와사키 605-1

0859-29-1187  

와키타산부인과의원 우편번호 683-0822
돗토리현 요나고시 나카마치 123-5

0859-33-1031 http://www.wakita-obgyn.jp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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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부초 국민건강보험 사이하쿠병원 우편번호 683-0323

돗토리현 사이하쿠군 난부초 야마토 397번지
0859-66-2211 http://www.saihaku-hospital.com/ (일본어)

오카소라 소아과 의원 우편번호 684-0003
돗토리현 사카이미나토시 하마노초 127

0859-47-1234 http://www.okasora.com/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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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쓰에적십자병원 우편번호 690-8506

시마네현 마쓰에시 호로마치 200번지
0852-24-2111 https://www.matsue.jrc.or.jp/ (일본어)

마쓰에시립병원 우편번호 690-8509
시마네현 마쓰에시 노라초 32-1

0852-60-8000 http://www.matsue-cityhospital.jp/ (일본어)

사회의료법인 쇼린카이 야스기 다이이치병원 우편번호 692-0011
시마네현 야스기시 야스기초 899-1

0854-22-3411 http://www.syourinkai.or.jp/hospital (일본어)

쓰모리 의원 우편번호 690-1101
시마네현 마쓰에시 혼조초 567-1

0852-34-0125 https://www.tsumori-clinic.com/ (일본어)

요시다 덴탈 오피스 우편번호 690-0851
시마네현 마쓰에시 도가타초 735

0852-26-5353 https://yoshida-dental-office.jp/ (일본어)

운난시립병원 우편번호 699-1221
시마네현 운난시 다이토초 이다 96-1

0854-47-7500 http://unnan-hp.jp/ (일본어)

이즈모시 종합의료센터 우편번호 691-0003
시마네현 이즈모시 나다분초 613

0853-63-5111 http://www.city.izumo.shimane.jp/hospital (일본어)

마스다적십자병원 우편번호 693-8501
시마네현 마스다시 오토요시초이 89-1

0853-23-2111 http://www.med.shimane-u.ac.jp/hospital/ (일본어)
https://www.med.shimane-u.ac.jp/hospital/English/ (영어)
https://www.med.shimane-u.ac.jp/hospital/Portuguese/

시마네현립 주오병원 우편번호 693-8555
시마네현 이즈모시 히메바라 4-1-1

0853-22-5111 http://www.spch.izumo.shimane.jp/ (일본어)
http://www.spch.izumo.shimane.jp/en/ (영어)
http://www.spch.izumo.shimane.jp/zh-cn/ (中国語)
http://www.spch.izumo.shimane.jp/pt/ (ポルトガル語)
http://www.spch.izumo.shimane.jp/tl/ (タガログ語)
http://www.spch.izumo.shimane.jp/vi/ (ベトナム語)

의료법인 도쿠쥬카이 이즈모도쿠쥬카이병원 우편번호 699-0631
시마네현 이즈모시 히카와초 나오에 3964-1

0853-73-7000 https://www.izumo-tokushukai.jp/ (일본어)

이즈모시민병원 우편번호 693-0021
시마네현 이즈모시 엔야초 1536-1

0853-21-2722 http://www.izumo-hp.com/ (일본어)

의료 법인 츠무라 패밀리 클리닉 쿠미 소아과 우편번호 693-0004
톳토리현 이즈모시 와타리하시초 858-1

0853-23-9393  

고토내과의원 우편번호 693-0021
시마네현 이즈모시 엔야초 992-3

0853-21-7111  

의료법인 히메노 클리닉 우편번호 693-0021
톳토리현 이즈모시 엔야초 1069

0853-20-2566 https://www.himenocl.com (일본어)

의료 법인 사단 하야시 정형외과 의원 우편번호 693-0061
시마네현 이즈모시 히메바라초 114-3

0853-21-1758 http://hayashiseikei.c.ooco.jp/ (일본어)

다마가와 내과 클리닉 우편번호 699-0624
시마네현 이즈모시 히카와초 가미나오에 3536

0853-27-9850  

혼다의원 우편번호 699-0812
시마네현 이즈모시 고료초 니부 1802-1

0853-43-7800  

이즈모정형외과 클리닉 우편번호 693-0004
시마네현 이즈모시 와타리하시초 1140-1

0853-23-6100  

데노의원 우편번호 693-0051
시마네현 이즈모시 오야마초 300

0853-22-6660  

미모리 키즈 패밀리 클리닉 우편번호 693-0051
시마네현 이즈모시 오야마초 442-2

0853-25-8860 http://www.mimori-kids.jp (일본어)

이토의원 우편번호 699-0822
시마네현 이즈모시 진자이오키쵸 2076

0853-43-1111 https://ito810.com/ (일본어)

소모토 우편번호 691-0001
시마네현 이즈모시 히라타초 1630

0853-63-0888  

의료법인 사단 나카무라치과의원 우편번호 693-0002
시마네현 이즈모시 이마이치초 기타혼마치 1-7-15

0853-22-0421 http://nakamura-sikaiin.com (일본어)

히노치과클리닉 우편번호 693-0012
시마네현 이즈모시 오쓰신자키초 1-46-7

0853-22-0331  

아이치과 클리닉 우편번호 693-0058
시마네현 이즈모시 와타리하시초 160-1

0853-24-8020  

후지에치과 교정치과클리닉 우편번호 693-0052
시마네현 이즈모시 마쓰요리시모쵸 713

0853-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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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세이신카이 히카와치과의원 우편번호 699-0631

시마네현 이즈모시 히카와쵸 나오에 4780
0863-72-0909  

오다시립병원 우편번호 694-0063
시마네현 오다시 오다초 요시나가 1428-3

0854-82-0330 http://www.ohda-hp.ohda.shimane.jp/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기쓰린도 가와카미의원 우편번호 694-0011
시마네현 오다시 가와이초 가와이 1242-1

0854-82-0296  

진주 진료소 나가히사 우편번호 694-0041
시마네현 오다시 나가히사초 나가히사하 24-2

0854-83-7166 http://k-jinju.or.jp (일본어)

오타시 국민 건강 보험 이케다 진료소 우편번호 694-0223
시마네현 오다시 산베초 이케다 2267-1

0854-83-3084  

스다의원 우편번호 699-2301
시마네현 오다시 니마초 니마 862-1

0854-88-2124 http://www.suda-c.jp (일본어)

마에다치과의원 우편번호 699-2511
시마네현 오다시 유노쓰초 유노쓰 고하마이 10-9

0855-65-1502  

사회의료법인 세이와카이 니시카와병원 우편번호 697-0052
시마네현 하마다시 미나토마치 293-2

0855-22-2390 http://www.nishikawa-hospital.jp/ (일본어)
http://www.nishikawa-hospital.jp/en (영어)

독립행정법인 국립병원기구 하마다 의료센터 우편번호 697-8511
시마네현 하마다시 아사이초 777-12

0855-25-0505 http://hamada.hosp.go.jp/ (일본어)

사회복지법인 온시재단 사이세이카이 시마네현
사이세이카이 고쓰종합병원

우편번호 695-8505
시마네현 고쓰시 고쓰초 1016-37

0855-54-0101 http://saiseikai-gotsu.jp (일본어)

사이토의원 우편번호 697-0033
시마네현 하마다시 아사히마치 11-1

0855-23-0228  

하마다시 국민건강보험 아사히 진료소 우편번호 697-0426
시마네현 하마다시 아사히초 마루바라 138-1

0855-45-0002 http://www.city.hamada.shimane.jp/www/contents/13
94151080651/index.html (일본어)

시마네대학 의학부 부속병원 우편번호 698-8501
시마네현 이즈모시 엔야초 89-1

0853-23-2111 http://masuda.jrc.or.jp/ (일본어)

무이카이치 병원 우편번호 699-5513
시마네현 가노아시군 요시카초 무이카이치 368번지 4

0856-77-1581 http://www.sekisyukai.or.jp (일본어)

의료법인 시라가미치과 우편번호 698-0001
시마네현 마스다시 구시로초 911-2

0856-31-0202 http://shiragami-dent.or.jp/ (일본어)

미유키치과 우편번호 698-0011
시마네현 마스다시 소메바초 4-35

0856-31-2272 http://miyuki-dc.com/ (일본어)

의료법인 조스이카이 오가사와라치과 우편번호 699-5513
시마네현 가노아시군 요시가초 무이카이치 411-3

0856-77-3052  

오키 광역연합립 오키 도젠병원 우편번호 684-0303
시마네현 오키군 니시노시마초 오아자 미타 2071-1

08514-7-8211 http://okidozenhospital.com/ (일본어)

오키 광역연합립 오키병원 우편번호 685-0016
시마네현 오키군 오키노시마초 조호쿠마치 355번지

08512-2-1356 http://www.oki-hospital.com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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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카와병원 우편번호 708-0841

오카야마현 쓰야마시 가와사키 554-5
0868-26-2188(대표),
0868-26-5977(베트남어
전용)

http://www.toukou.or.jp/ (일본어)
https://www.toukou.or.jp/outpatient_foreigner/
(ベトナム語)

의료법인 이세이카이 고지마 주오병원 우편번호 711-0912
오카야마현 구라시키시 고지마오가와초 3658

086-472-1611 http://www.kojimach.or.jp (일본어)

의료법인 게이와카이 난바의원 우편번호 709-2133
오카야마현 오카야마시 기타구 미쓰가나가와 983번

086-724-0008 http://www.namba-clinic.jp/ (일본어)

의료법인 세이료카이 다카하시 주오병원 우편번호 716-0033
오카야마현 다카하시시 미나미마치 53번지

0866-22-3636 http://seiryoukai.jp (일본어)

의료법인 호이카이 하라의원 우편번호 707-0015
오카야마현 미마사카시 도요쿠니하라 363-2

0868-72-8100  

의료법인 미토내과의원 우편번호 701-2141
오카야마현 오카야마시 기타구 무사 168-3

086-229-3331  

오카무라 잇신도병원 우편번호 704-8117
오카야마현 오카야마 히가시구 사이다이지미나미 2-1-7

086-942-9900 http://www.isshin.or.jp (일본어)
https://www.isshin.or.jp/english/ (영어)

오카야마 교쿠토병원 우편번호 703-8265
오카야마현 오카야마시 나카구 구라타 567-1

086-276-3231 http://www.okayama.kyokuto.or.jp (일본어)

오카야마시립 시민병원 우편번호 700-8557
오카야마현 오카야마 기타구 기타나가세오모테마치
3-20-1

086-737-3000 http://okayama-gmc.or.jp/shimin/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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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카야마 사이세이카이 외래센터병원 우편번호 700-0013

오카야마현 오카야마 기타구 이후쿠초 1-17-18
086-252-2211 https://www.okayamasaiseikai.or.jp/patient/ (일본어)

오카야마 사이세이카이 종합병원 우편번호 700-8511
오카야마현 오카야마시 기타구 고쿠타이초 2-25

086-252-2211 https://www.okayamasaiseikai.or.jp/ (일본어)
https://www.okayamasaiseikai.or.jp/en/ (영어)

오카야마적십자병원 우편번호 700-8607
오카야마현 오카야마 기타구 아오에 2-1-1

086-222-8811 http://www.okayama-med.jrc.or.jp/ (일본어)

오카야마대학병원 우편번호 700-8558
오카야마현 오카야마시 기타구 시카타초 2-5-1

086-223-7151　　 https://www.okayama-u.ac.jp/user/hospital/ (일본어)
https://www.okayama-
u.ac.jp/user/hospital/en/index.html (영어)

가네다병원 우편번호 719-3193
오카야마현 마니와시 니시바라 63번지

0867-52-1191 http://www.kaneda-hp.com (일본어)

가와사키의과대학 종합의료센터 우편번호 700-8505
오카야마현 오카야마시 기타구 나카산게 2-6-1

086-225-2111 https://g.kawasaki-m.ac.jp/ (일본어)

공익재단법인 오하라 기념 구라시키 주오의료기구
구라시키 주오병원

우편번호 710-8602
오카야마현 구라시키시 미와 1-1-1

086-422-0210 http://www.kchnet.or.jp/ (일본어)
http://www.kchnet.or.jp/en/index.html (영어)

심장병센터 사카키바라병원 우편번호 700-0804
오카야마현 오카야마시 기타구 나카이초 2-5-1

086-225-7111 https://www.sakakibara-hp.com (일본어)
https://www.sakakibara-hp.com/en/ (영어)

다니구치내과의원 우편번호 710-0253
오카야마현 구라시키시 신쿠라시키에키마에 3-77-1

086-525-2600 http://www.kurashiki-
med.or.jp/drmap/tamashima/taniguti.html (일본어)

쓰야마 주오병원 우편번호 708-0841
오카야마현 쓰야마시 가와사키 1756

0868-21-8111 http://www.tch.or.jp (일본어)
http://en.tch.or.jp/index.html (영어)
http://cn.tch.or.jp/index.html (中国語)

독립행정법인 국립병원기구 오카야마 의료센터 우편번호 701-1192
오카야마현 오카야마시 기타구 다마스 1711-1

086-294-9911 http://okayamamc.jp/index.php (일본어)

미즈시마 주오병원 우편번호 712-8064
오카야마현 구라시키시 미즈시마아오바초 4-5

086-444-3311 http://suiwakai-mch.or.jp (일본어)

의료법인 패밀리아 미라이클리닉 우편번호 703-8267
오카야마현 오카야마시 나카구 야마사키 263-4

086-897-4708 https://mirai.clinic/ (일본어)

94 / 123



의료기관 일람 히로시마현

의료기관 주소 전화번호 웹사이트
아라키뇌신경외과 우편번호 733-0821

히로시마현 나가노시 니시구 2-8-7
082-272-1114 http://arakihp.jp (일본어)

이마무라 메모리얼 클리닉 우편번호 731-1533
히로시마현 야마가타군 기타히로시마초 아리다 1532

0826-72-7701  

의료사단법인 마리모카이 히로시마 히라마쓰의원 우편번호 732-0816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 미나미구 히지야마혼마치 11-27

082-256-3650 http://www.marimokai.or.jp/ (일본어)

의료법인 가와구치 클리닉 우편번호 733-0822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 니시구 고고나카 3-6-11

082-274-6655  

의료법인 사단 하나조노 의료복지회 하나조노 클리닉 우편번호 720-0803
히로시마현 후쿠야마시 하나조노초 1-3-9

084-932-6303 http://www.hanamk.jp (일본어)

오구라소아과 우편번호 729-0141
히로시마현 오노미치시 다카스초 4803-8

0848-20-2370  

현립 아키쓰병원 우편번호 739-2402
히로시마현 히가시히로시마시 아키쓰초 미쓰 4388번지

0846-45-0055 http://www.hpakitu.jp/ (일본어)

현립 히로시마병원 우편번호 734-8530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 미나미구 우지나칸다 1-5-54

082-254-1818 http://www.hph.pref.hiroshima.jp/ (일본어)

사회의료법인 리진카이 고세이종합병원 우편번호 723-8686
히로시마현 미하라시 엔이치초 2-5-1

0848-63-5500 http://kohsei-hp.jp (일본어)

종합병원 쇼바라적십자병원 우편번호 727-0013
히로시마현 쇼바라시 니시혼마치 2-7-10

0824-72-3111 http://www.shobara.jrc.or.jp/ (일본어)

종합병원 미하라적십자병원 우편번호 723-8512
히로시마현 미하라시 히가시마치 2-7-1

0848-64-8111 http://mihara.jrc.or.jp/ (일본어)

주고쿠전력 주식회사 주덴병원 우편번호 730-8562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 나카구 오테마치 3-4-27

082-241-8221 http://www.energia.co.jp/hospital (일본어)

독립행정법인 국립병원기구 구레 의료센터·주고쿠 암센터 우편번호 737-0023
히로시마현 구레시 아오야마초 3-1

0823-22-3111 http://www.kure-nh.go.jp (일본어)
http://www.kure-nh.go.jp (영어)

독립행정법인 국립병원기구 후쿠야마 의료센터 우편번호 720-8520
히로시마현 후쿠야마시 오키노가미초 4-14-17

084-922-0001 http://www.fukuyama-hosp.go.jp/ (일본어)
http://fukuyama.hosp.go.jp/english/ (영어)

나카야마내과의원 우편번호 739-0321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 아키구 나카노 3-9-6

082-892-3118 http://prodoc2000.byoinnavi.jp/pc/ (일본어)

95 / 123



의료기관 일람 히로시마현

의료기관 주소 전화번호 웹사이트
누마쿠마병원 우편번호 720-0402

히로시마현 후쿠야마시 누마쿠마초 나카산나 469-3
084-988-1888 http://shounankai.or.jp/ (일본어)

히가시히로시마 기념병원 우편번호 739-0002
히로시마현 히가시히로시마시 사이조초 요시유키 2214

082-423-6661 http://www.hmh.or.jp/ (일본어)

히로시마현 후생농업협동조합연합회 오노미치종합병원 우편번호 722-8508
히로시마현 오노미치시 히라하라 1-10-23

0848-22-8111 http://onomichi-gh.jp/ (일본어)

히로시마적십자·원폭병원 우편번호 730-8619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 나카구 센다마치 1-9-6

082-241-3111 http://www.hiroshima-med.jrc.or.jp/ (일본어)
http://www.hiroshima-med.jrc.or.jp/english/ (영어)

후쿠야마시민병원 우편번호 721-8511
히로시마현 후쿠야마시 자오초 5-23-1

084-941-5151 http://www.fc-hosp.jp/ (일본어)

후나모토내과의원 우편번호 731-1231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 아사키타구 가메야마 9-13-17

082-815-1801  

호리카와 레이디스 클리닉 우편번호 728-0011
히로시마현 미요시시 도카이치니시 1-6-9

0824-63-9412  

마쓰다 주식회사 마쓰다병원 우편번호 735-8585
히로시마현 아키군 후추초 아오사키미나미 2-15

082-565-5000 http://hospital.mazda.co.jp (일본어)

의료법인 JR 히로시마병원 우편번호 732-0057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 히가시구 후타바노사토 3-1-36

082-262-1171 http://www.jrhh.or.jp/ (일본어)

뇌신경센터 오다 기념병원 우편번호 720-0825
히로시마현 후쿠야마시 오키노가미초 3-6-28

084-931-8650 https://otahp.jp/ (일본어)
https://otahp.jp/ (영어)
https://otahp.jp/ (多言語対応)

오무라 클리닉 우편번호 731-5126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 사에키구 신구엔 3-32

082-922-0010 https://www.omura-clinic.com/ (일본어)
https://www.omura-clinic.com/english%20main.htm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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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행정법인 국립병원기구 이와쿠니 의료센터 우편번호 740-8510

야마구치현 이와쿠니시 아타고마치 1-1-1
0827-34-1000  

의료 법인 무라시게 내과 의원 우편번호 740-0027
야마구치현 이와쿠니시 나카즈마치 3-2-19

0827-21-8081  

후지모토내과 클리닉 우편번호 740-0032
야마구치현 이와쿠니시 오즈마치 2-22-10

0827-31-3377 https://www.sansikai.com/ (일본어)

독립행정법인 지역의료기능 추진기구 도쿠야마 중앙병원 우편번호 745-8522
야마구치현 슈난시 고다쵸 1-1

0834-28-4411 https://tokuyama.joho.go.jp/ (일본어)

지역의료지원병원 오픈시스템 도쿠야마 의사회 병원 우편번호 745-0846
야마구치현 슈난시 히가시야마쵸 6-28

0834-32-2350 http://hospital.tokuyamaishikai.com/ (일본어)

야마구치현립 종합의료센터 우편번호 747-8511
야마구치현 호후시 오아자 오사키 10077번지

0835-22-4411 https://www.ymghp.jp/ (일본어)

사사키외과병원 우편번호 753-0076
야마구치현 야마구치시 센토초 9-13

083-923-8811 https://sasaki-geka.jp (일본어)

후치가미정형외과 우편번호 753-0214
야마구치현 야마구치시 오우치미호리 5-8-12

083-922-6644 http://fuchigami-seikei.jp (일본어)

도요타정형외과 클리닉 우편번호 753-0251
야마구치현 야마구치시 오우치센보 4-15-23

083-929-3315 https://www.toyotaorthopedicclinic.jp/ (일본어)

의료법인 오카병원 우편번호 753-0088
야마구치현 야마구치시 나카가와라초 2-14

083-925-1100 https://www.oka-hospital.com (일본어)

아유카와 어린이 클리닉 우편번호 753-0831
야마구치현 아마구치시 히라이 1439-15

083-924-1234 https://ayukawa-clinic.com (일본어)

사이세이카이 야마구치종합병원 우편번호 753-8517
야마구치현 야마구치시 미도리초 2-11

083-901-6111 http://www.yamaguchi-saiseikai.jp (일본어)

의료법인 히코보시카이 후나쓰안과 호후분원 가와모토안과 우편번호 747-0801
야마구치현 호후시 에키미나미마치 8-38

0835-28-8118 https://www.kawamoto-ganka.jp (일본어)
https://www.kawamoto-ganka.jp (영어)

종합병원 야마구치적십자병원 우편번호 753-8519
야마구치현 야마구치시 야와타노바바 53-1

083-923-0111 https://www.yamaguchi-redcross.jp (일본어)

야마구치대학 의학부 부속병원 우편번호 755-8505
야마구치현 우베시 미나미코구시 1-1-1

0836-22-2111 http://www.hosp.yamaguchi-u.ac.jp/ (일본어)
http://www.hosp.yamaguchi-u.ac.jp/en/ (영어)

야마구치현 사이세이카이 시모노세키종합병원 우편번호 759-6603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 야스오카초 8-5-1

083-262-2300 https://www.simo.saiseikai.or.jp (일본어)

시모노세키병원 부속 지역진료 클리닉 우편번호 759-6614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 가지쿠리초 4-2-34

083-262-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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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호시노사토카이 오카병원 우편번호 750-1142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 오즈키혼마치 2-15-20
083-282-0070 https://www.oka-hospital.net/ (일본어)

가와타 준코 클리닉 우편번호 751-0853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 가와나카유타카마치 7-14-7

083-254-3520 http://www.jk-clinic.jp/ (영어)
https://www.jk-clinic.jp/（中国語）

독립행정법인 국립병원기구 간몬 의료센터 우편번호 752-8510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 조후소토우라초 1-1

083-241-1199 https://www.kanmon.hosp.go.jp (일본어)

조후 미라이 클리닉 우편번호 752-0928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 조후사이가와 2-12-12

083-248-1666 https://www.miraiclinic.com (일본어)

야마구치현 후생농업협동조합연합회 나가토종합병원 우편번호 759-4194
야마구치현 나가토시 히가시후가와 85번지

0837-22-2220 https://www.nagato-hp.jp (일본어)

고노의원 우편번호 759-3611
야마구치현 하기시 오이 1723-1

0838-28-0321 https://www.kono-kizuna.jp/ (일본어)

다마키병원 우편번호 758-0071
야마구치현 하기시 오아자 가와라마치 1번지

0838-22-0030 http://www.tamaki-hp.jp (일본어)

98 / 123



의료기관 일람 도쿠시마현

의료기관 주소 전화번호 웹사이트
도쿠시마현립 주오병원 우편번호 770-8539

도쿠시마현 도쿠시마시 구라모토초 1-10-3
088-631-7151 http://www.tph.gr.jp (일본어)

도쿠시마현립 미요시병원 우편번호 778-8503
도쿠시마현 미요시시 이케다초 시마 815-2

0883-72-1131 http://www.miyoshi-hosp.jp (일본어)

도쿠시마현립 가이후병원 우편번호 775-0006
도쿠시마현 가이후군 무기초 오아자 나카무라 아자
스기타니 266

0884-72-1166 http://133.242.186.80/ (일본어)

마쓰나가병원 우편번호 770-0045
도쿠시마현 도쿠시마시 미나미쇼마치 4-63-1

088-632-3328 http://www.matsunaga-hp.jp (일본어)

도쿠시마대학병원 우편번호 770-8503
도쿠시마현 도쿠시마시 구라모토초 2-50-1

088-631-3111 https://www.tokushima-hosp.jp/ (일본어)
https://www.tokushima-hosp.jp/en/ (영어)

도쿠시마현 나루토병원 우편번호 772-8503
도쿠시마현 나루토시 무야초 구로사키 아자 고타니 32

088-683-0011 https://naruto-hsp.jp/ (일본어)

이이치과 우편번호 778-0002
도쿠시마현 미요시시 이케다초 마치 2514-1

0883-72-5460  

사회의료법인 세이와카이 교리쓰병원 우편번호 770-8070
도쿠시마현 도쿠시마시 하치만쵸 데라야마 13-2

088-668-1070 http://kyoritsuhp.or.jp (일본어)

우오자토치과 우편번호 773-0006
도쿠시마현 고마쓰시마시 요코스초 16-3

0885-32-8840 http://www.uozato-dental.com/ (일본어)

오쿠시이비인후과 하나·미미 서지 클리닉 우편번호 770-0832
도쿠시마현 도쿠시마시 데라시마혼초 히가시 2-19

088-622-8787 http://.ogushi-jibika.com (일본어)

가사이치과의원 우편번호 779-3202
도쿠시마현 묘자이군 이시이초 다카하라세키 105

088-674-9393 http://kasaidentalclinic.com/ (일본어)

기타사코 클리닉 우편번호 770-0112
도쿠시마현 도쿠시마시 기타사코니반초 2-15

088-632-6811  

사쿠라 진료소 우편번호 779-3403
도쿠시마현 요시노가와시 야마카와초 마에가와 212-6

0883-42-5520 http://sakura-sakura.or.jp (일본어)

다마키 아오조라병원 우편번호 779-3125
도쿠시마현 도쿠시마시 고쿠후초 하야부치 아자
기타카시야 56-1

088-642-5050 http://www.tamaki-aozora.ne.jp (일본어)

쓰다 브레인 클리닉 우편번호 772-0001
도쿠시마현 나루토시 무야초 구로사키 아자 야하타 113-1

088-684-3171 http://www.tuda-brainclinic.com/ (일본어)

쓰바키하라치과 클리닉 우편번호 770-0807
도쿠시마현 도쿠시마시 나카마에가와초 5-1-279

088-652-8110 http://www.tsubakihara-dental.jp (일본어)

도쿠시마적십자병원 우편번호 773-8502
도쿠시마현 고마쓰시마시 고마쓰시마초 아자 이리노쿠치
103

0885-32-2555 http://www.tokushima-med.jrc.or.jp/ (일본어)

나루토 야마가미병원 우편번호 792-0053
도쿠시마현 나루토시 나루토초 도사도마리우라 다카스나
205-29

088-687-1234 http://www.kyujinkai-mc.or.jp (일본어)

하나카와피부과 클리닉 우편번호 770-0046
도쿠시마현 도쿠시마시 아쿠이초 1-58-2

088-631-5661 http://hanakawa-hifuka.com/ (일본어)

도쿠시마 도이야마치 KT치과 우편번호 770-8056
도쿠시마현 도쿠시마시 도이야마치 48번지

088-678-4618 https://yukenkai.com/clinic/tonyatyou-kt (일본어)

호소카와치과 클리닉 우편번호 779-3602
도쿠시마현 미마시 와키마치 오아자 이노시리 아자
와카미야미나미 139-2

0883-53-8211 http://www.hosokawa-dental-clinic.jp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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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쓰모토치과 소아교정치과의원 우편번호 771-1211

도쿠시마현 이타노군 아이즈미초 도쿠메이모토무라 115-1
088-693-3525 http://www.matsumotodental.com (일본어)

무쿠모토치과의원 우편번호 770-0807
도쿠시마현 도쿠시마시 나카마에가와초 4-12

088-652-9253 http://www.mukumoto-dc.com (일본어)

야마다안과 우편번호 770-0844
도쿠시마현 도쿠시마시 나카토리마치 2-31

088-652-4843 http://www.eye-yamada.com (일본어)
http://www.eye-yamada/introduction (영어)

요시카와병원 우편번호 771-0212
도쿠시마현 이타노군 마쓰시게초 나카기라이 아자 군에
278-8

088-699-5355 http://www.yujoukai.jp (일본어)

요시노가와 왕진 진료소 우편번호 779-3404
도쿠시마현 요시노가와시 야마카와초 유다테 277-1

0883-36-1850 http://jcb02167.wixsite.com/yoshinogawaclinic
(일본어)

와카쓰키 클리닉 우편번호 770-0863
도쿠시마현 도쿠시마시 아타케 2-7-38

088-652-0437  

와다치과 클리닉 우편번호 776-0010
도쿠시마현 요시노가와시 가모지마초 가모지마 346

0883-24-2336  

COCO치과 우편번호 771-3310
도쿠시마현 묘자이군 가미야마초 진료니시오쿠보 60

050-2024-4582 http://cocoshika.jp/ (일본어)

TAOKA 고코로노 의료센터 우편번호 770-0862
도쿠시마현 도쿠시마시 조토초 2-7-9

088-622-5556 http://www.taoka-higashi.or.jp (일본어)

산코 진료소 우편번호 771-1706
도쿠시마현 아와시 아와초 미나미니시다니 7번지

0883-35-2107  

오쓰카내과 우편번호 771-1705
도쿠시마현 아와시 아와초 젠지 7-13

0883-35-6070 http://otsukanaika-com (일본어)

나기사 클리닉 우편번호 773-0013
도쿠시마현 고마쓰시마시 마에바라초 아자 히가시 19-3

0885-32-1705  

이와키 클리닉 우편번호 774-0014
도쿠시마현 아난시 가쿠바라초 가미미즈타 11-1

0884-23-5600 http://www.iwaki-clinic.jp/pc/ (일본어)

오사토의원 우편번호 775-0203
도쿠시마현 가이후군 가이요초 오자토 아자 마쓰바라
34-47

0884-73-3102  

게이아이 레이디스 클리닉 우편번호 770-0023
도쿠시마현 도쿠시마시 사코 3-4-6

088-653-1201 http://www.keiai-hp.com (일본어)

후지타안과 우편번호 770-0026
도쿠시마현 도쿠시마시 사코로쿠반초 6-27

088-656-1010 http://www.fujitaec.or.jp (일본어)
http://www.fujitaec.or.jp/english (영어)

이시마루치과의원 우편번호 779-0231
도쿠시마현 나루토시 오아사초 번도 아자 오바야시 31-1

088-689-1423 http://ishimaru-dental-clinic.com (일본어)

아이루치과 클리닉 우편번호 771-0204
도쿠시마현 이타노군 기타지마초 다이노하마 아자
니시노스 174

088-697-3718 http://www.air-dental.com (일본어)

이토타가와치과의원 우편번호 770-0042
도쿠시마현 도쿠시마시 구라모토초 1-25-5

088-631-7487  

나카가와치과의원 우편번호 779-3122
도쿠시마현 도쿠시마시 고쿠후초 고 580-1

088-642-8214 http://www.nakagawa-dent.net (일본어)

도미나가치과의원 우편번호 771-0360
도쿠시마현 나루토시 세토초 아키노카미 아자 시모혼조
197-3

088-688-1511 https://hope-tominaga-shika.com/ (일본어)

에스·덴털 클리닉 우편번호 771-0117
도쿠시마현 도쿠시마시 가와우치초 쓰루지마 173-5
세이와빌딩 5F

088-666-0465  

유아사치과의원 우편번호 779-3118
도쿠시마현 도쿠시마시 고쿠후초 이도 아자 마에노 40

088-642-0418  

헤이시마치과 패밀리 클리닉 우편번호 771-1703
도쿠시마현 아와시 아와초 오미치키타 181-3

0883-35-8020 http://heishima-dental.com (일본어)

가지카와정형외과 우편번호 774-0013
도쿠시마현 아난시 히가이노초 쓰쓰로 19-14

0884-24-5750  

다나베치과의원 우편번호 779-1101
도쿠시마현 아난시 하노우라초 나카노쇼이치 41-8

0884-44-6488 http://www.tanabe8deer.com (일본어)

도쿠시마 고마쓰시마 KT치과 우편번호 773-0016
도쿠시마현 고마쓰시마시 나카고쵸 가토 121-1번지

0885-32-4618 https://komatusima.yukenkai.com/ (일본어)

오카가와내과・소아과 우편번호 770-0861
도쿠시마현 스미요시 1쵸메 10-19

088-656-0022 https://www.okagawa-g.com/okagawanaika/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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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쿠시마클리닉 우편번호 770-0942

도쿠시마현 도쿠시마시 쇼와쵸 1-16번지
088-622-7712 https://www.tokushimaclinic.or.jp (일본어)

미나미초 국민건강보험 미나미병원 우편번호 779-2109
도쿠시마현 가이후군 미나미쵸 다이 105번지 1

0884-78-1373 https://www.town.minami.lg.jp/minami-byoin/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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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도시마 주오병원 우편번호 761-4301

가가와현 쇼즈군 쇼도시마초 이케다 2060-1
0879-75-1121 https://scha.jp/ (일본어)

무레병원 우편번호 761-4411
가가와현 쇼즈군 쇼도시마초 야스다카부토 33

0879-82-1111  

의료법인 사단 아카자와안과의원 우편번호 769-2601
가가와현 히가시카가와시 산본마쓰 680-32

0879-25-3615  

의료법인 사단 세이신카이 사카모토병원 우편번호 769-2602
가가와현 히가시카가와시 가와히가시 103-1

0879-25-1121 https://www.sakamoto-hosp.or.jp/sakamoto/htm/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다무라내과의원 우편번호 769-2601
가가와현 히가시카가와시 산본마쓰 353

0879-25-2868  

사누키시민병원 우편번호 769-2321
가가와현 사누키시 산가와마치 이시다히가시카부토 387-1

0879-43-2521 http://www.city.sanuki.kagawa.jp/hospital/ (일본어)

나오시마초립 병원 우편번호 761-3110
가가와현 가가와군 나오시마초 2310-1

087-892-2266 http://www.town.naoshima.lg.jp (일본어)

아사히 클리닉 우편번호 760-0076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간코초 538-2

087-831-0280 http://www.asahi-cl.jp/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쇼쇼이 이가와의원 우편번호 760-0071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후지쓰카초 1-11-1

087-861-4306 http://www.igawa-takamatsu.com/ (일본어)

가가와현립 주오병원 우편번호 760-8557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아사히마치 1-2-1

087-811-3333 https://www.chp-kagawa.jp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게이리카이 가와사키 레이디스 클리닉 우편번호 760-0017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반초 3-19-15

087-802-5525  

의료법인 사단 게이유카이 구메가와병원 우편번호 761-0102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신덴초코 474-3

087-844-3111 http://kumegawa-hsp.jp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세이신카이 사토내과 클리닉 우편번호 761-0102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신덴초코 2607-4

087-816-3101  

의료법인 사단 산조정형외과 스포츠 클리닉 우편번호 761-8072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산조초 482-1

087-867-2270 http://www.sanjo-hp.net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시게나리내과의원 우편번호 761-1405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고난초 이케노우치 517-15

087-879-0366  

신마루 클리닉 우편번호 760-0077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가미후쿠오카초 922-1

087-887-7612  

다이 메디컬 클리닉 우편번호 761-8057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다무라초 332-4

087-866-7311 http://www.tai-med-clinic.jp/ (일본어)

다카마쓰시립 민나노병원 우편번호 761-8538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부쓰쇼잔초코 847-1

087-813-7171 http://www.takamatsu-municipal-hospital.jp/ (일본어)

다카마쓰적십자병원 우편번호 760-0017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반초 4-1-3

087-831-7101 https://www.takamatsu.jrc.or.jp/ (일본어)

다카마쓰 내시경 진단 클리닉 우편번호 760-0066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가미후쿠오카초 4-28-30

087-821-8877 https://endoscope.nishitakamatsu.jp/ (일본어)

TANAKA 클리닉 성형외과·미용외과 우편번호 760-0029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마루가메마치 1-1 마루가메마치
이치반가이니시칸 2F

087-823-1500 http://www.tanaka-plas-cl.com/ (일본어)

다마모 클리닉 우편번호 760-0023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고토부키초 1-4-3 다카마쓰
주오도리 빌딩 4층

087-811-7021  

다무라내과 우편번호 761-8076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다히카미마치 1461번지

087-888-3311  

하시오카 고세이 클리닉 우편번호 769-0101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고쿠분지초 니이 469-6

087-874-0003 http://w01.tp1.jp/~a151823631/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나쓰메카이 미술관 진료소 우편번호 761-8013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고자이히가시마치 433-1

087-881-2776 http://www.machikuri.or.jp (일본어)

마루가메마치 클리닉 우편번호 760-0029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마루가메마치 1-1 마루가메마치
이치반가이 3층

087-802-6360 https://www.marucl.jp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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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이비인후과 우편번호 761-8075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다히시모마치 246-1
087-868-5600 https://maru-clinic.jp (일본어)

모리산부인과의원 우편번호 760-0052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가와라마치 2-3-5

087-831-5513  

모리시타안과 클리닉 우편번호 760-0079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마쓰나와초 1140-9

087-865-6633 https://morishita-eye.com/ (일본어)

가가와현 후생농업협동조합연합회 야시마종합병원 우편번호 761-0186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야시마니시마치 2105-17

087-841-9141 http://www.yashima-hp.com (일본어)

가가와대학 의학부 부속병원 우편번호 761-0793
가가와현 기타군 미키초 오아자 이케노베 1750-1

087-898-5111 http://www.med.kagawa-u.ac.jp/hosp/ (일본어)
http://www.med.kagawa-u.ac.jp/hosp/english/ (영어)

의료법인 사단빛수회　미즈타니내과클리닉 우편번호 760-0080
가가와현 다카마쓰시기타초3602-1

087-835-5037 http://m-koujyukai.or.jp (일본어)

가와이정형외과 클리닉 우편번호 763-0066
가가와현 마루가메시 덴마초 1-12-12

0877-23-4010 http://kawaiseikei.jp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히데아키카이 고하시이비인후과 우편번호 763-0093
가가와현 마루가메시 군게초 234

0877-28-6110  

산테·페아레 클리닉 우편번호 763-0034
가가와현 마루가메시 오테초 3-3-21

0877-23-8700 https://santepeare.com (일본어)

다무라 클리닉 우편번호 763-0048
가가와현 마루가메시 사이와이초 1-5-5

0877-22-8391 http://www.tamura-clin.com (일본어)

쓰지마쓰외과·내과의원 우편번호 763-0064
가가와현 마루가메시 마에지오야초 1-12-24

0877-22-6718  

나카노외과·위장과의원 우편번호 763-0082
가가와현 마루가메시 도기초 히가시 3-617

0877-25-2525  

미사키이비과 클리닉 우편번호 762-0082
가가와현 마루가메시 한잔초 가와하라 1847-4

0877-98-7696  

독립행정법인 노동자 건강안전기구 카가와 산재 병원 우편번호 763-8502
카가와현 마루가메시 조토초 3-3-1

0877-23-3111 https://www.kagawah.johas.go.jp/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세키신카이 아카자와병원 우편번호 762-0024
가가와현 사카이데시 후추초 325번지

0877-48-3200  

오고의원 우편번호 762-0043
가가와현 사카이데시 고토부키초 3-3-15

0877-46-3937 https://itp.ne.jp/info/374981245400000899/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사토의원 우편번호 762-0032
가가와현 사카이데시 고마도메초 2-1-38

0877-46-3387 http://www.sato-c.or.jp/news/entry-50.html (일본어)

사회의료법인 재단 다이주카이 종합병원 가이세이병원 우편번호 762-0007
가가와현 사카이데시 무로마치 3-5-28

0877-46-1011　 https://www.kaisei.or.jp/ (일본어)

가지하라 페인 클리닉 우편번호 762-0025
가가와현 사카이데시 가와쓰초 2785-1

0877-45-1101 http://www/nagai-group.com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쇼류카이 구니시게 마코토의원 우편번호 762-0038
가가와현 사카이데시 가자시초 4-28

0877-46-5501 https://www.kunishigemakotoclinic.jp/ (일본어)

사카이데시립병원 우편번호 762-8550
가가와현 사카이데시 고토부키초 3-1-2

0877-46-5131 https://www.city.sakaide.lg.jp/site/patient/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나가이정형외과의원 우편번호 762-0025
가가와현 사카이데시 가와쓰초 2730번지

0877-45-1177 http://www.nagai-group.com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마에다정형외과·외과의원 우편번호 762-0007
가가와현 사카이데시 무로마치 3-1-13

0877-46-5056 http://www.maedaseikei.net (일본어)

요시다내과의원 우편번호 762-0045
가가와현 사카이데시 모토마치 1-3-18

0877-44-1020 http://yoshida-naika-clinic.jimdo.com (일본어)

독립행정법인 국립병원기구 시코쿠 고도모토오토나노
의료센터

우편번호 765-8507
가가와현 젠쓰지시 센유초 2-1-1

0877-62-1000 https://shikoku-mc.hosp.go.jp/ (일본어)

가가와현 후생농업협동조합연합회 다키노미야종합병원 우편번호 761-2393
가가와현 아야우타군 아야가와초 다키노미야 486번지

087-876-1145 http://www.takinomiya-hp.com/ (일본어)

마쓰야마의원 우편번호 769-0210
가가와현 아야우타군 우타즈초 2034-1

0877-49-0706  

(의)오우라내과·소화기과의원 우편번호 766-0004
가가와현 나카타도군 고토히라초 에나이 853-28

0877-7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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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모토이비인후과 우편번호 766-0003

가가와현 나카타도군 고토히라초 고조 636-3
0877-75-4133 http://yamamotojibika.com (일본어)

아키야마의원 우편번호 764-0004
가가와현 나카타도군 다도쓰초 나카노초 9-6

0877-32-8326  

우쓰미정형외과의원 우편번호 764-0027
가가와현 나카타도군 다도쓰초 도후쿠지 132

0877-33-1510 http://www.utsumi-clinic.com/ (일본어)

오아사학원 부속 도료 클리닉 우편번호 764-0014
가가와현 나카타도군 다도쓰초 혼도리 2-3-28

0877-58-5588  

미토요종합병원 우편번호 769-1695
가가와현 간온지시 도요하마초 히메하마 708번지

0875-52-3366 http://mitoyo-hosp.jp/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호난카이 가가와 이노시타병원 우편번호 769-1613
가가와현 간온지시 오노하라초 하나이나 818-1

0875-52-2215 http://www.kagawa-inoshita-hospital.or.jp/index.html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게이세이카이 가와타의원 우편번호 768-0069
가가와현 간온지시 시게키초 5-5-32

0875-25-3668  

의료법인 사단 아이유카이 이와사키병원 우편번호 769-1102
가가와현 미토요시 다쿠마초 마쓰사키 2780-426

0875-83-6011 http://www.iwasaki-hp.or.jp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와후카이 하시모토병원 우편번호 768-0103
가가와현 미토요시 야마모토초 사이타니시 902-1

0875-63-3311 http://www.wafukai-hashimoto.jp (일본어)

시라이병원 우편번호 767-0001
가가와현 미토요시 다카세초 가미타카세 1339

0875-72-3131 http://www.shirai-hosp.or.jp (일본어)

이마우에치과 클리닉 우편번호 761-4121
가가와현 쇼즈군 도노쇼초 후치자키카부토 2052-1

0879-62-5218  

치과 시로토리 고다 우편번호 769-2705
가가와현 히가시카가와시 시로토리 89-1

0879-25-9666 http://goda-dc.com (일본어)

나가미네치과의원 우편번호 769-2901
가가와현 히가시카가와시 히케타 354-8

0879-33-6223 https://wwwd.pikara.ne.jp/nagaminesika/ (일본어)

미요시치과의원 우편번호 769-2515
가가와현 히가시카가와시 마치다 726-3

0879-26-1184  

의료법인사단 켄신카이 타니 치과클리닉 우편번호 769-2101
가가와현 사누키시 시도 4127번지

087-899-5891 http://www.tani-dc.net/ (일본어)

안도치과 우편번호 761-0312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히가시야마사키초 89-6

087-840-7899 http://www.ando-d.jp/ (일본어)

이케지리치과의원 우편번호 761-8041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단시초 2288-3

087-885-0085  

가타기리치과 클리닉 우편번호 761-8083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산묘초 아자 오시타 723-1

087-867-8046 http://www.katagiri.dental (일본어)

기쿠시마치과의원 우편번호 761-8077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슛사쿠초 383-1 1F

087-889-1182 http://www.kikushimadental.net/ (일본어)

스가타치과의원 우편번호 760-0053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다마치 1-2

087-835-1001 http://www.sugata-shika.com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나쓰카치과의원 우편번호 761-0104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다카마쓰초 2481-1

087-843-1818  

반도치과 클리닉 우편번호 760-0002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사이호초 1-10-12 트리하임 201

087-837-6487  

후루이치치과의원 우편번호 760-0063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다가초 2-5-6

087-831-2810 http://furuichi-dent.com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세라마쓰자키 패밀리 치과·교정치과 우편번호 760-0007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주오초 1-5 MBS빌딩 6층

087-862-6222 http://www.matsuzaki-dental.com/ (일본어)

의료법인 사단 호쇼카이 요네다치과의원 우편번호 761-8072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산조초 239-7

087-866-5195 https://www.yonedadental.com/ (일본어)

의료법인 유신카이 오쓰카치과의원 우편번호 763-0013
가가와현 마루가메시 사이와이초 1-2-39

0877-24-6262 http://www.yusinkai.or.jp (일본어)

시노하라치과의원 우편번호 763-0033
가가와현 마루가메시 나카부초 1-2-15

0877-24-2456 http://www.shinohara-dent.com (일본어)

아야사카치과의원 우편번호 762-0012
가가와현 사카이데시 하야시다초 875-3

0877-47-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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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사단 쇼세이카이 화이트치과의원 우편번호 762-0038

가가와현 사카이데시 가자시초 1-5
0877-45-3526 http://www.white-dent.jp (일본어)

모리타치과의원 우편번호 763-0044
가가와현 사카이데시 혼마치 2-3-6

0877-46-2268  

이와야마치과의원 우편번호 766-0021
가가와현 나카타도군 만노초 시조 416-3

0877-75-0409  

의료법인 나나이로치과·어린이 교정치과 클리닉 우편번호 764-0031
가가와현 나카타도군 다도쓰초 쇼 841-1

0877-32-2255 https://www.nanairokids-dental.com (일본어)

무카이치과의원 우편번호 765-0011
가가와현 젠쓰지시 가미요시다초 3-5-21

0877-35-8900 https://www.mukaishika.com/ (일본어)

이소노치과 클리닉 우편번호 768-0051
가가와현 간온지시 기노고마치 기노고초 118-1

0875-57-1550  

사이토치과의원 우편번호 768-0052
가가와현 간온지시 아와이초 391-1

0875-27-9328  

오시타치과의원 우편번호 769-1101
가가와현 미토요시 다쿠마초 다쿠마 3912-1

0875-83-7106  

의료법인 사단 하마다치과·교정 클리닉 우편번호 769-1501
가가와현 미토요시 도요나카초 히지다이 2624-6

0875-62-3500 http://www/dr-hama.jp/ (일본어)

105 / 123



의료기관 일람 에히메현

의료기관 주소 전화번호 웹사이트
HITO병원 우편번호 799-0121

에히메현 시코쿠추오시 가미분초 788-1
0896-58-2222 http://hito-medical.co-site.jp (일본어)

현립 니이하마병원 우편번호 792-0042
에히메현 니하마시 혼고 3-1-1

0897-43-6161 http://www.eph.pref.ehime.jp/epnh/ (일본어)

에히메 로사이병원 우편번호 792-8550
에히메현 니하마시 미나미코마쓰바라초 13-27

0897-33-6191 http://www.eph.pref.ehime.jp/epsuh/ (일본어)

사이세이카이 사이조병원 우편번호 793-0027
에히메현 사이조시 쓰이타치 269-1

0897-55-5100 http://www.saiseikaisaijo.jp (일본어)

현립 이마바리병원 우편번호 794-0006
에히메현 이마바리시 이시이초 4-5-5

0898-32-7111 http://www.eph.pref.ehime.jp/epimah (일본어)

현립 주오병원 우편번호 790-0024
에히메현 마쓰야마시 가스가마치 83

089-947-1111 http://www.eph.pref.ehime.jp/epch/index.htm (일본어)

마쓰야마적십자병원 우편번호 790-8524
에히메현 마쓰야마시 분쿄초 1

089-924-1111 http://www.matsuyama.jrc.or.jp (일본어)

에히메 의료센터 우편번호 791-0281
에히메현 도온시 요코가와라 366번지

089-964-2411 https://ehime.hosp.go.jp (일본어)

JCHO 우와지마병원 우편번호 798-0053
에히메현 우와지마시 가코초 2-1-37

0895-22-5616 https://uwajima.jcho.go.jp (일본어)

현립 미나미우와병원 우편번호 798-4131
에히메현 미나미우와군 아이난쵸 죠헨코 2433-1 

0895-72-1231 http://www.eph.pref.ehime.jp/epsuh/ (일본어)

사이세이카이 이마바리병원 우편번호 799-1592
에히메현 이마바리시 기타무라 7-1-6

0898-47-2500 http://www.imabari.saiseikai.or.jp (일본어)

i(아이) 클리닉 내과·호흡기내과 우편번호 794-0826
에히메현 이마바리시 고신야시키초 3-1-39

0898-22-1929 http://iclinic-health.com/ (일본어)
http://iclinic-health.com/english/ (영어)

마쓰야마 가사기 기념 심장혈관병원 우편번호 790-0023
에히메현 마쓰야마시 스에히로마치 18-2

089-941-2288 https://www.kasagi-hosp.jp (일본어)

도미나가 페인 클리닉 우편번호 790-0863
에히메현 마쓰야마시 고노하나마치 7-33

089-921-7711 http://www.tominaga-clinic.net (일본어)

이카타초 국민건강보험 구초 진료소 우편번호 796-0421
에히메현 니시우와군 이카타초 구초 1번 고치 597-1

0894-39-1050  

시립 우와지마병원 우편번호 798-8510
에히메현 우와지마시 고텐마치 1-1

0895-25-1111 http://www.uwajima-mh.jp/ (일본어)

젠케뇌신경 클리닉 우편번호 798-0050
에히메현 우와지마시 호리바타초 2-39

0895-22-1484 http://www.netwave.or.jp/~zenke/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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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종합병원 우편번호 784-0027

고치현 아키시 호에이초 3-33
0887-34-3111 http://www.pref.kochi.lg.jp/aki/ (일본어)

아타고병원 우편번호 780-0051
고치현 고치시 아타고마치 1-1-13

088-823-3301 http://www.atago-hp.or.jp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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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카와내과 우편번호 781-8006

고치현 고치시 하기마치 1-6-52
088-855-7717 http://www.ookawa-naika.jp (일본어)

오카무라병원 우편번호 780-0041
고치현 고치시 이리아케초 1-5

088-822-5155 http://www.okamura-hp.or.jp/ (일본어)

구보카와병원 우편번호 786-0002
고치현 다카오카군 시만토초 미쓰케 902-1

0880-22-1111 http://www.kawamurakai.com (일본어)

고치현·고치시 병원기업단립 고치 의료센터 우편번호 781-8555
고치현 고치시 이케 2125-1

088-837-3000 https://www2.khsc.or.jp/ (일본어)

고치적십자병원 우편번호 780-8562
고치현 고치시 하다미나미마치 1-4-63-11

088-822-1201 http://kochi-med.jrc.or.jp/ (일본어)

고치현립 하타 겐민병원 우편번호 788-0785
고치현 스쿠모시 야마나초 요시나 3-1

0880-66-2222 http://www.pref.kochi.lg.jp/hata/ (일본어)

사카와초립 고호쿠 국민건강보험병원 우편번호 789-1201
고치현 다카오카군 사가와초 고 1687

0889-22-1166 http://www.town.sakawa.lg.jp/kouhoku_hospital
(일본어)

스사키 구로시오병원 우편번호 785-8501
고치현 스사키시 미도리마치 4-30

0889-43-2121 http://www.susaki-kuroshiohp.or.jp (일본어)

지카모리병원 우편번호 780-8522
고치현 고치시 오카와스지 1-1-16

088-822-5231 http://www.chikamori.com (일본어)

도사시립도사시민병원 우편번호 781-1101
고치현 도사시 다카오카초 고 1867

088-852-2151 http://www.city.tosa.lg.jp/hospital/ (일본어)

나가하마병원 우편번호 781-0270
고치현 고치시 나가하마 801

088-841-2337 http://www.nagahama-hp.or.jp (일본어)

모토야마초립 국민건강보험 레이호쿠 주오병원 우편번호 781-3601
고치현 나가오카군 모토야마초 모토야마 620번지

0887-76-2450 http://reihokuchuo-hp.jo/ (일본어)

요시이병원 우편번호 787-0033
고치현 시만토시 나카무라오하시도리 6-7-5

0880-34-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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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슈대학병원 우편번호 812-8582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히가시구 마이다시 3-1-1
092-642-4231 https://www.hosp.kyushu-u.ac.jp/ (일본어)

https://www.hosp.kyushu-u.ac.jp/info/En/ (영어)

후쿠오카적십자병원 우편번호 815-8555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미나미구 오구스 3-1-1

092-521-1211 https://www.fukuoka-med.jrc.or.jp/ (일본어)
https://www.fukuoka-med.jrc.or.jp/english_info (영어)

후쿠오카 기념병원 우편번호 814-8525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사와라구 니시진 1-1-35

092-821-4731 http://www.kinen.jp/ (일본어)
http://www.kinen.jp/contents/visitor/index_en01.html
(영어)

후쿠오카 산오병원 우편번호 814-0001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사와라구 모모치하마 3-6-45

092-832-1100 http://f-sanno.kouhoukai.or.jp/ (일본어)
http://f-sanno.kouhoukai.or.jp/en (영어)
http://f-sanno.kouhoukai.or.jp/ch/index.html (中国語)

의료법인 사다 고세이카이 사다병원 우편번호 810-0004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주오구 와타나베도리 2-4-28

092-781-6381 http://www.sada.or.jp (일본어)

후쿠오카현 사이세이카이 후쿠오카종합병원 우편번호 810-0001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주오구 덴진 1-3-46

092-771-8151 http://www.saiseikai-hp.chuo.fukuoka.jp/ (일본어)
http://www.saiseikai-hp.chuo.fukuoka.jp/en (영어)

후쿠오카대학병원 우편번호 814-0180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조난구 나나쿠마 7-45-1

092-801-1011 http://www.hop.fukuoka-u.ac.jp/ (일본어)
http://www.hop.fukuoka-u.ac.jp/eng/ (영어)
http://www.hop.fukuoka-u.ac.jp/chn/ （中国語）

후쿠오카시민병원 우편번호 812-0046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하카타구 요시즈카혼마치 13-1

092-632-1111 http://www.fcho.jp/shiminhp/ (일본어)

후쿠오카 기에이카이병원 우편번호 813-0044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히가시구 지하야 4-14-40

092-681-3115 http://www.kieikai.ne.jp (일본어)

하라산신병원 우편번호 812-0033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하카타구 다이하쿠마치 1-8

092-291-3434 http://www.harasanshin.or.jp (일본어)

아부라야마병원 우편번호 814-0171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사와라구 노케 5-6-37

092-871-2261 https://www.aburayama-hospital.com/ (일본어)

큐슈 의료센터 우편번호 810-8563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추오구 지교하마 1-8-1

092-852-0700 http://www.kyumed.jp (일본어)

의료법인 아오바 클리닉 우편번호 813-0025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히가시구 아오바 3-1-6

092-663-2037 http://www.f-aobaclinic.jp/ (일본어)

오타베내과의원 우편번호 811-1346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미나미구 로지 2-20-31

092-565-8311 https://byoinnavi.jp/clinic/98841 (일본어)

마쓰오 클리닉 우편번호 819-0373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니시구 스센지 1-1-33

092-807-7788 https://1112matsuo.com/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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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스 클리닉 성형외과·미용외과·미용피부과 우편번호 810-0005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주오구 기요카와 1-9-20-3F
092-791-1441 https://bliss-clinic.com/index.html (일본어)

https://bliss-clinic.com/en/index.html (영어)

의료법인 야스마스치과의원 우편번호 810-0001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주오구 덴진 2-8-30-5F

092-791-6095 http://www.yasumasu-dental.com (일본어)
http://www.yasumasu-dental.com/index_en.html
(영어)

나카토미치과의원 우편번호 812-0053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히가시구 하코자키 3-36-31-109

092-651-8280 https://www.nakatomi-shika.jp/ (일본어)

패밀리 치과 클리닉 메이노하마 우편번호 819-0005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니시구 우치하마 1-15-6

092-882-6700 https://www.fdc.or.jp/ (일본어)

Crystal 치과의원 Clinic International 우편번호 810-0001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주오구 덴진 4-6-7 덴진 크리스털
빌딩 2F

092-751-8241 https://www.cdc-intl.com/ (일본어)

치과·하야시미호의원 우편번호 810-0041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주오구 다이묘 2-1-35-6F
트라이엔트 야마자키 빌딩

092-736-6020 http://www.m-hayashi.jp/ (일본어)

후쿠오카 세이슈카이병원 우편번호 811-2316
후쿠오카현 가스야군 가스야마치 조자바루니시 4-11-8

092-939-0010 http://www.f-seisyukai.jp (일본어)

무나카타 스이코카이종합병원 우편번호 811-3298
후쿠오카현 후쿠쓰시 히마키노 5-7-1

0940-34-3111 http://www.suikokai.or.jp (일본어)

무나카타 이시카이병원 우편번호 811-3431
후쿠오카현 무나카타시 다구마 5-5-3

0940-37-1188 http://mmah.jp/ (일본어)

의료법인 도쿠슈카이 후쿠오카 도쿠슈카이병원 우편번호 816-0864
후쿠오카현 가스가시 스구키타 4-5

092-573-6622 http://www.f-toku.jp/ (일본어)

사회복지법인 온시재단 사이세이카이지부 후쿠오카현
사이세이카이 후쓰카이치병원

우편번호 818-8516
후쿠오카현 치쿠시노시 유마치3쵸메 13번지 1호

092-923-1551 http://www.saiseikai-futsukaichi.org/ (일본어)

아사쿠라 겐세이병원 우편번호 838-0068
후쿠오카현 아사쿠라시 아마기 151-4

0946-22-5511 http://www.a-kensei.jp/ (일본어)

다누시마루 주오병원 우편번호 839-1213
후쿠오카현 구루메시 다누시마루마치 마스오다 892

0943-72-1620 http://www.seihoukai.or.jp/ (일본어)

JCHO구루메종합병원 우편번호 830-0013
후쿠오카현 구루메시 구시하라마치 21번지

0942-33-1211 http://kurume.jcho.go.jp (일본어)

의료법인 쇼후카이 나이토병원 우편번호 830-0038
후쿠오카현 구루메시 니시마치 1169-1

0942-32-1212 http://www.shoufukai.or.jp/ (일본어)
http://www.shoufukai.or.jp/english/ (영어)

성마리아 병원 우편번호 830-8543
후쿠오카현 쿠루메시 츠부쿠혼마치 422

0942-35-3322 http://www.st-mary-med.or.jp/ (일본어)
https://www.st-mary-
med.or.jp/pdf/information_EN.pdf (영어)

구루메히가시마치 치과의원 우편번호 830-0032
후쿠오카현 구루메시 히가시마치 40-13

0942-46-5050 http://kurume-prevent.com (일본어)
http://kurume-prevent.com/en (영어)

공립 야메종합병원 우편번호 834-0034
후쿠오카현 야메시 다카쓰카 540-2

0943-23-4131 http://www.hosp-yame.jp/hospital/index.html (일본어)

의료법인 소가병원 우편번호 837-0904
후쿠오카현 오무타시 요시노 859

0944-58-1234 https://soga-hospital.jp/ (일본어)

가마적십자병원 우편번호 821-0012
후쿠오카현 가마시 가미야마다 1237

0948-52-0861 http://www.kama-jrc.jp (일본어)

사회보험 노가병원 우편번호 822-0024
후쿠오카현 나가타시 스사키마치 1-1

0949-22-1215 http://nogata-hp.jp/ (일본어)

사회보험 다가와병원 우편번호 826-0023
후쿠오카현 다가와시 가미혼마치 10-18

0947-44-0460 http://www.s-tagawa-hp.tagawa.fukuoka.jp/ (일본어)

사회복지법인 온시재단 사이세이카이 야하타종합병원 지부
후쿠오카현 사이세이카이 야하타종합병원

우편번호 806-0050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 야하타히가시구 하루노마치
5-9-27

093-662-5211 http://www.yahata.saiseikai.or.jp/ (일본어)

키타큐슈시립 야하타 병원 우편번호 805-8534
후쿠오카현 키타큐슈시 야하타히가시구 오쿠라 2-6-2

093-662-6565 https://www.kitakyu-cho.jp/yahata/ (일본어)

스기야마치과의원 우편번호 802-0002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 고쿠라키타구 교마치 1-4-14

093-521-1722 https://sugiyamamasataka.com (일본어)

신유쿠하시병원 우편번호 824-0026
후쿠오카현 유쿠하시시 도조지 1411번지

0930-24-8899(외국어 대응
불가)

http://www.shinyukuhashihospital.or.jp/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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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일람 사가현

의료기관 주소 전화번호 웹사이트
사이세이카이 가라쓰병원 우편번호 847-0852

사가현 가라쓰시 모토하타마치 817번지
0955-73-3175 http://www.saiseikai-karatsu.com (일본어)

지방독립행정법인 사가현 의료센터 고세이칸 우편번호 840-8571
사가현 사가시 가세마치 나카바루 400번지

0952-24-2171 http://www.koseikan.jp/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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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일람 사가현

의료기관 주소 전화번호 웹사이트
독립행정법인 국립병원기구 우레시노 의료센터 우편번호 843-0393

사가현 우레시노시 우레시노마치 오아자 시모주쿠코
4279-3

0954-43-1120 https://ureshino.hosp.go.jp/ (일본어)

야마모토 기념병원 우편번호 848-0031
사가현 이마리시 니리초 하치야가라미 88-4

0955-23-2166 http://www.kenjin-kai.com (일본어)

사회의료법인 슌요카이 우에무라병원 우편번호 849-0913
사가현 사가시 효고마치 오아자 후치 1903-1

0952-33-0099 http://shunyoukai.jp/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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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일람 나가사키현

의료기관 주소 전화번호 웹사이트
나가사키대학병원 우편번호 852-8501

나가사키현 나가사키시 사카모토 1-7-1
095-819-7200 http://www.mh.nagasaki-u.ac.jp/ (일본어)

http://www.mh.nagasaki-u.ac.jp/en/ (영어)

나가사키 미나토 메디컬센터 우편번호 850-8555
나가사키현 나가사키시 신치마치 6-39

095-822-3251 https://nmh.jp/ (일본어)
http://shibyo.nmh.jp/user/shibyo/foreign_language_site/nag_
english.html (영어)
https://nmh.jp/

사이세이카이 나가사키병원 우편번호 850-0003
나가사키현 나가사키시 가타후치 2-5-1

095-826-9236 http://www.nsaisei.or.jp/index.php (일본어)

일본적십자사 나가사키 원폭병원 우편번호 852-8511
나가사키현 나가사키시 모리마치３-15

095-847-1511 https://www.nagasaki-med.jrc.or.jp/index.php
(일본어)

의)다니가와방사선과·위장과의원 우편번호 852-8137
나가사키현 나가사키시 와카바마치 6-1

095-844-0417 https://tanigawa.clinic/ (일본어)
https://tanigawa.clinic/ (영어)

사세보시 종합의료센터 우편번호 857-8511
나가사키현 사세보시 히라세마치 9-3

0956-24-1515 http://www.hospital.sasebo.nagasaki.jp (일본어)
http://www.hospital.sasebo.nagasaki.jp/category/english
(영어)
http://www.hospital.sasebo.nagasaki.jp/category/chinese (中国語)

나가사키 로사이병원 우편번호 857-0134
나가사키현 사세보시 세토고에 2-12-5

0956-49-2191 http://nagasakih.johas.go.jp/ (일본어)

국가공무원 공제조합연합회 사세보 교사이병원 우편번호 857-8575
나가사키현 사세보시 시만지초 10-17

0956-22-5136 https://sb.kkr.or.jp/ (일본어)

독립행정법인 국립병원기구 나가사키 의료센터 우편번호 856-8562
나가사키현 오무라시 구바라 2-1001-1

0957-52-3121 https://nagasaki-mc.hosp.go.jp/ (일본어)

시립 오무라시민병원 우편번호 856-8561
나가사키현 오무라시 고가시마마치 133-22

0957-52-2161 https://omura.jadecom.or.jp (일본어)

독립행정법인 지역의료기능추진기구 이사하야종합병원 우편번호 854-8501
나가사키현 이사하야시 에이쇼히가시마치 24-1

0957-22-1380 https://isahaya.jcho.go.jp (일본어)

나가사키현 시마바라병원 우편번호 855-0861
나가사키현 시마바라시 시모카와시리마치 7895번지

0957-63-1145 http://shimabarabyoin.jp/ (일본어)

나가사키현 고토 주오병원 우편번호 853-0031
나가사키현 고토시 요시쿠기초 205

0959-72-3181 http://www.gotocyuoh-hospital.jp (일본어)

나가사키현 가미고토병원 우편번호 857-4404
나가사키현 미나미마쓰우라군 신카미고토초 아오카타고
1549-11

0959-52-3000 https://www.kamigoto-hospital.jp/ (일본어)

나가사키현 이키병원 우편번호 811-5132
나가사키현 이키시 고노우라초 히가시후레 1626번지

0920-47-1131 http://www.iki-hospital.jp/ (일본어)

나가사키현 쓰시마병원 우편번호 817-0322
나가사키현 쓰시마시 미쓰시마마치 게치오쓰 1168-7

0920-54-7111 http://www.tsushima-hospital.jp/ (일본어)

나가사키현 가미쓰시마병원 우편번호 817-1701
나가사키현 쓰시마시 가미쓰시마마치 히타카쓰 630번지

0920-86-4321 http://www.kamibyo.jp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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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일람 구마모토현

의료기관 주소 전화번호 웹사이트
아카기치과의원 우편번호 861-5263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미나미구 나미타테마치 534
096-227-2337  

아사히노종합병원 우편번호 861-8072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기타구 무로조노마치 12-10

096-344-3000 http://www.asahino.or.jp/asahino/ (일본어)

아소 의료센터 우편번호 869-2225
구마모토현 아소시 구로카와 1266

0967-34-0311 http://aso-mc.jp (일본어)

아소온센병원 우편번호 869-2301
구마모토현 아소시 우치노마키 1153-1

0967-32-0881 http://www.asospahp.jp (일본어)

아라오시민병원 우편번호 864-0041
구마모토현 아라오시 아라오 2600

0968-63-1115 http://www.hospital.arao.kumamoto.jp (일본어)

아리무라치과의원 우편번호 861-3101
구마모토현 가미마시키군 가시마마치 나마즈 1836-2

096-235-4618 http://arimurashika.web.fc2.com/ (일본어)

이리에치과의원 우편번호 861-3206
구마모토현 가미마시키군 미후네마치 헤타미 366-1

096-282-3188  

우키종합병원 우편번호 869-0532
구마모토현 우키시 마쓰바세마치 구구 691

0964-32-3111 http://www.reimeikai.jp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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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일람 구마모토현

의료기관 주소 전화번호 웹사이트
우라타안과 우편번호 863-0043

구마모토현 아마쿠사시 가메바마치 가메가와 110
0969-22-1431 http://urata-eyeclinic.com/ (일본어)

가미아마쿠사시립 가미아마쿠사종합병원 우편번호 866-0293
구마모토현 가미아마쿠사시 류가타케마치 다카도
1419-19

0969-62-1122 http://www.cityhosp-kamiamakusa.jp (일본어)

구마모토적십자병원 우편번호 861-8520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히가시구 나가미네미나미 2-1-1

096-384-2111(대표) https://www.kumamoto-med.jrc.or.jp/ (일본어)
https://www.kumamoto-
med.jrc.or.jp/facilities/foreigners/ (영어)

구로다 클리닉 내과·대사내과 우편번호 865-0022
구마모토현 다마나시 데라다 431-1

0968-73-6688 http://kuroda-naika.com (일본어)

국민건강보험 미나마타시립 종합의료센터 우편번호 867-0041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시 덴진초 1-2-1

0966-63-2101 http://minamata-hp.jp/ (일본어)

국립병원기구 구마모토 의료센터 우편번호 860-0008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주오구 니노마루 1-5

096-353-6501 http://kumamoto.hosp.go.jp/ (일본어)
http://kumamoto.hosp.go.jp/eng/index-E.html (영어)

사이세이카이 구마모토병원 우편번호 861-4193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미나미구 지카미 5-3-1

096-351-8000 http://www.sk-kumamoto.jp/ (일본어)
http://www.sk-kumamoto.jp/ (영어)

사카이병원 우편번호 863-0006
구마모토현 아마쿠사시 혼마치 시모가와치 964

0969-22-4181 http://www.amakusa.ne.jp/~sakaihp/ (일본어)

사회의료법인 이나호카이 아마쿠사 지케이병원 우편번호 863-2502
구마모토현 아마쿠사군 레이호쿠마치 고쓰후카에 278-10

0969-37-1111 http://www.inahokai.com/ (일본어)

세이지노 리허빌리테이션병원 우편번호 860-8515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니시구 시마사키 2-22-15

096-354-1731 http://www.seijino.or.jp/ (일본어)

대장·항문질환센터 다카노병원 우편번호 862-0971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주오구 오에 3-2-55

096-320-6500 http://www.takano-hospital.jp/ (일본어)

다바루자카 클리닉 우편번호 861-0165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기타구 우에키마치 히라바루 212

096-272-5487 https://www.touyoukai.com (일본어)

독립행정법인 노동자건강안전기구 구마모토 로사이병원 우편번호 866-8533
구마모토현 야쓰시로시 다케하라마치 1670

0965-33-4151 http://kumamotoh.johas.go.jp/ (일본어)

독립행정법인 국립병원기구 구마모토 사이슌 의료센터 우편번호 861-1196
구마모토현 고시시 스야 2659

096-242-1000 https://saisyunso.hosp.go.jp (일본어)

독립행정법인 지역의료기능추진기구 히토요시 의료센터 우편번호 868-0053
구마모토현 히토요시시 오이카미마치 35번지

0966-22-2191 https://hitoyoshi.jcho.go.jp/ (일본어)

나나이로 덴털 클리닉 우편번호 862-0920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히가시구 쓰키데 2-1-39 오크힐
혼다 1F

096-381-4618 http://www4.hp-ez.com/hp/akiyoshidentalclinic/page1
(일본어)

니시하마치과의원 우편번호 862-0956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주오구 스이젠지코엔 8-1

096-381-8241  

페에소아과·내과의원 우편번호 861-5253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미나미구 하후지마치 89-1

096-227-3163 http://www.pae-clinic.jp (일본어)

마키노 겐지피부과의원 우편번호 860-0855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주오구 기타센단바타마치 1-28

096-215-1212  

미즈모토정형외과·이와시타내과 우편번호 862-0949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주오구 고쿠부 2-17-34

096-362-3311 http://shoki-kai.jp (일본어)

미요시치과의원 우편번호 869-0552
구마모토현 우키시 시라누히마치 고라 2268-1

0964-32-1778 http://www.love-and-teeth.com (일본어)
http://teethsalon.luna.weblife.me/(日本語)

무카에치과의원 우편번호 868-0611
구마모토현 구마군 유노마에마치 1237-4

0966-43-3131 http://www.mukae-shika.com (일본어)

무토안과·오쿠보내과 우편번호 860-0851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주오구 고카이혼마치 1-18

096-343-3510 http://www.muto-ohkubo-clinic.jp (일본어)

야마시카 시민의료센터 우편번호 861-0593
구마모토현 야마가시 야마가 511

0968-44-2185 http://yamaga-medical-center.jp/ (일본어)

요시다 클리닉 우편번호 869-3603
구마모토현 가미아마쿠사시 오야노마치 나카 8308-1

0964-57-0246  

지방독립행정법인 구마모토켄호쿠 병원 우편번호 865-0005
구마모토현 다마나시 다마나 550번지

0968-73-5000 http://kumakenhoku-hp.jp (일본어)

우치노소아과 소아외과 우편번호 869-0502
구마모토현 우키시 마쓰바세마치 마쓰바세 1947-1

0964-32-0550 http://www.uchino-shonika-shonigeka.com/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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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누카이 고다마의원 우편번호 879-7305

오이타현 분고오노시 이누카이마치 다하라 1105-1-1
097-578-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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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쿠보병원 우편번호 878-0204

오이타현 다케다시 구주마치 가야기 6026-2
0974-64-7777 http://www.okubo-hp.com (일본어)

게이다 클리닉 우편번호 871-0006
오이타현 나카쓰시 주오마치 1-7-46

0979-24-5222 http://www.keida-clinic.com (일본어)

사회의료법인 산아이카이 오이타 산아이 메디컬센터 우편번호 870-1151
오이타현 오이타시 오아자 이치 1213

097-541-1311 http://www.san-ai-group.org (일본어)

오이타적십자병원 우편번호 870-0033
오이타현 오이타시 지요마치 3-2-37

097-532-6181 http://www.oitasekijyuji.jp/ (일본어)

의료법인 NOC 나나세 클리닉 우편번호 870-1152
오이타현 오이타시 가미무나카타 390-1 아이아루
플레이스

097-540-7536  

국가공무원 공제조합연합회 신벳푸병원 우편번호 874-8538
오이타현 벳푸시 오아자 쓰루미 3898번지

0977-22-0391 http://www.shinbeppu-hosp.jp (일본어)

나카쓰시립 나카쓰시민병원 우편번호 871-8511
오이타현 나카쓰시 오아자 시모이케나가 173번지

0979-22-2480 https://www.city-nakatsu.jp/hospital/index.html
(일본어)

사회복지법인 온시재단 사이세이카이 오이타현
사이세이카이 히타병원

우편번호 877-1292
오이타현 히타시 오아자 미와 643-7

0973-24-1100 http://saiseikai.hita.oita.jp/contents/ (일본어)

오이타 오카병원 우편번호 870-0192
오이타현 오이타시 니시쓰루사키 3-7-11

097-522-3131 https://keiwakai.oita.jp/oka-hp/ (일본어)

독립행정법인 지역의료기능추진기구 난카이 의료센터 우편번호 876-0857
오이타현 사이키시 도키와니시마치 7-8

0972-22-0547 https://nankai.jcho.go.jp/ (일본어)

오이타 대학 의학부 부속 병원 우편번호 879-5593
오이타현 유후시 하사마마치 이다이가오카 1초메 1번지

097-549-4411 http://www.med.oita-u.ac.jp/hospital/ (일본어)
https://www.med.oita-u.ac.jp/hospital/en/index.html
(영어)

분고오노 시민병원 우편번호 879-6692
오이타현 분고오노시 오가타마치 바바 276번지

0974-42-3121 http://www.bungo-ohno-hp.jp/ (일본어)

나가토 기념병원 우편번호 876-0835
오이타현 사이키시 쓰루오카마치 1-11-59

0972-2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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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자키 현립 미야자키병원 우편번호 880-8510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 기타타카마쓰초 5-30
0985-24-4181 http://www.kenritsu-miyazakibyouin.jp (일본어)

미야자키현립 노베오카병원 우편번호 882-0835
미야자키현 노베오카시 신코지 2-1-10

0982-32-6181 https://nobeoka-kenbyo.jp/ (일본어)

미야자키현립 니치난병원 우편번호 887-0013
미야자키현 니치난시 기야마 1-9-5

0987-23-3111 http://nichinan-kenbyo.jp (일본어)

다카치호초 국민건강보험병원 우편번호 882-1101
미야자키현 니시우스키군 다카치호초 오아자 미타이
435-1

0982-73-1700 http://www.takachiho-hp.jp/ (일본어)

미야자키시군 이시카이병원 우편번호 880-2102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 오아자아리타 1173번지

0985-77-9101 http://www.cure.or.jp (일본어)

고바야시시립병원 우편번호 886-8503
미야자키현 고바야시시 호소노 2235-3

0984-23-4711 https://kobayashi-city-hp.jp/ (일본어)

다나카치과의원 우편번호 885-0055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 하야스즈초 3205-11

0986-25-6677 http://www.tanaka-dentalclinic.jp (일본어)

미야코노조 의료센터 우편번호 885-0014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 이와요시초 5033-1

0986-23-4111 https://miyakonojo.hosp.go.jp/ (일본어)

미야코노조시군 이시카이병원 우편번호 885-0002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 다로보초 1364-1

0986-36-8300 https://www.mmah.or.jp/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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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키이레종합병원 우편번호 890-0051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 고라이초 43-25
099-252-1090 http://imakiire.jp (일본어)

이마무라 클리닉 우편번호 892-0815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 야스이초 1-13

099-222-5758  

사회의료법인 덴요카이 주오 병원 우편번호 892-0822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 이즈미초 6-7

099-226-8181 https://www.tenyoukai.jp (일본어)

사회의료법인 덴요카이 주오 클리닉 우편번호 892-0822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 이즈미초 16-1

099-225-8650 https://www.tenyoukai.jp (일본어)

독립행정법인 국립병원기구 가고시마 의료센터 우편번호 892-0853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 시로야마초 8-1

099-223-1151 http://kagomc.jp (일본어)

사가라병원 우편번호 892-0833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 마쓰바라초 3-31

099-224-1800 http://www.sagara.or.jp/english/en-access.html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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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가와바타의원 우편번호 890-0052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 우에노소노초 19-25
099-813-0470  

가고시마시립병원 우편번호 890-8760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 우에아라타초 37-1

099-230-7000 http://www.kch.kagoshima.jp/ (일본어)

사회의료법인 도진카이 이케다키병원 우편번호 890-0046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 니시다 3-10-20

099-252-8333 http://ikekidho.jp/ (일본어)

사회의료법인 료쿠센카이 요네모리병원 우편번호 890-0062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 요지로 1-7-1

099-230-0100 http://www.yonemorihp.jp/ (일본어)
http://www.yonemorihp.jp/en/ (영어)
http://www.yonemorihp.jp/ch/ (中国語)

가와노안과 우편번호 895-0025
가고시마현 사쓰마센다이시 요코바바초 6-3

0996-23-3336 http://www.kawamo-eye.jp (일본어)

기리시마시립 의사회 의료센터 우편번호 899-5112
가고시마현 기리시마시 하야토초 마쓰나가 3320번지

0995-42-1171 http://www.hayato-mc.jp (일본어)

세이운카이병원 우편번호 899-5431
가고시마현 아이라시 니시모치다 3011

0995-66-3080 http://www.seiunkaibyouin.jp (일본어)

미미·하나·노도 도시 클리닉 우편번호 899-4321
가고시마현 기리시마시 고쿠부히로세 1-12-18

0995-46-4987 http://www7b.biglobe.ne.jp/~toshi-clinic0201/
(일본어)

가고시마현립 오시마병원 우편번호 894-0015
가고시마현 아마미시 나제마나즈초 18-1

0997-52-3611 http://hospital.pref.kagoshima.jp/oshima/ (일본어)

가고시마대학병원 우편번호 890-8520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 사쿠라가오카 8-35-1

099-275-5111 https://com4.kufm.kagoshima-u.ac.jp/ (일본어)
https://com4.kufm.kagoshima-u.ac.jp/en/ (영어)

야간·휴일 진료소 기타조노 클리닉 우편번호 892-0848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 히라노초 9-1

099-213-9200 http://kitazono-cl.com (일본어)

기이레 하마다 클리닉 우편번호 891-0203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 기이레초 6988-1

099-345-0077 http://hamada.gr.jp (일본어)

현민 건강플라자 가노야 의료센터 우편번호 893-0013
가고시마현 가노야시 후다모토 1-8-8

0994-42-5101 http://hospital.pref.kagoshima.jp/kanoya/ (일본어)

와카스기 피부과 클리닉 우편번호 899-0207
가고시마현 이즈미시 주오초 1390

0996-64-1313 http://www.wakasugi-clinic.jp (일본어)

쓰마가리위장과·정형외과 우편번호 899-8104
가고시마현 소오시 오스미초 나루카미마치 93-1

099-482-0241  

소야마치과·게이코 교정치과 우편번호 892-0842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 히가시센고쿠초 15-13

099-222-8441 http://www.soyamashika.com/ (일본어)

히라타치과의원 우편번호 890-0026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 하라라 2-3-22

099-255-8315 http://hirata8315.com (일본어)

후카노키치과 우편번호 890-0036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 다가미다이 3-30-6

099-265-6811  

야스다치과의원 우편번호 892-0826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 고후쿠마치 5-14

099-226-9016 http://yasudashika.com (일본어)

오가타치과의원 우편번호 895-1803
가고시마현 사쓰마군 사쓰마초 미야노조야치 1462-1

0996-53-0418 http://Ogatadentalclinic.wixsite.com (일본어)

후쿠오카치과의원 우편번호 895-1811
가고시마현 사쓰마군 사쓰마초 도라이 704-4

0996-53-3300 http://fukuokadental.info/ (일본어)

아리카와치과의원 우편번호 895-2511
가고시마현 이사시 오구치사토 2927

0995-22-0343  

후토리치과의원 우편번호 891-7101
가고시마현 오시마군 도쿠노시마초 가메쓰 501

0997-83-0418  

내과·야마구치 어번 클리닉 우편번호 890-0063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 가모이케 2-26-30

099-258-8853 http://www.citydo.com/prf/kagoshima/guide/sg/t00015
5622-top.html?c=0401002 (일본어)

난푸병원 우편번호 899-8512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 나가타초 14-3

099-226-9111 https://www.nanpuh.or.jp/ (일본어)

하야토온센병원 우편번호 899-5111
가고시마현 기리시마시 하야토초 히메기 1-264-2

0995-42-2151 https://hayato-onsen.jp/ (일본어)

가지키온센병원 우편번호 899-5241
가고시마현 아이라시 가지키초 기다 4714

0995-62-0001 http://www.gyokushoukai.com/kajikionsen_hospital/
(일본어)

니시코쿠료 치과 의원 우편번호 899-7103
가고시마현 시부시시 시부시초 시부시 3-5-30

099-472-0118 http://nishikokuryo-dental.com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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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이 마사히코 치과 우편번호 892-0821

카고시마현 카고시마시 메이잔초 10-4
099-225-0909 http://nagaimasahiko-dc.com/ (일본어)

케도인 치과 우편번호 895-1501
카고시마현 사츠마센다이시 케도인초 시모데 306-3

0996-55-0088  

의료법인 SAKURA 시부시 추오 클리닉 우편번호 899-7108
카고시마현 시부시시 시부시초 시부시 1290-1

099-472-3100 https://www.med-sakura.or.jp (일본어)

의료법인 이토이비과 이토이비인후과 우편번호 896-0001
이치키 구시키노시 아케보노쵸 95번지 

0996-33-3387 http://workspacei.or.jp/ent.html (일본어)

사회의료법인 료쿠센카이 요지로 요네모리클리닉 우편번호 890-0062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 요지로 1-7-1

099-255-1500 http://www.yonemorihp.jp/ (일본어)
http://www.yonemorihp.jp/en/ (영어)
http://www.yonemorihp.jp/ch/

가와바타안과의원 우편번호 890-0065
가고시마현 가고시마 고오리모토 3-2-1

099-822-1110 https://kawabata-eye.jp/ (일본어)

의료법인 유시카이 모리야병원 우편번호 899-2502
가고시마현 히오키시 이쥬인쵸 도쿠시게 2-5-5

099-273-3195 https://yuushikai.or.jp (일본어)

의료법인 메이세이카이 이마바야시 정형외과병원 우편번호 891-0402
가고시마현 이부스키시 주쓰쵸 352-2

0993-22-2710 https://www.meiseikai.or.jp (일본어)

독립행정법인 국립병원기구 이부스키의료센터 우편번호 891-0498
가고시마현 이부스키시 주니쵸 4145

0993-22-2231 https://ibusuki.hosp.go.jp/ (일본어)

이코마외과의원 우편번호 891-0405
가고시마현 이부스키시 미나토 2-23-20

0993-22-3059 https://ikoma-geka.jp (일본어)

이부스키 사가라병원 우편번호 891-0406
가고시마현 이부스키시 유노하마 1-11-29

0993-22-3079 http://ibusuki-sagara.jp (일본어)

사쿠라도리클리닉 우편번호 899-0217
가고시마현 이즈미시 헤이와쵸 228

0996-62-2311 http://www5.synapse.ne.jp/sakuradoori/ (일본어)

이즈미 종합의료센터 우편번호 899-0131
가고시마현 이즈미시 묘진쵸 520번지

0996-67-1611 https://www.hospital-city.izumi.kagoshima.jp (일본어)

가와하라 비교기과클리닉 우편번호 899-5431
가고시마현 아이라시 니시모치다 73-3 

0995-64-5181 https://www.kawahara.or.jp/ (일본어)

나카무라산부인과 우편번호 895-2513
가고시마현 이사시 오구치우에마치 46-12

0995-24-2238 https://www.nakamura-ladies-clinic.com/ (일본어)

다네가시마의료센터 우편번호 891-3101
가고시마현 니시노오모테시 니시노오모테 7463

0997-22-0960 http://www.tanegashima-mc.jp (일본어)

공립 다네가시마병원 우편번호 891-3701
가고시마현 구마게군 미나미타네쵸 나카노카미 1700번지
22

0997-26-1230 http://tanegashima-hospital.com (일본어)

이자쿠다진료소 우편번호 899-2202
가고시마현 히오키시 히가시이치키쵸 나가사토 351-11

099-274-8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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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주소 전화번호 웹사이트
어드벤티스트 메디컬센터 우편번호 903-0201

오키나와현 나카가미군 니시하라초 고치 868
098-946-2833 http://www.amc.gr.jp (일본어)

http://www.amc.gr.jp/english/ (영어)

신카와 클리닉 우편번호 902-0065
오키나와현 나하시 쓰보야 1-2-16

098-863-1511  

오키나와 교도병원 우편번호 900-8558
오키나와현 나하시 고하구라 4-10-55

098-853-1200 http://www.oki-kyo.jp (일본어)

오키나와현립 남부의료센터·어린이 의료센터 우편번호 901-1193
오키나와현 시마지리군 하에바루초 아자 아라카와 118-1

098-888-0123 http://www.hosp.pref.okinawa.jp/nanbu/ (일본어)

오키나와 센트럴병원 우편번호 902-0076
오키나와현 나하시 요기 1-26-6

098-854-5511 http://www.central.jyujinkai.or.jp/ (일본어)

성형외과 KC 우편번호 900-0015
오키나와현 나하시 구모지 2-2-2 타임스빌딩 6F

098-866-5151 https://www.kokoro-manzoku.com/ (일본어)
https://www.kokoro-manzoku.com/en/ (영어)

공익사단법인 북부지역의사회 북부지역의사회병원 우편번호 905-8611
오키나와현 나고시 우무사 1712-3

0980-54-1111 http://www.hokubuishikai-hp.or.jp/ (일본어)

산아이안과 우편번호 904-0034
오키나와현 오키나와시 야마우치 1-3-28

098-933-3322 https://www.sanai-okinawa.jp/ (일본어)

산부인과·부인과 유이 클리닉 우편번호 904-2142
오키나와현 오키나와시 아자 노보리카와 2444-3

098-989-3801 http://www.yuiclinic.com/ (일본어)
http://www.yuiclinic.com/en/ (영어)

사회의료법인 게이아이카이 나카가미병원 우편번호 904-2195
오키나와현 오키나와시 아자 노보리카와 610번지

098-939-1300 http://www.nakagami.or.jp/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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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주소 전화번호 웹사이트
사회의료법인 진아이카이 우라소에종합병원 우편번호 901-2132

오키나와현 우라소에시 이소 4-16-1
098-878-0231 http://www.jin-aikai.com (일본어)

주부 도쿠슈카이병원 우편번호 901-2393
오키나와현 나카가미군 기타나카구스쿠손 히가 801번지

098-932-1110 http://www.cyutoku.or.jp/ (일본어)
http://www.cyutoku.or.jp/en/ (영어)
http://www.cyutoku.or.jp/jiantizi/ (中国語-簡体)
http://www.cyutoku.or.jp/zhengtizi/ (中国語-繁体)
http://www.cyutoku.or.jp/kr/ (韓国語)

난부 도쿠슈카이병원 우편번호 901-0493
오키나와현 시마지리군 야에세초 호카마 171-1

098-998-3221 http://www.nantoku.org/section/ (일본어)
http://www.nantoku.org/en/ (영어)
http://www.nantoku.org/ｃn/ (中国語)

패밀리 클리닉 기타나카구스쿠 우편번호 901-2311
오키나와현 나카가미군 기타나카구스쿠손 기샤바 360-1

098-935-5517 http://www.agape-wakamatsu.or.jp (일본어)

마키미나토 주오병원 우편번호 901-2131
오키나와현 우라소에시 마키미나토 1199

098-877-0575 http://www.haku-ai.or.jp/ (일본어)
http://www.haku-ai.or.jp/index021.html (영어)

류큐대학병원 우편번호 903-0215
오키나와현 나카가미군 니시하라초 아자우에하라 207번지

098-895-3331 http://www.hosp.u-ryukyu.ac.jp/ (일본어)
https://communit.skr.u-ryukyu.ac.jp/en/ (영어)

지방독립행정법인 나하시립병원 우편번호 902-8511
오키나와현 나하시 후루지마 2-31-1

098-884-5111 https://www.nahacity-hospital.jp/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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