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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스포츠 시설

문화와 스포츠와
교양을 즐기다

● 시민회관
소재지:하나조노초 10-19
문의 Tel 23-0267
이용시간 9:00~22:00
휴일
화요일, 연말연시
연극, 음악회, 강연회 등 시민 문화 활동의 장으로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홀(1,408석) 및 집회실(A~E)이 있습니다.

● 체육문화관
소재지:고게쓰초 6-17
문의 Tel 22-1522
개관시간 9:00~21:30(홀은 22:00까지)
휴일
연말연시(커뮤니티센터 홀은 매주 화요일도 휴관)
・커뮤니티센터 홀(600석)
본격적인 홀 기능을 갖추었으며 중간 규모의 콘서트, 강습회, 음악 발표회
등에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체육실(아리나)
농구 코트 2면, 배구 코트 3면, 배드민턴 10면, 탁구 30대, 핸드볼 1면,
테니스 3면, 체조 경기(관람석 수용 인원 2,058명)
・집회장(소체육실)
농구 코트 1면, 배구 코트 2면, 배드민턴 4면, 탁구 10대

● 고사자 스포츠 센터
소재지:고사자초 구로이시 523-1
문의 Tel 68-3787
개관시간 9:00~21:30
휴일
연말연시
농구 코트 2면, 배구 코트 2면, 배드민턴 6면, 탁구 14대, 테니스 2면, 트레이닝
룸, 런닝 데크

● 고사자 해양 센터 체육관
소재지:고사자초 니시카와우치 143-5
문의 Tel 68-3377
개관시간 9:00~21:30
휴일
연말연시
농구 코트 1면, 배구 코트 2면, 배드민턴 3면, 탁구 8대, 트레이닝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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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무카에 중앙 체육관
소재지:에무카에초 나가사카초 104
문의처 : 에무카에지구 공민관 Tel 66-2175
개관시간 9:00~21:30
휴일
연말연시
배구 코트 2면, 배드민턴 3면, 탁구 5대, 트레이닝룸
● 시카마치 체육관
소재지 : 시카마치초 시모우타가우라 8-38
문의 Tel 77-4580
개관시간 9:00~21:30
휴일
연말연시
농구 코트 1면, 배구 코트 2면, 배드민턴 6면, 탁구 6대, 트레이닝룸
●사세보시
소재지 :
문의 Tel
개관시간

남녀공동참획추진센터“스피카”
미우라초2-3(아루카스 사세보 2층)
23-3828
9:00~18:00(월목금)
9:00~20:00(화)
9:00~17:00(토일)
휴일
수요일, 공휴일, 연말연시
(자세한 내용은 PO72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 시민문화홀(1995년 12월 12일 등록문화재 지정)
소재지 : 히라세초 2
문의 Tel 25-8192
개관시간 9:00~22:00
휴일
화요일, 연말연시
문화, 예술 등에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음악, 댄스,
연극 등의 연습장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3년도 이후 약 2년에 걸쳐 일시적으로 폐관하고 대규모 개수공사를 실시
예정하고 있습니다
● 박물관 시마노세 미술 센터
소재지 : 시마노세초 6-22
문의 Tel 22-7213
개관시간 10:00~18:00(입관은 17:30까지)
휴일
화요일, 연말연시
시민 예술 문화의 거점으로서 개인 및 단체의 전시회, 시민전, 현의 전시장 등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세보시의 역사, 문화 등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년과학관
소재지 : 호타테초 12-31

１１１

韓国語版佐世保市くらしの便利帳

한국어판 사세보시생활가이드

문의 Tel 23-1517
개관시간 9:00~17:00
휴일
화요일, 연말연시, 어린이날을 제외한 공휴일
플라네타리움을 비롯하여 천체 관망회 및 과학 관련 교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이언스쇼・공작광장은 예약 없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플라네타리움 ※프로그램 내용에 관해서는 직접 문의하여 주십시오
・평일 2회 상영(①②일반상영)
①15:00 ②16:00
・토요일, 봄,여름, 겨울방학 중 평일 5회 상영
(①②학습상영(사세보시민은 무료), ③④⑤일반상영)
①10:00 ②11:00 ③13:00 ④15:00 ⑤16:00
・일요일 5회 상영(모두 일반상영)
①10:00 ②11:00 ③13:00 ④15:00 ⑤16:00
사이언스쇼 : 토・일요일 14:00-14:30
공작광장 : 토・일요일 10:00-11:40, 13:00-15:40
주간 천체관망회 : 토・일요일 11:00-12:00(날씨에 따라 변동 가능)
●도서관
소재지 : 미야지초 3-4
문의 Tel 22-5618
개관시간 10:00~18:00(목・금요일은 일반실과 강의실에 한하여 20:00까지)
휴일
월요일, 공휴일, 매월 말일, 연말연시, 특별관리휴관일
대출기한 2주
도서 및 CD 대출, DVD및 음악감상, 영화 상영회, 이동도서관 순회(시내 78곳)
「하나시노카이(이야기 모임)」(매주 토요일 14:30~15:00)
「오타노시미카이(종이연극, 북토크 등)」(매월 첫번째 일요일 11:00~11:30)
「이나이이나이바(0~1세 아기 대상 이야기 모임)」
(매달 둘째, 셋째, 넷째 목요일 한정. 동부 주민센터 11:00-11:30)
「도코토코토코(2세~유치원생 아이 대상 이야기 모임)」
(매달 첫번째 일요일 11:00～11:30)
「상영회」(매주 수, 금요일 14:10~종료시간까지
● 온수 수영장
소재지 : 히라세초
문의 Tel 23-5455
개관시간 1０:00~21:00
휴일
연말연시
실내 풀장(25미터)
● 고사자해양센터 수영장
소재지 : 고사자초 니시카와우치 143-5
문의처 : 고사자 해양센터 체육관 Tel 68-3377
개관시간 9:00~21:00
휴일
화요일(여름방학 기간 제외), 10월 1일부터 5월 5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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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개방은 6월 넷째주 토요일부터 8월 말까지(단, 6월 1일부터 6월 넷째주
금요일까지는 토, 일요일에 한해 일반 개방)
실내 풀장(25미터 풀장・유아용 수영장)
● 현립무도관
유도, 검도장
궁도장
개관시간
휴일

구마노초 90 Tel 22-2194
나키리초 156-1
9:00~21:00
연말연시

● 그릇 박물관
소재지 : 미카와치혼마치 289-1
문의 Tel 30-6565
개관시간
9:00~17:00
휴일
연말연시
전시실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토기로서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두립문토기(豆粒文土器)”를 비롯한 도자기의 역사, 특징, 제작 공정 등을
영상과 모형으로 소개합니다. 또한 공예 살롱, 공예 갤러리 등이 있습니다.
● 세치바루 탄광 자료관(1985년 9월 2일 현지정유형문화재)
소재지 : 세치바루초 구리무카에 83-5
문의처 : Tel 24-1111(사회교육과)
개관시간
9:00~17:00
휴일
연말연시
(평일은 옆 건물인 사세보시 사회복지협의회 세치바루 출장소에서 접수)
탄광이 발달했던 시기의 자료를 중심으로 세치바루지구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 고사자 향토관
소재지 : 고사자초 니시카와우치 143-5
문의처 : Tel 24-1111(사회교육과)
개관시간 9:00~17:00
휴일
연말연시(평일은 고사자지구 평생학습센터에서 접수)
고사자 지역에 있는 유적에서 나온 출토품이나 석탑 등의 역사 자료, 어업,
카톨릭, 탄광 관계 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 우쿠섬 자료관
소재지 : 우쿠초 다이라 2386
문의 Tel 0959-57-3311
개관시간 9:00~17:00
휴일
연말연시(평일은 우쿠지구 공민관에서 접수)
자료관 근처의 마쓰바라유적 출토품을 중심으로 우쿠섬내에 있는 유적에서 나온
출토품이나 포경에 관련된 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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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세보 관광 정보 센터
소재지 : 미우라초 21-1(JR사세보역 내)
문의 Tel 22-6630
개관시간 9:00~18:00
휴일
연중무휴
http://www.sasebi99.com
관광 및 이벤트 정보 안내・발신 등을 실시합니다.
● 미카와치야키 미술관(미카와치야키 전통 산업관 내)
소재지 : 미카와치혼마치 343
문의 Tel 30-8080
개관시간 9:00~17:00
휴일
12월 20일~1월 3일
히라도번의 관용 가마 시대를 중심으로 한 미카와치야키 고미술작품과 400년
이상 전통을 이어온 현대 미카와치야키의 수작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 사이카이국립공원 구주쿠시마동식물원 모리키라라
소재지 : 후나고시초 2172
문의 Tel 28-0011
개관시간 9:00~17:15(입장은 16:45까지)
휴일
12월 29일~1월 1일
사이카이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일본 본토 최서단의 동식물원입니다. 서일본
최대 규모의 면적을 자랑하는 장미 정원은 봄과 가을에 장미 향기로 가득찹니다.
매주 토・일요일, 휴일에는 수많은 각종 이벤트가 실시됩니다.
이용요금 성 인(고등학생 이상) 400엔
어린이(초중학생) 100엔
연간 패스포트 성 인(고등학생 이상) 1,000엔
어린이(초중학생) 250엔
● 사이카이 펄 씨 리조트
소재지 : 가시마에초 1008
문의 Tel 28-4187
구주쿠시마 관광의 거점이며, 시설 내에는 구주쿠시마 수족관“우미키라라”,
구주쿠시마 유람선「펄 퀸」「가이오」등으로 구주쿠시마의 섬들을 항해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우미키라라 성인(고등학생 이상)
1,400엔(사세보시민 990엔)
어린이(4세~중학생)
700엔(사세보시민 500엔)
펄퀸・가이오 성인(중학생이상)
1,200엔
어린이(초등학생 이하)
600엔
휴일
연중무휴
연간 패스포트,이용 요금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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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마노렌
소재지 : 세치바루초 우에노하라 316
문의 Tel 76-2900
http://www.yamanoren.co.jp
건축가 故구로카와 키쇼씨가 설계하고 디자인한 온천숙박시설. 각종 연회, 숙박,
천연 온천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우쿠 씨파크 호텔
소재지 : 우쿠초 다이라 14
문의 Tel 0959-57-3191
스포츠 합숙 및 각종 연수의 거점으로 탄생한 해변 숙박 시설. 수용인원 50명
규모의 대연수실을 갖추고 있으며 근처에는 전망 광장, 잔디 광장도 있습니다.
● 사세보 시키사이칸
소재지 : 미카와치혼마치 289-1
문의 Tel 30-7744
영업시간 09:00-18:00
휴일 연중무휴
사세보시의 특산품을 한 자리에 모아 놓은 전시・판매시설. 기념품이나 선물품이
풍부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 종합 그라운드
소재지 : 시노키초
문의 Tel 47-3125
개장시간 9:00~21:30(수영장은 17:00, 육상경기장은 19:00까지)
휴일
연말연시
※수영장 일반공개는 6월 넷째주 일요일~9월 첫째주 일요일에 한함
(단 여름방학 기간 외의 기간 중 화요일은 휴장)
테니스 코트 16면(9면은 조명 시설 있음), 수영장(50미터, 25미터, 워킹풀, 워터
슬라이드(미끄럼틀), 유아풀), 육상 경기장, 운동 광장(소프트볼 2면, 조명시설
있음), 양궁 경기장, 사세보 야구장(조명 시설 있음), 체육관(농구 2면, 배구
2면, 배드민턴 6면, 탁구 18대)
● 동부 스포츠 광장
소재지 : 우라가와치초
문의 Tel 39-5855
개장시간 소프트볼
럭비, 축구
휴일
연말연시

9:00~21:30
9:00~19:00

소프트볼 2면(조명 시설 있음), 럭비장 1면, 축구장 1면, 게이트볼 6면, 어린이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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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 후레아이 스포츠 광장
소재지 : 하루분초 1578
문의 Tel 49-7678
개장시간 다목적 운동 광장 9:00~21:30
테니스 코트
9:00~19:00
휴일
연말연시
다목적 운동 광장(럭비 1면, 축구 1면, 소프트볼 2면, 조명 시설 있음),
게이트볼 2면, 테니스 2면, 어린이 광장
● 우쿠 육상 경기장
소재지 : 우쿠초 오바마 3096-1
문의처 : 우쿠지구 공민관 Tel 0959-57-2607
개장시간 9:00~19:00
휴일
연말연시
● 우쿠 야구장
소재지 : 우쿠초 오바마 3091
문의처 : 우쿠지구 공민관 Tel 0959-57-2607
개장시간 9:00~21:30
휴일
연말연시
야구 1면(조명 시설 있음)
● 고사자 중앙 운동 광장
소재지 : 고사자초 니시카와우치 143-3
문의처 : 고사자 해양센터 체육관 Tel 68-3377
개장시간 9:00~21:30
휴일
연말연시
테니스 4면, 다목적 운동 광장(소프트볼 4면, 축구 2면, 야구 1면, 육상 400미터,
조명 시설 있음)
● 요시이 야구장
소재지 : 요시이초 요시모토 480
문의처 : 요시이지구 공민관 Tel 64-2100
개장시간 9:00~19:00
휴일
연말연시
야구 1면
● 세치바루 야구장
소재지 : 세치바루초 가이사쿠 65
문의처 : 세치바루지구 공민관 Tel 76-2516
개장시간 9:00~19:00
휴일
연말연시
야구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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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도리고에 야구장
소재지 :시카마치초 시모우타가우라 932-2
문의처 : 시카마치 체육관 Tel 77-4580
개관시간 9:00~19:00
휴일
연말연시
야구 1면
● 요시이 소프트볼장
소재지 :요시이초 요시모토 470
문의처 : 요시이지구 공민관 Tel 64-2100
개장시간 9:00~21:00
휴일
연말연시
다목적 광장(소프트볼 1면, 조명 시설 있음)
● 다이히칸 그라운드
소재지 :고사자초 고사카 34-8
문의처 : 고사자 스포츠센터 Tel 68-3787
개장시간 9:00~19:00
휴일
연말연시
다목적 광장(소프트볼 1면)
● 요시이 북부 운동 광장
소재지 :요시이초 나오야 1007-1
문의처 : 요시이지구 공민관 Tel 64-2100
개장시간 9:00~19:00
휴일
연말연시
다목적 광장(소프트볼 2면, 축구 1면)
● 구리무카에 농촌 공원 운동 광장
소재지 : 세치바루 구리무카에 710-1
문의처 : 세치바루 지구 공민관 Tel 76-2516
개장시간 9:00~21:00
휴일
연말연시
다목적 광장(소프트볼 1면, 축구 1면, 조명시설 있음）
● 세치바루 운동 광장
소재지 :세치바루 구리무카에 120-1
문의처 : 세치바루지구 공민관 Tel 76-2516
개장시간 9:00~21:00
휴일
연말연시
다목적 광장（소프트볼 1면, 조명시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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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카마치 운동장
소재지 :시카마치초 시모우타가우라 8-37
문의처 : 시카마치 체육관 Tel 77-4580
개관시간 9:00~21:00
휴일
연말연시
다목적 광장(소프트볼 1면, 조명시설 있음)
● 요시이 테니스코트
소재지 :요시이초 요시모토 135
문의처 : 요시이지구 공민관 Tel 64-2100
개장시간 9:00~21:00
휴일
연말연시
테니스 6면(3면에 조명시설 있음)
● 세치바루 테니스코트
소재지 :세치바루 우에노하라 447
문의처 : 세치바루지구 공민관 Tel 76-2516
개장시간 9:00~21:00
휴일
연말연시
테니스 4면(조명시설 있음)
● 다이히칸 테니스코트
소재지 :고사자초 고사카 40
문의처 : 고사자 스포츠센터 Tel 68-3787
개장시간 9:00~19:00
휴일
연말연시
테니스 2면
● 시카마치 테니스코트
소재지 :시카마치초 시모우타가우라 14
문의처 : 시카마치 체육관 Tel 77-4580
개관시간 9:00~21:00
휴일
연말연시
테니스 2면(조명시설 있음)
● 고사자 해양 스포츠 기지・현립 해양 스포츠 기지 카약 센터
소재지 :고사자초 니시카와우치 217
문의처 : 고사자 해양센터 체육관
Tel 68-3377
카약 센터
Tel 68-3378
개관시간 10: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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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월, 11월은 10:00~17:00)
화요일, 12월 1일~2월 말까지 휴무

● 시카마치 해양 스포츠 기지
소재지 :시카마치초 시모우타가우라 776-18
문의 Tel 73-2050
개관시간 해수욕장
9:00~17:00
텐트장
9:00~21:00
(숙박 9:00~다음날 아침 09:00)
자연체험관
9:00~17:00
휴일
연말연시(해수욕장은 9월 1일~7월 9일까지 휴무)
해수욕장, 텐트장, 자연 체험관(일본식 다다미방, 조리 연수실)
● 에보시다케 고원 리조트“스포츠노 사토”
소재지 :에보시초 128
문의처 : 스포츠노 사토 사무소 Tel 24-6669
휴일
목요일, 12월 31~1월 2일
롤러 스케이트, 썰매, 신기한 자전거, 카트, 볼풀, 파크 골프, 길거리 농구,
바베큐 시설, 잔디 광장, 도그런, 모험광장, 야외 스테이지
● 모미지가오카 중앙 공원
문의처 : 공원녹지과(24-1111)
・소프트볼 2면(야간경기 가능/연중)
● 중앙공원 스포츠 광장
문의처 : 공원녹지과(24-1111)
・소프트볼 2면(야간경기 가능/4월~11월)
● 미카와치 중앙 운동 공원
문의처 : 공원녹지과(24-1111)
・소프트볼 2면, 테니스 코트 2면
● 유노키 후레아이노모리 공원
문의처 : 공원녹지과(24-1111)
・제1스포츠광장, 제2스포츠광장
● 후쿠이시중학교(히즈쿠시마치)
☺ 문의처 : 체육문화관(25-1522)
・야간 경기 설비(19:00~21:00/4월~3월)
● 가스가초등학교(세토고시 3초메)
☺ 문의처 : 체육문화관(25-1522)
・야간 경기 설비(19:00~21:00/4월~11월)
● 시미즈중학교(만토쿠초)
☺ 문의처 : 체육문화관(25-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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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경기 설비(19:00~21:00/4월~3월)
● 하이키중학교(진노우치초)
☺ 문의처 : 동부 스포츠 광장(39-5855)
・야간 경기 설비(19:00~21:00/4월~3월)
● 에무카에초등학교(에무카에초 나카오)
☺ 문의처 : 에무카에지구 공민관(66-2175)
・야간 경기 설비(18:00~21:00/4월~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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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가이드

사세보시에는 지역번호가 두 개 있습니다.
우쿠지역 이외 …0956
우쿠지역…0959
본 책자에서는 우쿠지역 이외에서 걸 경우의 번호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 시청, 행정센터, 지소, 연락소
사세보시청(하치만초)

24-1111

우쿠 행정센터(우쿠마치 다이라)

0959-57-3111

요시이 지소(요시이초 다테이시)

64-3111

세치바루 지소(세치바루초 구리무카에)

76-2211

고사자 지소(고사자초 니시가와치)

41-3111

에무카에 지소(에무카에초 나가사카)

66-2111

시카마치 지소(시카마치초 시모우타가우라)

77-5111

히우 지소(히우초)

31-6944

오노 지소(다바루초)

49-4301

나카자토가이제 지소(가미모토야마초)

49-2114

아이노우라 지소(기노미야초)

47-2101

에가미 지소(사시카타초)

58-2001

구로시마 지소(구로시마초)

56-2001

하이키 지소(하이키 1초메)

38-2121

하리오 지소(하리오나카마치)

58-3001

미카와치 지소(미카와치혼마치)

30-8111

미야 지소(조마초)

59-2001

유노키 지소(유노키초)

46-1111

구주쿠연락소(시모후나고시초)

28-0216

◎ 보건소, 시립병원
보건소(다카사고초)

24-1111

동부보건복지센터

33-7715

우쿠보건복지센터

0959-57-2460

유기견관리소(아리후쿠초)

58-4428

시립종합병원(히라세초)

24-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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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쿠진료소(우쿠마치 다이라)

0959-57-3232

구로시마진료소(구로시마초)

56-2014

다카시마진료소(다카시마초)

47-3200

시립급병진료소(다사카고초)

25-3352

◎ 수도
사세보시 수도국(하치만초)

24-1151

사세보시 수도국 우쿠 영업소(우쿠마치 다이라)

0959-57-3145

◎ 하수도
사세보시 수도국(하치만초)

24-1151

◎ 교통
사세보시 교통국(시라하에초)

25-5111

사세보역 앞 영업소(시라하에초)

25-5113

야미네영업소(야미네초)

49-2125

구로카미영업소(구로카미초)

31-3281

시마노세주차장(시마노세초)

23-3740

요로즈주차장(요로즈초)

23-2541

알파주차장(미우라초)

22-5544

신미나토 임시주차장(신미나토마치)

25-9226

◎ 소방
사세보시 소방국(히라세초)

23-5121

중앙소방서(히라세초)

24-7621

동부소방서(히로타 1초메)

38-2519

서부소방서(가와시모초)

47-2076

◎ 환경
환경센터(이나리초)

31-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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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클린센터(다이토초)

31-3815

서부클린센터(시모모토야마초)

47-5292

크린퓨어 도도로키(덴진초)

32-9014

우쿠환경센터(우쿠마치 다이라)

0959-57-3125

◎ 경찰
사세보경찰서(텐마초)

23-0110

하이키경찰서(가쓰우미초)

39-0110

아이노우라경찰서(아타고초)

47-5110

에무카에경찰서(에무카에초 나가사카)

66-3110

신가미고토경찰서다이라경찰관 주재소(우쿠마치 다이라) 0959-57-2110

◎ 운동 시설
체육문화관(고우게쓰초)

22-1522

종합그라운드(시이노키초)

47-3125

육상경기장

48-2510

야

장

47-4764

진흥회체육관

47-2748

온수풀(히라세초)

23-5455

동부 스포츠 광장(우리가와치초)

39-5855

북부후레아이스포츠광장(하루분초)

49-7678

요시이지구 체육시설

64-2100

세치바루지구 체육시설

76-2516

우쿠지구 체육시설

0959-57-2607

구

고사자지구 체육시설
고사자 스포츠센터

68-3787

고사자 해양센터 체육관

68-3377

고사자 해양센터 수영장

68-3377

고사자 해양스포츠기지

68-3377

고사자 중앙운동광장

68-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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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히칸 그라운드

68-3787

다이히칸 테니스코트

68-3787

에무카에 중앙체육관

66-2175

시카마치지구 체육시설

77-4580

시카마치 해양스포츠기지

73-2050

현립무도관

22-2194

현립 해양스포츠기지 카약센터

68-3378

◎ 교육, 문화 시설
아루카스 사세보(미우라초)

42-1111

시민회관(하나조노초)

23-0267

도서관(미야지초)

22-5618

박물관 시마노세미술센터(시마노세초)

22-7213

종합교육센터(호타테초)

76-7330

교육센터(호타테초)

76-7331

청소년과학관(호타테초)

23-1517

시민문화홀(히라세초)

25-8192

그릇역사관(미카와치혼마치)

30-6565

세치바루탄광자료관(세치바루초 구리무카에)

76-2887

고사자향토관(고사자초 니시가와치)

68-3228

우쿠시마자료관(우쿠마치 다이라)

0959-57-3311

(평일：우쿠지구 공민관)

0959-57-2607

미카와치야키 미술관(미카와치 혼마치)

30-8080

◎ 공민관
중앙공민관(마쓰우라초)

24-5571

아이노우라지구 공민관(신덴초)(아이노우라문화센터) 47-5775
미카와치지구 공민관(미카와치 혼마치)

30-7545

히우지구 공민관(히우초)

33-0564

오노지구 공민관(다바루초)

49-6589

１２４

韓国語版佐世保市くらしの便利帳

한국어판 사세보시생활가이드

미야지구 공민관(조마초)

59-2676

하리오지구 공민관(하리오나카마치)

58-3884

하이키지구 공민관(하이키 1초메)
(동부주민센터)

38-0336

유노키지구 공민관(유노키초)

46-1031

나가자토가이제지구 공민관(가미모토야마초)

40-7135

남부지구 공민관(이나리초)

33-7144

에가미지구 공민관(사시카타초)

58-4638

중부지구 공민관(고게쓰초)

25-2360

서부지구 공민관(긴피라초)

24-3711

구주쿠지구 공민관(시모후나코시초)

28-0216

북부지구 공민관(가스가초)

25-6552

구로시마지구 공민관(구로시마초)

56-2765

히로타지구 공민관(시게오초)

39-2737

야마즈미지구 공민관(시오미초)

31-2045

아타고지구 공민관(아카사키초)

28-7822

시미즈지구 공민관(호타테초)

76-7333

요시이지구 공민관(요시이초 다테이시)

64-2100

세치바루지구 공민관(세치바루초 구리무카에)

76-2516

사키베지구 공민관(주로신마치)
(2013년 2월 1일 공용개시)

27-2170

우쿠지구 공민관(우쿠마치 다이라)

0959-57-2607

고사자지구 공민관(고사자초 니시가와치)

68-3228

에무카에지구 공민관(에무카에초 나가사카)

66-2175

에무카에지구 문화회관 인피니터스
(에무카에초 다노모토)

73-7000

시카마치초지구 공민관(시카마치초 시모우타가우라)

77-5251

◎ 유치원
시립미카와치유치원(구치노오초)

30-8436

시립하리오유치원 (하리오나카마치)

58-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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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덴진유치원(덴진 3초메)

31-3406

시립시라하에유치원(야마즈미초)

31-7750

시립나카자토유치원(나카자토)

47-3217

시립세치바루유치원(세치바루초 야비쓰)

76-2167

시립고사자유치원(고사자초 우스노우라)

68-2295

신진유치원(조마초)

59-2515

히카리노코그레이스유치원(우와바루초) *

39-3000

하이키구리노미유치원(곤조지 1초메)

38-2453

하이키유치원(하이키 2초메)

38-2207

하나타카유치원(하나타카 3초메)

38-0866

히로타유치원(히로타1초메)

38-3998

사쓰키유치원(다이토초)

33-1232

도메유치원(에가미초)*

58-4011

구로카미 구리노미 유치원 (구로카미초)

31-7412

오미야유치원(시라타케초)*

32-1404

시오미유치원(시오미초)

31-4588

세이신유치원(미우라초)

22-4293

쇼엔유치원(마쓰카와초)*

25-7598

아소카유치원(고게쓰초)*

22-2285

사쿠라노세이보유치원(다와라마치)

22-8718

히라유치원(히라마치)

22-9084

규슈문화학원유치원(우와마치)

24-8735

신토쿠유치원(모토마치)

25-8885

유노키유치원(유노키초)*

46-0484

히가시오노유치원(마쓰바라초)*

49-5644

오노유치원(다바루)*

49-3006

아소카 기타유치원(다바루초)*

49-4822

기쿠노카유치원(세토고시 4초메)

22-0737

가이제유치원(오도리이시초)*

49-3020

히노유치원(히노초)*

28-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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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가시아이노우라유치원(신덴초)

47-3400

아이노우라유치원(가미마이노우라초)

48-3594

이시다케유치원(후나고시초)

28-4528

요시이중앙유치원(요시이초 오와타리)

64-3800

에무카에유치원(에무카에초 나가사카) *

65-2415

센류세이보유치원(에무카에초 다노모토)

66-9427

(*표시는 인정어린이원을 의미함)

◎ 초등학교
미야초등학교(하기사카초)

59-2122

미카와치 초등학교(구치노오초)

30-7844

히로타초등학교(히로타 1초메)

38-2076

하나타카초등학교(하나타카 3초메)

38-8814

하이키초등학교(하이키 2초메)

38-3375

에가미초등학교(사시카타초)

58-2118

하리오초등학교(하리오나카마치)

58-2013

다이토초등학교(모미지가오카마치)

33-2762

구로카미초등학교(구로카미초)

31-7091

히우초등학교(히우초)

31-6904

덴진초등학교 (덴진 1초메)

31-7722

미나토 초등학교(덴진초)

32-9100

후쿠이시초등학교(오미야초)

31-5710

기카제초등학교(기카제초)

31-5984

시오미초등학교(스다오초)

31-8016

시라하에초등학교(야마즈미초)

31-7221

고사세보초등학교(고사세보초)

25-6755

기온초등학교(기온초)

24-5770

야마테초등학교(야마테초)

24-7444

우쿠초등학교(우쿠마치 다이라)

0959-57-3141

고노우라초등학교(우쿠마치 고노우라)

0959-58-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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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가초등학교 (세토고시 3초메)

22-5362

기요미즈초등학교(호타테초)

22-4648

오쿠보초등학교 (히가시오쿠보초)

22-4034

긴피라초등학교 (긴피라초)

22-8300

오노초등학교(하루분초)

49-3111

유노키초등학교(가미유노키초)

46-0009

세치바루초등학교(세치바루초 구리무카에)

76-2014

아카사키초등학교(가시마에초)

28-5543

후나고시초등학교(후나고시초)

28-0050

이오노우라초등학교(이오노우라초)

28-0051

다와라가우라초등학교(다와라가우라초)

28-0427

히노초등학교(히노초)

28-4359

구로시마초등학교(구로시마초)

56-2005

아이노우라초등학교(上아이노우라초)

47-2144

아이노우라초등학교 다카시마분교(다카시마초)

47-3786

아이노우라니시초등학교(아이노우라초)

47-6610

아이노우라니시초등학교 오자키분교(오가타초)

47-2719

아사고초등학교(아사고초)

68-2764

나카자토초등학교(나카자토초)

47-2204

가이제초등학교(가이제초)

49-2039

요시이미나미초등학교(요시이초 마에다케)

64-3222

요시이기타초등학교(요시이초 나오야)

64-2054

고사자초등학교(고사자초 다바루)

68-2012

구스즈미초등학교(고사자초 구스도마리)

69-2513

에무카에초등학교(에무카에초 나카오)

65-2031

이노쓰키 초등학교(에무카에초 이노쓰키)

66-9400

시카마치초등학교(시카마치초 후카에)

65-2050

우타가우라초등학교(시카마치초 시모우타가우라

77-5146

◎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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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중학교(조마초)

59-2054

미카와치중학교(신교에초)

30-8545

히로타중학교(시게오초)

39-2926

하이키중학교(진노우치초)

38-2165

도메이중학교(에가미초)

58-3937

히우중학교(히우초)

31-2255

사키베중학교(덴진초)

31-8576

후쿠이시중학교(히즈쿠시마치)

31-5708

야마즈미중학교(스다오초)

31-3366

아사히중학교(기온초)

22-5581

하나조노중학교(하나조노초)

24-8686

기요미즈중학교(만토쿠초)

24-8484

고카이중학교(긴피라초)

22-2468

아타고중학교(아카사키초)

28-0116

노자키중학교(노자키초)

28-0426

구로시마중학교(구로시마초)

56-2004

아사고중학교(아사고초)

68-2764

히노중학교(히노초)

28-0111

아이노우라중학교(가와시모초)

48-2522

오노중학교(마쓰세초)

49-5158

유노키중학교(유노키초)

46-0053

요시이중학교(요시이초 마에다케)

64-3245

세치바루중학교(세치바루초 구리무카에)

76-2035

우쿠중학교(우쿠마치 다이라)

0959-57-2007

에무카에중학교(에무카에초 미다레바시)

65-2155

시카마치중학교(시카마치초 시모우타가우라)

77-5121

현립사세보기타중학교(하치만초)

42-5330

세이와여자학원중학교(마쓰야마초)

23-9643

나카자토중학교(나카자토초)

47-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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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지원학교(특수학교)
현립농학교사세보분교(고후네초)

46-0881

현립사세보특별지원학교(다케베초)

47-8755

◎ 고등학교
사세보중앙고등학교(우메다마치)

22-7719

사세보미나미고등학교(히우초)

31-4373

사세보기타고등학교(하치만초)

22-5361

사세보니시고등학교(다바루초)

49-2528

사세보공업고등학교(세토고시 3초메)

49-5684

사세보상업고등학교(요시오카초)

49-3988

사세보도쇼고등학교(시게오초)

38-2196

우쿠고등학교 (우쿠마치 다이라)

095957-3155

사이카이학원(가스가초)

23-6161

히사다학원(히라마치)

22-4349

세이와여자학원(마쓰야마초)

23-9643

규슈문화학원(시이노키초)

26-2323

사세보실업고등학교(호가우라초)

48-8881

국립사세보공업고등전문학교(오키신마치)

34-8406

◎ 대학교
나가사키국제대학(하우스텐보스마치)

39-2020

나가사키현립대학(가와시모초)

47-2191

나가사키단기대학(시이노키초)

47-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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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의 상황에..

침착하게
행동합시다

◆ 화재 ◆
◎화재에 관한 전화안내 ⇒ TEL 0180-999-999(일반전화)
※인터넷 전화로 걸 때는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 소방국으로의 문의 ⇒ 소방국(대표) 23-5121
소방차를 부를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정확하고 침착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① 장소는 어디인가
○○초, ○○번지, 아파트 이름, 세대주 등을 자세하게
② 장소를 알 수 있는 표지물
○○ 버스 정류장에서 ○○방향으로 ○○미터 등
③ 화재 상황을 자세하게
무엇이 어느 정도 타고 있는지, 부상자의 부상 정도 및 인원 수,
미처 피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사람은 없는지 등
④ 통보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 구급 ◆
◎ 휴일 및 야간의 구급 의료
언제라도 응급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시립급병진료소 ・ 진료소 ・ 병원이 연계된
의료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휴일 및 야간에 구급 상황이 생겼을 경우
⇒ 시립급병진료소 Tel 25-3352
・외과 / 일요일, 공휴일, 연말연시(12월 31일~1월 3일)
10:00~18:00(접수는 17:45까지)
・내과・소아과 / 일요일, 공휴일, 연말연시(12월 31일~1월 3일)
10:00~18:00(접수는 17:45까지)
／월요일~금요일(공휴일 및 연말연시를 제외함)
20:00~23:00(접수는 22:45까지)
⇒ 재택 당번 의사(Tel 23-8199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이비인후과(일요일, 공휴일, 연말연시) 10:00~17:00
・안과(일요일) 10:00~12:00
・치과(일요일, 공휴일, 연말연시) 10: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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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 구급 전화 상담
병원에 가는 것이 좋은지, 어디에 상담해야 하는지 등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질환
및 부상에 대한 대처법과 응급 처치 등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간호사가
조언하여 드립니다(병원의 진단 및 치료를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 상담시간 / 매일 오후 7시~ 다음날 아침 8시 Tel #8000
다이얼 회선 전화 및 일부 지역에서는 Tel 095-822-3308
● 야간에 갑작스러운 구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그 날의 당직 병원을 알고 싶을 때에는 사세보시 소방국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Tel 23-8199
구급고시의료기관

전화

구급고시의료기관

전화

사세보시립종합병원(히라세초9-3)

24-1515

센주병원(미야지초5-5)

24-1010

사세보시공제병원(시만지초10-17)

22-5136

구보내과병원(다바루초11-9)

49-3377

사세보중앙병원(야마토초15)

33-7151

교린병원(사나에초 491-14)

38-3373

나가사키산재병원(시마노세초2초메12-5)

49-2191

후쿠다외과병원(후지와라초 38-3)

34-0151

미카와치병원(미카와치혼마치290)

30-8011

교마치내과병원(모토시마초 1-20)

25-2255

다와라마치하마노병원(다와라마치22-1)

22-6548

◎ 응급 처치 강습
소방서에서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시민 여러분이 직접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
록 응급처치 보급을 위한 강습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강습 수료자에게 수료증
을 교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소방서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해상 구조 ◆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의 긴급통보전화번호는“118”입니다.
다음의 경우에 통보하여 주십시오.
○ 해상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
○ 기름 유출 등을 발견한 경우
○ 수상한 선박을 발견한 경우
○ 밀항, 밀수사범 등의 정보를 들은 경우

◆ 재해 ◆
◎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행동합시다.
작은 피해라도 큰 재해로 전도될 수 있습니다. 조속히 대처합시다.
● 재해를 발견했을 경우 문의처
・산사태
⇒ 토목부 하천과 Tel 24-1111
・도로에 관한 재해 ⇒ 토목부 도로유지과 Tel 24-1111
・그 외의 재해
⇒
소방국 지령과 및 방재위기관리과 Tel 23-5121
・인명에 관계되는 긴급한 재해 ⇒ 소방국 지령과 Tel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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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용품은 최소한의 필수품을 구비합시다(유비무환)
① 휴대용 라디오 :
AM, FM을 들을 수 있는 라디오. 예비 건전지도 준비합시다.
② 회중전등 :
가능한 한 명 당 한 개. 예비 건전지를 잊지 맙시다.
③ 비상식량과 물:
건빵, 통조림 등 불이 없어도 먹을 수 있는 것. 생수 등.
④ 생활용품 :
라이터(성냥), 나이프, 병따개, 캔따개, 휴지, 비닐 봉지 등
⑤ 귀중품 :
현금, 예금 통장, 건강보험증, 면허증, 인감, 권리증서 등
⑥ 구급용품 :
반창고, 거즈, 붕대, 삼각건, 소독약, 진통제, 해열제, 위장약,
안약, 감기약, 족집게 등
⑦ 의류 : 속옷, 겉옷, 장갑, 양말, 손수건, 수건 등
⑧ 그 외: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분유, 기저귀, 젖병 등도 준비합시다.

◎ 재해시의 피난 장소(가장 가까운 피난 장소를 확인하여 둡시다)
재해시의 피난 장소로 가까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및 대학,
중앙공민관, 지구공민관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피난 장소는 재해 상황 및
단계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므로 피난 전에 연락하여 확인하여 주십시오.
※태풍이 접근하고 있을 경우에는 외출시 강풍에 의해 넘어지거나 날아오는
물건에 맞아 부상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함부로 외출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어쩔 수 없이 외출해야 할 때에는 바람이 잦아드는 것을 기다린 후에
움직입시다.
◎ 재해 시의 대출 제도, 위로금 제도 ⇒ 시민생활과
태풍 등의 재해에 의하여 주택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 정도에 따라 위로금
및 대출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소재해 위로금 제도
재해구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화재 및 풍수해로 인하여 주택이 절반 이상
손상된 경우 위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재해 복구 주택 등에 대한 자금 대출 제도
재해 및 화재에 의하여 주택 및 택지에 피해를 입은 경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긴급한 복구를 요하는 경우 은행에서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여 드립니다(최고액 300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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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 생활 자금 대출 제도
재해 및 화재에 의하여 주택의 절반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경우 은행에서 생활
자금을 대출하여 드립니다(최고액 100만엔)
※ 그 외에도 주거지가 전파된 경우 피해를 입은 아동을 위하여 의복, 문구류
등의 구매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는 나가사키현 아동 구제 기금 제도가
있으며 사세보시가 신청 접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범죄와 사고 ◆
◎ 범죄 예방은 다같이
범죄 없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은 모두의 바람입니다. 범죄 및
사고를 보거나 들은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연락하여 주십시오.
○
○
○
○
○

사세보경찰서
Tel 23-0110
하이키경찰서
Tel 39-0110
아이노우라경찰서
Tel 47-5110
에무카에경찰서
Tel 66-3110
신카미고토경찰서 타이라 경찰관주재소 Tel 0959-57-2110

◎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합시다.
가해자는 물론이며 피해자도 신고합시다. 특히 인명에 관련된 사고는 “인신
처리(人身扱)”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안전 운전 센터에서 교통사고
증명서 서식을 발급 받아 둡시다.
● 상대를 충분히 확인합시다.
○ 자동차 등록번호
○ 가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 근무처의 주소, 대표자 성명
○ 가해자 측에서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 보험을 확인합시다.
● 소방 교실, 구급 강습
자치회, 사무소, 각종 단체를 대상으로 신청제 실습 교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당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소방 및 응급처치 지식을
익혀둡시다.
○ 소방 교실 : 올바른 소방지식 및 초기 진화 방법을 공부합니다.
⇒ 소방국 예방과
Tel 23-9256
중앙소방서
Tel 24-7621
동부소방서
Tel 38-2519
서부소방서
Tel 47-2076
○ 구급 강습 : 귀중한 인명을 구하기 위하여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응급처치 지식을 공부합니다.
⇒ 중앙소방서
Tel 24-7621
동부소방서
Tel 38-2519
서부소방서
Tel 47-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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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용 화재 경보기 ~ 반드시 설치합시다 ~
주택용 화재 경보기를 설치하면“빠른 통보”,“빠른 피난”,“빠른 화재
진압”이 가능합니다. 화재로부터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침실,
계단 등에 주택용 화재 경보기를 설치합시다.
2009년 6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모든 세대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 소방국 예방과
Tel 23-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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