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X-3 건강과 의료
1.공휴일・야간 응급진료소 리스트
（일본어만 대응.

일본어를 알 수 있는 분과 함께 이용해주십시오.）

Int

내과

Ped

소아과

Sur

외과

Den

치과

Oph

안과

Oto

이빈후과

Ort

정형외과

※ 오사카부 의료기관정보 시스템 사이트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fis.pref.osaka.jp/apqq/qq/men/pwtpmenult01.aspx）

시정촌명
시설명
주소
스이타시 스이타시립휴일응급진 스이타시
료소
데구치초 19-2
Int Ped Sur Den

전화

진료접수시간
일・축・연말연시
06-6339-2271 9:30～11:30
13:00～16:30

오사카부미시마구급의
평일（Int・Ped・Sur）
료센터
20:30～다음날6:30
다카츠키시미나미
다카츠키・시마모토
토（Int・Ped・Sur）
아쿠타가와쵸
야간휴일응급진료소
072-683-9999 14:30～다음날6:30
11-1
Int Ped Sur Den
일・축（Den）
9:30～11:30,
13:30～16:30
이바라키 이바라키시보험의료센
평일（Int）
터부속응급진료소
시
21:00～23:30
Int Den.
토（Int）
17:00～다음날6:30
*소아과 구급진료는 이바라키시가스가
일・축（Int）
다카츠키시마모토
072-625-7799 10:00～11:30,
3-13-5
야간휴일응급진료소로
13:00～16:30
18:00～다음날6:30
일・축（Den）
10:00～11:30
13:30～16:30
셋츠시 셋츠시립
셋츠시고우로엔
일・축・연말연시
휴일 소아응급진료소 32-19
072-633-1171 9:30～11:30
Ped
13:30～16:３０
도요나카 도요나카시
일・축・8/14,15・
도요나카시우에노
시
의료보건센터진료소 사카 2-6-1
06-6848-1661 연말연시
Int Ped Den
９:30～16:30
다카츠키
시
시마모토
쵸

도요나카시립
쇼나이보건센터
Int Ped Den

일・축・8/14,15・
도요나카시시마에
쵸 1-3-14-101 06-6332-8558 연말연시
９:3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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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촌명
시설명
이케다시 이케다시립
휴일급병진료소
Int Ped Den
미노오시 도요노광역어린이응급
센터 Ped

주소
이케다시죠우난
3-1-18

미노오시카야노
5-1-14

미노오시립병원
Int Den Sur
미노오시카야노
5-７-1

오사카시 쥬소휴일응급진료소
Int Ped

미야코지마
휴일응급진료소
Int Ped
이마자토
휴일응급진료소
Int Ped
나카노
휴일응급진료소
Int Ped

오사카시요도가
와쿠쥬소히가시
1-11-26
오사카시미야코
지마쿠미야코지
마미나미도오리
1-24-23
오사카시히가시
나리쿠오오이마
자토니시 3-6-6

오사카시히가시
스미요시쿠나카
노 2-1-20

중앙응급진료소
Int Ped Oph Oto
오사카시니시쿠
신마치 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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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진료접수시간
일・축・연말연시
072-752-1551 9:00～11:30
13:00～15:30
평일
18:30～다음날6:30
토14:30～다음날
072-729-1981
6:30
일・축・연말연시
8:30～아침6:30
평일 (Int・Sur)
18:30～다음날6:30
토 (Int・Sur)
14:30～6:30
일・축・연말연시
072-728-2001
(Int・Sur)
8:30～다음날6:30
일・축・연말연시
(12/29～1/3) (Den)
10:00～16:30
일･축･연말연시
10:00～16:30
06-6304-7883

06-6928-3333

06-6972-0767

일･축･연말연시
10:00～16:30

일･축･연말연시
10:00～16:30

평일（Ped）
20:30～23:00
10:00～16:30
06-6705-1612
일･축･연말연시
（Int ・Ped）
10:00～16:30
평일
（Int・Ped）
22:00～다음날 5:3
0
06-6534-0321 （Oph・Oto）
22:00～0:30
토
（Int・Ped）
15:00～다음날 5:3

시정촌명

시설명

주소

니시쿠죠
휴일응급진료소
Int Ped

오사카시코노하
나쿠니시쿠죠
5-4-25

사와노쵸
휴일응급진료소
Int Ped

오사카시스미요
시구센타이
2-2-6

오사카시
치과의사회부속치과
진료소
휴일・야간긴급진료

오사카시텐노지
구쿠도우가시바
1-3-27

Den
사카이시 사카이시
어린이 응급진료센터
Ped

센보꾸응급진료센터
Int

전화

진료접수시간

0
（Oph・Oto）
15:00～21:30
일･축･연말연초
（Int・Ped）
17:00～
다음날 5:30
（Oph・Oto）
10:00～21:30
일･축･연말연시
06-6464-2111 10:00～16:30
일･축･연말연시
06-6672-6021 10:00～16:30
06-6772-8886 일・축･연말연시
9:30～16:00
매일
06-6774-2600 21:00～
(야간전용)
다음날 3:00

평일20:30~4:30
토17:30~다음날4:
30
일・축
9:30~11:30,
12:45~16:30
17:30~다음날4:30
사카이시 니시구
추석8/13,14,15
072-272-0909 9:30~11:30,
에바라지초
1-1-2
12:45~16:30
(토,일은17:30~20:
30),
20:30~다음날4:30
연말연시
9:30~11:00,
12:45~16:30
17:30~다음날4:30
토17:30～20:30
일・축
9:30～11:30,
미나미구타케시로
12:45～16:30,
다이 1-8-1
072-292-0099 17:30～20:30
추석8/13,14,15
9:30～11:30,
12:45～16:30
(토,일은17: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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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촌명

시설명

주소

전화

진료접수시간
30)
연말연시
9:30～11:00,
12:45～16:30

사카이시
구강보건센터
Den

토17:30～20:30
일・축
9:30～11:30
12:45～16:30
사카이구다이센나
추석8/13,14,15
카마치 18-3
9:30～11:30,
072-243-0099
12:45～16:30,
(토,일17:30～20:3
0）
연말연시
9:30～11:00,
12:45～16:30
오사카 오사카사야마시의사회 오사카사야마시히
일・
사야마시 휴일진료소
가시노히가시
축(연말연시제외)
072-368-1110
Int
1-500-1
９: 00～12:00
다카이시 다카이시립진료센터
Int Ped
시
기시와다
시
이즈미시
이즈미오
츠시
다카이시
시
가이즈카
시
다다오카
시
가이즈카
시

다카이시시하고로
일･축･연말연시
072-265-5171 9:00～16:00
모 4-4-26

센슈우북부
소아초기구급광역센터
Ped
기시와다시아라키
072-443-5940
쵸 1-1-51

가이즈카시립
휴일급환진료소
Int Den

이즈미사 센슈남부초기
노시
응급센터
구마토리 Int Ped
쵸
다지리쵸
센난시
미사키쵸
한난시

토 17:00～22:00
일・축・연말연시
9:00～12:00,
13:00～16:00,
17:00～22:00

일・축・연말연시
가이즈카시하타케
072-432-1453 10:00～12:00
나카 1-18-8
13:00～16:00
토(Int・Ped)
17:30～20:30
일・축・연말연시
이즈미사노시
링쿠오라이키타 1 072-464-6040 (Int・Ped)
9:30～11:30
번지 825
12:30～16:30
목（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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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촌명

시설명

주소

전화

돈다바야 돈다바야시시립휴일진
시시
료소
Int Den
돈다바야시시코우
요우다이 1-3-38 0721-28-1333

돈다바야시병원
Ped (중학생 이하)

돈다바야시시
코우요우다이
1-3-38

0721-29-1121

가와치나 가와치나가노시립
가노시 휴일응급진료소
가와치나가노시키
Int Den
0721-55-0300
쿠수이쵸 2-13
*내과(중학생 이하는
진료 불가)

진료접수시간
19:30~22:30

일・축
(Int)
9:00～11:30
13:00～15:30
(Den)9:00～11:30
연말연시
（Int・Den）
9:00～11:30
13:00～15:30
일・축・연말연시
9:00～11:30
13:00～15:30
토（Int）
18:00～20:40
일・축・연말연시
（Int・Den）
10:00～11:40,
13:00～15:40
일・축・연말연시
10:00～12:00
13:00～16:00
토・일・축・연말연시
17:30～21:30

하비키노 하비키노시립보건센터 하비키노시곤다 4
시
휴일응급진료소
-2-3
072-956-1000
Int Ped Den
소아과 야간응급진료
[운영:마츠바라시,후지 하비키노시
072-956-1000
이데라시,하비키노시] 곤다 4-2-3
Ped
후지이데 후지이데라시립보건센
일・축・연말연시
후지이데라시코야
라시
터휴일응급진료소
072-939-7194 10:00～12:00
마 9-4-33
Int Ped Den
13:00～16:00
마츠바라 마츠바라시
시
도쿠슈카이병원
Ped

토13:00～17:00
마츠바라시아마미
일・축・연말연시
072-334-3400
히가시 7-13-26
9:30~11:30
13:00~16:00
야오시 야오시보건센터
토（Ped）
휴일응급진료소
17:00～20:30
Int Ped Den
일・축・연말연시
야오시아사히가오
(Int, Ped, Den)
카 5-85-16
072-993-8600
10:00～11:30,
13:00～15: 30
(Int, Ped)
17:00～20:30
가시와라 시립카시와라병원
（Int）매일24시간
시
Int Ped Sur Ort 가시와라시호우젠 072-972-0885 （Sur）목・토・일
*소아과는
지 1-7-9
8:45~다음날8:45
일요일오전중만
（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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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촌명

시설명

주소

전화

진료접수시간
목17:00~19:30
토・일9:00~11:30
（Ort）목
8:45~다음날8:45
히가시오 히가시오사카시
토（Int・Ped）
사카시 휴일응급진료소
18:00～20:30
히가시오사카시니
Int Ped Den
일・축・연말연시
시이와타 4-4-38 06-6789-1121
（Int・Ped・Den）
10:00～11:30,
13:00～16:30
모리구치 모리구치시
토
시
내과소아과휴일응급진
18:00～20:30
료소
일・축
Int Ped
모리구치시오오미
10:00～12:00,
06-6998-9970
야도우리 1-13-7
13:30～16:30
18:00～20:30
（Den）
10:00～11:30,
13:00～다음날6:30
히라카타 히라카타
토 17:40～0:30
히라카타시오오가
휴일응급진료소
시
일・축・연말연시
이토쵸
2-9-19
072-845-2656
Int Ped
9:40～11:30,
12:40～16:30
히라카타
일・축・연말연시
히라카타시킨야혼
휴일치과응급진료소（
9:30～11:30
072-848-0841
시립보건센터 내） 마치 2-13-13
13:00～16:30
Den
기타카와치야간구급센
평일･일・축
터
20:30～다음날5:30
*소아과(15세미만)[운
히라카타시킨야혼
영:모리구치시,히라카
마치 2-13-13
072-840-7555
타시,네야가와시,다이
토우시,가도마시,시죠
나와테시,가타노시]
Ped
네야가와 네야가와시립보건복지
일・축・연말연시
시
센터진료소
(Int, Ped, Den)
네야가와시이케다
Int Ped Den
9:30～11:30
니시마치 28-22 072-828-3931
12:30～16:30
(Ped)
17:30～20:30
다이토우 다이토우시
일・축・연말연시
다이토우시사이와
시
휴일진료소
10:00～11:30
072-874-5110
이쵸 8-1
중학생이하
13:00～15:30
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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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촌명
시설명
가도마시 가도마시
보건복지센터진료소
Int Ped Den

주소

전화

진료접수시간
일・축・연말연시
(Int, Ped, Den)
가도마시미도우쵸
10:00～11:30,
4-1
06-6903-3000
13:00～16:00
토(Int, Ped)
18:00～20:30
시죠나와 시죠나와테시립보건센
일・축・연말연시
테시
시죠나와테시나카
터휴일진료소
9:30～11:30
072-877-1231
*소아과(중학생 이하) 노 3-5-28
13:00～15:30
Ped
가타노시 가타노시립휴일급병진
일・축・연말연시
소
Int Ped
카타노시아마노와
Int Ped Den
072-891-8124 9:45～13:45
라쵸 5-5-1
Den
9:45～11:45
가타노시 토요・휴일
토・일・축18:00～
야간응급센터（가타노 가타노시마츠츠카
21:00
병원）
072-891-0331
39-1
*내과는 15 세이상
Int
※연말연시는 보통 12/29～1/3 입니다만, 해마다 달라질 수 있읍니다. 자세한 것은 각 의료기관에 문의해
주십시오.

2. 보건소 리스트
명칭
주소
전화
오사카부 보건소
이케다
이케다시마수미쵸 3-19
072-751-2990
스이타
스이타시데구치쵸 19-3
06-6339-2225
이바라키
이바라키시오오수미쵸８-11
072-624-4668
네야가와
네야가와시야사카쵸 28-3
072-829-7771
모리구치
모리구치시케이한혼도리 2-5-5
06-6993-3131
시죠나와테
시죠나와테시에세비쵸 1-16
072-878-1021
후지이데라
후지이데라시후지이데라 1-8-36
072-955-4181
돈다바야시
돈다바야시시코토부키쵸 3-1-35
0721-23-2681
이즈미
이즈미시후츄우쵸 6-12-3
0725-41-1342
기시와다
기시와다시노다쵸 3-13-1
072-422-5681
이즈미사노
이즈미사노시가와라야 583-1
072-462-7701
오사카시・사카이시・히가시오사카시・다카츠키시・도요나카시・히라카타시의 보건소
오사카시보건소
사카이시보건소
히가시오사카시보
건소
다카츠키시보건소

오사카시아베노구아사히마치

06-6647-0641
1-2-7-1000 아베노메딕스 10 층
사카이시사카이구미나미카와라마치 3-1
072-222-9933
본관 6 층
히가시오사카시이와타쵸 4-3-22-300
072-960-3800（대표）
다카츠키시죠토쵸５-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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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661-9333

도요나카시보건소
히라카타시보건소
야오시보건소

도요나카시 나카사쿠라즈카 4 쵸메 11-1
히라카타시 오가이토쵸 2 쵸메 2-2
야오시시미즈쵸 1-2-5

06-6152-7307
072-845-3151
072-994-0661

3. 보건（건강）센터 등 리스트
오사카시

구
기타구

시설명

주소

기타구보건복지센 오사카시기타구오우기
터

마치 2-1-27

미야코지 미야코지마구보건 오사카시미야코지마구
마구

복지센터

나카노쵸 2-16-20

후쿠시마 후쿠시마구보건복 오사카시후쿠시마구오
구

지센터

오히라키 1-8-1

고노하나 고노하나구보건복 오사카시코노하나구카
쿠

지센터

츄오우구

츄오우구보건복지 오사카시츄오우구규우
센터

니시구

스가키타 1-8-4
타로우마치 1-2-27

니시구보건복지센 오사카시니시구신마치
터

4-5-14

미나토구 미나토구보건복지 오사카시미나토구이치
센터
다이쇼구 다이쇼구보건복지
센터

오카 1-15-25
오사카시다이쇼구치시
마 2-7-95

텐노우지 텐노우지구보건복

오사카시텐노지구구신

구

포우인쵸 20-33

지센터

나니와구 나니와구보건복지 오사카시나니와구시키
센터

즈히가시 1-4-20

니시요도

니시요도가와구보 오사카시니시요도가와

가와구

건복지센터

구미테지마 1-2-10

요도가와 요도가와구보건복 오사카시요도가와구주
구

지센터

우소우히가시 2-3-3

히가시요 히가시요도가와구 오사카시히가시요도가
도가와구 보건복지센터

와구호우신 2-1-4

히가시나 히가시나리구보건 오사카시히가시나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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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6-6313-9882

06-6313-9968

06-6882-9882

06-6882-9968

06-6464-9882

06-6464-9968

06-6466-9882

06-6466-9968

06-6267-9882

06-6267-9968

06-6532-9882

06-6532-9968

06-6576-9882

06-6576-9968

06-4394-9882

06-4394-9968

06-6774-9882

06-6774-9968

06-6647-9882

06-6647-9968

06-6478-9882

06-6478-9968

06-6308-9882

06-6308-9968

06-4809-9882

06-4809-9968

06-6977-9882

06-6977-9968

리구

복지센터

오오이마자토니시 2-8
-4

이쿠노구 이쿠노구보건복지 오사카시이쿠노구카츠
센터

06-6715-9882

06-6715-9968

06-6957-9882

06-6957-9968

06-6930-9882

06-6930-9968

06-6915-9882

06-6915-9968

06-6622-9882

06-6622-9968

06-6682-9882

06-6682-9968

06-6694-9882

06-6694-9968

시구히가시타나베 1-1 06-4399-9882

06-4399-9968

야마미나미 3-1-19

아사히구 아사히구보건복지 오사카시아사히구오오
센터
죠토우구

미야 1-1-17

죠토우구보건복지 오사카시죠토우구츄오
센터

우 3-5-45

츠루미구 츠루미구보건복지 오사카시츠루미구요코
센터

츠즈미 5-4-19

아베노구 아베노구보건복지 오사카시아베노구후미
센터

노사토 1-1-40

스미노에 스미노에구보건복 오사카시스미노에구미
구

지센터

사키 3-1-17

스미요시 스미요시구보건복 오사카시스미요시구미
구

지센터

나미스미요시 3-15-55

히가시스 히가시스미요시구 오사카시히가시스미요
미요시구 보건복지센터

3-4
히라노구 히라노구보건복지 오사카시히라노구세토
센터

구치 3-8-19

니시나리 니시나리구보건복 오사카시니시나리구키
구

지센터

시노사토 1-5-20

오사카시마음의

오사카시미야코지마구

건강센터

나카노쵸 5-15-21
미야코지마센터빌딩

06-4302-9882

06-4302-9968

06-6659-9882

06-6659-9968

06-6922-8520

06-6923-0936

3 （대표）

（마음의 상담）

층
＊전화번호 왼쪽 난：각종검진, 예방접종, 모자수첩 등에 관한 문의
오른쪽 난：질병예방 및 건간유지증진 등에 대한 원조에 관한 문의
(가정방문, 건강상담, 건강교육, 육아지원 등)

그외의 시정촌
시정촌명
사카이시

시설명
사카이보건센터

주소
사카이구카이노쵸히가시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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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72-238-0123

지누가오카보건센터
히가시보건센터
기타보건센터
니시보건센터

사카이구쿄우와쵸3-128-4
히가시구히키쇼우하라데라마치
195-1
기타구신카나오카쵸5-1-4
니시구오오토리미나미마치4-4
44-1

노세쵸

나카구후카이자와마치2470-7 072-270-8100

미하라보건센터

미하라구쿠로야마782-11

이케다시보건복지종합센터 이케다시 죠난3쵸메1-40
도요노쵸립보건복지센터

토요노쵸히가시토키와다이1-2
-6

072-293-1222

072-362-8681
072-245-9192
(마음의
전화상담:072-2
43-5500)
072-754-9192
072-738-3813

미노오시종합보건복지센터 미노오시카야노5-8-1

072-727-9500

(재)미노오시의료보건센터

072-727-9555

노세쵸보건복지센터
（사사유리센타）

스이타시

072-271-2012

나카보건센터

건강복지플라자 내

미노오시

072-258-6600

미나미구모모야마다이1쵸1-1

사카이시마음의 건강센터 아사히가오카나카마치4-3-1

도요노쵸

072-287-8120

미나미보건센터

사카이시

이케다시

072-241-6484

미노오시카야노5-8-1
노제쵸쿠리스82-1

스이타시립센리뉴타운지역 스이타시쯔쿠모다이1-2-1

072-731-3201

06-6873-8870

보건복지센터

센리뉴타운플라자 내

스이타시립보건센터

스이타시데구치쵸19-2

06-6339-1212

셋츠시립보건센터

셋츠시미나미센리오카5-30

06-6381-1710

이바라키시카스가3-13-5

072-625-6685

다카츠키시죠우토우쵸5-1

072-661-1108

다카츠키시톤다쵸2-4-1

072-696-9460

시마모토쵸 시마모토쵸 후레아이센터

시마모토쵸사쿠라이3-4-1

075-961-1122

히라카타시

히라카타시긴야혼마치2-13-1

셋츠시

이바라키시 (재)이바라키시보건의료센
터
(이바라기시건강증진센터)
다카츠키시 다카츠키시립보건센터
다카츠키시립세이부지역보
건센터

네야가와시

히라카타시립보건센터

네야가와시립보건복지센터

모리구치시 모리구치시민보건센터

3
네야가와시이케다니시마치2822

072-840-7221

072-838-1631

모리구치시오오미야도오리1-1 06-699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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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가도마시

가도마시보건복지센터

다이토우시 다이토우시립보건의료복지
센터
시죠우나와
테시
가타노시

가시와라시
히가시오사
카시

06-6904-6400

다이토우시사이와이쵸8-1

072-874-9500

시죠우나와테시립보건센터 시죠우나와테시나카노3-5-28 072-877-1231
가타노시립보건복지종합센
터

야오시

가도마시미도우쵸14-1

가타노시아마노가하라쵸5-5-1 072-893-6400

야오시보건센터

야오시아사히가오카5-85-16

072-993-8600

가시와라시립보건센터

가시와라시오오가타4-15-35

072-973-5516

히가시보건센터

나카보건센터

니시보건센터

히가시오사카시미나미시죠초1
-1
히가시오사카시이와타쵸4-3-2
2-300
히가시오사카시타카이다모토마
치2-8-27

072-982-2603

072-965-6411

06-6788-0085

마츠바라시 마츠바라시립보건센터

마츠바라시타이죠우1-1-40

072-336-7100

하비키노시 하비키노시립보건센터

하비키노시콘다4-2-3

072-956-1000

후지이데라시코야마9-4-33

072-939-1112

후지이데라
시
오사카사야
마시
돈다야바야
시시
가와치나가
노시

후지이데라시립보건센터

오사카사야마시립보건센터

돈다바야시시립보건센터

가와치나가노시립보건센터

오사카사야마시이와무로1-973
돈다바야시시코우요우다이1-3
-35
가와치나가노시키쿠수이쵸2-1
3

072-367-1300

0721-28-5520

0721-55-0301

가난쵸

가난쵸보건복지센터

가난쵸오오아자시라키1371

0721-93-2500

다이시쵸

다이시쵸립보건센터

다이시쵸오오아자야마다101

0721-98-5520

치하야아카 치하야아카사카촌립보건센 치하야아카사카무라오오아자미
사카무라

터

즈와케195-1

이즈미시

이즈미시보건센터

이즈미시후츄우쵸4-22-5

이즈미오우
츠시

이즈미오오츠시립보건센터 이즈미오오츠시미야쵸2-25

다카이시시 다카이시시립종합보건센터 다카이시시하고로모 4-4-26
다다오카쵸

다다오카쵸보건센터

다다오카쵸타다오카히가시1-3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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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1-72-0069
0725-47-1551
0725-33-8181
072-267-1160
0725-22-1122

기시와다시 기시와다시립보건센터

기시와다시벳쇼쵸3-12-1

가이즈카시 가이즈카시립보건센터

가이즈카시하타케나카1-18-8 072-433-7000

가이즈카시의사회관
이즈미사노
시

이즈미사노시건강추진과

072-423-8811

가이즈카시하타케나카1-18-8 072-423-4130
이즈미사노시
이치바히가시1-295-3

072-463-1212

구마토리쵸 구마토리쵸립종합보건복지
센터（구마토리후레아이센 구마토리쵸노다1-1-8

072-452-1001

터）
다지리쵸

다지리쵸종합보건복지센터 다지리쵸오오아자카쇼우지883

072-466-8811

（후레아이센터）

-1

센난시

센난시립보건센터

센난시신다이치바1584-1

072-482-7615

한난시

한난시립보건센터

한난시쿠로다263-1

072-472-2800

미사키쵸

미사키쵸립보건센터

미사키쵸타나가와타니가와242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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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92-2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