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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교 소재지 이용 신청 접수 장소 전화 번호

츠쿠도 츠쿠도쵸 2-2 히가시 고켄쵸 아동관 ( 히가시 고켄쵸 5-24) 03-3269-6895
에도가와 스이도쵸 1-28 히가시 고켄쵸 아동관 ( 히가시 고켄쵸 5-24) 03-3269-6895

이치가야 이치가야 야마부시쵸 
1-3 키타 야마부시 아동관 ( 키타 야마부시쵸 2-17) 03-3269-7196

아이지츠 키타마치 26 나카마치 아동관 ( 나카쵸 25) 03-3267-3321

와세다 와세다 미나미쵸 25
에노키쵸 어린이 가정지원센터 ( 에노키쵸 36) 03-3269-7304
와세다 미나미쵸 아동관 ( 와세다 미나미쵸 50) 03-5287-4321

츠루마키 와세다 츠루마키쵸 140 에노키쵸 어린이 가정지원센터 ( 에노키쵸 36) 03-3269-7304
요쵸마치 와카마츠쵸 13-1 토미히사쵸 아동관 ( 토미히사쵸 22-21) 03-3357-7638

히가시 토야마★ 토야마 2-34-2
히가시 토야마 초등학교 내 학동 클럽 ( 토야마 2-34-2) 03-3205-0363
어린이 종합센터 육아지원계 (신주쿠 7-3-29) 03-3232-0695

요츠야 요츠야 2-6
시나노마치 어린이 가정지원센터 ( 시나노마치 20) 03-3357-6851
혼시오쵸 아동관 ( 요츠야 혼시오쵸 8) 03-3350-1456

요츠야 다이로쿠 다이쿄쵸 30
시나노마치 어린이 가정지원센터 ( 시나노마치 20) 03-3357-6851
요츠야 다이로쿠 초등학교 내 학동 클럽
( 다이쿄쵸 30) 03-3357-7891

하나조노 신주쿠 1-22-1 토미히사 초등학교 내 학동 클럽 ( 토미히사쵸 7-24) 03-3358-9071

토츠카 다이이치 니시 와세다 3-10-12 타카다노바바 다이니 아동관 ( 타카다노바바 1-4-17)
타카다노바바 다이니 학동 클럽 ( 타카다노바바 1-4-17)

03-3200-5038
03-3200-5028（학동）

토츠카 다이니★ 타카다노바바 1-25-21
토츠카 다이니 초등학교 내 학동 클럽
( 타카다노바바 1-25-21) 03-3205-9616

타카다노바바 다이니 아동관 ( 타카다노바바 1-4-17） 03-3200-5038

오치아이 다이이치 나카 오치아이 2-13-27

나카 오치아이 어린이 가정지원센터
( 나카 오치아이 2-7-24) 03-3952-7751

오치아이 다이이치 초등학교 내학동 클럽
( 나카 오치아이 2-13-27) 03-3565-0947

오치아이 다이니 카미 오치아이 2-10-23 카미 오치아이 아동관 ( 카미 오치아이 2-28-8) 03-3360-1413

오치아이 다이산 니시 오치아이 1-12-20 니시 오치아이 아동관 ( 니시 오치아이 1-31-24)
니시 오치아이 학동 클럽 ( 니시 오치아이 1-31-24)

03-3954-1042
03-3954-0771（학동）

오치아이 다이욘 시모 오치아이 2-9-34 오치아이 다이욘 초등학교 내 학동 클럽
( 시모 오치아이 2-9-34) 03-3565-0990

오치아이 다이고★ 카미 오치아이 3-1-6 나카이 아동관 ( 나카이 1-8-12) 03-3361-0075

오치아이 다이로쿠 니시 오치아이 4-11-21 니시 오치아이 아동관 ( 니시 오치아이 1-31-24)
니시 오치아이 학동 클럽 ( 니시 오치아이 1-31-24)

03-3954-1042
03-3954-0771（학동）

요도바시 다이욘 키타 신주쿠 3-17-1 키타 신주쿠 어린이 가정지원센터 ( 키타 신주쿠 3-20-2) 03-3365-1121

카시와기 키타 신주쿠 2-11-1
키타 신주쿠 어린이 가정지원센터 ( 키타 신주쿠 3-20-2) 03-3365-1121
키타 신주쿠 다이이치 아동관 ( 키타 신주쿠 2-3-7) 03-3369-5856

니시 신주쿠 니시 신주쿠 4-35-5 니시 신주쿠 아동관 ( 니시 신주쿠 4-35-28) 03-3377-9353
니시 토야마 햐쿠닌쵸 4-2-1 햐쿠닌쵸 아동관 ( 햐쿠닌쵸 2-18-21) 03-368-8156

★마크가 있는 초등학교는 2018 년도부터의 신규 실시 예정교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