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직원공제조합 사무국

도쿄도 미술관　LB층 종합안내

도쿄문화회관 1층 종합안내

올림픽ㆍ장애인올림픽
준비국

고마자와 올림픽공원 종합운동장
서비스 센터 접수
트레이닝 룸 접수
도쿄 다쓰미 국제수영장 풀 앞 접수

아리아케 테니스의 숲 테니스 시설 클럽하우스 접수

와카스 요트 훈련소 2층 접수

도쿄도 장애인 종합 스포츠 센터 접수

도쿄도 다마 장애인 스포츠 센터 접수

생활문화국

도쿄도 정원미술관 본관 1층 입구

도쿄도 에도 도쿄 박물관
1층 정면 현관/1층 로비(구마데 옆)/5층 상설전시실 내 출구 부근

도쿄체육관 종합안내

도쿄무도관 종합접수

도쿄도 도야마 청사 １층 접수

에도 도쿄 건물정원 비지터 센터 출입구 부근

도쿄도 현대미술관  1층 엔트런스　※～5/29(휴관으로 인함)

도쿄 원더 사이트 혼고 １층 입구 접수

도쿄예술극장　１층 박스오피스

구마모토 지진에 대한 의연금 모금함 설치 상황(2016년 4월 28일 현재)

오시마 지청 1층 접수 카운터

오시마 지청 니지마 출장소

총무국
도쿄도 건강플라자 하이지아 12층

도쿄도 직원연수소 텔레콤센터 빌딩 서쪽동 14층

도청 제1본청사 32층 직원식당(11：00～14：00)

도쿄도 인권플라자 접수 카운터

하치조 지청 총무과 카운터

오시마 지청 고즈시마 출장소

미야케 지청 총무과 카운터

재무국

도청 제1본청사
1층 종합안내센터
2층 정면 입구

주세국

도내 전 도세사무소 25개소
(지요다, 주오, 미나토, 신주쿠, 분쿄, 다이토, 스미다, 고토, 시나가와, 메구로,
오타, 세타가야, 시부야, 나카노, 스기나미, 도시마, 기타, 아라카와, 이타바시,
네리마, 아다치, 가쓰시카, 에도가와, 하치오지, 다치카와)

도내 전 도세지소 4개소
(오메, 마치다, 후추, 고다이라)

도청 제2본청사
1층/2층 안내 코너

도쿄 원더 사이트 시부야 １층 접수

1/3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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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경영본부

도청 제1본청사 남쪽 전망실 일본전국물산전

공익재단법인 중소기업진흥공사 본사
도쿄도 산업노동국 아키하바라 청사 5층 총무과

산업무역센터 다이토관
3층 접수 카운터

지방독립행정법인 도쿄도립 산업기술연구센터 오메 본부
1층 종합접수 카운터

보쿠토 병원 병동 1층 면회접수

환경국
도청 제2본청사　8층/9층 남북 카운터, 16층 북 카운터

노동상담 정보센터 9층 접수

주오/조호쿠 직업능력개발센터 1층 접수

조난 직업능력개발센터 2층 접수

조토 직업능력개발센터 2층 접수

다마 직업능력개발센터 1층 접수

히가시무라야마 너싱 홈 접수창구
복지보건국

건강안전연구센터 1층 종합접수

산업노동국

폐기물 매립 관리사무소 2층 카운터

이노카시라 은사공원 안내소

우에노 은사공원 사무소

삼림사무소 2층(관리담당창구)

도쿄관광정보센터 안내 카운터(도청 제1본청사 1층)

도쿄직업센터 1층 접수

(주)도쿄 빅사이트
2층 엔트런스 종합 인포메이션 부스/회의동 1층 본사 접수

(주)도쿄국제포럼
유리동 지하 1층 종합안내소

지방독립행정법인 도쿄도립 산업기술연구센터 스미다 지소
KFC빌딩 12층 종합접수

지방독립행정법인 도쿄도립 산업기술연구센터 다마 테크노 플라자
1층 접수 카운터

지방독립행정법인 도쿄도립 산업기술연구센터 조토 지소
1층 접수 카운터

지방독립행정법인 도쿄도립 산업기술연구센터 조난 지소
1층 접수 카운터

지방독립행정법인 도쿄도 건강장수 의료센터 1층 외래 면회접수

건설국
은사 우에노 동물원 종합안내소 카운터

다마 동물공원 안내 카운터(워칭 센터 내)

가사이 임해수족원 기프트숍 앞

이노카시라 자연문화원 정문 앞(공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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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사무국

노동위원회 사무국

소방기술 시험강습장 5층 휴게실

소방박물관 지하1층 매점

소방기술안전소 1층 현관 홀

본부 청사 1층 접수 카운터

수도국

감사사무국 총무과 내(도청 제1본청사 41층 북쪽)

노동위원회 사무국 총무과 내(도청 제1본청사 37층 남쪽)

다마 지구 전 서비스 스테이션 12개소 요금창구
(하치오지, 다치카와, 오메, 후추, 조후, 마치다, 고다이라, 히노, 히가시쿠루
메, 무사시무라야마, 다마, 아키루노)

구 지역 전 영업소 22개소 요금창구
(지요다, 미나토, 신주쿠, 분쿄, 스미다, 고토, 시나가와, 메구로, 오타, 세타가
야, 세타가야(다이시도 분실), 시부야, 나카노, 스기나미, 도시마, 기타, 아라카
와, 이타바시, 네리마, 아다치, 가쓰시카, 에도가와)

오쿠타마 물과 녹음의 만남관 1층 인포메이션

물의 과학관 1층 인포메이션

도쿄소방청

도쿄도 교직원 연수센터 1층 정면 접수

도쿄도립 매장문화재 조사센터 접수 카운터

교육청

도립 중앙도서관 1층 접수 카운터

도립 다마도서관 접수 카운터

수도역사관 1층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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