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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공정증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사제）의
사문서 인증을 받습니다.

1. 제도의 개요

파트너 관계에 있는 두명의 성적 소수자

구에서 요건, 서류를 확인합니다.
③ 며칠 후, 미나토 마리아쥬 카드를 발급 받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구의 표준 양식（파트너 계약 증서 사제용）
을

사용하여 준비합니다.

구의 표준 양식（파트너 계약 증서 사제용）
을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① 구청에 오시는 날에 대해 사전에 일정 조정을 합니다.

② 둘이 구청에 오셔서 관계 서류를 제출하고
미나토 마리아쥬 카드 발급 신청을 합니다.

공증 사무소

미나토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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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이용 자격                        
「미나토 마리아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분은 성적 소수자인 

파트너 두 명이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분입니다. 

(1) 아래①～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①쌍방이 미나토 구내에 주소가 있을 것. 

②둘 중 어느 한쪽이 미나토 구내에 주소가 있을 것. 

③둘이 1 개월 이내에 미나토구로 전입할 예정일 것. 

(2) 민법 제 4 조에서 정하는 성인일 것. 

(3) 쌍방에 배우자（내연의 배우자를 포함）가 없을 것. 

(4) 쌍방 이외의 사람과 제도（타 지자체가 실시하는 파트너쉽 제도를 

포함）를 이용하고 있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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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수속 ～계약서 작성～                     
「미나토 마리아쥬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둘이 공증 사무소에서 

계약서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계약서(사제)의 사문서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미나토 구에 미나토 마리아쥬 카드 발급 

신청을 해주십시오. 
 

● 계약서 작성의 흐름 

 

（１） 계약서 양식 준비                                  
미나토 마리아쥬 제도에서 사용하는 계약서는 구에서 표준양식을 

만들었으며, 그 표준양식은 아래와 같이 공표, 배부하고 있습니다. 

표준양식은 무료입니다.（홈페이지에 게재한 표준양식을 출력하는데 필요한 비용 

(통신료 등)은 각자 부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양식의 배포장소 등》 

〇미나토 구청 총무부 인권・남녀평등참여 담당 

 미나토구 시바코엔１－５－２５ 미나토 구청４층（４０２번 창구） 

 전화  ０３－３５７８－２１１１（대표） 

 ＦＡＸ ０３－３５７８－２９７６ 

 ※배포시간：평일 오전８시 30 분～오후５시 15 분 

〇미나토구 남녀평등 참여센터（리브라） 

 미나토구 시바우라１－１６－１ 미나토파크 시바우라 ２층 

 전화  ０３－３４５６－４１４９ 

 ＦＡＸ ０３－３４５６－１２５４ 

 ※배포시간：오전９시～오후９시３０분（연말연시 및 임시 휴관일 제외） 

〇미나토구 홈페이지（PDF 및 워드 형식） 

 https://www.city.minato.jp/ 미나토 마리아쥬 로 검색 

https://www.city.minat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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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서 작성                                 

①공정증서로 하는 경우 

구에서 제공하는 표준양식(파트너 계약 증서 사제용)를 참고로 구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명기한 계약서를 준비, 가까운 공증 사무소에서 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합니다.  

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할 때는 공증 사무소에서 정한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조항의 분량 등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므로 공증 사무소에 확인을 해주십시오. 

 

 ②사문서 인증으로 하는 경우 

구에서 제공하는 표준양식(파트너 계약 증서 사제용)을 참고로 구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공증 사무소에서 사문서 

인증을 받습니다. 둘이 각각 인증 받은 계약서를 간직하고 싶은 경우는 같은 

계약서 2 통과 그 사본 1 통(공증 사무소 보존용)이 필요합니다. 

사문서 인증에 대해서는 공증 사무소 소정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조항의 

내용에 따라 금액이 다르므로 공증 사무소에 확인을 해주십시오. 

 

공증사무소에서는 ① 과 ②의 어느 경우라도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사진이 부착된 공적 신분증, 인감 등록 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등  필요한 서류는 공증 사무소에 확인을 해주십시오. 

미혼임을 확인하기 위한 호적 등본도 필요합니다. 

 

 

 

 

 

 

 

 

 

 

 

 

 

  

《① 및 ② 계약서에 명기해야 하는 항목（필수항목）》 
 

① 서로의 관계 확인 및 서약         ②혼인 등의 금지 

② 동거, 협력 및 부조의 의무       ④일상 가사 채무에 관한 책임 

⑤요양간호에 관한 위임 등         ⑥당사자간 재산 귀속 

⑦판단능력저하시 요양 간호          ⑧사후사무 위임 등 

⑨사망에 따른 계약 종료           ⑩합의에 의한 계약 해제 

⑪ 합의에 의하지 않은 계약 해제   ⑫계약 해소시 재산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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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 수속 ～미나토 마리아쥬 카드 발급～ 
공증사무소에서 수속이 끝나면 구청에 오셔서「미나토 마리아쥬 카드」를 

신청하십시오. 미나토구에서는 계약 내용과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며칠 후, 

「미나토 마리아쥬 카드」를 발급합니다. 

(1) 사전예약                     
구청에 오시는 날짜와 시간은 미나토구 (총무과 인권,남녀평등 참여계)에 

전화로 연락을 해 주십시오. 

 

 

 

 

 

 

(2) 신청 당일                     

  

① 예약한 날에, 신청자 둘이서 함께 지정한 장소로 나와주십시오. 

아래의 서류를 가지고 오십시오. 

  

 

 

 

 

 

 

 

 

 

 

 

 

 

 

 

 

《필요서류》 

 계약서（공정증서 또는 사문서 인증을 받은 것） 

 공증인이 작성（인증）한 계약서 정본 (원본)을 지참해 주십시오. 

 호적전부사항증명서(호적등본) 또는 호적개인사항증명서(호적초본) 중 

어느 하나 

외국 국적인 경우는, 대사관 등의 공적 기관이 발행한 독신 증명서 

또는 그에 해당하는 서류 (일본어 번역이 포함된 것) 

 3 개월 이내에 발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주민표 사본 (개인) 

 3 개월 이내에 발행된 서류를 가지고 오십시오.   

전입 예정자는 1 개월 이내에 미나토구 주민표를 제출하십시오. 

 본인 확인 서류 

개인번호카드（마이넘버 카드）, 여권(패스포트), 운전면허증 등의 

경우는 어느 한가지를 제시하십시오. 

보험증(국민 건강보험, 개호보험 등), 연금수첩, 연금증서 등의 

사진이 없는 증명서는 두가지를 제시하십시오. 

《연락처》미나토구청 총무부 총무과 인권, 남녀평등 참여계 

 전화：０３－３５７８－２１１１（대표）내선 2025～2027、2014 

  ※평일 오전 8 시 30 분～오후 5 시 15 분에 연락을 해주십시오. 

발
급
까
지
는 5

일 

정
도 

걸
립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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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나토 마리아쥬 카드 발급 신청서 등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십시오 

③미나토 마리아쥬 카드 발급 날짜를 정합니다. 

 ※직원이 제출 서류를 확인합니다（약 5 일간） 

 

(3) 미나토 마리아쥬 카드 발급          
발급 당일에 신청자 본인이 구청으로 와주십시오. 구청에는 둘 중 누가 와도 

괜찮습니다. 

본인 확인 서류를 제시하시고, 미나토 마리아쥬 카드를 1 인당 1 장씩 

발급합니다. 제출하신 서류의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미나토구에 전입을 예정하신 분은 「전입예정」 이라고 기입된 미나토 

마리아쥬 카드를 발급합니다. 신청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주민표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확인 후, 새로운 미나토 마리아쥬 카드를 발급합니다.（이미 

발급한 카드는 반납을 해주십시오.） 

 

５ 통칭명 사용에 대하여       
일상 생활에서 통칭명을 사용중인 분은 통칭명이 기입된 미나토 마리아쥬 

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미나토 마리아쥬 카드 뒷면에 호적상의 이름이 기입됩니다. 

６ 재발급에 대하여       
미나토 마리아쥬 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는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청에 나오는 날짜와 시간을 예약한 후에 방문을 해주십시오. 

그때는 본인 확인 서류를 가지고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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７ 카드 반납에 대하여       

파트너 계약이 종료된 경우, 쌍방이 미나토구에서 전출하는 경우, 

어느 한쪽이나 쌍방이 결혼한 경우 등에 해당할 때는 반납 

신고서와 함께 미나토 마리아쥬 카드를 반납해 주십시오. 

８ 둘만의 계약서 작성     

둘 만의 성적 지향, 성정체성을 제 3 자 (공증사무소나 구청)에게 

알리지 않고 구에서 만든 표준양식을 사용하여 둘만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미나토 마리아쥬 카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 계약서 작성 절차 
 

(1) 계약서 양식 준비                                  
구에서 표준양식 (파트너 계약 증서 사제용)을 만들었습니다. (3 페이지 참조) 

 

(2) 계약서 작성                                 
표준양식 (파트너 계약 증서 사제용) 기재 예시를 참고로 둘이서 계약서를 

작성하십시오. 계약서는 정본 2 통을 작성하여, 각자 서명과 날인을 하고 

한통씩 보관하십시오. 그 경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증인의 서명・날인은 없어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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９ Ｑ＆Ａ               
Ｑ１ 미나토 마리아쥬 제도는 결혼과는 다릅니까? 

  

 

 

 

 

Ｑ２ 미나토 마리아쥬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주민표나 호적에 기재됩니까? 

 

 

 

Ｑ３ 미나토 마리아쥬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Ｑ４ 대상자인 「성년」이란 몇살 이상을 말합니까? 

 

 

 

Ｑ５ 미나토구에 살지 않아도 미나토 마리아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Ｑ６ 저는 외국 국적자이고 공무로 미나토구 내의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민표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데 미나토 마리아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Ａ 결혼은 민법에 근거하는 제도로서 현행법으로는 호적상의 성별이 남성과 여성인 두 사람 

사이에만 인정이 됩니다. 미나도 마리아쥬 제도는 성적 지향, 성정체성을 이유로 민법에서 

말하는 결혼을 할 수가 없는 성 소수자가, 혼인과 유사한 공동생활 관계에 대한 계약을 맺고 

구가 그것을 확인하여 카드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Ａ 주민표나 호적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미나토 마리아쥬 제도는 미나토구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므로 주민표나 호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Ａ 미나토 마리아쥬 카드를 제시하면 병원에서의 병수발, 주택 입주 등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이 해소가 되기도 하고,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미나토 마리아쥬 제도 등록자는 구에서 관리하는 주택 (구영주택, 구립주택, 가리아게주택, 

고령자 집합주택, 케어하우스, 장애자주택) 입주 신청시 필요한 동거친족 요건이나 부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둘이서 맺은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간에는 전국적으로 유효합니다. 

Ａ 현 시점에서는 20 세 이상을 말합니다. 민법 개정으로 2022 년 4 월 1 일부터는 18 세 이상이 

됩니다.  

Ａ 둘 중에 어느 한쪽이 미나토구에 살면 가능합니다. 또, 둘이 1 개월 이내에 미나토구로 

전입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Ａ 미나토구에 거주하고 있다는 증명서류를 대사관에서 발급받는 것으로 주민표 사본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필요 서류와 함께 가지고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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Ｑ７ 미나토 마리아쥬 제도를 이용하는데 비용이 드나요? 

 

 

 

 

Ｑ８ 공증 사무소라면 어디서든지 작성이나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 

 
 

 

Ｑ９ 사문서 인증이란 어떤 것입니까? 

 

 

 

 

 

 

 

 

 

Ｑ10 미나토 마리아쥬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데 수속을 할 때 프라이버시는 

보장이 되나요? 

 

 

Ｑ11 대리인을 통한 신고나 우편을 통한 신고 등, 직접 구청에 가지 않고 

수속할 수 있습니까? 

 

 

Ｑ12 호적상의 이름과 다른 통칭명을 사용하여 생활하고 있는데, 미나토 

마리아쥬 카드에 통칭명을 기재할 수 있습니까? 

 

 

Ｑ13 미나토 마리아쥬 카드는 신청 당일에 받을 수 있습니까? 

 

 

Ａ 공증사무소에서 계약서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계약서 (사제)의 사문서 인증을 받거나 

하는 경우에 공증사무소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또, 구청에서 주민표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비용은 자기부담 입니다. 구청에서의 미나토 마리아쥬 카드 발행 

수수료는 들지 않습니다.  

A 프라이버시 보호의 관점에서 수속을 독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예약을 할 때 

독실을 희망한다고 말씀하십시오. 

Ａ 본인 확인이나 계약 내용에 대해 직접 확인을 해야 하므로, 대리인이나 우편을 통한 

수속은 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인 두 분이 함께 오십시오. 

Ａ 통칭명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6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Ａ 미나토 마리아쥬 카드 발급은 신청을 접수한 후 5 일 정도 걸립니다. 자세한 것은 

6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Ａ 공정증서 작성은 미나토구 내의 공증 사무소뿐만 아니라, 어느 곳의 공증사무소 에서라도 

작성이나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쿄도내의 공증 사무소 일람을 11 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Ａ 계약서의 서명 날인 또는 기명 날인이 틀림없음을 공증인이 확인을 하고, 그 계약서가 

작성한 사람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인증 방법에는 이하의 방법이 있는데, 본 제도는 혼인에 필적하는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작성 명의자 2 명이 가) 또는 나) 의 방법으로 인증을 받으십시오. 

가) 인증을 받는 사람의 기재란을 공란으로 한 서면을 가지고, 공증인의 면전에서 기재하고 

인증을 받는 방법 

나) 이미 서명한 서면을 가지고 가서 이것이 자신의 서명임을 밝히고 인증을 받는 방법 

다) 대리인이 작성자 본인이 서명한 서류와 위임장을 가지고 가서 대리인을 통해, 서류의 

서명이 본인 것임을 밝히고 인증을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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Ｑ14 미나토구에서 이사를 가거나,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 미나토 마리아쥬 

카드는 반납해야 합니까? 

 

 

 

Ｑ15 둘의 관계가 끝나게 될 경우에 미나토 마리아쥬 카드는 반납을 해야 

합니까? 

 
 

 

Ｑ16 미나토 마리아쥬 카드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데 「계약」 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Ａ 당사자 둘이서 이사를 가는 경우는 반납을 해주십시오. 둘 중 어느 한쪽만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반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도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Ａ 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미나토 마리아쥬 카드는 반납을 해주십시오.  

Ａ 미나토구 남녀평등 참여센터의 리브라 상담실(마음의 서포트 룸)에서 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 (무료)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에 대해 상담을 해드립니다. 

《리브라 상담실 (마음의 서포트 룸) 법률상담》  

 

미나토구립 남녀평등 참여센터 (리브라) : 미나토구 시바우라 1-16-1 미나토파크  

시바우라 2 층 

상담실 (전용전화번호) : 03-3456-5771 

상담일 : 원칙적으로 매월 첫째 목요일 

면담상담 : 90 분 정도 (1 회 한정) 

 

※법률 상담의 예약 및 이용은 상담실 이용시간내에 위의 전용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상담실 이용시간: [월・수・목・토] 10：00～16：00 

[화・금] 10：00～16：00、18：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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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도내 공증 사무소 일람 2020 년 2 월 25 일 현재                
공증사무소 우편번호 소재지 TEL FAX 

가스미가세키 100‐0011 지요다쿠 우치사이와이초 2‐2‐2 후코쿠세이메이 

비루 지카 1 카이 

03‐3502‐0745 03‐3502‐3840 

니혼바시 103‐0026 주오쿠 니혼바시 가부토초 1‐10 닛쇼칸비루 1 카이 03‐3666‐3089 03‐3666‐3573 

시부야 150‐0041 시부야쿠 진난 1‐21‐1 니혼세이메이 시부야 

비루 8 카이 

03‐3464‐1717 03‐3464‐2799 

간다 101‐0044 지요다쿠 가지초 1‐9‐4 KYY 비루 3 카이 03‐3256‐4758 03‐3256‐1200 

이케부쿠로 170‐6008 도시마쿠 히가시이케부쿠로 3‐1‐1 

산샤인 60 비루 8 카이 

03‐3971‐6411 03‐3984‐2740 

오모리 143‐0016 오타쿠 오모리기타 1‐17‐2 오모리 센타비루 2 카이 03‐3763‐2763 03‐3763‐4500 

신주쿠 160‐0023 신주쿠쿠 니시신주쿠 7‐4‐3 마스모토비루 5 카이 03‐3365‐1786 03‐3365‐3835 

분쿄 112‐0003 분쿄쿠 가스가 1‐16‐21 분쿄 시비쿠센타 8 카이 03‐3812‐0438 03‐3812‐0413 

우에노 110‐0015 다이토쿠 히가시우에노 1‐7‐2 도미타비루 4 카이 03‐3831‐3022 03‐3831‐3025 

아사쿠사 111‐0034 다이토쿠 가미나리몬 2‐4‐8 아이오이 닛세이 

도와손포비루 2 카이 

03‐3844‐0906 03‐3845‐2523 

마루노우치 100‐0005 지요다쿠 마루노우치3‐3‐1 신도쿄 비루2카이235쿠 03‐3211‐2645 03‐3211‐2647 

교바시 104‐0031 주오쿠 교바시 1‐1‐10 니시칸 혼텐비루 6 카이 03‐3271‐4677 03‐3271‐3606 

긴자 104‐0061 주오쿠 긴자 4‐4‐1 핫코비루 5 카이 03‐3561‐1051 03‐3561‐1053 

신바시 105‐0004 미나토쿠 신바시 1‐18‐1 고쿠가이칸 6 카이 03‐3591‐4845 03‐3591‐5590 

시바 105‐0003 미나토쿠 니시신바시 3‐19‐14 도쿄겐쇼비루 5 카이 03‐3434‐7986 03‐3434‐7987 

아자부 106‐0045 미나토쿠 아자부주반 1‐4‐5 후카오비루 5 카이 03‐3585‐0907 03‐3585‐0908 

메구로 141‐0021 시나가와쿠 가미오사키 2‐17‐5 데루단비루 5 카이 03‐3494‐8040 03‐3494‐8041 

고탄다 141‐0022 시나가와쿠 히가시고탄다 5‐27‐6 다이이치 

고탄다비루 3 카이 

03‐3445‐0021 03‐3445‐1136 

세타가야 154‐0024 세타가야쿠 산겐차야 2‐15‐8 홧숀비루 4 카이 03‐3422‐6631 03‐3487‐5925 

가마타 144‐0051 오타쿠 니시카마타 7‐5‐13 모리비루 2 카이 03‐3738‐3329 03‐3730‐5052 

오지 114‐0002 기타쿠 오지 1‐14‐1 야마모토야비루 3 카이 03‐3911‐6596 03‐3911‐6594 

아카바네 115‐0044 기타쿠 아카바네미나미 1‐4‐8 아카바네미나미 

쇼교비루 6 카이 

03‐3902‐2339 03‐3902‐2420 

고이와 133‐0057 에도가와쿠 니시코이와 3‐31‐14 지부라루타 

세이메이 코이와비루 5 카이 

03‐3659‐3446 03‐3671‐0486 

가쓰시카 125‐0062 가쓰시카쿠 아오토 6‐1‐1 아사히세이메이 가쓰시카 

비루 2 카이 

03‐6662‐9631 03‐6662‐9632 

긴시초 130‐0022 스미다쿠 고토바시 3‐9‐7 고쿠호비루 5 카이 03‐3631‐8490 03‐3635‐1540 

무코지마 131‐0032 스미다쿠 히가시무코지마 6‐1‐3 고지마비루 2 카이 03‐3612‐5624 03‐3612‐2890 

센주 120‐0026 아다치쿠 센주 아사히초 40‐4 산라이즈비루 3 카이・

4 카이 

03‐3882‐1177 03‐3882‐1178 

네리마 176‐0012 네리마쿠 도요타마키타 5‐17‐12 네리마 에키마에 

비루 3 카이 

03‐3991‐4871 03‐3993‐3428 

나카노 164‐0001 나카노쿠 나카노 5‐65‐3 A-01 비루 7 카이 03‐5318‐2255 03‐5318‐2266 

스기나미 167‐0032 도쿄토 스기나미쿠 아마누마 3‐3‐3 시부사와 

오기쿠보 비루딩구 4 카이 

03‐3391‐7100 03‐3391‐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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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사무소 우편번호 소재지 TEL FAX 

이타바시 173‐0004 이타바시쿠 이타바시 2‐67‐8 이타바시 

주오비루 9 카이 

03‐3961‐1166 03‐3962‐2810 

고지마치 102‐0083 지요다쿠 고지마치 4‐4‐7 아토무 고지마치 

타와 6 카이 

03‐3265‐6958 03‐3265‐6959 

하마마쓰초 105‐0012 미나토쿠 시바다이몬 1‐4‐14 

시바에이타로비루 7 카이 

03‐3433‐1901 03‐3435‐0075 

야에스 103‐0028 주오쿠 야에스 1‐7‐20 야에스구치가이칸 6 카이 03‐3271‐1833 03‐3275‐3595 

오쓰카 170‐0005 도시마쿠 미나미오쓰카 2‐45‐9 야마나카야비루 

4 카이 

03‐6913‐6208 03‐6913‐6237 

아카사카 107‐0052 미나토쿠 아카사카 3‐9‐1 야시마 보에키비루 3 카이 03‐3583‐3290 03‐3584‐4987 

다카다노바바 169‐0075 신주쿠쿠 다카다노바바 3‐3‐3 NIA 비루 5 카이 03‐5332‐3309 03‐3362‐3370 

쇼와도리 104‐0061 주오쿠 긴자 4‐10‐6 긴료비루 2 카이 03‐3545‐9045 03‐3545‐9080 

신주쿠교엔마에 160‐0022 신주쿠쿠 신주쿠 2‐9‐23 SVAX 신주쿠 B 칸 3 카이 03‐3226‐6690 03‐3226‐6692 

무사시노 180‐0004 무사시노니 기치조지 혼초 2‐5‐11 마쓰에비루 4 카이 0422‐22‐6606 0422‐22‐7210 

다치카와 190‐0023 다치카와시 시바사키초 3‐9‐21 에루후레아 

다치카와비루 2 카이 

042‐524‐1279 042‐522‐2402 

하치오지 192‐0082 하치오지시 아즈마초 7‐6 에바즈 다이 12 

하치오지비루 2 카이 

042‐631‐4246 042‐631‐4247 

마치다시 194‐0021 마치다시 나카마치 1‐5‐3 042‐722‐4695 042‐722‐5693 

후추 183‐0023 후추시 미야마치 2‐15‐13 다이 15 미쓰기비루 3 카이 042‐369‐6951 042‐362‐9075 

다마 206‐0033 다마시 오치아이 1‐7‐12 라이팅구비루 1 카이 042‐338‐8605 042‐338‐8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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