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 정보
구 분
부
대
종교시설

강화교회
기룡사

읍,
면사무소

우체국

관공서

경찰서
/파출서

기 타

위

치 / 운영시간

강화읍 국화리 산67번지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132-5
강화읍사무소 강화읍 관청리 552
선원면사무소 선원면 금월리 235
불은면사무소 불은면 두운리 252
길상면사무소 길상면 온수리 502
화도면사무소 화도면 상방리 840
양도면사무소 양도면 하일리 188
내가면사무소 내가면 고천리 797-1
하점면사무소 하점면 신봉리 617-2
양사면사무소 양사면 교산리 346
송해면사무소 송해면 솔정리 357-2
교동면사무소 교동면 대룡리 516
삼산면사무소 삼산면 석모리 237-2
서도면사무소 서도면 주문도리 산893
강 화 우 체 국 강화읍 관청리 169-5
선 원 우 체 국 선원면 금월리 247
불 은 우 체 국 불은면 두운리 202-2
온 수 우 체 국 길상면 온수리 544
화 도 우 체 국 화도면 상방리 821-1
양 도 우 체 국 양도면 하일리 252
내 가 우 체 국 내가면 고천리 871
하 점 우 체 국 하점면 부근리 658-3
양 사 우 체 국 양사면 덕하리 70-4
송 해 우 체 국 송해면 하도리 343
교 동 우 체 국 교동면 대룡리 630-1
삼 산 우 체 국 삼산면 석모리 253
서 도 우 체 국 서도면 주문도리662
볼 음 우 체 국 서도면 볼음도리273-3
강화경찰서 강화읍 관청리 437
중부지구대(심도) 강화읍 관청리 437
중부지구대(선원치안센타) 선원면 냉정리 81-2
남부지구대(불은치안센타) 불은면 두운리 244
남부지구대(길상) 길상면 온수리 510-14
남부지구대(화도치안센타) 화도면 상방리 833
북부지구대(양도치안센타) 양도면 하일리 181-1
북부지구대(내가) 내가면 고천리 784-2
북부지구대(하점치안센타) 하점면 신봉리 16
북부지구대(양사치안센타) 양사면 덕하리 69
중부지구대(송해치안센타) 송해면 하도리 310
교동파출소 교동면 대룡리 512
삼산파출소 삼선면 석모리 258-3
서도파출소 서도면 주문도리211
인천해양경찰서 강화지서 내가면 외포리 547-40
국가정보원강화안보상담센타(☎ 111) 강화읍 관청리 164-3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강화읍 갑곳리 340-2
인천서부소방서 강화소방파출소 강화읍 남산리 200-1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 강화읍 갑곳리 340-2

전화번호
(지역번호 포함)
032)933-0765
032)932-2999
032)934-0002~5
032)933-4303
032)937-4602~3
032)937-0001~4
032)937-1001~3
032)937-2001~2
032)932-6302
032-933-5302
032-932-6301
032-934-4302
032-932-5001~3
032-932-3001
032-932-7004
032)934-2800
032)932-2551
032)937-4600
032)937-2005
032)937-3000
032)937-2004
032)932-5800
032)932-2556
032)932-5500
032)932-2553
032)932-4205
032)932-3004
032)932-7105
032)932-6800
032)933-0820
032)933-0112
032)933-4112
032)937-5112
032)937-0112
032)937-1112
032)937-2112
032)932-6113
032)932-0113
032)933-0113
032)934-0112
032)932-4112
032)932-3112
032)932-7112
032)932-5909
032)934-1113
032)934-3455
032)933-0119
032)932-6663

비 고

구 분

기타

장례식장

금융기관

위

치 / 운영시간

전화번호
(지역번호포함)

인천광역시 강화교육청 강화읍 관청리 200

032)933-2081

강화군 선거관리 위원회 강화읍 국화리 239

032)934-2172

호국 교육원 불은면 두운리 산232

032)937-493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 강화읍 관청리 889-2

032)933-6060

강화기상관측소 불은면 삼성리 811-1

032)937-0365

상수도본부 강화수도사업소 강화읍 갑곳리 648-4

032)934-4001

강화병원 강화읍 갑곳리173-1

032)933-8124

강화장래식장 강화읍 남산리 276-1

032)934-1024

농협중앙회강화군지부 강화읍 신문리 9-4

032)934-3601

강화농업협동조합 강화읍 신문리 727

032)934-0541

강화농협선원지소 선원면 냉정리 81-2

032)934-4014

강화농협송해지소 송해면 솔정리 458-4

032)934-4382

불은농업협동조합 불은면 두운리 241

032)937-4691

길상농업협동조합 길상면 온수리 531-13

032)937-4183

화도농업협동조합 화도면 상방리 952-2

032)937-1182

양도농업협동조합 양도면 하일리 185-1

032)934-1581

삼도농업협동조합 내가면 고천리 868-1

032)932-7513

강서농업협동조합 하점면 신봉리 614-2

032)932-5279

교동농업협동조합 교동면 대룡리 483

032)933-8321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 강화읍 신문리 7-1

032)933-3405

강화군축산업협동조합 강화읍 관청리 117-1

032)933-3301

강화신용협동조합 강화읍 관청리 117-3

032)932-2650

강화새마을금고 강화읍 관청리 174-7

032)934-0071

우리은행강화지점 강화읍 관청리 490-5

032)933-4771

국민은행강화지점 강화읍 관청리 174-4

032)933-6530

조흥은행 강화읍 관청리 489-1

032)934-1581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