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보육 정보
기관명칭

위 치

심도어린이집
초지어린이집
코끼리어린이집
한마음
꿈동산
다솜
파랑새
큰나무
에벤에셀
강화
에덴통나무
은혜어린이집
엘리트
예일
그린

강화읍 신문리10-10
길상면 초지리 368-3
강화읍 남산리 336-31
강화읍 갑곳리 172
강화읍 관청리 891-3
강화읍 관청리 189-2
길상면 온수리 508-4
강화읍 신문리 322
강화읍 용정리 525
불은면 신현리 222-4
양도면 도장리 1324-2
강화읍 남산리 520
강화읍 관청리 636-7
강화읍 갑곳리 433-2
길상면 온수리 592-5
선원면 창리 658
세광엔리치빌관리소2층
강화읍 갑곳리 77-10
양도면 도장리 675
강화읍 옥림리 897-4
삼산면 매음리 918
선원면 창리 663
세광엔리치빌105-104
선원면 창리 658
세광엔리치빌109-105
강화읍 용정리 536-13
양도면 조산리 23
강화읍 375
강화읍 신문리 452
강화읍 갑곳리 435
강화읍 대산리 1239
선원면 냉정리 100
불은면 두운리 572
길상면 온수리 527-3
화도면 상방리 943
양도면 삼흥리 288
양도면 조산리 240
내가면 고천리 748-1
하점면 신봉리 645
하점면 망월리 256
양사면 덕하리 117
송해면 솔정리 640
교동면 대룡리 529

세광
한빛몬테소리
흙벽돌
한세
삼산놀이방
새싹놀이방
아기사랑놀이방
참사랑놀이방
계명원
강화초등병설
합일초등병설
갑룡초등병설
대월초등병설
선원초등병설
불은초등병설
길상초등병설
화도초등병설
양도초등병설
조산초등병설
내사초등병설
하점초등병설
명신초등병설
양사초등병설
송해초등병설
교동초등병설

전화번호
(지역번호 포함)
032)933-7976
032)937-2827
032)934-6959
032)933-7409
032)934-3460
032)933-3022
032)937-6311
032)934-5860
032)932-5411
032)937-1011
032)937-7110
032)932-8337
032)933-7191
032)934-9858
032)937-4331

비 고
군립
군립
군립
사립

032)934-1692
032)934-1154
032)937-7818
032)934-9590
032)933-8816
032)932-7363
032)933-9303
032)934-9930
032)937-1755
032)934-2280
032)934-2029
032)934-2248
032)933-2955
032)934-4082
032)937-4680
032)937-0008
032)937-1083
032)937-2062
032)937-2068
032)932-5829
032)933-5180
032)932-6118
032)932-5538
032)934-4375
032)932-4022

공립
공립
공립
공립
공립
공립
공립
공립
공립
공립
공립
공립
공립
공립
공립
공립

기관명칭

위 치

전화번호
(지역번호 포함)

비 고

난정초등병설

교동면 난정리 1282

032)934-7079

공립

지석초등병설

교동면 삼선리 493

032)934-4116

공립

삼산초등병설

삼산면 석모리 250

032) 932-3005

공립

해명초등병설

삼산면 매음리 77-4

032)932-3278

공립

강화유치원

강화읍 관청리 336

032)934-2221

사립

잠두유치원

강화읍 신문리 549

032)934-9420

사립

코끼리유치원

강화읍 남산리 343-6

032)934-7859

사립

강화 초등학교

강화읍 관청리 375

032)934-2281

합일 초등학교

강화읍 신문리 452

032)934-8021

갑룡 초등학교

강화읍 갑곳리 435

032)934-9799

대월 초등학교

강화읍 대산리 1239

032)932-6432

선원 초등학교

선원면 냉정리 100

032)933-9234

불은 초등학교

불은면 두운리 572

032)937-8922

삼성 초등학교

불은면 삼성리 산134

032)937-8577

길상 초등학교

길상면 온수리 531

032)937-0010

화도 초등학교

화도면 상방리 946

032)937-1083

양도 초등학교

양도면 삼흥리 288

032)937-2062

조산 초등학교

양도면 조산리 240

032)937-2068

내가 초등학교

내가면 고천리 748-1

032)932-5829

하점 초등학교

하점면 신봉리 645

032)933-5180

명신 초등학교

하점면 망월리 225

032)932-6118

양사 초등학교

양사면 덕하리 117

032)932-5538

송해 초등학교

송해면 솔정리 645

032)934-4375

교동 초등학교

교동면 대룡리 529

032)932-4022

난정 초등학교

교동면 난정리 1282

032)932-7079

지석 초등학교

교동면 삼선리 493

032)934-4116

삼산 초등학교

삼산면 석모리 250

032)932-3005

해명 초등학교

삼산면 매음리 77-4

032)932-3278

서도 초등학교

서도면 주문도리 600

032)932-7005

서도초등볼음분교

서도면 볼음도리 686

032)932-6802

강화 중학교

강화읍 관청리 36

032)933-9984

강화여자중학교

강화읍 관청리 938

032)932-8801

강남 중학교

길상면 온수리 산109

032)937-4284

강서 중학교

하점면 이강리 389

032)933-5240

서도 중학교

서도면 주문도리 53

032)932-6995

심도 중학교

화도면 상방리 845-1

032)937-1082

교동 중학교

교동면 대룡리 산136

032)932-4126

동광 중학교

양도면 하일리 193

032)937-2009

삼량 중학교

내가면 고천리 1266

032)932-5901

승영 중학교

삼산면 석모리 302

032)932-3072

강화 고등학교

강화읍 국화리 166

032)933-4512

강화여자종합고등학교

강화읍 관청리 938

032)933-0801

강남종합고등학교

길상면 온수리 409-4

032)937-3653

기관명칭

위 치

전화번호
(지역번호 포함)

교동종합고등학교

교동면 대룡리 산136

032)932-4127

서도 고등학교

서도면 주문도리 63

032)932-6995

삼량종합고등학교

내가면 고천리 1266

032)932-5901

덕신고등학교

강화읍 국화리 243

032)933-2975

산마을고등학교

양사면 교산리 366

032)932-0191

인천 가톨릭대학교

양도면 도장리 495

032)937-8111

가천의과대학

길상면 선두리 989

032)930-5114

안양대학교강화캠퍼스

불은면 삼성리 산102

032)930-6000

청소년수련관

강화읍 용정리 1075-1

032)934-0177

강화도서관

관청리 301-2

032)932-8264

비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