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 정보
기관명칭

위 치

강화병원

강화읍 갑곳리173-1

남궁내과의원

강화읍 관청리 492-1

최석민 소아과

강화읍 관청리 488-3

삼성외과의원

강화읍 관청리170-16

중앙의원

강화읍 관청리 491-1

현대내과의원

강화읍 관청리489-1

강화신경외과의
원

강화읍 남산리 242

서울이산부인과

강화읍 남산리 38-1

인성의원

강화읍 남산리 37-3

제일성모의원

강화읍 남산리 39-1

호소아과의원

강화읍 남산리 40-1

박창현피부과

강화읍 신문리 1-8

운영 시간

전화번호
(지역번호 포함)

응급실
(전화번호)

평일:0900-17:30
일요일: 오전근무
응급실032)
(08:30-12:30)
930-8119,8120
법정휴일: 휴무
응급실:365일 24시간
응급진료
평일:09:00-18:30
토요일: 09:00-16:30
032)934-2142
공휴일: 휴무
평일:09:00-19:00,
토요일09:00-17:00
032)934-1175
일요일: 휴무
법정휴일: 09:00-13:00
평일: 09:00-18:30
토요일:09:00-14:30
032)933-0274
공휴일: 휴무
평일: 09:00-18:30,
토요일:09:00-15:30
032)933-2678
공휴일: 09:00- 14:30
평일: 08:30-17:30
토요일: 08:30-17:30
032)934-4007~8
공휴일: 09:00-17:00
평일: 08:30-18:30
토요일: 08:30-16:30
032)934-2774
공휴일:08:30-13:00
야간: 24시간응급진료
평일:09:00-18:00
토요일:09:00-15:00
032)933-2360
일요일:휴무
법정휴일: 09:00-13:00
야간: 24시간 응급진료
평일.토요일:
8:30-20:30
032)932-4455-7
공휴일: 09:00-20:00
평일:08:00-19:00
토요일:08:00-15:00
032)934-7576
일요일: 휴무
법정휴일:09:00-15:00
평일:09:00-19:00
토요일: 09:00-16:00
032)933-9109
일요일: 휴무
법정휴일: 09:00-12:00
평일:09:00-18:30
토요일: 09:00-16:00
032)934-3565
공휴일: 휴무

기관명칭

위 치

부민의원

강화읍 신문리 241

연세안과의원

강화읍 신문리 131

최윤근 정형
외과의원

강화읍 신문리 5-8

온수의원

길상면 온수리 529-8

길상의원

길상면 온수리
544-17

교동의원

교동면 대룡리 456-8

감초한의원

강화읍 신문리
241-113

강화한의원

강화읍 신문리 133

강화마니한의원 강화읍 갑곳리 173-1

경희한의원

강화읍 신문리 5-6

고려한의원

강화읍 남산리 222

길상한의원

길상면 온수리
468-13

동신한의원

길상면 온수리 525

명인한의원

강화읍 갑곳리 199-1

용정한의원

강화읍 용정리 644

화타한의원

강화읍 관청리 171-8

운영 시간
평일:09:00-17:30
토요일: 09:00-13:30
공휴일: 휴무
평일:09:30-17:00
토요일: 09:30-15:00
공휴일: 휴무
평일:09:00-19:00
토요일: 09:00-17:00
일요일: 휴무
법정휴일: 09:00-17:00
24시간 응급진료
평일:08:30-18:00
토요일: 08:30-15:00
일요일: 휴무
법정휴일: 08:30-12:00
평일:08:00-18:00
토요일: 08:00-15:00
공휴일: 휴무
24시간 진료
평일:09:30-18:00
토요일: 09:30-15:30
휴무일: 일요일
평일:09:00-18:30
토요일: 09:30-15:30
휴무일: 일요일
평일:08:30-17:30
토요일: 08:30-13:00
휴무일: 일요일
평일:09:30-18:30
토요일: 09:30-16:00
휴무일: 일요일
평일:09:00-19:00
토,일,공: 09:00-16:00
휴무일: 금요일
평일:09:00-19:00
토,일,공: 09:00-17:00
휴무일: 없음
평일:08:30-19:00
휴무: 토,일,공휴일
평일:09:00-18:30
토요일: 09:00-15:30
휴무일: 일요일
평일:09:00-19:00
토요일: 09:00-17:00
휴무일: 일요일
평일:09:30-19:00
토요일: 09:30-16:00
휴무일: 일요일

전화번호
(지역번호 포함)
032)934-2335

032)934-5563

032)934-8845

032)937-6835

032)937-5105
032)933-4515
032)934-2163

032)934-6338

032) 930-8220

032)933-7520

032)933-2255

032)937-8565
032)937-0171
032)934-5806

032)933-4048

032)934-7074

응급실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