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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남동구 주요 기관현황

 행

기 관 명 소 재 지 대표전화 FAX 홈페이지 비고

인천시청 남동구 시청앞길 25 440-2114 440-3009 www.incheon.go.kr

중 구 청 중구청길 100 760-7114 760-7111 www.icjg.go.kr

동 구 청 금곡길 175 761-0151 763-5210 www.dong-gu.incheon.kr

남 구 청 독정이길 151 887-1011 887-0617 www.namgu.incheon.kr

연수구청 원인재길 33 817-1011 817-4023 www.yeonsu.go.kr

남동구청 소래길 88 466-3811 464-6275 www.namdong.go.kr

부평구청 부평로 266 509-6114 509-7600 www.icbp.go.kr

계양구청 계산새길 148 450-5114 450-5299 www.gyeyang.go.kr

서 구 청 서곶길 323 562-5301 560-4259 www.seo.incheon.kr

강화군청 군청길 16 930-3114 930-3660 www.ganghwa.incheon.kr

옹진군청 남구 낙섬길 166 899-2114 899-3399 www.ongjin.go.kr

 회  산

기  관  명 소  재  지 대표전화 FAX 비 고

남동구의회 소래길 88 464-1790 453-5029

남동구보건소 소래길 88 464-4001 453-5079

남동공단출장소 남동로 147 815-3001 453-5159

구월1동사무소 독점9길 16 468-0561 453-5238

구월2동사무소 구월로 246 467-4346 453-5258

구월3동사무소 배나무6길 40 421-8638 453-5278

구월4동사무소 성심길 7 468-6011 453-5298

간석1동사무소 양지말9길 36 422-0560 453-5318

간석2동사무소 석산8길 11 423-4303 453-5338

간석3동사무소 간석고개길 36 423-4304 453-5358

간석4동사무소 통일9길 7 432-6925 453-5378

만수1동사무소 인주로 1183 464-3967 453-5398

만수2동사무소 광명길 10 463-0002 453-5418

만수3동사무소 산호길 21 462-9920 453-5438

만수4동사무소 만수주공안길 8 461-3005 453-5458

만수5동사무소 진주4길 21 465-4815 453-5478

만수6동사무소 장승남2길 2 467-9011 453-5498

장수서창동사무소 독곡길 54 465-2752 453-5518

남촌도림동사무소 도당재길 41 468-1864 453-5538

논현고잔동사무소 논현길 54 442-6028 453-5558

도시관리공단 만수주공길 22 460-0500 469-9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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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소 재 지 대표전화 홈페이지 비고

경인지방노동청 구월3동 1113 435-0021 gyeongin.molab.go.kr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구월1동 1446 426-8303 guwol-market.incheon.go.kr

국민건강보험공단남동지사
구월1동 1128-10 
현대해상 12층

452-7114 www.nhic.or.kr

국민연금관리공단인천지사 구월1동 1462-1 451-0920 www.nps4u.or.kr

남동경찰서 구월1동 1447-2 469-7000 nd.icpolice.go.kr

남인천세무서 구월1동 1447-1 460-5200 j.nts.go.kr

인천지방경찰청 구월1동 1409 433-0112 www.icpolice.go.kr

남동수도사업소 만수6동 1007-9 720-3411 waterworksh.incheon.kr

인천시교육청 구월1동 1137 423-3303 www.ice.go.kr

인천시동부교육청 만수1동 1005-3 471-1100 dongbu.ice.go.kr

인천지하철공사 간석3동 67-2 451-2114 www.irtc.co.kr

종합문화예술회관 구월3동 1408 427-8401 hart.incheon.go.kr

청소년수련관 장수동 766-1 465-6827 i-youth.incheon.go.kr

한국전력공사남인천지점 청학동 448-2 830-5231 www.kepco.co.kr

남동문화원 논현동 192 468-1715 namdongculture.or.kr

   

    ▶ ≪ 등  ≫

연번 학  교  명 소  재  지 구분 대표전화 홈 페 이 지 비고

1 상인천초등학교 간석1동 304 공립 432-7692 www.sangic.es.kr

2 인천간석초등학교 구월2동 6-1 공립 469-5893 www.igs.es.kr

3 인천구월서초등학교 구월3동 1099 공립 431-6823 www.kws.es.kr/

4 인천구월초등학교 구월1동 1226-1 공립 468-7041 www.ikw.es.kr

5 인천남동초등학교 만수6동 1017 공립 462-0104 namdongcho.es.kr

6 인천남촌초등학교 남촌동 556-19 공립 466-5539 inamchon.es.kr

7 인천논곡초등학교 논현동 563-5 공립 446-2988 www.nongok.es.kr

8 인천담방초등학교 만수6동 1046 공립 468-8075 www.dambang.es.kr

9 인천도림초등학교 도림동 629-2 공립 441-0095 idorim.es.kr

10 인천동부초등학교 만수3동 111-5 공립 466-7461 dongbu-ice.es.kr

11 인천만수북초등학교 만수2동 867-18 공립 466-7380 msb.es.kr

12 인천만수초등학교 만수6동 1074 공립 471-4252 www.mansoo.es.kr

13 인천만월초등학교 구월1동 1226 공립 469-3920 manwol.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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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학  교  명 소  재  지 구분 대표전화 홈 페 이 지 비고

14 인천새말초등학교 만수동 26 공립 472-6122 www.saemal.es.kr

15 인천서창초등학교 서창동 332 공립 465-5972 www.sc.es.kr

16 인천석정초등학교 간석4동 614-5 공립 431-3934 seokjeong.es.kr

17 인천석천초등학교 구월동 21 공립 467-4921 www.sce.es.kr

18 인천성리초등학교 구월1동 446-1 공립 472-0237 www.sungri.es.kr

19 인천소래초등학교 논현동 109-85 공립 446-5012 www.soraecho.es.kr

20 인천신월초등학교 구월4동 609 공립 472-2381 www.shinwol.es.kr

21 인천약산초등학교 간석3동 돌말2길 공립 434-5974 www.yaksan.es.kr

22 인천인동초등학교 만수3동 846 공립 466-6484 indong2000.net

23 인천인수초등학교 만수4동 47 공립 461-8193 www.insucho.es.kr

24 인천장수초등학교 만수1동 1005-2 공립 463-4279 211.114.50.194

25 인천조동초등학교 만수4동 11 공립 472-3012 www.jodong.es.kr

26 인천주원초등학교 간석4동 379-1 공립 431-0042 www.injuwon.es.kr

27 논현초등학교 논현2택지 11블럭 공립 446-5175 www.inh.es.kr

28 동방초등학교 논현2택지 5블럭 공립 442-0343 www.i-db.es.kr

29 상아초등학교
간석동 간석
재건축단지내

공립 473-3023 www.sang-a.es.kr

30 은봉초등학교
논현2택지 
단독블럭내

공립 446-5326 www.ieb.es.kr

31 장도초등학교 논현2택지 12블럭 공립 446-9782 www.jangdo.es.kr

32 정각초등학교 구월동 24-2 공립 462-7647 www.jge.es.kr

 

    ▶ ≪  ≫

연번 학  교  명 소  재  지 구분 대표전화 홈 페 이 지 비고

1 간석여자중학교 간석3동 80-1 공립 429-5969 ganseok.ms.kr

2 구월여자중학교 구월1동1409-1 공립 433-4004 www.kwg.ms.kr

3 구월중학교 구월동 22 공립 467-5910 kuwol.ms.kr

4 남동중학교 만수6동 1047 공립 462-0121 schooline.net/namdong

5 논곡중학교 논현동 553-21 공립 441-0381 www.nongok.ms.kr

6 동인천중학교 구월3동1089-1 공립 422-3743 donginchon.ms.kr

7 만성중학교 만수1동 1005-6 공립 468-8017 mansong.ms.kr

8 만수북중학교 만수4동 10 공립 472-3122 mansubuk.ms.kr

9 만수여자중학교 만수4동 27 공립 464-2262 211.114.55.42

10 만수중학교 만수4동 48 공립 467-1833 mansu.ms.kr

11 만월중학교 만수6동 1007-5 공립 462-0126 www.manwol.m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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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등  ≫

연번 학  교  명 소  재  지 구분 대표전화 홈 페 이 지 비고

1 도림고등학교 도림동 562-3 공립 442-4762 www.dorim.hs.kr

2 동인천고등학교 만수2동 5-394 공립 463-3007 dih.hs.kr/

3 문성정보미디어고등학교 만수1동 977-25 사립 465-6503 www.ims.hs.kr

4 문일여자고등학교 만수1동 977-25 사립 465-3412 www.moonil-g.hs.kr

5 석정여자고등학교 간석4동 614-11 공립 438-3035 seokjeong.hs.kr

6 숭덕여자고등학교 만수2동 5-213 사립 462-5197 soongduk.cschool.net

7 신명여자고등학교 간석동 26 사립 422-0331 www.shinmyung.hs.kr

8 인제고등학교 간석2동 136-1 사립 422-6681 inje.cschool.net

9 인천남고등학교 간석4동 614-12 공립 439-5502 inam.hs.kr

10 인천예술고등학교 간석1동 417-3 공립 433-3145 www.in-art.hs.kr

11 인천남동고등학교 논현2택지 16블럭 공립 421-2982 www.namdong.hs.kr

12 인천논현고등학교 논현2택지 9블럭 공립 446-0782 www.nonhyun.hs.kr

13 인천만수고등학교 만수동 605-5 공립 473-0377 www.ms.hs.kr

  

연번 학  교  명 소  재  지 구분 대표전화 홈 페 이 지 비고

12 상인천여자중학교 간석1동 505-11 공립 437-9711 www.sanging.ms.kr

13 상인천중학교 간석3동 11-1 공립 422-0951 sic.ms.kr

14 석정중학교 간석4동 614 공립 425-0782 www.sukjung.ms.kr

15 숭덕여자중학교 만수2동 5-213 사립 463-7435 soongduk.e-wut.co.kr

16 논현중학교 논현동 100 공립 446-7916 www.논현중.kr

17 성리중학교 구월동 451 공립 469-3924 www.sungri.ms.kr

18 동방중학교 논현2택지 5블럭 공립 429-2832 dongbang-m.ms.kr

19 정각중학교 구월동 24-4 공립 468-7900 www.jeonggak.m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