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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 소재지 전화번호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 130-5 (덕풍동) 계명빌딩 7층 031-794-5158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태안로 145, 유앤아이센터 4층 (병점동 734) 031-267-8786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475번길 39(덕계동, 회천2동 행정복지센터 6층) 031-848-5622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부천시 조종로 68번 가길 4 032-327-1370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395번길 1 031-740-1175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 77번길 47-36, 교육관 2층 031-257-8504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2층(초지동) 031-599-1700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로 486-28 (덕이동) 031-938-9801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3번길 13-17 (사우동)(평생학습센터) 1층 031-996-5923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가야로 217, 산인면종합복지관 1층 055-583-5430

경상남도 합천군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중앙로63 합천군청 제2청사(별관) 055-930-4735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5(신안동) 055-749-5443

경상남도 고성군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35번길 10-1 055-673-1466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232(4층) 055-338-6349

경상남도 남해군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 종합사회복지관 2층 055-864-6965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거제시 탑곡로 75, 2층(아주동, 근로자가족복지회관) 055-682-4956

경상남도 거창군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1길 170번지 055-945-1365

경상북도 청송군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금월로 244-30 054-872-4320

경상북도 영양군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민회관길 36 054-683-5432

경상북도 영천시 경상북도 영천시 운동장로 41 3층 054-334-2882

경상북도 예천군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239, 2층(베스트프라자A) 054-654-4321

경상북도 울진군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북로 496-11 054-789-5414

경상북도 성주군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산9길 45 문화예술회관 2층 054-930-8242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안동시 은행나무로 106-5, 안동종합사회복지관 3층 다문화북카페 054-853-3111

경상북도 문경시 경상북도 문경시 매봉로 65, 4층 054-554-5591

경상북도 봉화군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거촌로 12-3 054-673-9023

경상북도 군위군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중앙길 31-10번지(군위군 구 보건소 2층) 054-383-2511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금성로 236, 서라벌문화회관 2층(사정동) 054-779-8709

경상북도 고령군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왕릉로 30 문화누리 3층 054-956-6336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로 112 (오정동)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관 2층 042-639-2664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 (자양동) 우송도서관706호 042-630-9945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 128 (대흥동445-1) 042-335-456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운로 91, 좌1동 주민센터 2층 051-702-8002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산로 177 (신평동)농협신평동지점 2층 051-205-8345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 38-1 부산광역시 여성회관(남구 수영로 356) 051-610-2027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동구 범곡로 8-1 (범일동)2층 051-465-7171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 북구 효열로 76(금곡동 1108) 051-365-340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 160, 2층(당감동, 부산진구 여성가족문화센터) 051-817-4313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206, 기장종합사회복지관 (대라리 175-3) 051-792-4750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60, 중구종합복지센터10층 02-2254-3670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24길 17, 자양공공힐링센터 5층 02-458-0666

인천시 남구 인천 남구 소성로 189, 새암빌딩 5층 032-875-1577

인천시 부평구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 103(십정1동 279-20) 십정1동 청사 7층 032-511-1800

전라남도 진도군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진도대로 7195 (진도여성플라자 1층 우측) 061-544-9993

전라남도 신안군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보건소동 3층 061-240-8706

전라남도 담양군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완동길 10-5, 여성회관 1층 061-383-3655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 150번길 22 061-278-4222

2페이지 중 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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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무안군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11, 2층 061-452-1813

전라남도 고흥군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656, 새마을회관 3층 061-832-5399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고현로 10-3 (송학동) 익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3-841-6040

전라북도 임실군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운수로 27 새마을금고 2층 063-642-1837

전라북도 장수군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싸리재로 15 (장수리 297번지) 063-352-3362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태평5길 26 3층 063-243-0333

전라북도 진안군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28 063-433-4888

전라북도 순창군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192 순창군청소년수련관 3층 063-652-3844

전라북도 부안군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오리정로 89 2층 063-580-3941

전라북도 고창군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성산로 57 063-561-1366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시 축동1길 15-2(수송동) 군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3-443-0053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북도 김제시 요촌길 45, 지평선어울림센터 3층 063-545-850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65 성우빌딩 6층 064-712-114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81, 동산빌딩 3층 064-762-1141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은행길 15-1 3층 041-558-8653

충청남도 청양군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9길 32복지타운 2층 041-944-2333

충청남도 예산군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공원2길 15, 2층 041-334-1368

충청남도 부여군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나성북로 17(구아리 110번지) 041-830-2900

충청남도 당진시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 1로 38 수청동(1005, 당진시종합복지타운 4층) 041-360-3160

충청남도 보령시 충청남도 보령시 한내로 45 문화빌딩 2층 041-936-8506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 9길 12 (봉방동 203-1) 043-856-2253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480 상당보건소 내 2층 043-293-8887

충청북도 영동군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성안길 8, 여성회관 1층 043-745-8489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126다목적회관2층 043-733-1915

충청북도 단양군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12길 5 여성발전센터 2층 043-421-6200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남부로 4515, 거성상가2층 043-544-5422

https://www.data.go.kr/data/3077033/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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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현황 정보입니다. 시도, 시군구, 소재지, 전화번호 등 주소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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