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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제세동기 설치 현황

구 분 설치장소 소재지 연락처

보건기관

장흥군보건소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49 862-4000

장흥군보건소 구급차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49 862-4000

관산보건지소 장흥군 관산읍 관산로 99 867-3320

대덕보건지소 장흥군 대덕읍 거정안길 10 867-7123

용산보건지소 장흥군 용산면 장흥대로 2476 862-5772

안양보건지소 장흥군 안양면 남부관광로 728 862-6102

북부통합보건지소 장흥군 장평면 장평중앙길 29 862-3070

유치보건지소 장흥군 유치면 유치로 22 863-0648

부산보건지소 장흥군 부산면 부유로 31 863-4174

회진보건지소 장흥군 회진면 가학회진로 1574 867-5886

삼산보건진료소 장흥군 관산읍 삼산로 61 867-4095

죽청보건진료소 장흥군 관산읍 죽청2길 4 867-2376

신리보건진료소 장흥군 대덕읍 장흥대로 76 867-0023

상발보건진료소 장흥군 용산면 접정남포로 945 863-5876

수문보건진료소 장흥군 안양면 수문1길 9 862-1346

장동보건진료소 장흥군 장동면 곰치로 845 862-0304

봉림보건진료소 장흥군 장평면 곰치로 845 862-3506

장평부평보건진료소 장흥군 장평면 임리어곡길 66 862-0677

대천보건진료소 장흥군 유치면 암천길 15-15 864-2543

대신보건진료소 장흥군 회진면 회진로 880 867-5522

삭금보건진료소 장흥군 회진면 가학회진로 895 867-5543

정신보건센터 장흥군 장흥읍 동교1길 13 862-4644

장흥군청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863-7071

장흥읍사무소 장흥군 장흥읍 칠거리 예양로 83 860-0601

관산읍사무소 장흥군 관산읍 관산로 71 86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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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읍면사무소

관산읍사무소 장흥군 관산읍 관산로 71 860-0602

대덕읍사무소 장흥군 대덕읍 대대로 931 860-0603

용산면사무소 장흥군 용산면 장흥대로 246 860-0604

안양면사무소 장흥군 안양면 안양로 135-8 860-0605

장동면사무소 장흥군 장동면 북교리 860-0606

장평면사무소 장흥군 장평면 장평중앙길 4 860-0607

유치면사무소 장흥군 유치면 유치로 22 860-0608

부산면사무소 장흥군 부산면 유량리 11 860-0609

회진면사무소 장흥군 회진면 회진중앙길 1 860-0610

기타

농업기술센터 장흥군 장흥읍 원도1길 11 862-7641

정남진천문과학관 장흥군 장흥읍 평화우산리길 180-608 860-0651

장흥군민회관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55 860-0447

장흥종합 사회복지관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37-24 864-4804

장흥군 청소년수련관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37-23 863-0250

장흥문화예술회관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96 862-6071

정남진전망대 장흥군 관산읍 정남진해안로 242-58 867-0399

정남진리조트 장흥군 부산면 심천공원길 25-27 862-5250

방촌유물전시관 장흥군 관산읍 방촌리 650-3 860-0529

장흥국민체육센터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43 862-7900

장흥군 공설운동장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5-28 860-0456

장흥실내체육관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5-28 860-0456

우랜드찜질방 장흥군 장흥읍 우드랜드길 180 864-0063

정남진장흥토요시장 장흥군 장흥읍 토요시장 3길 15 864-7002

정남진 해양낚시공원 장흥군 회진면 해양낚시길 137 867-0555

정남진리조트 장흥군 부산면 심천공원길 25-27 862-5250

천관산자연휴양림 장흥군 관산읍 칠관로 842-1 867-6974

장흥 경찰서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123 860-0112

유치자연휴양림 장흥군 유치면 휴양림길 154 863-6350

청소년수련원 장흥군 장흥읍 우드랜드길 200-60 860-2300

심천공원오토캠핑장 장흥군 부산면 심천공원길 25-45 864-2266

장흥정남진휴게소 장흥군 부산면 남해고속도로 41 864-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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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정남진휴게소 장흥군 부산면 남해고속도로 41 864-5007

장흥컨벤션센터 장흥군 안양면 로하스로 157 860-6263

장애인복지관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25 864-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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