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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교육청

홈페이지 : 장흥교육지원청 바로가기(http://jhed.jne.go.kr)
소 재 지 : 장흥군 장흥읍 동교로 64-17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교육장실 860-1201 부 속 실 860-1202

교 육 과 860-1210～30 관 리 과 860-1240~70

전문 상담실 860-1283 전 산 실 863-6217

특수교육지원센터 860-1283 FAX 863-1337

학생고충신고상담 1588-7179 장흥공공도서관 862-3555

장흥자연관찰·체험학습장 863-1337 장흥영어타운 864-6604

전체학교현황

(단위:명)

학교별 구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행정직

유 치 원
공립 13 18 115 19 -

사립 2 7 89 9 -

초등학교 공립 14 115 1,251 190 61

중 학 교 공립 9 44 686 121 25

고등학교 공립 4 36 564 95 17

합계 42 220 2,705 449 103

유치원

공립/사립 유치원명 주소 전화번호

장흥초병설유치원 장흥읍 의향길 23 862-6802

장흥서초병설유치원 장흥읍 예양로 40 863-6601

장흥남초병설유치원 장흥읍 장흥대로 3298 863-5107

관산초병설유치원 관산읍 관산로 64 867-3111

교육기관

장흥군청(http://www.jangheung.go.kr)

/www/jeongnamjin
/www/jeongnamjin/agency
/www/jeongnamjin/agency/education
http://jhed.jne.go.kr


공립

관산남초병설유치원 관산읍 장흥대로 1350 867-4010

대덕초병설유치원 대덕읍 대대로 947 867-1811

안양초병설유치원 안양면 운정2길 14 862-6401

안양동초병설유치원 안양면 안양로 742 862-1011

용산초병설유치원 용산면 접정대로 2445 862-5167

장동초병설유치원 장동면 흥성로 1500 862-0008

장평초병설유치원 장평면 등촌길 10 862-3007

유치초병설유치원 유치면 유치로 48 863-1852

부산초병설유치원 부산면 부유로 25-16 863-5009

회진초병설유치원 회진면 회진남구길 7 867-5031

사립

중앙유치원 장흥읍 읍성로 154 863-2693

효성유치원 장흥읍 흥성로 37-8 863-8182

공립/사립 유치원명 주소 전화번호

초등학교

학교명 주소 전화번호

장흥초등학교 장흥읍 의향길 23 862-6802

장흥서초등학교 장흥읍 칠거리예양로 40 863-6601

장흥남초등학교 장흥읍 장흥대로 3298 863-5107

관산초등학교 관산읍 관사로 64 867-3111

관산남초등학교 관산읍 장흥대로 1350 867-4010

대덕초등학교 대덕읍 대대로 947 867-1811

용산초등학교 용산면 접정대로 2445 862-5167

안양초등학교 안양면 운정2길 14 867-6401

안양동초등학교 안양면 안양로 742 862-1011

장동초등학교 장동면 흥성로 1500 862-0008

장평초등학교 장평면 등촌길 10 862-3007

유치초등학교 유치면 유치로 48 863-1851

부산초등학교 부산면 부유로 25-16 863-5009

회진초등학교 회진면 회진남구길 7 867-5031

명덕초등학교 회진면 회진로 805-17 867-5013
장흥군청(http://www.jangheung.go.kr)



명덕초등학교 회진면 회진로 805-17 867-5013

학교명 주소 전화번호

중학교

학교명 주소 전화번호

장흥중학교 장흥읍 장흥로 49-1 863-8911

장흥여자중학교 장흥읍 못골길 1 863-9712

관산중학교 관산읍 죽교상하발로 41 867-3032

대덕중학교 대덕읍 대대로 1005 867-1756

용산중학교 용산면 용안로 13 862-5043

안양중학교 안양면 운정2길 28 862-6048

장평중학교 장평면 장평중앙길 41-18 862-3612

유치중학교 유치면 유치로 48 863-1851

회덕중학교 회진면 가학회진로 1519 867-5123

고등학교

학교명 주소 전화번호

장흥고등학교 장흥읍 학사길 13 863-2704

장흥실업고등학교 장흥읍 행원강변길 8 863-2991

장흥관산고등학교 관산읍 당월길 9 867-3103

말산업고등학교 대덕읍 도청신월로 155 867-1802

COPYRIGHT ⓒ  JANGHEUNG-GUN. ALL RIGHT

RESERVED.

장흥군청(http://www.jangheu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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