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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명  칭 소  재  지 전 화
진    료    일    시 코로나 

진료9. 9.(금) 9. 10.(토) 9. 11.(일) 9. 12.(월)

장흥종합병원 장흥읍 흥성로 74 862-8300  응 급 실 운 영 (24시간 운영) ○
장흥우리병원 장흥읍 흥성로 83 862-6262  응 급 실 운 영 (24시간 운영) ○
김성훈이비인후과 장흥읍 중앙로 23 864-5075 08:30~12:30 ○
한마음내과의원 장흥읍 동교2길 13-19 863-1500 08:30~12:30 08:30~17:00 ○
에덴산부인과 장흥읍 중앙로 23-1 864-1133 09:00~17:00
예성의원 장흥읍 칠거리예양로 68 070-4038-2360 08:00~12:30
원광한의원 장흥읍 흥성로 73 863-8275 08:30~13:00
오재명의원 관산읍 정남진로 8 867-2011 06:10~12:30 06:10~12:30 ○
천관의원 관산읍 관산로 78-1 867-1844 07:00~13:00
대덕미래의원 대덕읍 대대로 930 867-9950 06:00~11:40 07:00~11:00 ○
회진한의원 회진면회진로 435-1 867-6668 06:30~12:00

[약    국]

명  칭 소  재  지 전 화
근    무    일    시 코로나 

치료제9. 9.(금) 9. 10.(토) 9. 11.(일) 9. 12.(월)
감초약국 장흥읍 중앙로1길 8 863-9217 08:00~18:00 08:00~18:00
새장흥약국 장흥읍 중앙로1길 7-1 863-0690 08:30~22:00 08:30~22:00 ○
온누리약국 장흥읍 남부관광로 7 864-6100 08:30~22:00 ○
장생약국 장흥읍 동교1길 42 864-5100 08:30~20:00 ○
솔약국 장흥읍 동교2길 13-21 864-8878 08:30~13:30 08:30~18:10 ○
중앙약국 장흥읍 중앙로 23 864-8875 08:30~12:30 ○
신화약국 장흥읍 동교1길 22 863-7090 09:00~13:00 ○
푸른약국 장흥읍 중앙로 15 864-4111 09:00~22:00
신생약국 관산읍 칠관로 1567-1 867-2018 07:00~13:00 07:00~13:00 ○
영생약국 대덕읍 대대로 925 867-4344 07:00~18:00 07:00~18:00
조은약국 회진면 가학회진로1617-2 867-8813 09:00~17:00

[보건기관]  
명  칭 소  재  지 전 화

진   료   일   시
9. 9.(금) 9. 10.(토) 9. 11.(일) 9. 12.(월)

장흥군보건소 장흥읍 흥성로 49 862-4000 09:00~18:00
관산보건지소 관산읍 정남진로 27 867-3320 09:00~18:00
대덕보건지소 대덕읍 도청신월로 171-1 867-7123 09:00~18:00
용산보건지소 용산면 장흥대로 2467 862-5772 09:00~18:00
안양보건지소 안양면 남부관광로 728 862-6102 09:00~18:00
북부통합지소 장평면 장평중앙길 29 862-3070 09:00~18:00
유치보건지소 유치면 유치로 22 863-0648 09:00~18:00
부산보건지소 부산면 부유로 31 863-4174 09:00~18:00
회진보건지소 회진면 회진중앙길 16-9 867-5886 09:00~18:00

삼산보건진료소 관산읍 삼산로 61 867-4095 09:00~18:00
죽청보건진료소 관산읍 죽청2길 4 867-2376 09:00~18:00
신리보건진료소 대덕읍 장흥대로 76 867-0023 09:00~18:00
상발보건진료소 용산면 죽교상하발로 770 863-5876 09:00~18:00
수문보건진료소 안양면 수문1길 9 862-1346 09:00~18:00
장동보건진료소 장동면 곰치로 10 862-0304 09:00~18:00
봉림보건진료소 장평면 곰치로 845 862-3506 09:00~18:00
부평보건진료소 장평면 임리어곡길 68 862-0677 09:00~18:00
대천보건진료소 유치면 암천길 15-15 864-2543 09:00~18:00
대신보건진료소 회진면 회진로 877 867-5522 09:00~18:00
삭금보건진료소 회진면 가학회진로 867 867-5543 09:00~18:00

 ※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 : 9. 9.(금) ~ 9.12.(월) 09:00~15:00

 추석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 약국은 개인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전화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화: 장흥군 보건소 (061-862-4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