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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현황



업 체 명 주소 종업
원수 주요 생산품목 전화번호

(주)나래 경북 영양군 영양읍 황용천길 66 4 CCTV, 스피커

(주)네이처셀 영양공장 경북 영양군 일월면 주실1길 64 10 전통장류 070-7019-6876

(주)대동산업 경북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18 레미콘

(주)삼영건설영양지점 경북 영양군 입암면 양항길 28 6 아스팔트콘크리트 054-682-2337

(주)상원 6 먹는샘물

(주)영양레미콘 경북 영양군 입암면 노달리 15 레미콘

(주)영양칠보석재 경북 영양군 일월면 영양로 2750 10 성형가공석재 및
석제품제조업 054-683-9901

남영양농협가공사업소 경북 영양군 입암면 다리골길 29 13 고춧가루 054-683-4421

농업회사법인 영양그린푸
드(주) 경북 영양군 일월면 주실1길 80 20 소스, 장류, 김치 054-683-7514

동명철망 5 돌망태

영양고추유통공사 경북 영양군 일월면 재일로 2050 27 고춧가루 054-682-9797

영양군 장애인보호작업장 경북 영양군 청기면 청기로 1244 6 비료, 질소화비료 054-682-1580

영양그린비료 경북 영양군 일월면 재일로 1718 4 부산물 비료(퇴비) 054-683-9797

영양농협가공사업소 5 고춧가루

영양산마을 1 장류

영양장생주 경북 영양군 청기면 청기1길 15-4 3 주류(리크류)

영양정미소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중앙로 204
영양정미소공장 5 쌀 054-682-1360

우리식품 경북 영양군 청기면 청기로 579 5 메주가루 054-682-6578

전통식품영양
농원가공공장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재일로 1322 4 고춧가루

주식회사 다산식품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중앙로 43 6 고춧가루 054-683-5020

주식회사 영양식품 7 고추장, 회초장

참자연마을 영농조합법인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주실1길 71 45 김치 054-682-0601

합자회사영남건설 9 알루미늄, 플라스틱 섀시
창틀 및 문 제조

(주)인화푸드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청기로 367-26
(남영양농공단지) 23 절임, 반찬류, 육수 054-683-9666

주식회사 이프포레스트 경북 영양군 영양읍 문고개길 22-48 19 임업 관련 서비스 054-683-8775

영진산업(주)
영양지점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입암면 양항길 28 5 아스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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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제작소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청기로 533 5
나무제품 및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주식회사 영양수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연당리 575 26 빙과류 식물추출

주식회사 명성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연당리 575 10 방송장비, 제어장비 등 각
종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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