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년 05월월 19일일 12시시 43분분



2
3
3
3

�⑹감⑹감
�⑹감
지진 대피시설

지진옥외대피소
지진옥내대피소(이재민임시주거시설 겸용)



지진옥외대피소
지진 발생 초기 건물 붕괴, 낙하물 등의 위험이 없는 외부의 일시 대피장소

연번 읍면 주소 장소명 면적(㎡) 수용인원(명)

1 영양읍 영양읍 서부리 22-1 영양공설운동장 24,600 6,520

2 영양읍 영양읍 서부리 381 영양초등학교 운동장 4,195 1,270

3 영양읍 영양읍 동부리 128 영양중앙초등학교 운동장 3,995 1,210

4 영양읍 영양읍 서부리 540 영양중고등학교 운동장 6,314 1,910

5 입암면 입암면 산해리 48 입암중학교 운동장 6,600 1,720

6 입암면 입암면 신구리 272 입암초등학교 운동장 3,380 1,020

7 청기면 청기면 정족리 139-2 일월초등학교 청기분교 운동장 5,800 870

8 청기면 청기면 청기리 758-3 청기면복지회관 전정 2,031 615

9 일월면 일월면 도계리 719-2 일월초등학교 운동장 5,600 540

10 일월면 일월면 주곡리 549-3 주실마을주차장 6,912 1,000

11 수비면 수비면 발리리 500 수비고등학교 운동장 5,894 1,786

12 수비면 수비면 발리리 509 수비초등학교 운동장 4,840 1,466

13 석보면 석보면 원리리 142-1 석보중학교 운동장 6,700 1,100

14 석보면 석보면 원리리 288-1 석보초등학교 운동장 7,670 1,000

계 14개소 94,531 22,027

지진옥내대피소(이재민임시주거시설 겸용)
지진으로 주거지가 파손된 이재민 등을 대상으로 내진설계가 적용된 실내 구호소

연번 읍면 주소 장소명 면적(㎡) 수용인원(명)

1 영양읍 영양읍 군청길 53 영양읍사무소 188 56

2 영양읍 영양읍 영양창수로 53 영양중앙초등학교(강당) 211 63

3 영양읍 영양읍 중앙로 81 영양중고등학교(강당) 1,700 514

4 영양읍 영양읍 황용천길 53-2 영양교회 307 93

5 영양읍 영양읍 군청길 37 영양군청 본관 200 60

6 영양읍 영양읍 동서대로 90 영양군종합복지 회관(강당) 150 45

7 입암면 입암면 산해1길 9-4 입암중학교 (강당) 132 40

8 입암면 입암면 입암로 162 입암초등학교 (다목적실) 192 58

9 입암면 입암면 영양로 883-5 시설관리사업소 46 14

계 15개소 6,541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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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월면 일월면 영양로 2410 일월초등학교 (다목적실) 100 30

11 일월면 일월면 재일로 2394-70 흥림산 자연휴양림 754 228

12 수비면 수비면 한티로 499 수비초등학교 (강당) 266 80

13 수비면 수비면 낙동정맥로 2417 수비중고등학교 (다목적실) 216 65

14 수비면 수비면 반딧불이로 227 자연생태공원관리 사업소 1,947 590

15 석보면 석보면 원리길 3 석보초등학교 (다목적실) 132 40

계 15개소 6,541 1,976

연번 읍면 주소 장소명 면적(㎡) 수용인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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