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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 설치장소



자동심장충격기(AED)
자동심장충격기(AED)란 심실세동 환자들에게 극히 짧은 순간에 강한 전
류를 심장에 통과시켜서 대부분의 심근에 활동전위를 유발하여 심실세동
이 유지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심실세동을 종료시키고 심장이 다시 정상
적인 전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장소
기관명 설치장소 전화

입암119지역대 영양군 입암면 입암로 153 682-4119

일월보건지소 영양군 일월면 영양로2405 680-5750

영양군보건소 영양군 영양읍 동서대로 82 680-5195

수비보건지소 영양군 수비면 한티로 479-5 680-5850

수비119지역대 영양군 수비면 한티로 482-6 682-9119

석보보건지소 영양군 석보면 두들마을길 51 680-5950

대천보건진료소 영양군 입암면 대천리 선바위로437 683-4972

청기보건지소 영양군 청기면 청기2길 2 680-5650

상청보건진료소 영양군 청기면 청기로 553 682-6725

수하보건진료소 영양군 수비면 낙동정맥로 3457 682-0445

송하보건진료소 영양군 수비면 가천로 629 682-0553

영양고등학교 영양군 영양읍 중앙로 81 682-1601

영양군종합복지회관 영양군 영양읍 동서대로 90 680-6298

검마산자연휴양림 영양군 수비면 검마산길 191 682-9009

영양군청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 680-6181

영양군농업기술센터 영양군 영양읍 영양창수로 339 680-5219

영양군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영양군 수비면 반딧불이로 227 680-5322

용화보건진료소 영양군 일월면 영양로 3773 683-0705

무창보건진료소 영양군 영양읍 화무로 1988 683-0205

당리보건진료소 영양군 청기면 재일로 1377 682-7186

화매보건진료소 영양군 석보면 석보로 1189 682-8852

입암면보건지소 영양군 입암면 조기리길 18 682-4505

영양군시설관리사업소 영양군입암면영양로883-5 680-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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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yg.go.kr/www/health
https://www.yyg.go.kr/www/health/health_work
https://www.yyg.go.kr/www/health/health_work/health_residents
https://www.yyg.go.kr/www/health/health_work/health_residents/emergency
http://www.e-gen.or.kr/egen/aed_usage.do


영양119안전센터 영양군 영양읍 군민회관길 42-14 682-3119

영양군문화관광과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37 
체육지원담당(국민체육센터) 680-6452

영양경찰서 영양군 영양읍 영양창수로 135 680-0236

흥림산자연휴양림 영양군일월면재일로2394-70 680-5050

영양문화원 영양군 영양읍군민회관길 7 680-6411

영양군환경자원센터 경북 영양군 영양읍 석영로 1093-81 680-6522

석보면사무소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원리3길 680-5911

오지마을건강사랑방 버스 안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동서대로 680-5155

수비면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한티로 503 680-5811

대티골마을 영양군 일월면 대티길 59 682-7903

영양읍사무소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53 680-5411

입암면사무소 영양군 입암면 조기리길 10 680-5513

청기면사무소 영양군 청기면 청기1길 9-6 680-5613

일월면사무소 영양군 일월면 영양로 2419 680-5714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 영양군 석보면 두들마을 1길 42 680-6442

영양버스정류장 영양군 영양읍 시장길 1-10, 영양시외버스터미널 683-2213

영양우체국 영양군 영양읍 중앙로 90, 영양우체국 682-0002

영양입암우체국 영양군 입암면 입암로 92, 영양입암우체국 682-4001

영양병원 영양군 영양읍 동서대로 75, 영양병원 682-0727

영양군노인복지관 영양군 영양읍 국개음지길 7, 영양군 노인복지관 680-6240

일월초등학교 영양군 일월면 영양로 2410, 일월초등학교 682-5008

경상북도교육청영양도서관 영양군 영양읍 팔수로 538, 영양공공도서관 683-2829

청송영양축산농협영양지점 영양군 영양읍 동서대로 43, 청송영양축협 682-1831

영양군청소년수련관 영양군 영양읍 동서대로 92, 청소년수련관 680-6281

영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영양군 영양읍 군민회관길 36, 문화의집 683-5432

일월초등학교청기분교장 영양군 청기면 장갈로 1445, 일월초등학교청기분교장 682-5008

기관명 설치장소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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