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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요
주 소 : 경북 영양군 영양읍 팔수로 538
전화번호 : 054-683-2829, FAX) 054-683-1718
대 지 : 1,800㎡ / 연면적 : 1,125㎡
열람석수 : 367석
장서수: 90,894권
연간이용자수: 38,277명

연 혁
1972. 11. 20. : 영양군립도서관 준공
1973. 07. 14. : 영양군립도서관 개관, 경상북도립영양공공도서관 명칭 변경
1996. 12. 19. : 경상북도립영양공공도서관 이전 준공
1997. 02. 26. : 경상북도립영양공공도서관 이전 개관
2002. 11 .22. : 아동자료실 및 디지털 자료실 이전 개실
2003. 01. 22. : 지역 평생학습관 지정
2003. 09. 02. : 디지털자료실 개실
2008. 12. 23. : 문향자료실 개실
2018. 01. 01. : 경상북도교육청 영양도서관으로 명칭 변경
2019. 07. 31. : 보존서고 설치 및 디지털 자료실 이전 개설
2019. 10. 30. : RFID 자동화시스템 구축

운영방침
지역사회의 정보문화센터화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의 장
독서문화풍토 조성

대출방법
회원증 발급(영양도서관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분증 지참) 1회10권까지 14일간 대출가능
이용료 : 무료

휴관일
매주 월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 공휴일(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는 휴관)

개관시간
구분 평일(화~금요일) 주말(토·일요일)

자 료 실 09:00~18:00 09:00~17:00

열 람 실 09:00~22:00

영양도서관서비스헌장
1. 우리는 지역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정보, 지식 제공을 위하여 철저한 자료수집과 최적의 자료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우리는 이용자의 조사, 연구 활동에 필요한 정보봉사를 위하여 전문 지식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3. 우리는 이용자에게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 우리는 이용자가 도서관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자입장에서 생각하는 열린 마음을 갖고 친절하게 봉사하겠습니다.

분야별정보 > 교육·문화 > 문화복지시설 > 공공도서관공공도서관

영양군청(https://www.yyg.go.kr)

https://www.yyg.go.kr/www/welfare
https://www.yyg.go.kr/www/welfare/education_culture
https://www.yyg.go.kr/www/welfare/education_culture/culture_welfare
https://www.yyg.go.kr/www/welfare/education_culture/culture_welfare/public_library


5. 우리는 이용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6. 우리는 불친절과 부당한 업무처리로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시정하고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7. 우리는 우리의 노력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매년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공표하겠습니다.
8. 이와 같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행표준』을 마련하여 이를 성실히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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