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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와이파이 현황



연번 구분 장소명 행정동 위치(주소) 지도보기

1 공공기관 영양군청 영양읍 군청길 37 지도

2 공공기관 영양군보건소 영양읍 동서대로 82 지도

3 공공기관 영양군농업기술센터 영양읍 영양창수로 339 지도

4 공공기관 영양읍행정복지센터 영양읍 군청길 53 지도

5 공공기관 입암면사무소 입암면 조기리길 10 지도

6 공공기관 청기면사무소 청기면 청기1길 9-6 지도

7 공공기관 일월면사무소 일월면 영양로 2419 지도

8 공공기관 수비행정복지센터 수비면 한티로 503 지도

9 공공기관 석보면사무소 석보면 원리3길 3 지도

10 공공기관 입암보건지소 입암면 조기리길 18 지도

11 공공기관 청기보건지소 청기면 청기2길 2 지도

12 공공기관 수비보건지소 수비면 한티로 479-5 지도

13 공공기관 석보보건지소 석보면 두들마을길 51 지도

14 공공기관 무창보건진료소 영양읍 화무로 1988 지도

15 공공기관 대천보건진료소 입암면 선바위로 460 지도

16 공공기관 상청보건진료소 청기면 청기로 553 지도

17 공공기관 당리보건진료소 청기면 재일로 1377 지도

18 공공기관 용화보건진료소 일월면 영양로 3773 지도

19 공공기관 송화보건진료소 수비면 가천로 629 지도

20 공공기관 수하보건진료소 수비면 낙동정맥로 3457 지도

21 공공기관 화매보건진료소 석보면 석보로 1189 지도

22 문화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 영양읍 군민회관길 70 지도

23 문화체육시설 군민회관 영양읍 군민회관길 46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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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문화체육시설 문화체육센터 영양읍 군민회관길 50 지도

25 문화체육시설 공설운동장 영양읍 군민회관길 75 지도

26 공공기관 영양군생태공원사업소 수비면 반딧불이로 227 지도

27 공공기관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 석보면 두들마을1길 42 지도

28 복지시설 영양읍종합복지회관 영양읍 동서대로 90 지도

29 복지시설 입암면복지회관 입암면 조기리길 18 지도

30 복지시설 청기면복지회관 청기면 청기로 1139 지도

31 복지시설 수비면복지회관 수비면 한티로 479-3 지도

32 복지시설 석보면복지회관 석보면 석보로 419 지도

33 복지시설 영양군종합자원봉사센터 영양읍 군민회관길 46 지도

34 복지시설 영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영양읍 군민회관길 36 지도

35 복지시설 경북행복재활원 석보면 민실길 46 지도

36 복지시설 영양군장애인보호작업장 청기면 청기로 1244 지도

37 복지시설 사동지역아동센터 청기면 골기포길 20-4 지도

38 복지시설 석보지역아동센터 석보면 원리3길 3-1 지도

39 대중교통 영양읍버스터미널 영양읍 시장길 1-10 지도

40 전통시장 영양전통시장 영양읍 시장5길 4 지도

41 공공기관 영양군의회 영양읍 군청길 37 지도

42 공공기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영양읍 동서대로 82 지도

43 공공기관 반딧불이 천문대 수비면 반딧불이로 129 지도

44 복지시설 청소년수련관 영양읍 동서대로 92 지도

45 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영양읍 국개음지길 7 지도

46 복지시설 영양군지역아동센터 영양읍 바들양지1길 42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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