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전시설 설치대상지

면적 용량(kw) 주소 건물이름 건물구조(벽체/천정/지붕) 도면유무

67.816 병곡면 병곡리100-4 양곡창고1 철근콘크리트/목조트러스트/판넬

67.816 병곡면 병곡리100-4 양곡창고2 철근콘크리트/목조트러스트/판넬

71.968 병곡면 병곡리72-1 사무실3 철근콘크리트/슬래비/슬래비 유

소계 1082.22 207.6

53.63 창수면 신기리56-5 사무실1 철근콘크리트/슬래브/슬래브

46.018 창수면 신기리46-4 양곡창고2 철근콘크리트/목조트러스트/판넬 유

67.47 창수면 신기리56-9 자재창고3 철근조적조/목조트러스트/칼라강판

46.71 창수면 신기리 56-9 양곡창고4 철근조적조/경량철골구조/판넬

19.376 창수면 신기리46-4 농산물보관5 일반철골구조/경량철골구조/판넬

49.824 창수면 신기리 58-1 선과장1 일반철골구조/철골구조/판넬 유

47.056 창수면 신기리 58-1 선과장2 일반철골구조/철골구조/판넬 유

26.988 창수면 신기리 58-22 선과장3 일반철골구조/철골구조/판넬 유

74.736 창수면 신기리 58-22 유

소계 2,775 431.808

64.01 병곡면 원황리589-4 원황양곡2 철근콘크리트/목조트러스트/칼라강판

66.432 병곡면 원황리589-11 원황양곡3 철근콘크리트/목조트러스트/칼라강판

70.584 병곡면 원황리389-1 원황비료4 철근콘크리트/목조트러스트/칼라강판

103.454 병곡면 원황리 389-2 RPC양곡5 철근콘크리트/경량철골조/판넬 유

31.14 병곡면 원황리389-1 원황농약6 철근콘크리트/목조트러스트/칼라강판

21.798 병곡면 원황리589-9 RPC사무실7 경량철골구조/경량철골구조/판넬 유

93.42 병곡면 원황리589-5 원황저온8 일반철골구조/철골구조/판넬 유

12.11 병곡면 원황리388/388-6 원황집하장10 경량철골구조/경량철골구조/판넬 유

소계 2,851.2 462.948

합계 6,708.42 1,102.356

설치농협

본점

창수

북영덕농협

원황



발전시설 설치대상지

면적 용량(kw) 주소 건물이름 건물구조(벽체/천정/지붕) 도면유무

본점 834 73.006 강구면 영덕대게로 45 사무실 철근콘크리트/슬래브 유

41.866 남정면 산정로7 사무실 철근콘크리트/슬래브 유

78.196 남정면 산정로7 농약창고 철골구조 유

57.436 달산면 팔각산로1828-13 사무실1 철근콘크리트/슬래브 유

85.462 달산면 팔각산로1828-13 양곡창고2 벽돌구조 무

77.504 달산면 팔각산로1828-13 비료창고3 철근콘크리트/경량트러스트 무

43.596 달산면 팔각산로1828-13 농약창고5 철근콘크리트/경량트러스트 무

146.012 달산면 팔각산로1828-13 주차부지(4.6.7)

합계 4,448.82 603.078

본점 308 53.284 영해면 성내리472-16 사무실 철근콘크리트 무

66.432 영해면 성내리732-18 양곡창고1 조적/ 목조 트러스 지붕 무

43.25 영해면 성내리732-18 주차부지2 무

하나로 1,094 47.056 영해면 성내리512-6 하나로마트 철근콘크리트 무

64.01 축산면 도곡리480-10 사무실 철근콘크리트 무

62.28 축산면 도곡리480-10 양곡창고 철근콘크리트 무

22.144 축산면 도곡리472-6 양곡창고 철근콘크리트 무

62.976 축산면 도곡리472-6 양곡창고 철근콘크리트 무

축산항 204.6 48.094 축산항5길3 나동 사무실 철근콘크리트 무

주유소 999.9 67,470 영해면 연평리 212-3 주유소 철근콘크리트

합계 4,993.5 536.992

26.296 지품면 신안리132-1 저온창고 일반철골/조립식판넬 유

41.52 지품면 신안리144-1 양곡창고 철골 및 조적조스래이트 무

43.596 지품면 신안리144-1 저온창고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유

30.102 지품면 신안리144-1 주차부지

38,752 지품면 신안리175-9 사무실 철근콘크리트 유

60.204 매정리 83-1 양곡창고 블럭구조 슬레이트 무

13.148 매정리 83-1 주차부지

북부

축산

매정

지품

958

1,429

1,439         

440.18

영덕농협

영해농협

설치농협

강구농협

남정

달산

666.6

2,948.22



발전시설 설치대상지
합계 1,879.18 253.618

영덕농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