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그린파크모텔 여관 421-5800

2 궁  전  모  텔 여관 421-2112

3 나 폴 리 모 텔 여관 423-8386

4 단양관광호텔 호텔 423-9911

5 팔  경  모  텔 여관 421-2900

6 대명단양리조트 콘도미니엄 420-8311

7 모 텔 베 니 스 여관 421-4001

8 신  데  렐  라 여관 422-1741

9 오 렌 지 파 크 여관 421-8008

10 이 화 파 크 텔 여관 422-2080

11 호 텔 럭 셔 리 호텔 421-9911

12 모 텔 프 린 스 여관 422-2416

13 호수산장여관 여관 422-2047

14 그 리 다 모 텔 여관 421-4120

15 유중아트리움 숙박업

16 다리안(대명) 식품접객업

17 평강식당(대명) 식품접객업

18 카페테리아(대명) 식품접객업

19 갈매기식당 식품접객업 421-0020

20 단양상 휴게소(부산방향) 식품접객업 423-5401

21 단양하 휴게소(춘천방향) 식품접객업 421-1671

22 온누리회관 식품접객업 423-3311

23 대호 단양 로비하우스 식품접객업 420-7100

24 단양농협식당 식품접객업 422-3407

25 장다리 식당 식품접객업 423-3960

26 마늘석갈비막국수 식품접객업

27 단 양 버 스 시내버스 422-1947

28 단양시외버스터미널 시외버스 421-7883

29 단양레저산업㈜ 충주호유람선 422-1740

30 단양속리관광 전세버스 423-1477

31 노인병원 장례식장 장의차 421-4444

32 아리랑관광 전세버스 423-3501

33 단양 장례식장 장의차 423-4440

34 단   양   역 대합실

35 단양노인요양병원 병   원 423-8844

36 단양서울병원 병   원 423-0221

37 한일시멘트공업㈜ 집단급식소

38 성신양회공업㈜ 집단급식소

39 백광소재 집단급식소

40 천태종구인사 집단급식소

41 단양초등학교 집단급식소

42 상진초등학교 집단급식소

43 매포초등학교 집단급식소

44 단양중학교 집단급식소

45 매포중학교 집단급식소

46 단양고등학교 집단급식소

47 한국호텔관광고 집단급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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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진영식품 집단급식소 422-1636

49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 집단급식소

50 ㈜지알엠 집단급식소

51 단양초등학교 학교

52 상진초등학교 학교

53 단천초등학교 학교

54 단천초가산분교 학교

55 대강초등학교 학교

56 대강초장정분교 학교

57 가곡초등학교 학교

58 가곡초보발분교 학교

59 가곡초대곡분교 학교

60 영춘초등학교 학교

61 별방초등학교 학교

62 별방중학교 학교

63 어상천초등학교 학교

64 매포초등학교 학교

65 가평초등학교 학교

66 대가초등학교 학교

67 단양중학교 학교

68 단성중학교 학교

69 가곡중학교 학교

70 영춘중학교 학교

71 단산중학교 학교

72 단산고등학교 학교

73 매포중학교 학교

74 단양고등학교 학교

75 한국호텔관광고 학교

76 단양유치원 유 치 원

77 단양어린이집 보육시설

78 우리어린이집 보육시설

79 호산나어린이집 보육시설

80 새싹어린이집 보육시설

81 매포어린이집 보육시설

82 혜모어린이집 보육시설

83 꿈나무어린이집 보육시설

84 대강어리이집 보육시설

85 온세상어린이집보육시설

86 순복음어린이집 보육시설

88 KT 단양지점 사무실건축

89 부강상가 복합건축물

90 보림상가 복합건축물

91 성원상가 복합건축물

92 신양빌딩 복합건축물 423-2940

93 단양다사랑노인요양원 복합건축물 422-3309

94 단양군민체육쎈터 복합건축물 010-2517-3282

95 다누리쎈터 복합건축물 420-2951

98 단고을조합공동사업법인 복합건축물 422-9222

99 충북단양교육지원청 복합건축물

100 구인사유물전시관 복합건축물

101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복합건축물

102 청소년수련관 복합건축물



103 문화예술회관 복합건축물

104 신성미소지움 공동주택

105 두진임대아파트 공동주택

106 주공아파트 공동주택

107 단양고등학교 기숙사

108 한국호텔관광고 기숙사

109 한일시멘트공업㈜ 기숙사

110 성성양회성우장 기숙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