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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영양은 새로운 희망과 비전으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 또 한번 도약합니다.

VIsIon 2011 YeonGYAnG-GUn Ⅰ일반현황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행복영양

지역현황

•신라시대 古隱이라 하였음 

•고려시대에는 禮州府(寧海)에 속하였다가 조선시대에 英陽縣으로 복현 되었음 

•1895년 행정구역 개편시 英陽郡으로 개칭  

주요현황 
•인     구 Ⅰ 18,451명 (남 9,080 / 여 9,371) 

•행정구역 Ⅰ 1읍·5면, 114개리 

•공무원수 Ⅰ 450명 

•예산규모 Ⅰ 1,945억원 

•가     구 Ⅰ 8,681가구 (농가 4,666 / 53.7%)

•면     적 Ⅰ 815.14㎢  

   - 임야 699.26㎢ , 농경지 76.90㎢ , 기타 38.98㎢ 

•대표작물 Ⅰ 고추, 사과, 산채, 약   (천궁), 담배 

•산업구조 Ⅰ 1차산업 77.2%, 2차산업 4.0%, 3차산업 18.8%

2011 New Directions
• 민선5기를 맞아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행복 영양」 건설을 목표로 지금까지 이루어온 성장동력을 바탕으로 

   「실속있는 영양군」을 건설

대표축제
•제7회 영양산나물축제 (5월중)    •제5회 지훈예술제 (10월중)    •H.O.T Festival (9월중)

지역특산물

작목별

고추

담배

천궁

고랭지채소

사과

산채

재배면적(ha)

2,239

298

220

19

450

34

생산량(톤)

4,993

499

900

570

7,759

77

조수익(백만원)

58,251

4,137

7,200

285

15,518

577

농가수(호)

2,783

173

431

41

417

60

실속있는

영양군 21
삶의 질 향상

3
변화에 대한
발빠른 대응

성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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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2011 YeonGYAnG-GUn Ⅰ일반현황

일반회계

의존수입 150,420백만원(90.0%)

•지방교부세 Ⅰ 104,070백만원

•재정보전금 Ⅰ    1,075백만원

•보  조  금 Ⅰ  45,275백만원

융자및출자(0.4%)

600백만원

보전재원(0.8%)

1,400백만원

자체수입 16,780백만원(10.0%)

•지 방 세 Ⅰ 2,853백만원

•세외수입 Ⅰ 13,927백만원 

(재정자립도 : 10.0)

자본지출(43.4%)

72,512백만원

경상이전(23.3%)

39,009백만원

인건비(15.6%)

26,065백만원

내부거래(2.9%)

4,823백만원

예비비및기타(1.6%)

2,695백만원

총규모 1,945억원 
■ 일반회계 Ⅰ 1,672억원(86%)

■ 특별회계 Ⅰ   273억원(14%) 

※ 2010당초예산 (1,842억원) 대비 : 103억원 증(5.6%)

예산규모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6,650

수질개선

3,900

의료급여

560

주민소득지원

1,080

치수사업

800

농업육성

1,425

발전소주변지역

15

하수도사업

단위 : 백만원

12,870

VISION 2011
YEONGYANG-GUN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물건비(12.0%)

20,096백만원

세출세입

14%
특별회계

86%
일반회계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행복영양

기본상징 Basic symbol

•심볼마크, 영양군브랜드 슬로건

•군목 Ⅰ 소나무,  군화 Ⅰ 연꽃,  군조 Ⅰ 백로

캐릭터 Character of YeongYang

•해도령, 달낭자, 꼬미, 반딧불이, 남이장군

조상의 숭고한 얼이 담겨져 있는

천혜의 수려한 자연경관 _청정지역 영양

심볼마크

해도령,달낭자 꼬미 영양 반딧불이 남이장군 나물이

브랜드슬로건 군목:소나무 군화:연꽃 군조:백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행복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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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2011 YeonGYAnG-GUn Ⅰ군정여건 및 방향

변화와 창조의

미래지향적

군정추진

미래를 여는 

잘사는 

농촌조성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따뜻하고 건강한 

복지공동체 구현

품격높은 

교육문화 창달

변화를 

선도하는 행정, 

열린행정 구현

희망을 심어주는 
창조영양

친환경 농업을
실현하는 
부자영양

VISION

명품을 지향하는 
교육영양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영양

녹색문화를
추구하는 관광영양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알짜배기 사업 성과 

    변화에 앞서가는 실속있는 영양군

오직 영양군의 발전 모델을 만드는데 힘써 왔고, 기초를 다지고 안착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우리는 농산물, 지역개발, 주민복지 등에서 어느 정도는 기틀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11년 신묘년의 기치를 「실속있는 영양군」이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실속이란? 먼저 우리 군민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의미합니다.

가계가 나아지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리 영양군으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우리가 노력 

하고 애쓰는 이유는 잘 살기 위함입니다. 잘 산다는 것은 지금보다 더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때 나오는 말입니다.  

저는 2011년을 우리 영양군이 보다 나은 경제여건, 가계를 얻을 수 있도록 실속 영양군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실속이란? 성과를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 영양군에는 많은 사업들이 도착해 있습니다. 특히 삼지리 일대에 조성될 산촌문화누림터 사업은 우리 

영양군의 알짜배기 실속을 가져다 줄 선물입니다. 영양군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영양읍의 환경이 달라집니다. 체험, 

체류, 정주형 문화관광 상품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찾아오고, 머물고, 살고 싶은 영양군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군민들의 살림살이도 나아질 것입니다. 또한 석보일대에 조성되는 음식디미방을 

연계한 사업은 한국음식의 세계화를 위한 대표브랜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학습의 도량 연구밸리로 

나아가 전통 음식의 산실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속이란? 변화의 발 빠른 대응입니다. 

지금 변화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느냐에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무한 경쟁시대에는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성공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영양군이 실속을 챙기려면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변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영양군수 2011년 신년사 中에서-

YeonGYAnG-GUn VISION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행복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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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창조의 
미래지향적 군정

변화와 창조의 주인공은 바로 영양군과 군민 여러분들입니다.

밖으로는 우리 영양군을 알릴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제공하여 만족을 주기위해 노력합니다. 

안으로는 우리 군민들을 최고의 가치와 자산으로 여기고, 

모든 영양군민들이 각자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간존중의 군정을 펼칩니다.

우리 군과 군민들을 위한 가치창조와 인간존중의 군정,

변화와 창조의 미래를 지향하는 우리 영양군의 저력입니다.

영양군은 새로운 변화와 창조의 끈을 맵니다. 

영양군민 모두를 돌아보고 살펴봅니다.

1

✽들메끈 : 신이 벗어지지 않도록 신을 발에다 동여매는 끈



삼지연꽃테마파크
조성사업

사 업 비 Ⅰ   11,927백만원 

사업기간 Ⅰ 2009 ~ 2011

사업내용 Ⅰ 도로 및 광장, 휴양시설, 운동·유희시설, 편의시설 등

산촌문화누림터 
조성사업

사 업 비 Ⅰ 70,700백만원

사업기간 Ⅰ 2011 ~ 2019

사업내용 Ⅰ 녹색농업연구센터 및 체험공간, 산림생태마을 조성 등

산촌문화, 안전한 먹거리, 체험관광, 교육 등을 아우르는 지속성장 가능한 자연 친화적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합니다.

1. 변화와 창조의 미래지향적 군정추진

1514

VIsIon 2011 YeonGYAnG-GUn Ⅰ전략과제별 이행계획

고추·연 테마파크
조성사업

    사 업 비 Ⅰ   7,500백만원

사업기간 Ⅰ 2010 ~ 2013

사업내용 Ⅰ 기반시설, 휴양체험시설, 소득기반시설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행복영양

▶ 고추체험장▶ 고추트리▶ 고추·연 테마파크 조감도



3대문화권 대표음식문화 체험공간조성 및 관광객 체험다양성을 확보하고, 전통한식의 저변확대 및 한식 브랜드화를 통한 세계시장을 공략 

하여 차별화된 관광상품의 육성과 농산물 경쟁력 강화에 힘씁니다.

여성군자 장계향과 
음식디미방

장계향(선조31년~숙종6년: 영양석보에서 타계) 

만년에 셋째 아들 갈암 이현일이 대학자이자 

국가적 지도자에게만 부여하는 산림(山林)으로 

불림을 받아서 이조판서를 지냈으므로, 법전에 

따라 정부인(貞夫人)의 품계가 내려졌다.

정부인이 저술한 ‘음식디미방’은 한글 최초의 

음식요리백과서로 양반들이 일상생활에 먹는 

음식의 재료와 그에 따른 조리법, 보관법 등의 

비법이 상세히 서술되어 있어 조선후기 음식들 

의 특성들을 잘 알 수 있다.

▶ 여성군자 장계향

▶ 음식디미방 대구껍질말이

▶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 전통음식 체험공간 조감도

1. 변화와 창조의 미래지향적 군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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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2011 YeonGYAnG-GUn Ⅰ전략과제별 이행계획

조선 최고의 요리서인 음식디미방의 복원과 개발을 통해 고유한 우리 「맛」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전문인력 양성으로 잃어버린 한식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세계를 향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영역을 구축합니다.

16

음식디미방 
관광자원화사업

사 업 비 Ⅰ  34,800백만원

사업기간 Ⅰ 2011 ~ 2016

사업내용 Ⅰ 전통음식 체험공간, 휴양공간, 탐방로 조성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행복영양

미국 하버드대생 한식체험

▶ 두들마을 전경



1. 변화와 창조의 미래지향적 군정추진

BY²C 외씨버선
 4색루트 개발사업

    사 업 비 Ⅰ   8,140백만원

사업기간 Ⅰ 2010 ~ 2013

사업내용 Ⅰ 외씨버선길 조성, 주민참여 기반강화 및 공동 홍보마케팅

외씨버선길은 우리나라 대표적 청정지역인 청송, 영양, 봉화, 영월의 4개지역이 함께 협력하여 만들어 나가는 걷기여행 명품길입니다.   

조지훈 시인의 '승무'에서 표현한 보일 듯 말 듯한 외씨버선의 모습과 같이 오지길의 신비성과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하면서도, 문학과 

예술 그리고 옛전통이 어우러진 길이며, 동시에 우리의 청정 먹거리가 가득 펼쳐진 길입니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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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댐 건설 사 업 비 Ⅰ 267,400백만원

사업기간 Ⅰ 2011 ~ 2016

사업내용 Ⅰ 저수량 3,770만㎥, 댐규모 L=500m, H=60m

반변천 친수공간조성 사 업 비 Ⅰ   8,000백만원

사업기간 Ⅰ 2010 ~ 2012

사업내용 Ⅰ 수생태계의 건전성 회복 및 친수공간 조성 (L=3.0㎞)

영양댐 건설로 취수 안정성과 홍수 조절능력을 확보 할 뿐만 아니라 사계절 유지수를 활용하여 반변천 백리물길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친수시설을 설치, 관광자원화합니다.

18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행복영양

대티골 아름다운 숲길

영월
[Y]

봉화
[B]

영양
[Y]

청송
[C]



산지를 활용, 특화된 야생고라니목장을 조성하여 관광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청정 무공해 이미지를 확산함으로써 우리 군의 브랜드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변화와 창조의 미래지향적 군정추진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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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유전자원의 보존 및 개량을 통한 우수한 유전자원을 확보하여 우량정액을 생산·공급함으로써 국내 한우산업의 발전과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합니다.

20

고라니목장 조성사 업 비 Ⅰ15,000백만원

사업기간 Ⅰ 2011 ~ 2013

사업내용 Ⅰ 방사사육장 조성, 체험시설, 이벤트 플라자

젖소개량사업소 
분산사업장 조성

사 업 비 Ⅰ 13,190백만원

사업기간 Ⅰ 2010 ~ 2011

사업내용 Ⅰ 사업장 299,939㎡ (우사, 퇴비사, 관리사, 창고 등)

한우개량사업소
유치

사 업 비 Ⅰ 1,350백만원

사업기간 Ⅰ 2011 ~ 2013

사업내용 Ⅰ 사업장 70,000㎡ (우사, 퇴비사, 관리사, 창고 등)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행복영양

환경친화적인 젖소개량시설 설치로 각종 연계산업(생명공학, 바이오산업)을 지역 내 유치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인구증가 및 축산업 

발전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1. 변화와 창조의 미래지향적 군정추진

생태(Eco)-건강(Health)-문화(Culture)-휴양(Recreation) 등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융합형 문화·생태 관광기반을 조성하여 녹색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섭니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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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건립

사 업 비 Ⅰ 70,000백만원

사업기간 Ⅰ 2011 ~ 2015

사업내용 Ⅰ  증식·복원 연구시설, 자연적응 연구시설, 사후관리 연구시설, 

전시·교육 시설

22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 업 비 Ⅰ  5,196백만원

사업기간 Ⅰ 2010 ~ 2012

사업내용 Ⅰ 목재전시관, 목재체험관 등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행복영양

목공활동 체험기회를 확대하여 목재의 잠재수요 창출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낙동정맥 트레일 
개발사업

사 업 비 Ⅰ  7,290백만원

사업기간 Ⅰ 2011 ~ 2013

사업내용 Ⅰ 산림휴양 및 레포츠 벨트 조성

한반도에서 사라져가는 야생동물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증식·복원하여 자연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특화된 관광인프라를 구축합니다.



1. 변화와 창조의 미래지향적 군정추진

대한민국 산채식품
박람회

    사 업 비 Ⅰ    600백만원

사업기간 Ⅰ          5월중

사업내용 Ⅰ 푸드밸리 조성, 미래포럼 개최, 기업 홍보관 운영 등

영양군의 산채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영양고추 장류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소득원으로 개발합니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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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채 클러스터 
조성사업

사 업 비 Ⅰ 500,000백만원 

사업기간 Ⅰ 2011 ~ 2015

사업내용 Ⅰ 일월산 산나물 테마파크 등

웰빙건강식품인 청정 무공해 산채식품의 브랜드화 및 상품의 부가가치를 향상하여 산채가공업 등 고부가 관련산업의 선점과 식품기업 및 

연구소 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도록 합니다.

24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행복영양



1. 변화와 창조의 미래지향적 군정추진

고려대학교 
산림형연수원 유치사업내용 Ⅰ 산림욕장, 테라피단지, 치유의 숲, 트레킹로드 등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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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2·3차단지
조성사업

사 업 비 Ⅰ 380,000백만원

사업기간 Ⅰ 2011 ~ 2013

사업내용 Ⅰ 104기, 생산시설단지 공장 및 풍력기술 교육센터 건립

26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행복영양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대형 민자사업 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합니다.

▶ 동화마을 조감도▶ 생약연구단지 조감도

신발전지역 
촉진지구지정

과학·동화마을 체험타운 조성 (민자 400억원)

생약연구단지 조성 (민자 700억원)

휴타운주거시설단지 조성 (민자 1,500억원)

풍력 1차단지에 41기를 준공하여 상업운전 중에 있으며, 풍력 2·3차단지에 63기가 추가 설치되면 국내 최대의 풍력단지가 조성됩니다.

이와 연계, 국내 최고의 체류형 관광명소로 조성합니다.



미래를 여는 
잘사는 농촌

영양군은 삭막한 빌딩과 각박한 인심의 절박한 덩치만 큰 여느도시가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살기 좋은 풍요로운 자연과 훈훈하고 활기찬 정이 넘치는 고향마을입니다.

‘영양읍이 새롭게 정비된다더라’

‘아랫마을 서씨가 동부천에서 팔뚝만한 붕어를 잡았다더라’

‘윗마을 박씨네 밭에 새 농기계가 지원됐다더라’

‘옆마을 김씨네 딸이 서울 총각과 결혼한다더라’

‘옆집 이씨네 아들이 우리 군의 공무원이 됐다더라’

‘문화체육센터에서 큰 축제를 한다더라’

그러나, 이러한 자연과 인심만으로는 잘사는 농촌을 만들 수 없습니다.

자연과 인심은 그대로 간직하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영양군이 더 이상의 농촌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지식의 축적으로 영양군민 모두가

잘사는 부자농촌이 될 수 있도록 “영양 입춘대길”이라는 춘첩자에 영양군의 봄소식을 담아봅니다. 

영양군은 그냥 도시가 아닙니다.

영양군은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고향마을 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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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첩자 : 입춘 날 대궐 안 기둥에 써 붙이던 주련. 연잎과 연꽃의 무늬가 있는 종이에 제술관이 지은, 축하의 

시를 써서 붙였다. 우리 선조들은 ‘입춘대길’이라는 글귀를 집안 구석구석에 붙였다.



친환경
농업지원사업

사 업 비 Ⅰ 2,243백만원

사업기간 Ⅰ        연중

사업내용 Ⅰ 친환경 농자재 지원 및 판로확대,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등

미래 고부가가치 창출 농업육성을 위해 친환경 농업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합니다.

2. 미래를 여는 잘사는 농촌조성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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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바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사 업 비 Ⅰ 5,500백만원

사업기간 Ⅰ 2010 ~ 2014

사업내용 Ⅰ 기  생활기반시설, 소득기반시설, 지역경관개선, 주민역량강화 등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농촌마을경관개선, 소득기반확충, 농촌관광, 지역역량강화 등을 아우르는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농촌개발의 

본보기로 육성합니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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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농부 육성사 업 비 Ⅰ  1,650백만원

사업기간 Ⅰ 2010 ~ 2014

사업내용 Ⅰ 300인 육성 (친환경농업, 축산기술개발, 새소득원발굴 등)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해 농기계 구입비 부담을 줄이고, 농작업 대행으로 일손부족 해소 및 적기영농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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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규모 축산단지 
시범지역 조성

사 업 비 Ⅰ 4,400백만원

사업기간 Ⅰ 2011 ~ 2014

사업내용 Ⅰ 8개소

영양한우의 사육기반을 확충하고 브랜드 유통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규모 축산단지 시범지역을 조성하여 고급육 생산, 출하로 안정적인 

판매처를 구축합니다.

2. 미래를 여는 잘사는 농촌조성

3332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행복영양

농촌이 지닌 다양한 잠재력을 적극 개발하여 농사를 짓고 살아도 억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억대 농부를 육성합니다.

농기계임대사업 확대    사 업 비 Ⅰ    504백만원

사업기간 Ⅰ            연중

사업내용 Ⅰ 농기계 임대, 농기계 운반, 농작업 대행 등



지역농특산물의 
브랜드 인지도 강화

    사 업 비 Ⅰ 1,160백만원

사업기간 Ⅰ         연중

사업내용 Ⅰ H.O.T Festival 개최, 직거래 홍보체험 

영양고추 TV 및 옥외매체 홍보, 농·특산물 전시박람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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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고의
영양산나물축제 육성

사 업 비 Ⅰ 450백만원

사업기간 Ⅰ 5월중

사업내용 Ⅰ 산나물 채취 및 판매, 공연, 전시 및 부대행사 등

산나물을 이용한 먹거리 및 퓨전음식 개발 등 일월산에서 자생하는 천연 무공해 산나물을 영양의 대표브랜드로 개발하여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2. 미래를 여는 잘사는 농촌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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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고추 수매농가 지원사 업 비 Ⅰ  1,985백만원

사업기간 Ⅰ         연중

사업내용 Ⅰ 유기질비료 및 고추종자지원, 

출하농가 품질개선 장려금 지원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행복영양

H.O.T Festival을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하는 등 농·특산물 홍보강화로 소비자 신뢰 및 대·내외 브랜드 인지도를 높입니다.

품질개선 장려금을 지급하여 영양고추의 품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자연이 건강해야 마음이 맑아집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생각이 밝아집니다.

생각이 건강해야 행동이 바로섭니다.

행동이 건강해야 사람이 올곧습니다.

사람이 건강해야 나라가 행복합니다.

영양군은 건강합니다.

영양군민들의 쾌적한 삶은 푸른행복이 됩니다.

영양군민들의 건강한 생활은 쪽빛사랑이 됩니다. 

쾌적하고 푸른 영양이 됩니다.

내 몸속에 물드는 쪽빛 영양이 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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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사 업 비 Ⅰ10,000백만원 

사업기간 Ⅰ 2011 ~ 2014

사업내용 Ⅰ 영동교 ~ 삼지입구 도로정비, 공원조성

영양읍의 열악한 기초생활기반을 확충하여 주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여가활동 공간 부족에 따른 근린생활공원을 조성하여 주민 정주 

여건 향상에 기여합니다.

3.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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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청계천+20프로젝트)

사 업 비 Ⅰ 6,000백만원

사업기간 Ⅰ 2010 ~ 2012

사업내용 Ⅰ 도심하천 복원(L=2.2㎞)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사업(산운천)

사 업 비 Ⅰ 6,400백만원

사업기간 Ⅰ 2011 ~ 2013

사업내용 Ⅰ 제방 L=4.5㎞, 소교량 11개소

38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행복영양

오염된 하천을 건강한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주민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고, 반딧불이의 서식 밀도를 높여 관광자원화 합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사 업 비 Ⅰ  2,439백만원

사업기간 Ⅰ           연중

사업내용 Ⅰ      3,536ha

3.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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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사 업 비 Ⅰ  886백만원

사업기간 Ⅰ  연중

사업내용 Ⅰ  마을안길, 진입로, 세천 정비 등

낙후된 농촌지역의 기초생활 여건을 정비하여 삶의 질 향상과 정주의욕 고취 및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합니다.

40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행복영양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양평지구)

    사 업 비 Ⅰ  7,000백만원

사업기간 Ⅰ  2011 ~ 2013

사업내용 Ⅰ 제방 L=1.5㎞, 교량개체 1개소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밭 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제고 등을 통해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합니다.



국민생활체육센터
건립

    사 업 비 Ⅰ  3,200백만원

사업기간 Ⅰ 2011 ~ 2012

사업내용 Ⅰ 체육관, 다목적실, 헬스장, 편의시설, 볼링장 등

군민들의 여가선용의 장과 체력증진의 공간을 마련하고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3.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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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문화원 신축 사 업 비 Ⅰ 4,758백만원

사업기간 Ⅰ 2010 ~ 2011

사업내용 Ⅰ 2,037㎡ (지상 4층, 지하 1층)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문학을 계승 발전하는 추진동력을 확보합니다.

42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 업 비 Ⅰ  4,300백만원

사업기간 Ⅰ 2010 ~ 2012

사업내용 Ⅰ 축구장, 풋살구장, 족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행복영양



따뜻하고 건강한 
복지공동체

영양군은 남녀노소 모두가 골고루 나누고 누릴 수 있는 복지정책을 지향합니다. 

따뜻한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포근한 복지정책을 시행합니다.
따뜻함은 「福」이 되고 포근함은 「祉」가 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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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사 업 비 Ⅰ   201백만원

사업기간 Ⅰ         연중

사업내용 Ⅰ 센터운영비·이동세탁차량 지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약자, 차상위계층 등 복지 사각계층에 대하여 찾아가서 해결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따뜻하고 건강한 복지공동체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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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경로당 
조성

사 업 비 Ⅰ 210백만원 

사업기간 Ⅰ 2011 ~ 2014

사업내용 Ⅰ 1경로당 1프로그램 개발사업

평균수명 연장과 고령인구 급증으로 길어진 노후생활을 흥미롭고 즐거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보람있고 활력 넘치는 경로당 

중심의 여가문화를 조성합니다.

46

행복배달센터
운영

사 업 비 Ⅰ  530백만원

사업기간 Ⅰ         연중

사업내용 Ⅰ 찾아가서 해결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행복영양

자원봉사자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로 사각지대에 있는 수혜자에게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불안을 해소합니다.



전염병 감시 강화 및
취약계층 주민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사 업 비 Ⅰ  726백만원

사업기간 Ⅰ        연중

사업내용 Ⅰ 전염병관리, 기생충 퇴치, 방문건강관리, 암관리 등

군민들이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따뜻하고 건강한 복지공동체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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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신축사업 사 업 비 Ⅰ 6,424백만원

사업기간 Ⅰ 2010 ~ 2012

사업내용 Ⅰ 신축면적 2,826㎡

보건소 이전 신축, 의료장비보강, 보건의료인력 역량강화교육 등을 통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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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ealth사업 
확대 시행

사 업 비 Ⅰ    32백만원

사 업 량 Ⅰ 2011년 50명(2012년 100명, 2013년 이후 150~200명)

사업내용 Ⅰ 고혈압·당뇨환자 등 만성질환자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재택 건강관리

건강증진
통합서비스 지원

    사 업 비 Ⅰ       371백만원

사업기간 Ⅰ           연중

사업내용 Ⅰ 금연, 운동, 절주, 영양, 구강건강, 한방건강증진사업 등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사 업 비 Ⅰ  421백만원

사업기간 Ⅰ        연중

사업내용 Ⅰ 신생아양육비 지원,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출산장려 홍보활동 등

농촌지역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현상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린이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 출생아의 건강보험료 및 양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4. 따뜻하고 건강한 복지공동체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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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치

사 업 비 Ⅰ 80백만원

사업기간 Ⅰ 연중

사업내용 Ⅰ  다문화가정 상담, 이주여성교육, 정보제공 

다문화가정 전담기관 설치 등

한글교육, 가족교육, 상담,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합니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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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격높은
교육문화 창달

자연의 결실은 가을입니다.

영양의 결실은 사람입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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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에 충실한 젊은이를 낳습니다.

창의력이 뛰어난 젊은이를 만듭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젊은이를 키웁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젊은이를 돕습니다. 

영양군은 지금 당장 능력을 발휘하는 똑똑한 인재보다는 

10년, 20년 뒤를 내다보고, 우리 군과 군민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인물을 탄생시키기 위한 인재육성에 아낌없는 투자를 합니다.



자녀교육을 위한 지역민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할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장학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할 향토인재 육성 및 사교육비를 절감합니다.

5. 품격높은 교육문화 창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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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교육 사 업 비 Ⅰ 1,084백만원

사업기간 Ⅰ 연중

사업내용 Ⅰ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육성, 지역특화품목 생산자 육성, 

농업인 전문인력양성, 품목연구모임지원, 농기계 수리 교육훈련,  

농촌여성 능력개발 교육, 농업경영대학 등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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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리더그룹 육성

사 업 비 Ⅰ 30백만원

사업기간 Ⅰ 연중

사업내용 Ⅰ 지역발전 싱크  크 그룹지원

영양군 
향토생활관 조성

조성대학 Ⅰ 5개교 (경북대, 영남대, 대구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입사인원 Ⅰ50명(각 대학별 10명)

학교교육 운영지원사 업 비 Ⅰ  1,798백만원 

사업기간 Ⅰ          연중

사업내용 Ⅰ 방과후 학교 지원, 교육환경개선사업, 외래강사지원, 

             학교급식용 우수식재료 구입지원,   등학생 영어체험학습 등

영양학사 운영입사인원 Ⅰ    22명(남 11, 여 11)

사업내용 Ⅰ 수도권 소재 대학생을 위한 학사 운영 

인재육성
장학기금 조성

    목 표 액 Ⅰ 5,000백만원

조성기간 Ⅰ  2013년 까지

농업인 전문기술 특성화로 농가소득 증대와 교육 훈련을 통한 능력배양 및 농업경쟁력을 강화합니다.



변화를 선도하는 행정,
열린행정

영양군은 군민들의 진짜 가족은 아니지만,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웃이 되겠습니다.

영양군은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언제나 마음을 터놓는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영양군은 지속적인 변화와 창의적인 혁신으로 

발전의 찻물을 끓이고, 번영의 찻잔을 준비합니다.

영양군의 행정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앞날을 설계합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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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그룹 운영사업기간 Ⅰ        연중

사업내용 Ⅰ 스터디 그룹구성 및 새로운 시책 개발

6. 변화를 선도하는 행정, 열린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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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창의혁신
역량 강화

사 업 비 Ⅰ 100백만원

사업기간 Ⅰ 연중

사업내용 Ⅰ 지역개발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변화하는 국가 정책 방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창조적이고 역량있는 공무원을 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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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한 제안제도 시행

사업기간 Ⅰ        연중

사업내용 Ⅰ 우수시책 제안자 시상 및 시책제안 모음집 발간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행복영양

부서와 직급을 초월한 스터디 그룹 운영을 통하여 기존의 형태에서 벗어난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 시스템을 구축하고, 창조적 개발에 관한 

공동연구를 통해 노하우를 축적함으로써 공무원 개인역량 강화 및 새로운 시책개발에 기여합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정책으로 채택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합니다.



2010년  주요 군정 성과

영양은 특별합니다.

아름다운 문화와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으로 더욱 밝은 미래 비전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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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망 확충

•동서6축 고속도로 영양나들목 확정

•영양 ~ 석보간 터널공사 착공

체류형 관광휴양지 조성

•선바위 관광지 분재야생화 테마파크 조성 추진

•선바위 자연생태마을 조성

•흥림산 자연휴양림 조성

•반딧불이 생태마을 조성

•반딧불이 생태 숲 조성

농촌환경 개선사업

•청기·청북·석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홍소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

•지방상수도 시설정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영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문화·체육시설 확충

•영양문화원 신축 추진

•호국공원 조성 추진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 추진

질 좋은 보건의료 환경조성

•현대식 보건소 신축 추진

•원격영상진료시스템 확대 구축

• on-line 만성질환자 모니터링사업 시범운영

재래시장 활성화

•영양사랑 상품권 추가 발행

•전통온누리 상품권 확대보급

•가오리찜 건조장 설치

향토생활관 설치

•경북대 등 5개 대학교 향토생활관 설치

장애인 연금평가(전국 시군구)

경상북도 인·허가업무 평가

적십자회원 모집 및 회비모금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평가

2010년 청렴도 측정결과 

민원사례 개선 분야

지방도로 정비사업 분야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구축 유공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분야 

도민건강 수준향상 유공

영양산나물축제

소도읍 육성사업 분야

경상북도 민원행정 우수 분야

경상북도 금연사업 평가

경상북도 치매 예방관리사업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경북 2위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장려

장려

장려

장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경상북도지사 표창

대한적십자사 경상북도지사 표창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표창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농촌진흥청장 표창

경상북도지사 표창

경상북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경상북도지사 표창

경상북도지사 표창

경상북도지사 표창

2. 외부에서 본 군정성과 (2010 수상내역)

내일을 향한 꿈과 희망이 있는 영양, 모두가 함께 웃는 날까지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YEONGYANG-GUN
1. 분야별 주요군정 성과



사 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YEONGYANG-GUN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행복한 영양!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한 고장, 다시 찾고 싶은 문화와 자연을 가진

영양이 바로 기회의 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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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의
볼거리

YeonGYAnG-GUn

제7회 영양산나물축제
•일시 Ⅰ 5월경 •장소 Ⅰ 영양읍 솔광장, 일월산 일원

2011 반딧불이날리기행사
•일시 Ⅰ 6월경 •장소 Ⅰ 수비면 반딧불이생태공원

2011 H.O.T Festival
•일시 Ⅰ 9월경 •장소 Ⅰ 서울광장

제5회 지훈예술제
•일시 Ⅰ 10월경 •장소 Ⅰ 일월면 주실마을

후손들이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곳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한 고장_영양

영양의
축제

YeonGYAnG-GUn

새롭고 다양한 재미, 다시 찾고 싶은

문화와 자연을 가진 곳

•전통·문학 테마마을 (주실마을, 두들마을, 감천마을, 연당마을)

•그린에너지단지 (풍력발전단지)

•선바위관광단지 (서석지, 분재전시관, 산촌생활박물관, 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권역 (일월산, 일월산자생화공원, 자연치유생태마을 대티골)

•자연생태공원 (반딧불이생태숲, 반딧불이천문대)

•특산물 제조·가공시설 (영양고추유통공사)



영양터널

용화선녀탕

일월산자생화공원

용화리삼층석탑
상계폭포

하계폭포
관법사 용수곡저수지

금경연화백예술기념관

약천정
신원동
백자도요지

검마산자연휴양림

송하계곡

무창저수지

죽파계곡두메송하마을

연화사

반딧불이생태공원

천황사

영양풍력발전단지

삼의계곡

법성사

본신계곡

금강소나무
생태경영림

반딧불이천문대

반딧불이생태학교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수하청소년수련원 수하계곡

태성사

가천정

오기저수지

영양향교

군민회관

   공설운동장

삼지동모전삼층석탑

사월종택

삼구정

수비면사무소

석보면사무소

일월면사무소

영양읍사무소

화천동삼층석탑

영양고추시험장

농업기술센터

영양군립요양원

현이동오층석탑

영성사

척금대

두들마을

양항약수터
오류정종택

시무나무와 비술나무 숲

남악정

화매저수지

민물고기전시관

만지송

이문열생가

봉화방면

울진방면

울진방면

영해방면

지품방면

918

918

917

917

917

911

5

17

4

10

88

17

31

문수사

회곡고택

청북분교

찰당곡저수지

천화사

일월산
(1,219m)

무량사

월삼사

조지훈생가

도곡저수지

영양고추유통공사월잠고택
장열공사당

청기분교

청계정

검산성

벽산생가 오일도생가

감천마을

주실마을

감천측백수림
침벽공원산촌생활박물관

서석지

선바위관광지 분재수석전시관
고추홍보관

신구동삼층석탑

남자현지사생가

삼화사

봉감모전오층석탑(국보)

임하호

안동방면

영덕방면

안동방면

봉화방면

연당동석불좌상

918

911

911

3

11

2

18

34

34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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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영양군

YeonGYAnG-GUn

■영양의 지도 | Yeongyang's Map 

•  영양군 
Yeongyang-Gun

강원도
Gangwon-do

경기도
Gyeonggi-do

서울
Seoul

대구
Daegu

인천
Incheon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전라북도
Jeollabuk-do

전라남도
Jeollanam-do

충청북도
Chungcheongbuk-do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수비면
Subi-myeon

일월면
Ilwol-myeon

청기면
Cheonggi-myeon

영양읍
Yeongyang-eup

입암면
Ipam-myeon

석보면
Seokbo-myeon

대전
Daejeon

광주
Gwangju

제주도
Jeju-do

경상남도
Gyeongsangnam-do

부산
Busan

울산
Ulsan

영양군청
청기면사무소

입암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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