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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은 육지 속의 푸른 섬입니다

비전은 희망의 블루오션입니다

이곳 영양은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Yeong Yang

창조적 생각을 바탕으로

창조적 시선으로 바라보며

창조적 실천에 온힘을 다해

2012년,

창조적 영양군 건설!

군민과 함께합니다

—
꾸준한 성장인프라를 가진 영양 

—
모든 군민이 골고루 잘사는 영양

—
맑고 깨끗하고 활력넘치는 영양

—
사회적 약자도 행복을 누리는 영양

—
전통의 자부심이 살아있는 영양

—
고품질 교육으로 앞서가는 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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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규모 2,034억원 
■ 일반회계 Ⅰ1,876억원(92%)

■ 특별회계 Ⅰ  158억원(8%) 

■ 재정자립도 9% 

※ 2011당 예산(1,945억원) 대비 : 89억원증가(4.3%)

재정규모

•농가현황 : 8,681가구 (농가 4,666, 53.7%) 

•대표작물 : 고추, 사과, 산채, 약 (천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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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환경 :  8,  중5, 고3,  학생1,741명 (군민의 9.5%) 

•도로포장 : 총 634.8㎞,  포장 337.4㎞ (포장율 : 53.1%) 

지역여건

지역특산물

•영양산채한마당 / 대한민국산채박람회 (5월중)

•지훈예술제 (5월중)

•H.O.T Festival (9월중 - 서울)

•빛깔찬 영양김장축제 (11월중)

•영양고추아가씨 전국선발대회 (8월중 - 격년제)

대표축제

8%
특별회계 158억원

92%
일반회계 1,876억원

작목별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조수익
(백만원)

농가수
(호)

고      추 2,143 4,501 112,529 2,683

담      배 200 314 2,818 116

천      궁 128 1,933 1,353 288

고랭지채소 52 2,080 1,040 49

사      과 483 6,657 14,645 491

산      채 95 855 2,565 192

예산규모
2,034억원

YEON
GYAN

G GU
N

•신라시대 古隱이라 하였으며 

•고려시대에는 禮州府(寧海)에 속하였다가

•조선시대에 英陽縣으로 복현 되었음

•1895년 행정구역 개편 시 英陽郡으로 개칭

일Ⅰ반Ⅰ현Ⅰ황  
General information

연    혁

•면     적 : 815.14㎢
              임야 699.26㎢ (85.8%),  농경지 76.90㎢ (9.4%), 기  타 38.98㎢

•인     구 : 18,241명(남 8,982 여 9,259), 세대수8,688
               65세이상 인구 (5,602명 남2,243/여3,359, 전체인구의 30.7%) 

•행정구역 : 1읍·5면, 114개리

•기     구 : 1실, 10과, 2직속, 2사업소, 6읍?면, 의회사무과

•공무원 수 : 정원 - 450명 (본청237, 직속77, 사업소21, 읍면105, 의회10)

               현원 - 455명 (본청245, 직속77, 사업소18, 읍면105, 의회10)

행정규모

남 8,982명

임야 699.26㎢
(85.8%)

농경지 76.90㎢
(9.4%)

기타 38.98㎢

여 9,259명18,241

영양군
(100.0%)

영양읍
(42.8%)

입암면
(13.3%)

청기면
(10.4%)

일월면
(10.4%)

수비면
(10.6%)

석보면
(12.5%)

계

구분

남

여

7,807 2,424  1,902  1,886  1,939  2,283 

8,982  3,817 1,178  947  920  968  1,152

9,259 3,990  1,246  955  966 971 1,131 

면적
815.14㎢

인구
18,2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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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을 이어온 축복받은 땅입니다

자연과 문화를 둘 다 가졌기에

경쟁력도 두배인 기회의 영양입니다

Yeong Yang

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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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대대손손 이어온 천혜의 터전 _영양

푸른 힘으로 녹색성장시대를 리드 해 갑니다

YEONGYANG-GUN VISION

지속성장 

가능한

군정추진

FTA대응

지역소득 

다양화

살고싶은

농촌생활

환경정비

따뜻하고 건강한 

복지서비스 

제공

전통문화계승

및 여가선용 

공간 확충

고품격

지역교육환경

조성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행복영양VISION

희망을 심어주는 
창조영양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영양

친환경 농업을
실현하는 
부자영양

녹색문화를 
추구하는 
관광영양

명품을 지향하는 
교육영양



산촌문화누림터 조성사업
산촌문화, 안전한 먹거리, 체험관광, 교육등을 아우르는 

지속성장 가능한 자연 친화적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합니다.

국립멸종위기종 복원센터 건립
한반도에서 사라져가는 야생동물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증식·복원하여 자연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특화된 관광인프라를 구축합니다.

흥림산 자연휴양림(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목재문화체험장과 연계한 북부권 최고의 산림문화 

휴양공간을 확보하여 내실있는 테마공간을 조성합니다.

산채식품벨트 조성
웰빙건강식품인 청정 무공해 산채식품의 브랜드화 및 

상품의 부가가치를 향상하여 식품기업 및 연구소 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가 살아나도록 합니다.

삼지연꽃 테마파크 조성
저수지를 이용해 연꽃과 친환경농업을 테마로 한 

자연생태 체험공간입니다.

영양고추산업 특구
우량 가공업체 유치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가공시설, 기자재 등 생산인프라 구축 지원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농가 소득을 증대합니다.

영양댐 건설
영양댐 건설로 취수 안정성과 홍수 조절능력을 확보하고 

사계절 유지수를 활용하여 친수시설을 설치, 관광자원화 

합니다.

젓소개량사업소 사업장 설치
국내 젓소 우량 보증씨수소 선발에 이용하여 국내 

낙농산업의 발전과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합니다.

영양읍

수비면

일월면

청기면

입암면

석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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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재야생화 테마파크 조성
전국 최대의 분재야생화전시관 조성으로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 및 야생화, 분재에 대한 체험으로 애향심 

고취를 통해 관광객을 증가시킵니다.

음식디미방 관광자원화 사업
음식디미방의 복원과 개발을 통해 고유한 우리 맛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전문인력 양성으로 잃어버린 

한식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세계를 향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영역을 구축합니다.

풍력발전단지 조성
국내 최대 풍력발전단지를 통해 저탄소 녹색에 지 

마을로 조성하여 경북내륙의 녹색성장의 중심이되어 

체류형 관광명소로 거듭납니다.

한우개량사업소 사업장 설치
한우 유전자원의 보존 및 개량을 통한 우수한 

유전자원을 확보하여 우량정액을 공급함으로써 국내 

한우산업의 발전과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합니다.

청기(청북)농어촌생활용수 개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에 걸쳐 약 96억원의 

예산으로 시행하고있는 사업으로 올 한해동안 진도 

90%이상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남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
지역의 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체험가공시설 및 민박 

등과 테마공원, 생태하천 개선으로 지역 역량을 

강화합니다.

희망은 꿈꾸는 자의 몫이며, 

꿈을 현실로 옮기려면 발상의 전환이  요합니다.

2012년 국제사회는 미국, 중국, 유럽 각국 할 것 없이 

자국 경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세계 7개국과 체결된 FTA에 더해 

한미 FTA 발효로 지방과 농촌이 위기를 겪을 전망입니다.

잦은 이상기후 발생과 농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근본적인 농산업의 재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길은 

과거의 시각과 방법의 틀에서 벗어나야 보입니다. 

새로운 시각과 발상, 그리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영양은 ‘창조적인 영양군 건설’의 목표를 설정하고

‘창조적 생각, 창조적 시선, 창조적 실천’을 모토로 정하여

2012년 급변하는 정세를 넘어 경쟁력을 강화하려 합니다.

창조해 나아가는 것이 위대한 역사라고 했습니다.

영양은 2만 군민의 힘으로 기적의 역사를 만들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인프라 구축에서 

품격교육의 완성까지 영양의 저력과 창조의 힘으로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 ‘영양군수 2012년 신년사’ 중에서 -

변화의 소용돌이가 몰아칠 2012년

창조의 힘으로 영양의 기적을 만들어 갑니다

1창조적 생각
창조적

영양군 건설 2창조적 시선 3창조적 실천



변화와 발전의 에 지가 넘쳐나는

지속성장

확정된 국책사업을 성공시켜 시 지 효과를 높이고

저탄소 녹색성장 2단계 핵심사업을 새롭게 선정, 진행하여

꾸준히 지속가능한 성장인프라를 구축해갑니다

주Ⅰ요Ⅰ시Ⅰ책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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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와 발전의 에 지가 넘쳐나는

지속성장 행복삶터 

‹

준비된 힘으로 FTA 파고를 뛰어넘는  

소득높은 부자삶터 

‹

천혜자연의 푸른 생명력이 물결치는

살고싶은 녹색삶터 

‹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울타리가 되는

보호받는 복지삶터 

‹

자부심과 긍지로 전통을 이어가는

뿌리깊은 문화삶터  

‹

적극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꿈이 있는 교육삶터 

2012년 하나된 호흡과 일치된 파워로 

영양의 더 큰 경쟁력을 창조합니다



Ⅰ 지속성장 행복삶터 Ⅰ

대한민국 음식디미방 

한국 식문화의 

모델이 됩니다

2
■음식디미방 관광자원화 사업(2011~2015)

+ 위치 : 석보면 원리리 두들마을

+ 사업비 : 30,761백만원

+  사업내용 : 전통음식체험공간, 장계향고택 및 교육관, 휴양공간, 

탐방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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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군자 장계향은 조선 숙종 때 이조판서를 

지낸 갈암 이현일의 어머니로써, 학문과 

시·서·화에 능했으며 강인함과 온유함을 지닌 

도덕적 품성으로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냈다. 

그가 저술한 ‘음식디미방’은 한글 최 의 

음식요리서로 양반가에서 일상생활에 먹는 

음식의 재료와 그에 따른 조리법, 보관법 등의 

비법이 상세히 서술되어 있어 조선후기 

음식들의 특성들을 잘 알 수 있다.

장계향과 음식디미방

•한글 최 의 음식조리서

•전통음식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음식디미방

•두들마을 전경

특화된 테마파크 시리즈

영양의 명소가 

늘어납니다

1
지속성장 가능한 군정추진

■산촌문화누림터 조성사업(2012~2017)

+ 위치 : 영양읍 일원    + 사업비 : 56,200백만원

+  사업내용 : 녹색농업연구센터 및 체험공간, 산림생태마을조성 

등

■삼지연꽃테마파크 조성사업(2009~2012)

+ 위치 : 영양읍 삼지리 일원    + 사업비 : 11,927백만원

+  사업내용 : 도로 및 광장, 휴양시설, 운동·유희시설, 편의시설 

등

■고추·연 테마파크 조성사업(2010~2013)

+ 위치 : 영양읍 삼지리 일원    + 사업비 : 7,500백만원

+ 사업내용 : 기반시설, 휴양체험시설, 소득기반시설 등

■분재야생화 테마파크 조성(2010~2012)

+ 위치 : 입암면 선바위 관광지구 내    

+ 사업비 : 4,000백만원

+  사업내용 : 테마파크조성, 생태숲 및 실개천 조성, 전시관 

2,396㎡ (우리나라 최대 분재 전시관)

  ※ 분재 대전 개최(2012. 9월 개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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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문화누림터

•분재야생화 테마파크 조감도

•고추·연 테마파크 조감도



Ⅰ 지속성장 행복삶터 Ⅰ

희귀 야생동물 보존으로

생태복원에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4
■국립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건립(2012~2015)

+ 위치 : 영양읍 대천리 일원    

+ 사업비 : 106,900백만원    

+ 사업규모 : 211만㎡

+  사업내용 : 증식ㆍ복원 연구시설, 전시·교육시설 등 

   (환경부 시행)

■고라니목장 조성사업(2011~2015)

+ 위치 : 영양읍 황용리 일원    

+ 사업비 : 7,000백만원    

+ 사업규모 : 65ha

+  사업내용 : 방문자센터, 먹이주기 체험장, 전망대, 야생 화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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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따른 고용효과

•인구유입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 산촌지역의 잠재력을 발휘한 친환경관광 

사업 도모

고라니목장 조성사업 기대효과

•흥림산 자연휴양림 조감도 •국립멸종위기종 복원센터 조감도

숲과 문화의 싱그러운 만남

영양만의 푸른
경쟁력입니다

3
지속성장 가능한 군정추진

■흥림산 자연휴양림 조성(2009~2012)

+ 위치 : 일월면 도계리 산 186번지 일원    

+ 사업비 : 4,900백만원

+  사업내용 : 숲속 문화휴양관, 숲속의 집 등  

   ⇒ 목재문화 체험장과 연계한 북부권 최고의 산림문화 휴양공간 

확보

■목재문화체험장 조성(2010~2012)

+  위치 : 일월면 도계리 산 190번지 일원

   (흥림산 자연휴양림 내)

+ 사업비 : 5,196백만원

+  사업내용 : 전시관 및 체험관 등

■BY2C 외씨버선길 3차구간 조성(2010~2013)

+ 사업비 : 400백만원    

+ 구간 : 청송군 경계~선바위관광지

+  사업내용 : 길조성, 주민역량강화, 4개군 종합안내센터 구축

   (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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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관 조감도

•목재문화체험장 조감도



Ⅰ 지속성장 행복삶터 Ⅰ

지속적·체계적인 투자로

자연자원의 이용

가치를 높입니다

6
■낙동정맥 트레일 조성(2011~2013)

+ 사업비 : 7,290백만원

  (봉화-울진-영덕-청송-영천-청도-포항-경주 동시시행)

+ 사업내용 : 산림휴양 및 레포츠 벨트 조성

■산채 식품벨트 조성(2012~2015)

+ 위치 : 일월면 도계리 일원

  (영양·청도·을릉, 강원, 양구 일원의 산책식품 산업 중심지) 

+ 사업비 : 33,000백만원    

+  사업규모 : 104ha

+  사업내용 : 산채유전자원센터, 국제산채요리학교, 게스트 하우스, 

산채재배단지 등

■영양댐 건설(2010~2016)

+ 위치 : 수비면 송하리 일원    

+ 사업비 : 313,900백만원

+  사업내용 : 총저수량 57백만㎡, 댐규모 L = 480m, H = 7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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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정맥 트레일 조성

산채식품벨트 소요예산 (단위 : 억원)

국비 150
군비 135

도비 45

•산채산업클러스터 조감도

천연에 지 사업 육성으로

신성장 기반을 

조성합니다

5
지속성장 가능한 군정추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풍력단지 조성(2011~2014)

[석보면 삼의·요원 지구]

+ 사업비 : 380,000백만원

+  사업내용 : 70기, 생산시설단지 공장 및 풍력기술 교육센터 

건립

[영양읍 무창리 지구(STX에 지(주), 2011.11.1 MOU체결)]

+ 사업비 : 100,000백만원

+  사업내용 : 20기, 신재생 에 지 홍보관 건립, 발전단지 공동개발 

등

■고려대학교 산림형연수원 유치(MOU체결 2011.1.19)

+ 위치 : 영양읍 동부리

+ 사업내용 : 200,000㎡

   (연수원, 도서관, 산림욕장, 산책로 조성 등)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지정

+ Highkobio 생약연구단지(1,650,000㎡) : 일월면 도계리

+ 식물공장 및 관광체험타운 조성(855,857㎡) : 청기면 상청리 

+ 휴타운주거 및 생산단지(912,891㎡) : 석보면 주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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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대의 풍력발전단지로 관광자원화 기대

•지역주민 숙원사업 지원 및 일자리 확보

녹색에 지 마을조성의 이점

•생약연구단지 조감도



준비된 힘으로 FTA 파고를 뛰어넘는 

소득높은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FTA에 대비하고

생계형 농업에서 선진 상품형 농업으로 탈바꿈시켜

골고루 고소득을 올리는 부자농촌으로 만들어갑니다

공공인프라 확충으로

정주환경을 

업그레이드합니다  

7
지속성장 가능한 군정추진

■영양~석보간 터널 공사 완공 추진(2010~2012)

+ 사업비 : 14,000백만원

+ 사업내용 : 터널축조 L = 440m, 진입도로 L = 1,060m

■영양~청기간 터널 공사 착공 추진(경상북도 발주 시행)

+ 사업비 : 20,900백만원

+  사업내용 : 터널축조 L = 760m, 진입도로 L = 1,000m

■군도 정비

+ 사업비 : 4,097백만원

+  사업내용 : 군도15호선(하원~곡강간)  

피암터널 L = 190m, 도로확장 L = 405m

■지역현안도로 정비

+ 사업비 : 2,500백만원

+  사업내용 : 무학도로 확포장 외 5개소(농어촌도로) L = 2.7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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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읍

수비면

일월면

청기면

입암면

석보면

계리도로 확포장공사

•위치 : 수비면 계리 

•사업량 : 400m

오리도로 확포장공사

•위치 : 일월면 오리리 

•사업량 : 600m

행화도로 확포장공사

•위치 : 청기면 행화리 

•사업량 : 500m

무학도로 확포장공사

•위치 : 영양읍 상원리 

•사업량 : 500m

신사도로 확포장공사

•위치 : 입암면 신사리 

•사업량 : 400m

포산도로 확포장공사

•위치 : 석보면 화매리 

•사업량 : 300m



Ⅰ 소득높은 부자삶터 Ⅰ

영양고추산업특구 

‘우수특구’ 지정

명품 영양고추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2
■영양고추산업특구 기업유치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과결과 “우수 특구”)

+ 위치 : 일월면 주곡리 586-9 번지 일원

+ 면적 : 11,140㎡(공업용지)

+ 입주기업 : (주)RNL삼미 : 김치제조 가공공장

              (주)영양그린푸드 : 김치소스 공장

+ 지원내용 : 고용보조금·입지보조금 및 기타 개발비 지원   

+ 지원분야 : 가공시설, 연구기반조성, 건축비 등 

+ 지원액 : 350백만원

■남영양농공단지 조성(2012~2013)

+ 위치 : 입암면 연당리 575 번지 일대

+ 면적 : 31,239㎡

+ 사업비 : 1,800백만원

+ 사업내용 : 지역특화단지 조성(5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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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및 농가소득 보장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영양고추산업특구 기업유치 기대효과

•영양고추산업특구단지 조감도

•2011년 4월 심사결과 적합(조건부) 판정

•2012년도 예산반영 (농수식품부-국비)

남영양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심사

토종농산물 육성의 

시 지효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집니다      

1
FTA대응 지역소득 다양화

■빛깔찬 일자리지원센터 건립(전국시범사업)

+ 위치 : 일월면 도계리

+ 사업비 : 1,000백만원

+ 사업규모 : 2층, 건물 481.30㎡(146평), 부지 1,383㎡

+  사업내용 : 센터 1동, 합숙소(78명수용), 집단급식소, 교육장, 

화장실, 샤워실, 취업포털시스템 구축

+  활용방법 : 영농일자리 참여자 숙소제공, 일자리 알선, 

영농교육 등

■토종고추 명품화

+ 사업비 : 168백만원

+  사업내용 : 신품종 육성 연구, 채종포 시설 개·보수, 다복 및 

토종고추(수비 , 칠성 ) 특화사업 추진  등

■기능성 고추재배

+ 사업비 : 200백만원

+ 사업량 : 1개소(1ha)

+  사업내용 : 기능성 물질(베타글루칸)을 이용한 고추 및 

당조고추재배

  ⇒ 영양고추 브랜드 및 고추상품 다양화로 농가 소득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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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깔찬 일자리지원센터

영양고추의 수상경력

2011년 

제20회 전국으뜸농산물 한마당 채소부문 대상 

2010년 

제19회 전국으뜸농산물 전시회 채소류 동상

2008년 

제17회 전국으뜸농산물 전시회 채소류 대상

2007년

제16회 전국으뜸농산물 전시회 채소류 특별상 

2005년 

제14회 전국으뜸농산물 전시회 채소류 대상

2004년 

제13회 전국으뜸농산물 전시회 채소류 대상

2003년

제12회 전국으뜸농산물 전시회 채소류 대상

2002년 

제11회 전국으뜸농산물 전시회 채소류 대상

2001년 

제10회 전국으뜸농산물 전시회 채소류 대상

2000년 

제9회 전국으뜸농산물 전시회 채소류 동상

1999년 

제8회 전국으뜸농산물 전시회 채소류 대상

1998년 

제7회 전국으뜸농산물 전시회 채소류 은상

1997년 

제6회 전국으뜸농산물 전시회 채소류 장려상

1996년 

제5회 전국으뜸농산물 전시회 채소류 장려상

1995년 

제4회 전국으뜸농산물 전시회 채소류 금상

1993년 

제2회 전국으뜸농산물 전시회 채소류 장려상

1992년

제2녹색지대 (제1회 전국품평회) 채소류 최우수상



Ⅰ 소득높은 부자삶터 Ⅰ

농업기술 업그레이드로

더 많은 억대농부를

 양성합니다  

4
■억대농부 육성(2010~2014)

+ 사업비 : 1,650백만원

+  사업내용 : 300인육성

  (친환경농업, 축산기술개발, 새소득원 발굴 등)

■해외농업 시범사업 추진

+ 사업비 : 100백만원 - 키르키즈스탄

+ 사업내용 : 해외농업 현지 작목 재배 가능성 검토

■농기계임대사업 확대(연중)

+ 사업비 : 350백만원

+ 사업내용 : 농기계 임대 및 운반지원 등

   ⇒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해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이고, 일손부족 

해소 및 적기 영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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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11.10 ~ 2012.08

•추진내용 : 키르키즈스탄 현지 양파재배 

  가능성 검토

해외농업 시범사업 추진

•키르키즈스탄 현지사업 방문

영양 한우 경쟁력 강화 

쇠고기 본격수입에

대비합니다   

3
FTA대응 지역소득 다양화

■한우경쟁력 강화사업

+ 사업비 : 632백만원

+  사업내용 : 송아지생산안정, 한우농가 송풍기 지원, 한우인공수정료 

지원,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한우고급육생산장려금 지원 등

■젖소개량사업소사업장 설치(2010~2012)

+ 위치 : 영양군 수비면 신원리 49-6번지 일원

+ 사업비 : 13,580백만원

+  사업내용 : 사업장 299,939㎡ 

   (우사, 퇴비사, 관리사, 창고, 부대시설 등) 

   (농협중앙회 젖소 개량사업소 시행)

■한우개량사업소사업장 설치(2011~2014)

+ 위치 : 영양군 입암면 병옥리 419-1번지 일원

+ 사업비 : 12,900백만원

+  사업내용 : 사업장 140,283㎡ 

   (우사, 퇴비사, 관리사, 창고, 부대시설 등) 

   (농협중앙회 한우 개량사업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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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 한우 사육기반 구축, 

  지역농업 구조 개선

•품질고급화, 충격완화 및 대응력 강화

한우경쟁력 강화사업 기대효과

젖소개량사업소 사업장 설치 추진실적

2007. 03 

젖소개량사업소 유치 신청(전국 14개소)

2007. 04  

1차 심사통과

(경북 영양, 강원 홍천, 전북 정읍)

2009. 10  

젖소개량사업소 분산사업장 유치 확정

2010. 09 

영양군관리계획(연구시설)결정 고시

2010. 09 

구역 확정 및 토지, 분묘 등 조사 완료

2010. 12 

건축, 토목 등 관련분야 실시설계 완료

2010. 12 

문화재 발굴조사 완료

2011. 08

토지 등 보상 및 소유권 이전 완료

•젓소개량분산사업장 조감도



Ⅰ 소득높은 부자삶터 Ⅰ

산채 특화단지 조성으로

웰빙명품에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6
■명품 산채단지 육성

+ 사업비 : 900백만원

+ 사업량 : 6개사업, 150ha

+  사업내용 : 산채재배 하우스 제작, 새소득작목 현장적응시범 

단지육성, 우량자원식물 증식포 설치, 2차 가공시설 및 

간이저온저장시설 설치, 현지컨설팅 및 기술, 홍보지원 등 

  ⇒ 고품질 산채 전문특화단지 육성으로 고품질의 산채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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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물질을 이용한 고추 재배

 900 2012년

 1,200 2013년

 1,500 2014년

 1,200 2015년

 1,200 2016년

친환경 먹거리의 대명사 

영양 산야채를 

적극 상품화 합니다

5
FTA대응 지역소득 다양화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육성

+ 사업비 : 1,110백만원

+  사업내용 : 양념채소 생산기술 시범, 소면적 신소득작목 육성 

시범, 시범단지 육성, 양파재배 지원, 약용작물 육성 시범, 

단삼재배단지 육성 시범, 새로운 작물 육성 시범

■명품 영양산채 육성(2012~2014)

+ 사업비 : 1,000백만원

+ 사업내용 :

 •산림복합경영시범림 운영(국립산림과학원 공동 추진)

   - 위치 : 영양 기산리 산3번지 일원(10ha)

   - 사업비 : 170백만원

 •국·공유지 대부 알선 및 읍면별 산채 재배단지 조성

   (년/60ha)

 •산나물 종자 및 사업비 지원

■양념채소 생산단지 조성

+ 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량 : 1개소(20ha)

+  사업내용 : 친환경 고추 재배 생산

    ⇒ 수출용 고추 생산으로 영양고추 우수성 홍보 및 소득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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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혜자연의 푸른 생명력이 물결치는

살고싶은

추진 중인 마을별 정비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깨끗한 생활환경과 주거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누구나 한번오면 살고싶은 주거지로 가꿔갑니다  

해마다 성공하는 

농산물 축제마당

영양만의 특별한

경쟁력입니다

7
FTA대응 지역소득 다양화

■전국 최고의 영양산나물축제 육성(5월중)

영양산채 한마당 

+ 위치 : 영양군청, 일월산 일원    

+ 사업비 : 400백만원

+ 사업내용 : 산나물 채취 및 판매, 공연, 전시 및 부대행사 등

대한민국 산채 박람회 

+ 장소 : 영양군청 일원   

+ 사업비 : 300백만원

+  사업내용 : 심포지엄, 산채산업전시관, 산채 및 요리 체험관 등

■지역농특산물 브랜드 인지도 강화

+ 사업비 : 1,736백만원

+  내용 : H.O.T FESTIVAL 개최, 제16회 영양고추아가씨 

전국선발대회, 직거래 홍보체험, 영양고추 TV 및 옥외매체 홍보, 

농·특산물 전시박람회

■2012 빛깔찬 영양김장축제(11월중)

+ 위치 : 일월면 가곡리 고추공정육묘장 및 고추특구 내

+ 사업비 : 200백만원

+  내용 : 김치담그기 체험, 농특산물 전시.판매, 공연 및 부대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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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고추아가씨 전국선발대회

영양고추를 전국에 알리는 대표적인 행사로 

1984년 최 로 시작되었다.

•기    간 : 2012년 8월중

•장    소 : 영양군민회관 일원

•선발인원 :  7명

  (진, 선, 미, 매꼬미, 달꼬미, 뜨레안, 빛깔찬)

• 내    용 :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참가자격을 

전국으로 해서 영양고추 홍보사절 선발



Ⅰ 살고싶은 녹색삶터 Ⅰ

크고 작은 하천 가꾸기

자연의 생명력이 

돌아옵니다    

2
■반변천 및 동부천 생태복원사업(2010~2013)

+ 사업비 : 14,000백만원

+  사업내용 : 도심 및 생태하천 복원(L=5.2KM), 수생태계 복원, 

친수공간 조성

■하천갈대 제거 사업(시범사업)

+ 사업비 : 38백만원

+ 사업내용 

 • 하천내 밀생하여 자생하고 있는 갈대 제거로 갈수기 수질오염 

악화예방

 •부산물 축산농가 시범 보급 농가부담 경감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

산운천 가꾸기 사업(2011~2013)

+ 위치 : 청기 산운~ 청기 정족2리

+ 사업비 : 6,400백만원

+ 사업량 : L=4.3㎞, 소교량 8개소

북세천 가꾸기 사업(2012~2014)

+ 위치 : 영양읍 서부3리

+ 사업비 : 6,000백만원

+ 사업량 : L=1.0㎞, 소교량 8, 소공원2개소, 사방댐 1개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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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 정비사업으로   

살기좋은 마을이

늘어납니다 

1
살고싶은 농촌생활 환경정비

■농산어촌 지역개발 사업

영양읍 소재지 정비사업(2011~2014)

+ 사업비 : 10,000백만원

+  사업내용 : 영동교~삼지입구 도로정비, 공원조성 

,지역역량강화 등 

수비면 소재지 정비사업(2012~2014)

+ 사업비 : 9,800백만원

+  사업내용 : 기 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 

선바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2010~2014)

+ 사업비 : 5,500백만원

+  사업내용 : 기 생활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 운동휴양시설, 

소득기반시설, 지역경관개선, 주민역량강화 등 

청남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2012~2015)

+ 사업비 : 4,500백만원

+  사업내용 : 기 생활기반확충, 소득기반시설, 지역경관개선, 

주민역량강화 등 

일월산 용문권역 단위 종합정비 사업(2012~2014)

+ 사업비 : 3,700백만원

+  사업내용 : 기 생활기반시설, 소득기반시설, 지역경관개선, 

주민역량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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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조감도



Ⅰ 살고싶은 녹색삶터 Ⅰ

상·하수도 정비 가속화로  

깨끗한 식수공급과

안정적인 급수를 

제공합니다      

4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청기(청북)농어촌생활용수 개발(2010~2013)

+ 위치 : 청기면 청북지구, 일월면 도곡, 영양읍 상원, 하원, 화천

+ 사업비 : 9,600백만원

+ 사업내용 : 관로 확장 L=55.9㎞, 가압장 6개소

석보(수하)농어촌생활용수 개발(2009~2012)

+ 위치 : 석보면 및 입암면 일원

+ 사업비 : 5,200백만원

+ 사업내용 : 관로 확장 L=38.7㎞, 가압장 2개소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2012년~2014년)

+ 위치 : 청기면 당리 고사마을 외 8개소

+ 사업비 : 17,129백만원

+ 사업내용 : 소규모하수처리시설 9개소, 관거 16.2㎞

■지방상수도 시설개선 및 노후관교체

+ 위치 : 영양, 입암, 청기, 일월 일원

+ 사업비 : 2,000백만원

+ 사업내용 : 취·정수장시설개선 및 노후관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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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상수도 보급 확대를 통해 맑고 깨끗한 

식수공급 및 안정적인 급수를 제공

• 하수도의 합리적인 개선계획으로 지속적인 

관거정비

•  하수처리장 설치로 환경오염방지 및 반변천의 

깨끗한 수질 유지

군민을 위한 최상의 물공급

갈수록 맑아지는 물    

영양의 삶이 더 

깨끗해집니다

3
살고싶은 농촌생활 환경정비

■클린하우스 사업 확대 설치

+ 사업비 : 168백만원

+ 사업내용 : 면소재지 12개소 

■수질정화 생태습지 사업(시범사업)

+ 위치 : 일월면 대티골·찰당골, 수비면 본신리 

+ 사업비 : 50백만원

+ 사업내용 : 수질정화 생태습지 3개소 조성

  ⇒  오수 및 하수 방류수의 수질정화생태습지 처리 후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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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울타리가 되는

보호받는

다문화가정, 고령층, 위기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고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여

누구나 따뜻한 보호속에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갑니다

자연재해 원천방지를 위해

위험지구를 미리 

정비합니다  

5
살고싶은 농촌생활 환경정비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 위치 : 영양읍 상원3리

+ 사업비 : 300백만원

+ 사업량 : L=0.4㎞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양평지구(2011~2013)

+ 위치 : 영양읍 현리

+ 사업비 : 9,878백만원

+ 사업량 : L=1.5㎞, 교량 1개소

발리지구(2012~2014)

+ 위치 : 수비면 발리리

+ 사업비 : 8,700백만원

+ 사업량 : L=1.0㎞, 교량 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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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지구 선정 및 실시 설계 완료

•2012년 1월 공사시행, 우기전 공사완료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추진계획

•2003년 태풍 ‘매미’



Ⅰ 보호받는 복지삶터 Ⅰ

보살핌이 피부에 와닿도록

복지프로그램을 

확충합니다     

2
■영양행복배달센터 운영(연중)

+ 사업비 : 70백만원

+ 사업내용 : 찾아가서 해결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운영단체 : (사)영양군자원봉사협의회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

+ 사업비 : 460백만원

+ 사업내용 : 환경개선사업, 행정지원사업, 돌봄서비스 사업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운영

+ 사업비 : 342백만원

+  사업내용 : 독거노인 안전 확인, 생활교육, 가사 및 간병, 일상생활 

지원 등

■즐거운 경로당 운영(2011~2014)

+ 사업비 : 60백만원(2012년)

+ 사업내용 : 노래, 에어로빅, 요가, 서예, 게이트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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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행복배달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2011.10)

•후원회 구성 및 기금조성 (2011.12~)

•영양행복배달센터 운영 (2012.01~)

영양행복배달센터 향후 추진계획

영양행복배달센터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운영비
200

사업비
200

통합관리
전산망구축

110

차량구입
20

※사업비 부족분은 후원금 조성으로 충당

양질의 복지인프라 구축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합니다      

1
따뜻하고 건강한 복지서비스 제공

■장애인생활시설 신축

+ 위치 : 석보면 택전리 165-1, 166

+ 사업비 : 1,034백만원

+ 사업량 : 1개소 955.31㎡(30인 입소)

+ 사업내용 :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신축

■노인복지시설 지원

+ 사업비 : 1,444백만원

+  사업내용 : 영양군립요양원 건물 증축, 태양광발전시설, 지열시설 

설치 등

■경로당 시설 확충

+ 사업비 : 530백만원

+  사업내용 : 노후 경로당 신축 개보수(신축4동, 증축1동, 

개·보수2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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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보강사업 변경계획 승인, 부지변경 (2011.08)

•지역주민 협의 및 건물설계완료 (2011.09)

•건축허가 신청 진행 중 (2011.09)

•장애인생활시설 설치공사 착공 (2011.10)

장애인생활시설 설치 추진실적



Ⅰ 보호받는 복지삶터 Ⅰ

최첨단 의료인프라 구축

의료사각지대가 

사라집니다     

4
■원격영상진료 및 만성질환 모니터링(연중)

+ 사업비 : 1,050백만원

+  사업내용 : 원격영상진료시스템 확대, On-Line 만성질환모니터링

■지역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2010~2012)

+ 사업비 : 694백만원

+ 사업내용 : 영양병원 거점 활용 24시간 응급의료 체계 구축

■급만성 감염병 관리

+ 사업비 : 157백만원

+  사업내용 :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 방역소독 강화, 

예방접종사업, 마을별 결핵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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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 시설, 장비보강사업비 444백만원

•2011년 : 응급의료인력 인건비 250백만원

지역 응급의료 인프라 지원실적

다양하고 섬세한 복지시스템

따뜻한 울타리가 

됩니다

3
따뜻하고 건강한 복지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운영(연중)

+ 사업비 : 300백만원

+  사업내용 : 한국어교육, 아동양육비 지원, 가족교육, 문화체험

■정신보건센터 운영(연중)

+ 사업비 : 25백만원

+ 장소 : 보건소 내

+ 대상 : 90명정도(등록재가 정신장애인)

+  사업내용 : 만성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사회기술훈련·집단치료 

재활프로그램, 정신보건관련교육 등

■건강증진 통합서비스 지원(연중)

+ 사업비 : 123백만원

+  사업내용 : 금연, 운동, 절주, 영양, 구강건강, 한방건강증진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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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구성 : 센터장외 전담인력 2명

• 운영방법 : 사회복지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 위탁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자부심과 긍지로 전통을 이어가는

뿌리깊은

자연문화와 전통문화를 테마별 코스별로 상품화하여

누구나 와서 보고, 먹고, 즐기면서도, 머물고, 생활할 수 있는 

대한민국 자연문화산업의 모델을 만들어갑니다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주민과 군청은 

늘 함께합니다    

5
따뜻하고 건강한 복지서비스 제공

■홈(HOME) 민원 서비스 제공(연중)

+ 다문화 및 장애인 가정 출생신고 방문 접수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재학학교 방문 발급 신청

■출생아 기념식수 사업(연중)

+ 장소 : 출생아 자택 및 군유지

+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전년도 출생아

+ 사업내용 : 출생 기념식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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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뿌리깊은 문화삶터 Ⅰ

전통 문화유산 보존의 노력

문화도시의 

자부심을 높입니다  

2
■영산서원 복원사업(2011~2013)

+ 사업비 : 414백만원

+ 사업내용 : 묘우관, 강당, 내외삼문, 동서재, 전사청, 관리사 등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연중)

+ 사업비 : 102백만원

+  사업내용 : 천년기념물(무창리 산돌배, 답곡리 만지송, 주사골 

시무나무 및 비술나무숲) 치료 및 유지관리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연중)

+ 사업비 : 110백만원

+  사업내용 : 영양남씨 신암공파 종택 학 정, 회곡고택, 장열공사당 

등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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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정 및 정침(경북 민속자료 제64호)

•호국공원조성 조감도

•봉감모전오층석탑

•시무나무와 비술나무 숲

체육·문화·공원시설 확충

영양의 삶이 더욱 

윤택해집니다        

1
전통문화계승 및 여가선용 공간 확충

■호국공원 조성(2010~2012)

+ 위치 : 영양읍 서부리 123번지(구 KBS방송국) 

+ 사업비 : 3,230백만원 

+ 사업내용 

•신규시설 : 충혼탑, 베트남 참전기념비

• 이전시설 : 무공수훈자 전공비, 삼의사비, 반공애국투사 

합동추모비, 독립운동합동기념비

■영양문화원 신축(2010~2012)

+ 사업비 : 5,043백만원 

+ 사업내용 : 2,037㎡(지상4층, 지하1층)

■영양생활체육공원 조성(2010~2012)

+ 사업비 : 3,500백만원

+  사업내용 : 축구장, 풋살구장, 족구장, 광장, 어린이 놀이터 등

■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2012)

+ 사업비 : 600백만원

+ 사업내용 : 내외벽 보수, 입구 지붕 교체 등

■영양국민체육센터 건립(2011~2012)

+ 사업비 : 3,700백만원

+  사업내용 : 다목적체육관, 볼링장, 다목적실, 헬스장, 편의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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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국민체육센터 조감도

•영양문화원 조감도



Ⅰ 뿌리깊은 문화삶터 Ⅰ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 운영

문화가 생활속으로  

들어옵니다    

4
■원놀음 보존 및 육성(연중)

+ 사업비 : 40백만원

+ 사업내용 : 원놀음보존회 지원, 전승문화 행사 지원

■전통한옥체험프로그램 운영(연중)

+ 사업비 : 240백만원

+ 사업내용 : 석보면 두들마을 전통한옥체험 및 편의시설 확충

■근현대문학 체험 프로그램 운영(연중)

+ 대상 : 주실, 감천, 연당, 두들마을

+ 사업비 : 20백만원

+ 사업내용 : 문학강좌, 문학교실 운영, 문학기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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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놀음은 글자 그대로 지방행정관제인 육조를 

모방해 원님과 육방, 통인(잔심부름꾼), 

사령(심부름꾼), 관노, 기생 등의 배역을 정해 

권력행사와 재판을 흉내 낸 놀이로 관리의 

비리를 들춰내 풍자하는 것을 비롯해 패룬아 

징계, 상호부조 등 마을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실마리 역할을 하기도 했다.

원놀음이란?

꾸준히 이어지는 출판활동

오늘의 기록이 

내일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3
전통문화계승 및 여가선용 공간 확충

■영양군지 발간(2012~2013)

+ 사업비 : 300백만원

+ 사업내용 : 군지 발간

■영양향교지 발간(2011~2012)

+ 사업비 : 80백만원

+ 사업내용 : 향교지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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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과 문학의 고장답게

고품격 관광명소로

거듭납니다

5
전통문화계승 및 여가선용 공간 확충

■현대문학활성화 기반구축(2011~2012)

+ 위치 : 석보면 원리리 두들마을

+ 사업비 : 700백만원

+ 사업내용 : 학사채, 도서관 증·개축, 문학 학습 시스템 구축

■주실마을 생태관광자원 개발(2012)

+ 위치 : 일월면 주곡리 주실마을

+ 사업비 : 500백만원

+ 사업량 : 3,000㎡

+  사업내용 : 탐방로 조성,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기타부대시설 

조성

■음식디미방 체험관 상설운영(연중)

+ 위치 : 석보면 원리리 두들마을

+ 장소 : 음식디미방 체험관

+ 내용 : 음식디미방 음식을 상시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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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꿈이있는

영재장학기금 확충, 교육환경 개선, 방과후 학교 지원,

 중교생 무상급식 확대, 지역민 평생교육 인프라 조성 등

배움이 즐거운 교육풍토를 향한 노력은 끝이 없습니다



Ⅰ 꿈이 있는 교육삶터 Ⅰ

공부하는 공무원 육성

고품질 

행정서비스로

이어집니다

2
■공무원 창의 혁신 역량강화(연중)

+ 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내용 : 지역개발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공무원 상시학습 운영(연중)

+ 사업비 : 400백만원

+ 사업내용 : 직장교육, 워크숍, 강의, 정책연구활동 등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한 공무원 1인 1제안(연중)

+ 사업내용 : 우수시책 제안자 시상 및 시책제안 모음집 발간

■학습동아리 운영(연중)

+ 사업비 : 7백만원

+ 사업내용 : 새로운 시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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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육성을 위한 

적극적 투자로

교육도시 명성을 

이어갑니다  

1
고품격 지역교육환경 조성

■인재육성 장학기금 조성(연중)

+ 목표액 : 50억원

+ 조성기간 : 2013년까지

■영양군 향토생활관 운영(연중)

+ 조성대학 : 5개교

  (경북대, 영남대, 대구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 입사인원 : 25명

■영양학사운영(연중)

+ 입사인원 : 22명(남11, 여11)

+ 사업내용 : 수도권 소재 대학생을 위한 학사 운영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 교육 운영지원(연중)

+ 사업비 : 1,823백만원

+  사업내용 : 방과후 학교지원, 교육환경개선사업, 외래강사지원, 

학교급식용 우수식재료 구입지원,  등학교 영어체험학습, 면지역 

중학생 무상급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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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현실로 만들어온 영양   

2011 성과·수상실적

‘실속 영양군’을 키워드로 합심 노력해온 2011년 영양은 

구제역을 비롯한 숱한 악재와 어려움을 거뜬히 이겨내고

더 큰 미래를 향한 성장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아발견, 잠재능력 

개발을 위해

더 알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3
고품격 지역교육환경 조성

■지역발전 리더 교육(연중)

+ 대상 :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에 관심있는 지역 리더

+  사 업 내 용  :  지 역 자 원  발 굴  및  활 용 을  위 한 

교육(한국농촌관광대학 위탁 교육)

■주민교양프로그램 운영(연중)

+ 사업비 : 35백만원    + 대상 : 전 군민

+  사업내용 : 전문강사를  빙한 교양교육, 취미교육, 건강교육, 

오락 등

■농업인 교육(연중)

+ 사업비 : 464백만원

+  사업내용 : 농업전문 인력 양성, 품목별 연구회 지원, 농업인 

교육훈련, 농업경영대학 운영, 농촌여성 능력개발 교육, 농기계 

수리 교육훈련 등

■여성사회교육 운영(연중)

+ 장소 : 종합복지회관    + 사업비 : 50백만원

+  사업내용 : 모듬북, 서예, 사군자, 천연염색, 요가, 민화, 다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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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도로망 확충

•영양 ~ 석보간 터널 공사  

•영양 ~ 청기간 터널 공사 착공 추진

•군도, 지역현안도로, 위험도로 정비

Ⅰ체류형 관광휴양지 조성

•선바위 관광지 분재야생화 테마파크 조성

•흥림산 자연휴양림 조성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반딧불이 생태마을 조성 

•반딧불이 생태 숲 조성

Ⅰ농촌환경 개선 사업

•청기·청북·석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홍소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

•지방상수도 시설정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영양읍 하수관거 정비

•농촌생활환경정비 

•재해예방 하천개수사업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

Ⅰ문화·체육시설 확충

•영양문화원 신축 추진

•호국공원 조성 추진

•영양생활체육공원 조성 추진

•세계유교문화축전 추진

•문화재 보수정비

•농촌생활환경정비 

•재해예방 하천개수사업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

Ⅰ군민모두가 건강한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현대식 보건소 신축 추진

•원격영상진료시스템 확대 구축

•on-line 만성질환자 모니터링사업 운영

•여름휴가철 이동 보건소 운영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제공

•영양플러스 사업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동 진료

•24시간 응급의료기관 운영

Ⅰ지역경제 활성화

•영양사랑 상품권 추가 발행

•전통온누리 상품권 확대보급

•가오리찜 건조장 설치

•재래시장 방수·가스안전시설 개선

•재래시장 장보기 투어

•영양사랑 상품권 추가 발행

•영세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공직자 가족전통시장 장보기

Ⅰ평생교육 및 지역인재육성

•경북대 등 5개 대학교 향토생활관 운영

•창조적 인재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간부이상급 조직관리자 워크샵 운영

•농촌 여성리더 육성 교육

•인재육성장학회 운영

•영양학사 운영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교육환경개선 사업 지원

•우수 외래강사 지원

Ⅰ외부에서 본 군정성과 (2011수상내역)

분야별 주요 군정성과

‘실속 영양군’답게 속속들이 살찌웠습니다

외부에서 본 군정성과 (2011수상내역)

땀흘린 만큼 소중한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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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안정화사업 평가

경상북도 최우수 축제

지방재정 조기집행 행정안전부 평가

지방재정 조기집행 경상북도 평가

경상북도 보건사업 평가

국가예방접종사업 평가

5월말 지방재정 조기집행 경상북도 평가

6월기준 지방재정 조기집행 경상북도 평가

지방재정 조기집행 행정안전부 평가

적 자회비 모금 우수기관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지역복지사업) 평가

한우개량사업소 분산사업장 유치

치매관리사업 우수기관

지역특구 운영성과 “우수특구” 선정

국립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유치

농촌진흥사업 우수 기관

여성단체활성화지원 우수시군

가축방역 시책추진 지자체 합동평가 전국 우수 

보건복지부 우수

경상북도 최우수

행정안전부 장려

경상북도 우수

경상북도 모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 본부장상

경상북도 최우수

경상북도 장려

행정안전부 목표달성

대한적 자사 최우수

보건복지부 발전상

농림수산식품부

경상북도 최우수

경상북도 우수특구

환경부

경북농업기술원 우수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우수

농림수산식품부 우수



 

영양의 문화관광

올 땐 조금 먼 듯, 와보면 굽이굽이 설렘의 파노라마, 돌아갈 땐 앨범 가득 추억의 영양입니다. 

순박한 인심과 때묻지  은 자연은 두고두고 그리울 것입니다. 삶의 무게를 아름다운 감성으로 

풀어내는 문학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잘 물려받은 만큼 널리 전해주고 싶은 전통 또한 영양의 

자랑입니다. 마음의 고향을 향한  록빛 드라이브! 지금 바로, 영양으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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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월산자생화공원
2001년도에 폐광지역 오염방지 사업을 실시하여 오염원을 완전 밀봉하여 매립한 후 객토를 실시하여 

공원부지를 조성하고 각종편의 시설과 야생화를 식재하여 일월산과 더불어 자연과 휴식할 수 있는 전국 

최대규모의 야생화공원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일월산 주변에 자생하는 순수 우리꽃으로 꾸며져 있으며, 일월산 정기와 더불어 자연이 숨 쉬는 

휴식공간으로도 활용 되어지고 있다.

자연치유생태마을 대티골
일월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대티골은 정(情)으로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휴(休)를 통해서 지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며 식(食)을 통해서 아픈 몸이 치유되게 하는 자연치유마을로 무공해 농산물 생산과 

황토구들방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곳에는 2009년 생명의 숲이 주최한 “아름다운 숲길” 어울림 

상을 수상한 대티골 아름다운 숲길이 있어 사계절 다양한 자연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일월산(1,219m) 산세는 하늘에 우뚝 솟아 웅장하고 거대하며 산정은 평평하다. 동 으로는 동해와 울릉도가 바라보이고 해와 달이 솟는 것을 먼저 바라본다 

하여 일월산이라 부른다. 정상부에는 일자봉(日字峰), 월자봉(月字峰) 두 봉우리가 있으며, 천축사라는 사찰터와 황씨부인당, 용화사, 천화사, 용화선녀탕 등 

볼거리가 많으며, 산나물(참나물, 금죽, 나물취, 더덕, 고사리 등)은 뛰어난 맛과 향으로 인기가 아주 높다.

또한, 일월산은 동학의 기본경전인 동경대전과 용담유사가 집 된 곳이고, 최해월 동학교주가 수도하였고, 의병활동이 가장 왕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 구세군 

총사령관 김해득의 출생지이다.

버선을 닮은 4개군(청송, 영양, 봉화, 영월)이 함께 모여 시작한 외씨버선길은 2010년 7월을 시작으로 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조성되며, 2011년 3월 49km의 길이로 완료된 외씨버선길과 함께 2차년도 70km, 3차년도 60km(예정)의 13개 

구간이 조성되면 경상북도 청송읍에서 시작하여 강원도 영월읍까지 이어지는 총 170km의 명품 도보여행길이 완성된다.

www.beosun.com

오일도 시인의 길 조지훈 문학길 자연 치유의 길

BY2C

외씨버선길 영양구간

자연 치유의 길

3~4시간 거리 8.3Km
일월산 자생화공원~칡밭목삼거리~우련전

조지훈 문학길

5~6시간 거리 13.7Km
영양전통시장~일월삼거리~조지훈문학관

오일도시인의 길

4~5시간 거리 11.5Km
선바위관광지~오일도 감천마을~영양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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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을 이어온 언덕

장계향과 이문열의 두들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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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의 문학테마관광

푸른영양을 가꾸어갑니다

빛을 찾아가는 길

조지훈과 주실마을

영양군 일월면 주실마을은 400여년이 된 마을로 아늑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으로 한양조씨 동족마을이다. 그리고 옥천종택(경북도 민속자료 제42호) 등 

숱한 문화자원들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다. 원래 이곳은 주씨가 살았으나 1630년 조선중기 조광조의 친족 후손인 한양인 조전선생이 사화를 피해 

정착하게 되면서 주실마을이라는 별칭으로 불리우게 되었다. 이 마을에는 청록파 시인이자 지조론의 학자였던 조지훈(1920~1968)의 생가인 

호은종택(경북도기념물 제78호)이 마을 한복판에 널찍이 자리 잡고 있다.

지훈문학관
1920년 경북영양에서 출생한 조지훈은 소월과 

영랑에서 비롯하여 서정주와 유치환을 거쳐 

청록파에 이르는 한국현대문화사의 주류를 

완성함으로써 20세기의 전반기와 후반기의 

한국문학사에 연속성을 부여해준 큰 시인이다. 

지훈문학관은 청록파 시인이자 지조론의 학자 

조지훈선생을 기리기 위해 2007년에 건립한 

문학관이다. 전시실과 시청각실이 갖춰있고, 살아 

생전 지훈선생의 유품과 육성녹음테이프, 

시낭송테이프 등이 전시되어 그의 사상과 철학, 

문학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

한국문학의 거장 이문열 작가의 고향으로 그의 저서 「그해 겨울」, 「영웅시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등 많은 작품 속 인물들의 삶의 역정이 펼쳐지는 

무대가 바로 이곳이기도 하다. 후진양성과 한국 현대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건립된 ‘광산문학관’은 수시로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이 개최되고 

있으며, 재령이씨 집성촌인 이곳 두들마을에는 석계고택, 석천서당 등 전통가옥 30채가 조화롭게 잘 보존되어 있어 문학의 정취와 전통의 향기를 느끼기 

위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는 곳이다.

음식디미방
여중군자 장계향은 조선 숙종 때 이조판서를 지낸 갈암 이현일의 어머니로써, 학문과 

시·서·화에 능했으며 강인함과 온유함을 지닌 도덕적 품성으로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냈고,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의지할데 없는 사람들을 아무도 모르게 평생을 도와 

만년에 이를수록 숨겨둔 재주와 덕행이 더욱 드러나 ‘맹자나 장자의 어머니 같은 

현명한 분’이라 칭송하였다.  

그가 저술한 ‘음식디미방’은 한글 최 의 음식요리서로 양반가에서 일상생활에 먹는 

음식의 재료와 그에 따른 조리법, 보관법 등의 비법이 상세히 서술되어 있어 조선후기 

음식들의 특성들을 잘 알 수 있다.

음식디미방 체험관에서는 오랜시간을 통해서 만들어 지고 화학조미료를 일절 

사용하지  아 담백하고 개운한 맛이 일품인 다양한 음식디미방 요리를 맛 볼 수 있다. 

또한, 음식디미방 교육관에서는 전통음식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음식디미방에 

나오는 여러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시식해 볼 수 있으며 사전예약 후 이용이 

가능하다.

광산문학연구소
2001년 5월 12일 한국현대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문학도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문학연구소이다. 학사 6실, 강당 및 사랑채 등으로 이루어진 이곳에선 수시로 

문학강연과 문학토론회 등이 개최되며 이문열작가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븍카페 ‘두들책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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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의 문학테마관광

푸른영양을 가꾸어갑니다

가슴을 울리는 서정

오일도와 감천마을

자연이 만든 영양의 아름다운 정원  서석지

시인 오일도(1901~1946)는 1931년을 전후하여 문단에 등단 「시문학」, 「문예월간」 등에 서정시를 발표하였으며, 1935년 시 전문지인 「시원(詩苑)」을 창간했다. 

순수 서정시인이면서도 민족의 얼과 정과 한을 노래한 민족시인이기도 하다. 주요작품에는 「눈이여, 어서 내려다오」, 「노변의 애가」 등이 있다.  그의 고향인 

감천마을엔 생가가 보존되어 있으며, 시공원이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고 그의 선비와 같은 절개와 짧은 생애지만 결코 작지  은 그의 문학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다.

감천마을은 낙안오씨 집성촌이며 마을 앞에는 천연기념물 제114호인 측백수림과 침벽공원이 있다.

석문 정영방(1577~1650) 선생이 1613년에 조성한 

조선시대 민가 중 가장 대표적 정원이며, 연못 속에 

수많은 돌이 있어 ‘상서로운 돌이 가득한 지당’이라는 

의미의 서석지로 이름 지어졌다. 또한 연못 속에 

각양각색의 형태로 솟아있는 암석 하나하나에도 

다양한 이름이 붙여져 있다. 이곳에는 연못의 운치를 

감상할 수 있는 ‘경정’이라는 정자가 있으며, 연못 건 

편에는 수령이 400년이 넘는 은행나무가 연못과 

조화를 이루며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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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실바람도 거대한 에 지로 만드는 곳

영양풍력발전단지

영양 풍력발전단지는 영양군 석보면 요원리와 삼의리 일대의 해발 812m인 맹동산 일대 60만㎡에 걸처 있다. 국내 최대규모인 풍력발전단지는 스페인 

악시오나사가 5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1천500kw급 101기의 풍력 발전단지이다.

동해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청정에 지 생산을 위한 국내 최대의 풍력발전단지가 맹동산 능선을 따라 그림처럼 자리잡고 있다.

장엄한 일출, 아름다운 일몰과 더불어 사계절 변화하는 자연을 볼 수 있어 영양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선바위는 절벽과 강을 사이에 두고 깎아 세운 듯하나, 

언듯 보기에는 거대한 촛대를 세워 놓은 것 같은 

바위이며, 남이포는 조선시대 장군인 남이장군이 

역모 자들의 난을 평정한 전설이 깃들어 있으며 

절벽을 끼고 흐르는 두 물줄기가 합류하여 큰 강을 

이루고 있다.

선바위 관광지인 이곳은 고추홍보전시관, 분재 수석 

야생화전시관, 특산물판매장, 효공원, 석문교, 

음악분수 등이 조성되어 영양의 대표적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일도생가

오일도 시공원, 시원쉼터
감천마을 입구에 있는 시공원으로 낭만주의 

시인이자 민족주의 시인인 오일도선생의 마음을 

담은 시비들이 소박하고 아름다운 숲과 어우러져 

잔잔한 여운을 주는 곳이다. 시인의 글을 음미하며 

걷다보면 그의 정신과 절개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사계절 즐거운 감동  선바위관광지



지경마을
독립운동가 남자현(1872~1933)지사는 남편이 의병으로 왜적과 싸우다 사망하자, 독립운동에 뜻을 품고 만주로 

망명하여 교회와 여성교육기관을 세워 농촌개발과 여성 계몽운동으로 독립정신을 일깨웠고, 독립투사들의 힘든 

옥바라지로 독립군의 어머니라 칭송받았다.

국제연맹조사단에게 왼손무명지를 잘라 조선독립원(朝鮮獨立願)이라는 혈서를 쓴 후에 자른 손가락을 함께 보내 

독립에 대한 염원을 세계만방에 알렸다. 

검산성
벽산 김도현(1852~1914)선생은 영양, 안동, 강원도 등지에서 왕성한 활동을 한 항일의병장이며 인근 지역의 

의병봉기를 촉구하는 활동을 하였다. 

왜경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고 난 후 고향에 돌아와 영양에 사립 영흥학교를 세워 육영사업에 힘쓰다 1910년 

국권을 상실하게 되자 곧 자결코자 하였으나 부친이 계심으로 뜻을 펴지 못하고 부친이 돌아가시고 장 를 치른 뒤 

망국을 개탄하는 시를 남기고 영해 대진바닷물에 투신하였다.

옥산마을
엄순봉(1903~1938)의사는 기백이 호협하고 책임감이 강하였으며 어릴적 만주로 이주하여 김좌진 장군의 휘하에서 

항일무장투쟁과 한족청년연합회를 조직하여 청년부장으로 활동하였다. 그 후 독립운동의 장애가 되는 매국노들을 

처단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갖은 고문과 옥고를 치르면서도 독립군의 비밀을 누설하지  아 사형을 

언도받아 향년 36세의 나이로 조국독립을 위해 순국했다. 1963년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단장이 수여되었다.

봉감모전오층석탐
국보답게 안정감과 위풍당당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대표 모전석탑으로, 평평한 자연석 기단 위에 

2단의 탑신받침을 쌓고 탑신은 수성암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았다. 탑신 하반부에는 화강암으로 섬세하게 

조각한 문주와 미석이 있는 불상을 모시는 감실이 있으며, 전체높이 11.30m, 기단폭은 3.34m이다. 

전통의 향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가고...

정작 물려받은 것은 유산보다 정신임을 깨닫다

만지송 남악정 약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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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박한 일상에 지친이들...

투명한 자연의 소리에 세상의 소음을 잊다

수하계곡
수하계곡은 수비면 본신리와 오기리에서 시작되는 장수포천이 주원류로 크고 작은 소(沼)와 폭포를 이루며 

20km가량 흐른다. 다른 계곡에 비해 폭이 넓고 물이 맑아 여름철 피서지로 인기가 높다. 특히, 여름철이면 동해안의 

은어 떼가 왕피천을 따라 올라와 낚시도 즐길 수 있으며, 주변에 청소년수련원과 반딧불이생태공원 등 여러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즐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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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의계곡
맹동산(808m)의 깊은 골짜기에서 시작된 삼의계곡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물이 맑고 차갑다. 울창한 원시림과 오염되지  은 깨끗한 물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천주교 성지인 

포도산과 야영장, 주차시설, 펜션 등이 있어 사계절 관광객이 즐겨 찾는 곳이다. 

송하/죽파계곡
송하계곡과 죽파계곡은 수비면 죽파리로 가는 지방도를 따라 이루어진 계곡이며, 울창한 소나무 숲이 인상적인 

메봉산 자락에 위치하여 한여름에도 발을 담그면 시릴 정도로 차가우며 깨끗한 물과 울창한 숲이 작은 개울을 끼고 

아름답게 펼쳐져 있다. 아직 외지인의 발길이 닿지  은 이곳 원시림은 시원한 그늘과 쾌적함을 선사하고 있다.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이곳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분재, 수석, 야생화들이 전시되어 있어 가족단위 체험장으로도 손색이 없다. 그리고, 

수령 450여년의 주목을 비롯해 200년 이상의 모과, 적송, 단풍나무 등의 분재와 폭포석, 금낭화, 메발톱 등 야생화 

5천여본이 전시되어 있다.

측백수림침벽공원 본신계곡



도시에서는 꿈도 못 꿀 살아있는 생태체험

하늘가득 은하수, 들판가득 반딧불이를 만나다

반딧불이 생태공원
우리나라에서 반딧불이 개체수가 가장 많은 이곳은 반딧불이 생태체험마을 특구로 지정된 지역이다. 생태관광을 

체험할 공간이 조성되어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영상사이버체험관, 곤충울음소리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본관과 

반딧불이 영상관, 어류전시관, 반딧불이를 사육하는 별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 전시실 입구에는 숲 속에서 

서식하는 곤충과 냇물소리 등을 연출하고 일월산을 중심으로 영양지역에서 서식하는 포유류, 조류, 곤충, 식물 등을 

전시하고 있다.

반딧불이 천문대
지상 3층 건물인 반딧불이 천문대는 1층에 전시홀 및 천체투영실, 2층에 세미나실, 3층에 주관측돔 및 보조관측돔이 

설치돼 있다. 천체투영실에는 최신 디지털 천체 투영기와 4D시스템이 도입돼 다양한 입체영상의 관람이 가능하고 

주관측돔에 400㎜급 반사굴절망원경과 보조관측돔에 250㎜급 반사만원경 2대 및 150㎜급 굴절망원경 2대를 각각 

설치해 다양한 별들을 관측할 수 있다.

영양고추 홍보전시관
영양고추의 우수성과 브랜드가치를 정립하기 위해 건립되었으며, 고추의 품종, 효능, 재배방법의 변천사 등이 알기 

쉽게 전시되어 있고, 홍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학습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영양산촌생활박물관
경북 북부지역의 산촌 문화에 대한 조사, 연구, 전시 교육을 목적으로 조성된 이 박물관은 우리조상의 소중한 

산촌문화를 다양한 모형과 해설로 알기 쉽게 재현되어 있다. 특히, 이곳에서는 산촌마을과 생활체험 공간을 갖춘 

야외전시장이 조성되어 있어 볼거리와 체험학습의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금경연화백예술기념관 수하청소년수련원 검마산자연휴양림 영양 특산물·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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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제일의 특산물

영양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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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의 고운햇살을 가득담은 전국 제일의 특산물 영양고추는 전국 으뜸 농산물 전시회에서 총 7회에 걸쳐 대상의 명예를 얻은 특산물이다.

일교차가 크고 일조시간이 많은 산간 고랭지에서 재배하는 영양고추는 맛과 향이 뛰어나며, 색깔이 곱고 선명하고 고춧가루는 물에 뜨며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하여도 진한 맛을 낼 수 있다. 또 과피가 두꺼워 고춧가루가 많고 질감이 좋으며 고추씨가 적다.

고추재배 적지의 토양조건을 갖추고 있기도 하지만 재배농가 대부분이 고추재배 전문가이며, 품종선택, 재배관리요령, 건조기술이 타지역보다 앞선다.

정직한 농심과 청정자연이 만든

영양사과

싱그러운 향과 풍부한 비타민 C를 함유한 영양사과는 이름난 만큼, 그 품질 또한 우수하다.

일월산 자락 높은 곳에서 풍부한 일조량, 맑은 공기, 깨끗한 물, 큰 일교차 등 최적의 기후조건을 갖추어 당도·맛·향이 타지역 보다 뛰어나고, 과피가 얇고 

조직이 치밀하고 과즙이 많아 아삭아삭한 씹는 맛이 뛰어나다. 특히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한 산간고랭지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재배되며 제 제를 사용하지  

는다.

2006 전국으뜸농산물품평회 대상 수상

싱그러운 향과 풍부한 비타민 C의 영양사과!

이름난 만큼, 그 품질 또한 우수합니다.

■ 영양고추의 우수성

•소형터널을 이용한 고추재배기술 개발로 생육촉진과 수량증대 기여

•산풀 퇴비 및 퇴비, 미생물과 효소를 이용한 유기농재배 

•저농약 재배로 환경 친화적인 농업육성 확대

•위생적인 고추 생산을 위해 수확 후 전량 세척하도록 권장

•100% 태양  생산마을 육성지원 및 적극 장려

•기계 건조시 50℃미만의 낮은 온도에서 건조하여 영양소 파괴 최소화



청정자연에서 자란 믿을수 있는

영양의 우수 농·특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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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 농심과 청정자연이 만든

일월산 산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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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월산 자락에서 채취한 참나물, 곰취, 어수리, 취나물, 고사리 등은 특유의 쌉싸름함과 진한 향으로 봄철 입맛을 돋우어 준다.

특히 곰취는 한방에서 뿌리, 줄기를 말려 호로칠이라 하는데, 해수, 백일해, 천식, 요통, 관절통, 타박상 등에 처방된다.

• 영양군에서 재배되는 고추중 우수품종을 육묘부터 수확까지 계약 

재배하여 잘 익은 홍고추만 수매하여 사용

• 홍고추를 2회 세정·살균·건조·절단·분쇄의 위생적 

최신공법으로 생산

• 고춧가루의 신미성분(순한맛, 보통맛, 매운맛), 입자크기(김치용, 

양념용, 장류용)에 따른 다양한 규격의 생산 system이 갖추어짐

• 저온 단시간 고효율 연속건조로 자연색과 맛이 살아있으며 비타민 

A, C 등 홍고추 고유성분 보존

영양 산마늘/두메부추
산마늘은 자양강장, 이뇨, 피로회복 

등에 효과가 있으며, 두메부추는 

몸을 덥게하는 보온효과가 있어 

감기예방에 좋다.

영양 배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해 과피가 얇고 

수분이 많으며 당도가 높다. 특히 

아삭아삭하고 껍질이 얇고 매끈하며 

그 시원한 맛이 일품이다.

자연이 만든 영약 「천마」 
영양군의 산간 오지에서 유기농으로 

재배하여 그 성분 및 약효가 탁월하다. 

천마음료, 천마과립, 천마분말, 천마액, 

생천마, 건천마가 있다.

영양 한우
일월산 맑은물과, 깨끗한 환경에서 

자란 최고급 영양한우는 선홍색 

윤기와 고르게 분포된 우유빛 

지방으로 육질이 부드럽다.

전통으로 빚은 술 「 화주」
집안에서 대대로 빚어오던 가양주인  

화주는 천연암반수와 백미를 

발효시킨 증류주로 다양한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다.

일월산 흑염소
우 리 나 라 를  대 표 하 는 

토 종 흑 염 소 로 서  자 연 농 업 식 

사육으로 육질이 부드럽고 담백하다.

상황버섯
청정자연과 똑같은 최적의 조건에서 

재배되어 자연그대로의 영양성분을 

지니고 있다.

「뜨레안」 영양고추장
뜨레안은‘내 뜰 안의 행복을 가꾸어 

가는 기업’이라는 영양종합식품(주)의 

기업 이미지를 담은 브랜드이다. 

영양 벌꿀
청정자연에서 채밀하여 진한 맛과 

향이 그대로 살아있는 자연이 

만들어낸 영양식품이다.

어머니 손맛처럼 「우리식품」
방부제를 사용하지  고 전통방식대로 

자연발효하여 할머니의 손끝에서 

묻 어 나 는  고 유 의  맛 과  정 을 

전해준다.

영양 야콘
땅속에서 나는 무공해 과일이라 

불리우며, 시원하고 담백하며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일품이다.

영양고추로 만든 명품  빛깔찬



영양고추 Hot Festival, 영양산채 Cool Festival...

계절의 정취와 더불어 축제의 즐거움을 나누다

반딧불이 날리기행사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청정영양을 홍보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자연체험을 위해 직접 

반딧불이를 날릴 수 있는 반딧불이 날리기, 천문대 별자리관측, 곤충 생태체험학습 등 여러 가지 체험학습 

프로그램들이 있으며, 어린이들에겐 신비로운 자연에 대한 이해와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어른들에겐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추억의 시간을 마련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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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훈예술제
산나물축제와 함께 열리는 지훈예술제는 한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시인이자 지조론의 학자였던 지훈 

조동탁선생의 문학과 삶을 축제로 승화시켜 마음의 여유와 문학의 향기를 느낄 수 있어 가족단위 여행객이 많이 

찾고 있다. 매년 5월  에 열릴 이 행사는 시 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나물축제와 함께 개최되며 문향의 고장 영양을 

알리는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영양고추아가씨 전국선발대회
영양군에서 1984년 특산물 아가씨선발대회를 최 로 시작한 전통을 살려 전국규모의 행사로 격상하여 실시하는 

영양고추아가씨선발대회는 영양고추를 전국에 알리는 큰 행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엄격한 서류심사를 거쳐 

선발하여 예선대회에 참가하게 되며, 선발된 입상자에 대하여 향후 영양군 홍보는 물론 지역 농·특산물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빛깔찬 영양김장축제
이름만으로도 품질을 인정받는 우리나라 최고의 김장재료들을 한데모아 대한민국에서 하나뿐인 명품중의 

명품김치를 직접 담그고 시식하고 저렴하게 구매하는 축제이다.

전국 쏘가리루어 낚시대회 세계유교음식 페스티벌 원놀음

H.O.T 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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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페스티벌은 지역 특산물인 영양고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도농상생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자치단체 최 로 서울시청 광장에서 2007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다.

전국 어디서도 유 가 없는 찾아가는 축제를 만듦으로 영양홍보의 극대화를 이끈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이 축제는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및 영양의 관광지와 먹거리 소개, 영양고추아가씨선발대회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며, 영양군민의 푸짐한 인정을 서울시민에게 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 축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나물축제로 청정무공해 

산나물을 비롯한 특산물, 그리고 전통문화가 잘 어우러진 

종합문화축제의 장으로 매년 5월   3일간 영양재래시장 

일원과 일월산일대에서 열린다. 

특히, 영양 산나물은 독특한 약용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맛과 향이 진하여 전국 제일의 품질을 자랑한다. 산나물 

축제 행사는 산나물채취체험, 산나물요리전시 및 시식, 

산나물판매장터, 산나물먹거리장터, 전국 산나물요리 

경연대회, 전국 영양산나물 가요제, 산나물 깜짝 경매 등이 

있으며 웰빙 향기 가득한 봄내음을 만끽 할 수 있다.

영양산채한마당



Ⅰ영양의 지도 | Yeongyang's Map 

한눈에 보는 영양군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행복영양입니다

수하청소년수련원/펜션

┃숙박시설 Accommodations

수비면 수하리 054) 680-6425 16실

검마산자연휴양림 수비면 신원리 054) 682-9009 16실

두메송하마을 수비면 송하리 054) 682-0487 4실

수하산촌생태마을 수비면 수하리 054) 683-0312 4실

대티골 황토펜션 일월면 용화리 054) 682-7903 9실

쇼 호텔 영양읍 서부리 054) 683-3532 42실

아이엠 모텔 영양읍 서부리 054) 683-0024 22실

신라장여관 영양읍 서부리 054) 683-3284 28실

궁전장여관 영양읍 서부리 054) 682-6964 33실

목화장여관 영양읍 서부리 054) 683-1514 28실

삼영모텔 입암면 신구리 054) 682-2157 25실

일월산관광농원(여관) 일월면 오리리 054) 683-8008 9실

세아펜션 영양읍 감천리 054) 683-5125 8실

청향소림산장 석보면 삼의리 054) 683-8832 5실

참청정민박 영양읍 현리 054) 683-8700 8실

이원박고택 석보면 원리리 011) 527-8168

백천가옥 석보면 원리리 054) 682-0365

석계종택 석보면 원리리 054) 682-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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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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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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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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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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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월면

청기면

영양읍

입암면

석보면

대전

광주

제주도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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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 영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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