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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의 결정체

자연과 인간문화의 결합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영양은 

자연친화적 녹색산업의 보고寶庫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친환경 농·축·임산물이 모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오랜 전통이 모여 문화를 만들고

건강한 사람이 모여 혁신을 이룹니다.

인문학과 우리 고유의 음식문화가 어우러지면서

가장 한국적인 건강도시로 거듭납니다.

창조혁신시대의 롤 모델 영양은

자연과 인간의 꿈이 함께 커가는 곳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힘의 중심에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영양  The most traditionally Korean Yeong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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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혁

행정규모

재정규모

지역여건

■ 신라시대 古隱이라 하였으며

■ 고려시대에는 禮州俯(寧海)에 속하였다가

■ 조선시대에 英陽縣으로 복현되었음

■ 1895년 행정구역 개편 시 英陽郡으로 개칭

■ 면  적 : 815.25㎢

    - 임야 697.92㎢(85.6%),농경지 75.22㎢(9.2%), 기타 42.11㎢(5.2%)

■ 인  구 : 18,197명(남8,944/여9,253), 세대수 8,817세대   

    - 65세 이상 인구 : 5,835명(남2,334/여3,501), 전체인구의 32%

■ 예산규모 : 2,235억원(본예산), 재정자립도 4.51%

    - 일반회계 : 1,990억원(89%)

    - 특별회계 : 245억원(11%)

■ 농가현황 : 5,482세대(농가인구수 15,163명)

■ 대표작물 : 고추, 사과, 산채, 약초 등

■ 산업구조 : 1차산업 37.2%, 2차산업 2.8%, 3차산업 60%

■ 교육환경 : 초 8개교, 중 5개교, 고 3개교, 학생 1,578명

■ 행정구역 : 1읍, 5면, 114개리

■ 행정기구 : 1실, 10과, 2직속, 2사업소, 6읍면, 의회사무과

■ 공무원수 : 455명(본청246, 직속72, 사업소20, 읍면107, 의회10)

구 분 계 영양읍 입암면 청기면 일월면 수비면 석보면

계 18,197 7,907 2,317 1,899 1,922 1,889 2,263

남  8,944 3,875 1,130 934 927 943 1,135

여  9,253 4,032 1,187 965 995 946 1,128

수비면

일월면

청기면

입암면

영양읍

석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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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문화의 창조도시 영양

자연과 생태환경도시 영양

녹색산업과 힐링산업도시 영양

자연친화적 환경농업도시 영양

 인간문화의 창조도시 영양

한국적 음식문화도시 영양

한국적 인문학도시 영양

한국적 건강행복도시 영양

융복합 창조도시 영양

녹색에너지 첨단산업도시 영양

친환경 첨단농업도시 영양

자연과 인간문화의 첨단관광도시 영양

군정방침
YEONGYANG VISON

영양비전

영양비전 & 
군정목표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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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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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월면

청기면

영양읍

수비면

입암면

석보면

한국적인, 너무나 한국적인 창조영양!

과학적 정책과 꾸준한 실천으로 

작지만 큰 도시 영양에서 

새로운 문화가 창조됩니다.

꾸며지지 않은 본질에 충실한 문화와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친환경 정책

군민의 행복지수를 최우선하는 동기부여, 2015년 군민 모두가 즐거운 

도시를 이어갑니다.

영 양 읍

■ 국립멸종위기종 복원센터 건립

■ 산촌문화누림터 조성

■ 영양풍력발전단지 조성

■ 영양복합체육시설 건립

입 암 면

■ 분재야생화 테마파크 운영 및 

    분재예술대전

■ 한우개량사업소 영양사업장 건설

■ 남영양 농공단지 조성

청 기 면

■ 카이스트 과학교육 및 영농단지 조성

■ 청남(청중)권역 종합정비사업

■ 영양~청기 터널 건설

■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일 월 면

■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사업

■ 흥림산 자연휴양림(목재문화체험장) 조성

■ 영양 일월산(산나물) 생태숲 조성

■ 일월생약연구단지 조성

수 비 면

■ 영양 국제밤하늘보호공원 지정

■ 국도88호선 한티재 선형개량

■ 영양댐 건설

■ 수비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석 보 면

■ 음식디미방 관광자원화 사업

■ 풍력발전단지 조성(악시오나)

■ 버섯특화육성사업

■ 화매권역 종합정비사업

영양군 
종합청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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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삶! 언제나 행복을 누리는 시간!

어디서나 즐거운 웃음이 넘치는 곳! 우리 미래의 희망과 꿈을 위해!

자연과 아름다운 문화가 만나! 창조도시 영양을 만들어 갑니다!

2만 영양군민의 꿈을 위한 도약

모두가 행복한 영양군 만들기!

01  군민과 함께하는 행정

02  더불어 누리는 복지와 교육

03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04  깨끗한 환경에서 편리한 생활

05  문화와 관광을 통한 새로운 영양 건설

06  국가기관 건립 및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변화

2015년도 
주요시책

Ⅳ THE 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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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끄는 행정이 아니라 현장에서 귀 기울이고 함께 만들어 가는 참여형 

행정으로 꿈을 향해 나아갑니다. 

꾸준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기업 육성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가 실시됩니다. 누구나 자치행정에 참여할 수 있게 군정의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군정의 문은 

늘 활짝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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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군수실(월2회)

•주민과의 대화(연중)

•기관 및 사회단체 간담회(연중)

군민과의 정례적인 

만남의 날 운영

•찾아가는 종합민원서비스 제공(연4회)

•학교방문 주민등록증발급 서비스(연1회)

•지적민원현장방문 처리제 운영(연10회)

맞춤형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행복도우미 배치 : 1명

•전용전화 120번 개설(민원접수전용 전화개설 및 민원접수 창구 단일화)

•민원 1회 방문으로 민원접수가 가능한 협업체계 구축

콜센터 

행복도우미 운영

2015년도 주요시책 - 군민과 함께하는 행정

군민과 함께하는 행정01 2015년도 주요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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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창조팀 운영

   - 참여대상 : 공무원 및 민간(공무원 시책창조팀, 

                    민·관합동 시책창조팀)

   - 내      용 : 군정발전 시책발굴 및 직장 내 학습분위기 조성

•제안제도 상시 운영

   - 참여대상 : 군민 누구나

   - 내      용 : 제안 활성화를 통한 군정 발전 도모

새로운 시책 및 

연구학습 시스템 

구축

•통합관제센터 설치(군청 별관)

•CCTV 관제시스템 구축(행정, 경찰서, 교육지원청 연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재난, 범죄 등 사회위험요소 사전예방

주민안전을 위한 

CCTV 통합관제

센터 구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지원(2개소, 120백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2개소, 100백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2개사업, 61백만원)

•공공근로사업(250명, 277백만원)

일자리창출 및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육성

군민과 함께하는 행정

가장 한국적인 영양 2015 영양군정

2015년도 주요시책

The most traditionally Korean Yeong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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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삶 최고의 가치는 더불어 누리는 행복입니다. 행복은 복지와 교육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하늘아래 첫 동네.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는 물론 

원격영상진료와 건강지킴이 사업으로 생활에 활력과 충전을 드립니다. 

편견 없는 사회를 위한 장애인 복지와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과 맞춤형 

노인건강 복지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함께하면

행복은 

배가 됩니다

The most traditionally Korean Yeongyang

•원격영상진료사업 : 19개소(보건기관14, 병원4, 약국1), 내분비과 외 

   7개과(진료건수 5,014건)

•전문 의료서비스 : 찾아가는 행복병원 이동진료(연8회), 찾아가는 산부인과(월1회), 

   농번기 길거리 건강상담

•응급의료전용헬기 착륙장 및 인계점 설치(착륙장 1, 인계점 2)

•일반인 대상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연150명)

원격의료 및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지역응급의료 

네트워크 구축

2015년도 주요시책 - 더불어 누리는 복지와 교육

더불어 누리는 복지와 교육02 2015년도 주요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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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4,095명 / 100백만원

•지역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이동세탁차량운영, 

   자원봉사대축제) 

•서비스 7,044건 제공 / 70백만원

•가사도우미, 방문치료, 병원동행, 이·미용, 간병, 세탁 등

찾아가는 자원봉사

센터 운영

찾아가는 행복배달

센터 운영

•감염병 발생 신고·대응 비상근무체계 유지(연중)

•결핵에서 자유로운 지역 만들기

•예방접종사업(어린이 및 노인)

감염병 예방사업

•녹색건강 지키GO 

   - 건강군 관리, 고위험군 관리, 질환군 관리, 건강새마을 만들기

•활력생활 올리GO

   - 취약계층 건강관리, 치매관리, 신나는 운동교실, 

      우울감소 프로그램 운영

•미래건강 샘솟GO

   - 임신육아교실,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 발달장애정밀평가

통합건강증진

사업 실시

더불어 누리는 복지와 교육 2015년도 주요시책

The most traditionally Korean Yeongyang

가장 한국적인 영양 2015 영양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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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지급, 장애인 일자리 사업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복지서비스 

•여성대학운영,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여성한마음 대회 개최

•여성사회교육운영, 한부모가족지원

여성복지 향상

•기초연금 지급,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즐거운 경로당 조성, 실버자원봉사단 운영

맞춤형 노인건강 

복지서비스

더불어 누리는 복지와 교육 2015년도 주요시책

The most traditionally Korean Yeongyang

•농산어촌 방과후 우수 외래강사 지원(관내 고등학교 3개교, 510백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초·중·고등학교 14개소, 500백만원)

•우수 농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유치원, 초·중·고등학생 1,570명, 180백만원)

•친환경 학교급식 농축산물 현물공급사업(초·중·고등학생 1,479명, 96백만원)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초·중학생 538명, 127백만원)

•초·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초·중학생 189명, 92백만원)

•KAIST 과학캠프 운영(초·중학생 190명, 35백만원)

•관내 중학생 해외어학연수(11명/58백만원)

•영양군 향토생활관 및 영양학사 운영

   - 향토생활관 : 수용인원 50명(대구·경북소재 5개 대학 운영)

   - 영양학사 : 수용인원 22명(남11,여11)

•(재)영양군인재육성장학금 지원

   - 기금조성액 : 46억원(2018년까지 70억원 조성 목표)

   - 고등학생 및 대학생 79명, 159백만원 장학금 지원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통한 

미래인재 육성

가장 한국적인 영양 2015 영양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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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의 장점은 무수히 많습니다. 친환경적 농업과 임업, 전통의 역사와 축적된 

문화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공격적·전략적 방법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갑니다. 지역전략식품사업 및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농·특산물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영양고추 명품화를 위한 노력과 영양 한우의 경쟁력 강화 등 농가 

소득 창출에 진력을 다합니다.

최고의 경쟁력은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The most traditionally Korean Yeongyang

•영양고추 H.O.T Festival 개최(9월/440백만원)

•농·특산물 박람회 및 직거래행사 참가(연중)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TV, 신문, 온라인 등/500백만원)

농·특산물 브랜드 

인지도 강화

•홍고추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800백만원)

•토종고추 명품화 육성(86백만원)

•고추재배농가 종자대 지원(760백만원)

•홍고추 수매농가 유기질비료 지원(627백만원)

영양고추 명품화 

지원

•사 업 비 : 5,811백만원

•임대기종 : 343대(49종)

•사업내용 : 카드결제 도입 및 농기계 운반 서비스 제공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2015년도 주요시책 -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03 2015년도 주요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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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8. 5,552백만원

•자생생물자원 특화를 통한 농산물 생산·유통·가공·판매

•친환경 농자재·토양개량제 지원(1,200백만원)

•유기질 비료 지원(1,600백만원)

•친환경농법 종합지원(20백만원)

•친환경인증농가 수수료 지원(40백만원)

•유기농업자재 지원(75백만원)

•맞춤형 친환경 농자재 지원(100백만원)

•축산분뇨퇴비화사업(180백만원)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사업

자연순환형 친환경

농업 육성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1,082백만원)

•밭농업직접지불제(638백만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971백만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87백만원)

•친환경농업유지직불금(56백만원)

•경관보전직접지불제(47백만원)

•본      소 : 일월면 도계리, 수용인원 78명

•지      소 : 영양읍 시장길, 수용인원 80명

•영농인력공급 및 외지 영농 일손 참여자 무료숙소제공

•농산물 수매를 통한 가격 안정화(홍고추, 콩)

•수매농가 지원(유기질 비료, 출하장려금)

직불제를 통한 농가 

소득 안정 도모

영양 빛깔찬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영양고추 

유통공사 운영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2015년도 주요시책

The most traditionally Korean Yeong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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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귀농학교 운영 지원(20백만원)

•귀농농가 정착지원사업(130백만원)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50백만원)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지원(30백만원)

귀농인 정착 지원

•품목별 농업인 교육(12개분야/14백만원)

•농업경영대학 운영(80명/81백만원)

•시니어 농업인 육성(100명/25백만원)

•농촌여성 능력개발(50백만원)

•강소농 육성(176명/49백만원)

농업인 역량강화

•한우인공수정지원(96백만원)

•축산장비지원(128백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32백만원)

•조사료생산장비지원(120백만원)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43백만원)

•한우축산물 공판장 수성비용지원(85백만원)

•한우고급육생산장려금지원(90백만원)

한우경쟁력 강화

•채소 생산 지원(160백만원)

•채소특작 기반조성 지원(690백만원)

•엽연초 생산지원(196백만원)

•소득작목 육성지원(422백만원)

•민속채소 기반확충 지원(361백만원)

•인삼약용산업 육성 지원(190백만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설치지원(842백만원)

•약용작물 안전생산 시범사업(100백만원)

•새소득 약용작물 육성시범 사업(20백만원)

•영양고추 소득화 시범(370백만원)

•영양채소 새소득원 개발 시범 (80백만원)

새로운 농가소득 

창출사업 육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2015년도 주요시책

The most traditionally Korean Yeong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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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의 오지 청정 영양, 사람의 발길이 쉬이 닫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청정 자연은 오롯이 간직 하면서 군민 삶 향상을 위한 

편리한 접근성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양-청송 간 도로개설과 영양-

청기터널 건설, 국도 88호선 한티재 선형개량도 필요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권역단위별·읍면소재지 종합정비도 군민을 위해 가장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친환경 태마공원의 조성과 자연생태를 

위한 하천복원사업,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 역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생활환경의 창조가 

중요합니다

The most traditionally Korean Yeongyang

•2014.~2018. 국도34호선(석보 답곡~진보 신촌), 110억원

•영양나들목 진입도로 미개설구간 연결

•2013.~2018. 영양읍 서부리 팔수골재(지방도920호선), 169억원

•터널, 교량, 연결도로

지방도920호

(영양~청송) 

도로개설

영양~청기 터널 

건설

2015년도 주요시책 - 깨끗한 환경에서 편리한 생활

깨끗한 환경에서 편리한 생활04 2015년도 주요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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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6. 수비면 계리, 34억원

•선형불량 위험도로 계량

국도88호선 

한티재 선형개량

•2014.~2016. 영양읍 동부리~일월면 곡강리, 41억원

•교차로개선, 위험도로개량, 길어깨정비 등

국도31호선 

동부지구

교차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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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환경에서 편리한 생활 2015년도 주요시책

The most traditionally Korean Yeongyang

•영양읍 종합정비사업(2011.~2015.) : 109억원

•수비면 종합정비사업(2012.~2015.) : 98억원

•입암면 종합정비사업(2013.~2016.) : 65억원

•일월면 종합정비사업(2014.~2017.) : 52억원

읍면소재지 

정비사업

•선바위권역(2010.~2015.) : 55억원

•화매권역(2013.~2016.) : 46억원

•청남권역(2012.~2015.) : 44억원

•청중권역(2014.~2017.) : 47억원

•일월산마실권역(2012.~2015.) : 33억원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단계별 시행(2015년 450백만원)

•마을만들기 대학 운영(40백만원)

•마을만들기 멘토스쿨 운영(20백만원)

영양마을만들기

사업

•시가지 주차공간 조성(2015.~2018./20억원)

•주차장 주변 도로개설 등 환경정비

시가지 주차공간 

조성

•일월산권역(삼지연꽃테마파크) 개발사업(연중/175백만원)

•영양 고추·연테마공원 조성(2010.~2015./7,000백만원)

친환경 테마공원 

조성

•시설현대화 등 환경개선사업(500백만원)

•영양사랑상품권 구입(300백만원)

•물가모니터링 및 착한가격업소 지원(14백만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가장 한국적인 영양 2015 영양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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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비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8,000백만원)

•지방상수도 급수구역확장(700백만원)

•지방상수도 취·정수장 운영(2,038백만원)

•지방상수도 시설개선(1,480백만원)

•소규모수도시설 신설 및 개량(357백만원)

맑은물 안정적 공급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19,234백만원) 

    - 영양읍 감천1리, 상원리, 청기면 토구리, 당리, 수비면 신원리, 석보면 답곡리

•공공하수도 확장(16,123백만원) / 영양읍 현2리, 석보면 원리

하수도 설치로 

수생태계 보전

•영양읍, 입암면, 일월면 일원, 13,980백만원

•수생태 건강성회복 및 녹색생활공간 조성

반변천 및 동부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지원(16백만원)

•태양열 건조기 보급사업(100백만원)

•서민층 에너지 복지 지원(180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15개마을/15백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영농폐비닐, 재활용품 보상금 지급, 클린하우스 확대 설치그린영양 추진

•영양읍 황용리, 입암면 금학리, 12억원

•돌림수로 및 저류지 설치, 경사면 보호시설 설치 등

임하댐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

깨끗한 환경에서 편리한 생활 2015년도 주요시책

The most traditionally Korean Yeong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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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토록 맑고 파란 하늘도 우리의 유적이요, 우리의 역사입니다. 곳곳에 산재한 

유교문화와 불교문화가 찬란히 꽃을 피웠던 곳입니다. 음식디미방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을 통해 이미 명품음식문화로 거듭났습니다. 문향 주실마을의 관광자원화는 

전국으로 발돋움 했으며, 일월산 산나물 축제, 영양고추를 이용한 빛깔찬영양김장축제, 

세계유교음식페스티발 등 다양한 축제는 전국으로 이름나 있습니다. 특히 반딧불이의 

고장 ‘국제밤하늘보호공원’ 지정 추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바람도 숨을 

죽이며 

걸음을 멈추

는 곳! - 영양

The most traditionally Korean Yeongyang

•2011.~2017. 영양군 석보면 원리리 일원, 26,761백만원

•전통음식체험공간, 전통휴양공간(한옥체험관, 디미마당, 탐방로 등) 

•연중, 62백만원, 음식디미방 체험메뉴 개발, 음식디미방 브랜드 육성

음식디미방 

문화관광

자원화사업

음식디미방 

명품화사업

2015년도 주요시책 - 문화와 관광을 통한 새로운 영양 건설

문화와 관광을 통한 새로운 영양 건설05 2015년도 주요시책

2015년도
주요시책

문
화

와
 관

광
을

 통
한

 새
로

운
 영

양
 건

설

•연중, 2억원, 장계향선생 바로알기, 음식디미방 음식ㆍ전통주 만들기 체험 등음식디미방체험 

아카데미 운영

•2014.~2015. 일월면 주곡리 주실마을 일원, 30억원

•다목적강당, 휴게시설, 북카페, 주실숲 및 지훈광장, 탐방로 정비

주실마을 

관광자원화사업

음식디미방 관광자원화 사업장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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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관광을 통한   

          새로운 영양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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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월면 도계리, 4,900백만원, 2014년 7월 개장

•산림휴양관 11실, 숲속의 집 6실

•일월면 도계리, 5,700백만원

•목재문화체험장 및 전시관, 숲체험시설 등

•제11회 영양산나물축제(5월)

•지훈예술제 개최(5월)

•외씨버선길 걷기축제 개최(5월)

•분재예술대전 개최(5월)

•영양고추 H.O.T Festival 개최(9월)

•세계유교음식페스티벌(10월)

•빛깔찬 영양김장축제(11월)

흥림산 자연휴양림 

운영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축제 개최

•영양문화원 운영 및 사업지원

•영양원놀음 보존육성

•문학행사 지원(백일장, 문학캠프, 시화전시회 등)

•문화공연(연극, 뮤지컬, 음악회 등) / 상설극장 운영(하반기)

•읍면 풍물패 육성 / 서예교실 운영

지역 문화 육성

•국가ㆍ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690백만원)

•영산서원복원사업(3,400백만원)

•향토유적 보수정비사업(200백만원)

•「영양의 문화재」 발간 및 DB구축(80백만원)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보존관리

•영양복합체육시설 건립 : 탁구장, 생활체조장

•군민회관, 문화체육센터, 공설운동장 운영

•생활체육공원(축구장, 풋살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볼링장, 인라인스케이트장), 

•국민체육센터(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장) 

체육인프라 확충

•영양군 씨름왕 선발대회(5월)

•영양군체육회장기 종목별대회(6월)

•영양 일월산 전국오픈탁구대회(7월)

•영양군민체육대회(10월)

•여자천하장사씨름대회(11월)

체육대회 개최

문화와 관광을 통한 새로운 영양 건설 2015년도 주요시책

The most traditionally Korean Yeongyang

가장 한국적인 영양 2015 영양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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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산촌이라 소외되고 관심에서 멀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 자연환경과 전통문화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영양은 대한민국의 

평행선 가운데 시선을 모으는 기준점이 됩니다. 국가기관 건립과 투자유치로 

더욱 활기찬 지역경제로 변화합니다. 청정이미지의 대표 식품인 산채를 고부가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산채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합니다. 

축산농가를 위한 한우개량사업소를 건설하고 풍력발전단지를 더욱 확대하며, 

버섯특화, 농공단지, 생약연구단지 조성사업에도 만전을 기합니다.

대한민국의 

시선이 집중되는 

소실점 영양으로 

변합니다

The most traditionally Korean Yeongyang

•2015.~2019. 경북 영양군, 강원도 양구군 일원, 555억원

•영양 : 숲속산채마을, 산채약선식체험관, 산채종자생산시설 등

•양구 : 산채휴마을, 사계절산채생산시설, 야외산채체험장 등

•2013.~2016. 영양읍 대천리 일원, 844억원

•증식실, 연구실, 실험실, 자연방사를 위한 훈련 및 적응시설, 

   야생동물 생태체험 및 전시·교육시설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사업

국립멸종위기종

복원센터 건립

2015년도 주요시책 - 국가기관 건립 및 투자 유치로 지역경제 변화

국가기관 건립 및 투자 유치로 지역경제 변화06 2015년도 주요시책

2015년도
주요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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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비면 일원, 200백만원

•밤하늘 보호구역 지정을 통한 생태도시 이미지 구축

산채클러스터 조감도

영양 국제밤하늘

보호공원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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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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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2015. 입암면 병옥리 일원, 15,641백만원

•씨수소 사육 및 냉동정액 생산

한우개량사업소 

영양사업장 건설

•2014. ~ 2017. 일월면 용화리 일원, 30억원

•생태복원숲, 천이보전숲, 일월산 희귀자생식물체험원 등

영양 일월산 산나물 

생태숲 조성

•2012. ~ 2019. 영양읍 일원 30,459백만원

•산촌문화누림센터, 산촌문화광장, 반딧불이 체험캠핑장, 삼지생태마을조성, 산수유공원

산촌문화누림터 

조성사업

•2011. ~ 2015. 일월면 도계리 일원, 689억원

•친환경생약재배 및 연구실험, 건강기능 원료개발 및 판매

일월생약연구단지 

조성사업

국가기관 건립 및 투자 유치로 지역경제 변화 2015년도 주요시책

The most traditionally Korean Yeongyang

산촌문화누림터 조감도

가장 한국적인 영양 2015 영양군정



4342

•2012. ~ 2015. 청기면 상청리 일원, 578억원

•카이스트과학관 및 교육관, 과학공원 조성, 산채 및 버섯재배단지 조성, 

   농산물가공단지 조성,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연구소 등 유치

카이스트 과학교육 

및 영농단지 

조성사업

•악시오나 제1풍력발전단지(석보면 삼의리/41기) 가동중

•악시오나 제2풍력발전단지(석보면 삼의리/17기)

•GS E&R 영양풍력발전단지(영양읍 무창리/18기)

영양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2013. ~ 2015. 입암면 연당리 일원, 2,612백만원

•단지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 수질오염 공동방지시설 설치 등

  ※ 기업유치 : 총 5개업체(식품제조업 및 장비제조업)

남영양농공단지 

조성사업

•2013. ~ 2015. 석보면 일원, 1,585억원

•육성작목 : 일본산 표고버섯(착한송이) 등 5종

•버섯배지 생산공장, 버섯특화마을 조성 및 유통

버섯특화육성사업

국가기관 건립 및 투자 유치로 지역경제 변화 2015년도 주요시책

The most traditionally Korean Yeongyang

가장 한국적인 영양 2015 영양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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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먼저랄 것도 없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진행시킬 수 있었던 것은 군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일궈낸 쾌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영양은 미래를 선도하는 

희망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해 

           더욱 행복했습니다!

주요성과 및
수상내역

Ⅴ THE MOST
TRADITIONALLY

KOREAN
YEONG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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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의 땀이 

자양분으로 거듭나 

내일의 희망이 됩니다.

▶ 찾아오는 영양, 함께하는 영양

    •제10회 영양산나물축제 및 제8회 지훈예술제 개최

    •2014 영양고추 H.O.T Festival 개최

    •제17회 영양고추아가씨 선발대회 개최

    •세계유교음식페스티벌 개최

    •빛깔찬 영양김장축제 개최

    •분재예술대전 개최

    •전유성과 함께 걷는 외씨버선길 걷기축제 개최

    •전국장사씨름대회 개최

    •크로스컨트리 전국 자전거대회 개최

    •경북도지사기 생활체육 합기도대회 개최

    •경북도지사기 생활체육 댄스스포츠 개최

▶ 미래 신성장 기반 구축

   •청기터널 건설

   •국도31호선(영양~입암) 선형개량

   •국도88호선(한티재) 위험도로 개량

   •지방도920호선(영양~청송) 도로개설

   •영양풍력발전단지 조성

   •남영양농공단지 조성

▶ 살고좋고 찾고싶은 영양만들기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읍면소재지 정비사업

   •영양마을만들기 사업

   •그린영양만들기

   •반변천 및 동부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하수도 설치 및 확장

▶ 대형국책사업 본격추진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

   •국립멸종위기종 복원센터 건립

   •한우개량사업소 영양사업장 건설

주요사업 
추진성과

가장 한국적인 영양  The most traditionally Korean Yeongyang2015 영양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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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유공 (대한적십자사)

2014 보건의날 보건사업 평가 (경상북도)

2014 보건진료사업 성과대회 (경상북도)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평가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2014년 적십자모금 유공 (경상북도)

2014 식량생산시책 추진평가 (경상북도)

2014년도 한국자치경쟁력평가((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

최우수(표창패)

최우수(표창패)

우수(표창패)

우수(표창패)

최우수(표창패)

장려(표창패)

경영활동부문 우수(인증서)

▶ 맞춤형 보건복지

   •원격영상진료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감염병관리사업

   •지역응급의료 네트워크 구축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동진료

   •찾아가는 행복병원 이동진료

   •찾아가는 행복배달센터 운영

   •찾아가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 꿈을 키우는 교육

   •영양군 향토생활관 및 영양학사 운영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

   •교육환경개선사업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

   •초·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재)영양군인재육성장학금 지원

   •카이스트 과학캠프 운영

모두가 주목하는 창조의 영양으로

오늘 보다 나은 매래를 향합니다.

영양군 
수상내역

가장 한국적인 영양  The most traditionally Korean Yeongyang2015 영양군정



5150

영양의 청정 자연과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세요!

영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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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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발톱 등 야생화 5천여본이 전시되어 있다.

경북 북부지역의 산촌 문화에 대한 조사, 연구, 전시 교육을 목적으로 

조성된 이 박물관은 우리 조상의 소중한 산촌문화를 다양한 모형과 

해설로 알기 쉽게 재현되어 있다. 특히, 이곳에서는 산촌마을과 생활체험 

공간을 갖춘 야외전시장이 조성되어 있어 볼거리와 체험학습의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살아있는 예술품 

분재야생화 테마파크

산촌의 삶과 문화를 체험하다 

영양산촌생활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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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에 폐광지역 오염방지 사업을 실시하여 

오염원을 완전 밀봉하여 매립한 후 객토를 실시하여 

공원부지를 조성하고 각종 편의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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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되어 지고 있다.

일월산 자생화공원

일월산(1,219m) 산세는 하늘에 우뚝 솟아 웅장하고 거대하며 산정은 

평평하다. 동쪽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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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필된 곳이고, 

최해월 동학교주가 수도하였고, 의병활동이 가장 왕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초대 구세군 총사령관 김해득의 출생지이다.

민족의 산 

일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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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몸이 치유되게 하는 자연치유마을로 무공해 농산물 생산과 활토구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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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치유생태마을 대티골

버선을 닮은 4개군(청송, 영양, 봉화, 영월)이 함께 모여 시작한 

외씨버선길은 2010년 7월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조성되었으며, 청송읍에서 시작하여 강원도 영월읍까지 

13개 구간 총연장 200km의 명품 도보 길이다.

영양은 4개 구간 51.8km가 개통 되었으며, 4개군 종합안내센터

(HUB)가 영양전통시장 내에 위치해 있다.

www.beosun.com

외씨버선길 영양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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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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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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훈문학관

광산문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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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는 곳이다.

전통을 이어온 언덕 

장계향과 이문열의 두들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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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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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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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디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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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기념물 

제78호)이 마을 한복판에 널찍이 자리 잡고 있다.

빛을 찾아가는 길 

조지훈과 주실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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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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은 그의 문학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다. 

감천마을은 낙안오씨 집성촌이며 마을 앞에는 천연기념물 제114호인 측백수림과 

침벽공원이 있다.

영양군 석보면 맹동산(808m) 일대에는 스페인 악시오나사의 풍력발전단지가 

현재 41기가 가동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추가로 17기가 더 건설될 예정이다. 

또한 영양읍 무창리 일대에는 2015년까지 GS E&R에서 18기의 풍력발전단지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에 있어, 영양군의 자연 환경과 함께 이국적인 풍경을 

연출하는 풍력발전단지가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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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편에는 수령이 400년이 넘는 은행나무가 연못과 조화를 이루며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다.

선바위는 절벽과 강을 사이에 두고 깎아 세운듯 하나, 언뜻 보기에는 거대한 

촛대를 세워 놓은 것 같은 바위이며, 남이포는 조선시대 장군인 남이장군이 

역모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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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을 울리는 서정 

오일도와 감천마을

작은 실바람도 거대한 

에너지로 만드는 곳 

영양풍력발전단지

자연이 만든 영양의 아름다운 정원 

서석지

사계절 즐거운 감동 

선바위관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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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동산(808m)의 깊은 골짜기에서 시작된 삼의계곡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물이 맑고 차갑다. 울창한 원시림과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천주교 성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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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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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하계곡과 죽파계곡은 수비면 죽파리로 가는 지방도를 따라 이루어진 

계곡이며, 울창한 소나무 숲이 인상적인 매봉산 자락에 위치하여 

한여름에도 발을 담그면 시릴 정도로 차가우며 깨끗한 물과 울창한 숲이 

작은 개울을 끼고 아름답게 펼쳐져 있다. 아직 외지인의 발길이 닿지 않은 

이곳 원시림은 시원한 그늘과 쾌적함을 선사하고 있다.

수하계곡, 울련산을 옆에 두고 있는 본신계곡은 울진군 온정면 백암

온천으로 가는 길목에 펼쳐져 계곡길이가 장장 6km에 달한다. 무더운 

여름철이나 눈 쌓인 겨울철에는 그 즐거움을 더해주는 곳으로 경북 

내륙지방을 동해로 이어주는 길목역할도 하고 있어 그대로 차를 몰아 

울진으로 가면 푸른바다가 눈앞에 펼쳐진다.

삼의계곡

수하계곡

송하/죽파계곡

본신계곡

우리나라에서 반딧불이 개체수가 가장 많은 이곳은 반딧불이 생태체험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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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는 생태체험 

반딧불이 생태공원

각박한 일상에 지친 이들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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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계곡

삼의계곡

수하계곡

죽파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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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 자연경관을 지닌곳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산 186번지 흥림산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생태계를 유지, 보전하면서 산에서 느낄 수 있는 

최대한 건강한 휴양활동을 제공하여 산림을 통한 국민 건강 활동 증진에 

기여하며, 더불어 산림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이용하여 다양한 이용기회와 

휴식공간 및 자연학습교육 산림교육장과 체험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태백산의 지맥이 동으로 내려와서 백암산으로 뻗어가는 중간에 위치한 

검마산 자락에 자리잡고 있으며, 임상은 대부분 침,활엽수 중경목 이상으로 

구역내 소나무숲은 미림보존단지로 지정될 만큼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잘 

조성된 숲탐방길과 산림욕장이 인상적이다. 주위에 자연경관이 빼어난 

수하계곡과 죽파계곡이 위치하고 있다.

수비면 본신리에 위치하며 일반 소나무와 달리 줄기가 곧바르고 마디가 길고 

껍질이 유별나게 붉은 소나무인 금강송이 자생하고 있다. 아름답고 청정한 

본신 계곡을 끼고 있다. 이 자원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금강소나무의 

우수성을 알리고, 산림생태를 보로하는 마음과야생 동식물을 관찰하고, 

물놀이 체험활동을 함으로써 협동심, 공동체 의식, 심신수련 및 자연애호의 

마음을 고취시킬 수 있다.

흥림산 자연휴양림

검마산 자연휴양림

금강송생태경영림

도심에서 벗어나 

휴식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휴양림과 생태경영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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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자라나는

다양한 특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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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고추의 재배특성

- 일교차가 크고 일조시간이 많은 산간 고랭지에서 재배된다.

- 고추재배 적지의 토양 조건을 갖추고 있다.

- 재배농가 대부분이 고추재배 전문가이며, 품종선택, 

   재배관리요령, 건조기술이 타지역보다 앞선다.

- 전국에서 특화비중이 가장 높고, 수비초 등 영양재래 

   특수품종을 재배한다.

영양고추의 우수성

- 맛과 향이 뛰어나며, 색깔이 곱고 선명하다.

- 고춧가루는 물에 뜨며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하여도 진한 

   맛을 낼 수 있다.

- 과피가 두꺼워 고춧가루가 많고 질감이 좋으며 고추씨가 

   적다.

- 매운맛이 적당하고 당도가 높다.

영양사과

싱그러운 향과 풍부한 비타민C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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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지역보다 

뛰어나고, 과피가 얇고 조직이 치밀하고 과즙이 많아 아삭아삭한 

씹는 맛이 뛰어나다. 특히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한 산간고랭지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재배되며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영양복숭아

영양 복숭아는 특유의 향기가 진한 고품질 복숭아로 시중에 인기가 

높습니다. 영양복숭아는 마산대우백화점에 정기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청정영양 일월산 자락의 맑은 공기, 풍부한 일조량, 

깨끗한 물 등 최적의 기후조건을 갖추고 산풀퇴비와 유기농법으로 

재배합니다.

영양배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해 과피가 얇고 수분이 많으며 당도가 높다. 

특히 아삭아삭하고 껍질이 얇고 매끈하며 그 시원한 맛이 일품이다.

영양의 고운햇살을 가득담은 전국 제일의 특산물 영양고추는 전국 으뜸 농산물 전시회에서 총 8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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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제일의 특산물 

영양고추

청정자연이 만든 

영양사과, 복숭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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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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에서 대대로 빚어오던 가양주인 초화주는 천연암반수와 백미를 

발효시킨 증류주로 다양한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다.

영양에서 자란 산나물 100% 영양산채 초화주/머루주/복분자와인/영양막걸리

어수리 나물

- 어수리는 봄에 어린순을 식용하고, 한방에서 어수리 뿌리를 

   만주독활이라 하여 중풍, 신경통, 요통, 두통, 해혈, 진정, 

   진통, 미용 등에 약재로 사용한다.

곰취 나물

- 향미가 특히 좋은 곰취는 어린 잎을 그대로 먹어도 몸에 

   좋고, 살짝 데쳐서 무침을 해도 맛과 향이 뛰어나다. 

   뿐만아니라 묵나물, 곰취김치 등으로도 좋다.

- 한방에서 뿌리, 줄기를 말려 호로칠이라 하는데, 해수, 

   백일해, 천식, 요통, 관절통, 타박상 등에 처방한다.

고사리

- 고사리는 순이 올라와서 어린애 주먹처럼 잎이 활짝 펴지지 

   않았을 때 채취하여 삶아서 식용으로 쓴다.

- 향약집성방에 고사리는 '성질이 차고 활하며 맛이 달다. 

   갑자기 열이 나는 것을 내리고 오줌을 잘 누게 하며 

   잠을 잘 자게 한다'라고 나와 있다.

영양 초화주(椒花酎)

- 지하 164m 암반수와 백미를 주원료로 발효시킨 증류주다.

- 일월산 자락에서 캐낸 천궁, 당귀, 황기, 오가피, 갈근 등의 약재와 후추가 

   첨가되며 증류시에 아카시아 꿀이 더해져 단맛, 

   쓴맛, 매운맛, 떫은맛 등의 다양한 맛이 어우러진다.

- 2000 한국전통식품 세계화를 위한 품평회 전통주류부문 「금상」수상(초화주)

- 2000 「서울 ASEM정상회의」공식주 사용(초화주)

- 2006 대한민국 우수특산품 「대상」수상(머루주)

- 2008 대한민국 우수특산품 「대상」수상(초화주)

- 2012 소믈리에와 경북전통주와의 만남 「와인분야 대상」수상(일월산 복분자주)

영양막걸리

영양 양조장은 1926년에 설립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막걸리를 빚는 양조장 중 

가장 오래된 양조장이다. 

영양생막걸리는 쌀과 밀가루 반반씩 섞은 만큼 색깔 또한 누르스름하지도, 

뽀얗지도 않은 반반이다. 톡 쏘는 청량감이 있다든가 진하다는 느낌 없이 다만 

약간 달착지근한 맛에 시원한 맛을 겸하고 있다. 그러나 입맛에 길들게 되면 긴 

여운을 주는 맛이다. 즉, 잔이 거듭될수록 마시는 즉시 입맛을 다시게 만드는 

미묘한 감칠맛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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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월산 맑은 물과 깨끗한 환경에서 먹고자란 최고급 상표 영양한우는 선홍색 윤기와 고르게 분포된 

우유빛 지방으로 육질이 부드러워 특허등록 되어있다.(등록번호 0535384호)

두들마을 장류

- 영양에서 재배한 콩 중에서도 깐깐하게 선별하였다.

- 전통 가마솥에 장작불을 사용해 삶은 콩은 그 맛과 향이 살아 있다.

- 메주 건조시 무농약 짚을 이용해 메주에 어떤 불순물도 들어가지 않으며, 

   황토방에서 2차 건조하여 효소의 활동을 원활하게 한다.

- 숨 쉬는 옹기에서 숙성된 제품을 주문 즉시 떠서 보낸다.

- 인공감미료와 방부제를 일절 사용하지 않아 자연 그대로의 맛을 

   느낄 수 있다.

영양 우리식품 장류

- 우리된장 : 영양에서 생산된 양질의 콩만을 엄선하여 맑은 물과 3년 

   이상 묵힌 천일염으로 만들어 자연 발효·숙성하였다.

- 우리고추장 : 전통방식 그대로 시골 할머니들께서 손수 만들어 장독 

   속에 1년 이상 자연 발효·숙성하였다.

- 우리청국장 : 볏짚을 이용하여 자연발효하였다.

- 우리간장 : 영양에서 생산된 최고급 콩을 엄선하여 전통옹기에 담아 

   숙성시켰다.

영양 산해원 장류

- 영양에서 생산된 최상품 고추와 재래종 콩만을 사용한다.

- 직접 만든 쌀조청으로 고추장을 만든다.

- 숨 쉬는 전통옹기 항아리에 담궈 오랜 숙성과정을 거친다.

- 메주콩은 가마솥에서 장작불을 이용해 삶아 낸다.

- 우리 통밀로 만든 밀메주, 쌀메주를 많이 넣었다.

조상의 지혜가 깃든 전통장류 영양에서 나고 자란 최고급 상표 영양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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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토종 일월산 흑염소는 

자연 농업방식으로 방목하였으며, 인근에서 

생산되는 천궁과 당귀 등의 약초를 먹고 자라 

건강하고 육질이 좋은 고급 약염소이다.

우리나라 대표 토종

일월산 흑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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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자연의 숨결이 살아 있는 일월산 자락의 대티골 

마을에서 자란 산마늘과 두메부추는 영양의 대표 

특산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수십 년간 한 곳을 한결같이 지켜온 발및의 행복줍는 

마을 '대티골 사람들'이 정성으로 키웠다.

영양야콘

땅속에서 나는 무공해 과일이라 불리우며, 시원하고 담백하며 아삭

아삭 씹히는 맛이 일품이다.

자연이 만든 영약, 천마

영양군의 산간 오지에서 유기농으로 재배하여 그 성분 및 약효가 

탁월하다. 천마음료, 천마과립, 천마분말, 천마액, 생천마, 건천마가 

있다.

상황버섯

청정자연과 똑같은 영양 최적의 조건에서 재배되어 자연 그대로의 

영양성분을 지니고 있다.

영양 벌꿀

청정 자연에서 채밀하여 진한 맛과 향이 그대로 살아있는 자연이 

만들어낸 영양식품이다.

대티골 두메부추

- 아주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자생하고 있기 때문에 두메부추라고 

   하며 몸을 덥게하는 보온효과가 있어 감기예방에 좋다.

- 아릴성분은 소화를 돕고 장을 튼튼하게 하며 강정효과가 있다.

대티골 산마늘

- 고산지대와 울릉도에 자생하는 마늘냄새가 나는 산나물로 자양강장, 

   이뇨, 피로회복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 즙, 절임, 쌈 등으로 먹을 수 있는 건강식품이다.

영양의 우수 농·특산물 영양의 새로운 산나물 브랜드 산마늘, 두메부추

가장 한국적인 영양  The most traditionally Korean Yeongyang2015 영양군정



7574

영양군
관광지도



The most traditionally Korean 
Yeongyang 2015영양군정

www.yyg.go.kr



The most traditionally Korean 
Yeongyang 2015영양군정

경북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
영양군청 기획감사실 054)680-6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