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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4�> 운수업체 현황

제 �3목 자동차운수 엽종별 자동차 보유 현황

영양군의 업종별 자동차 보유 현황은 〈표 �5 �- �1�3�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9 년에는 여객시

내버스가 �1�6 대 �, 택시는 �3�3 대로 총 �4�9 대를 보유하였으며 그후 �6년이 지난 �1�9�9�6 년 �1월의 업종

별 자동차 보유 현황을 보면 시내버스가 �1�6 대로 �1�9�8�3 년과 동일하며 택시는 �3�6 대로 �3대가 증

가되었고 전세버스는 �9대인데 �1�9�8�3 년에는 전세버스가 없었다 �. 그리고 기타 버스 �(특수 �) 는 �7

대로 총 �6�1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1�9�8�3 년보다 약 �1�2�% 증가되었다 �.

〈표 �5 �- �1�3�5�> 자동차업체수 및 보유대수 �(�1�9�9�6�.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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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2�4�0 �2�6 �1�6�6 �4�8 �5�3 �8 �2�4 �2�1
�1�9�8�4 �2�6�7 �2�8 �1�9�6 �4�3 �6�0 �8 �3�1 �2�1
�1�9�8�5 �3�2�9 �2�1 �2�5�1 �5�7 �7�7 �1�0 �4�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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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 �9 �1�1 �1�7�7 �1�1 �1�5�5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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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관광 � 교통 �i�i�i �3�9�1

〈표 �5 �- �1�3�3�> 자동차 등록 현황 �(�1�9�9�6�. �1�. �3�1�.�)

제 �2목 자동차 운수사업 현황

영양군의 자동차운수사업체 현황을 〈표 �5 �- �1�3�4�> 에서 보면 �1�9�9�6 년 �1월 현재 버스 �( 시내버

스 �) 업체는 영양버스 �( 주 �) 업체가 �1개가 있으며 전세버스 �( 일월산관광 �) 업체는 �l 개 업체 �, 택시
�( 영양택시 �) 업체는 �l 개 업체로 총 �3개의 자동차운수사업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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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암방전
�4�,�4�3�2 �3�,�7�4�4 �2�2�1 �4�6�7입암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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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월도계

일윌용화
�1�,�2�8�3 �1�,�0�3�9 �5�2 �1�9�2

칭기행화
�7�0�0 �1�,�0�0�2 �4�3�6 mμ �4�4�3일월도계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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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영양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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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교통량을 차량 종류별로 보면 �, �1�9�8�8 년에 비해 승용차의 통행량이 급증하고 있다 �.
국도 �3�1 호의 입암 방전에서 영양동부 구간 통행한 차량들 가운데 �, �1�9�8�8 년에 비해 �1�9�9�5 년 승

용차는 �9�.�4 배 증가했고 �, 버스와 화물차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지방도 �9�1�8 호 영

양동부에서 영양무창 구간의 경우 �, 이 기간에 승용차는 �8�.�9 배 �, 화물차는 �4�.�3 배 �, 그리고 버스

는 �2�.�5 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 이와 같이 국도 �3�1 호 및 지방도 �9�1�8 호와 국가지원지

방도 �8�8 호를 중심으로 교통량의 증가 추세는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 도로의 신

설 � 확충과 포장 및 도로망 체계의 개선으로 이러한 교통량의 증가분은 어느 정도 흡수될

것으로 추정된다 �.

〈표 �5 �1�3�2�> 노선별 교통량 현황 단위 �: 대 �/ 일

자료 �: �1�9�8�8 년 자료는 〈영양군농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 �)�, �3�2�7 쪽 �.

�1�9�9�5 년 자료는 건설교통부 �, �<
’

�9�5 도로교통량통계연보 �)�, �1�9�9�6�.

저 �1�2 항 차량 현황

제 �1목 연도별 자동차 등록 현황

영양군의 자동차 등록 현황을 연도별로 〈표 �5 �-�1�3�3�> 에서 보면 �1�9�8�3 년의 자동차 등록 총계

는 �2�4�0 대이며 그 중 �2�6 대가 관용이고 �, 자가용은 �1�6�6 대 �, 영업용은 �4�8 대를 보유하였는데 �, �1�2 년

이 지난 �1�9�9�5 년의 자동차등록 총계는 �3�,�2�4�2 대로 약 �1�3�.�5 배가 증가되었으며 그 중 관용은 �7�9

대로 �3배 �, 자가용은 �3�,�0�1�5 대로 약 �1�8�.�2 배로 증가되었고 �, 영업용은 �1�4�8 대로 약 �3�.�1 배가 증가되

었다 �.



제 �5장 관광 � 교통 홉 �3�8�9

는 영양읍의 중심지를 통과하지 않지만 �, 국도 �3�1 호와 군의 경계 사이를 대체로 평행하게 남

북방향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동안 낙후되었던 이 지역들에 대한 개발의 잠재력을 확대

시켰다고 할 수 있다�.
영양군의 군도들은 국도와 지방도가 통과하지 않는 지역들에 형성되어 이들을 이어지는

역할을 하거나 �, 또는 최근 신설된 군도들은 이 도로들로부터 군의 경계까지 건설되어 있다�.

군도 �3�.�4�,�5�,�8�,�1�5 호는 전자의 경우에 속하며 �, 군도 �2�,�1�0�,�1�1�,�1�3�,�1�4�,�1�6 호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된다 �.

또한 군도들은 그 연장이 �7 �� �1�2�k�m 사이 인 도로와 �0�.�5���2�.�5�k�m 사이인 도로로 구분될 수 있

다 �. 도로관리체계의 개편 이후�, 영양군의 도로망은 과거 영양읍 중심의 중복된 �Y자형에서

벗어나 대체로 격자망 모양으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 군도가 이들 사이를 연결해 줌으로써

도로망의 효율성과 접근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 �6목 교통량

영양군의 교통량은 국도 �3�1 호선과 지방도 �9�1�8 호 및 국가지원지방도 �8�8호에 집중되어 있는

데 �, 최근 교통량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이러한 교통량의 급증은 우리 나라의 전

반적인 교통량 증대와 더불어 군내 도로의 확충 및 포장사업의 완료 등에 기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교통망 체계의 개선 이후 교통량의 흐름도 어느 정도 달라졌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발표된 자료의 한계로 기존의 교통망에 기초하여 교통량을 분석해 볼 수 있다 �(표 �5 �- �8�2�)�.

�1�9�8�8 년의 경우 �, 국도 �3�1 호의 하루 차량 통행 량은 �1�.�4�6�0 대로 �, 화물차가 �7�3�5 대로 전체의 절

반을 차지했고 �, 승용차와 버스가 각각 �3�9�8 대 및 �3�1�4 대 통행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 표 �5 �- �8�2�>

참조 �)�. 지방도 �9�1�8 호의 하루 차량 통행 량은 �5�0�9 대로 국도의 �1�/�3 정도이고 �, 국가지원지방도

�8�8 호의 하루 차량 통행량은 �2�8�1 대였다 �. 지방도에서도 화물차의 통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했다�. �1�9�8�8 년 군도의 경우 차량 통행량이 가장 많았던 도로는 �2�2�0 호 도로로서 하루 평균

�2�0�0 대의 차량이 통행한 것으로 추정되며 �, 그 다음 순으로 �2�2�1 호 �, �2�2�5 호 도로에서 각각 �1�5�0

대 및 �1�0�0 대 정도 통행했고 �, 그 외의 군도에는 하루 차량 통행량이 �1�0�0 대 이하인 것으로 추

정되었다 �. �( 영양군 농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 �1�9�8�9�. �3�. �2�7�. �8장 참조 �)

�1�9�9�5 년 차량통행량은 급증하여 �, 국도 �3�1 호의 경우 �3배 이상 �, 지방도들은 �5배 정도 증가했

다 �. 국도 �3�1 호를 측정구간별로 구분해 보면 �, 청송군 진보에서 입암면 방전리로 하루 �4 ‘ �4�3�2 대

의 차량이 왕래했으며 �, 여기서부터 영양읍의 동부리까지는 역내 교통량이 합쳐져서 �4�,�6�8�4 대

에 달하게 되었다 �. 영양읍의 중심을 통과한 이후 교통량은 점차 감소하여 하루 통행량은

�3�,�1�5�2 대였고 �, 지방도 �9�1�8 호 및 국가지원지방도 �8�8호와 분기된 이후 교통량은 크게 감소하여

�1�.�2�8�3 대 통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방도 �9�1�8 호의 차량 통행량은 청기면 행화리에서 일월

면 도계리까지 하루 평균 �1�. �0�0�0 대였고 �, 국도 �3�1 호와 합쳐진 후 다시 영양읍의 동부리에서 무

창리까지는 하루 �2�.�5�4�6 대였다 �. 일월면 문암리에서 시발하는 국가지원지방도 �8�8 호의 통행량도

급증하여 하루 �1�.�2�6�8 대가 왕래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



�3�8�8 용 저 �1�5편 산업 � 경제

도로로 총길이는 �1�0�A�k�m 이고 그 중 포장된 도로는 �8�.�6�k�m�, 사리도는 �1�.�8�k�m 이다�. 청기면 청기

리에서 석보면 요원리를 잇는 �4번 군도는 포장도가 �8�.�5�k�m�, 사리도가 �1�5�.�3�k�m 로 총 �2�4�.�3�k�m 이

다 �. �5 번 군도는 석보면 지경리에서 영양읍 대천리를 잇는 도로로 총길이가 �1�2�.�3�k�m 인데 그

중 �6�.�0�k�m 는 포장도이고 �4�.�3�k�m 는 사리도이며 �2�.�0�k�m 는 아직 미개통된 부분으로 남아 있다 �. 일
월면 도곡리에서 수비면 송하리를 잇는 군도는 �8번 도로인데 총길이가 �1�6�.�9�k�m 로 그 중 포

장된 도로는 �1�.�0�k�m 이며 포장되지 않은 사리도는 �1�5�.�9�k�m 이다 �. �1�0 번 균도는 수비면 수하리의

도로로서 총길이는 �9�.�0�k�m 인데 포장된 부분은 �2�A�k�m 이고 비포장 부분은 �2�.�1�k�m 이며 아직 개

설되지 못한 부분은 �4�.�5�k�m 이다 �.
업암면 연당리에서 입암면 금학리를 잇는 �1�1 번 군도는 포장도가 �4�.�6�k�m 이고 �, 사리도는

�3�A�k�m 이며 아직 미개통된 부분은 �2�.�0�k�m 로 총 �1�O�.�O�k�m 이다 �. �1�3 번군도는 영양읍 양구리의 도로

로 총길이가 �0�.�7�k�m 인데 아직 비포장 도로이다 �.

산해와 진안을 잇는 �1�4 번 군도는 총길이가 �0�.�5�k�m 인데 아직 개통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
�1�5 번 군도는 영양읍 하원리와 일월면 곡강리를 잇는 도로로서 총길이가 �7�.�0�k�m 인데 아직 포

장되지 않은 상태의 사리도이다 �. �1�6 번 군도는 영양읍 무창리의 도로로 총길이는 �2�.�5�k�m 이고
아직은 개통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 석보면 요원리와 석보면 답콕리를 잇는 �1�7 번 군도는 포

장도가 �2�.�5�k�m 이고 �, 사리도는 �1�3�.�2�k�m 로 총 �1�5�.�7�k�m 이다 �. �1�8 번 군도는 청기면 정족리에서 청기

면 토곡리까지의 도로로 총 길이가 �6�.�6�k�m 언데 아직 포장되지 않은 사라도이다 �.

제 �5목 교통망

영양군의 교통망은 국도 � 국도준용도 � 지방도 � 군도 및 기타 도로로 구성되어 있다 �( 표

�5�-�8�1 참조 �) �. 울산과 신고산 간에 건설되어 있는 �3�1 호 국도는 청송군 진보면에서 입암면 방

전리로 들어와서 대체로 남북 방향으로 영양군의 중간을 통과하여 일월면 용화리로 나가고

있다 �. 이 도로는 영양군에서 가장 기간 �( 양幹 �) 이 되는 도로로서 �, 군내 부분의 연장은 �4�4�A�k�m

이며 �, 통행량도 상대적으로 제일 많은데 최근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 지방도 �9�2�4 호에서 최근

승격된 국도준용도로 �8�8호는 일월면 문암리에서 국도 �3�1 호로부터 분기되어 수비면 신원리를

지나서 울진군의 백암을 지나 평해로 이어지며 �, 영양군 북부지역의 주요한 통행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도로 등급별 현황은 제�5편 �1�0장 관광교통 참조 �)

지방도 �9�1�8 호는 봉화 -강구노선으로 청기면 행화리로 들어오�} 대체로 동서 방향으로 영양

군의 중간을 통과하여 영양읍의 무창라로 나가서 영해로 이어진다 �. 군도 �2�2�0 호 및 �2�2�2 호에

서 군도 �1호 및 �6호로 명칭 변경되었다가 최근 합쳐져서 승격된 지방도 �9�1�1 호는 일월면 가

곡리에서 시발하여 석보면 화매리를 지나 영덕군에서 �3�4호 국도와 이어진다 �. 또한 군도 �2�2�4
호 및 �2�2�5 호에서 군도 �7호 및 �9호로 명칭 변경되었다가 신설된 군도 �1�2 호와 합쳐져서 승격

된 지방도 �9�1�7 호는 석보면 화매리에서 시발하여 수비신암을 거쳐 울진군에서 �3�6호 국도와

이어지며 �, 군내 부분의 도로 연장은 �6�7�.�8�k�m 이다�. 최근 승격된 지방도 �9�1�1 호와 지방도 �9�1�7 호



S三:그닙킥
노선

노선명 시점-종점
연 장

포장율�6�-�t�:�:�j�i�:�:®

번호 겨l 포장도 사리도 미개통

총계 �3�2�9�.�4�6�3 �2�1�4�.�1�1�3 �1�0�1�.�3�5 �1�4�.�0 �6�5�%

소계 1개 노선 �4�4�.�4�3�3 �4�4�.�4�3�3 �1�0�0�%

국도 �3�1Ö8 울산-신고산 입암방전 일월용화 �4�4�.�4�3�3 �4�4�.�4�3�3 �w
소계 1개 노선 �1�3�.�6 �1�1�.�9�5 �1�.�6�5 �8�9�%

국가지원
�8�8Ö8 하남 울진 일월문암-수비신원 �1�3�.�6 �1�1�.�9�5 �1�.�6�5 �8�8�%

지방도

소계 3개 노선
�( �1�2�.�0�3�8�) �<�1�2�.�0�3�8�)

�J �Çt�- �8�0�%
�1�4�7�.�0�3 �1�1�7�.�6�3

지방도 �9�1�1Ö8 지품 일월 석보화매 일월가곡
�(�6�.�0�) �(�6�.�0�) �w
�3�4�.�8 �3�4�.�8

�9�1�7Ö8 석보 울진 석보화매 수비신암
�(�1�.�4 �<�1�.�4 �)

�2�4�.�8 �2�.�0 �6�0�%ν

�6�7�.�8 �4�1�.�0

�9�1�8Ö8 봉화 강구 청기행화-영양무창
�( �4�.�6�3�8�) �( �4�.�6�3�8�)

�2�.�6 �9�4�%
�" �4�4�.�4�3 �4�1�.�8�3

소계 �1�3¬� 노선 �1�2�4�.�4 �4�0�.�1 �7�2�.�3 �1�2�.�0 �3�2�%

군도 2호 산해-입암 입암산해-입암산해 �8�.�5 �6�.�5 �2�.�0 �7�6�%

�"
3호 정족 당리 청기정족 청기당리 �1�0�.�4 �8�.�6 �1�.�8 �8�3�%

” 4호 청기 요원 청기청기 석보요원 �2�4�.�3 �8�.�5 �1�5�.�3 �0�.�5 �3�5�%
” 5호 지경-대천 석보지경 영양대천 �1�2�.�3 �6�.�0 �4�.�3 �2�.�0 �4�9�%
” �-Ö8�8 하소。고기도 일월도곡 수비송하 �1�6�.�9 �1�.�0 �1�5�.�9 �1�%
�H �1�0Ö8 수하 서변 ÕXÂ��l¾D�7Â��lÕX�A�T¾D�4�'�-�J�:�J�] �9�.�0 �2�.�4 �2�.�1 �4�.�5 �2�7�%

�"
�1�1Ö8 금학 신사 입암연당 입암금학 �1�0�.�0 �4�.�6 �3�.�4 �2�.�0 �4�6�%

�"
�1�3Ö8 양구-창수 영양양구 영양양구 �0�.�7 �0�.�7 �0�%

�H �1�4Ö8 산해 진안 입암산해 입암산해 �0�.�5 µ��0�.�5 �0�%
�H �1�5Ö8 하원-곡강 영양하원 일월곡강 �7�.�0 �7�.�0 �0�%
�H �1�6Ö8 口 차Ì(�l�j�'�-�;�<�J �;�<�J�4�'�- Åì0��.�1�:�E�5�l�-�-Åì0��tµ����0�J�:�l�j�'�-�;�<�J �- �o�a �0�J�:�l�j�'�-�;�<�J ζ‘ι끼/ι �2�.�5 �0�%
�H �1�7Ö8 요원 답곡 석보요원 석보답곡 �1�5�.�7 �2�.�5 �1�3�.�2 �1�6�%
ν �1�8Ö8 정족 토곡 청기정족-청기토곡 �6�.�6 �6�.�6 �0�%

제 �5장 관광 � 교통 �!�I�I �3�8�7

〈표 �5 �-�1�3�1�> 영양군의 도로 현황 �(�1�9�9�6�. �1�2�. 현재 �)

제 �4목 군 도

영양군에는 군도가 �1�3 개 노선이 있는데 그 현황을 보면 〈표 �5 �- �1�3�1�> 과 같다 �. �2번 군도는

입암면 산해리 �- 입암면 산해리로 총길이가 �8�.�5�k�m 인데 그 중 포장된 도로가 �6�.�5�k�m 이고 포장

되지 않은 사리도가 �2�.�0�k�m 이다 �. 그리고 �3번 군도는 청기면 정족리에서 청기면 당리까지의



합계 도그「 지방도 시군도

총연장 포장도 사리도 미개수도 총연장 포장도 사리도 총연장 포장도 사리도 총연장 포장도 사리도 띠개수도

�1�9�8�0 �2�2�4�.�1�6�2 �1�.�6�1�3 �1�7�1�.�3�4�9 �5�1�.�2�0�0 �3�9�.�3�1�1 �1�.�0�8�3 �3�8�.�2�2�8 �4�9�.�6�8�0 �5�3�0 �4�9�.�1�5�0 �1�3�5�.�1�7�1 �8�3�.�9�7�1 �5�1�.�2�0�0

�1�9�8�1 �2�2�9�.�4�2�6 �2�.�5�5�3 �1�7�4�.�6�7�3 �5�2�.�2�0�0 �3�9�.�3�1�1 �1�.�0�8�3 �3�8�.�2�2�8 �5�3�.�9�4�4 �1�.�4�7�0 �5�2�.�4�7�4 �1�3�5�1�7�1 �1�1�7�.�2�7�1 �1�7�.�9�0�0

�1�9�8�2 �2�2�8�.�4�2�6 �3�.�2�2�3 �2�0�1�.�2�0�3 �2�4�.�0�0�0 �3�9�.�3�1�1 �1�.�7�5�3 �3�7�.�5�5�8 �5�3�.�9�4�4 �1�.�4�7�0 �5�2�.�4�7�4 �1�3�5�.�1�7�1 �1�1�1�.�1�7�1 �2�4�.µL�O

�1�9�8�3 �2�2�8�.�4�2�6 �3�.�2�2�3 �2�0�1�.�2�0�3 �2�4�.�0�0�0 �3�9�.�3�1�1 �1�.�7�5�3 �3�7�.�5�5�8 �5�3�.�9�4�4 �1�.�4�7�0 �5�2�.�4�7�4 �1�3�5�.�1�7�1 �1�l�l�.�1�7�1 �2�4�.�0�0�0

�1�9�8�4 �2�2�8�.�4�2�6 �3�.�8�1�9 �2�0�0�.�0�6�7 �2�4�.�0�0�0 �3�9�.�3�1�1 �2�.�3�4�9 �3�6�.�9�6�2 �5�3�.�9�4�4 �1�.�4�7�0 �5�2�.�4�7�4 �1�3�5�.�1�7�1 �1�l�l�.�1�7�1 �2�4�.�0�0�0

�1�9�8�5 �2�2�8�.�4�2�6 �1�1�.�8�1�6 �1�9�6�.�6�1�0 �2�0�.�0�0�0 �3�9�.�3�1�1 �4�.�5�4�6 �3�4�.�7�6�5 �5�3�.�9�4�4 �1�.�4�7�0 �5�2�.�4�7�4 �1�3�5�.�1�7�1 �5�.�8µL �1�0�9�.�3�7�1 �2�0�.�0�0�0

�1�9�8�6 �2�2�8�.�2�6�8 �2�6�.�9�4�7 �1�8�1�.�3�2�1 �2�0�.µL�O �3�9�.�1�5�3 �1�8�.�6�0�7 �2�0�.�5�4�6 �5�3�.�9�4�4 �1�.�4�7�0 �5�2�.�4�7�4 �1�3�5�.�1�7�1 �6�.�8�7�0 �1�0�8�.�3�0�1 �2�0�.�0�0�0

�1�9�8�7 �2�2�6�.�8�5�2 �3�8�.�2�3�3 �1�6�8�.�6�1�9 �2�0�.�0�0�0 �3�7�.�7�3�7 �2�9�.�8�9�3 �7�.�8�4�4 �5�3�.�9�4�4 �1�.�4�7�0 �5�2�.�4�7�4 �1�3�5�.�1�7�1 �6�.�8�7�0 �1�0�8�.�3�0�1 �2�0�.Å`�O

�1�9�8�8 �2�2�6�.�8�5�2 �4�2�.�0�9�3 �1�7�4�.�7�5�9 삐’m �3�7�.�7�3�7 �3�1�.�6�5�3 �6�.�0�8�4 �5�3�.�9�4�4 �3�.�5�7�0 �5�0�,�3�7�4 �1�3�5�.�1�7�1 �6�.�8�7�0 �1�1�8�.�3�0�1 �1�0�.�0�0�0

�1�9�8�9 �2�2�6�.�8�5�2 �7�1�.�7�4�3 �1�4�5�.�1�0�9 �1�0�.�0�0�0 �3�7�.�7�3�7 �3�1�.�7�0�3 �6�.�0�3�4 �5�3�.�9�4�4 �1�5�.�3�7�0 �3�8�.�5�7�4 �1�3�5�.�1�7�1 �2�4�.�6�7�0 �1�0�0�.�5�0�1 �1�0�.Å`�O

�1�9�9�0 �2�2�6�.�8�5�2 �9�7�.�4�0�4 �1�1�9�.�4�4�8 �1�0�.¹ä�O �3�7�.�7�3�7 �3�1�.�7�0�3 �6�.�0�3�4 �5�3�.�9�4�4 �2�3�.�2�3�0 �3�±�7�1�4 �1�3�5�.�1�7�1 �4�2�.�4�7�1 �8�2�.�7µL �1�0�.�0�0�0

�1�9�9�1 �2�2�7�,�2�5�8 �1�2�8�,�6�5�3 �8�8�.�6�0�5 �1�0�.�0�0�0 �3�7�.�7�3�7 �3�1�.�6�5�3 �6�.�0�8�4 �5�8�.�0�3�0 �3�1�.�8�0�0 �2�6�.�2�3�0

�1�9�9�2 �2�1�7�.�2�6�7 �1�5�2�.�3�3�3 �6�0�.�4�3�4 �4�.�5�0�0 �3�7�.�7�3�7 �3�1�.�6�5�3 �6�.�0�8�4 �5�8�.�0�3�0 �3�8�,�3�8�0 �1�9�.�6�5�0 �1�2�1�.�5�0�0 �8�2�.�3�0�0 �3�4�.�7�0�0 �4�.�5�0�0

�1�9�9�3 �2�1�6�.�0�6�7 �1�7�7�.�2�5�7 �3�4�.�3�1�0 �4�.�5�0�0 �3�7�.�7�3�7 �3�6�.�5�3�7 �5�8�.�0�3�0 �5�2�.�7�2�0 �5�.�3�1�0 �1�2�1�.�5�0�0 �8�8�.�0�0�0 �2�9�.�0�0�0 �4�.�5�0�0

�1�9�9�4 �2�7�9�.�4�6�3 �2�0�6�.�0�1�3 �6�1�.�9�5�0 �1�1�.�5�0�0 �4�4�.�4�3�3 �4�4�.�4�3�3 �5�8�.�0�3�0 �5�3�.�7�8�0 �4�.�2�5�0 �1�7�7�.µL�O �1�0�7�. ��8�0�0 �5�7�.�7µL �1�1�.�5�0�0

�1�9�9�5 �2�6�4�.�5�3�0 �1�9�5�.�0�3�0 �5�6�.�1�0�0 �4�4�.�4�3�3 �1�4�5�.�7�0�0

�1�9�9�6 �6�6�7�.�0�6�3 �2�5�8�.�5�1�3 �3�9�4�.�5�5�0 �1�4�.�0�0�0 �4�4�.�4�3�3 �4�4�.�4�3�3 �1�4�7�.�0�3 �1�1�7�.�6�3 �2�7�.�4�0�0 �1�2�4�.�4�0�0 �4�0�.�1 �0�0 �7�2�.�3�0�0 �1�2�.�0�0�0

총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구분 포장
도로

자。포 포장 포장
겨l �- 도미근 겨| �.�-�-�- 계 �- 겨l �-

�% �% �% �%

연도
�1�9�8�8 �2�2�6�.�9 �4�2�.�1 �1�8�.�6 �2�7�8 �3�7�.�7 �3�1�.�7 �8�3�.�9 �5�3�.�9 �3�.�6 �6�.�6 �1�3�5�.�3 �6�.�8 �5�.�0
�1�9�9�4 �2�7�9�.�5 �2�0�6�.�0 �7�3�.�7 �3�4�3 �4�4�.�4 �4�4�.�4 �1�0�0�.�0 �5�8�.�0 �5�3�.�8 �9�2�.�6 �1�7�7�.�0 �1�0�7�.�8 �6�0�.�9

영양읍 �5�9�.�9 �2�3�.�6 �5�6�.�1 �4�5�7 �1�0�.�7 �1�0�.�7 �1�0�0�.0� �1�5�.�7 �1�1�.�5 �7�2�.�9 �3�3�.�4 �1�1�.�4 �3�4�.�1

입암면 �3�3�.�4 �2�4�.�4 �7�3�.�0 �4�2�3 �9�.�7 �9�.�7 �1�0�0�.0� �2�3�.�7 �1�4�.�7 �6�2�.�0
읍�

청기면 �4�2�.�1 �3�6�.�1 �8�5�.�7 �3�0�3 �1�3�.�5 �1�3�.�5 �1�0�0�.�0 �2�8�.�6 �2�2�.�6 �7�9�.�0
면

일윌변 �4�8�.�1 �4�6�.�4 �9�6�.�4 �3�8�4 �2�4�.�0 �2�4�.�0 �1�0�0�.0� �1�3�.�5 �1�3�.�5 �1�0�0�.�0 �1�0�.�7 �9�.�0 �8�4�.�1�(�9�9�4�)
수비면 �6�2�.�8 �3�8�.�0 �6�1�.�1 �2�8�9 �1�5�.�3 �1�5�.�3 �1�0�0�.0� �4�7�.�5 �2�3�.�1 �4�8�.�6

석보면 �3�3�.�1 �2�7�.�0 �8�1�.�5 �2�6�9 �3�3�.�1 �2�7�.�0 �8�1�.�5

�3�8�6 �D 저 �1�5편 산업 � 경제

데 그 중 포장된 도로는 �4�1�.�0�k�m 이고 아직 포장되지 않은 사리도는 �2�4�.�8�k�m 이고 �9�1�8 번 �( 봉

화 -강구 �) 지방도는 총길이가 �4�4�.�4�3�k�m 인데 그 중 포장도는 �4�1�.�8�3�k�m 이고 사리도는 �2�.�6�k�m 이며

국가지원지방도는 �8�8 번 도로 �( 하남-울진�) 로 일월면 문암리에서 수비면 신원리로 총길이는

�1�3�.�6�k�m 인데 포장된 도로는 �1�l�.�9�5�k�m 이고 아직 포장되지 않은 사리도는 �1�.�6�5�k�m 이다�.

〈표 �5 �- �1�2�9�) 영양군의 연도별 도로 현황 �(�1�9�9�6�. �1�1�. 현재 �) 단위 �:�m

〈표 �5 �- �1�3�0�) 영양군의 읍 � 면별 도로 현황

단위 �: �k�m�. �%�. �m�/�k�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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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 물적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 교통은 지역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물적 토대 �, 즉 사회간

접자본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한 지역의 교통 현황은 교통로의 발달 �, 교통수단의 다양화 �, 교통로의 이용량 등으로 파악

될 수 있다 �. 과거 교통로는 취락들 간의 통로로서 자연적으로 형성되었지만 �, 오늘날 교통로

는 지역사회개발�, 특히 사회간접시설 개발계획에 따라 대규모 재정 투입에 의해 건설되게

된다 �. 이에 따라 교통망이 보다 복잡해지고 �, 교통수단도 점차 다양화되게 되었으며�, 교통량

도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자동차의 보급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 자동차를 이용한

여가활동이 급증함에 따라 교통량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 이로 인해 때로 교통체증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 이러한 현상은 대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도 파급되어 �, 교통문제

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게 되었다 �.
영양군은 대도시지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내륙산간지역에 위치하여 �, 물리적

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고 해상 및 항로를 통한 교통로가 전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철도

시설도 전무한 상황으로 교통의 접근성도 매우 불리하다 �. 이에 따라 지역의 교통은 전적으

로 육로교통에 의존하고 있다 �. 그동안 영양군의 육로교통시설은 전국 및 경북 수준에 비해

매우 낮았지만 �, 최근 점차 개선되고 있다�. 영양군에는 도로가 국도 �1개 노선 �, 국가지원지방

도 �1개 노선 �, 지방도 �3개 노선 �, 군도 �1�3개노선으로 총 �1�8 개 노선이 있다 �. 이들 도로의 현황

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제 �1목 영양군의 연도별 도로 현황

영양군의 연도별 도로 현황은 〈표 �5 �- �1�2�9 �. �1�3�0�> 과 같으며 도로의 변화를 분석해 보면 도

로의 총길이가 �1�9�8�0 년에는 �2�2�4�.�1�6�2�k�m 이었는데 �1�6 년이 지난 �1�9�9�6 년의 도로의 총길이

�6�6�7�.�0�6�3�k�m 로 약 �3배가 증가되었다 �.

제 �2목 극 도

영양군을 지나는 국도는 울산-신고산을 잇는 �3�1 번 국도가 〈표 �5 �- �1�3�1�> 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영양군의 중앙 �( 입압변 방전리 -영양읍-일월면 용하리 �) 을 남북으로 지나고 있는데 �, 그

국도의 길이는 �4�4�.�4�3�3�k�m 이 다 �.

제 �3목 지방도

지방도는 �3개 노선으로 〈표 �5 �1�3�2�> 를 보면 �9�1�1 번 �( 지품 -일월�) 지방도가 석보변 화매리에

서 일월변 가곡리로 그 총길이는 �3�4�.�8�k�m 이다 �.
그리고 �9�1�7 번 �( 석보 -울진�) 지방도는 석보면 화매리에서 수비면 신암리까지로 총 �6�7�.�8�k�m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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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의 백지 �( 白파 �) 의 대용품으로 사용된다 �.
일월산 준령 무공해지역에서 재배되는 어수리는 독특한 향취와 각종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자연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당뇨 � 신경통 � 관절염 � 노화방지에 뛰어난 효능

이 있다 �.

제 �7목 곰 취

여러해살이 식물로 전체에 털이 없고 줄기는 키가 �1�m 정도이며 잎은 염통 모양이고 잎자

루가 길다 �. 꼭대기 잎은 모양이 작고 잎자루의 아래 부분은 잎집이 되어 줄기를 싸안고 있

다 �. 꽃은 머리꽃차례를 이루고 �7���8 월에 황색의 꽃이 핀다 �. 어린 잎은 봄철에 날것 또는 데

쳐서 나물을 만들고 또는 말려서 묵나물로 하기도 하는데 �, 향취와 맛이 좋다 �. 명동산 일대

의 고랭지에서 재배하고 있다 �.

제 �8목 일월산 산나물

참나물 � 곰취 � 금죽 � 나물취 � 꼬깔 � 이밥취 � 개미취 � 다래순 � 고사리 등의 일월산 산나

물은 해발 �1�.�2�1�9�m 의 심산유곡에서 채취하여 타지역의 산나물보다 향기가 뛰어나고 무기질

이 풍부하여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

제 �9목 송이

송이는 소나무 뿌리와 함께 사는 활물공생균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대륙 등에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송이는 소나무가 있어야만 생장할 수 있는 귀중한 버섯자원으로서

소나무림 중에서도 특이한 환경을 갖춘 곳에서만 자란다 �.
영양송이는 맛과 향이 뛰어나서 고가의 자연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출 등을 통한 주

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제 �5절 교 통

저 �1�1 항 영양군의 도로

교통은 취락들 간을 연결해 주는 주요 수단으로서 �, 지역내 경제적 및 사회적 상호활동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의 교류를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 즉 교통은 취락들

간의 불리적 거리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이들 간의 접근성을 증대시켜 일상생활과

생산활동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이러한 교통의 발달은 취락의 발달과 더

불어 이루어져 왔지만 과거 자급자족체제를 이루고 있었던 지역사회에서는 상호 교류가 적

었기 때문에 교통은 거의 발달하지 않았다 �. 그러나 오늘날 지역들 간 분업과 이에 따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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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목 더 덕

초롱꽃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덩굴식물로 봄에 어린 잎은 나물로 쓰고 가을에 뿌리를

채취하여 생식하거나 구워 먹고 장아찌를 만든다 �. 한방에서는 뿌리를 �7���8 월에 채취하여 햇

볕에 말려서 열을 다스리고 거담 � 폐열 제거 � 해소에 사용한다 �. 식용으로 사용하는 더덕은

독특한 향취가 있어 더덕구이 � 장아찌 � 생채 � 더덕차 등 다량의 용도로 특이한 향과 맛이

나므로 고급 영양요리로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산간고냉지에서 생산한 영양더덕은 곧고 길게 뻗어 향기와 맛이 독특하며 한방에서

는 해소�거담�해열�해독�강장제 및 폐열 제거에 효과가 있다 �.

제 �4목 천 궁

�6�0�c�m 정도 자라나는 여러해살이 풀로 뿌리줄기는 덩어리 모양으로 비대하고 마디가 있으

며 향기가 있다�. 뿌리는 굵고 연주상 �( 運珠狀 �) 을 한다 �. 잎은 어긋나고 잎자루는 길다 �. �2회 �3
출의 깃꼴겹잎이며 작은 잎은 피침형이고 톱니가 있으며 끝이 뾰족하다 �. �8���9 월에 겹상형꽃

차례에 흰 꽃이 핀다 �- 한방에서는 가을에 뿌리줄기를 채취하여 가는 뿌리를 제거하고 햇볕

에 말려서 정혈진정약으로 부인병에 쓰이는 중요한 약재이다�. 또 치조 � 풍산제 � 보혈용으로

사용한다�.
천궁의 종류로는 일천궁과 토천궁이 있는데 �, 일천궁은 다소 따뜻한 지역이 적정지이며 여

름철 기온이 섭씨 �3�0도 이하인 데 잘 자라며 �, 토천궁은 내한성이 강한데 여름철에는 서늘하

고 적습한 산간지가 재배하기 적당한 곳이다�. 천궁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많은 곳에서 잘

자라므로 영양지역이 재배하기 적당한 곳이다�.

제 �5목 천 마

산림의 그늘진 비옥한 땅에 자라며 여러해샅이 지생하는 풀로 전체에 잎파랑이가 없다 �.
잎은 잎집으로 변하여 마디에서 줄기를 싸고 땅속 줄기는 타원형 �( 괴경 �) 이며 감자처럼 생겼

고 겉면은 풍근 줄이 층층으로 둘러 있다 �. 땅위 줄기의 높이는 �1�m 정도이고 속은 꽉 차 있

으며 황적색이다 �. 꽃은 총상꽃차례를 이루고 �6���7 월에 붉은 빛을 띤 노란색으로 핀다 �. 한방

에서는 까을에 덩이줄기 및 땅위 줄기를 채취하여 잘게 썰어서 그늘에 말린 뒤 치풍 � 구풍

산제 �(騙風散齊�u�) �. 청심 � 강장제로 쓴다�. 또 현기증 � 두통 � 신경쇠약에도 이용한다�.
석보면 삼의리 �( 명동산 일대 �) 의 고랭지에서 천마인공재배에 성공하여 재배되고 있으며 �, 천

마주 � 찬마차 � 죽 � 음료수 � 천마가루 등으로 판매되고 있다�.

제 �6목 어수리

미나리과의 다년초로 산야에서 비교적 흔히 자라며 어린 순은 나물로 사용하고 성초는



�3�8�2 홉 저 �1�5 편 산업 � 경제

저 �1�1 항 영양군의 특산물

제 �1목 고 추

영양 고추는 �1�.�2�1�9�m 의 일월산을 비롯한 높은 산에 둘러싸인 산간 고랭지 기후와 토양 특

성으로 열매의 껍질이 두껍고 씨앗이 적어 분쇄시 가루가 많이 나며 동화양분의 축적으로

인한 식물성 지방분이 많아 간장에 넣을 경우 가라앉지 않아 음식을 조리할 때 적은 양으

로도 빛깔을 좋게 하여 식욕을 돋궈 주며 특히 매운 맛과 단맛이 잘 어우러져 매운탕 � 김

치 � 고추장 등에 사용하면 아주 좋다�. 영양 고추는 재배과정에서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을

억제하고 유기물 사용을 통한 지력 증진과 식물효소 � 토착 미생물을 이용한 �o�I�f 기 자연 농

법으로 재배하고 있다 �. 영양군의 고추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3�%�,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양의 �1�1�% 를 차지한다 �. 특히 영양에는 ‘수비초’라는오래 전부터 이 고장에서 섬어온 토종

고추가 있다 �. 영양군은 이 수비초를 육성해 영양 고추의 명성을 잇게 하고 있다�. 수비초는

과피가 두껍고 가루가 많이 나며 매운맛과 단맛이 잘 어우러져 있는 게 특징이다�. 수비초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한 지역에서 잘 자란다 �. 특이한 점은 토종이 본래 그렇듯 같은 수비

초를 다른 지방에서 심으면 �2년째부터 원래의 모양과 품질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 수
비초는 영양 땅이 아닌 곳에서는 잘 자라지 않는다 �. 이러한 품질 좋은 영양 고추는 영양군

을 대표하는 특산물이다 �. 영양은 산간지역으로 풍수가 수려하고 불과 공기가 맑다 �. 한마디
로 영양은 산업사회와 문명의 찌꺼기인 오염과 공해로부터 멀리 비껴 있는 무공해 청정지

역이다 �.

그러므로 이러한 지역에서 재배된 영양 고추는 무공해 고추라고 자부한다 �. 그리고 순태양

고추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태양초 생산마을을 지정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부

응하는 질 좋은 순태양초를 농가에서 생산하고 있다 �.

그리고 영양 고추로 만든 영양 고추장은 맛이 산뜻하고 매우면서 단맛이 있어 개운한 느

낌을준다 �.

제 �2목 사 과

사과는 일명 빈파 �(懶婆 �) �. 평과 �( 淳果 �) 라고 하며 비타민이 많아서 주로 생식용으로 애용되

어 왔으나 �, 식생활의 발달로 챔 � 쥬스 � 사과주 � 사과식초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영양은 산간고냉지로서 다른 지역에 비해 일교차가 커 사과 재배에 좋은 기후 조건을 갖

추고 있다�. 따라서 영양에서 생산되는 사과는 다른 지역에 비해 당도가 놓고 육질이 단단하

면서도 수분이 많아 품질이 우수하기로 유명하다 �. 특히 유기농법으로 재배하는 무공해 농산

물로 품질인증을 받고 있어 믿을 수 있는 건강식품이다 �.



자원명 트르§.�A�I�-�, �0ζ〉 위 치 고차디

약천정
삼한공신 금자광록대부 판리부사를 지낸 영 영양군 수비면 발 제8편 문화�종교
열공의 22세손인 약천 금희성의 정자이다. 리리 �6�1�8¼ˆÉÀ 제3장 문화유산 참조

신원리 자기편의 산포, 범위는 사방 50m정도이고 영양군 수비면 신 ’

백자요지 요지는 3�4개소가 있다. 원리 À°�2�1�-�2¼ˆÉÀ

자원명 �EAI←「�¶�:�> 위 치 참 고

석계고택
조선 인조~현종 때의 학자인

영양군 석보면 원리리 �3�0�8¼ˆÉÀ
제8편 문화 � 종교

석계 이시병 선생의 고택이다. 제3장 문화유산 참조

석천서당 석계 이시명 선생의 거소이다. 영양군 석보면 원리리 �1�0�9¼ˆÉÀ ’/

�1�.�-�l�-�o�l�-Ì˜
숙종조의 성리학자 문경공 갈

영양군 석보면 주남리 �1�4�7¼ˆÉÀ ’�p�,0�
암 이현일 선생의 정자이다.

오류정종택
천자목판(天字木板)이 소장되

영양군 석보면 소계리 �3�1�8¼ˆÉÀ ”

어 있다.

화매리 �1�5�� �1�6Á8 기 것으로 추정 된다. 영양군 석보면 화매리 �1�5�5¼ˆÉÀ
�"백자요지

조선시대 석계 이시명 선생이
�c �c���l0�®0�-�"�,�¼�r�E 낙향하여 개척한 마을로 재령 영양군 석보띤 원리리

�"
이씨의 집성촌이다.

제�5장 관광 � 교통 옵 �3�8�1

저 �1�5항 수비면의 인문적 관광자원

저 �1�6 항 석보면의 인문적 관광자원

제 �4절 관광관련 특산물 현황

여야 「숭→�.�!�.�.�T



자원명 §. �A�I 위 치 참 고�.�.�.�, �cø

백촌 김문기의 14대손인
영양군 청기면 상청 l리

벽산생가 순국선열 벽산 김도현 선
제 8편 문화종교 제3장

생의 생가이다.
�2�9�8¼ˆ 지 문화유산 참조

한말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검산성
벽산 김도현 선생이 사재 영양군 청기면 상청리 산

를 털어서 항일응 위해 구 23번지
’

축한 산성이다.

회곡고택
임란 직전에 건축한 것으 영양군 청기면 기쏘리 �2�6�1

로 추측된다. 번지 �"

청계정
함양 오씨 우재 오익이 건 영양군 청기면 청기 1리
립한 정자이다. �8�0�1¼ˆÉÀ

’

자원명 트ÉÀ�.�.�.�, c그
위 치 고차디

2단으로 된 기단에 3승 석탑g 올려 놓E 양 영양군 일월면
제8편문화�종교

용화리 식으로 기단석E 4개의판석g 세워 조립했 용화2리�5�8�3¼ˆÉÀ
제3장 문화유산

삼층석탑 으며 첫층 이상의 각 부재는 각단석으로 되

어 있다.
참조

조선 영조 때에 한양 조씨 � 함양 오씨 � 야성 영양군 일월변

윌록서당 정씨가 협력하여 월하 조운도 선생이 건립하 주곡리 �2�2�7¼ˆÉÀ �"

였다.

조지훈 생가
전형적인 영남 북부지방의 양반가의 풍모를 영 양군 일월변

�"
갖추고 있다. 주곡리 �2�0�1¼ˆÉÀ

옥천종택
17세기말양반주택의 예로서 한양 조씨 옥천 영양군 일월면

�"조덕린 선생의 고택이다. 주곡리 �1�8�9¼ˆÉÀ

여 0��.�1�:�'�8�:�1�:긴�°6°6 �j�j�l �1�6�7�9±DÅÐ 대성전 명륜당 � 전루 � 육영루와 좌 ÅìÅ|l0��c�)�1�.�.�!�.�.�. Ç|ÆÔºt
�"

우로 교실 및 제사와 주고를 건축하였다. 도계리 �1�2�8¼ˆÉÀ

장열공사당
임진왜란 때 의병g 일으켜 웅치 싸움에서 영양군 일월면

�"
순절하신 정담 선생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가곡리 �2�6�3¼ˆÉÀ
이 집에는 원래 안방� 웃방� 웃고방에 각각 영양군 일월면

월잠고택 꽃굴이 있었으나 지금ε 웃고방에만 그 잔형 가곡리 �4�0�7¼ˆÉÀ �"

이 남아 있다.

정자 건물ε 기단 위에 자연석 주초를 놓고 영양군 일월변

가천정 방주를 세웠는데 전면 기둥만 원주를 사용하 가천리 �4�0�2¼ˆÉÀ �"

였다.

�3�8�0 �I�I 저 �1�5펀 산업 � 경제

저 �1�3항 청기면의 인문적 관광자원

저 �1�4항 일월면의 인문적 관광자원



자원명 트프§.�A�I�-�, �aø 위 치 참 고

ÕX�3�.�:�.�;È8�,��
。 조선중기효종때삼수당조규의정자와살 영양군영양읍감 제8편문화�종교

�L�J�.�1 ;져 �;�:�<�] 림집으로, 정자는 처g 삼수당이라 하였다가 천2리�5�9�1 �- 2번지 제3장 문화유산�:�A �O�-�P

근년에 소유주가 바뀌면서 학초정으로 바꾸 참조

었다.

정침ε 기단g 잡석 쌓기로 하였으며 자연

석 초석 위에 자귀로 다듬ε 방주를 사용하

였다.

여남강당 여남서원E 강당g 중간에 두고, 사당E 뒤 영양군 영양g 동 �N

에 있었으며 앞으로는 2층루가 있었다. 부2리 �5�5�1¼ˆÉÀ

삼지모전 탑 위에 노반과 복발보주가 있어 상륜부 형 영양군 영양읍 삼 �N

삼층석탑 식을 갖추었다. 지리 산17번지

현1리 일반형의 당간지주와 같으며 주두는 바깥쪽
영양군 영양읍 현1

당간지주 이 경사를 이루었는 바 중간쯤에서 1단위굴
�N

곡g 보이고 있다. 리 �4�0�4¼ˆÉÀ

0��0�1�1�:�: 항일시인이며 「시원J�g 창건한 일도 오희병 영양군 영양읍 감��
�2�-�'�-

�N

생가 선생의 생가이다. 천리 �7�8�0¼ˆÉÀ

자원명 트 �7�'�:�1 위 치 참 고�-�, �a

봉감모전 축조 연대는 통일신라시대 영양군 입암면 산해리 �3�9 제 8편 문화 � 종교 제3장

오증석탑 로 추정된다. �1�-�2¼ˆÉÀ 문화유산 참조

연당서석지 조선 시대 민가 지당의 대 영양군 입암면 연당1리
ν

표적인 조원 유적이다. �3�9�4 �- 1번지

연당석불좌상 통일신라 시대의 석불좌상 영양군 입암면 연당1리
’

이며 화강석불상이다. �3�6�1¼ˆÉÀ

약산당 약산 조광의 선생이 학문 영양군 입암면 신구2리
�g 연구하던 곳으로,축조 �1�9�7¼ˆÉÀ

”

연대는 조선 인조 때로 추

정된다.

신구리 조립식이고 탑신부는 일석 영양군 입암면 신구리 �2�4�0
�»0��LÎ �i�»�d�n 식으로 신개석응 조성하여 번지 ”

�t�J �0 �J �.�.�}�:�:�j

중적한 것이디.

제�5장 관광 � 교통 �I�I �3�7�9

저 �1�2 항 입암면의 인문적 관광자원



자원명
Ò¸�;�. �A�I

위 치 고차口�-�, C그

화천리 윗면 초증 탑신ε 일석괴체에 우주가 있고 �4 영양군 영양g 화 제8편문화�종교

삼층석탑 변에 사천왕상을 부조하는 등 석탑 각층에 천1리 �8�4�3¼ˆÉÀ 제3장 문화유산

배열된 제상 등 을 장식한 것이다. 참조

현리 이 탑의 축조 연대는 통일신라 시대로 추정 영양군 영양읍 현1
�»�L¹t�i�»�>�.�.�l�-�3�A�'�I�E�I�-�t�J�O�j�� 되는데 2중기단상에3증 석탑으로 각증 탑신 리 �3�9�8 �- 3번지 �y

ε 폭에 비하여 높아서 전체가 가늘고 긴 모

양이다.

현2리 감실의 문주석에 금강역사를 조각하여 장엄 영양군 영양읍 현2
모전오층 함g 나타내는 경우는 가끔 볼 수 있어도 온 리 �4�6�2 1번지 �N

석탑 화한 당초문으로 가식한 경우는 드문 예로

서 이색적이다.

월담헌 및 월담헌 ε 자헌대부동지 중추부사 사월 조임 영양군 영양g 하

사월종택 선생의 재택으로 조선조 선조 �3�5±D�(�6�0�2�)ÅÐ 원리 �2�0�5 �- 1번지
�N

세운 것이라 전한다.

영양 삼구정이라 이큼함ε 정자 앞에 삼암이 반 영양군 영양읍 대

삼구정 열하여 정자를 배부한 것 같ε데 그 형상이 천리 �9�4�5¼ˆÉÀ
�N

거북이 엎드린 것 같다 하여 붙여진 것이다.

�3�7�8 홉 저 �1�5 펀 산업 � 경제

면적만 하여도 �6�2 만 여평이나 되며 소 �5�0�0 여마리 �, 면양 �3�,�0�0�0 여 마리를 입식시킬 수 있는 좋

은 여건을 갖춘 규모가 아주 큰 목장이나 아직 본격적인 개발과 합리적 운영을 기하지 못

하여 현재 �5�0 여 마리의 면양만 있어 넓은 초원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이다 �. 현대식
시설을 갖춘 목장으로 발전한다면 주위의 자연경관과 더불어 좋은 휴양 관광지가 될 수 있

다 �. 평평한 암석으로 된 전망대에 올라 바라보면 전망이 확트인 동쪽으로는 눈아래 영해 대

진 해수용장과 푸른 동해 바다가 손에 잡힐 듯 펼쳐 있고 동쪽을 제외한 삼면은 이 곳을 향

하여 줄지어 서있는 산맥의 연속으로 장관을 이루고 있다�. 해발 �8�0�0�m 산등성이에서 솟아나

는 맑은 샘물은 사시사철 목장에 풍성한 수원을 공급해 준다 �. 이 샘물이 흘러가는 골짜기

원시림 속에 폭포가 여러 곳 있으니 그 중에 높이가 �7���8�m 나 되는 사자암 폭포의 흰 불줄

기가 사자의 입으로 쏟아지는 모습은 장관이며 골짜기 원시림에 단풍이 들면 더욱 절경을

이룬다 �. 겨울철 눈 덮인 목장의 완만한 구릉은 좋은 스키장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

제 �3절 인문적 관광자원 현황

영양군을 찾아온 관광객이 관광할 수 있는 인문적 관광자원의 현황을 각 읍
� 면별로 보

면 다음과 같다 �.

저 �1�1 항 영양읍의 인문적 관광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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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암산 �( 廣岩버 �)

이 산은 속칭 두들마을 앞산이라 한다 �. 높아는 약 �9�0�m 로 기암괴석이 병풍을 펼친 것처럼

마을을 둘러 감싸고 았으며 산 정상에는 �1�0 여주의 노송이 마을 역사를 자랑하는 듯하다 �. 철
따라 동백 � 개나리 � 진달래 � 단풍을 비롯 이름모를 갖가지 꽃들이 연중 피고 있다�. 아래로
는 화매천 �(花梅川 �) 이 유유히 흘러 심연 �( 深淵 �)을 이루고 있는데 봄 � 여름 � 가을에는 낚시꾼

이 끊이지 않고 한여름에는 피서지로 넓은 백사장과 산 정상에는 철따라 야유회 장소로도

많이 이용된다 �.

낙기대 �( 樂흩�I�L臺 �) �. 세심대 �( 洗心훌 �) �. 동대 �( 東훌 �) �. 서대 �( 西臺 �)

이 대들은 모두 석보면 원리마을 앞 주남천 �( 做南川 �) 언덕 위에 자리잡고 있는데 옛날 항

재 �( ↑흐짧 �) 이숭일 �( 李뿜速 �) 이 병명하여 대마다 암석에 글자를 새기고 명인지사 �( 名 �A志士 �) 들

의 유상지 �(游賞地 �) 로 활용되던 곳이다 �. 특히 낙기대와 세심대에 서면 눈앞으로 삼십여리 전

방 촌락과 굴독의 산야를 일목요연하게 감상할 수 있으며 섬신이 상쾌하여 배고픔을 잊고

마읍을 씻을 수 있다는 뜻에서 이름지어졌다 한다 �. 항재의 종손 이맹호가 주동이 되어 �1�9�6�9

년 가을에 세심대를 수축 �(修葉 �) 하여 이 곳을 더욱 견고하게 하였다 �.

석천서당�( 石川書堂 �)

석천서당은 석보면 원리리 동대쪽에 아늑히 자리잡고 그 아래로는 주남천이 굽이쳐 흐르

다가 이 곳 앞에 와서 심연을 이루고 있다�. 오른쪽에는 낙기대와 세심대가 옛모습 그대로

고풍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 콧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 년전에 사림에서 건립하고 인재를 양

성하였던 곳이다 �. 옛날의 고풍 �( 古風 �) 을 따라 지금까지도 양로회원이 항상 모여서 시강 �( 詩

講 �) 을 즐기는 곳이다�.

광록점 �( 廣麗훌 �)

석보면 원리리에 있는데�, 재령사람 이승일의 정자이다�. 정자의 아래에는 주남천이 화매천

과 만나서 서쪽으로 흐른다 �. 구조는 �4칸반에 동서실 �( 束西室 �) 과 중당 �( 마�1堂 �) 이 았다 �. 옛날 행

인들의 쉽터로 특히 시인묵객 �( 詩 �A뿔客 �) 들의 왕래가 잦았던 유명한 정자이다 �.

제 �3목 명동산 �( 明童山 �) 과 삼의목장 �( 三宜收場 �)

동해안과 경북 내륙과의 분수령을 이루고 남으로 이어진 태백산맥 줄기가 영양군 석보면

삼의리에 이르러 아담하게 솟아오른 산을 명동산 �( 해발 �8�1�2�m�) 이라 한다 �. 산 이름이 말해 주

듯 산봉우리와 그 주위가 완만한 구흥과 초원을 이루고 있어 �1�9�7�0 년 이 지역 일대를 고랭지

채소 재배 단지 및 목장으로 개발하였으니 지금의 삼의목장이다 �. 이 목장은 목초지로 가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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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소나무�참나무�신갈나무�오리나무�낙엽송�자작나무�고로쇠나무�떡갈나무�단풍나

무 � 싸리나무 등 �6�0 여종의 나무들이 서식하고 있어 산림이 우거져 있으며 산세가 아름답다 �.
여름에는 야영할 수 있는 장소가 많으며 가을의 단풍은 참으로 아름답다 �. 그리고 계곡에는

맑은 물이 항상 흐르고 있기에 춘하추동 항상 변화에 따라 아름다운 계콕을 이루고 있으며 �,

규모는 작으나 상계 �(上桂 �) 폭포가 있어 여름에는 시원한 맛을 더하여 준다 �.

제 �6목 용추 �(龍漸 �)

통고산 자락으로 발리리에서 약 �3�k�m 북쪽에 위치한 석대천척과 절벽삼층에 떨어지는 폭

포의 모습은 마치 백유이 부서지는 것 같고 우뢰 소리를 내며 아름다운 물결을 이룬다�. 이
용추에는 청룡 두 마리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이 있다 �.

저 �1�6항 석보면의 자연적 관광자원

제 �1목 삼의 계독

해발 �8�0�0�m 의 명동산 산등성이에서 솟아나는 맑은 샘물이 사시사철 흘러 골짜기 원시림

속에는 폭포가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 높이가 �7 �� �8�m나 되는 사자암 폭포의 물줄기의 모

습은 장관을 이루며 또한 가을에는 골짜기 원시림에 단풍이 들면 더욱 절경을 이루고 계콕

은 장장 �6�k�m 나 이어지면서 환상의 절경을 펼치는데 곳콧에 야영장이 설치되어 있어 여름에

는 피서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제 �2목 석보팔경 �(石保八景 �)

석보팔경은 석보면 원리리의 �8대 경승지로서 광로산 �( 흩盧山 �) �. 병암산 � 낙기대 � 세심대 �

동대 � 서대 � 석천서당 �(石川書堂 �) �. 광록정 �(廣魔후 �) 등을 말한다�.

광로산 �( 흩盧山 �)

석보면 원리리 �( 속칭 두들 �) 마을 뒤에 있는 이 산은 일월산의 낙맥으로 일대 초야를 이루

고 있다�. 수천평의 평탄한 벌판은 금잔디로 덮여 있어 봄 � 가을이면 주변에 각종 화초가 만

발하고 그 경치가 매우 아름다워 사계를 통하여 산책지로 유명하다 �. 이 곳에서 바라보면 재

령 이씨 고가를 비롯하여 �3�0�0 여 대촌 �( 大村 �)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운동 경기장으로도 많이

활용되는 벌판이다 �. 병암산 �( 햄岩山 �) 에서 보아 산기늙으로는 낙기대 � 세심대 � 석천서당 � 광

록정 등이 있는데 �, 재령 이씨들의 집성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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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기 -백악기이고 낙동통의 동화치층 �( 東花 �l댐層 �) 에 속한다 �.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사들이 남한산성을 포위하자 이시명 �( 李時明 �) 이 비분강개하여 수산

속에 영원히 입산하고자 하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중국의 백이
� 숙제의 채미 �(採微 �) 고사를

들어서 이 산을 수양산에 비유하는 자가 많아 이 때부터 수양산이라고 하였다 �. 산세가 그리

높지 않고 수려하며 겉모양이 맑고 아름답다 �. 옛날에는 이 산속에 보월암 �( 寶月魔 �, 일명

林魔 �) 이라는 암자가 있었고�, 산꼭대기에 화재를 감시하는 감화대 �( 藍火臺 �) 가 있다�.

제 �3목 검마산 �(劍濟山 �)

수비면 신원리 동쪽에 솟아 있는 영양군과 울진군과의 경계를 이루는 산으로 태백산맥의

여맥인 중앙산맥 상의 백암산 북쪽에 위치한 이 산은 산의 모양이 웅장하며 중턱 이상이

흑갈색의 암석으로 되어 있고 산꼭대기에는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석산으로 암벽이 공중에

솟구쳐 있는데 그 형상이 험준하고 뾰족하여 마치 칼을 빼어든 것 같아 검마산이라고 하였

다�. 지질은 쥐라-백악기이고 낙동통 �( 洛東統 �) 의 가송동층 �( 佳松洞層 �) 에 속한다 �. 이 산은 청

명한 날에도 항상 빛이 어둡고 상봉은 구름에 가리워 운무가 걷힐 날이 없으며 겨울에는

흰 눈이 산꼭대기를 덮어 설악 �( 雪錄 �) 을 이룬다�. 향기높은 산나물이 많이 나며 남쪽에는 문

수당 �( 文秀堂 �) 이 있고 북쪽에는 검마사 �(劍階몫 �) 가 있었다 �. 산아래로 영양과 평해간의 지방도

가 통과하고 있다�. 또한 검마산에는 자연휴양림지역
�(수비면 신원리 �) 을 조성하여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국민의 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과 청소년의 심신 수련과 건

전한 사고를 함양시키기 위한 자연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가족호텔 � 진입로 � 주차장
� 산책로 � 수영장 � 산림욕장 � 물놀이장 등의 시설이 있다�.

제 �4목 주령 �(珠鎭 �, 구슬령 �)

수비면과 울진군 온정변의 경계에 있는 고개이며 일명 구슬재 � 구실재라고도 한다�. 금장

산과 백암산 사이의 높은 고개로 이 고개 꼭대기에 오르면 동해가 바라보인다 �. 이 고개는

영양군 북부에서 동해방면으로 통과하는 유일한 도로인 영양과 평해 간의 지방도가 지나는

곳이다 �. 예로부터 크고 작은 관행과 상인들의 통행이 잦았으므로 수비면에는 신원 �(新院 �) 이

있고 울진군에는 천미원 �( 川爾院 �) 이 있어서 여행자에게 숙식을 제공하였다 �. 고갯길 가에는

옥녀당 �(玉女堂 �) 과 옥녀 무텀이 있다 �.

제 �5목 본신계곡

본신계곡은 수비면 본신리에서 신원 �2리까지의 계곡으로 길이는 �9�.�3�k�m 로서 계곡의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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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말타기와 활쏘기를 즐겨하였던 데에서 연유한다 �. 그리고 장군천 옆 숲속에는 국문학자

이며 시인인 조지훈 �(�1�9�2�0�� �1�9�6�8�) 의 시비가 세워져 있어 관광객의 발길을 멈추게 하고 있다 �.

제 �6목 독산 �( 獨山 �)

독산은 일월변 주곡리 �( 古 梅寒里 �) 동구에 솟아 산언덕을 이룬다 �. 이 산언덕은 동으로 홍

림산에서 뻗어 들어와서 동리의 외구를 막았는데 그 모양이 산과 같으므로 옛날부터 독산

또는 고산 �(孤山 �) 이라 일러 왔다 �. 독산의 밑은 암석이요 그 위에 흙이 덮였는데 상부가 평평

하고 지경이 그유하다 �. 대의 사변에는 오래 된 노송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고 �, 잡목이 무성

하며 마치 송정을 이룬 것 같다 �. 그리고 대하의 평지에는 고목이 된 노송과 괴목이 울창하

여 일대 수림을 이루었다�. 대개 수목이 수백년을 성장하여 내려온 것으로서 그 둘레가 몇

아름이다 �. 이 수목이 여름에는 녹음을 이루고 가을철에 서리가 내리면 그 경치가 또한 신선

한 것이다 �.

저 �1�5항 수비면의 자연적 관광자원

제 �1목 수하계곡 �(水下漢좌 �)

영양군은 대부분 퇴적암이 지표를 이루고 있으나 일월면 동북편의 수비변 수하리 일대는

화강암이 지표에 드러나 있고 또한 군내 대부분의 강이 반변천의 지류로서 낙동강으로 흐

르나 유일하게 수비변 본신리와 오기리에서 시작되는 장수포천은 동북으로 흘러 불영계곡

에서 흐르는 물과 합류 �, 울진 왕피천의 원류가 되어 동해로 흘러간다 �. 이 장수포천의 맑은

물이 소나무가 무성한 수하계곡을 굽이쳐 흐르면서 화강암과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이룩하였으니 길게 펼쳐 놓은 �3�0 리 수하계곡은 나무랄 데 없는 공원이며 피서지이

다 �. 여름철이 되면 동해안에서 은어 때가 서식처를 옮기게 되는데 맑은 물속에서 화강암과

벗하여 은빛을 번쩍이는 은어 때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다 �. 전국적으로 이름난 관광지인

불영계독과 쌍벽을 이루는 수하계곡은 여름철 관광지 및 피서지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아름다운 수석이 널리 분포되어 있고 이 계곡에는 야영할 수 있는

시설과 청소년 수련마을이 있다�.

제 �2목 수양산 �( 首陽山 �)

수비변 신원리에서 동쪽으로 �4�k�m 거리에 있는 산으로서 일명 창뒷산 � 창후산으로 불리우

는데 원래는 수산 �( 首山 �) 이라 하였다 �. 그리고 이 산은 발리리 창평들 뒤에 있으며 지질은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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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목 장군천 �(將軍川 �) 과 지훈시비

일월산 남쪽에서 발원하여 일월면 서부를 남류해 반변천에 유입하는 하천으로 길이는

�9�.�2�5�1�k�m 이고 유역 면적은 �3�5�.�2�5�k�m�2 이다 �. 이 하천은 일월변의 서부 대부분 지역을 집수면적

으로 하고 남쪽으로 도곡리 � 가곡리 � 주곡리를 지나 도계리 부근에서 반변천에 합류한다�.
산지 가운데를 흐르고 있어 곡저평야는 매우 좁다 �. 이 하천을 장군천이라고 한 것은 조선

영조 때의 이인좌의 난 평정에 공을 세운 오삼달 �( 吳三達 �) 장군이 도계리에 살면서 이 뱃가



�3�7�2 �. 저 �1�5펀 산업 � 경제

아 있으며 그 줄기가 뻗어 크고 작은 산맥의 주종을 이루었으니 통해가 눈 아래 보이는 일

자봉에 올라 태양이 솟아 오르는 장관을 바라보노라면 대자연의 섭리가 피부로 전해 온다 �.
낙동강의 동쪽 원류를 이루는 샘물이 솟아나는 골짜기에는 희귀한 고산식물이 밀림을 이루

어 사람의 발길이 미쳐 닿지 않는 곳이 많아 산짐승들의 좋은 서식처가 되고 있으며 이 곳

에서 나는 산삼 � 복령 �( 條零 �) �. 송이 � 봉밀 �( 峰露 �) �. 백자 �(相子 �) 등 귀중한 한약재는 예로부터

선약 �(仙藥 �) 으로 알려져 있다 �.

또한 산나물과 산 과일이 많으니 일월산 산나물은 특이한 향기가 있어 누구나 즐겨 먹는

봄철의 일미�(�- 味 �) 이니 그 중에서 고사리 � 참나물 � 금죽 �(짧竹 �) 이 유명하다 �. 산과일은 “감천

�(�t�r 川 �) 의 물고기요 일월산의 머루 다래”라는 민요가 말해 주듯 머루 � 다래 � 산딸기 등 헤

아릴 수 없이 많아 늦여름 싱싱한 산 과일을 찾아 골짜기를 더듬어 올라가노라면 선경에

오른 듯하며 명산이라 옛날 수도하던 사람들의 움집이 여러 군데 보인다 �. 산꼭대기에는 옛

날 천축사 �( 天씀좋 �) 라는 사찰과 산령각 �( 山靈聞 �) 과 황씨부인당 �(黃民據人堂 �) 이 있었다 하고 �,

일월산 동쪽 골짜기에 용화사 �(龍化좋 �) 서쪽 골짜기에 천화사 �( 天華폼 �) 가 있었으며�, 남쪽에는

기우제 �( 祝雨짧 �) 를 거행하던 자리가 있다 �.

제 �4목 콕강 �( 曲江 �) 과 척금대 �(�i 條標臺 �)

척금대는 영양읍에서 북으로 �2�k�m 지점 일월면 곡강리 앞 반변천 강가에 있다 �. 일월산에서
시작된 반변천이 남으로 흘러오다가 이 곳에 이르러 물길을 막아선 홍림산 줄기에 부딪쳐

산밑을 침식하던 물줄기가 굳은 암벽을、뚫지 못하고 불길을 거꾸로 동북쪽으로 돌리어 콕

강 �( 曲江 �) 이 되었으며 당촌 �(�]합村 �) 이었던 동리 이름도 �1�8�9�5 년 경 곡강리로 개칭되었다 한다 �.
물길에 의하여 잘려나간 곳은 깎아지른 듯한 석벽이 병풍처럼 둘러 있고 강과 맞닿은 곳

에 평평한 석대가 아름다운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이 곳이 척금대로서 �1�6�9�2 년
�(숙종 �1�8 년 �) 현감 �(縣藍 �) 정석교 �( 鄭錫橋 �) 가 여기서 시회를 열었을 때 척금대라 이름지었다

한다 �.
지금도 척금대에 올라 주위를 바라보면 반변천 맑은 물이 수백척 반월형 석벽을 끼고 유

유히 흐르고 거울처럼 맑은 물속을 헤염치는 물고기와 강가에 펼쳐진 솔밭과 깨끗한 모래

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았으며 여름철이 되면 이 곳에는 목욕하는 사람과

낚시하는 사람과 물놀이 나온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다 �.
그리고 독강리에는 척금대 이외에 명소가 여러 곳이 있는데 절벽 위에 솟아 있는 여기봉

�(女鼓뿔 �) �. 약수천 � 지석암 등이다�. 이 곳 사람들은 이를 곡강팔경 �( 씁江八景 �) 이라 이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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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천의 맑은 물이 칠성봉 아래를 돌아 흐르고 봉우리마다 노송이 울창하니 노송에 서

식하는 학이 칠성봉을 넘나드는 광경은 가히 절경이며 가을철 단풍든 봉우리가 맑은 물에

비치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다�. 또한 이 부근 산에는 향기 좋은 산나물이 많이 나며 산삼

도 많았다 한다 �.
칠성정은 칠성봉과 마주보는 석건봉 아래 있으니 앞에는 문상천이 돌아 흐르고 강건너

칠성봉과 삼태봉이 전망을 이룬다�. 칠성정 뜰에는 한쌍의 단풍나무가 있어 봄에는 청
�(춤 �) �,

가을에는 홍청 �( 紅춤 �)으로 그 색깔을 바꾸어 자랑하며 �, 그야말로 아름다운 선경을 이루고 있

다�. 이 정자는 �1�9�3�5 년 영양 군수 박제륜과 인근 선비 �6명이 뜻을 모아 이룩하고 매년 칠월

칠석에 이 정자에 모여 아름다운 산천을 벗하여 시회 �( 詩會 �) 를 열었다 한다 �.

제 �2목 선녀탕 �(仙女場 �) 과 용화계곡

선녀탕은 일월면 용화리 일월산 밑에 있으며 이 선녀탕 주변은 산세가 웅장하고 골이 깊

어 희귀한 나무들이 얼켜 밀림을 이룬 밑으로 화강암으로 된 골짜기에 맑은 샘물이 흐르니

이 샘물들이 모여 반변천의 원류를 이룬다�. 일월산의 여러 계곡중 일자봉
�( 日字뿔 �) 에서 동북

편으로 이어진 강림옥이라는 골짜기가 있는데 골이 깊어 사람들의 발자취가 닿지 않았던

조용한 곳으로 �, 여름철이면 원시림 사이로 흐르는 골짜기에 꽃이 피니 선경을 이룬다 �.
특히 이 골짜기에서 솟아나는 샘물은 맑고 부드러워 선녀들의 피부를 아름답게 다듬어

주기에 알맞았으니 하늘나라 선녀를 다스리는 신선이 내려와서 이 곳을 보고 선녀들이 목

욕하는 곳으로 적합하다 생각하여 선녀들의 오르내림을 허락했음인지 골짜기 이름이 강림

곡이요 �, 선녀들이 목욕하던 곳이라 하여 선녀탕이라 한다�.

제 �3목 일월산 �( 日 月 山 �)

영양군 북쪽에 위치한 일월산 �( 日月山 �) 은 태백산맥이 남쪽으로 내려오다 경북 � 강원도 경

계에서 함백산과 태백산을 만들더니 한 줄기가 서남으로 뻗어 소백산맥을 이루었고 계속

남으로 내려온 태백산맥이 우리 고장에 이르러 웅장하게 솟아 한 봉우리를 만드니 높이가

�1�.�2�1�9 미터 이다 �.

옛날에는 일위산 �( 日園山 �) �. 일우산 �( 日雨山 �) 또는 쌍요악 �(雙確품 �) 이라 부르기도 하였으며 �,

산이 높아 동해에서 솟아오르는 해와 달을 먼저 본다 하여 일월산이라 이름지어졌다고도

하고 �, 옛날 산마루에 천지가 있는데 그 모양이 해와 달과 같아서 일월산이라 하였다는 설도

있다�.
또한 이 곳에 사는 사람들이 부르는 순산 �( 順山 �) 이라는 애칭도 있으니 이는 높은 산이면

서도 산형이 험하지 않고 순하여 이 산에 서식하는 맹수들도 산형을 닮아 사람을 상하지

않았다는 데서 유래한다 �.

일월산 꼭대기는 일자봉 �( 日字뿔 �) �. 월자봉 �( 月字뿔 �) 이라 부르는 두 봉우리가 사이좋게 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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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또렷하게 형성되어 천얼봉이라 칭하고 있다 �. 산의 높이는 해발 �4�6�0�m 정도이며 마을 집

터 방향이 천일봉을 향하고 있다 �.

제 �2목 장갈령 �( 長훌鎭 �)

청기면 토곡 �2리와 안동시 동천리 경계를 접하고 있는 고개로서 과거에는 장갈령 마을이

소재하였으며 장갈령은 해발 �5�0�0�m 정도로 온산을 칩이 길게 덮어 있어 장갈령이라 하였는데

침뿌리 �( 갈분 �) 가 유명하다 �.

제 �3목 찰당골과 일월산구곡 �( 日 月 山九曲 �)

찰당골은 영양군 청기면 당리의 계독으로 일월산에서 발원한 물 �(水 �) 이 찰당골로 흘러서

청기면 소재지인 청기리를 지나 업암면으로 흘러 낙동강으로 흘러들어 가는데 찰당골 �( 계

곡 �) 의 길이는 �6�k�m 이다 �. 찰당골 계곡에 서식하는 수목은 참나무와 소나무가 대부분이고 여

름의 기온은 밤이 섭씨 �1�2 �� �1�5도이고 낮기온은 섭씨 �2�8도 정도이다 �.
이 찰당골은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아주 조용한 피서지이다 �. 계

곡의 불은 오염되지 않은 밝은 물이 흐르고 있다 �.
찰당골에는 숙박시설은 없고 민박할 수 있는 민가가 있으며 염소 숭불고기로 유명한 식

당 �4개가 있다�. 그리고 찰당골은 일월산의 황씨부인당쪽에서 내리는 불과 골골의 샘이 합하

여 청계 �(좁漢 �) 를 이루는 것이니 아름다운 꽃이 별 � 나비를 부르듯이 빼어난 일월산의 풍광

은 지냐는 길손의 마음을 움켜 잡는다 �.
조선왕조 헌종 때에 당시 임금의 전의로 널리 알려졌던 단곡 �( 빠유 �) 이진태 선생의 증손

이며 전설의 고향 황씨부인당을 세웠던 이명존 �(李明存 �) 선생의 손자였던 일초 �(�- 應 �) 이제

만 �( 李濟萬 �) 선생이 아름다운 일월산 찰당골의 바위에다 아흡 구비에 해당하는 구곡 �( 九曲 �)

을 손수 새겨 놓고 일월산을 사랑하였다 �. 이 곳을 지나는 길손은 이를 일러 일월산구곡 �( 日

月山 �J�L 曲 �) 이라 하였다 �. 일초 선생의 가보를 보면 구곡에 대한 글은 있다고 하였으나 �, 오늘

날까지 전해오는 자료를 확인할 길은 없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저 �1�4항 일월면의 자연적 관광자원

제 �1목 칠성봉과 칠성정

일윌변 칠성리에 소재한 군내에서 산수가 가장 아름다운 곳 중의 하나다 �.
일월산맥이 동으로 뻗어 내려와 문상천 �( 門上川 �) 에 이르러 층봉과 절벽을 이루었는데 일

곱 개의 봉우리는 칠성이 늘어섰는 듯 사이좋게 중천에 솟아 병풍을 둘러 서�l 운 것 같아 예

로부터 칠성봉이라 이름짓고 마을을 칠성리라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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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남이 장군이 이 부근 지형을 살펴보니 청계천 물길을 돌리지 않으면 도적의 무리가

다시 일어날 것 같아서 �, 큰 칼로 산맥을 잘라 물길을 돌렸다 하는데 �, 마지막 칼질한 흔적이

지금의 선바위 �( 立岩 �) 라 한다 �. 영양군에서는 선바위지구 �?�(�3�7�,�7�6�6�m�-�) 에 호텔 � 음식점 등 대규

모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휴식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으로 개발중이다 �.

제 �2목 운룡지 �(雲龍池 �)

입암면 대천리에 있는 관개용 저수지로서 만수면적 �l�l�h�a 이고 약 �3�0�0 년전 이 저수지 자리

에 운룡사가 있었는데 주지가 나쁜 짓을 많이 하여 그 벌로 폭우가 내려 절은 없어지고 그

자리에 못이 생겼다고 한다 �.

제 �3목 초선대 �(招仙臺 �)

입암면 산해리 반변천가에 있는 석대로서 높이 �5�m 인 이 대는 작은 독산 �( 獨山 �) 과 같이 보

이고 또 홍수 때는 강물에 싸여 섬 같기도 하여 일병 초선도 �( 招仙島 �) 라고도 한다�. 그 규모

는 그리 크지 않으나 위는 평평하여 �1�0 여명이 앉아 놀 수 있고 주위의 층대는 소나무가 무

성하여 풍경이 아름답다 �. 옛날 인조 �(仁祖 �) 때 좌윤 �(左尹 �) 박호와 훈도 �( 힘 �I�I혈 �) 이엄 �( 李微 �) 이

초선대에 유승 �(遊勝 �) 하던 고사 �(故事 �) 가 있다 �.

招 �f山 石門 鄭榮郭

超然廳背경쳐

每 �J�t�I�- 雙烏飛

獨立 �j용浪月

邊地朝玉關

�x 移隱 朴尙範

登臨終日洗塵 �R초

白雲遺響짧聞퇴정

律律高臺 �f府뽕江
危石前身應化顧

꺼끽客此間知有約

힘孫更 �4切쫓쳐홈줬§
�i議싸 �l以前更無雙
還向秋風倒 �i핍숲�I

저 �1�3 항 청기면의 자연적 관광자원

제 �1목 천일봉 �(天一峰 �)

청기면 소재지 앞산으로 정면에서 보면 골과 청석이 하늘 천 �( 天 �)자와 한 일�(�-�) 자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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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는 맑은 물이 흘러 못을 이루어 수석의 경치가 대단히 좋다 �. 층벽에는 소나무 � 삼나무 �

단풍나무 � 참나무 등 잡목이 빽빽한데 산벗나무가 많아서 봄에 꽃이 필 때는 장벽이 사뭇

금수의 장막을 드리운듯 보기에 아름답다 �.
이 절벽 위에는 측백이 층탑 사이에 자생하여 곳곳에 무성하였는데 이 측백은 이 곳에만

있고 다른 곳에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식물학상 희귀한 것이라 한다 �. 그러므로 정부에서

이를 천연기념물 �1�1�4 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저 �1�2항 입압면의 자연적 관광자원

제 �1목 남이포 �( 南治浦 �) 와 션바위

반변천의 긴 물줄기가 입암면 연당리에 이르러 깎아 세운 듯한 석벽을 끼고 흐르고 같은

산 서편 절벽을 끼고 흐르는 청계천 �( 춤逢 �)�1�1�) 이 이 두 절벽이 맞닿아 높이 솟아 있는 아래

서 합류하여 큰 강을 이루고 있으니 이 곳 강변을 남이포 �( 南治浦 �) 라 하고 이 절벽과 강을

사이에 두고 거대한 바위를 깎아 세워 놓은 것 같은 석순 �(石箱 �) 이 우뚝 솟아 있으니 이것

을 선바위 �( 立岩 �) 라 부른다 �.
남이포의 절벽과 선바위가 마주보는 사이로 맑은 물이 흐르고 강변에는 새알같이 깨끗한

조약돌과 모래가 넓게 펼쳐져 있어 �, 한폭의 아름다운 강촌 풍경화를 연상케 한다 �.
선바위와 남이포에는 한 가지 설화가 전해 내려온다 �. 옛날 석백리 �(石百里 �, 지금의 新꽤

里 �) 에 있는 운용지 �(雲龍池 �) 의 지룡 �( 池罷 �) 의 아들로 아룡 �( 阿罷 �) �. 자룡 �( 子龍 �) 형제가 있었는

데 역모를 꾀하여 무리를 모아 반란을 일으켰다 �.
원래 아룡과 자룡은 지혜와 용맹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 용 �( 龍 �) 의 아들이라 사람이 따를

수 없는 재주를 가졌으므로 감히 대적할 사람이 없어 오래도록 토벌하지 못하자 �, 조정에서

무용이 뛰어난 남이 장군 �( 南핍將軍 �, 조선조 서�1조 때의 장군 �) 에게 토벌할 것을 명하니 �, 남이

장군이 이 곳까지 내려와 이 곳 강변에서 양군이 대치하며 싸우게 되었다 �.
먼저 양군 대장인 남이 장군과 아룡 � 자룡이 대결하여 치열한 칼싸움이 시작되었다 �.
장군의 뛰어난 검술에 아룡 � 자룡이 몰리게 되자 �, 용의 재주를 가진 이들이 봄을 하늘로

솟구쳐 공격해 오니 �, 남이 장군도 영마의 힘을 빌려 함께 날아 오르며 대적하니 �, 대치하고

있던 양군이 함성을 지르다가 그만 넋을 잃고 바라보기만 하였다 �. 잠시후 공중에서 남이 장

군의 기합 소리와 함께 아룡 � 자룡의 목이 땅으로 떨어지니 �, 관군의 함성은 강변을 진동하

였다 �.
역도의 괴수를 물리친 장군은 용마를 타고 유유히 내려오다가 높이 솟은 석벽에 자기 초

상을 검끝으로 새기고 강변에 내려오니 관군의 기쁨은 말할 것도 없고 반도 �( 級徒 �) 들도 장

군의 뛰어난 무용에 감탄하여 앞을 다투어 항복하니 �, 오랫동안 이 부근 주민들을 괴롭히던

역도들이 자취도 없이 사라졌으므로 후세 사람들이 이 곳을 남이포 �( 南↑음浦 �) 라 불러 왔다 �.



�x 龍漢 吳 j였

月夜依孤船 簡다::]奇景多

PJz짧非↑용客 彈쫓是仙戰

花整藏紅善 쫓州採縮歌

莫言JiliJ1半少 沙鳥�z蒼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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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목 비파담 �(寶똘澤 �)

비파담은 반변천이 북에서 내려와 영양읍 하원리 앞 산기숨 앞에 와서 큰 못을 이룬 것

이다 �. 봄 � 여름에는 절벽에 광음이 번성하고 담수가 맑아 경치가 좋다 �. 반변천이 내려오다

가 담수 위에서 여울이 되어 흐르는데 그 소리가 흡사 비파를 뜯는 소리 같으므로 비파담

이라 이른다 �. 일설에는 옛날 기녀가 이 담수변에서 비파를 뜯다가 담수에 투신하여 죽었으

므로 후인들이 비파담이라 이른다는 전설이 있다�.

좋�E똘 �j훌 沙月 趙任

�i밟流激處정 �U成 �i훨
題水깅�:�y岩因錫號

�i쩔上뚫품曲曲 �i핍
月明淸夜共줬三

제 �1�0 목 송영당 �( 送迎熺 �)

송영당은 영양읍에서 남으로 �5리쯤에 있으니 옛날 사람들이 만나고 맞이하는 곳이다 �. 그
러므로 일병 송인당 �( 送 �A熺 �, 素 �A熺 �) 이라 이르기도 한다 �. 영양읍을 출입하는 도로가 층벽

아래 소를 끼고 통하게 되니 행인의 그림자가 그대로 수변에 반영하게 되므로 소인당 �( 素 �A
熺 �) 이라 일러왔다 �. 이 곳은 국락산맥 �( 행樂山版 �) 이 남으로 뻗어 두절을 이루고 천변을 병풍

과 같이 둘렀는데 반변천이 현리을 돌아 내려오 �}서 곳곳에 증담 �( 끊澤 �) 을 이루어 영양읍의

수구 �( 水口 �) 를 막았다 �.

送迎熺 참山 趙彦益

千尋高넓擇天立

萬꺼�f衝波졌地來
落日橋頭歌

�}

曲

少年셔士志老월養

제 �1�1 목 측백수럼 �(測相樹林 �)

영양읍 감천리 앞산의 반변천변에 석벽을 이루어 절벽이 병풍과 같이 늘어섰는데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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洗 �J�L 、臺 柱江 趙是光

誰짱江邊石 -場 �*�* 石楊 ��關成光
風來冷敵黃金題 月照淸疑白玉堂

流水嗚寒波않綠 陳松뿔뿔葉生 �i京
造違洗去 �P心밤좀용 更憶擺 �B�E 共꺼경蘭

又

洗 �J�L、臺上옳千 �R
老橋露重綠뿔젊

波生 �)�7�� 者知鴻過

認得、째컸經宿處

松웹 趙根復

臺下燈江去復뺑

殘花秋 �8免近江開

雲據戀崔見轉來
�;岩邊햄 �8쫓去時 �1�)�(

제 �8목 옥선대 �( 玉仙臺 �)

옥선대는 읍령 �( 파領 �) 에서 산맥이 뻗어져 서로 기복을 지어 들어와서 대천리의 북편에서

기 �( 起 �) 하였다가 반변천에 와서 두절되고 강변에 절벽을 이루었는데 그 높이가 수백척이다�.
이 절벽 위에는 산정이 평탄하고 사방으로 노송이 늘어섰고 그 위에 평평한 대를 이루었다 �.
이 대 위에서 사방을 조망하면 경치가 좋다 �. 이 곳이 바로 옥선대이다 �. 옛날에는 학이 서식

하던 곳이라 이른다 �. 고설에 옥부선인 �(玉府仙人 �) 들이 놀던 곳이라 하여 옥선대라 이름지었

다 한다 �. 명월청야 �( 月明淸夜 �) 에는 흡사히 십주가처 �( 十洲佳處 �) 를 연상케 한다 �.

�3�5�.�1 띠臺 沙月

仙子何年別玉樓

水連逢海明波淵

千古奇 -跳歸老轉

變조숱-曲江天흉

�x
高臺顧立危

�i暴奏廣樓 �k�"�r�n

松雲長銷整
認得仙綠好

趙 任

白雲臺上作淸遊

山接方盡彩露�1�&

�}

區↑圭興屬浮關

月 下衣然꺼끽뚫 �X留

龍쉰젖 吳 �i였

�� 麗復來 �H총

岩 �i�f專白觀茶

羅月倒 �}행崔

짧塵不上眉

�X 柱江 趙是光

뽑燮西뚫�r�r 白雲頭 臺 �W�l�: 千尋 �f府綠流
古隨엎 �}땀 �A�� 쉽傳 至今鋼記玉仙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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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목 양호대 �(養浩臺 �)

영양읍 하원리 반변천가의 �3�0�m 가 넘는 절벽 위에 있는 석대로서 이 천연의 대 �( 臺 �) 는 평

탄한 암석으로 여러 사람이 앉아 놀 수 있을 만큼 매우 넓다 �. �1�6�3�9 년 조임과 나만갑 �( 羅萬

甲 �) 이 이 대 위에서 노닐었을 때 나만갑이 이 곳을 양호대라 이름지었다고 한다 �.

天地之間 有純剛至正之氣 �i關者寫江進河漢 �j市然而莫響也 結者 薦泰華뽑 �t띤勝띠행而

積醫也 �A之得是氣於天地者 업�n 짧�6夫子所謂 �i땀然之氣也 而몇其氣之無餘 ↑崔在乎養之而

己 都夫子티패 善養콤浩然之氣 �X日其寫氣也 至大至剛 以直養而無홈則塞予天地之

間 蓋是氣之�i�f 乎 �A�J 홉雅 而求諸物之좋爾者 亦雄옷 렵-維春슛與年友羅君 �i감江而上 得

異處寫 其寫 �:�h�i�: �-�t�l�1 �i�l�I�Z�: 立於蒼당후 �E�f�R 之上 高可以極 팀平浦 廣可以蓋聲同 �A 雖無積 �E여累

石之功 臺옮�I�j 則 自然天成 不 �8닮 �A力 也 쫓有↑圭기ζ美휴 華水옳 �i�l�i쫓奇嚴 �I�j따石 짜右羅 �m�u 朝룹됩

훌煙 被崔져률쩔조魚、樂廣閔烏꿇深靜 別짱果大 浮沈網奉 �f�L 萬品之或高或下 증충검�)�,
鏡秀

者
�}

萬티而盡得之옷 羅君顧而樂之盤桓問 奈티臺不有名乎 奈티無-옷 羅君티夫英之
山水 元겨활�f홉융풋 而元熺之有此臺 亦奇옷 自奈之짧予此土 環英之指點名勝者 無不玩賞

於登臨之日 而獨是臺也 無偏無↑奇 有嚴有正 使 �A有純剛正直之思 有理會펙通之意 擾

複平平便若辦大義 見大흘、於�f府 �i�f�p 顧맨之間 텅�n劉夫子浩然之氣也 臺之名 養땀不亦宜乎

奈티子之名臺也 亦過옷 夫�k풍天地之正 具五行之秀 有是四端據而充之 有是七情發

而中之 以至心廣體 �I�f�l�� 無-事-行之不歡於 �,�� 、然後 可以得浩然之氣옷 흠홉謂是臺之高

��浚平鋼 無所 �I疑障而己歲 羅君티不然 古之欲進修策風�j者 皆 �;훤其物之청행而有盤굶凡�1�'�)�:

之銘 請與子 登斯之日 不以物視之而反之身 不以臺名之而萬之心 方其春和景明 �;옳飛
魚、鍵 ���I�J 察費隱於天淵 �r�r�u 藝風 �1�& 山紅野綠則探造化於乾坤 愁愁乎 與�i領氣�m‘而莫得其

�i뚱 洋洋乎與造物遊而不知所짧 塵心自遠 客氣不 �f풍 則向所謂以直養而無害者 휠在於

是臺之上옷 金日善歲 子之名臺也 夫臺有是氣 而臺不得自名 始至今日而得全其號 則

不徒是臺之薦幸 而 �X見君修己治人之一端옷 然 其所以養之之몇 不在臺而在乎人 �f�L

�J강登斯者 其不有感乎값 途鉉其答問 以團觀省之資

제 �7목 셰심암 �(洗心岩 �)

영양읍 상원리 앞 반변천가에 있는 바위로서 이 바위는 반신은 수중에 있고 반신은 수상

에 나타나 있는데 바위의 빛이 마치 옷을 빨아 깔아 놓은 듯하며 바위 위에는 �1�0�0 여명이 앉

아 놀 만한 평평한 곳이 있다 �. 바위 밑을 흐르는 반변천은 물이 맑고 민물고기가 많아 좋은

낚시터가 되고 야유회장으로도 적합한 곳이다 �.
숙종 때에 주강 �(柱江 �) 조시광 �(趙是光 �) 이 신찬과 이 곳에서 놀 때 세심암이라 명명하였다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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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지는 반변천 �( 半邊 �)�I�I�) 이 돌아 흐르던 곳으로 아주 옛날 큰 홍수로 하원리 옥선대 �(玉仙

앞 산맥이 끊어져 물길이 바뀌고 �, 그 곳에 전형적인 우각호 �( 牛角湖 �) 가 형성되어 훗날 주

민들이 이를 이용하여 저수지를 만드니�, 지금도 삼지 부근 논에 관정을 만들기 위하여 깊이

파보면 강물이 흘렀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원탱이못 �( 元熺池 �) 은 삼지 중 위쪽에 위치하나 규모가 가장 적고 �, 늦게 만든 저수지로서

여름철이면 연꽃이 만발하므로 연지 �( 運池 �) 라 부르기도 한다 �.
탑밑못 �(搭底池 �) 은 원당지와 파대지 중간에 있으며 �, 수심이 깊고 �, 원당지보다 크다�. 영혈사

�( 靈六좋 �) 밑에 있다 하여 영혈지라 부르기도 하며 �, 남쪽 못 둑에 노송이 늘어서서 여름철

노송 그늘에서 수변을 덮은 연꽃을 바라보며 낚시를 드리우면 더욱 흥취가 있다�.
바대못 �( 塊大池 �) 은 삼지중 가장 남쪽에 위치한 못으로 사월지 �( 沙月池 �) 라 부르기도 하는데

가장 크고 수심도 깊다 �.

영양읍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사철 낚시꾼들이 끊이지 않으며 여름철 연꽃이

만발하면 주위 경관과 어울려 좋은 관광지가 된다 �.
삼지가 모두 같은 특정을 갖고 있으니�, 우각호로 되어진 저수지로 여름철이면 다투어 연

꽃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것과�, 일월면 곡강리 �( 曲江里 �) 앞 절벽 밑을 뚫어 만든 수로를 통

하여 반변천의 물줄기가 항상 흘러드니 물이 마를 때가 없으며 잉어 � 붕어는 물론 메기 �

뱀장어가 많아 멀리서 낚시꾼들이 모여들곤 한다 �.

제 �5목 선유굴 �(仙遊錯 �)

영양읍 하원리 서쪽에 있는 굴로서 이 굴은 일월산에서 발원하는 반변천이 영양읍 상원

리를 돌아 하원리에 이르러서 오랜 세월 동안 퇴적암 석벽을 침식하여 형성한 것이다 �. 굴
주위는 아름답고 선경을 이루는데 옛날 신선이 내려와 놀았다는 전설에 따라 선유굴이라고

이름하게 되었다 �. 굴의 갚게 파여진 석대 �(石臺 �) 는 방안과 같이 넓고 평평하여 수백명이 함

께 앉아 놀 수 있으며 그늘진 석대는 좋은 낚시터가 된다 �. 석대 위에는 삼주 조박용 �( 趙博

容 �) 이 새긴 ‘선유굴 �(仙遊짧 �) ’이라는 글씨가 남아 있다 �.

仙遊옳 沙月 趙、任

蒼뿔 �f풍崔 �{奇水立 古來仙↑낌此間遊 仙人己去塊초在 堆見香花潤上留

�x

曲曲꽤演路轉 �� 靈仙옳 �E효此中留 都忘世事좁山隔 �i軍峰塵 �{、뿔潤流

宇庫無常多變態 岩戀依舊識前秋 江湖幸得 �n앙詩伴 愁聽蘭歌上뿔 �f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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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하다 �. 가뭄이 계속되어 비를 갈망할 때에는 검은 구름이 산허리를 돌면서 단비를 내리므

로 홍림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 옛날에 가뭄이 들었을 때 관가에서 처음에 사직단에서 기

우하고 다음에 이 산에서 기우하고 �, 마지막으로 일월산에서 기우하는 것이 관례였다�. 산의

남서 기숨의 청기변 정족리 나방촌 �( 羅方村 �) 에는 군내의 사찰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된 홍림

사가 있었는데 절은 없어지고 지금은 사지 �( 좋地 �) 와 기핫장만 남아 있다 �.

제 �3목 읍령 �u立鎭 �) 과 행콕령 �( 行哭鎭 �)

읍령은 속칭 울티 또는 울텃재라 부르는 험하고 높은 영 �( 領 �) 으로 영양읍에서 영덕군 영

해로 넘어가는 산마루를 말하며 �, 행독령 �(行哭領 �) 은 영양읍내에 있는 작약봉 �(혐藥뿔 �) 이 남으

로 이어진 곳에 한 봉우리가 솟아 있고 그 위로 영양에서 청기로 통하는 길이 있는데 이 고

개를 행곡령이라 하며 일명 팔수골 �( 八水유 �) 고개라고도 한다 �. 지금은 읍령 � 행곡령 모두 차

도가 개설되어 교통에 불편이 없으며 읍령은 본군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중요한 수송로이니

독류와 수산물 � 임산물이 주로 수송된다 �. 차도 양편 계곡은 원시림 그대로 밀림을 이루어

한여름 버스로 이 길을 지나면 거대한 수풀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이 시원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은 좋은 피서지를 이루고 있으며 �, 행곡령 또한 �1�9�6�9 년도에 차도를 개설하여 영

양읍에서 청기면까지 가장 가까운 도로가 되었다 �. 옛날에는 산림이 우거져 낮에도 맹수가

출몰하였다지만 지금은 남별로 옛 모습은 찾아볼 수 없으나 �, 계곡의 맑은 물은 길가는 나그

네의 땀을 식혀주기에 족하고 �, 팔수골 폭포는 여름 한 철 좋은 피서지가 된다�.

행곡령이나 읍령은 고갯길이 험하여 불러진 이름보다 이 고장에 살아온 조상들의 애타는

심정을 그대로 고갯마루에 심어 불러진 이름이다�. �1�4�1�3 년 �( 태종 �1�4 년 �) 전국 행정구역 개편시

영양현 �( 英陽縣 �) 을 두었으나 관리를 두지 않고 폐현되면서 영해부 �( 寧海府 �) 에 편속하였다 �. 그
후 주민들의 오랜 복현운동 �(復縣連動 �) 의 결과로 �1�6�8�3 년에 복현되어 관리를 두어 다스리게

되었다 �. 그러나 폐현되었던 �3�0�0 여년간 영양현이 영해부에 속하였을 때 영해부 관리의 수탈

과 부민 �( 府民 �) 이 속현 �( 屬縣 �) 인 영양 현민에 대한 하시천대 �( 下視購待 �) 는 물론 봄 � 가을에

군민의 곡물 �( 조세 � 환곡 등 �) 을 가까이는 왕복 �2백리 �, 멀리는 �3백리 이상을 일일이 젊어지고

운반하였는데 험한 고갯길을 몇 번이나 넘고 깊은 물도 여러 번 건너야 했으니 얼마나 힘

고통스러웠으면 울고 념나들었을까 �? 그래서 산 이름이 읍령 �( 位領 �) 이고 재이름을 행곡

령 �( 行哭領 �) 이라 불렀다 �.

제 �4목 삼지 �( 三池 �: 원탱이못 �, 탑밑못 �, 바대못 �)

삼지 �( 三池 �) 란 영양읍 하원리에 있는 원탱이못과 삼지 �2리의 탑밑못 그리고 삼지 �1리에 있

는 바대못을 통털어 삼지라 말하는데 �, 이로 인하여 삼지리 �( 三池里 �) 라는 동리 이름도 생겨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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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계절 �( 공공기관 및 기업체의 하계휴가기간�) 이 �7�.�8 월이라 할 때 다른 지역에 비하여 지대

가 높아 특히 여름철의 기온이 낮으므로 기후적 여건은 좋다 �.

저 �1�3항 교통 여건

교통은 �3�1 번 국도가 중앙을 남북으로 지나고 영양읍을 중심으로 지방도가 평해 �( 平海 �) �.
영덕 � 안동 � 봉화 등지로 연결되어 있으며�, 영양은 서울에서 �3�3�0�k�m�. 대구에서 �1�4�7�k�m 이다 �.
서울 동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매일 출발하는 정기 버스가 �3회이고 �, 부산에서 출발하는 정기

버스노선은 없다 �. 그러나 부산에서는 안동행 정기버스를 이용한 후 안동에서 �2�0 �� �3�0 분 간격

으로 운행되는 영양행 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 그리고 영양군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약

�3�0 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택시는 군내에 �3�6 대가 수시운행 대기중이어서 영양군 내의

어느 곳이든 쉽게 찾아 다닐 수 있도록 교통 체계가 되어 있다�.

제 �2절 자연적 관광자원 현황

영양군을 찾아온 관광객이 관광할 수 있는 자연적 관광자원의 현황을 각 읍�면별로 보

면 다음과 같다 �.

저 �1�1 항 영양읍의 자연적 관광자원

제 �1목 작약봉

영양읍의 서북쪽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7�2�6�m 이며 일명 함박산 � 탕건봉이라 한다�. 일월산
줄기가 남쪽으로 뻗어 흥림산을 지나 영양읍 서북쪽에서 솟은 것이 이 산이다�. 산의 형국이

반쯤 핀 작약의 모습인 데서 작약봉이라 하였다 �. 그리고 함박산이라고도 하는 것은 두 개의

봉우리가 큰 박을 엎어 놓은 모습이기 때문이고 또 마치 탕건 �(킴띠 �) 같다고 하여 탕건봉이

라고도 한다 �. 특히 가뭄이 심할 때에는 이 산의 정상에서 관민이 모여 기우제를 올린다 �.

제 �2목 흥림산 �( 興뚫山 �)

영양읍 � 청기면 � 일월면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7�6�7�m 인데 일명 흑림산 �( 黑뚫山 �, 黑

林山 �) 이라 한다 �. 이 산은 일월산에서 남쪽으로 뻗어내린 산맥 중 영양읍의 북서단에서 우뚝

솟은 고봉이다 �. 수목이 우거져 항상 검푸른 빛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산의 모양은 변화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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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있다 �.
그리고 영양군 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영양읍 감천리의 영양 측백수림 �(빼相樹林 �, 천연기념

물 제 �1�1�4 호 �) 이 유명 하다 �.

관광 개발의 전제 조건은 관광시장성 �(觀光市場性 �)으로 관광시장의 인구밀도와 관광시장

�(觀光市場 �) 과의 거리 �( 시간적 개념 �) 관계를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 즉 관광시장 �(觀光市

場 �) 의 인구밀도는 �3�0 만 이상의 도시여야 하며 관광시장 �(觀光市場 �) 과의 거리는 당일관광 �( 當

日觀光�) 에서는 승용차로 편도 �2시간 이내이며 숙박관광 �(宿治觀光 �) 은 편도 �4시간 이상의 거

리가 적당하다 할 때 �, 영양군의 관광시장은 숙박관광시장으로서 대구 � 부산 � 울산 � 포항 등

이 될 수 있다 �.

저 �1�1 항 지리 및 지형적 여건

영양군은 지리적으로 볼 때 경상북도의 북동부에 위치하며 동쪽은 영덕군과 울진군 �, 서쪽

은 안동시 �, 남쪽은 청송군 �, 북쪽은 봉화군과 울진군에 접하고 있다�.
동경 �1�2�8�0 �5�9�' ���1�2�9

°

�1�9�' �, 북위 �3�6�0 �2�9�' ���3�6 °

�5�2�' 에 위치하며 �, 면적은 �8�1�4�.�9�6�k�m�2 이다 �.
지질은 경상계 �(慶尙系 �) 신라통 �(新羅統 �) 에 속하는 퇴적암 �(堆績岩 �) 으로 구성되었으며 �, 지

형은 태백산맥 �( 太白山뼈 �) 의 지맥에 의하여 대부분 지역이 산으로 둘러싸여 �, 동쪽은 금장산
�( 金長山 �,�8�4�9�m�) �. 백암산 �( 白岩山 �, �1�0�0�4�m�) �. 울련산 �( 節運山 �, �9�3�9�m�) �. 오십봉 �(五十峰 �,�8�2�7�m�) 등

이 솟아 있고 서쪽은 장갈령 �( 長훌領 �, �5�0�2�m�) 과 영등산 �( 領풍山 �) 등 비교적 낮은 산지를 이룬

다 �.

남쪽은 광덕산 �( 廣德山 �, �4�8�4�m�) �. 작약산 �( 힘藥山 �, �7�4�7�m�) �. 명동산 �( 明童山 �,�8�1�2�m�) 을 기점으로

흥림산 �(興눴山 �, �7�6�7�m�) �. 작약봉 �( 힘藥峰 �, �7�2�6�m�) 등이 중앙 지맥을 형성하여 남북으로 뻗어

있다 �. 하천은 장수 �( 長水 �) �. 장파 �( 長城 �) �. 화매 �( 花梅 �) �. 장군 �( 將軍 �) �. 동천 �( 東 �J�l�I�) 등이 반변천
�( 半邊川 �) 으로 합류한 뒤 서쪽으로 흘러 낙동강으로 흘러든다�. 평야는 하천유역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경지가 협소하고 점질토양 �(站質土壞 �)으로 토지가 비옥하지 못하

다�. 그러나 지리 및 지형은 산악관광지로서의 관광 여건을 가지고 있다�.

저 �1�2 항 기후적 여건

영양지방의 월중 평균기온 �( 섭씨 �) 은 �1월 상순 �3�.�3 도 �, 중순 �-�4 도 �, 하순 �3도 �,�2 월 상순 �1�.�7 도 �,

중순 �3�.�4 도 �, 하순 �3�.�6 도 �,�3 월 상순 �5�.�1 도 �, 중순 �6�.�1 도 �, 하순 �7�.�2 도 �, �4월 상순 �9�.�6 도 �, 중순 �1�1�.�2 도 �,

하순 �1�4�.�9 도 �, �5월 상순 �1�5�.�0 도 �, 중순 �1�3�.�2 도 �, 하순 �1�9�.�8 도 �, �7월 상순 �2�2�.�0 도 �, 중순 �2�3�.�6 도 �, 하순

�2�6�.�5 도 �, �8월 상순 �2�8�.�2 도 �, 중순 �2�7�.�1 도 �, 하순 �2�3�.�2 도 �, �9월 상순 �2�1�.�8 도 �, 중순 �1�7�.�7 도 �, 하순 �1�8�.�4 도 �,

�1�0 월 상순 �1�6�.�3 도 �, 중순 �1�6�.�4 도 �, 하순 �1�4�.�1 도 �,�1�1 월 상순 �1�0�.�1 도 �, 중순 �1�0�.�1 도 �, 하순 �5�.�3 도 �, �1�2 월

상순 �2�.�7 도 �, 중순 �3�.�4 도 �, 하순 �2�.�0 도이며 연 강수량은 �1�1�5�3�m�m 내외이다 �. 따라서 우리 나라의



훌뿔팔 � 짧톨

제 �1절 영양군의 관광여건

영양군은 태백산맥의 지맥에 의하여 대부분 지역이 산으로 둘러 싸여 있어 풍수가 수려

하고 물과 공기가 맑다�. 한마디로 영양군은 산업사회와 문명의 찌꺼기인 오염과 공해로부터

멀리 비껴 있는 무공해 �( 無公害 �) 청정지역으로 특히 일윌변의 용화계곡 �( 선녀탕 주변 �) �, 수비

면의 수하계곡 �(수하골 �) �, 본신계곡 �. 정기변의 찰당골 �, 석보면의 삼의계독 등은 항상 맑은 물

이 흐르고 있고 소나무 � 참나무 � 신갈나무 � 오리나무 � 자작나무 � 고로쇠나무 � 떡갈나무 �

단풍나무 등 각종의 나무들이 서식하고 있어 산림이 우거져 있으며�. 또한 다양한 형태의 바

위와 어우러져서 산세가 아름답다 �. 그리고 봄에는 각종 꽃이 피고 여름에는 녹음�. 가을에는
단풍 �, 겨울에는 설경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 항상 아름다운 계곡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영양군에서 발견된 선사 시대 유적으로 영양읍 감천리 고인돌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 고

분이 산재해 있다�. 불교문화재로는 주곡리 사지 �( 센유里춤 �:�t�J�l�J�. 신구리 사지 �(新邱멸몫址 �) �. 산
해리 사지 � 대천리 사지 �( 大川휠풍址 �) 등이 있으며 �, 석탑으로는 수성암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

어서 쌓아 올린 입암면 산해리의 봉감모전오층석탑 �( 鳳납模傳五層石햄 �, 국보 제 �1�8�7 호 �) 을 비

롯하여 영양읍 화천리 삼층석탑 �( 化川里 느層石따 �, 보물 제 �6�0�9 호 �) �, 일월면 용화리의 삼층석탑

�( 三層石搭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8호 �)
‘ 영양읍 현�1 리 삼층석탑 �( 縣-멸 느層石 �t휴 �, 보물 제

�6�1�0 호 �) �, 영양읍 현리의 모전오층석탑 �(模첼표層石뺨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2 호 �) �, 영양 삼

지리 모전석탑 �( 英陽주池里模첼石행 �,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8�3호 �) �, 영양 신구려 삼층석탑

�( 英陽新邱里 三層石搭�.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 �8�4호 �) �, 서부리 삼층석탑 �( 西部里느層石행 �) 등

이 있으며 �, 불상으로는 통일신라 시대의 작품으로 약사여래를 표현한 입암면 연당리의 영양

연당리 석불좌상 �( 英陽運熺里石佛쟁象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저�1�1�1�0 호 �) 과 도곡리 석조여래좌상

� 신구리 석불좌상 등이 있다 �. 유교 문화재로는 영양향교 �( 英陽劉校 �,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 �7�5 호 �) �, 명고서원 � 봉람서원 � 여남강당 �U�f�;�z 南講堂 �.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7�6 호 �)�, 석보면 원

리리의 석천서당 �(石川書堂 �,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7�9 호 �) �, 일월면 주곡리 월록서당 �( 月魔書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 �1�7�2 호 �) 등이 있다 �. 입암면 연당리의 영양 서석지 �(英陽瑞石地 �, 중

요 민속자료 제�1�0�8 호 �) �, 청기변의 벽산 생가 �( 뽕山生家 �, 경상북도 기념물 제�6�4호 �)�, 일월면 주

목리의 옥천 종택 �(玉川宗毛 �.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4�2 호 �) �, 영양읍 감천리의 학초정 �(賴應추 �,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6�4 호 �) �, 영양읍 감천리의 연소정 �( 運핍후 �) 과 삼수당 �( 주秀堂 �) �, 영양읍 대

천리의 삼구정 �( 주龜추 �) �, 청기변 상청리의 검산성 �( 檢山城 �, 경상북도 기념물 제�6�5 호 �) 등의 유

�3�6�0



사업명
위치

사업량
사업비 비고

읍|리 (백만) (사업비 내역)

영양 상수도
ÅìÅ|Èü�2�J�O�J��

노후관 �L �= �4�4�.�2�k�m
�3�,�1�8�0

국비 �: �3�0�0 도비 �: �4�8�0
노후관 개량사업 취 � 정수장 시설개량 1식 융자: �1�.�3�0�0 군비 �: �1�.�1 �0�0

제 �4장건 설 톨 �3�5�9

영양읍 소재지 급수구역내 상수도 시설은 �1�9�7�0 년대에 설치되어 노후로 인한 누수 등으로

보수에 많은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나 영양읍 상수도 시설 개량을 〈표

�5 �-�1�2�8�> 과 같이 실시하여 �1�.�8�8�0�7�} 구 �7�,�7�1�5 명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도물을 공급할 예정이다 �.

〈표 �5 �-�1�2�8�) 상수도 시설개량 사업



짧f �2�0�0�0±D �2�0�0�5±D

급수 인구(명) 보급률(%) 11인당급수량w일) 시설용량(톤/일)급수인구(명) 보급률(%) 11인당급수량(II일) 시설용량(톤/일)

계 �1�6�.�3�7�1 �6�2�.�2 �3�0�0 �7�.�4�0�0 �2�1�.�0�0�7 �7�9�.�3 �3�5�0 �1�0�.�5�0�0
。킥 。ε。。。

�g �7�.�8�4�4 �7�6�.�9 �3�0�0 �3�.�0�0�0 �9�.�8�4�0 �9�6�.�0 �3�5�0 �5�.�5�0�0

입암면 �1�.�2�6�0 �3�2�.�3 �3�0�0 �8�0�0 �1�.�9�1�4 �4�8�.�7 �3�5�0 때‘1‘A
청기변 �1�.�3�8�6 �4�4�.�7 �3�0�0 �8�0�0 �1�.�8�3�7 �5�8�.�7 �3�5�0 �8�0�0

일월면 �2�.�2�1�5 �7�7�.�7 �3�0�0 �1�.�0�0�0 �2�.�6�8�1 �9�3�.�1 �3�5�0 �1�.�0�0�0

수비면 �1�6�7 � ��1 �4�3�.�2 �3�0�0 �6�0�0 �1�.�7�5�3 �6�4�.�2 �3�5�0 �1�.�0�0�0

석보면 �2�.�4�9�9 �7�0�0�4 �3�0�0 �1�.�2�0�0 �2�.�9�8�2 �8�3�.�3 �3�5�0 �1�.�2�0�0

꿇펀r �1�9�9�6±D �-�2�0�0�0±D �2�0�0�1 ±D�-�2�0�0�4±D
시설용량(톤/일) 급수인구(인) 사업비(백만원) 시설용량(톤/일) 급수인구(인) 사업비(백만원)

계 신설 �3�.�0�0�0 �6�.�1�0�0 �1�4�.�3�8�0 증설 �3�.�1�0�0 �1�3�.�5�0�7 �1�6�.�8�1�5

여야。。6닙 증설 �2�.�5�0�0 �9�.�8�4�0 �1�1�.�1�2�7

입암면 �����'�"Éˆ0� �2�0�0 �1�.�9�1�4 �2�.�8�4�4

청기변(’00) 신설 �8�0�0 �1�.�5�8�0 �4�.�2�1�1

일월면(’98) 신설 �1�.�0�0�0 �2�.�2�2�0 �5�.�2�0�0

수비면
�;�;�z�.

�A���Ä�s�-����¾� �4�0�0 �1�.�7�5�3 �2�.�8�4�4

석보면(’99) 신설 �1�.�2�0�0 �2�.�6�0�0 �4�.�9�6�9

�3�5�8 �I�i 저 �1�5 편 산업 � 경제

〈표 �5 �- �1�2�5�) 상수도 세출 현황 �(�1�9�9�5�. �1�2�. 현재 �) 단위 �: 천원

도시명

군 계

소계

�2�3�3�.�9�4�1

기타
�(이월금 �)

�7�8�.�6�6�1

도시명 �l 총계
�I ���" �I 소계

군 계 �I �6�8�2 ‘ �0�0�0 �I �2�7�6�.�7�0�0

�0
기타

�4�6�.�4�2�7

원수 또는 정수구입비

저 �1�5 항 상수도 확충 계획

생활 수준이 향상함에 따라 상수도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가해 가고 있다 �. 이에 영양군에

서도 아직 상수도가 보급되어 있지 않은 청기 � 일월 � 석보면에 대한 상수도 확장사업 계획

이 연차별로 마련되어 있다 �.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1�9�9�8 년 일월면을 시작으로 �2�0�0�0 년 청기

면까지 영양군내 모든 지역에 상수도를 보급하고 �2�1 세기를 대비하여 필요한 시설을 전망하

여 모든 시설을 확충해 나가려 하고 있다�. 이에 필요한 재정은 국비가 �5�0�% 이고 지방비가

�5�0�% 인데 지방비는 농특세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 그러나 군비 투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표 �5 �-�1�2�6�) 시설 소요 전망

〈표 �5 �- �1�2�7�) 언도별 사업 계획



�. Ì(�{Ì˜�'�4�,�'�0 �.
�착수정 �. �. Ì(�.�.�>�-Ì˜�'�4�,�'�0 �.

폭 �2�.�4�m �x 장 �6�.�8�m �x 유효
폭 �2�0�4�m �x 장 �7�.�2�m �x 유효수 폭 �2�m �x 장 �6�.�8�m �x 유수심 �3�.�6�m �x �1ÉÀ
심 �3�.�6�m �x 1지 효 수심 �3�.�6�m �x �1ÉÀ

정 �- 웨어종류(90도 삼각)
� 여과지/기 � 여과지/기�.�.�>�- � 여과지/기 �:기→

폭 �1�1�m �x 장 �1�4�m �x 2지 �( 완 폭 �8�m �x 장 �1�0�m �x 2지
시 폭 �1�l�.�7�m �x 장 �1�7�.�7�m �x �3 iγ (완속)
설 지(완속)

�여층 �: 모래 �여응 �

모래
�여층

�

모래
� 염소투입기 �: �1�,�0�0�0�g�i � 염소투입기

�

� 염소투입기 �1�0�0�0�g�1ÂÜ
시간 �x 1대 � 급수펌표 �: �4�0�1�1½„�X

간 �x 1대 � 급수
� 급수펌표 �4�0�1�1½„ × �2�H�P�(�K�W�) �x �H�1�2�(�m�) �x펌고 �: �4�0�1�1½„ �x �2�H�P�(�K�W�)

�x �H�1�2�(�m�) �x �2³�
�2�H�P�(�K�W�) �x �H�1�2�(�m�) �x �2³� �2³�

배수
�배수지 � �배수지 �

�배수지

시설
폭 �l�O�.�2�m �x 장 �1�3�.�1�m �x 유 폭 �8�m �x 장 �6�m �x 유효수심 Óí�8�m �x Ç¥�8�m �x 유효수
효수심 �5�m �x �2ÉÀ �2�m �x �2ÉÀ 심 �4�.�7�m �x �6�7�.�1

�.�.�>�-
�수질실험실 �. 무 Â¤®E�)�-�JÖ��»���Z�l�/�-�l�"�8�"���/�-�l �.�p�I

�2�.�2�.
�t�J�'�'�2�.

�. �T근 디 �'�2�.
�. �T �수질실험실 �: 무

끼→

�수질시험방법 �수질검사방법 수칙커샤바버12디 �1�0 �!�o�J
질

관
�- 일일검사

�

자체 일일검사
�

자체 일일검사 �: 자체

리
주간검사

�

자체 주간검사
�

자체 �- 주간검사 �: 자체
�- 월간검사

�

의뢰 월간검사
�

의뢰 �- 월간검사 �: 의뢰

도시명 겨| 자본수입

소계 수도 사용료 과년도 이월금 시선부디}므’
�&�:�;�:�:�;�:�;�:�L�.�:�.�. �1�.�.�.�1

�L�-�I 수탁공사비 기타

군 계 �6�8�2�.�0�0�0 �2�9�8�.�0�0�0 �1�5�3�.�7�9�8 �1�2�1�.�3�6�5 �4�.�0�0�0 �0 �1�8�.�8�3�7

도시명
보조수입 기채수입 부채액

소계 조보도 교부세 기타 소계 재정융자 공채 차관 기타 (천원)
군 계 �3�8�4�.�0�0�0 �1�5�0�.�0�0�0 �0 �2�3�4�.�0�0�0 �0 �0 �0 �0 �0 �9�2�6�.�8�7�7

제 �4장 건 설 �m�I �3�5�7

�( 전변에서 계속 �)

저 �1�4항 상수도 재정

지방자치 단체들의 큰 고민 거리 중 하나는 재정 자립도가 낮다는 것이다 �. 모든 시군들이

그러하겠지만 영양군의 재정 자립도는 �8�%로 다른 시군에 비해 특히 더 낮은 편이어서 상수

도 운영 세엽의 대부분을 수도 사용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 그러나 그나마도 상당히

싼 편이어서 상수도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기타 다른 세금들도 조금씩 받고 있지

만 �, 표에서 보는 것처럼 보조금도 상당히 미미하고 기채 수입도 전혀 없는 실정이어서 현재

상수도가 보급되어 있지 않은 청기 � 일월 � 석보면의 상수도 확장공사 사업비의 예산 마련

이 쉽지 않은 형편이다 �.

〈표 �5 �-�1�2�4�) 상수도 세입 현황 �(�1�9�9�5�. �1�2�. 현재 �) 단위 천원



�1�9�9�1 �5�7�.�3�1�4 �3�.�4�0�0 �3�.�4�0�0 �1�9�.�8�4�8 �1�8�.�0�6�8 �1�.�7�8�0

�1�9�9�2 �5�8�.�5�4�4 �3�.�4�0�0 �3�.�4�0�0 �2�1�.�0�7�8 �1�8�.�0�6�8 �3�.�0�1�0

�1�9�9�3 �5�8�.�5�4�4 �3�.�4�0�0 �3�.�4�0�0 �2�1�.�0�7�8 �9�.�1�4�0 �3�.�0�1�0

�1�9�9�4 �5�8�.�5�4�4 �3�.�4�0�0 �3�.�4�0�0 �2�1�.�0�7�8 �1�8�.�0�6�8 �3�.�0�1�0

�1�9�9�5 �6�0�,�3�6�5 �3�.�8�0�0 �3�.�8�0�0 �2�2�.�2�5�9 �1�9�,�2�4�9 �3�.�0�1�0

영양읍 �4�3�.�3�1�0 �1�.�5�8�0 �1�.�5�8�0 �1�1�.�1�5�0 �9�.�1�4�0 �2�.�0�1�0

입암면 �7�.�4�0�0 �1�.�3�2�0 �1�.�3�2�0 �3�.�3�6�0 �3�.�3�6�0

청기면

일월면

수비면 �9�,�6�5�5 �9�0�0 �9�0�0 �7�.�7�4�9 �6�.�7 �4�9 �1�.�0�0�0

석보면

구분
급수관

소계 아연도강관 주철관 동관 스테인레스관 합성수지관 기타

�1�9�8�9 �3�4�.�0�6�6 �3�4�.�0�6�6

�1�9�9�0 �3�4�.�0�6�6 �3�4�.�0�6�6

�1�9�9�1 �3�4�.�0�6�6 �3�4�.�0�6�6

�1�9�9�2 �3�4�.�0�6�6 �3�4�.�0�6�6

�1�9�9�3 �3�4�.�0�6�6 �3�4�.�0�6�6

�1�9�9�4 �3�4�.�0�6�6 �3�4�.�0�6�6

�1�9�9�5 �3�4�.�3�0�6 �3�4�.�3�0�6

여。��o�J�: �닙 �3�0�.�5�8�0 �3�0�.�5�8�0

업암면 �2�.�7�2�0 �2�,�7�2�0

청기면

일월면

수비면 �1�.�0�0�6 �1�.�0�0�6

석보면

구분 。�o�;연i느;야ζ그
�C�>�cø �I �C�> 입암정수장 수비정수장

위치 영양읍 서부리 �1�4�-�2 입암면 신구리 �1�8�4 �- �3 수비면 발리 산 �3�5�-�4
써뎌 반변천 반변천 장수포천

�복류수 집수매거 �: � 복류수 집수매거 �: � 복류수 집수매거 �:

�D �= �8�0�0�m�m�.�L �= �8�4�m �D �= �6�0�0 �m�m�. �L �= �4�0 �m �D �= �6�0�0�m�m�.�L �= �2�0�m

취
�모터펌효 �: �모터펌효 �: �모터펌프 �:

”‘ �2�.�7�m�3�/½„ �x�7�5�H�P�x�7�5�H�(�m�) �1�.�2�m�3�/½„ �x �5�0�H�P �x �7�8�H�(�m�) �l�.�l�m�3�/½„ �x�4�0�H�P�x�8�0�H�(�m�)
�T x4대(설치 연도 �1�9�8�8�) x2대(설치 연도 �1�9�9�5�) �x�2³� (설치 연도 �1�9�9�4�)
시

설
� 전압 �: �3�8�0�V � 전압 �: �3�8�0�V � 전압 �: �3�8�0�V
� 전류 �: �1�0�0�A � 전류 �: �7�3�A � 전류 �: �6�1�A
� 회전수 �: �1�.�7�7�9 �r�p�m � 회전수 �: �1�.�7�6�0 �r�p�m � 회전수 �: �1�.�7�7�3 �r�p�m
� 진공펌프 �: �5�H�P �x 2대 � 진꽁펌효 �: �5�H�P �x �1³� � 진공펌효 �: �5�H�P �x �1³�

�3�5�6 톨 저 �1�5편 산업 � 경제

�( 전면에서 계속 �)

〈표 �5�-�1�2�3�) 영양 정수장 현황



0����0�1�2�. 요타앓
구분 합계 가정용

C그 ,,"0 �.�.�cø �o 그그。15포 �.�:�:�i�J�.�.�.�:�:�:�i�.�2�.�Q�. 임시용 기타
1조〈그 2종 1종 2종 �0�,�,�"�0 〈그 C그 C그

여야。。
。 닙 �6�9�2 �3�7�1 �4�3 �1�4�6 �5�8 �7�4

입암면 �9�6 �6�0 �9 �2�3 �4

청기면

일월변
수비면 �3�4 �2�3 �2 �6 �3

석보면

지역 개수 급수 인구(명) 지역 개수 급수 인구(명)

여。E。Q
。

�g �3�4 �2�.�1�2�0 일월면 �3�7 �2�.�1�8�1

입암변 �3�0 �2�,�5�4�9 수비면 �2�1 �9�6�7

청기면 �3�2 �2�,�5�8�1 석보면 �3�1 �3�,�0�8�9

구분 합계

�/ ��.�.�A �
�-�"�,�¾�5�T�t�f 배수관

소계 강관 주칠관 기타 소계 강관 �AÌ˜¬à�?���.�:�g�}나 기타

�1�9�8�9 �5�5�,�5�1�4 �3�.�4�0�0 �1�.�5�8�0 �1�.�8�2�0 �1�8�.�0�4�8 �9�,�0�4�0 �9�,�0�0�8

�1�9�9�0 �5�6�,�3�1�4 �3�.�4�0�0 �1�.�5�8�0 �1�.�8�2�0 �1�8�,�8�4�8 �1�8�,�0�6�8 �7�8�0

제 �4장건 설 홈 �3�5�5

�(전변에서 계속 �)

〈표 �5�-�1�2�1�> 간이 상수도 시설 현황

총계 �: �1�8�5�7�� 소

저 �1�3 항 상수도 시설 현황

영양군 내의 정수장은 급수 지역 내의 반변천과 장수포천 등 가까운 하천의 복류수를 취

수하여서 급수를 하고 있다 �. 취수장 주변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수질 보호에 힘

쓰고 있고 아직 주변에 큰 공장이나 목장 등 오염원이 없기에 수질은 항상 �1급수로서 최상

의 상태로 물을 공급할 수 있었다 �.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건강한 물을 공급할 수 있

고 또 관리변에 있어서도 수처리 비용이 적게 들어서 상수도 재정에 조그만 보탬이 되고

있다 �. 그러나 물을 여과함에 있어서 전부 모래를 이용한 완속여과 방법으로만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큰 오염원이 없어서 수질의 상태가 좋았지만 앞으로 지역이 계속 발전해 나감

에 따라 여과 방식도 침전 여과나 활성탄을 이용한 여과방식 혹은 역세척설비 등을 이용한

여과방식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 영양군의 경우는 송수시설이 없는 것이 특이한데 이는 정

수장에서 취수를 해서 모래로 여과를 한 뒤 바로 배수지로 보내지기 때문이다 �. 관로의 경우

에는 주철관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시설면에 있어서는 취수 모터 펌프 총 �8대 �, 진공

펌프 �4대 �, 급수펌프 �5대 등으로 타 시군과 비교해 보면 펌프류의 수나 용량 등 전반적인 시

설이 빈약하고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의 교체가 시급한 문제이다 �.

〈표 �5 �- �1�2�2�> 상수도관 현황 �(�1�9�9�5�. �1�2�. �3�1�. 현재 �) 단위 �:�m



。� �0�1 도요 요。타。팩
구분 합계 가정용

�O�t�=�1 ζ" ø�2�0�1�5Æ$ 二il二다S포
임시용 기타1종 2종 1조ζ그 조2§

�C �t�=�1�eø �C�C�eø

�1�9�9�0 �7�3�5 �4�1�8 �2�9 �1�6�6 �3�8 �8�4
�1�9�9�1 �7�8�4 �4�4�6 �3�4 �1�8�4 �3�6 �8�4
�1�9�9�2 �8�3�5 �5�1�7 �9�5 �1�1�0 �4�3 �7�0
�1�9�9�3 �7�7�6 �4�4�6 �5�5 �1�5�9 �5�2 �6�1
�1�9�9�4 �7�9�6 �4�3�4 �5�5 �1�6�3 �5�6 �6�8
�1�9�9�5 �8�2�2 �4�5�4 �5�3 �1�7�5 �5�8 �8�1

�3�5�4 명 저 �1�5 편 산업 � 경제

하고 �, 토목학회 편 『토목용어집」에의하면 “보건위생및 소화의 목적을 달성하는 통계적인

급수시설의 총칭이다 �"라고 정의되어 있다�.
오늘날 상수도는 종래의 위생시설로서 급수기능만이 아니라 도시의 기능을 좌우하게 되

는 도시 기반시설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므로 수도의 기능은 “맑은물을 풍부

하고 안정되게 공급하는 것”이라할 수 있다 �. 오늘날은 생활 수준의 향상과 함께 점점 상수

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저 �1�2 항 현황 �( 저 �1�2 펀 �3장 자원과 환경 참조 �)

영양군은 �1�9�6�9 년 ‘상수도 사업’인가를 얻어서 �1�9�7�0 년에 총사업비 약 �3 억 �6천 �7백 �1�0 만원
을 들여서 공사를 시작하였다 �. 영양읍을 시작으로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맑고 깨끗한

주민들에게 공급하기 시작하였지만 �, 처음 시작인 만큼 상수도 사업은 보잘것 없는 것이었

다�. 당시 시설용량 �1�.�6�5�0 톤 �/ 일 규모로 급수 인구는 �5�5�6 명에 지나지 않았으며 상수도 보급률

은 약 �3�0�% 에 불과하였다 �. 그러던 것이 �1�9�8�6 년 시설규모 �3�,�0�0�0 톤 �/ 일로 확장하었고 �1�9�9�5 년도

에는 보급률이 �3�8�.�9�% 로 증가하였고 �1인당 �1 일 급수량도 �2�5�6 �I 로 늘어났다 �.
그러나 보급률에 있어서도 전국 �8�0�.�1 �%�, 경북 �5�5�.�6�%�, 대구 �5�6�% 와 �1 인당 �1 일 급수량도 전

국 �3�7�6�.�0 �I �, 경북 �3�0�5�.�0 �I 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고 �, 그나마도 영양읍 � 입암면 � 수비변 �3개
지역에만 보급되고 있으며 �, 상수도에 대한 수요도 날로 증가하고 있어 상수도 확충 사업은

시급한 사안이다 �. 영양 � 입암 � 수비 �3개 지역을 제외한 청기 � 일월 � 석보면에서는 아직 대

부분이 간이 상수도나 우물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 간이 상수도의 경우 영양읍 �3�4 개 �, 입

암면 �3�0 개 등 총 �1�8�5�7�� 소로 운영되고 있다�.

급수 사용량에 있어서는 �1�9�9�1 년 이후로 급수도시내 인구가 줄어들면서 전체 급수 사용량

도 �1�9�9�2 년 이후로 줄어들고 있지만 �1 일 �1인당 급수량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이는 수

자원의 중요성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물은 무한하리란 생각에서 비롯된 것 같다 �. 지금부
터라도 수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 방울의 물이라도 아껴 쓰는 생활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다�.

〈표 �5 �-�1�2�0�> 급수사용량 현황 �(�1�9�9�5�. �1�2�. �3�1�. 현재 �) 단위 �: 천 �3�,�m



제 �4장건 설 �I�I�I �3�5�3

개량하지 않은 주택의 모습

개량한 주택의 모습

제 �5절 상 수 도

저 �1�1 항 개 요

물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생명체의 근원으로 만물의 근원이며 �, 생명 그 자체라

고 할 수 있다 �. 인류의 역사는 물과 함께 시작되어 물을 따라 이동하였으며 물 자원의 공급

이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문병을 꽃피우고 발전시켰다 �. 그러나 물은 흔하기 때문에 언제

나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물은 무한자원이 아니다 �.
상수도란 �1�9�6�1 년 �1�2 월 �3�1 일자로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수도법 제 �2조 규정에 의하면 수

도 �(�w�a�t�e�r �s�y�s�t�e�m �o�r �w�a�t�e�r �w�o�r�k�s�)�4 함은 “배관및 그 밖의 공작물로서 물을 정화하여 시
�

읍 � 면 주민의 수요에 응하여 급수의 목적으로 시설한 총체를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으

며 �, 수도용지라 함은 “수원지정수장 �, 배수지 펌프장 및 상수관로에 요하는 용지”라고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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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에 큰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고 �, 이 때부터 점차 쾌적하고 편리하며 능률적인 주거 환경

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
영양군에서도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조금이나 융자금 혜택 등

을 마련하여 지붕 개량�부엌 개량�화장실 개량�주택 개량 등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 주택 개량의 경우에는 �1�9�7�3 년 �3�0 만원 �, �1�9�7�4 년 �-�1�9�7�5 년 �3�5 만원 �, �1�9�7�6

년 �6�0 만원이던 융자금이 �1�9�9�5 년부터는 �1�.�6�0�0 만원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화장실 개

량이 총사업비 �6억 �2천 �3백만원 �, 입식 부엌 및 목욕탕 개량이 총사업비 �2�1 억 �8천 �8백 �7십만

원을 융자해 주어서 화장실 개량 주택이 총 �1�.�6�5�6 동 �, 입식 부엌 및 목욕탕 개량이 �4�,�2�5�3 동

그리고 주택 개량을 한 집이 �8�8�7 동에 이르고 있다 �.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들이 일관성과 연

계성 없이 중앙 부처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물량 위주의 사업이 되어 농촌 주거

환경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미흡하였다 �. 주택을 비롯한 농촌 주거 환경의 낙후성은

농촌 인구의 탈농과 이촌을 부추기는 주된 요인이 되었다�. 생활편의 시설과 공공시설의 부

족 등 전반적인 주거 환경의 낙후성이 젊은이들을 도시로 떠나게 만드는 것이다 �.

〈표 �5 �1�1�8�> 지붕 개량 사업

〈표�5 �-�1�1�9�> 주택 개량 및 취락 개선 단위 �: 천원



구분
점유형태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서I(사글세) µ��,�A�.�>
�-�r�cø

�1�9�8�9 �.�.�. �.�. �. �.�.�. �.�.�. �. �.�.

�1�9�9�0 �.�.�. �.�.�. �.�.�. �.�.�. �.�.�.

�1�9�9�1 �.�.�. �.�. �.�.�. �.�.�. �.�. �.

�1�9�9�2 �.�.�. �.�.�, �.�. �. �.�.�. �.�.�.

�1�9�9�3 �9�,�9�1�9 �5�1�5 �2�1�4 �1�7�6 �1�9�2
�1�9�9�4 �7�.�2�7�3 �8�8 �1�6 �1�2�1 �4�4�4
�1�9�9�5 �7�,�2�7�9 �8�8 �1�6 �1�2�1 �4�4�4
여야。Q

。 �a �2�,�3�8�7 �4�5 �1�2 �5�9 �2�5�4

입암면 �9�3�7 �2�1 �2 �1�9 �1�1�5
청기면 �1�.�1�0�3 �3 �3 �8
일월면 �7�8�2 �3 �4 �5
수비변 �9�6�7 �1�0 �2�4 �4�0
석보면 �1�.�1�0�3 �6 �1�2 �2�2

연벼 �O�J
�;�¾�E�HÈp�E

E므

"" 합계
�T�=�'�o�"�l�T

시군별 ²è³Ä�3�.�E�H 아파E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주택���T �=�:�;

�1�9�8�9 �.�.�. �.�. �. �. �.�. �.�.�. �. �.�. �.�. �.
�1�9�9�0 �7�8�7�,�2�7�1 �6�7�3�.�4�6�1 �6�5�,�9�4�7 �1�3�,�6�9�8 �2�,�0�4�4 �3�2�.�1�2�1

�1�9�9�1
�.�.�, �.�.�. �.�. �. �.�.�. �.�.�. �.�. �.

�1�9�9�2 �.�.�. �.�.�. �. �.�. �.�.�. �.�.�. �.�. �.
�1�9�9�3 �7�5�9�,�6�7�0 �5�5�7�,�8�1�5 �1�5�8�,�8�6�8 �1�3�,�3�2�8 �1�6�,�8�1�2 �1�2�,�8�4�7

영 양군 �(�9�9�4�) �8 ��4�0�2 �8�.�1�4�2 �4�0 �9�0 �1�3�0

대구시 �4�5�1�.�1�6�9 �1�6�6�,�7�1�4 �1�7�7�,�2�2�5 �8�,�5�6�9 �8�3�,�5�1�9 �1�5�.�1�4�2

포항시 �6�4�.�1�6�9 �2�4�,�6�9�3 �3�1�.�3�8�9 �3�,�0�7�5 �5�,�0�1�2

안동군 �2�3�.�4�0�1 �2�3�.�1�8�9 �6�4 �1�9 �1�6 �1�1�3
청송군 �1�2�,�8�1�9 �1�1 �,�3�0�2 �9�0�5 �1�8�1 �2�1�4 �2�1�7
영덕군 �1�8�,�9�0�6 �1�8�,�0�9�6 �3�0�2 �3 �3�0�0 �2�0�5
문경군 �1�7�,�0�9�3 �1�6 ��7�2�7 �2�3�4 �6�4 �6�8
봉화군 �1�6�,�0�1�8 �1�4�,�7�4�0 �7�2�1 �7�8 �2�1�4 �2�6�5

제 �4장 건 설 �I�I�I �3�5�1

〈표 �5�-�1�1�6�) 점유 형태별 주택 현황

〈표�5�-�1�1�7�) 타 시군 주택 현황

저 �1�3 항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난 �3�0 여년간의 산업화 � 도시화 과정에서 주택을 비롯한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은 대부

분 대도시를 중심으로 고려되어 왔다 �. 그렇기 때문에 농촌 지역의 주거 환경에 관한 문제는

거의 도외시되어 왔다�. 이러던 것이 �1�9�7�0 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마을 운동과 더불어 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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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수준의 미흡 �, 그리고 주택의 질적 저하 및 조기 노후화 문제로 요

약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주택 문제는 반드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나 형평성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커다란 정책적 이슈인 것이다�.

저 �1�2항 주택 현황

�1�9�9�4 년 영양군의 주택을 종류별로 보면 총가구수 �8�,�4�0�2 동 가운데 단독주택이 �9�6�.�9�0�% 이고 �,

아파트 �(�0�,�4�8�%�)�, 연립주택 �(�1�.�0�7�%�)�, 다세대 주택 �(�1�.�5�5�% �)과 같은 단독주택 외의 주택은 �3�.�1�%

에 해당한다 �. 다시 말하면 이는 영양군 내의 주택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을 뜻한다 �.
주택 보급 현황을 살펴 보면 �, 주택 부족률은 제로 �(�0�) 에 가깝다 �. 왜냐하면 이농 현상으로 인

해 해마다 영양군 내의 인구수는 줄어드는 반면 �, 주택수는 늘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1�9�9�0

년대에 이미 주택 공급률이 주택 수요율을 초과하여 이 때부터 공가의 수가 날로 증가하여

왔다 �. 공가 발생의 원인은 자녀가 없는 노인들과 농촌인구의 감소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가

구원 전체가 도시로 이주하지 않고 자식들만 도시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아 빈방이 많이 생

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 이로 인해 이제는 공가의 처리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들은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촌 마을의 공동화를 가져오고 �, 정서적으로도 불안감

과 허탈감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

경제의 성장과 농가 소득의 향상으로 오늘날에 와서는 주택의 점유 형태변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 주택의 자가 소유율이 높아지고 세를 들어 사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 뿐만 아니라 주택의 규모도 점점 더 큰 것을 선호해 가고 있는 상황

이다�.

〈표 �5�-�1�1�5�> 영양군 주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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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각 준용 하천에서 갈라져 나온 폭이 �2�m 이상이고 길이가 �5�0�0�m 이상인 소규모의 하천

을 말하는 것으로 농업이 주생활인 영양군에는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 영양군 소하천의

총연장은 �4�2�7�,�5�4�0�m 이고 이중 수비면이 �2�0�4�,�2�0�0�m 로 총연장 중 약 �3�0�%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 일월면이 �9�5�,�0�4�0�m 로 가장 짧았다 �. 또한 정비된 제방 연장은 �6�8�8�,�6�4�0�m�, 미정비 제

방은 �1�6�6�.�4�0�0�m 로 나타났다 �.
이러한 하천의 외형적 현황 외에 요즈음 새롭게 하천 수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그

지역의 수질이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자리잡을 만큼 그 위상이 새롭게 인식되었다 �. 현재 영

양군의 하천수질은 전국에서 손꼽힐 수준의 아주 우수한 수질을 자랑하고 있으며 배후 공

업단지가 없다는 점에서 수질 관리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장마 등의

우기에 홍수와 같은 큰 피해를 입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 하천 관리와 방제사업 등이 비

교적 잘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제 �4절 주 택

제 �1 항 개 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 � 식 � 주라는 기본 욕구 중의 하나가 바로 주택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확보되고 해결되어야 할 생활 환경인 것이다 �. 주택은 인간 삶의 현

장으로서 가족의 보금자리이며 안식처이다 �. 또한 주택은 인간의 육체적 건강은 물론 심리적

안정�, 노동의 능률성 �, 정서의 보전 등과 같은 정신적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 복합적

인 기능과 가치를 갖는다 �.

주택은 첫째�, 인간 생활의 필수 요건인 거주를 위한 안식처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 둘째 �,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고 교육을 받고 살아가는 생활 환경이다 �. 셋째는 가계 생산 활동의 현

장이며 �, 넷째로는 재산 증식을 위한 수단인 것이다�. 주택은 일반 재화와는 달리 시간이 지

남에 따라 감가상각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 증

식의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
한편 �, 주택이라는 개념을 확대한 것으로 주거라는 개념이 있는데�, 주거 환경의 수준은 생

활의 질을 대변해 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한다 �.
인간의 물질적 욕구가 일단 먹는 것과 입는 것의 일차적 차원에서 충족되면 이차적 차원

에서 보다 편리하고 질 좋은 주택 욕구로 그 욕구를 전환시킨다 �. 이는 인간이 문화 � 오락

욕구 유발과 거의 동시적으로 유발되는 욕구일 것이다 �. 인간은 누구나 삶의 양적인 면이 충

족되면 �, 다시 말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변 삶의 질에로 그 욕구를 전환시킨다 �.
우리 나라에서는 특히 주택의 소유가 재산증식 수단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 부

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 소득의 획득은 소득분배의 불공정 요인의 하나로 되고 있기도 하다 �.
우리 나라의 주택 문제는 주택의 양적 부족에서 오는 시장 및 가격 구조의 불안정 �, 이로 인



수계명 지류구분 하천명 축제 �(�m�) Ö8ÅH�(�m�) 효 과

±•Ñ �(�h�a�) 인가(호)

낙동강 반변천 �7�,�9�9�5 �7�,�6�9�5 �2�3�3 �1�1�4
�N �2 문상천 뻐1 �1�.�0�0�0 �2�8 �3�0
�N �2 장파천 �1�.�0�5�4 �1�.�0�5�4 �1�9 �3�5
�N �2 장군천 �4�,�0�1�0 �4�,�0�1�0 �5�8 �3�2
ν �2 하원천(동천) �1�. �2�3�5 �1�. �2�3�5 �2�4 �2�8
�N �2 동천(청계천) �7�.�1�5�1 �7�.�1�5�1 �1�8�7 �4�0
γ �2 화매천 �3�.�7�7�6 �3�,�7�7�6 �4�9 �3�0

왕피천 장수포천 �1�6�0 �1�6�0 �4
�N �2 발리천 �1�. �6�5�0 �1�. �6�5�0 �2

�"�=�t�%�7�J�- 。 �3 소청천 �4�7�0 �4�7�0 �1�1 �2�0
�N �2 신사천 �8�6�7 �8�6�7 �1�1 �2�0
�N �2 인지천 �5�7�0 �5�7�0 �3 �1�0

�"
�2 황용천(동부천) �4�.�1�0�0 �4�.�1�0�0 �2 �3�0�0

�N �3 창하천 �2�0�0 �2�0�0 �2 �1�6

계 �1�4 �3�4�,�2�3�8 �3�3�,�9�3�8 �6�2�9 �6�7�6

g면 개소
소하천 제방연장

호안연장 뚫구 몽리구성
ÅðÇ¥�(�m�) 정비 미정비 농경지 건물

계 �1�9�3 �4�2�7�,�5�4�0 �6�8�8�,�6�4�0 �1�6�6�.�4�4�0 �4�6�,�6�6�0 �1�8�6 �5�6�6 �1�.�3�8�2

영양읍 �2�8 �6�8�,�5�5�0 �1�1�4�.�7�0�0 �2�2�.�4�0�0 �2�,�9�6�0 �1�0 �7�8 �2�4�6
입암면 �2�2 �4�4�,�9�0�0 �7�0�,�5�0�0 �1�9�,�3�0�0 �5�,�0�0�0 �6�0 �7�9 �1�4�2

청기면 �2�8 �6�7�.�7�0�0 �1�0�6�,�0�0�0 �2�9�.�4�0�0 �1�1�,�6�0�0 �3�2 �8�8 �1�8�4

일월면 �3�0 �6�4 ��0�4�0 �9�5�,�0�4�0 �3�3�,�0�4�0 �1�0 ��7�0�0 �2�2 �9�9 �3�0�7
수비면 �5�4 �1�1�9�,�8�5�0 �2�0�4�,�2�0�0 �3�5�,�5�0�0 뻐m �3�4 �1�4�1 �2�8�7

석보면 �3�1 �6�2�,�5�0�0 �9�8�,�2�0�0 �2�6�,�8�0�0 �6�.�4�0�0 �2�8 �8�1 �2�1�6

�3�4�8 �I�I�I 저 �1�5 편 산업 � 경제

관시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표 �5 �- �1�1�3�> 준용하천의 축제 현황

�( �) 는 행정기관에서 표기하고 있는 하천명 �.

영양군의 제방시설이 갖추어진 하천은 �1�4�7�B 소이다 �. 준용하천의 제방의 연장을 보면 반변

천 � 동천 � 청계천 � 장군천의 순으로 나타났다 �. 실질 효과적인 변에서 반변천은 지방상수도

의 원수로 �2�.�7�0�9 가구 �8�,�6�3�0 명에게 식수로 공급되고 있다 �-
다음으로 소하천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5 �-�1�1�4�> 영양군의 소하천 현황 �( �1�9�9�6�. 현재 �)

소하천은 �1�9�9�5 년도에 제정된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 관심이 커지고 있는 하천이다 �. 소하천



구분 하천수 Í�ÅðÇ¥�(�k�m�) 개수현황

요개수 기개수 미개수 개수율(%)
�1�9�8�8 �1�9 �2�2�3�.�0 �1�2�8�.�1�5 �2�9�.�1�5�0 �9�8�.�5�0�2 �2�3
�1�9�8�9 �1�9 �2�2�3�.�0 �1�2�8�.�1�5 �2�9�.�6�4�8 �9�8�.�5�0�2 �2�3
�1�9�9�0 �1�9 �2�2�3�.�0 �1�2�8�.�1�5 �2�9�.�6�4�8 �9�8�.�5�0�2 �2�3
�1�9�9�1 �1�9 �2�2�3�.�0 �1�2�8�.�1�5 �2�9�.�6�4�8 �9�8�.�5�0�2 �2�3
�1�9�9�2 �1�9 �2�3�8�.�2 �1�2�8�.�1�5 �3�0�.�9�5�8 �9�7�.�1�9�2 �2�4
�1�9�9�3 �1�9 �2�3�8�.�2 �1�2�8�.�5�0 �3�2�.�4�8�1 �9�5�.�6�6�9 �2�5
�1�9�9�4 �1�9 �2�2�1�.�9 �1�2�9�.�1�5 �3�2�.�4�8�1 �9�6�.�6�6�9 �2�5
�1�9�9�5 �1�9 �2�2�1�.�9 �1�2�9�.�1�5 �3�5�.�2�6�0 �9�3�.�8�9�1 �2�7

제 �4장 건 설 �I�I �3�4�7

제 �3절 하 천

저 �1�1 항 개 요

하천이란 지표변에 떨어진 비와 눈 등의 천수가 모여서 바다와 호수 등으로 흘러가는 줄

기 등과 그 유수를 포함하는 총칭이다 �. 하천에 대한 인간의 관심은 선사 시대로부터 여러

수리 사업을 통해 물의 중요성과 이용 가치를 깨달았으며 최근 환경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물에 대한 관심과 가치가 더욱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 우리 나라 하천법 제 �2조

에는 하천이라 함은 “공공의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 대통령령으로 그 명칭

과 구간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
우리 나라 하천의 특징은 그 유역 면적이 작고 유료 연장이 짧으며 또한 산지가 많기 때문

에 하천의 경사도 급한 곳이 많다 �. 우리 나라는 등급에 따라 크게 하천을 직할 하천 � 지방

하천 � 준용 하천 � 소하천으로 구분하는데�, 영양군에는 준용 하천 �1�9 개소와 소하천 �1�9�3 개소가

있다�. 이들은 반변천과 장수포천으로 모여 각각 낙동강 수계와 왕피천의 수계를 이룬다 �. 또한
저수지는 영양군 관내에 �9�5 개소가 있는데�, 대부분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제 �2항 현 황

�1�9�8�8 년 이후의 영양군 하천 개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표 �5 �-�1�1�2�> 영양군의 하천개수 현황 �(�1�9�9�5�. �1�2�. �3�1�. 현재 �)

위의 표에 나타난 것은 모두 준용 하천의 내용이다 �. �1�9�8�8 년이후 �1�9�9�5 년까지의 개수 현황

을 보면 요개수 연장보다 기개수 연장이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 개수율은 �8�8 년도
�2�3�% 에서 �9�4 년말에는 �2�7�.�3�% 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 영양군의 준용 하천을 축제와 연



근]로도 교량수 및 교량명 위치(읍�면�리) 총연장(m) .완공연도 � 교통량

총 7개소 청기 연장 �2�5�4�.�6�m

저조꾀。,-μ- 청기 정족 �1�6 �. �1�9�7�2 �. �2�2�6
정족1교

�"
�5�3�.�1�9�7�4�.�2�2�6

정족2교
�"

�3�0 �. �1�9�7�7 �. �2�2�6
군도3호선

학암교 청기 토구 �4�8 �. �1�9�8�1 �. �2�2�6

교닭
�"

�5�7�.�6 �. �1�9�8�1 �. �2�2�6

무진교 청기 무진 �3�0 �. �1�9�7�9 �. �2�2�6

무진1교 ’/ �2�0 �. �1�9�7�6 �. �2�2�6

총 7개소 석보�영양 연장 �2�3�8�m

옥계교 석보옥계 �3�0 �. �1�9�9�2 �. �2�3�2

힘동교
�"

�2�5 �. �1�9�9�2 �. �2�3�2

군도5호선
옥계2교

�"
�2�5 �. �1�9�9�2 �. �2�3�2

소계교 석보소계 �2�2 �. �1�9�9�2 �. �2�3�2
소계1교

�"
�2�0 �. �1�9�9�3 �. �2�3�2

소계2교
�"

�2�0 �. �1�9�9�3 �. �2�3�2
대천교 영양대천 �9�6 �. �1�9�9�0 �. �2�3�2

총 4개소 일월 연장 �1�0�2�.�8�m

오리교 일월 오리 �5�2 �. �1�9�7�4 �. �7�0
군도 8호선 오리1교 ” �1�2 �. �1�9�8�0 �. �7�0

새마g교
�"

�2�2 �. �1�9�7�6 �. �7�0
교시E도구 일월 도곡 �1�6�.�8 �. �1�9�8�1 �. �7�0

군도 10호선
1개소 수비 연장 �3�2�m

수하3교 수비 수하 �3�2 �. �1�9�8�1 �. �1�5�6

군도 11호선
1개소 입암 연장 �2�6�m

신사교 입암신사 �2�6 �. �1�9�9�2 �. �2�3�6

2개소 영양 연장 �9�3�m

군도 15호선 상원교 영양상원 �7�2 �. �1�9�7�7 �. �1�5�5
상원1교 ’ �2�1 �. �1�9�7�2 �. �1�1�5

계 �1�1�1¬� 소 연장 �4�,�4�5�6�.�3�m

�3�4�6 �i�i�i 저 �1�5 펀 산업 � 경제

�( 전변에서 계속 �)

�* 단 �, 국도 및 국도준용도는 �1�9�9�4 년말 자료임 �.

앞의 표에서와 같이 지방도 �9�1�8 호선이 �4�2 개소의 교량을 가지고 있으며 �, 총연장도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 군도 �1�0�.�1�1 호선은 각 �1개씩의 교량만이 있으며 군도 �4�.�1�3�.�1�4�.�1�6 호선은 교량

이 존재하지 않는다 �. 영양군의 교량은 대부분 최근 가설 또는 재가설되었으나 �1�9�7�0 년대에

준공된 교량이 있는 �9�1�1 호선의 몇몇 교량은 두부 파손 및 균열 등으로 보강 및 보수가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디로도 교량수 및 교량명 위치(읍� 면 � 리) 총연장(m) .완공연도 � 교통량

판사2교 수비 송하 �1�6 �. �1�9�8�5 �. �5�7�2

판사l교 /ν �2�4 �. �1�9�8�0 �. �5�7�2

판사교 ’ �1�6 �. �1�9�8�5 �. �5�7�2
�1�:�:�3

�.�/�-�"�:�"�:�1®E�T°|�-�.�1�¼ �N �2�6 �. �1�9�8�3 �. �5�7�2
닝

�-�-�> ��-�5�f�T�L�l�i�I®0�-�1°D�L ” �2�6 �. �1�9�8�2 �. �5�7�2

북수2교 ι/ �1�8 �. �1�9�8�1 �. �5�7�2

죽파교 수비 죽파 �1�6 �. �1�9�8�6 �. �5�7�2

죽파1교 �N �3�2 �. �1�9�8�5 �. �5�7�2

죽파2교 �N �2�4 �. �1�9�8�4 �. �5�7�2

죽파3교 ’ �2�4 �. �1�9�8�4 �. �5�7�2

지방도 �9�1�7Ö8Á 
광석교 수비 오기 �1�9 �. �1�9�7�2 �. �5�7�2

교기오 ” �2�4 �. �1�9�7�2 �. �5�7�2

수하교 수비 수하 �5�5 �. �1�9�9�4 �. �7�0�1

천진교 ” �5�0 �. �1�9�8�4 �. �7�0�1

수하2교 �N �6�0 �. �1�9�9�4 �. �7�0�1

신암교 수비 신암 �5�2 �. �1�9�8�7 �. �7�0�1

신천1교 �N �2�4 �. �1�9�9�5 �. �7�0�1
신천2교 �N �2�4 �. �1�9�9�5 �. �7�0�1

신암2교 �N �2�4 �. �1�9�9�2 �. �7�0�1

신암3교 ” �2�0 �. �1�9�8�8 �. �7�0�1

신암4교 �N �1�6 �. �1�9�8�9 �. �7�0�1

신암5교 ” �3�6 �. �1�9�9�5 �. �7�0�1

총 �1�0�7�T�I 소 청기�일월�영양 연장 �3�7�6�m

행화교 정기 행화 �1�1 �. �1�9�7�0 �. �9�7�9
백운교 �N �1�1 �. �1�9�7�1 �. �9�7�9

�1�:�J�� 청기 당 �3�0 �. �1�9�9�2 �. �9�7�9

관도 일월 도곡 �2�2 �. �1�9�7�9 �. �9�7�9

지방도 �9�1�8Ö8Á 가곡교 일월 가곡 �6�2 �. �1�9�9�1 �. �9�7�9

대천교 영양 대천 �1�2�4 �. �1�9�9�4 �. �2�5�0�9

화천교 영양화천 �1�2 �. �1�9�8�9 �. �2�5�0�9

화천1교 ” �4�8 �. �1�9�8�8 �. �2�5�0�9

화천2교 ν �4�4 �. �1�9�8�9 �. �2�5�0�9
디

�-�i�'�-
�;�<�J�- �.�l�l�I。 →」 영양무창 �1�2 �. �1�9�9�3 �. �2�5�0�9

총 5개소 0��]�0�1�-
연장 �1�7�9�m닝D

산해교 입암산해 �1�2�1 �. �1�9�8�5 �. �5�5�9

군도2호선
문해1교

�"
�1�1 �. �1�9�8�5 �. �5�5�9

문해2교
�"

�1�1 �. �1�9�8�5 �. �5�5�9

문해3교 ν �1�8 �. �1�9�9�3 �. �5�5�9

산해3교 ” �1�8 �. �1�9�9�3 �. �5�5�9

제 �4장 건 설 �i�i�i �3�4�5

�( 전변에서 계속 �)



닮로도 교량수 및 교량명 위치(읍 � 면 � 리) 총연장(m) �. 완공연도 � 교통량

총 4개소 수비 연장 �1�3�9�m

국가지원 지방도
발리교 수비 발리 �2�3 �. �1�9�6�6 �. �1�2�3�3

88호선 신원교 수비 신원 �3�6 �. �1�9�6�8 �. �1�2�3�3

신원2교 ν �4�0 �. �1�9�8�8 �. �1�2�3�3

본신교 수비 본신 �4�0 �. �1�9�8�8 �. �1�2�3�3

총 �1�4�7�RÁŒ 석보 � 입암 � 청기 � 일월 연장 �7�5�3�m

화매1교 석보화매 �1�8 �. �1�9�7�5 �. �1�4�8�0

화매교 �N �1�4 �. �1�9�9�0 �. �1�4�8�0

신평교 석보신평 �5�0 �. �1�9�7�5 �. �1�4�8�0

P�J�I�.�.²ä²Ý λJ 님�d�-ø���!�t�T�t��二L
닙 「 �7�7 �. �1�9�7�9 �. �1�4�8�0

원리교 석보원리 �4�3 �. �1�9�9�4 �. �1�4�8�0

석보교 ι �7�7 �. �1�9�7�3 �. �1�4�8�0

지방도 �9�1�1Ö8Á 처。L깅。'd�J�.�C�,�.�. 입암신구 �1�5�4 �. �1�9�7�4 �. �8�5�3
연당교 입암 연당 �4�4 �. �1�9�7�5 �. �8�5�3

임천교 ” �5�5 �. �1�9�8�0 �. �8�5�3

교챙 청기 상청 �1�9 �. �1�9�8�4 �. �8�5�3
�»���;�;�<�c�J �J�J�L ’ �5�5 �. �1�9�8�1 �. �8�5�3

망미교 청기 청기 �7�7 �. �1�9�8�0 �. �8�5�3

청기교 �N �4�8�.�1�9�7�4�.�8�5�3
가곡교 일월가콕 �2�2 �. �1�9�8�5 �. �8�5�3

총 42개소 석보� 영양�수비 연장 �1�.�1�7�8�m

삼의교 석보포산 �4�5 �. �1�9�9�1 �. �1�6�6
삼의1교 석보삼의 �4�0 �. �1�9�8�9 �. �1�6�6
삼의2교

�"
�4�5 �. �1�9�9�2 �. �1�6�6

삼의3교 �N �3�5 �. �1�9�9�2 �. �1�6�6
삼의3 1교 �N �2�4 �. �1�9�9�2 �. �1�6�6
삼의4교 ” �2�4 �. �1�9�9�2 �. �1�6�6

상심의교 ’ �2�5 �. �1�9�9�5 �. �1�6�6
무창13교 C셔。goJ: lj'-;;<,}。 �2�0 �. �1�9�9�5 �. �1�6�6
무창12교 ν �2�0 �. �1�9�9�5 �. �1�6�6

지방도 �9�1�7Ö8Á 무창11교 ” �2�4 �. �1�9�9�5 �. �1�6�6
무창10교 μ �2�5 �. �1�9�9�3 �. �1�6�6
무창9교 ” �2�5 �. �1�9�9�3 �. �1�6�6

�l�j�'�- �;�;�<�J�-�8�J�J�L�¹ �N �2�5 �. �1�9�9�3 �. �1�6�6
무창7교 �N �2�5 �. �1�9�9�3 �. �1�6�6

무창6교
�"

�2�5 �. �1�9�9�4 �. �1�6�6

무창5교
�"

�2�5 �. �1�9�9�5 �. �1�6�6

무창4교 �N �2�5 �. �1�9�9�5 �. �1�6�6

무창3교
�"

�2�5 �. �1�9�9�5 �. �1�6�6

무창2교 �N �2�5 �. �1�9�9�5 �. �1�6�6

무창1교 �"
�2�5 �. �1�9�9�5 �. �1�6�6

�3�4�4 �I�I�I 저 �1�5편 산업 � 경제

�( 전변에서 계속 �)



합계

부』구 겨| 가설 미가설

개소 ÅðÇ¥�(�m�) 개소 연장 개소 연장

�1�9�9�5 �1�0�9 �4�.�4�7�3�.�6 �1�0�9 �4�.�4�7�3�.�6

여야。is�-�c�r�'ÕQ�f �2�3 �1�,�0�4�7�.�9 �2�3 �1�,�0�4�7�.�9

입암면 �1�3 �7�5�4 �1�3 �7�5�4
청기면 �1�4 �5�0�5�.�6 �1�4 �5�0�5�.�6

일월면 �1�3 �6�3�9�.�1 �1�3 �6�3�9�.�1

수비면 �2�6 �7�7�2 �2�6 �7�7�2

석보면 �2�0 �7�5�5 �2�0 �7�5�5

급덮 「랴λ �q�l�7�;�J·´ºp!’��²¥�I�;�;×P !’�.�L�;�.�, �c�> 。 위치 (읍 � 면 � 리 �) 총연장(m) �. 완공연도 � 교통량

총 �1�4�7�R 소 영양 � 입암 � 일월 연장 �1�,�0�8�3�.�9�m

홍구교 입암방전 �1�0�8 �. �1�9�9�6 �. �4�0�0�1

�x�, ¬�"�J�i�l!’!• 입암노달 �1�5 �. �1�9�8�5 �. �4�0�0�1

2입암교 입암신구 �2�0 �. �1�9�8�5 �. �4�0�0�1

입암교 ’ �1�5�3 �. �1�9�8�5 �. �4�0�0�1

감천1교 영양감천 �1�8�0 �. �1�9�8�7 �. �4�0�0�1

감천2교 γ �1�9�9�.�6 �. �1�9�8�7 �. �4�0�0�1

국도 31호선 영서교 여야서부。6
�"�I�T �4�.�5 �. �1�9�9�6 �. �3�4�3�0

영동교 여야도닝。001 �1�5�.�8 �. �1�9�9�6 �. �2�8�1�6

일월교 일월도계 �2�4 �. �1�9�5�7 �. �2�8�1�6

섬촌교 ’ �1�4�8 �. �1�9�9�7 �. �2�8�1�6

되봉교 일월 칠성 �4�8 �. �1�9�9�6 �. �9�5�0
칠성교 ” �6�0 �. �1�9�9�7 �. �9�5�0
와구교

” �7�8 �. �1�9�8�8 �. �9�5�0
�n
�»���A�J�.�l�i�L 일월 문암 �3�0 �. �1�9�9�0 �. �9�5�0

제 �4장건 설 톨 �3�4�3

〈표 �5 �- �1�1�0�) 각 읍 � 면의 교량 현황 �(�1�9�9�5�. �1�2�. �3�1�. 현재 �)

영양군 각 읍 � 면의 교량 현황을 살펴 보면 �, 수비면이 �2�6 개소로 교량수가 가장 많고 영양

읍이 �2�3 개소 �, 석보면이 �2�0개소로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교량 중 가장 큰 규모의 교량은 국

도 �3�1 호선에 위치한 감천 �2교로서 총연장이 �1�9�9�.�6�m�, 폭원 �1�0�m�, 유효폭원 �8�.�5�m 로 �1�9�8�7 년도에

완공되었다 �. 총 �1�0�9 개의 교량 중 �1�0�0�m 이상의 비교적 큰 교량이 감천 �2교를 비롯하여 국도

�3�1 호선에 위치한 홍구교 �( 연장 �1�0�8�m�, 폭 �6�.�5�m�) �. 입암교 �( 연장 �1�5�3�.�1�m 폭 �1�0�m�) �. 감천 �1교

�0�8�0�m 폭 �1�0�m�) �. 섬촌교 �( 연장 �1�4�8 �m 폭 �8�m�) 와 지방도 �9�1�1 호선에 위치한 청암교 �( 연장 �1�5�4�m

폭 �6�.�5�m�)�, 지방도 �9�1�8 호선의 대천교 �( 연장 �1�2�4�m 폭 �9�m�)�, 군도 �2호선의 산해교 �( 연장 �1�2�1�m 폭

�6�.�5�m�) 등 �8개소가 있다�.
도로 등급에 따른 교량수와 연장은 다음과 같다 �.

〈표 �5�-�1�1�1�) 도로 등급에 따른 교량 현황 �(�1�9�9�5�. �1�2�. �3�1�. 현재 �)



합계 일반국도

구분 겨| 가설 미가설 가설 미가설

개소 ÅðÇ¥�(�m�)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1�9�8�8 �6�6 �2�,�9�4�8�.�9 �6�2 �2�,�8�2�8�.�9 �4 �1�2�0 �1�4 �1�.�0�7�6�.�9

�1�9�8�9 �6�6 �2�,�9�7�3�.�9 �6�3 �2�,�8�8�3�.�9 �3 �9�0 �1�4 �1�.�0�7�6�.�9

�1�9�9�0 �6�6 �2�,�9�9�8�.�8 �6�3 �2�,�9�0�8�.�8 �3 �9�0 �1�4 �1�.�0�7�6�.�8

�1�9�9�1 �6�6 �2�,�9�9�8�.�8 �6�3 �2�,�9�0�8�.�8 �3 �9�0 �1�4 �1�.�0�7�6�.�8

�1�9�9�2 �6�2 �3�.�0�2�0�.�8 �6�1 �2�,�9�3�0�.�8 �9�0 �1�4 �1�.�0�8�4�.�8

�1�9�9�3 �6�7 �3�.�1�5�7�.�8 �6�6 �3�,�0�6�7�.�8 �1 �9�0 �1�4 �1�.�0�8�4�.�8

�1�9�9�4 �1�1�0 �4�.�4�3�1�.�3 �1�1�0 �4�.�4�3�1�.�3 �1�4 �1�.�0�8�4�.�9

�1�9�9�5 �1�0�9 �4�.�4�7�3�.�6 �1�0�9 �4�.�4�7�3�.�6 �1�3 �1�.�1�2�7�.�2

지방도 시군도

구분 가설 미가설 가설 미가설

개소 ÅðÇ¥�(�m�)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1�9�8�8 �1�5 �4�2�7 �3�3 �1�.�3�2�5 �4 �1�2�0
�1�9�8�9 �1�6 �4�7�3 �3�3 �1�.�3�3�4 �3 �9�0
�1�9�9�0 �1�6 �4�7�3 �3�6 �1�.�3�5�7 �3 �9�0
�1�9�9�1 �1�6 �4�7�3 �3�6 �1�.�3�3�4 �3 �9�0
�1�9�9�2 �1�4 �4�8�7 �3�4 �1�.�3�5�9 �9�0
�1�9�9�3 �1�4 �4�8�7 �3�4 �1�.�3�5�9 �9�0
�1�9�9�4 �1�4 �5�1�5 �8�2 �2�,�8�3�1

�1�9�9�5 �6�9 �2�.�4�2�1 �2�7 �9�2�5�.�4

�3�4�2 �I�i 저 �1�5편 산업 � 경제

의 하천을 건너는 교량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

저 �1�2항 현 황

�1�9�8�8 년 이후의 영양군의 교량의 추이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표 �5 �-�1�0�9�) 영양군의 교량 추 �0�1�(�1�9�9�5�. �1�2�. �3�1 현재 �)

위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5 년 �1�2 월 말 현재 영양군에 미가설된 교량은 없다 �. �1�9�8�8 년

�6�6 개소이던 교량의 수가 �1�9�9�3 년까지 �6�7�7�B 소로 불과 �l 개소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 총연장도

불과 �2�0�0�m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4 년도에 교량수가 거의 배로 늘어났으며

�1�9�9�5 년 말 현재 교량수가 총 �1�0�9 개소에 이르며 연장도 �1�9�9�3 년에 비하여 약 �1�,�5�0�0�m 정도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것은 군도 이상으로 지정된 도로 구간의 증가로 그에 속한 교량이

증가한 데 그 원인이 있다�.

영양군 교량의 각 읍 �면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구분
종 계 일반국도

겨| 자。포 �% 미포장 미개통 겨| 포장 �% 미포장 미개통

�1�9�9�5 �2�6�4�.�5�3 �1�9�5�.�0�3�0 �7�3�.�7 �5�6�.�1�0�0 �1�3�.�4�0�0 �4�4�.�4�3�3 �4�4�.�4�3�3 �1�0�0
여야。Q。'" �4�4�.�9�7 �1�9�.�7�7 �5�6 �1�8�.�8�0�0 �6�.�4 �1�0�.�7 �4�0 �1�0�.�7�4�0 �1�0�0

입암면 �3�3�.�7 �2�4�.�4�0 �7�2 �6�.�8�0�0 �2�.�5�0�0 �9�,�7�0�0 �9�.�7�0�0 �1�0�0
청기변 �4�2�.�1�2 �3�6�.�1�2 �8�6 �6�.�0�0�0

일월변 �4�7�.�8�4 �3�8�. �8�4 �8�1 �9�.�0�0�0 �1�.�3�0�0 �2�3�.�9�9�0 �2�3�.�9�9�0 �1�0�0
수비면 �6�2�.�8�0 �4�8�.�9�0 �7�8 �9�.�4�0�0 �4�.�5
석보면 �3�3�.�1�0 �2�7�.�0�0 �8�2 �6�.�1�0�0

구분
지방도 군 도

겨| 자。포 �% 미포장 미개통 겨l 자。포 �% 미포장 미개통

�1�9�9�5 �1�4�5�.�7�0 �1�1�5�.�9�0 �7�9�.�5 �2�5�.�9�0 �3�.�9�0 �7�4�.�4 �3�4�.�7 �4�7�.�0 �3�0�.�2 �9�.�5
여야。。Ci

�'�"

�1�6�.�5�3 �2�.�5�3 �1�5 �1�0�.�1�0 �3�.�9�0 �1�7�.�7 �6�.�5 �3�7�.�0 �8�.�7 �2�.�5
입암면 �5�.�0�0 �3�.�4�0 �6�8 �1�.�6�0 �1�9�.�0 �1�1�.�3 �5�9�.�0 �5�.�2 �2�.�5
청기변 �2�9�.�7�2 �2�6�.�7�2 �9�0 �3�.�0�0 �1�2�.�4 �9�.�4 �7�6�.�0 �3�.�0
일월변 �1�4�.�8�5 �1�4�.�8�5 �1�0�0 �9�.�0 �9�.�0
수비면 �5�3�.�8�0 �4�7�.�4�0 �8�8 �6�.�4�0 �9�.�0 �1�.�5 �1�7�.�0 �3�.�0 �4�.�5
석보면 �2�5�.�8�0 �2�1�.�0�0 �8�1 �4�.�8�0 �7�.�3 �6�.�0 �8�2�.�0 �1�.�3

제 �4장 건 설 엄 �3�4�1

〈표 �5 �-�1 �O�S�) 각 읍 � 면의 도로 포장률 �(�1�9�9�5�. �1�2�. �3�1�. 현재 �) 단위 �: �k�m

제 �2절 교 량

저 �1�1 항 개 요

교량이란 도로 � 철도 � 계곡 � 호수 � 해안 등의 위를 건너거나�, 다른 도로 � 철도 � 수로 � 가

옥 � 시가지 등의 위를 건너는 경우에 이를 위해 가설하는 구조물의 총칭을 말한다 �. 교량은
일반적으로 기능적인 변과 미적인 면으로 그 기능을 구분하는데 �, 기능적인 면이란 교량 위

를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 � 사용성 � 내구성과 규모를 갖는 것을 말하며�,

미적인 면이란 주로 조형미를 의미한다 �. 본질적으로 교량은 도로 � 철도 � 수로의 일부분을

형성하므로 국민 생활과 국가경제의 동맥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교량 건설은 국가 정책에 의해 삼국 시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일부 지역은 지

역 단위로 자발적으로 교량을 건설하기도 했다 �. 근 � 현대의 우리 나라 교량의 시작은 �1�9�0�0

년도의 한강철교를 시작으로 부산 영도교 � 한강대교 등이 가설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영양군의 교량은 내륙에 위치한 교량으로 전부 도로교이고 �, 사용된 재료로는 철근 콘크리

트교이다 �. 전 교량이 미적인 요소보다는 실용성을 강조한 교량이고 �, 반변천과 장수포천 등



총 계 국 �c

구분
�-�¹�-

계 포장 �% 미포장 미개통 계 포장 �% 미포장 미개통

�1�9�8�8 �2�2�6�.�8�5�2 �4�2�.�0�9�3 �1�8�.�6 �1�7�4�.�7�5�9 �1�0�.�0�0�0 �3�7�.�7�3�7 �3�1�.�6�5�3 �8�3�.�9 �6�.�0�8�4

�1�9�8�9 �2�2�6�.�8�5�2 �7�1�.�7�4�3 �3�1�.�6 �1�4�5�.�1�0�9 �1�0�.�0�0�0 �3�7�.�7�3�7 �3�1�.�7�0�3 �8�4 �6�.�0�3�4

�1�9�9�0 �2�2�6�.�8�5�2 �9�7�.�4�0�4 �4�2�.�9 �1�1�9�.�4�4�8 �1�0�.�0�0�0 �3�7�.�7�3�7 �3�1�.�7�0�3 �8�4 �6�.�0�3�4

�1�9�9�1 �2�2�7�.�2�5�8 �1�2�8�.�6�5�3 �5�6�.�6 �8�8�.�6�0�5 �1�0�.�0�0�0 �3�7�.�7�3�7 �3�1�.�6�5�3 �8�3�.�9 �6�.�0�8�4

�1�9�9�2 �2�1�7�.�2�6�7 �1�5�2�.�3�3�3 �7�0�.�1 �6�0�.�4�3�4 �4�.�5�0�0 �3�7�.�7�3�7 �3�1�.�6�5�3 �8�3�.�9 �6�.�0�8�4

�1�9�9�3 �2�1�6�.�0�6�7 �1�7�7�.�2�5�7 �8�2 �3�4�.�3�1�0 �4�.�5�0�0 �3�6�.�5�3�7 �3�6�.�5�3�7 �1�0�0

�1�9�9�4 �2�7�9�.�4�6�3 �2�0�6�.�0�1�3 �7�3�.�7 �6�1�.�9�5�0 �1�1�.�5�0�0 �4�4�.�4�3�3 �4�4�.�4�3�3 �1�0�0

�1�9�9�5 �2�6�4�.�5�3 �1�9�5�.�0�3�0 �7�3�.�7 �5�6�.�1�0�0 �1�3�.�4 �4�4�.�4�3�0 �4�4�.�4�3�0 �1�0�0

지방도 군 �c
�-�'�-구

겨l 포장 �% 미포장 미개통 겨| 포장 �% 미포장 미개통

�1�9�8�8 �5�3�.�9�4 �3�.�5�7�0 �6�.�6 �5�0�.�3�7

�1�9�8�9 �5�3�.�9�4 �1�5�.�3�7�0 �2�8�.�5 �3�8�.�5�7

�1�9�9�0 �5�3�.�9�4 �2�3�.�2�3�0 �4�3�.�1 �3�0�.�7�1

�1�9�9�1 �5�8�.�0�3 �3�1�.�8�0�0 �5�4�.�8 �2�6�.�2�3

�1�9�9�2 �5�8�.�0�3 �3�8�.�3�8�0 �6�6�.�1 �1�9�6�5 �1�2�1�5�0�0 �8�2�.�3�0�0 �6�7�.�7 �3�4�.�7�0�0 �4�.�5�0�0

�1�9�9�3 �5�8�.�0�3 �5�2�.�7�2�0 �9�0�.�8 �5�3�1 �1�2�1�.�5�0�0 �8�8�.�0�0�0 �7�2�.�4 �2�9�.�0�0�0 �4�.�5�0�0

�1�9�9�4 �5�8�.�0�3 �5�3�.�7�8�0 �9�2�.�6 �4�.�2�5 �1�7�7�. �0�0�0 �1�0�7�.�8�0�0 �6�0�.�9 �5�7�.�7�0�0 �1�1�.�5�0�0

�1�9�9�5 �1�4�5�.�7�0 �1�1�5�.�9�0�0 �7�9�.�5 �2�5�.�9�0 �3�.�9�0 �7�4�.�4 �3�4�.�7 �4�7�.�0 �3�0�.�2 �9�.�5

�3�4�0 �I�I�I 저 �1�5 펀 산업 � 경제

총연장 �2�6�4�,�5�3�0�m 중 �1�9�5�,�0�3�0�m 가 포장 �, �5�6�,�1 �O�O�m 가 미포장�, �1�3�,�4�0�0�m 가 미개통 연장으로 총 연장

의 �7�3�.�7�% 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다 �.
아래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8 년 이후 영양군의 도로 포장률은 급속히 상승하였으며

많은 지역의 도로가 군도로 새롭게 지정되었다 �. 도로 등급별 포장률을 보면�, 국도의 경우

�1�0�0�% 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 지방도의 경우 �7�9�.�5�% 의 포장률 �. 군도의 경우 �4�7�% 의 포장

률을 보이고 있어 군도가 가장 포장률이 낮았다 �. 미개통 도로에 대한 현황은 지방도의 경우

는 �3�,�9�0�0�m 로 나타났으며 군도의 경우는 �9�,�5�0�0�m 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 �5 �- �1�0�7�) 영양군의 도로 포장률 추 �0�1�(�1�9�9�5�. �1�2�. �3�1�. 현재 �) 단위 �: �k�m

다음으로 영양군 각 읍 � 면별 도로 포장률을 살펴 보면 〈표 �5 �- �1�0�8�>과 같다�.
영양군 각 읍 � 면의 도로 포장률은 청기면의 포장률이 �8�6�% 로 나타나 가장 높았으며 �, 영

양읍은 �5�6�% 로 평균 �(�7�3�.�7�%�) 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도와 지방도의 포장률은

영양읍의 지방도 �3�.�9�k�m 를 제외하고는 �1�0�0�% 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다 �. 그러나 군도는 청기면
� 석보변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포장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Z경
얼를

제 �1절 도 로

저 �1�1 항 개 요

인간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보편적 � 기초적 교통시설인 도로는 사람과 화물을 신속

하게 운반해 주어 교통비용이 절감되고 편익을 제공해 주며 �, 각 지역에 치안 � 국방 � 소방의

기능을 담당하는 사회간접자본이다 �.
도로의 기능은 크게 교통 기능 � 토지이용 유도 기능 � 공간 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첫째 �, 교통 기능은 교통량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기능이며�, 둘째 �, 토지이용 기능

은 도로의 건설에 따른 토지와 건물의 접근성에 관계된 기능으로서 즉 �, 토지이용 패턴을 유

도하는 기능을 말하며�, 끝으로 �, 공간 기능은 화재의 방지 � 채광 � 통풍 � 열린공간 � 광장 등

의 역할과 상하수도 전력 및 전화선 등의 지역 하부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

을 말한다 �. 도로는 이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면서 국토 전체의 경제
� 사회 기반을 형성하고

사람 및 물자의 광역적인 교류를 질적
� 양적으로 용이하게 하며 각 지역의 역사 � 풍토 � 지

리적 특성에 맞게 도시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 또 �, 그 지역에 경제
�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역할과 지역간의 정보소통 � 교육 � 문화 � 의료활동과 같은 사회적 서비스수준을

향상시켜 보다 질 높은 삶을 유도하기도 한다 �.
우리 나라의 도로는 �1�9�6�6 년 제 �2차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이후 도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

여 지금까지 지속적인 투자가 되고 있으며 수송 분담에 있어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의 수송 분담률을 보이고 있다 �. 이러한 기능을 가진 도로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매우 중요한 시설로 간주되며 도로의 발달 수준이 곧 그 지역의 발달 수준이라 할 만큼 중

요시되고 있다�.
영양군은 지금까지 타시군에 비해 낙후된 도로로 인해 사회

� 문화 � 경제 등의 발전이 미

흡한 수준이었으나 최근에 들어오�}서는 국도 �3�1 호선 �, 국가지원지방도 �8�8호선을 중심으로 영

양군의 중심도로망이 갖추어지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저 �1�2 항 현 황

�1�9�9�5 년 �1�2 월 현재 �, 군도 이상의 도로가 모두 왕복 �2차선인 영양군의 도로 포장률을 보면

�3�3�9 �-



구 설립연도 소재지 계약자수

삼성생명 �1�9�7�8±D 영양군 영양g 서부리 �3�2�8 �2�,�3�9�4º…
제일생명 �1�9�8�6±D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1�8�2 �8 �1�.�8�0�0º…

�3�3�8 �I�I�I 저 �1�5편 산업 � 경제

제 �6목 기 타

우리 나라 보험의 역사는 일제 시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 �1�9�6�2 년에 ‘보험업법’

을 비롯한 법 제정을 계기로 생명보험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 그러나 보험에 대한

일반의 인식부족에다 보험회사의 공신력 저하 등 구조적 제약으로 �1�9�7�0 년대 중반까지는 여

전히 부진을 면치 못했다 �. 그러다가 �1�9�7�0 년대 후반 이후 소득 수준의 향상 �,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다 �. �1�9�9�2 년말 국내 생명보험회사는 기존의 대형 �6사 외에 �, 국내

자본만으로 설립된 국내생보사 �4개 �, 해외자본에 의한 외국생명보험회사 �4개 �, 내
� 외국 자본

의 합작에 의한 합작생명보험회사가 �6개 설립되었다 �. �1�9�8�0 년대중 대구 � 경북지역에서는 생

명보험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여 전체 금융저축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0 년말의

�9�.�2�% 에서 �1�9�9�1 년말에는 �1�6�.�8�% 로 상승했다 �.
영양군에는 삼성생명을 비롯하여 제일생명 등 보험회사들이 출장소 형식으로 들어와서

영업하고 있다�. 이중 삼성생명의 경우 �1�9�7�8 년 �2월 �1 일 영양에 영업소를 신설하여 현재 경북

영양군 � 읍 서부리 �3�2�8 번지에서 생명보험을 비롯하여 부동산 담보 대출 �, 개인 신용대출사업

을 하고 있으며 �1�9�9�5 년 �1�2 월 �3�1 일 현재 계약자 수가 �2�,�3�9�4 명 에 이르고 있다 �.

〈표 �5 �- �1�0�6�) 영양군내 보험회사 시설 현황



국 명 목표액 λI �7�i®¼ �c�LÁ��E
�<�= �-�, �EÕ�〈그 돋o

영 양 �3 ��8�0�2�, ��0�0�0 �3�,�5�0�4�,�3�3�1 �9�2�.�2�%

수 비 �1�. �8�7�7�. �0�0�0 �2�,�2�4�5�,�7�6�0 �1�1�9�.�6�%
0��] �o�J�- �1�.�6�8�6�,�0�0�0 �1�.�7�4�7�,�2�3�8 �1�0�3�.�6�%닙 디

석 보 �1�. ��9�5�2�, ��0�0�0 �2�,�3�2�1�.�3�4�3 �1�1�8�.�9�%

일 윌 �1�.�5�8�1�.�0�0�0 �1�.�8�6�9�,�8�5�3 �1�1�8�.�3�%

청 기 �9�9�2�,�0�0�0 �1�.�0�7�6 ��6�8�1 �1�0�8�.�5�%

합 계 �1�1�,�8�9�0�,�0�0�0 �1�2�,�7�6�5�,�2�0�6 �1�0�7�.�4 �%

국 명
�.�2�.�]�I �o�H 수’거」 λI �"�o�j 비 율�,�.�.�1�.�.�L�.�,

�<�= �-�,

여야。
。 �2�3�,�2�0�0 �2�3�3 �2�8�.�4�5�8 �1�2�2�.�6�%

수 비 삐’m �8�9 �1�4�,�5�7�0 �1�4�5�.�7�%

입 암 �9�.�1�0�0 �1�1�3 �1�4�,�8�4�0 �1�6�0�.�1 �%
석 보 �9�,�9�0�0 �1�2�3 �1�9�,�6�7�2 �1�9�8�.�7�%

일 월 �9�.�4�0�0 �1�2�0 �2�0�.�4�5�7 �2�1�7�.�6�%

청 기 �8�.�4�0�0 �1�0�1 �1�7�,�5�3�8 �2�0�8�.�7�%

합 계 �7�0�,�0�0�0 �7�7�9 �1�1�5�,�5�3�5 �1�6�4�.�6�%

앓@컨 수입보험료 유지보험료

목표액 λI �"�o�j
�C�LÁ��g 스l거」 λ’ �"�o�j

�<�= �-�,
�"�"

�C�>¬w�E E크 -기

영 양 �7�0�3�,�0�0�0 �6�8�1�.�2�2�0 �9�6�.�9�% �4�6�8 �5�3�.�4�2�6

수 비 �4�1�8�,�0�0�0 �2�8�2�,�3�6�0 �7�8�% �2�6�4 �3�5�,�5�5�3
0��]�0�]�.

�3�2�7�,�0�0�0 �3�3�5�,�5�4�1 �1�0�2�.�6�% �2�5�0 �3�1�.�0�9�4�]�o�j �p

석 보 �3�6�2�,�0�0�0 �4�3�3�,�8�2�9 �1�1�9�.�8�% �2�8�7 �3�7�,�2�4�6

일 월 �3�9�8�,�0�0�0 �4�5�4�.�1�5�5 �1�1�4�.�1 �% �3�0�4 �4�2�,�6�5�7

청 기 �3�5�8�,�0�0�0 �3�8�8�.�3�3�5 �1�0�8�.�4�% �2�9�1 �3�9�,�3�7�0

합 계 �2�,�5�6�6�,�0�0�0 �2�,�5�7�5�.�4�4�0 �1�0�0�.�3�% �1�.�8�6�4 �2�3�9�,�3�4�6

제 �3장 경 제 �m �3�3�7

�2 사업 현황

영양우체국의 체신금융실적을 살펴 보면 �, �1�9�9�5 년 �1�2 월 �3�1 일 현재 보통예금 � 저축예금 � 정

기예금�장학적금�자유저축�가계우대저축�근로자장기저축�환매채권 등 종별실적에서

영양읍을 제외한 다른 면들은 목표액 이상의 실적을 거두었다 �.
또한 우체국의 체신보험 실적을 살펴 보면 �, 신규보험 실적은 〈표�5 �- �1�0�4�>와 같다 �.
수입보험료와 유지보험료에서 살펴 보면 �, �1�9�9�4 년 �1�2 월 �3�1 일 현재 영양읍과 수비변을 제외

한 다른 모든 곳은 목표액 이상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

〈표 �5 �-�1�0�3�) 우체국 저축 실적 �(�1�9�9�5�. �1�2�. �3�1�.�) 단위 �: 천원

〈표 �5 �-�1�0�4�) 영양군 신규 체신보험 실적 단위 .천원

〈표�5 �- �1 �0�5�) 우체국 보험 실적 �(�1�9�9�4�. �1�2�. �3�1�. 기준 �) 단위 �: 천원



�3�3�6 �i�i�i 저 �1�5 편 산업 � 경제

업 � 가축개량사업 � 공제사업 그리고 지도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신용사업에 있어서는 관내

주민의 여유자금을 예금화하여 자금이 필요한 주민에게 대출하여 주고 �, 정부 행정기관의 배

정에 의거 대출업무를 취급하며 �, 각종 공과금의 수납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 �1�9�9�5 년말 현재

그 대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표 �5 �- �1�0�2�) 축산업 협동조합 대출 현황 단위 �: 천원

구 �1�9�9�5 년말 실적

예 수 금

상호대출금

정책자금대출

�4�,�9�8�0�,�9�2�8

�2�,�2�4�3�,�4�8�9

�8�,�3�5�4�,�3�9�5

�1�9�9�6 년 계획

�5�,�4�0�5�,�2�1�3

�3�,�5�3�4�,�9�9�4

�9�,�6�0�6�,�6�1�8

구매사업에 있어서는 조합원의 생산 및 생활에 펼요한 물자를 구매 공급하는 사업으로

배합사료 � 목초종자 � 정부 부산물 � 축산기자재 등을 공급하고 있다�. 판매사업은 조합원 또

는 양축가가 생산한 생산품을 조합의 책임 하에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으로

한우계통의 출하를 기준으로 그 실적을 살펴 보면 �1�9�9�5 년말 현재 �8�3�1�,�8�8�2 천원의 실적을 거

두었다 �. 또한 생활물자사업에서는 생산업자와 직거래하여 중간상인의 이율을 없애고�, 대량

구매의 이점을 추구함으로써 양축가 조합원에게 가계비용 절감 �, 구입 편의 제공 �, 소비생활

의 합리적 도모는 물론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활동하고 있다�. 그 실적을 살펴 보면 생활물

자에 있어서 �1�9�9�5 년말 �5�5�7�,�0�0�0 천원의 실적을 거두었다 �. 생축사업은 조합자체에서 생축사업을

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의욕을 증대시키고 한우 가격의 수급조절을 기여하고자 하고 있으며 �,

양축농가 및 주민의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사업인 공제사업을 하고 있다�, �1�9�9�5 년말 공제사업

에서는 �6�,�5�5�0 천원의 실적을 이루었다 �.
이러한 축산업협동조합은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을 추진하

여 생산자 단체인 축협의 이미지 쇄신작업을 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업체와 연계하여 경쟁

력있는 사업체로 육성하고자 활동하고 있다�.

제 �5목 우체극

�1 일반현황

�1�9�1�1 년 �9월 �1�6 일 영양우편소를 개소하여 �1�9�7�1 년 �1�2 월 �5일 사무관국으로 승격시키고 �, 이후

�1�9�8�7 년 전신전화 업무가 분리되었다 �. 그 임무는 체신관서 직제 제 �1�1 조제 �1항에 의거 우편 �

우편환 � 우편대체 � 체신예금 � 체신보험 � 전신전화 � 수탁업무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또한 자국 �4계와 관내국중 우체국 �5국와 우편취급소 �1개소로 편제되어 있으며 인원은 일

반직 � 기능직 � 별정국 직원을 포함하여 자국에는 �2�7 명 �, 관내국에는 �4�1 명이 근무하고 있다 �.



구
닙 �1�9�9�5±D³Ä 계획 �1�9�9�5±D³Ä 실적 Z카。H 비율�L�!�:�' C그 C그 -,

일 반 대줄금 �3�,�1�9�7�,�0�0�0 �2�,�8�8�7�,�1�8�7�,�1�2�7 �3�0�9�,�8�1�2�.�8�7�3 �9�0�.�3

적 금 대출금 �1�.�6�7�0�,�0�0�0 �1�.�3�6�1�.�5�3�9�.�3�9�4 �3�0�8�.�4�6�0�.�6�0�6 �8�1�.�5

범위내 대출금 �1�0�0�,�0�0�0 �2�8�2�.�4�0�0�.�0�0�0 �1�8�2�.�4�0�0�.�0�0�0 �2�8�2�.�4

합 겨} 4,967.000 4.531‘126.521 800,673.479 454.2

구분 계 0��:�J��
�o���'�"

�'�"

。I �0�, 석보 청기 。I �.�$�-�J 수비
�'�=�'

t그
�"�" �"�'�"

조합원 �8�2�1 �1�9�1 �1�2�2 �1�5�6 �8�3 �1�3�5 �1�3�4

축산계 �1�7 �4 �2 �5 �2

제 �3장 경 제 �I�I �3�3�5

�1 일반현황

영양의 신용협동조합은 �1�9�8�1 년 가칭 영양신용협동조합 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영양읍 서

부리 � 동부리 지역주민 �1�2�0 명으로 그해 �7월 �2�5 일 김 경동 씨를 초대 이사장으로 하여 발기 인

회를 거쳐 발족하였다 �. 그리고 �1�9�9�5 년 �2월 �1�6 일 현재 제 �1�4 차의 정기총회를 가졌으며 �, �1�,�6�0�8 명

의 조합원과 �5�1 억 �6백만원의 자산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

�2�. 사업 현황

신용협동조합에서는 신용사업과 출자금 및 여신 업무를 한다�. 여신업무에서 대출 운용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대출은 빠른 절차를 거쳐 적기에 대출하고 �, 대출 창구는 상시 개

방하여 조합원의 사채 이용을 억제시킨다는 목표 아래 성실한 조합원에게는 우선 대출하여

신용의 참뜻을 인식시키기에 노력하고 있다 �.

〈표 �5 �-�1�0�0�) 신용협동조합 대출 상황 단위 �: 천원

제 �4목 축산엽협동조합

�1�. 일반현황

영양에서의 축협은 �1�9�8�8 년 �2월 �1 일 창립총회를 함으로써 설립되었다 �. 이후 �1�9�8�8 년 �2월 �1

일 농림수산부의 설립 인가를 얻어 �, �1�9�8�9 년 중앙회 회원조합에 가입했으며 �1�9�9�0 년 �6월 �2�9 일

부터 상호금융업무를 개시하였다 �.

〈표 �5 �-�1�0�1�) ￡사。�4 허도 �Z하 추지 혀화
�-�:�:�X�:�;�-�-�L�.�.�!�!�:�:�:�:�:�I �8 �o�-�L�E�:�j �-�L 단위 �: 멍

�2 사업 현황

�1�9�9�5 년말 영양 축협의 재무구조를 살펴 보면 아래표와 같이 자산 �1�4�,�0�5�5�,�4�7�6 천원에 예수금

�3�,�9�8�0�,�9�2�8 천원 �, 자본금 �1�1�8�,�6�0�5 천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축협은 신용사업을 비롯하여 구매사업 � 판매사업 � 생활물자사업 �

생축사업
�가공사



구 �I�=�J 상 원 신 산 기 포
C그 。4

서 부�}!•�- �L�I�:�" �[�:ø

설립일자 �1�9�7�3�. �7�. �1�. �1�9�7�3�. �6�. �3�0�. �1�9�7�2�. �3�. �1�1�. �1�9�8�3�. �6�. �3�0�. �1�9�7�3�. �1�1�. �2�.

이사장 황상영 이칠성 안재범 김성한 자여亡。dT

회원수 �2�1�2 �1�9�6 �4�6�1 �9�1 �8�1
자 산 �8�1 �4�7�1 �3�4�0 �2�9

�"�'�-�o�� 기포 0��l�o�� 0��:�:�>��
�0�<�C�>�C�>ø �Cøτr口 �I�=�J��ø

신용대출 �1�1�4�.�4�8�0 �1�9�4�.�0�7�9 �2�8�3�.�7�3�5 �4�8�7�.�7�2�9

저축금 범위내 대출 �4�6�.�1 �0�0 �7�4�.�6�0�0 �3�7�.�3�0�0 �1�5�1�.�7�0�0

적금대출 �1�7�.�3�0�0 �1�2�7�.�7�0�0 �1�3�8�.�2�0�0 �8�0�2�.�4�7�2

합 계 �1�7�7�.�8�8�0 �3�9�6�.�3�7�9 �4�5�9�.�2�3�5 �1�.�4�4�1�.�9�0�1

구분
二그

�.�.�"ι、I그�끼「
총자산 회원수 자산규모별 금고수

(백만원) �(º…�) 1억미만 �1 억 �-�1�0Åµ �1�0Åµ �-�3�0Åµ �3�0Åµ �-�5�0Åµ 50억이상

영양 �l �4�.�0�6�1 �5�4�4

�8�-�0�1�- �1 �5�3�2 �1�7�0긴� �D

기포 �1 �1�. �6�0�0 �3�2�0

입암 �1 �2�.�3�2�7 �7�9�5

계 �4 �8�.�5�2�0 �1�.�8�2�9 �2 �l

�3�3�4 릅 저 �1�5 편 산업 � 경제

자산 �2�.�3�2�7�,�4�1�7�.�9�4�1 원으로 �4개소만이 금융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이중 문암 새마을 금고의 경우 영양군 일윌변 문암리 �2�0�5 �- �1번지에 소재하면서 �1�9�9�5 년 현

재 회원수 �1�7�0 명과 총자산 �5�3�2�.�8�7�0�.�0�0�0 원으로 업무를 보고 있다�. 이 문암 새마을 금고는 �1�9�8�3

년 �6월 �3�0 일 회원수 �5�8 명 자산 �2�9�.�9�7�9�.�3�3�8 원으로 창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표 �5 �- �9�7�> 영양군내 각 새마을 금고 설립 현황 단위 �: 명 �, 백만원

〈표�5 �- �9�8�> 영양군내 각 새마을 금고의 대출 현황 �(�1�9�9�5�. �1�2�. �3�1�.�) 단위 �: 천원

〈표 �5 �- �9�9�> 영양군내 새마을 금고 현황 �(�1�9�9�5�. �1�2�. �3�1�.�) 단위 �: 명 �, 백만원

제 �3목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이란 일정한 공동유대권에 속한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함께 근검 절

약하여 푼돈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자금이 필요한 조합원에게 인격과 신용을 담보로 대출하

여 주는 서민금융조합이다 �. 이러한 신협은 자조 자립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한 비영리 민간협

동조합으로 지난 �1�9�6�0 년 미국인 메리가별 수녀가 부산 메리놀병원에서 성가신협을 조직하면

서 출범했다 �.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8�6 년에는 자산 �1조원을 돌파했다 �. 신협은 �1�9�7�2

년 �8월 �1�7 일에 제정 �, 공포된 신용협동조합법 �( 법률 제�2�3�3�8 호 �) 에 근거를 두고 중앙회 아래 �1�5 개

시도연합회가 있으며 중앙회와 연합회가 각 단위조합에 대해 지도 교육 등을 실시한다 �.



구 분 �1�9�9�5±D³Ä 계획 �1�9�9�5±D³Ä 실적 �z�7�>�O�� 비 율�c�> �c�:�:�J -기

신용대출금 �5�9�2�,�9�0�0 �4�8�7�.�7�2�9 �1�0�5�,�1�7�1 �8�2�%
담보대출금 �4�0�0�,�6�1�7 �6�3�0�,�4�1�5 �2�2�9�.�7�9�8 �1�5�7�%

범위내대출금 �1�0�8�.�5�4�0 �1�5�1�.�7�0�0 �4�3�,�1�6�0 �1�3�9�%

적금대출금 �3�2�9�.�2�1�1 �8�0�2�,�4�7�2 �4�7�3�,�2�6�1 �2�4�3�%

합 계 �1�,�4�3�1�.�2�6�8 �2�.�0�7�2�,�3�1�6 �6�4�1�.�0�4�8 �1�4�8�%

제 �3장 경 제 �I�I�I �3�3�3

제 �2목 새마을금고

현재 영양군에서 현저히 볼 수 있는 비은행 금융기관으로는 마을금고 형식을 띄는 새마

을 금고를 들 수 있다 �. 새마을 금고는 우리 조상들이 개척해 온 민족 특유의 주민 조직인

향약 � 품앗이 � 두레 � 계 등을 바탕으로 한 협동의 싹에다 현대적 경영기법과 전통적인 예
� 지 � 인의 정신을 융합하여 조화있게 전개한 주민협동조직으로 볼 수 있다 �. 새마을 금고에

서의 업무는 크게 수신업무와 여신업무를 하고 있으며 새마을 금고는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문화복지 후생사업 � 지역개발 사업 �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사업의 종류로

는 금고가 자금을 투자하여 직접 운영하는 복지투자사업과 복지지원사업이 있다 �.

�1 일반현황

영양에서는 �1�9�7�6 년 �1월 �1�4 일 회원 �1변인 강성녀 씨를 비롯한 소수의 회원들이 뜻을 모아

새마을 금고를 설립하게 되었다 �. 영양새마을 금고가 추구하는 이념은 회원 모두가 경제적으

로도 안정되고 더 나아가서는 경제적인 풍요를 바탕으로 이웃이 어려울 때는 상부상조 정

신을 발휘할 수 있는 새마을정신을 전 회원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추구이념으

로 하고 있다�. 영양읍의 새마을 금고의 경우 �1�9�7�6 년 �4월 �1�2 일 ‘법인 설립’후 �1�9�7�7 년 �1�2 월 �2�5

일 창립하였다 �. 창립시 자산은 �2�2�,�1 �0�0 원이었으며 회원수는 �2�1 명에 불과하였으나 �, �1�9�9�5 년 �1�2 월

�3�0 일 현재 자산 �4�0 억원이 달성되었다 �.

�2 사업 현황

새마을 금고의 경우에는 신용대출금과 담보대출금 및 범위내대출금 그리고 적금대출금으

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다�. 운영 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표 �5 �- �9�6�> 영양읍 새마을 금고 운영 실적 단위 �: 천원

�3�. 각 읍 � 면별 새마을 금고

이러한 새마을금고는 지역별로 상원 � 기포 � 문암 � 서부에 각각 �1개소씩 �5개가 있었으나

지금은 영양읍을 포함하여 문암 � 기포 � 그리고 이중에서 입암 새마을 금고는 종전의 신산

새마을금고가 �1�9�9�1 년 �2월 �4일 입암 새마을 금고로 명칭 변경하여 �1�9�9�5 년 �1�2 월 �3�1 일 현재 총



구분 계 0����o�,。o
ζ〉 �I�=�J 입암면 청기면 일월면 수비면 석보면

조합수 �6

조합원수 �5�,�0�7�4 �1�. �0�0�4 �9�3�6 �8�3�8 �7�2�1 �6�2�8 �9�4�7

를」＼구＼ε＼무l＼사 저축 현황 대출 현황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겨| 상호금융 정책자금 겨l
여。��o�J�: �g �4�,�3�9�6 �1�4�,�2�5�0 �1�8�,�6�4�6 �1�2�,�5�3�4 �5�,�0�7�3 �3�1�.�1�8�0

청기면 �1�.�8�5�9 �4�,�0�0�1 �5�,�8�6�0 �3�,�3�1�2 �2�,�8�4�9 �6�.�1�6�1

석보면 �2�,�2�4�7 �5�.�4�6�1 �7�.�7�0�8 �6�.�1�8�0 �5�.�4�4�8 �1�1�,�6�2�8

입암면 �3�0�0 �8�.�4�2�7 �8�,�7�2�7 �4�,�8�6�1 �4�.�4�4�3 �9�,�3�0�4

일월면 �1�. �2�9�4 �4�.�1 �0�4 �5�,�3�9�8 �2�,�9�9�2 �2�,�6�6�3 �5�,�6�5�5

수비면 �1�.�8�7�3 �3�,�5�5�8 �5�.�4�3�1 �1�.�9�8�9 �1�.�4�2�9 �3�.�4�1�8

계 �1�1�.�9�6�9 �3�9�,�8�0�1 �5�1�.�7�7�0 �3�1�.�8�6�8 �2�1�.�9�0�5 �6�7�,�3�4�6

구 분 구 매 생활물자 판 매 창고�운송 공 제

영양읍 �1�.�2�0�9 �1�.�1�8�9 �4�,�6�6�0 �4�5 �1�3�.�6�3�0

청기면 �9�4�5 �2�4�0 �8�5�4 �1�8 �2�,�3�2�5

석보면 �1�.�1�3�0 �1�.�9�0�9 �3�5 �8�,�8�2�4

입암면 �1�.�0�1�0 �1�.�4�9�0 �3�2 �7�,�0�9�2

일월변 �8�1�0 �2�8�9 �1�.�6�9�8 �2�2 �8�,�8�0�3

수비면 �7�8�5 �1�.�3�0�4 �2�.�7�7�2

구분 0����o�,0��Cø�Cø ζj 입암면 청기면 일월면 수비면 석보면 겨l
매흐얘 �6�0�.�1�5�0 �6�2�.�7�2�3 �3�2�.�1�7�2 �7�0�,�0�2�4 �2�8�,�2�2�0 �3�3�,�5�3�4 �2�8�6�,�8�2�3뜯� '9
자체 판매 �3�,�6�7�9�.�4�2�1 �1�.�4�6�2�,�8�4�1 �8�1�4 ��9�9�5 �1�. �7�8�7 �.�4�9�6 �1�.�1�0�2�,�8�5�2 �2�,�2�8�9�,�5�3�3 �1�1�.�1�3�7�.�1�3�8

�3�3�2 를 저 �1�5편 산업 � 경제

〈표 �5 �- �9�2�> 농협 각 사무소별 조합원 수 �(�1�9�9�5�. �1�2�. �3�1�.�) 단위 개소 �, 천원

�2�. 사업현황

�1�9�9�5 년 �1�2 월 �3�1 일 현재 각 단위농협별 저축 및 대출 현황은 다음표에 나타난 바와 같다

또한 각 읍 � 면별 농업협동조합의 판매사업 �, 추진실적 및 현황을 살펴 보면 �1�9�9�3 년말 현

재 매출액에서는 일월면이 �7�0�,�2�2�0 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체 판매에서는 영

양읍이 �3�,�6�7�9�.�4�2�1 천원으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표 �5 �- �9�3�> 농협 각 사무소별 저축 및 대출 현황 �(�1�9�9�5�. �1�2�. �3�1�.�) 단위 �: 백만원

〈표�5 �- �9�4�> 노허의 �z 。 사어시저 혀화
�I �T�.�l�:�L

�,
、「벼금「 단위 �: 백만원

〈표 �5 �- �9�5�> 판매사업 및 추진 실적 �(�1�9�9�3 년말 현재 �) 단위 �: 천원



소재지 지목 지적 S포 �I
�o

�-�'�-

영양g 서부리 �3�3�9 �1 대 지 �4�6�1 대 지

영양g 서부리 �2�8�8 �3 잡종지 �8�1�7 상설시장

구분 그口예닙올뾰 저축성예금 겨l
�1�9�9�3±D 말 �5�.�6�3�5 �8�6 �5�.�7�2�1

�1�9�9�4±D 말 �9�,�7�2�7 �9�.�5�3�8 �1�9�.�2�6�5

�1�9�9�5±D 말 �8�.�2�1�2 �1�8�.�1�7�7 �2�6�.�3�8�9

제 �3장 경 제 �i�i�i �3�3�1

다 �. 그러나 �5�.�1�6 군사혁명 이후 정부는 농협과 농업은행의 통합을 결정 �. �1�9�6�1 년 �8월 �1�5 일자

로 현재의 다기능 농업협동조합으로 발족됐다 �.

현재에 있어서의 농협의 의미와 목적은 농민이 출자하여 자주적으로 조직한 협동체로 고

소득 복지농촌 건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주민 소득 증대가 그 목적이다 �.
회원농협은 단위농협과 특수농협으로 나뉘며 단위농협이란 지역별로 농민이 출자하여 조

직한 종합농협으로 유통 � 가공 � 신용사업 등을 수행하고 �, 특수농협은 재배농민이 품목 중심

으로 조직한 농협을 말한다�. 그리고 중앙회는 전국의 단위농협과 특수농협을 회원으로 하는

연합체이다�.

�1�. 일반현황

영양군의 경우 �1�9�6�1 년 농업은행과 구 농협을 통합하여 「이동조합 → 면단위조합 → 중앙

회」의 �3단계로 조직되어 종합농협으로 발족하였다 �. 이후 �1�9�7�3 년 읍 � 면 단위의 이동조합을

합병하였고 �1�9�8�1 년에와서는 군조합을 폐지하고 �, 축산업협동조합을 분리시키는 등 기존의 �3
단계에서 조직에서 �2단계 �, 즉 회원농협과 중앙회로 개편되었다 �. 또한 �1�9�8�8 년 이후에는 농협

법을 개정하여 조합장과 중앙회장을 농민이 직접 선출하고 있다 �.
영양군에는 �1�9�6�1 년 �8월 �1�5 일에 개점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영양군지부가 있으며 인근 군

내에는 영양 � 입암 � 청기 � 일월 � 수비 � 석보면에 각각 단위조합이 있었으나 �1�9�9�7 년 �7월 �2�1

일 청기 � 일월 � 수비농협이 영양농협에 흡수 합병되어 현재는 영양 � 입암 � 석보농업협동조

합이 있다�.
그러면 �6개의 각 단위농협 가입현황을 살펴 보면 영양농협 조합원수가 �1�. �0�0�4 명 �, 청기면은

�8�3�8 명 �, 석보면 �9�4�7 명 �, 입암면 �9�3�6 변 �, 일월면 �7�2�1 명 �, 수비면의 경우에는 �6�2�8 명의 조합원이 가

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3�.�1�4�4 명의 준조합원까지 합하면 �8�.�2�1�8 명 이 가입 되 어 있다 �.

〈표 �5 �- �9�0�> 영양군지부의 시설 현황 단위 �: 평

〈표 �5 �- �9�1�) 농협중앙회 예금현황 추이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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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i�i�i 저 �1�5 편 산업 � 경제

。 �� �O��
〈그 �C�>

자료 �. 영양군 통계연보 각호 �, 영양군 �.

들 두 기관의 전체 수신 실적이 지역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중 대구지역

이 �5�.�8�% 에서 �8�.�8�% 로 �, 경북지역이 �1�1�.�2�% 에서 �1�2�.�7�% 로 각각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 다음으

로 상호금융은 �1�9�6�9 년 농협 단위조합의 자립화와 기능 강화를 위한 기간사업으로서 실시된

데서 비롯되었는데 �, �1�9�9�1 년말 현재 농협 � 수협 � 축협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모두 �1�.�9�3�6 개

조합에서 상호금융을 실시하고 있다 �. 상호금융의 주된 자금 조달원은 주로 조합원의 예수금

이며�, 그 대부분을 단기대출금으로 운용함으로써 조합원간 금융중개기능에 치중하고 있다�.

저 �1�4항 각 금융기관별 현황

영양군 내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으로는 농업협동조합을 손꼽을 수 있다 �. �1�9�9�6 년 현재 영양

군에는 �6개의 단위조합이 금융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영양읍에는 농협중앙회 군지부를

중심으로 하여 우체국 � 축산업협동조합 � 신용협동조합 � 새마을 금고 등이 활동하고 있다 �.

제 �1목 농엽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의 전신은 �1�9�0�7 년 설립된 금융조합이었으나 �8�.�1�5 이후 �1�0 여년의 우여곡절

끝에 �1�9�5�7 년 �2월 농협법이 공포되어 또 다른 변신을 시작했다 �. 당시만 하더라도 농협은 경

제사업만을 전담하고 신용사업을 겸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여 국회에서 논란되면서
�, 한

때 돌파구가 열리는 듯했으나 농협은행과의 업무관장 조정이 실패로 끝나 기회를 잃어버렸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에” 일반ε행 �1�3�0 �1�5�9 �1�8�0 �2�0�0 �2�1�9 �2�3�4 �2�8�5
「 �E�/ �0�¬����y���<�3�� �6�5 �6�8 �7�0 �7�3 �8�0 �8�6 �7�8�n
。

개발ε행 �2 �3 �3 �4 �4 �4」

행 �»0��-�'�- ¬Ä �1�9�7 �2�3�0 �2�5�3 �2�7�7 �2�7�7 �3�2�4 �3�6�7
단기금융회사 �3 �3 �3 �3 �3 �3

비 투자신탁회사 �6 �9 �1�1 �1�2 �1�3 �1�7 �1�8
.§.。 상호신용금고 �2�6 �1�8 �1�8 �1�8 �1�8 �1�8 �1�8
화 신용협동조합 �8�9 �9�2 �1�0�0 �1�0�9 �1�2�2 �1�3�4 �1�4�5
NŒ�:�:�L 생명보험회사 �4�6�2 �5�5�4 �6�1�9 �6�8�9 �7�5�6 �7�9�6 �9�7�0�n
。 체신예금 �5�8 �6�3 �7�0 �7�5 �7�7 �7�8 �9�0�Ä�r
기 상호금융 �1�4 �1�5 �1�6 �1�6 �1�7 �1�7 �2�5
관 새마g금고 �1�6�4 �1�6�4 �1�6�9 �1�7�1 �1�7�3 �1�7�1 �1�8�5

�»0��-�'�- ¬Ä �8�2�2 �9�1�8 �1�0�0�6 �1�0�9�3 �1�1�7�9 �1�2�3�4 �1�4�5�4

합 계 �1�0�1�9 �1�1�4�8 �1�2�5�9 �1�3�7�0 �1�4�5�6 �1�5�5�8 �1�8�2�1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예 일반E행 �5�1 �5�9 �8�2 �9�1 �9�9 �1�2�0 �1�5�3
E르 �/�-�. 。�Ä���4�-�� �<�3��잉 �7�0 �7�4 �7�6 �8�2 �8�7 �9�5 �1�0�4

。 개발ε행 �l �1 �3 �3 �3 �3τ:
�»0��-�'�- 계 �1�2�2 �1�3�4 �1�6�1 �1�7�6 �1�8�9 �2�1�8 �2�5�9

단기금융회사 �0 �0 �0 �0 �0 �0 �0
비 투자신탁회사 �l �2 �2 �4 �4 �4 �4
조E。 상호신용금고 �2�1 �2�9 �2�9 �2�9 �2�9 �2�9 �2�9
화 신용협동조합 �7�8 �8�4 �9�2 �1�0�1 �1�0�6 �1�1�8 �1�1�7
NŒ�:�:�L 생명보험회사 �3�8�5 �4�3�1 �4�7�1 �5�1�4 �5�1�9 �5�6�2 �6�4�0�n
。 체신예금 �3�0�9 �3�1�6 �3�1�7 �3�1�8 �3�2�0 �3�2�3 �3�1�6τJ
기 상호금융 �2�7�9 �2�7�9 �2�7�9 �2�7�8 �2�6�0 �2�6�1 �2�5�6
관 새마을금고 �3�4�8 �3�4�3 �3�3�8 �3�3�8 �3�4�1 �3�4�3 �3�2�7

λ、녕- 계 �1�4�2�1 �1�4�8�4 �1�5�2�8 �1�5�8�2 �1�5�7�9 �1�6�4�0 �1�6�8�9

합 계 �1�5�4�3 �1�6�1�8 �1�6�8�9 �1�7�5�8 �1�7�6�8 �1�8�5�8 �1�9�4�8

제 �3장 경 제 엄 �3�2�9

다 �. 일반은행의 경우는 �1�9�9�5 년 현재까지 한 곳도 들어오지 않았으며 �, 주민들의 금융기관에

대한 이용은 농협을 비롯한 새마을 금고 등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 이 외에 경북지역에 관한

금융기관에 대해서 부문별로 살펴 보면 우선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1�9�8�3�-�1�9�9�1 년 기간 중 새

마을 금고의 수신고는 대구지역이 연평균 �3�4�.�4�%�, 경북지역이 �3�9�.�9�% 로 증가하였으며 �, 신용협

동조합은 동기간 중 대구와 경북에서 각각 �3�6�.�3�%�, �2�9�.�9�% 씩의 신장세를 보였다 �. 그 결과 이

〈표�5 �- �8�9�> 금융기관 지방점포 진출현황 추이 단위 �: 개소

대 구

자료 �: 한국은행 �, 지역금융통계 �, �1�9�9�6�. �2�.



�3�2�8 톨 저 �1�5펀 산업 � 경제

제 �1목 �1�9�6�0 년대 �� �1�9�7�0 년대

�1�9�6�0 년대 초기 우리 나라의 지역 금융구조를 보면 모든 은행이 본점 및 대부분의 점포를

서울에 두고 있기 때문에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전국 각지에서 동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 따라서 정부는 경제개발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 �1�9�6�7 년 지방은

행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는데 경북지방에서는 �1�9�6�7 년 대구은행의 출범으로 시작

하였다 �.
�1�9�6�0 년대 금융시장은 �1�9�6�0 년대 후반부터 설립된 지방은행들이 대구지역에 �1�5 개 �, 경북지역

�9�2 개이던 은행 점포수가 �1�9�7�0 년대말에는 대구 �4�5 개 �, 경북 �1�0�9�7�R 로 그 동안 양적 확대를 계속

해 왔다 �.
특히 다양한 제 �2금융권 금융기관이 설립됨으로써 �. 지방금융시장은 크게 확대되었다�. 이어

�1�9�7�0 년대 중반 이후에는 새마을 금고 � 신용협동조합 등 서민저축기관들이 등장하였다�.

제 �2목 �1�9�8�0 년대 �� �1�9�9�0 년대

�1�9�8�0 년대 �� �1�9�9�0 년대에 들어서면서 금융자율화가 진전되면서 시중은행의 민영화를 시작

으로 금융기관 설립기준이 완화되고 이의 신설을 대폭 허용하였다 �. 이렇게 시중은행과 제 �2

금융권의 지방 진출로 지방은행의 시장은 크게 잠식됨으로써 경쟁력이 상당히 약화되었다 �.
�1�9�8�0 년대말 이후에 전국형 금융기관들이 지방에 많은 점포를 내는 한편 지역본부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있다 �. �1�9�9�0 년 이후 �1�9�9�4 년 �5월까지 대구 � 경북지역내 금융기관 점포수를 보더라

도 시중 및 특수 은행의 지방 진출 강화로 인해 은행점포가 출장소를 중심으로 �1�4�8 개나 늘

어났으며 비통화금융기관 점포는 신용협동조합 � 생명보험 등을 중심으로 �3�5�5 개나 늘어났다 �.

저 �1�3항 지역 금융의 현황

대구 � 경북지역 금융시장에는 전통적 금융기관인 은행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특히

경북지역에는 농업은행 �( 농업협동조합의 전신 �) 점포가 대종을 이루었고 은행 이외의 금융기

관으로는 생명보험회사 � 우체국 등이 있긴 했으나 이의 역할과 비중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

지방은행의 경쟁력 취약은 지방은행 자체의 비효율적인 경영과 전문인력의 부족 등에 기

인하기도 하지만 지역자금의 부족과 제도적인 제약 등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기도 한다 �.
한편 각 지방의 공공금고는 전국은행이 독점하고 있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심화시키고

지역경제 내의 자금난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
다음의 표에서 보듯이 경북지역 특히 영양군의 경우에서는 금융기관이 거의 없다시피 하



제 �3장 경 제 �!�I�I �3�2�7

-산악과 역사문화를 주제로 한 휴양 거점지역으로 육성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산악관광 개발을 도모하고 �, 주민들의 교통 접근성을 제고

개발사업의 개요

-순흥 역사유적지구 � 국민관광단지 �, 부석사 � 희방사 집단시설지구�, 본신 리조트 �, 수하 산

악휴양지구 등 조성

-지역특화사업 �: 인삼타운 � 고추특산물타운 � 축산시범단지 등 조성

-기반시설사업 �: 지역간 연계도로 확 � 포장

제 �2절 금
。

�-�-�r�r�-。

저 �1�1 항 재래의 금융 제도

우리 나라의 금융 제도를 역사적으로 살펴 보면 신라 시대부터 원금과 이자에 대한 개념

은 있었지만 �, 그 구체적인 형태의 기구나 모양을 갖춘 것은 고려 시대나 조선시대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재래금융인 계는 신라 시대의 ‘가배계’또는 ‘향도계’에서연유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고려 시대에 와서 크게 번창하였다 �. 계는 역사적 변용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

날까지도 부단히 존속되고 있다�. 이렇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독특한 협동 자치조직의 한 가

지인 계는 같은 곳에 사는 사람끼리 �, 또는 서로 관련있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 아래 일정

액의 돈이나 곡식 같은 것을 추렴하여 그것을 운영하고 불리어 서로 이용 � 분배하는 조직

으로 오늘날의 새마을금고형의 전통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영양군의 경우에는 �1�9�8�5 년 현재 청기면과 수비변에서 그러한 계의 조직을 발견할 수 있

다 �. 청기면과 수비면의 경우에서는 공동사업 �부조복리�산업진흥�친목오락�금융협력등

모두 �5가지의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계의 종류는 수비면이 �2�2종류가 있고�, 청기변의 경

우 �2�4종류가 있다�. 계의 수에 있어서는 청기면의 경우 �8�5 개가 있고�, 수비면은 �1�1�6�7�R 에 계원

�1�.�8�9�9 명 이 활동하고 있으며 �, 청 기 면은 �1�.�8�9�3 명 이 활동하고 있다 �.

저 �1�2 항 지역 금융의 변천

우리 나라의 지방은행은 최초로 �1�9�1�2 년 ‘은행령’에의하여 설립되기 시작했으며 �, �1�9�2�0 년에

는 �1�0개이상의 지방은행들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 현행 한국의 지방은행제도는 �1�9�6�7 년 �1�0 월

대구은행과 부산은행이 설립됨으로써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



�D���o 칭 �c 위 치 면적 �C�k�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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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 주변 개발촉진지구 경상북도 봉화군 � 예천군 � 문경시 일부 �3�8�0�.�4

산악 휴양형 개발촉진지구 ’ 영주시 � 영양군 일부 �3�2�9�.�4

안동호 주변 개발촉진지구
�"

안동시 � 청송군 일부 �4�5�2�.�6

중서부 평야 개발촉진지구 ’ 상주시 � 의성군 일부 �4�0�6�.�2

통해 연안 개발촉진지구 ’ 울진군 � 영덕군 일부 �2�5�3�.�3

�3�2�6 �i�i�i 저 �1�5 편 산업 � 경제

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 또한 산악 휴양형 � 안동호 주변 � 중서부 평야 � 동해 연안 개발촉진

지구 등 나머지 �4개 지구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발계획 승인을 받는 대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

〈표 �5 �- �8�8�> 전국 개발촉진지구 지정 현황

지역균형개발법시행령 제 �1�2 조 �( 개발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 에 명시된 개발촉진지구의 일반

적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첫째 �, 재정 자립도 �, 인구 증가율 �, 평균 지가 �, 제조업 종사자 비율 �, 도로율 등 �5가지 지표

중 �2가지 이상이 전국적으로 하위 �1�/�5 미만에 속한 낙후지역

둘째 �, 종래의 지역산업이 급격히 쇠퇴한 농어촌 지역으로서 새로운 소득 기반의 조성을

위해 인근 도시와의 도농통합적 �(都農統合的 �) 개발이 펼요한 지역

셋째 �, 건설교통부 장관이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으로서 권역 내의 균형 개발

을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경상북도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의 개요

�1�. 개발촉진지구는 도 �( 道 �) 전체 면적의 �1�0�% 이내에서 지정 � 개발이 가능한데 �, 개발계획

의 수립 및 사업 시행은 국가 재정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매년 도 �( 週 �) 면적의 �2�% 이내의

범위에서만 가능함 �.
�2�. 따라서 경북의 개발촉진지구 지정면적은 �1�.�9�0�2�k�m�2 를 초과할 수 없으며 �, 매년 �3�8�0�A�k�m�2

범위 내에서 개발계획의 수립 및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음 �.
�3�. 이러한 기준에 따라 경북 북부지역 �1�1 개 시 � 군의 개발촉진지구는 소백산 주변 � 산악

휴양형 � 안동호 주변 � 중서부 평야 � 동해 연안 개발촉진지구 등 �5개의 지구로 지정되었는

데 영주시와 영양군 지역의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산악 휴양형 개발촉진지구

행정구역 �: 영주시 일부 � 영양군 일부

면 적 �: �3�2�9�A�k�m�2�( 도 면적의 �1�.�7�%�)

개발의 기본방향



�c 서l 군 서| 승} 겨!
연도

�-�L �I�=�j

�A�I�»�,�o���¶0	 비율 �A�I�� �。Hζ그 비율 �A�I���o���¶�i 비율�,�=�; �,�=�; �,�=�;

�1�9�8�8 �1�6�7�.�1�7�0 �1�7�.�8 �7�7�0�,�2�1�0 �8�2�.�2 �9�3�7�,�3�8�0 �1�0�0�.0�

�1�9�8�9 �2�6�8�,�3�0�8 �1�9�.�2 �1�,�1�2�2�.�1�6�8 �8�0�.�8 �1�.�3�9�0�.�4�7�6 �1�0�0�.0�

�1�9�9�0 �3�3�2�,�9�4�0 �2�1�.�6 �1�.�2�0�4�,�8�9�8 �7�8�.�4 �1�.�5�3�7�,�8�3�8 �1�0�0�.0�

�1�9�9�1 �5�8�1�.�6�6�5 �3�0�.�8 �1�.�3�0�9�,�2�1�1 �6�9�.�2 �1�.�8�9�0�.�8�7�6 �1�0�0�.0�

�1�9�9�2 �5�4�3�.�6�8�5 �2�6�.�8 �1�.�4�8�1�.�4�9�0 �7�3�.�2 �2�.�0�2�5�.�1�7�5 �1�0�0�.0�

�1�9�9�3 �7�1�2�.�1�5�1 �3�0�.�9 �1�.�5�9�1�.�9�3�7 �6�9�.�1 �2�.�3�0�4�.�0�8�8 �1�0�0�.�0

�1�9�9�4 �7�5�2�.�4�0�3 �2�9�.�8 �1�.�7�7�4�.�1�5�4 �7�0�.�2 �2�.�5�2�6�.�5�7�7 �1�0�0�.0�

�1�9�9�5 �9�2�7�.�9�8�1 �3�1�.�9 �1�.�9�8�4�.�2�3�2 �6�8�.�1 �2�.�9�1�2�.�2�1�3 �1�0�0�.0�

않펀턴 겨l 。,o,s으 입암면 청기면 일월면 수비면 석보면 급댐�C�) �C�)
�I�=�j

계 �1�.�9�8�4�.�2�3�2 �4�3�0�.�3�1�3 �1�1�0�.�1�7�9 �4�2�.�1 �0�9 �4�2�.�5�3�8 �4�2�.�1�8�7 �6�9�.�2�3�7 �1�.�2�4�7�.�6�6�9

주민세 �1�7�8�.�5�2�4 �3�7�.�0�4�8 �9�,�5�6�4 �2�,�8�8�8 �1�.�4�4�0 �3�,�8�9�7 �4�,�9�0�5 �1�1�8�.�7�8�2

재산세 �5�4�.�3�1�2 �3�3�,�2�8�8 �7�.�8�3�6 �2�,�3�5�7 �3�.�5�9�4 �3�.�1 �0�2 �4�.�1�3�5

자동차세 �3�9�8�.�9�1�3 �2�3�5�.�6�2�7 �4�8�.�7�9�8 �2�2�,�0�8�9 �2�6�.�2�6�3 �2�4�.�8�3�7 �4�1�.�2�9�9

농지세 �1�.�6�9�7 �2�7�9 �2�0�8 �2�0�8 �2�1�3 �4�2�2 �3�6�7
담배소비세 �1�,�1�2�7�,�3�5�7 �1�,�1�2�7�,�3�5�7

종합토지세 �1�3�6�,�8�8�7 �6�8�.�6�1�5 �1�8�,�8�7�8 �1�3�,�5�2�1 �9�,�8�0�5 �8�.�2�7�7 �1�7 ��7�9�1

도시계획세 �4�5�,�2�8�9 �4�1�.�0�2�4 �3�.�3�1�5 �0 �1�1 �9�3�9 �0
사업소세 �1�5 ��2�2�0 �6�,�8�6�7 �5�,�6�9�7 �1�7�8 �4�9�7 �1�9�6 �2�5�5 �1�.�5�3�0

과년도 �2�6�.�0�3�3 �7�,�5�6�5 �1�5�,�8�8�3 �8�6�8 �7�1�5 �5�1�7 �4�8�5

제 �3장 경 제 �I�i�i �3�2�5

〈표 �5 �- �8�6�> 지방세 징수 상황 �(�1�9�8�8���1�9�9�5 년 �) 단위 �: 천원

〈표 �5 �- �8�7�> �1�9�9�5 년 군세징수 실적 단위 �: 천원

이러한 어려움과 한계에 직면한 강원도의 폐광 지역과 더불어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낙

후지역으로 일컬어지는 경북 북부지역 �1�1 개 시 � 군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전망이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

되고 있는 개발촉진 지구 지정 및 개발 계획이 건설교통부를 비롯하여 재정경제원 � 내무부
� 농림수산부 � 환경부 � 문화체육부 � 산림청 등 정부 �1�3 개 부처와의 의견 조정을 거쳐 최근

�r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에 통과함으로써 확정되었다 �.
경상북도는 북부지역 �1�1 개 시 � 군에 대한 개발촉진지역 지정안을 수립하여 도 면적의

�2�%이내인 �1개 지구에 대한 지구 지정 방침을 고수하던 건설교통부와 줄다리기 끝에 �1�1�7�R

시 � 군이 모두 포함된 �5개 지구에 대한 개발촉진지구 지정 승인을 받아내었다 �.
경북의 �5개 지구에 대한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동시에 봉화 � 예천 � 문경지역이 포함된 소

백산 주변 개발촉진지구 �(�1 단계 사업지구 �) 는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2�0�0�0 년까지 국비 �5�8�4 억원
�(�2�2�.�9�%�)�, 지방비 �6�8�4 억원 �(�2�6�.�8�%�)�, 민자 �1�.�2�8�2 억원 �(�5�0�.�3�) 등 총 �2�,�5�5�0 억원이 투입되어 본격적



연 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

세출 ¾DÇ(�(�%�) 세출 ¾DÇ(�(�%�) 세출 ¾DÇ(�(�%�)

�1�9�8�9±D �1�3�,�5�1�7 �9�1�.�9 �1�,�1�8�7 �8�.�1 �1�4�.�7�0�4 �1�0�0�,�0

�1�9�9�0±D �1�8�,�5�0�1 �9�4�.�0 �1�,�1�7�8 �6�.�0 �1�9�,�6�7�9 �1�0�0�.0�

�1�9�9�1±D �2�6�,�0�3�5 �9�4�.�5 �1�.�5�3�0 �5�.�5 �2�7�,�5�6�5 �1�0�0�.0�

�1�9�9�2±D �2�8�,�6�5�8 �7�5�.�2 �8�.�4�9�2 �2�4�.�8 �3�7�.�1�5�0 �1�0�0�.0�

�1�9�9�3±D �2�7�.�4�6�7 �7�2�.�1 �1�0�,�6�1�4 �2�7�.�9 �3�8�,�0�8�1 �1�0�0�.0�

�1�9�9�4±D �3�7�,�2�0�5 �9�3�.�1 �2�,�7�2�0 �Q�¹�6 �3�9�,�9�2�5 �1�0�0�.0�

�1�9�9�5±D �4�2�,�8�3�7 �9�4�.�6 �2�.�4�4�4 �5�.�4 �4�5�,�2�8�1 �1�0�0�.0�

�1�9�9�1 년 �1�9�9�2±D �1�9�9�3±D �1�9�9�4±D �1�9�9�5±D

세。1얘 �1�.�2�5�8�,�0�0�0 �1�.�4�5�0�,�0�0�0 �1�.�5�5�0�,�0�0�0 �1�,�7�7�7�,�0�0�0 �1�,�7�0�7�,�0�0�0
지방세

닙「

비 율 �4�.�3 �4�.�6 �5�.�0 �4�.�0 �3�.�8

세외수입
세입액 �6�,�3�7�6�,�0�9�9 �8�,�9�3�9�.�3�1�9 �3�,�3�4�0�,�0�0�0 �1�2�.�7�6�4�,�0�0�0 �8�,�6�4�3�,�9�6�2

비 율 �2�1�.�7 �2�8�.�4 �1�0�.�8 �2�8�.�7 �1�9�.�6

세이얘 �1�4�.�4�1�7�,�0�0�0 �1�5�,�9�8�0�,�0�0�0 �1�7�.�4�7�8�,�0�0�0 �1�9�,�2�2�8�,�0�0�0 �2�1�.�5�3�4�,�0�0�0
지방교부세

님「

비 율 �4�9�.�1 �5�0�.�8 �5�6�.�4 �4�3�.�2 �4�8�.�7

세이얘 �7�,�2�9�0�,�9�0�1 �5�,�0�8�7�,�2�5�2 �8�,�6�3�2�,�0�0�0 �1�0�,�6�9�5�,�0�0�0 �1�2�,�3�2�1�.�0�8�6
조보

닝「

비 율 �2�4�.�8 �1�6�.�1 �2�7�.�8 �2�4�.�0 �2�7�.�9

합 계
세입액 �2�9 ��3�4�2�,�0�0�0 �3�1�.�4�5�6�,�5�7�1 �3�1�.�0�0�0�,�0�0�0 �4�4�.�4�6�4 ��0�0�0 �4�4�.�2�0�6�,�0�4�8

비 율 �1�0�0�.�0 �1�0�0�.0� �1�0�0�.0� �nÂÜ�m �1�0�0�.0�

�3�2�4 영 저 �1�5 펀 산업 � 경제

〈표 �5 �- �8�4�> 저 �1�3기 �1�9�8�9 년 ���1�9�9�5 년의 세출결산 상황 단위 �: 백만원

〈표�5 �- �8�5�> 제 �3기 �1�9�9�1���1�9�9�5 년의 세입결산 상황 단위 �: 천원

�1�9�9�1 년부터 �1�9�9�5 년까지 전체적으로 세입 규모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 �1�9�8�0 년대 말에

비해서 두 배로 상회하게 되었지만 자체 수입인 지방세는 대폭 감소하는 추세를 볼 수 있

고 �,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 평균 �2�5�% 수준으로 상회하였고 의존 수입인 지방교부세도 전체

세입 규모의 반을 차지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보조금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

이와 같이 지방세정의 변동이 심하게 변동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지방재정의 정착이 아직

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며 복잡한 세제로 인해 쉽게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제 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양군의 지방세입 � 세출은 경북에 속한 타 지역과 비교할 때 매우 취

약할 뿐만 아니라 �, 인접 지역인 봉화 � 울진 � 영덕 � 청송 � 안동과 비교할 때도 현저한 차이

를 나타내고 있다�.
�1�9�8�0 년대말과 �1�9�9�5 년까지 지방세의 증가는 계속되고 있고 �, 도세의 비율과 군세의 비율에

서 도세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지만 �, 상대적으로 군세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

세출 ¾DÇ(�(�%�) 세출 ¾DÇ(�(�%�) 세출 ¾DÇ(�(�%�)
�1�9�8�0±D �2�.�6�4�9�.�4�5�2 �9�6�.�5 �9�6�,�3�9�2 �3�.�5 �2�.�7 �4�5�,�8�4�4 �1�0�0�.0�

�1�9�8�1±D �3�,�7�9�0�.�4�9�7 �8�9�.�5 �4�4�3�,�0�8�1 �1�0�.�5 �4�,�2�3�3�,�5�7�8 �1�0�0�.�0

�1�9�8�2±D �3�.�4�0�9�.�4�7�6 �8�9�.�9 �3�8�1�.�0�2�1 �1�0�.�1 �3�.�7�9�0�.�4�9�7 �1�0�0�.�0

�1�9�8�3±D �3�,�9�9�9�,�8�4�5 �8�3�.�5 �7�9�2�,�1�1�1 �1�6�.�5 �4�.�7�9�1�.�9�5�6 �1�0�0�.0�

�1�9�8�4±D �5�,�6�1�6�,�2�1�4 �9�2�.�2 �4�7�2�,�8�0�9 �7�.�8 �6�,�0�8�9�,�0�2�3 �1�0�0�.�0

�1�9�8�5±D �5�,�5�8�1�.�8�5�0 �9�2�.�6 �4�4�5�,�2�1�5 �7�.�4 �6�,�0�2�7�,�0�6�5 �1�0�0�.0�

�1�9�8�6±D �5�,�9�4�3�,�3�1�1 �9�0�.�0 �6�5�8�,�0�1�6 �1�0�.�0 �6�,�6�0�1�.�3�2�7 �1�0�0�.0�

�1�9�8�7±D �7�,�5�9�2�,�5�2�4 �8�9�.�8 �8�5�8�.�7�5�6 �1�0�.�2 �8�.�4�5�1�.�2�8�0 �1�0�0�.0�

�1�9�8�8±D �1�0�,�5�6�2�,�8�8�6 �9�3�.�5 �7�3�7�,�3�8�3 �6�.�5 �1�1�,�3�0�0�,�2�6�9 �1�0�0�.0�

구분 �1�9�8�0±D �1�9�8�2±D �1�9�8�5±D �1�9�8�8±D

지방세
세입액 �3�0�8�,�3�2�3 �4�4�4�,�3�5�9 �4�1�3�,�5�5�8 �7�7�0�,�3�4�2

비 율 �1�4�.�8 �1�2�.�1 �6�.�9 �7�.�0

세외수입
세입액 �3�1�3�,�5�3�3 �4�8�8�,�9�3�0 �1�.�6�3�4�.�1�8�7 �1�.�3�6�2�.�4�2�2

비 율 �1�5�.�1 �1�3�.�3 �2�7�.�3 �1�2�.�3

지방교부세
세입액 �8�9�9�,�0�0�0 �1�.�9�1�4�,�0�0�0 �3�.�4�7�1�.�0�0�0 �5�,�6�1�4�,�0�0�0

비 율 �4�3�.�3 �5�2�.�0 �3�4�.�7 �5�0�.�8

세이해 �5�5�7�,�8�6�7 �8�3�0�,�5�8�8 �1�.�0�6�0�,�3�3�3 �3�,�3�0�2�,�6�8�9
조보

님「

비 율 �2�6�.�8 �2�2�.�6 �1�7�.�7 �3�0�.�0

세이해 �2�,�0�7�8�,�7�2�3 �3�,�6�7�7�,�8�7�7 �5�,�9�7�9�,�0�7�8 �1�1�,�0�4�9�.�4�5�3
합 계

님「

비 율 �1�0�0�.0� �1�0�0�.0� �1�0�0�.0� �1�0�0�.�0

제 �3장 경 제 �I�I�I �3�2�3

가 �1�9�8�8 년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변화를 보이고 �, 보조금은 �1�7�.�7�% 로 계속해서 하락했

고 �1�9�8�8 년에는 �3�0�.�0�% 로 상승했다 �.

〈표 �5 �- �8�2�> 저 �1�2기 �1�9�8�0���1�9�8�8 년의 세출결산 상황 단위 �: 천원

〈표 �5 �- �8�3�> 저 �1�2기 �1�9�8�0���1�9�8�8 년의 세입결산 상황 단위 �: 천원

�1�9�9�0 년도에는 �1�9�8�9 년도에 비하여 일반회계 세출이 �9�4�% 로 상승하였지만 �, 특별회계의 비율

은 약간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
�1�9�9�1 년에는 일반회계 세출이 급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 여전히 특별회계 비율이 예

년과 비교할 때 비슷하고 �, �1�9�9�2 년과 �1�9�9�3 년에서 각각 �7�5�.�2�%�, �7�2�.�1 �%를 차지하는 현저한 편차

가 나타났고 �, 이에 따라 특별회계의 비중이 �2�4�.�8�%�, �2�7�.�9�% 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

�1�9�9�4 년에는 비로소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일정한 증가가 계속되었다 �. 그리
고 특별히 두드러진 점은 일반회계와 비교해서 특별회계가 �1�9�9�4 년도 �, �1�9�9�5 년에 급격히 감소

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



�3�2�2 �I�I�! 제 �5편 산업 � 경제

특별회계란 자치단체의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적인 시�l 입 � 세출과

구분 경리하는 부분을 말한다 �. �1�9�6�9 년도의 일반회계의 세출 규모가 �9�5�.�2�% 로 사용되었는데

특별회계 세출비율은 �4�.�8�% 로 비교적 높게 사용되었고 석유 파동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1�9�7�1 년에서 �1�9�7�3 년까지는 긴축재정이었다가 �1�9�7�3 년에는 특별회계 세출은 �6�.�3�% 로 �1�9�6�9 년도보

다 일반회계 세출은 작지만 특별회계 세출은 상회하게 되었다 �. 국제경기 회복세로 인해 일

반회계 세출도 증가하였고 무엇보다도 �1�9�7�4 년 특별회계의 세출이 �1�1�.�2�% 로 증가한 것이 눈

에 띄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1�9�7�5 년도부터 일반회계의 세출증가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고 �1�9�7�4 년의 일반회계의 비율이 감소하였지만 �, �1�9�7�5 년부터 그 비율이 회복

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전성기에 힘입어 일반회계 세출의 증가와

특별회계 세출의 증가가 �1�9�7�7 년부터 계속되는 상황을 볼 수있다 �.
�1�9�7�0 년도의 영양군의 일반회계 세입에서 지방세의 비중은 �7�.�2�% 로 매우 취약하고 다른 군

과 비교하더라도 열악하며 세외수입도 �6�.�1�% 밖에 되지 않는 반면에 �, 지방교부세는 �3�3�.�1 �% 로

높게 차지하였고 �, 보조금은 모든 일반회계 세입비 중에 반을 상회하고 있었다�. 이것으로 보

아 의존수입이 얼마만큼 대외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1�9�7�2 년에는 자체 세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계속해서 증가하였고 상대적으로 의존 수

입인 보조금이 �1�9�7�0 년도에 �5�3�% 였는데 �1�9�7�2 년에서는 �2�2�% 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 그러나 지방

교부세는 �1�9�7�0 년도에 �3�3�% 였는데 �1�9�7�2 년에는 �6�1�% 로 두 배로 증가하는 의존수입의 큰 편차

를 확인할 수 있다 �. 경기 회복으로 인해 일반회계 세입인 지방세가 �1�9�7�2 년도에 비해 �1�9�7�5 년

은 �4배나 증가하였고 비중도 �1�0�% 에서 �1�8�% 로 증가하였다 �. 보조금 비중은 비슷한 수준이었

고 지방교부세는 �1�9�7�2 년의 �8�, �3조치로 인해 �4�8�% 로 떨어졌다 �.

�1�9�7�8 년도에는 지방세 비중이 �1�2�% 로 떨어졌고 세외 수입은 �1�5�% 로 다소 증가하였고 보조

금도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지방교부세는 �3�9�% 로 감소하였다 �.
�1�9�8�0 년도의 재정 규모는 �1�9�7�0 년도 말과 비교해 본다면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특별회계 비중은 조금 감소했음을 알 수 있고 �, �1�9�8�1 년부터 급격히 증가하면서

�1�9�8�3 년에는 �1�6�.�5�% 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 �1�9�8�5 년에서는 특별회계 변화

폭이 반으로 떨어지다가 일반회계 비중으로 치우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비교적 안정된 재정 규모와 �1�9�7�0 년대에서 볼 수 없었던 특별회계의 비중이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재정의 증가는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 준다 �. 그러나
�1�9�6�0 년 �� �1�9�7�0 년대처럼 재정 규모의 큰 변화폭은 없었다 �.

�1�9�8�0 년도의 세입 규모는 계속 증가했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중은 �1�9�7�0 년대 말과 비슷

하며 의존수입인 지방수입과 보조금도 유사했다 �. 그러나 세입 규모는 두 배로 상회했다 �.
�1�9�8�2 년에서는 의존 수입인 지방교부세 비중이 �5�2�.�0�% 로 급격히 증가했지만 자체 수입은

조금 감소했다 �. 보조금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1�9�8�5 년에는 반으로 줄어든 지방세와 두

배로 상승한 세외수입의 일관성 없는 변화를 나타냈고 �, 보조금은 �1�9�8�0 년 수준으로 돌아왔다





�3�2�0 �I�I�I 저 �1�5 편 산업 � 경제

〈표 �5 �- �7�9�>

취득세

등록세

마권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1�9�9�0 년부터는 토지분 재산세와 토지 과다보유세 �0�9�8�8�� �1�9�8�9 년 시행 �) 를 일원화하여 토지종

합과세의 기틀을 마련하였는데 �, 이는 지역이나 지목에 관계없이 개인별로 전국의 모든 토지

를 합산하여 누진 과세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생산용토지 등에 관해서만 분리과세를 허

용하고 있다 �. 이는 토지보유실명제의 정착을 유도하고 나아가서 부담을 강화하며 �, 또한 우

리 경제의 암적 존재인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획기적인 세제개혁조치로 받아들여지

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과세표준이 시가의 �5분의 �1수준인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있어

당초에 의도했던 정책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 �.
우리의 현행 지방 세제체계의 특징은 세종목수가 지나치게 많아 복잡하다는 점이며 특히

하나의 과세물건 �(토지와 건물�) 에 종복 과세가 이루어져 세무행정만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

다는 점이다 �. 즉 토지와 건물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또한 재산세 � 종

합토지세 � 도시계획세 � 공동시설세 � 사업소세도 동일과세물건에 과세되고 있다�. 결국 이와

같은 지방세제의 복잡성은 조세의 초과 부담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조세체계를

좀더 단순화시키면서 필요한 세수를 확보하도록 하는 보다 합리적이면서 효율적인 조세체

계 수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저 �1�4 항 세입 � 세출 결산상황

근대 지방재정의 변천을 토대로 연대별 세입 � 출결산상황에 대한 통계 자료를 쉽게 파악



제 �3장 경 제 용 �3�1�9

러진 특정은 국세 중심 주의와 부가세 중심 주의를 택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조세 부과권을

거의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이렇게 마련된 지방세제체계는 �7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개

정을 거쳤지만 주로 국세 중심 주의와 부가세 중심 주의가 그대로 지속되어 왔고 �, 일제하의

세제를 대부분 답습한 것이어서 조세체계가 대단히 복잡함은 물론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 �.
그 대표적인 것으로 전체 세목의 상당수는 지방세정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병목만 유지하

였다 �.
�1�9�6�1 년에 들어선 제 �3공화국은 �1�9�6�1 년 말에 세제 개혁을 단행하여 그 동안의 불합리한 문

제점을 시정하였다 �. 즉 지방세원 확충을 위해 국세중 지방세적 성격이 있는 농지세 � 유흥음

식세 � 자동차세 � 마권세 등 �4종목을 지방세로 이양하고 �, 소득세 부가세와 법인세 부가세를

신설함과 아울러 재산관련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 특별행위세와 어업세 � 교통세 � 차량세를

폐지하였다 �. 이러한 세제개혁의 결과로 농지세 � 취득세 � 유흥음식세 � 재산세 � 자동차세 등

을 중심으로 한 독립세와 국세인 소득세 � 법인세 � 영업세에 일정한 집세분을 부과 징수하

는 국세 부가세 �, 그리고 소방공동시설세와 도시계획세 등의 목적세로 �3원화되었다 �. 한편 시

� 군세로 취득세와 자동차세 � 유흥음식세 � 도축세 � 면허세에 대해 각각 부가세를 징수하였

다 �.
그러나 이러한 세제도 여전히 국세와 도세의 부가세 방식이 중심을 이루었는데 이는 징

수의 용이라고 하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세원개발노력을 저해하는 등

의 단점도 지니고 있어 정부는 �1�9�6�6 년에 국세 � 부가세 폐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1�9�6�7 년 �1월 �1 일자로 소득세 부가세 � 법인세 부가세 � 영업세 부가세를 폐지함과 아울러 이에

해당하는 재원을 지방교부세로 충당토록 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단행하였다 �.
�1�9�7�6 년에는 부가가치세제의 도입으로 국세의 간접세 체계가 혁신적인 개편을 보게 되었

는데 �. �1�9�7�7 년 �7월 �1 일부터 실시된 부가가치세의 도입과 함께 지방세였던 유흥음식세가 폐지

되었으며 �. 그 대신 국세였던 등록세가 지방세 �( 도세 �) 로 이양되는 변화가 있었다 �. 또한 시 �

군세인 도세부가세제도가 폐지되어 부가세 방식의 지방세는 사라지게 되었고 �, 종전에 도세

였던 자동차세 � 도축세 � 마권세 � 주민세를 시 � 군세로 이관하였으며�, 그리고 지방재정의 재

원 확충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비용 발생 원인자 부담이라는 차원에서 사업소세라고 하는

목적세를 신설하여 지역의 환경개선 목적에 주로 사용토록 하였다�. 이러한 지방세제 개편으

로 지방세체계는 도세 �3개 �. 시 � 군세 �6개 �, 목적세 �3개로 비교적 간소화되었다 �.
�1�9�8�6 년에는 농지세를 소득과세로 전환하고 세율도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농지세수의

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해 담배판매세를 신설하였다 �. �1�9�8�9 년에는 기존의 담배판매세를 담배

소비세제로 개편함과 아울러 기존의 담배관련 국세재원 �( 교육세 � 방위세 � 관세 � 부가가치세
� 전매납부금 �) 을 통합하여 이를 전액 지방세로 이양하였으며 또한 그동안 수혜에서 제외되

었던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도 동세수를 배분받았다 �. 결국 담배소비세로의 개편은 지방세수의

확충에 크게 기여한 반면 대도시의 세수 집중을 야기하여 지역간에 지방세수의 부익부 � 빈

익빈을 더욱 격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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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재 정

저 �1�1 항 지방재정의 개념

복지국가 시대의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독립된 행정 주체로서의

지위와 행정기능이 보장됨과 동시에 그 뒷받침이 되는 독립된 경제 주체로서의 지위와 이

를 확보하기 위한 기능이 부여된다 �. 지방재정이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가 경제 주체로서의

종합적인 활동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저 �1�2 항 지방재정의 기본조건

지방재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기본적인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 지방자치단체가 행하여야 할 행정활동의 범위가 명확히 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배

분되어 있고�, 또 그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자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되어 있어

야 한다는 것이다 �.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상과 같은 두 가지의 기본적인 사항은 행정사

무의 배분 및 재원의 배분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저 �1�3 항 지방재정의 변천

먼저 지방세엽제도를 살펴 보면 �, 크게 나누어 첫째로는 지방세제도를 �, 그리고 둘째로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들 수 있다 �. 좁은 의미의 지방재정조정제도로는 지방교부세제도를 의미

하나 넓은 의미로는 여기에 국고보조금제도 � 지방교부금제도 � 지방양여금제도를 포함시킬

수 있다�. 이들 제도가 어떻게 생성 변천되어 왔는지를 개관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9�4�9 년 �1�2 월 �2�2 일에 법률 제 �8�4 호로 새로운 지방세법을 제정 � 공포하였는데 �, 그 내용을 보

면 보통세중 특별시 � 도세는 �3개의 국세 부가세와 �9개의 독립세로 구성되었고 �, 시 � 읍 � 면

세는 �3개의 국세부가세와 �5개의 도세 부가세 그리고 �5개의 독립세로 각각 구성되었다 �. 또한
목적세는 �2개의 초등 교육세와 �3개의 기타 목적세로 구성되었다 �. 이러한 지방세체계의 두드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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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 �7�8�> 서비스업 및 관련업 중 사업체 수와 종사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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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I�I�I 저 �1�5 편 산업 � 경제

제 �3목 서비스업

�1�9�8�6 년에 경제기획원에서 조사 발표한 ‘총사업체통계조사 보고서 제 �3권 서비스업편’에

의하변 영양군의 서비스업 사업체와 종업원 수는 〈표 �5 �-�7�6�> 과 같다 �. 총 �3�1�2 업체에 종사자

�1�,�0�0�5 명이며‘ 사회 서비스분야가 �1�5�1 업체에 종사자 �7�6�1 명으로 가장 많다 �. 이 사회 서비스에

는 공무원이 포함된 듯하다 �.

〈표 �5 �- �7�6�> �1�9�8�6 년의 읍면별 서비스업 업체와 종사자 수

통계청에서 발표한 �'�1�9�9�1 총사업체 통계조사 보고서 제�2권 지역편’에 의하면 영양군의 서

비스업 및 관련사업체와 종사자 수는 〈표 �5 �- �7�7�>과 같다 �. 총 업체는 �3�7�1 개소이며 �, 종사자는

�1�,�5�0�5 명이었다 �. 업종별로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가 �2�9�4 업체 �(�7�9�%�) 에 �9�5�9 명 �(�6�4�%�) 으로 단연 제

일 많았다 �. 전체적으로는 서비스업이라고 볼 수 없는 업종도 이 표에 포함시킨 것은 그런

업종에도 서비스업에 포함시켜야 할 업종이 있기 때문이다 �. 예를 들면 농림어업의 �3 업체도

농림어업 업종으로 서비스를 하는 엽이었다 �.
〈표 �5 �- �7�7�>에는 서비스업 및 관련사업체와 종사자 수를 지역별로 표시하였으며 �, 영양읍에

�1�8�4 업체에 �8�4�6 명이 종사하고 있다 �.

〈표 �5 �- �7�7�> 읍 � 면별 서비스업 및 관련사업체와 종사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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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근대 이후의 산업 를 �3�1�5

�2�. 소매상점

�1�9�6�5 년도의 소매상점은 �1�7�6 개소이며 잡화점이 �8�9 개소로 절반이 넘으며 농림수산물점이 다

음이다 �. 지역별로는 영양읍에 �1�2�2 개소 �( �5�5 �% �)가 몰려 있다 �. 종업원은 �1�9�2 명이나 급료를 받는

사람은 �3�7 명 뿐으로 주인이나 가족이 일하는 소규모 상점들이다 �.
�1�9�8�6 년 소매상점은 �6�2�8 업체에 종사자 �9�4�4 명 �( 표 �5�-�7�1�) 으로 기록되어 있고�, �1�9�9�1 년의 소매

상점은 �4�8�5 업체에 �7�5�1 명 �( 표 �5 �-�7�2�) 이 종사하고 있다 �. 상점 수나 상품의 종류는 �1�9�6�5 년도와

비교하면 매우 다양해졌으나 �, �1�9�8�6 년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되었다 �. 이것은 인구감소와 상점

의 대형화 때문으로 이해된다 �.

�3 시 장

�1�9�6�5 년도의 시장은 다섯 곳으로 일월변을 제외한 각 변에 한 곳씩 있었으며 �, 모두 공설시

장이었다 �. 일월면은 영양면과 인접하여 영양시장을 이용하였다 �. 그러나 �1�9�8�6 년에는 청기변

시장이 문을 닫아 네 곳으로 줄었고 �, �1�9�9�1 년에는 다시 수비면과 석보면 두 곳이 문을 닫아

영양장 �(�4 일과 �9일 �)과 입암장 �(�5 일과 �1�0 일 �) 만 남았다 �. 이렇게 재래시장이 감소하는 것은 전국

적인 현상으로 교통의 발달 �, 차량 소유의 증가‘슈퍼마켓의 증가 등으로 인한 결과이다�. 재
래시장의 침체를 막기 위해 영양군에서는 �1�9�9�6 년도에 영양읍 서부동의 영양시장을 근대화하

고 있다 �.

〈표 �5 �- �7�5�> �1�9�6�5 년의 소매상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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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서 발표한
‘

�1�9�9�1 총사업체 통계조사 보고서 제 �2권 지역편’에 의하면 영양군의 사

업체는 �1�.�2�6�9�7�R 소이며 종사자는 �3�.�2�2�5 명이다�. 이중 도소매업과 읍식숙박업은 사업체 �7�3�7�( 전

체의 �5�8�%�) 개소에 종사자 �1�.�2�2�7 명 �( 전체의 �3�8�%�) 이다�. 이중 영양읍에 �4�0�8 업체 �(�5�5�%�) 와 �6�7�7 명

�(�5�5�%�) 이 몰려 있다 �.

〈표 �5 �- �7�2�) �1�9�9�1 년의 도 � 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업체와 종사자 수

〈표 �5 �- �7�3�) 읍 � 면별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사업체와 종사자 수

�1�. 도매상점

�1�9�6�5 년의 도매상점은 �5개소이며 모두 영양읍에 있고�, 식료품 �1개 �, 건축자재 �2기�1�. 잡화점 �2
개소이다 �. 도매상점이라고 하나 도매만 한 것은 아닐 것이며�, 규모가 큰 상점으로 인근 소

매상에 도매도 하면서 소매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종업원은 �1�3 명이며 월급을 받는 종

업원이 �8명이며 �, 월급을 받지 않는 종업원이 �5명인데 이들은 주언이거나 주인의 가족인 듯하다 �.
�1�9�8�6 년에는 �1�3 업체에 �4�1 명 �(표 �5 �-�7�1�) �1�9�9�1 년에는 �3�0 업체에 �5�1 명 �( 표 �5 �-�7�2�) 이 종사하고 았

다 �. �1�9�9�5 년의 도매상점은 �4�7 개소이며 �, 농산물 도매가 �1�6개소로 가장 많고 �, 농약과 비료 도매

�1�0개소 �, 식료품 도매 �8개소 순이다 �. 이것은 고추와 마늘 도매상이 �6개소 �, 농약도매상 �8개소 �,

빵과 과자 도매상이 �7개소인 탓으로 도매상으로 연정하기 어려운 상점도 있다 �.

〈표 �5 �- �7�4�> 도매상점 현황

�1�9�6�5

�1�9�9�5

�5

�4�7

�1�3

연 도 �| 상점 �l 종업원



업체명 대표자 �� �.�A � 주생산품
종업원 공장면적 �C�m�2�)�,

�-�'�- 계 남 여 대지 건축

영진개발(주) 박오룡 입암 신구 �3�8�-�1 아A콘 �6 �5 �4�.�2�1�6 �3�7�2

영양공장

일월산식품 김금회 입암 양항 �4�5�3 도토리묵 �2 �3�9�3 �1�9�7

입암제재소 권규달 입암 신구 �3�1�1 �- �2 목재 �9�6�0 �1�4�0

우리식품 김기칠 청기 상청 �2�8�0 메주, 메주가루 �5 �2 �3 �3�5�0 �1�5�4

영양농원 권선화 청기 당 �7�5�7 �- �2 고추가루,산채김치 �4 �3 �5�6�8 �2�4�2
청기위탁영농 이재원 청기 청기 �9�3�2 �- �1 퇴비제조 �4�.�7�6�7 �1�. �6�5�3
�c�t�)¬àÌ(�,�T�O。 오형옥 영양 서부 �2�-�2 두부제조 �3 �2 �3�4�0 �1�0�0

계 16업체 �3�2�0 �2�0�8 �1�1�2 �5�2�.�2�8�4 �2�0�.�1�4�9

�� 계 도 �� 드� �A�I 짜‘ �¶�,�. �I�:�I�� �O�J
C그
���'�2�1

〈그 I그 -, �I�:ø �.�.�, �-�; �t�:�:�:�t

업체 종사자 업체 종사자 업체 종사자 업체 종사자 업체 종사자

총 계 �8�5�5 �1�.�3�7�5 �1�3 �4�1 �6�2�8 �9�4�4 �1�9�0 �3�4�4 �2�4 �4�6
여���0�J�:�� �4�2�3 �8�5�5 �7 �2�6 �2�7�9 �5�4�0 �1�2�1 �2�5�3 �1�6 �3�6
업암면 �1�1�3 �1�7�2 �3 �1�2 �9�0 �1�2�0 �1�9 �3�9 �1
청기면 �9�0 �9�2 �7�7 �7�8 �1�1 �1�2 �? �2
일월면 �4�6 �4�9 �4�0 �4�2 �5 �6
수비면 �7�7 �9�6 �5�9 �7�6 �1�5 �1�5 �3 �5
석보면 �1�0�6 �1�1�1 �2 �2 �8�3 �8�8 �1�9 �1�9 �2 �2

제 �2장 근대 이후의 산엽 �I�I �3�1�3

�(전변에서 계속 �)

제 �2항 상 업

제 �1목 개 황

우리 나라는 �1�9�6�0 년대까지를 �1차산업이 중섬인 자급자족 농경사회라면 �1�9�7�0 년대와 �1�9�8�0 년

대를 �2차산업이 중심인 공업화시대라고 할 수 있고 �1�9�9�0 년대는 �3차산업인 상업과 서비스시

대라고 할 수 았다�. 영양군에서는 공업화에 큰 발전이 없었으나 �, 상업과 서비스 분야는 발

전이 이루어졌다�.

제 �2목 도�소매엽

�1�9�8�6 년에 경제기획원에서 조사 발표한 ‘총사업체통계조사 보고서 제 �2권 도 � 소매업편’

에 의하면 영양군의 도 � 소매업 사업체와 종업원 수는 〈표 �5�-�7�1�) 과 같다�.

〈표 �5 �- �7�1�> �1�9�8�6 년의 읍면별 도 �소매업 업체와 종사자



。4 �Ä�z�s�;�. 사업체수 종사자수�t�=�J �<�:�>

목재�나무제붐�가구 �1�0 �2�5
나무및콜크 �5 �2�0
구가 �5 �5

종이�종이제품�인쇄 �5
종이 및 종이제품 �l �4
인쇄 및 출판 �l

화합물�석유�석탄제붐 �2 �1�4
기타 석유 및 석탄제붐

비금속광물제붐 �2 �2�0�0

도기�자기�토기 �1�9�8

기타 비금속광물 �2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제조 �4 �7

조립금속제품 �3 �6
의료 � 광학 등

기타 제조업 �9

업체명 대표자
�:�A�: /“

주생산품
Ç<���0�1Ç<�|�¾�:�>�t�=�J

�¹�"
공장면적(mL)

�T �-�L 겨| 남 여 대지 숭속거」

청자요업 이기원 입암 연당 À°�4�8�-�1 위생도기 �2�2�5 �1�4�8 �7�7 �2�2�.�4�9�3 �1�4�.�7�0�7

대동산업 이호근 일월 도계 �3�1�-�2 레미콘 아스콘 �2�5 �2�3 �2 �1�0�,�0�2�6 �2�2�4

영양식품 김희일 영양 동부 �2�4�-�2 고추장, 고추가루 이ι �6 �1�6 �2�.�4�0�2 �1�.�8�4�0

농협고추 김장래 입암 병옥 �6�8 고춧가루 �1�0 �2 �8 �2�,�9�9�9 �9�7�5

가공공장

홍보식품 김홍규 영양 동부 �4�4�6 �-�1�6 고추장, 고추가루 �2�,�3�0�7 �8�9�9

영양도정공장 김창호 영양 동부 �5�4�5 �5 양곡도정 �1 �l �1�.�3�1�6 �5�3�2

석보제재소 이병암 석보 지경 �1�4�3 �- �5 목재 �5 �5 �1�.�5�3�7 �2�1�5

풍림제재소 권혁용 영양 서부 �2�8�6 �- �6 목재 �4 �4 �3�,�2�4�6 �7�8�3
0��}�:�7�.�C�;Àä0��-�'�- 。 오정철 영양 동부 �5�5�0 �- �6 �8�-�2�¶ �6 �6 �1�.�4�3�8 �6�6�8�9�T

�3�1�2 용 저 �1�5 편 산업 � 경제

�( 전면에서 계속 �)

〈표 �5 �- �6�9�>

산 업

제조업

�1�9�9�6 년에 공장으로 등록된 제조업체 현황은 〈표 �5 �-�7�0�> 과 같이 �1�6�7�B 소에 종업원은 �3�2�0 명

이다 �. 입암면에서 위생도기를 만드는 청자요업이 가장 큰 제조업체이며 �, 영양의 특산물 고

추장과 고추가루를 만드는 식품회사 �4개소 �, 기타 식품회사 �2�, 제재소 �3�, 도정공장 �, 양조장 등이다 �.

〈표 �5 �- �7�0�> 공장으로 등록된 제조업체 현황



총 계
ÂÜü�.�u�.

Á,Ç È�½• 목재 및 나무제율 펄프�종이제울 비금속광물 조리그소
연도

�"�'�:�;�.�I�i�:�.�.�"�j�5�" ºp�0�,

업체 종업원 업체 종업원 업체 종업원 업체 종업원 업체 종업원 업체 종업원 업체 종업원

�1�9�6�5 �2�0 �1�5�0 �1�3 �3�3 �4 �2�3 �2 �4�5 �4�9
�1�9�8�0 �1�4 �8�4 �? �? �? �? �? �? �? �?

�1�9�8�5 �1�0 �7�5 �3 �3�0 �2 �2�2 �5 �2�3
�1�9�9�0 �1�6 �8�1 �7 �4�1 �8 �8 �3�2
�1�9�9�3 �1�1 �3�6�7 �2 �2�5 �l �3�2 �3 �1�6 �1 �7 �4 �2�8�7

�1�9�9�4 �1�1 �3�9�7 �2 �? �l �? �3 �1�8 �4 �3�1�6 �?

�1�9�9�5 �8 �2�9�0 �2 �? �? �4 �2�5�1 �?

연 도
종 계 여 。t。o

c그 �t�=�J 입암면 청기면 。l ξjµ��§�!���'�2�1»À
�'�-�'
수비면 석보면

업체 �| 종사자 종사자 종사자 종사자 종사자 종사자 종사자

�1�9�8�6 �1�5�1 �m�±�mÀ•�n ��u �1�6�5�(�9�.�5�) �4�1�0�1�.�3�) �3�6�0�4�.�2�) �3�5�0�7�.�0�) �2�9�(�9�.�9�) �3�4�0�0�.�8�)

。4 �Ä�3�S�. 사업체 수 종사자수�t�=�J �o

총 계 �1�4�0 �4�9�3

음식료�담배 �8�7 �1�7�3

프d료시「 �7�7 �1�3�6

g료품 �9 �3�2
담배

섬유�으|복 �2�7 �6�0
/서 。 �2�7 �3�6�r�i�O�T

의복 �1�8 �2�2
신발 �2 �2

제 �2장 근대 이후의 산업 �I�I�I �3�1�1

조업 종사자로 간주한 듯하다 �. 경제기획원의 보고서에 나타난 연도별 제조업 종사자는 �1�9�8�1

년에는 �1�7�3 업체에 종업원 �4�0�7 명‘ �1�9�8�6 년에는 �1�5�1 업체에 �3�4�0 명이었다 �. �1�9�9�1 년에는 제조업 업

체는 �1�4�0�, 종사자는 �4�9�3 명이다 �.

〈표 �5 �- �6�6�> 제조업 중분류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표 �5 �- �6�7�>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서에 나타난 제조업 종사자

통계청에서 발표한
‘

�1�9�9�1 총사업체 통계조사 보고서 제 �2권 지역편’에 의하면 영양군의

사업체는 �1�,�2�6�9 개소이며 종사자는 �3�,�2�2�5 명이다 �. 이중 제조업은 사업체 �1�4�0�( 전체의 �4�.�3�%�) 개소

에 종사자 �4�9�3 명 �( 전체의 �1�5�.�3�%�) 이다 �.
제조업중 중분류에 의한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표�5 �- �6�8�>과 같으며 �, 제조업체를 읍 �

면별로 보면 〈표 �5 �- �6�9�>와 같다 �. 업체수는 식료품 제조업이 �7�7 개소로 절반이 넘으며 �, 종사자

는 청자요업이 �1�9�8 병으로 �4�0�% 나 된다 �. 지역별로는 영양읍이 업체수 �5�9 개소로 제일 많으나

종사자는 역시 청자요업이 있는 입암면이 �2�5�0 명으로 제일 많다 �.

〈표 �5 �- �6�8�> 제조업중 중분류에 의한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3�1�0 용 저 �1�5편 산업 � 경제

저 �1�4항 광 업

경상북도 산업에서 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편이 아니다 �. �6�.�2�5 를 전후하여 우리 나라

수출품의 대종을 차지하였던 대한중석 달성광산과 옥방광업의 중석과 문경지방의 석회석과

석탄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 그러나 그 중요성은 점점 줄어 곳곳에서 폐광을 하였다�.
�1�9�7�0 년에 발간된 『영양군지』에도 아연광 � 형석 � 동광을 언급하고 있으나 현재 생산실적

은 미미하다�. 아연광은 일월면 용화리에 있었으나 �1�9�7�0 년에 이미 채광이 중지되었으며 �, 형석

광은 청기면 당리에 있으나 상황은 위와 비슷하다 �. �1�9�6�8 년 영양읍 화천동의 오십봉 주변에

매장량 �1억톤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동광이 발견되었으나 �, 아직 채산성이 맞지 않아 개발을

하지 않고 있으나 언젠가는 개발될 것이다 �. 현재 영양군에 등록된 광구는 더러 있으나 가동

되지 않고 있으므로 광업 종사자나 광산물 생산도 기록이 없다 �.

제 �4절 공엽 � 상엽

저 �1�1 항 공 업

제 �1목 개 황

해방후 우리 나라 공업은 �1�9�6�0 년대부터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 외자 도입과 정부의

지원�, 농촌에서 쏟아져 나온 값싼 노동력으로 자본을 축적하였으며 �, 공업화가 추진되었다 �.
이 과정에서 대기업은 생산의 증대와 기술 향상으로 사세를 확장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었

으나 �, 중소기업은 작은 생산규모와 낮은 부가가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9�4 년 현재 경상북도에는 국가공단 �4개 �, 지방공단 �1�4 개 �, 농공단지 �4�9개소로 업체수 �2�.�1�8�8

에 종업원 �1�5�4�,�5�8�1 명이다 �. 그러나 영양군에는 이런 공업단지가 없다�. 그러므로 영양군에 큰

제조업체는 없으나�, 소규모 업체들이 착실히 운영되고 있어 주민들의 고용에 기여하고 있다�.

제 �2목 제조엽

제조업 중분류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는 〈표 �5 �- �6�6�>과 같다 �. �1�9�6�5 년의 업체수 �2�0�7�H 에 종

사자 �1�5�0 명에서 �1�9�9�4 년 업체수 �1�1�7�H 에 종사자 �3�9�7 명으로 업체수는 반으로 줄고 종사자는 �2

배 이상 늘었다 �. �1�9�6�5 년에 등록된 공장은 입암면의 옹기공장 �2개와 �, 일월면의 숫돌공장 �p�H
와 기와공장 �2개이며 �, �1�9�9�5 년에는 공장 �8개에 종업원 �2�9�0 명 �( 표 �5 �- �6�6 참조 �) 이다 �. �1�9�9�0 년까지

백명 미만이던 종업원 수가 크게 증가된 것은 입암면 연당리에 있는 청자요업에서 �1�9�9�1 년과

�1�9�9�2 년에 종업원을 대폭 증원하였기 때문이다 �.

경제기획원의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서에는 제조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표 �5 �- �6�7�>과

같으며 업체수도 종사자도 더 높게 기록하고 있다�. 영양군의 통계요람에는 공장 허가를 받

은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한 반면 �, 경제기획원에서는 공장 없이 제조를 하는 사랑도 모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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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전 。t자승λ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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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τr 디 �T �r�:�:�i �L�r �-�d �-�.�r�;�-디 �T �<�=�I τr 디 �T �<ø

�1�9�6�5 �3�2�1 �3�.�1�0�3 �9�9�8 �2�,�0�8�0 �1�,�5�2�0 �5�6�0 �4�5�,�6�0�0 �3�3�,�6�0�0 �1�2�,�0�0�0 �4�1�.�7�9�4 �3�1�,�0�7�5 �1�0�,�7�1�9

�1�9�7�0 �3�5�8 �3�,�0�5�7 �1�.�8�6�2 �3�,�3�0�6 �2�.�1�7�8 �1�.�1�2�8 �9�1�.�1�4�7 �6�5�,�9�0�6 �2�5�,�2�4�1 �8�0�,�0�3�0 �5�8�.�7�1�2 �2�1�.�3�1�8

�1�9�7�5 �4�5�9 �3 ��3�7�1 �3�,�3�7�1 �3�,�6�9�3 �2�.�4�8�9 �1�,�2�0�4 �1�1�2�.�4�4�1 �8�8�.�3�6�1 �2�4�,�0�8�0 �1�1�0�,�8�3�1 �8�7�.�4�5�4 �2�3�,�3�7�8

�1�9�8�0 �5�7 �8�5�7 �2�3�9 �4�8�0 �4�0�0 �8�0 �1�2�,�7�0�0 �1�1�.�0�0�0 �1�.�7�0�0 �1�2�,�7�0�0 �1�1�.�0�0�0 �1�.�7�0�0

제 �2장 근대 이후의 산업 홉 �3�0�9

기간에 일본이 한국의 생사를 수입하였는데 �, 소련이 �1�9�6�1 년부터 일본에 수출을 중단하였기

때문이다 �. 이러한 상황은 제 �2차 잠업증산 �5개년 계획 �0�9�6�8�� �1�9�7�2�) 과 제 �3차 잠업증산 �5개년

계획 �(�1�9�7�3 �� �1�9�7�7�) 까지 계속되어 �, �1�9�7�6 년에는 고치 공판량이 �4만 �1천톤을 상회하였다 �. 그러나

이것을 고비로 잠업은 쇠퇴하기 시작하였는데‘제 �1�.�2 차 석유파동으로 해외 수요가 격감되고 �,

합섬섬유의 출현과 전반적인 농업의 정체 등이 이유였다 �.

제 �2목 영양군의 잠엽

영양군의 잠업도 전국적인 경향을 따르고 있다 �. �1�9�7�5 년에는 �3�,�3�7�1 가구 �( 당시 영양군의 농가

의 �3�6�%�) 가 양잠에 종사하여�,�1�1 만톤을 공매하였으나 �. �1�9�8�0 년에는 �1�0분의 �1로 감소되었다가

�1�9�8�5 년도에는 통계도 나오지 않았다�.

〈표 �5 �- �6�5�> 상전면적 및 잠견 생산량

저 �1�3 항 수 산 업

내륙 고지대인 영양군의 위치상 수산업이라고 부를 만한 산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단지
일월산에서 발원하여 군의 중앙부를 지나며 각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각 지류를 모두 흡수

하여 청송군 진보면을 거쳐 임하댐으로 흘러가는 반변천이 있고 �, 각 지역에 농업용수를 위

한 못들이 있어 �, 철따라 천렵을 즐겼을 것으로 짐작된다 �. 이 반변천은 낙동강 최상류에 위

치한 지류이고 �, 물을 오염시키는 특별한 공장 같은 것이 없으므로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낙동강 생태조사팀이 �1�9�9�5 년 �5월부터 �4개월 동안 조사한 반변천 수계의 어류는 거의

�1�.�2 급수를 좋아하는 어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 이 깨끗한 물과 물고기를 �1�9�9�6 년

봄에 대구 �M�B�C �T�V와 라디오에서 환경보전 캠페인으로 선전하였다 �.
그러나 �1�9�9�2 년 입암면 홍구리에서 많이 채집되었던 모래주사가 �1�9�9�5 년 조사에서는 그 수

가 격감되어‘ 반변천의 수질도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 이 수질 오염원은 주로

생활하수와 축산폐수 � 농약 � 비료 등이므로 �, 영양군의 깨끗한 물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들 오염원의 합리적인 처리가 요망된다 �.
영양군에도 �1�9�9�2 년부터 양어장 등이 경영되고 있어 영양읍과 입암면에 수산업 종사자가

있으며 �, 어류의 수확고도 �1�9�9�4 년도에는 �4천 �7백만원에 달하였다 �. 수산물 어획고에서 갑각류 �

연체동물과 기타 수산물 � 해조류 등은 전무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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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축산계 조합원 이사 및 감사

계 �1�8 �8�5�0 며。n

。3 oJ:。。
。 �)�c�) �4 �1�9�5 김형민, 오승한, 남순모

입암면 �2 �1�2�5 류근길, 김시환(감사)

청기면 �2 �8�7 정경화(감사)

일월띤 �1�3�9 장종규

수비면 �1�4�0 김해성

석보면 �5 �1�6�4 김영섭

�3�0�8 얻 저 �1�5펀 산업 � 경제

〈표 �5 �- �6�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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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목 축산업 관련기관

�1�. 영양군 축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일반적 업무인 신용�, 구매 �, 판매 �, 공제사업 외에 생축사업 �,

가공사업 �, 지도관리사업 �, 가축개량사업 등을 하고 있다 �. 조직 현황은 〈표 �5 �- �6�4�>와 같다 �.

〈표 �5 �- �6�4�> 축산계와 조합원

저�1�2 항 잠 업

제 �1목 개 황

일제의 강압적 잠업 육성으로 우리 나라는 세계 �4위의 잠업국이 되기도 하였으나 �, 해방과

더불어 수매가의 저렴으로 양잠을 기피하게 되고 상전도 황폐해졌다�. 정부 수립후 양견증산

�5개년계획을 세우기도 하였으나 �6�.�2�5 전쟁으로 다시 피해를 입었다�. �1�9�6�2 년 제 �1차 잠업증

산 �5개년 계획 �C�1�9�6�2�� �1�9�6�7�) 으로 정부의 장려와 지원이 이루어져 산업기반이 이루어졌다 �. 이



구 기종저 및 탄저 돈콜레라 광견병 기타

�1�9�7�0 �2�,�7�4�7 �4�,�5�2�6 �8�1�0 �2�7�.�4�0�0 (뉴캐슬)

�1�9�7�5 �5�,�2�8�3 �3 ��3�8�0 �2�9�0 �4�0�0 (간디 λ토마)

�1�9�8�0 �3�,�5�1�9 �3�,�6�1�1 �2�1�1 �8�0 (돼지뇌염)

�1�9�8�5 �1�.�9�6�7 �1�.�5�5�2 �1�3�0 �2�,�9�6�7 (진드기 구제)

�1�9�9�0 �1�.�1�0�0 �3�6�5 �2�0
�1�9�9�5 �1�.�1�4�4 �5�6�0 �8�8�2 뼈’1
여야。。

。 �H �2�1�2 �2�0�6 �7�5
입암면 �2�3�0 �2�6�0 �2�3�3 �2�6�0
청기면 �1�0�2 �4�0 �2�5
일월면 �1�7�0 �2�0�0 �3�9
수비면 �1�3�0 �6�0 �5�0 �8�9
석보면 �3�0�0 �2�4�0 �1�5�3 �5�2�0

〈표 �5 �- �6�1�)

제 �2장 근대 이후의 산업 �I�I�I �3�0�7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실시

제 �4목 수의사

가축의 질병치료와 방역사업은 수의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 연도별 수의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9�9�5 년 현재 영양군에는 �3명의 수의사가 있으며 �, �1명은 공무원이고‘ �1병은 영양읍에서 �, �1

명은 입암면에서 개업하고 있다�.

〈표 �5 �6�2�>

연 도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수의사

�4
�3
�2
�3
�3
�2
�3

수의사 현황

비

영양읍 �3 명 �, 입암면 �( 개업 �) �1 명

영양읍 �2명 �. 입암면 �( 개업 �) �1 명

영양읍 �1 명 �, 입암면 �( 개업 �) �1 명
영양읍 �3명 �( 공수의 �1�. 개업 �1�. 학교 �1�)�, 입암변 �( 개업 �) �1 명

영양읍 �2명 �, 입암면 �( 개업 �) �1명
영양읍 �1 명 �, 입암면 �( 개업 �) �1 명

영양읍 �1 명 �, 영양읍 �( 개업 �) �1 명 �, 입암면 �( 개업 �) �1 명

고

제 �5목 도 축

도축량은 국민의 생활향상과 비례하나 �, 국가의 축산정책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 영양군의
도축현황은 〈표 �5 �- �6�3�>과 같다 �. 도축장도 �1�9�6�5 년에는 일월변을 제외한 각 면 �( 읍 �) 에 있었으

나 �, �1�9�7�5 년에는 영양읍 � 청기면 � 석보면에만 �, �1�9�8�0 년에는 영양읍에만 있었다 �. 이 도축장이

�1�9�8�9 년에 폐쇄되어 안동에서 도축하므로 �1�9�9�0 년 이후의 도축 기록은 없다 �.



한 �o ;셔 ικ‘ 돼 지 사 �.�A�. 개�T �A �-�L I그
구분

가구수
�t�:�: P‘ �t�:�: P‘ �t�:�: -λ‘ �t�:�: ιι �t�:�: p‘
�T�T 가구수 �T�T 가구수 �T�T 가구수 �T�T 가구수 �T�T

여야。(1
�-�c�r�'�E�f �1�3�1 �6�0�1 �1�8�8 �2 �2�3 �2 �3�4 �1�4�0 �6�3�7

입암면 �1�2�6 �7�7�7 �2 �2�0�7 �4�9 �1�6�2 �4�4�8

청기면 �1�3�2 �3�9�2 �5�2 �9�6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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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9�5�6 �2�.�2�8�9 �3�2�1 �9�1�1 �3�.�9�6�7 �2�2�.�2�7�8 �1�1�1 �3�8�1 �4�3�7 �1�,�2�1�8

�1�9�8�0 �7�4�2 �1�,�9�3�0 �2�6�2 �8�0�7 �1�.�2�5�0 �6�.�1�9�9 �1�0�0 �3�4�1 �8�4 �6�8�2
�1�9�8�5 �6�5�7 �2�.�5�8�2 �2�5�7 �5�0�7 �7�2�8 �2�.�8�4�2 �2�7 �1�1�9 �2�9�6 �2�.�2�4�2

�1�9�9�0 �4�5�1 �2�.�0�0�5 �6�0 �2�6�9 �1�.�0�3�0 �8�.�0�9�1 �1�7 �1�7 �2�4�7 �3�.�2�7�7

�1�9�9�5 �8�3�1 �5�.�8�9�7 �3�3 �2�9�6 �5�0�7 �5�.�3�3�2 �2�3 �1�9�6 �3�0�5 �4�.�2�5�6

여야。(1
�-�c�r�'�E�f �9�4 �8�7�0 �6�4 �1�,�0�4�8 �9 �1�1�2 �3�2 �5�6�0

입암면 �9�3 �6�0�9 �8 �7�6 �9�5 �6�0�3 �6 �2�4 �3�6 �7�8�5
청기면 �1�5�8 �1�.�1�0�4 �1�4 �9�0 �6�7 �3�2�9 �7�4 �1�.�0�1�0

일월면 �1�6�6 �1�,�0�3�6 �6 �4�9 �9�9 �1�,�0�9�5 �3 �1�6 �5�2 �5�8�2
수비변 �2�4�6 �1�,�5�5�0 �5 �8�1 �1�1�0 �1�,�5�0�9 �5 �4�4 �6�3 �4�2�6
석보면 �7�4 �7�2�8 �7�2 �7�4�8 �4�8 �8�9�3

구분 기종저 돈콜레라 탄저 도「단도」 광견병 기타

�1�9�7�0 �2�.�7�4�7 �4�.�5�2�6 �8�1�0 �2�7�.�4�0�0

�1�9�7�5 �3�.�6�7�0 �3�.�3�8�0 �5�.�2�8�3 �2�9�0 �4�0�0
�1�9�8�0 �3�.�5�1�9 �3 ��6�1�1 �2�1�1 �8�0
�1�9�8�5 �1�.�9�6�7 �1�,�5�5�2 �1�3�0 �2�.�9�6�7

�1�9�9�0

�1�9�9�5

�3�0�6 훌 저 �1�5 편 산업 � 경제

�( 전면에서 계속 �)

제 �3목 전염병 발생 빛 예방

가축에는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 많으며�, 특히 사육이 기업화되면서 한 번 전염병에 걸리

면 그 피해가 매우 크게 되므로�, 방역에 대한 교육 �, 예방주사 실시 등 전염병 예방에 노력하

고 있다 �. 이런 노력으로 영양에서는 �1�9�8�8 년부터는 전염병 발생이 없었다�.

〈표 �5 �- �6�0�) 가축전염병 발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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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구수

�t�:�:�: �.�A �
가구수

�t�:�:�: �.�A �
가구수

�t�:�:�: ι〈‘

가구수
�t�:�:�:

�¹�"�- 가구수
�t�:�:�: ‘~�I�I �I�I �I�I �I 기- �I�I

�1�9�6�5 �5�,�0�8�0 �5 ��3�5�5 �9�0�7 �1�.�0�9�4 �? �?

�1�9�7�0 �? �6�,�6�1�7 �? �9�1�7 �? �?

�1�9�7�5 �5�,�2�7�3 �5�,�6�0�9 �1�3 �5�9�4 �7�6�2 �1�.�2�6�3 �1�.�3�2�5

�1�9�8�0 �2�.�7�9�0 �3�,�0�8�5 �3�0�4 �1�.�1�1�4 �6�1�4 �7�4�1

�1�9�8�5 �2�.�7�5�2 �3�,�6�4�0 �9 �1�0�1 �1�4�5 �1�.�0�1�9 �6 �4�3�5 �4�9�1
�1�9�9�0 �1�.�1�2�9 �1�.�4�8�7 �3 �3�9 �2�0 �3�6�2 �9 �8�5 �6�1�7 �8�9�0

�1�9�9�5 �7�8�4 �3�.�5�4�7 �2�5�6 �1�2 �1�.�2�8�7 �2�0 �2�2�1 �7�8�2 �2�.�1�3�8

제 �2장 근대 이후의산업 명 �3�0�5

는 �1�9�5�1 년 �1년간 소의 사살을 금지시키기도 하였고 �, �1�9�5�4 년에는 가축보호법이 발효되고�, 축

산협동조합이 결성되고 �, 가축의 등록도 실시되었다 �. 그러나 축산업은 �1�9�6�0 년까지는 농가 부

업 수준이었다 �.
�1�9�6�0 년대에 들어 유축농가조성 �5개년 계획이 수립 추진되었으나 �, �1�9�6�0 년대 후반부터 국민

소득의 증대에 따른 육류 소비의 증가로 ‘쇠고기파동’이라는 사회문제도 야기시켰다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낙농진흥법 �0�9�6�7 년 �) 과 초지법 �0�9�6�9 년 �) 이 제정되어 축산의 기업화가

시작되었다 �. 그러나 사료의 대부분을 수입하였으므로�, �1�9�7�4 년의 세계 곡물가격 파동으로 축산

업은 큰 피해를 입었다 �. 그러나 육류의 소비는 계속 증가되었으므로 �1�9�7�6 년에는 뉴질랜드와

호주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하였다 �, �1�9�8�0 년대에 들어와 축산업은 안정성장기로 접어들었으며 �,

소는 고기 생산용 �, 젖소는 우유 생산 중심으로 사육되고 �, 돼지와 닭은 기업화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축산정책의 목표를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 국내 부존자원의 활용과 사료자급도

제고 �, 가축개량에 두고 있다�. 사육하는 동물의 종류도 다양화되었는데 �, 근래에 와서는 특수

목적을 위하여 사육하는 멧돼지 � 사슴 � 밍크 � 오소리 � 핑 등이 있으며 �, 심지어는 곰도 사육

하고 있다�.

제 �2목 가축사욕

영양군에서 사육하는 가축은 한우 � 젖소 � 돼지 � 사슴 � 개 � 산양 � 토끼 � 닭 �오리�꿀벌

등이 있고 �, 그 중에 한우 사육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 한우는 이농현상과 농기구의 대량 보

급으로 역용 �( 力用 �) 으로서의 역할이 줄어들어 �1���2 마리 사육농가는 감소되고 있다 �. 사육두수
는 �1�9�9�0 년대 초에 최저를 기록한 후 한우경쟁력제고사업 추진을 계기로 호당 사육규모가 확

대됨에 따라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 젖소 � 돼지 � 사슴 � 산양 등도 축산업경쟁력제고사업

지원으로 사육두수가 증가되는 추세이다 �.
최근에 농림부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수비면 오기리와 일월변 가천리 일대 국유립

에 �l 백 �h�a 규모의 한국형 축산단지 조성 계획을 세우고 있다�.

〈표 �5 �- �5�9�> 가축사육가구 및 두수



학교명 소재지 연 임 。l 연 등3 역대 교장 Èà�"�-�O�� λR끼‘
E르 <= -,

g 닙 �a�T

���a�� 경북 영양 �1�9�4�6�. �1�2�. �2�0�. 청기국민학교 청기분교장 개장 1대 이 준 희

초등학교 군 청기변 �1�9�5�4�. �4�. �3�0�. 청 일국민학교로 인가 2대 최 명 수

청기리 �1�9�6�9�. �1�1�. �3�0�. 현장소로 이전 4개교실신축 3대 김 종 석

�5�2�1¼ˆÉÀ �1�9�8�2�. �3�. �8�. 병설유치원 개원 4대맹노혁

�1�9�9�6�. �3�. �1�. 청일초g학교로 교병 변경 5대 지 �g 이

�1�9�9�7�. �2�. 제42회 졸업 6대 김 수º¨�-�I�I�U Iτ
7대 김 형 순

8대 박 이 암

9대 김 정 근

�1�0³� 지 발 연

�1�1³� 이 석 준 종

�1�2³� 안 택 량 �1�. �4�5�3º…
�1�3³� 이 준 원

�1�4³� 장 태 문

�1�5³� 박 봉 식

�1�6³� 조 용 찬

�1�7³� 박 봉 식

�1�8³� 박 종 갑

�1�9³� 양 대 룡

�2�0³� 정 동 춘

�2�1³� 김 도 겸

�2�2³� 김명봉(현)

일월 경북 영양 �1�9�2�7�. �7�. �1�0�. 일월 공립 보통학교 설립인가 �1�.�2³� 일본인교장

초등학교 군 일월면 �1�9�2�8�. �5�. �1�0�. 일월 공립 보통학교 개교 3대 태 전 길

도계리 �1�9�4�5�. �9�. �1�. 일월국민학교로 교병 변경 4대 서 청 성

�7�1�9¼ˆ 지 �1�9�8�1�. �3�. �1�. 병설유치원 개원 5대 일본인 교장

�1�9�8�5�. �3�. �1�. 도지정시범학교(국민정신)지정 6대 정 용 수

�-�-�9�-
Åì�"�-

。 7대 조 희 용

�1�9�9�3�. �3�. �1�. 급식학교지정(농촌형) 8대 박 동 암
�1�9�9�4�. �3�. �1�. 문암국민학교 본교장으로 격하, 9대 우 창 학

본교통합 �1�0³� 조 희 용 종

�1�9�9�4�. �9�. �1�. 송하국민학교 및 용화분교장 폐 �1�1³� 김 석 기 �3�,�9�9�8º…
교로 본교에 통합 �1�2³� 서 상 구

�1�9�9�5�. �3�. �1 오리분교 폐교로 본교에 통합 �1�3³� 김 용 백

�1�9�9�6�. �3�. �1�. 일월초등학교로 교명 변경 �1�4³� 김 기 형

�1�9�9�7�. �2�. 제67회 졸업 �1�5³� 김 용 백

�1�6³� 이 정 호

�1�7³� 송 춘 근

18대금석봉

�1�9³� 김 건 소

제 �l 장 교 육 홉 �4�9�5

�(전변에서 계속�)



학교명 소재지 연외이 연
승j 역대 교장 Ç<�µ0��1�A�N�¶�:�:�:�L�:�:�.�O�-�l�A�H�.�/�'�o�.�.�2�.�t�:�:�:�i�C�>�1ζjE므 <= �-�,

20대권윤락

�2�1³� 금 석 봉

�2�2³� 우 二그

�'�-

�2�3³� 이 용상

24대권영옥

�2�5³� 김가동(현)

가곡 �7�;�j���´속 �1�9�4�8�. �3�. �3�1�. 가곡공립국민학교 인가 l대 금병칠
�.�=�,�. �-�.�:�:�:!’�3�'�:�����i�i�I。 °�f�.�1°D Æ�Å‘p �1�9�4�9�. �1�0�. �1�5�. 가곡국민학교 개교 2대 김진성

일월변 �1�9�8�4�. �3�. �1�5�. 병설유치원 개원 3대 최복수
가곡리 �1�9�9�6�. �3�. �1�. 가곡초g학교로 교병 변경 4대 이 영규
�2�2�0¼ˆÉÀ �1�9�9�7�. �2�. È��4�4ÖŒ 졸업 5대 권학영

6대 김려수

7대 우성조
8대 최재영

9대 이 영규

�1�0³� 성낙상

�1�1³� 노용규
드ξ。

�1�2³� 금석봉
�2�,�0�6�0º…

�1�3³� 이판경

�1�4³� 권현직

�1�5³� 한윤봉
�1�6³� 김영환
�1�7³� 려우동

�1�8³� 박영환
�1�9³� 권태명

�2�0³� 김기하

Â¤�0�/�<�'�f�,»4�"�-µL�?�¹0�

�2�2³� 입장원

�2�3³� 이영재(현)

수비 �7�;�j���´그f �1�9�3�3�. �9�. �1�6�. 수비공립보통학교 개교(4년제) l대 이 정 우

초등학교 영양군 �1�9�3�8�. �4�. �1�. 수비공립심상소학교로 교병변경 2대 금 경 연

수비면 �(�6±DÈ��) 3대 허 창 규

발리리 �1�9�4�1�. �4�. �1�. 수비공립국민학교로 교명 변경 4대 박 동 암 딩2E。
�5�0�5¼ˆÉÀ �1�9�4�8�. �8�. �1�5�. 수비국민학교로 교병 변경 5대 김 진 성

�5�.�4�7�2º…
�1�9�4�9�. �7�. �2�7�. 신암분교장 설립 개교 씨뼈 병칠
�1�9�4�9�. �9�. �1�7�. 수하분교장 설립 개교 7대 강 갑 수
�1�9�6�3�. �1�. �1�. 본신분교장 편입 8대 김 인 학

(행정구역개편으로 울진군에서) 9대 김 호진

�4�9�6 홉 저 �1�7 편 교육 � 체육

�(전면에서 계속�)



학교명 소재지 연워이 연
등j

역대 교장 조。4새스E므
�'�"

�¶�O�J �IE으 E므
�-�"

�1�9�7�0�. �3�. �1�. 수하분교장 수하국민학교로승격 �1�0³� 안 택 량
�1�9�7�0�. �7�. �1�0�. 신암분교장 수하국민학교 분교 �1�1³� 손 덕 익

장으로 이관 �1�2³� 홍 달 흥
�1�9�7�0�. �1�1�. �3�0�. 죽파분교장 개교 �1�3³� 노 용 규
�1�9�7�1�. �3�. �1�. 본신분교장 본신국민학교로승격 �1�4³� 배 문 수
�1�9�7�8�. �3�. �1�. 본신국민학교 분교장으로 격하, �1�5³� 송 춘 근

본교 분교장으로 편입 �1�6³� 최 대
�1�9�9�1�. �3�. �1�. 수하국민학교 분교장으로 격하, �1�7³� 윤 영 목

본교 분교장으로 편입
�1�8³� 곽 구 섭

�1�9�9�1�. �3�. �1�. 신암분교장 본교로 편입
�1�9³� 최 종 탁

�1�9�9�6�. �2�. �2�8�. 수하분교장 폐교
20대이상락

�1�9�9�6�. �3�. �1�. 수비초등학교로 교명 변경
�2�1³� 김 가 동

�1�9�9�7�. �2�. È��6�1ÖŒ 졸업
�2�2³� 이 상 호

�2�3³� 권종무(현)

석보 �7�c�J�� �1�9�2�0�. �4�. �1�7�. 석보공립보통학교 설립 인가 �1�-�6³� 일본인교장

초등학교 영양군 �1�9�2�1�. �1�. �1�6�. 석보공립보통학교 개교 7대 추 。3I그

석보면 �1�9�3�4�. �4�. �2�5�. 화매간이학교 개교 8대조석태

원리리 �1�9�4�3�. �5�. �2�6�. 화매간이학교 독립교로 분리 9대 김 문 달

�4�7�4¼ˆÉÀ �1�9�4�9�. �7�. �3�1�. 소계분교장 설립 개교 �1�0³� 조 정 식

�1�9�6�2�. �4�. �2�8�. 주남분교장 설립 개교 �1�1³� 이 종 태
�1�9�7�2�. �3�. �1�. 소계분교장 독립교로 분리 �1�2³� 권 세 운

�1�9�8�1�. �3�. �5�. 병설유치원 개원 �1�3³� 박 인

�1�9�8�5�. �3�. �1�. 소계국민학교 분교로 격하,본교 �1�4³� 김 남 진

편입 �1�5³� 이 정 우

�1�9�9�5�. �3�. �1�. 소계분교장 폐교 �1�6³� 최 민 식
�1�9�9�5�. �9�. �1�. 화매국민학교 폐교로 편입 �1�7³� 김 성 진

�1�9�9�6�. �3�. �1�. 석보초g학교로 교명 변경 �1�8³� 조 희 용 -종
1997. �2�. È��7�5ÖŒ 졸업 �1�9³� 이 정 호 �5�,�0�9�4º…

20대김용백

�2�1³� 이 정 호

�2�2³� 배 문 수

�2�3³� 이 정 호

24대정동수

�2�5³� 정 해 장

26대홍덕근

�2�7³� 이 인 섭

28대조동찬

29대성덕경

30대김하진

�3�1³� 권영묵(현)

제 �1장 교 육 몹 �4�9�7

�(전변에서 계속 �)



학교명 소재지 연 워 。l 연 승4 역대교장 졸업생수E긍
""

-,

z나 �r�1님/δτ「 �1�9�6�2�. �4�. �2�6�. 석보국민학교 주남분교장 설립인가 l대 조주한�1�1�:�i

×PN¡�3�:�:�;�;�"�§�{�.�l�l�L 영양군 �1�9�6�2�. �9�. �5�. 개교 2대 신종순
석보면 �1�9�6�8�. �3�. �1�. 주남국민학교로 승격�(�5ÕY®	�) 3대 최진영

주남리 �1�9�6�8�. �3�. �1�. 요원분교장 개교(2학급) 4대 여희윤

�3�5�0¼ˆÉÀ �1�9�7�0�. �2�. �1�2�. 제1회 졸업 5대 권영록

�1�9�8�6�. �3�. �1�3�. 병설유치원 개원 6대 류세영
�1�9�9�4�. �2�. �2�8�. 요원분교장 폐교 7대 이종하
�1�9�9�6�. �3�. �1�. 주남초g학교 교명 변경 8대 권오수

�1�9�9�7�. �2�. È��2�8ÖŒ 졸업 9대 조홍기 -종

10대 신봉섭 �1�,�1�2�0¼Ñ

�1�1³� 하재홍
�1�2³� 김주용
�1�3³� 박성철

�1�4³� 성대현

�1�5³� 이종락

�1�6³� 장오상

�1�7³� 김진호

�1�8³� 전무희(현)

등}τ1�D��!•�.�.�.�,���cø 소재지 연 외 。l 연 혁 역대 교장 졸업생수E크 E르

여야。。 켜봄ÅìÅ|�0�.�.�,
�0 。 �1�9�4�6�. �1�0�. �3�. 설립인가(6학급) 1대 신 한 균

;ζ
Á¡�]�-�;�-�;�7�Ä�5�'�"�"�'�-�; →」 군 영양g �1�9�4�6�. �1�2�. �1�0 개교(군청건견장) 2대남건모

서부리 �1�9�5�0�. �4�. �3�0�. 영양중학교로 변경 3대 류 시 근

�5�4�0¼ˆÉÀ (대통령령 È��3�3�1Ö8 학칙개정) 4대 임 봉규

�1�9�5�0�. �1�2�. �1�0�. 교기 제정 5대 백 경 기

�1�9�5�3�. �4�. �1�. 학급증설 9학급인가 6대 박 병 철

�1�9�5�6�. �4�. �1�. 학급증설 12학급 인가 7대 강 달 원

�1�9�5�6�. �1�0�. �3�. 교가제정(조지훈작사,윤이상작 8대 홍 종 범
Í��1�0�.�1�1�4º…곡) 9대 오 원 익

�1�9�6�9�. �5�. �1�5�. 학급증설 18학급인가 �1�0³� 변 철

�1�9�9�3�. �1�0�. �2�8�. 학칙변경 및 9학급인가 �1�1³� 최 영 준

�1�9�9�7�. �2�. È��4�9ÖŒ 졸업 �1�2³� 정 용 조

�1�3³� 권 영 대

�1�4³� 공 진 영

�1�5³� 안 동 걸

�1�6³� 이병 렬(현)

�4�9�8 홉 저 �1�7 편 교육 � 체육

�(전변에서 계속�)

제 �2목 중 학 교

〈표 �7�-�9�) 중학교 연혁�(�1�9�9�7�. �1�2�. 현재 �)



등}π���.�:�U�J�.��!• �C�> 위 치 연임이 연
승j

역대 교장 ���0�1�A�H�»Â¬²Ù。TE으 <= -,

여야。6 켜B여야ν;꺼,.�-�60� �1�9�7�1�. �1�. �3�0�. 영양 여자중학교 설립인가(9학급)1대 오 병 국

여자 군 영양읍 �1�9�7�1�. �3�. �6�. 영 양 여자중학교 개교 2대 최 정 식

중학교 동부리 �5 �1�9�8�1�. �3�. �1�. 학급증설05학급) 3대 최 시 관 종

번지 �1�9�8�9�. �3�. �1�. 학급감축02학급) 4대황인수 �4�,�8�5�6º…

�1�9�9�4�. �3�. �1�. 학급감축(9학급) 5대 박성길(현)

�1�9�9�7�. �2�. 제24회 졸업

0��J�o�1�- 경북 영양 �1�9�6�3�. �5�. �2�8�. 입암 고등공민학교 설립 인가 1대 박 민 수�]�'�I�t�!

중학교 군 입암면 �1�9�6�3�. �6�. �2�8�. 입암고등공민학교 개교 2대 박노숙
산해리 �4�8 �1�9�6�8�. �3 �6�. 분교장 개교 3대 박 희 태
번지 �1�9�7�1�. �1�. �2�5�. 입암중학교로 설립 인가(9학급) 4대 이 세 희

�1�9�7�1�. �3�. �2�9�. 입암중학교 개교 5대 전 국 진
�1�9�7�2�. �1�. �2�1�. 제1회 졸업 6대 이 종 희
�1�9�9�7�. �2�. È��2�6ÖŒ 졸업 7대 김 인 수

®��"�-¬w�r

8대 윤 경 갑
�4�.�5�5�8º…

9대 홍 태 표

10대허남전

�1�1³� 김 재 돈

12대조경도

�1�3³� 김상문(현)

일윌 경북 영양 �1�9�7�1�. �1�. �2�5 6학급인가 1대 정 해 승
;ζ

³Ù�1�-�;�;�)�À�5�"�"�'�i�= 군 일월면 �1�9�7�4�. �1�. �1�6�. 제1회 ÈxÅÅ�0�2�6º…�) 2대 박호 래

가곡리 �1�9�8�1�. �3�. �1�. 학칙변경02학급) 3대 황종 언

�1�5�6¼ˆÉÀ �1�9�8�2�. �5�. �3�0�. 신축교사 완공 4대 장 재 수
�1�9�8�9�. �3�. �1�. 학칙변경(9학급) 5대 김 용 호

�1�9�9�0�. �3�. �1�. 학칙변경(7학급) 6대 이 태 용

�1�9�9�1�. �3�. �1�. 학칙변경(6학급) 7대 이 승 옥 µ)�2�i�=�.�o

�1�9�9�4�. �3�. �1�. 학칙변경(4학급) 8대 이 종 호 �3�,�2�9�5º…
�1�9�9�5�. �3�. �1�. 학칙변경 �(�3ÕY®	�) 9대전제룡
�1�9�9�6�. �2�. �1�5�. 제23회 졸업 �1�0³� 박 우 석

�1�1³� 오 정 균

�1�2³� 김 종 철

�1�3³� 조 순 현

�1�4³� 조수환( 현)
수비 켜B여야0'"꺼f�-�60� �1�9�6�3�. �5�. �2�7�. 수비고등공민학교 설립인가 1대 양 재 오

중학교 군 수비면 �1�9�6�4�. �1�2�. �8�. 수비중학교 설립인가 2대 안성 열

발리리 �1�9�6�5�. �3�. �1�0�. 개교 3대 서 창 수 종
�5�0�0¼ˆÉÀ �1�9�6�6�. �6�. �6�. 교가제정 4대 김 성 곤 �3�,�5�1�6º…

�1�9�7�1�. �1�. �2�9�. 학칙변경9학급 5대박병기

�1�9�8�3�. �1�2�. �1�. 법정벽지“라”지역지정 6대윤주벽

제 �l장 교 육 톨 �4�9�9

�(전변에서 계속�)



승} τ1며-끼�4�¹�-�cø 위 치 연잉이 연
�;�5�,

역대교장 ÐlÇ<0��1�A�H�¶�:�1�:�:�:�.�0�-�1
�A�H�'�-�'�2�t�:�:�j�O�I ζ〉�2�.

�"�"

�-�-�,

�1�9�8�4�. �3�. �1�.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 7대 설 준 식

�1�9�9�7�. �2�. È��2�4ÖŒ 졸업 8대 김 옥 빈

9대 윤 석 무

�1�0³� 최 익 달

�1�1³� 이 동 균

�1�2³� 황 칠 성

�1�3³� 윤 정 선

�1�4³� 최 세 돈

�1�5³� 윤 하 달

�1�6³� 박청우(현)

석보 경북 영양군 �1�9�5�3�. �3�. �2�0�. 석보중학원 발족 1대 정윤진
�ZÕX0�¬w�)���� 석보면 원리리 �1�9�5�5�. �3�. �2�8�. 면립고등공민학교개교 2대 김상권

�1�4�2�-�1¼ˆÉÀ �1�9�5�9�. �4�. �1�. 도립고등공민학교 인가 3대 손유신
�1�9�6�3�. �1�2�. �1�6�. 석보중학교인가(3학급) 4대 배윤기
�1�9�6�4�. �3�. �5�. 석보중학교 개교 5대 이정 식
�1�9�9�2�. �2�. �1�1�.

학칙변경 �(�6ÕY®	�) 6대 이진선
�1�9�9�7�. �2�. È��3�1ÖŒ 졸업 7대 이재학

종8대 서정규
�4 ��6�4�1º…

9대 김보열

�1�0³� 이종범

�1�1³� 박영호

�1�2³� 김무덕

�1�3³� 허용출

�1�4³� 김경효

�1�5³� 김형식(현)

학교명 우| 치 연외이 연 혀 역대교장 ´Ü�µ0��o�:�E�0�1�A�H�.�A�.�2�1�:�:�:�1�0�1®
�t�=�J

ζj �I�E»À �E»À �-�-�,

여야。。 경북 영양군 영양 �1�9�5�3�. �4�. �1�. 학교 설립인가(3학급) 1대 신 한 균
PÕX�5�'�.�<�'�5�1�o-,。고 읍 서부리 �5�4�0¼ˆÉÀ �1�9�5�3�. �5�. �1�5�. 개교 2대 남 건 모

�1�9�5�4�. �5�. �2�8�. 6학급 인가 3대 유 시 근

�1�9�5�4�. �7�. �2�8�. 초대 신한균교장 취임 4대 임 봉 규 Í��5�,�6�6�1º…
�1�9�5�6�. �1�0�. �3�. 교가제정 5대 백 경 기

�1�9�6�6�. �9�. �3�1�. 교실신축(2풍) 6대 박 병 철

�1�9�6�8�. �5�. �3�0�. 학생과학실 개관 7대 강 단 원

�5�0�0 �i�i�i 저 �1�7 편 교육 � 체육

�(전변에서 계속�)

제 �3목 고등학교

〈표 �7�-�1�0�) 고등학교 언혁�(�1�9�9�6�. �1�2�. 현재 �)



학교명 위 치 연월일 연 송i 역대교장 졸업생수�-�.

�1�9�6�9�. �5�. �1�5�. 신관 2층 증축 8대홍종범

�1�9�7�2�. �1�1�. �4�. 9학급 인가 9대오원익
�1�9�7�4�. �1�1�. �2�7�. 본관 3총 선축 10대변철규
�1�9�7�5�. �1�0�. �2�9�. 12학급 인가 �1�1³� 최 영 준

�1�9�7�9�. �5�. �3�. 숙직실 개축 �1�2³� 정 용호
�1�9�8�2�. �1�0�. �5�. 온실신축 13대권영대
�1�9�9�5�. �1�1�. �2�2�. 체육관 신축 14대공진영

�1�5³� 안 풍 걸

�1�6³� 이 병 렬

여야。。 경북 영양군 �1�9�7�4�. �1�. �5�. 고등학교 설립인가(6학급) 1대 오 병 국

여자고등학교 여 0��J�:�c�>�.�!�;Ò,0��l�"�f 숫rτ「 �1�9�7�4�. �3�. �1�. 고등학교 개교 2대최정식

리 5번지 �1�9�7�9�. �1�0�. �1�9�. 학급증설인가(9학급) 3대최시관 종
�1�9�9�2�. �3�. �1�. 학칙변경,보통과6학급 4대 황 인 수 �2�,�9�9�7º…

정보처리과3학급 5대 박성 길

�1�9�9�6�. �2�. �1�4�. �2�0ÖŒ 졸업 �(�1�1�8º… �)

수비 경북 영양군 �1�9�8�3�. �1�1�. �2�1�. 고등학교 설립인가 1대 윤 석 무

고등학교 영양군 수비 �1�9�8�4�. �3�. �5�. 고등학교 개교 2대 최 익 달

발리 �5�0�0º<ÉÀ �1�9�8�7�. �2�. �1�6�. 제 l회 졸업 3대 아 동 윤
�1�9�8�8�. �2�. �1�6�. 제 2회 졸업 4대황칠성
�1�9�8�9�. �2�. �1�3�. 제 3회 졸업 5대 윤 정 선
�1�9�9�0�. �2�. �1�3�. 제 4회 졸업 6대 최 세 돈 종
�1�9�9�1�. �2�. �9�. 제 5회 졸업 7대 윤 하 달 �8�5�2¼Ñ
�1�9�9�2�. �2�. �1�4�. 제 6회 졸업 8대 박 청 수
�1�9�9�3�. �2�. �1�6�. 제 7회 졸업
�1�9�9�4�. �2�. �1�6�. 제 8회 졸업
�1�9�9�5�. �2�. �1�4�. 제 9회 졸업
�1�9�9�6�. �2�. �1�4�. 제 �1�0ÖŒ 졸업

학교명
초 등 학 교 병설유치원

비고
교 장 학그〈 �-�.�0�1�¹�i�l���-�? 학생수 학그A 교원수 Â¹�2�t���-�?�E�l�T 며T

�o�;�J�0�]�:×PN¡�p
φ‘- 。 조덕호 �1�3 �1�8 �3�7�4 �l �1 �2�7

�2�;�:�:�.�.�O�J�.�.×P�E�-�0�-�0�X�. �o 정동춘 �1�2 �1�6 �3�2�4 �1 �2�7

제 �1장 교 육 �. �5�0�1

�(전변에서 계속�)

제 �2항 각급학교 현황

제 �1목 초등학교 및 병설 유치원

〈표 �7�-�1�1�> 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현황



학교명

jξ �t 승}τ3::.�� �2�t�i�t�!�¹�o�-�-�,→ι- 병설유치원
비고

교 장 학급수
�-�.�0�1
�¹�i�i�l�%�l�"�F�¹È��T 학생수 하그〈 원교 학생수「디T

0��]�0�1�-�;�1�<�.�E²Ù

Sã�'�-�'�-

。 이상호 �7 �1�1 �1�2�5 �2�4

신사초등 황익구 �4 �7 �3�9 �1�1
�B�}�,È8 �:�:�"�i�:�.I。�←」。 김해용 �4 �7 �4�8 �1 �6

청기초등 김Z보 �3 �7 �3�4 �1 �4끼一「

켜�����3�:�.�i�¥!•0�Ä�r 김성곤 �3 �5 �3�4 �l �1�0
처 0��]�;�1�<�.�E0��2�.�:�:�.�L�. 。 �z�Jºp¼ô�p�(�j

。 �3 �5 �2�6 �6

일월초g 김가동 �6 �1�0 �8�0 �1�8
¬�¬à®�E�I�,�.�:�:�.�L 。 임장원 �3 �5 �2�2 �8

수비초등 권조n �6 �1�0 �1�0�8 �1 �2�8。T
(신암분교포함) �2 �2 �1�8

석보초등 권영옥 �7 �1�1 �1�2�0 �1 �2�3
�;�¶�" �-�1�:�:�I�.�.�.�-�T�"���-�.�,�- 김진호 �4 �7 �3�8 �1 �l �7®0�-�p 크드τr

계 �7�7 �1�2�1 �1�.�3�9�0 �1�3 �1�3 �1�9�9

원 명 원 장
하그λ �-�,�0�'�.�.�.�.0��J�£�.�r�.�.�J�T�¹�Ä���T Â¹�t�A�H�=�:�:�:�:�: � 개원일 비고「며T �=�; ���o�T

영양성모유치원 신대원 �3 �5 �9�0 �1�9�6�9�. �3�. �7�.

교 명 교 장 학급수 �i�i�l�%�l�9�¹�Ä�3기- �£�!�-���*°|C그 l 비 고

Ö�0��J�:��ÕX��
�0�0�"�'�% �"�Q�{�.�i�l�l0��À�o�"�i�= 0��1¼„¸$�l�(�j

�"�'�-
�8 �1�8 �2�6�7

입암중학교 �z�Jλl王"-‘그
0��<�!�.�. �5 �1�4 �1�8�3

석보중학교 김혀시 �4 �1�3 �1�2�10��-�-�,

수비중학교 �B�'�l�-�;Ì˜각二「
。 �3 �9 �1�2�1

일월중학교 조수환 �3 �1�1 �9�2

영양여자중학교 �!�J�1�-�/ÁT���1�-�A�4�z�1�-�,
�0

�"�'�-

�8 �1�6 �3�1�5

계 �3�1 �8�1 �1�. �0�9�9

�5�0�2 흩 저 �1�7 편 교육 � 체육

�(전변에서 계속�)

제 �2목 사립유치원

〈표 �7 �-�1�2�) 사립유치원 현황

제 �3목 중학교

〈표�7 �1�3�) 중학교 현황



학교명 교장 ²¦�Uø�»�o�t�-�-�l�.�.�-�-�-�,�t�:�:�I�T 원교 학생수 비고

여야,.,도하긴§�0�J�.�J�l
�'�0 �'�I�t�.�i�l�L 이병렬 �7 �1�8 �2�6�5

영양여자고등학교 박성길 �9 �2�0 �3�7�8

수비고등학교 �B�1�-¬��e�!�}�:�'�<�j �"�f�- �3 �1�1 �1�2�7

계 �1�9 �4�9 �7�7�0

폐지학교명 소재지 개교일자 폐교일자표뿔수 ºtÈ��(�m�2�) 비고

영양초등학교 감천분교장 영양g 감천리 �7�2�4 �1�9�5�2�. �4�. �1�. �1�9�8�9�. �3�. �1�. �3�7�6 �7�,�8�9�9 매각

일월초등학교 용저분교장 영양g 용화리 �3�9�7 �1�9�7�4�. �7�. �1�. �1�9�9�0�. �3�. �1�. �1�3�9 �2�,�5�6�2

화매초등학교 택전분교장 석보면 택전리 �3�6�6 �1�9�7�3�. �3�. �5�. �1�9�9�1�. �3�. �1�. �4�3�4 �2�,�0�2�6

수비초등학교 본신분교장 수비변 본신리 �6�1 �1�9�6�1�. �5�. �5�. �1�9�9�2�. �3�. �1�. �1�7�5 �8�,�0�3�1 매각

수비초등학교 죽파분교장 수비면 죽파리 �5�4�6 �- �2 �1�9�7�0�. �3�. �1�. �1�9�9�2�. �3�. �1�. �1�0 �6�,�6�1�2

기포초등학교 청기면 기포리 �4�0�8 �1�9�7�1�. �3�. �1�. �1�9�9�2�. �3�. �1�. �4�3�6 �1�0�,�7�5�6

청남초등학교 구매분교장 청기면 구매리 �4�9 �1�9�6�3�. �5�. �6�. �1�9�9�3�. �3�. �1�. �3�1�1 �1�3�.�3�0�2

청북초등학교 행화분교장 청기면 행화리 �3�5�2 �- �2 �1�9�6�2�. �3�. �1�. �1�9�9�3�. �3�. �1�. �3�6�7 �2�.�1�6�8

화매초등학교 삼의분교장 석보면 삼의리 �6�3 �-�1 �1�9�7�1�. �3�. �1�. �1�9�9�3�. �9�. �1�. �1�3�0 �8�.�4�1�7

신사초등학교 금학분교장 입암면 금학리 �3�8 �1�9�5�4�. �5�. �7�. �1�9�9�3�. �3�. �1�. �5�7�2 �4�,�6�6�4

화천초등학교 기산분교장 영양읍 기산리 �2�6�7 �1�9�4�7�. �1�1�. �5�. �1�9�9�3�. �3�. �1�. �2�6�4 �1�5�,�9�9�7

영 양중앙초등학교 상원분교장 영양g 상원리 �3�0�2 �- �1 �1�9�4�9�. �9�. �1�. �1�9�9�4�. �3�. �1�. 뻐’‘Iι �9�,�0�6�0

일월초등학교 용화분교장 일월면 용화리 �3�9�7 �1�9�4�7�. �1�0�. �3�. �1�9�9�4�. �3�. �1�. �1�8�5 �1�0�.�4�1�3

일월초등학교 문암분교장 일월면 문암리 �1�7�8 �- �2 �1�9�3�7�. �3�.�1�2�. �1�9�9�4�. �3�. �1�. �1�.�3�6�5 �7�,�2�8�1

주남초등학교 요원분교장 석보면 요원리 �4�6 �- �2 �1�9�7�1�. �3�. �1�. �1�9�9�4�. �3�. �1�. �1�8�2 �6�.�6�1�2

송하초g학교 수비면 송하리 �3�6�7 �- �1 �1�9�3�5�. �5�.�3�0�. �1�9�9�4�. �3�. �1�. 때’1 �9�.�9�0�0

석보초등학교 소계분교장 석보면 소계리 �2�4�0 �2 �1�9�4�9�. �7�.�3�1�. �1�9�9�5�. �3�. �1�. �3�5�7 �1�0�.�2�8�9

일월초등학교 오리분교장 일월면 오리리 �1�5�1 �- �1 �1�9�5�3�. �3�. �1�. �1�9�9�5�. �3�. �1�. �4�2�4 �8�.�9�8�4

청남초등학교 청기면 저리 �1�5�7 �- �2 �1�9�3�6�. �5�.�2�0�. �1�9�9�5�. �3�. �1�. �1�.�5�1�2 �8�.�1�9�9

화천초등학교 영양읍 화천리 �7�5�6 �1�9�4�4�. �4�.�1�2�. �1�9�9�5�. �3�. �1�. �1�.�9�5�5 �1�2�.�1�9�5

화천초g학교 무창분교장 영양g 무창리 �5�9�1 �- �3 �1�9�6�9�. �9�. �6�. �1�9�9�5�. �3�. �1�. �6�3�2 �1�1�.�8�0�5

화매초등학교 석보면 화매리 �5�6�1 �- �3 �1�9�3�4�. �4�.�2�5�. �1�9�9�5�. �9�. �1�. �2�,�2�1�1 �1�4�.�2�7�2

수비초등학교 수하분교장 수비면 수하리 �2�5�5 �- �1 �1�9�4�9�. �9�.�1�7�. �1�9�9�6�. �3�. �1 �6�4�8 �6 ��4�8�1

제 �l장 교 육 용 �5�0�3

제 �4목 고등학교

〈표 �7 �-�1�4�> 고등학교 현황

저�1�3항 폐지 학교 현황

〈표 �7 �-�1�5�> 폐지 학교 현황

제 �4절 사회교욕

사회교육은 크게 학교외 사회교육과 학교내 사회교육으로 대별할 수 있다�. 학교외 사회교



�5�0�4 업 제 �7편 교육 � 체육

육은 예컨대 학원이나 종교 � 문화 및 사회 단체들의 대군민 및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이고 �,

학교내 사회교육은 학교에서의 대군민 및 학생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정 외의 행사나 교

육활동을 의미한다 �.
사회가 급격히 변하고 있는 �2�0 세기 후반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 학교교육의 기능이 고정

� 제한되는 데 반하여�, 사회교육의 기능은 그 양이나 종류 및 질에 있어서 크게 확대 � 심화

되는 경향이다 �. 그리고 �, 매스컴이나 교통 �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사회교육의 성격이 다양해

지고 �, 대상 � 장소 � 시간 등에 있어서도 매우 역동적인 상태로 변하고 있다 �.
영양군에서는 중학교가 설립되기 이전에 입암 � 청기 � 수비 � 석보면에 ‘고등공민학교’가

설립되어 운영되었고 �, 영양변에는 중학에 못 가는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재건학교’가설립

되어 운영되었다 �.

근년에 들어서 주민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 사회교육의 기능이 양적 � 질적으로 확대 � 심화

되는 경향이다 �. 각종 학원의 경우 영수학원 � 컴퓨터학원 � 피아노학원 � 속셈 � 주산학원 � 미

술학원 및 종합학원 등이 운영되고 있다 �.
또한 문화나 예술�, 체육 관련의 군내 유관 기관의 행사나 교육도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다 �.

기타 조합 �( 산림 � 농업 � 상인 � 기타 �) 의 교육관련 행사나 프로그램도 있다 �. 예컨대 �, ‘원놀음’ 민

속행사나 ‘영양문예’ 관련 행사는 관내 중고등 학생들에게 교육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영양
문인협회의 경우�, 조병화 � 조지훈 � 김동리 등 우리 나라 저명 문인들을 향토에 초청하여 중

고생들에게 강연과 대화의 기회를 제공하여 �. 문학 교육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밖에도 문화원에서는 충효교실�청소년문화교실�서예사군자교실�꽃꽂이교실�미

술 -서예전시회 � 글짓기 -사생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 또 군청 사회복지과에서는 주부대학 �

꽃꽂이 � 에어로빅 � 노인정 � 순회교육을 하고 있다�. 노인회 군지회에서는 노인학교를 운영하

고 있으며 �, 삼릭-회에서는 한문 및 서예교실을 운영히 -고 있다 �. 각종 종교기관에서도 교육프

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기타 기관단체에서 영농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표 �7 �-�1�6�> 학교법인 영양학원 현황

시 기

�1�9�6�9�. �1�. �2�5�.

�1�9�7�0�. �1�0�. �1�4�.

�1�9�7�1�. �1�. �3�0�.
�1�9�7�3�. �6�. �2�0�.

�1�9�7�4�. �1�. �5�.

�1�9�8�0�. �1�2�. �1�8�.

�1�9�8�5�. �1�2�. �2�1�.

�1�9�9�6�. �1�1�. �8�.

�1�9�9�7�. �2�. �1�4�.

현 황

영양여자중학교 설립 추진 위원회 발족

학교법인 영양학원 인가�, 초대 이사장 권형태 취임

영양여자중학교 설립 인가 �. 같은 해 �3월 �6일 개교

영양여자고등학교 예비 인가

영양여자고등학교 설립 인가 �. 같은 해 �3월 �4일 개교

�2대 이사장 권오성 취임

�3 대 이상장 권형태 취임

�4대 이사장 권오성 취임

영양여중 �2�4 회‘ 영양여고 �2�1 회 졸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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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체욱의 변화

저 �1�1 항 광복 이전의 영양 체육

광복 이전의 영양의 체육활동은 시련 속에서도 체력 단련과 민족정신 함양을 위해 지역

유지와 체육 동호인들의 노력으로 면면히 유지되었다 �. 이 시기의 영양의 체육활동에 관한

기록은 찾을 길이 없으나 현재 생존해 있는 당시 체육인들의 구술을 통해 그 변변을 기술

해 보고자 한다 �. 그 시기 영양의 체육은 각 변에 소재한 초등학교 운동회를 통해 체육활동

이 이루어졌는데 영양군민들은 이 날 리 단위별로 리 대항을 실시하였으며 주로 육상종목

인 �1�0�0�m�' �2�0�0�m�' �4�0�0�m �. 릴레이 �, 그 외에 줄다리기 � 중량 운반 나르기 � 중량 운반 들기 같

은 종목으로 행해졌다�.
그리고 이 시기에 영양군민들이 가장 즐겨하던 것은 야구 경기였다 �. 영양군민들의 야구

수준은 그 시기 봉화 � 안동에 출전하여 우승할 정도의 수준이었다 �. 이 때의 영양군민들의

정구 �( 테니스 �) 는 어느 타군보다 활발하였으며 광복 후에 영양군의 정구는 전성기를 맞이하

였다 �. 지금도 영양군에서 정구는 그 병맥을 이어가고 있다�.
또 이 시기의 영양군민 축구는 경제적 여건과 시설의 미비로 지금같은 화려한 경기가 펼

쳐진 것은 아니었으나 �, 지역군민들의 축구에 대한 관심으로 새끼를 말아서 논두렁에서 축구

형식으로 행하였다는 것을 보았을 때�, 영양군민들의 축구에 대한 관섬을 높이 평가하지 않
。 �/ι �r 、�����1
걷�i

←�r �i�t λ
�'�-�f

이 외에도 오월 단오에 마을 단위로 씨름을 하였으며 �,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서 줄다리기

도 하였던 것을 보아�, 영양군민들의 단합과 민족정신 함양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시기에 영양에서 육상 발전에 크게 기여한 분은 권태동이다 �. 이 분의 주 종목은 �1�0�,�O�O�O�m 이

고 �. �2�0�0�m�' �4�0�0�m 에서 거의 석권하였으며 �. �1�9 세때 대구 매일신문사 주최 육상경기에 처음 출

전하여 �3위에 입상하였다 �. 이 시기에 특이할 만한 것은 영양군민들의 체육대회다 �. 체육대회
는 초등학교 운동회를 통해서 하였으며 �, 영양초등학교에서는 면 대항으로 �, 그리고 그외 초

등학교에서는 리 대항으로 시작하였다 �. 이 점은 타군에 비해 일찍이 체육대회를 통해 리 단

위로 주민들의 단합과 결속력이 있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사실이며 광복 후는 �6개면 �( 영

양 � 입암 � 청기 � 일월 � 수비 � 석보 �) 대항 체육대회를 가을 추수를 끝내고 실시하였으며 �, 이

것이 발전되어 오늘날 군민체육대회로 발전되었다 �.

�- �5�0�5 �-



�5�0�6 �m 제 �7편 교육 � 체육

저 �1�2항 광복 후의 체육활동

�1�9�4�5 년 �8�, �1�5 해방과 더불어 한국체육은 군국주의적 체육에서 탈피하여 초등학교에서 고

등학교까지 보건체육을 필수과정으로 하였고 �, 대학에서는 교양과목으로서의 필수과정으로

채택하는 한편 체육과 또는 체육대학 등을 신설하였다 �. 또 체육은 체조
� 스포츠 � 유희 등을

종합하여 조화롭고 민주적인 인간상을 추구하는 내용으로 하였다 �.

학교체육은 신체활동을 통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 � 정서적으로 조화된 인간 육성

을 기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필수과목으로 정하였

으며 �, 대학에서도 종전과는 달리 체육을 교양 필수과목으로 설정한 것은 참으로 획기적인

조치였다 �.
이와 같은 학교체육의 새로운 변천과 더불어 사회체육 전반에 있어서도 �1�9�4�5 년 �9월 조선

체육회 �( 현 대한체육회의 전신 �) 의 역사적 부활과 함께 체조 � 스포츠 � 유희 등 각 분야의 체

육단체의 탄생을 보게 됨으로써 획기적이고 새로운 체육 시대를 조성하게 되었다 �.
영양의 체육은 지리적 위치와 환경적 요인에 의해 상당히 늦게 발전하였지만 금세기에

와서 체육의 모체라 할 수 있는 학교체육의 눈부신 발전의 계기가 되므로 이로 인해 사회

체육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
앞으로도 다소 다른 타군에 비해 발전이 늦지만 계속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우선 체육의 모체라 할 수 있는 학교체육의 활동과 영양군민들의 사회체육 활동 등으로 구

분할 수 있다 �. 광복 후 영양의 학교체육의 태동은 타군에 비해 상당히 늦었지만 그 발전면

이나 활동을 보면 어느 군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들 수 있다 �. 학교 체육

활동으로서는 영양초등학교 테니스 �, 영양중학교 배구와 유도�, 영양여자고등학교 육상 등을

들 수 있으며 그들의 활동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영 양초등학교 테니스부가 �1�9�8�8 년 창설되 었는데 �, 그 후로

�1�9�8�9�. �3�. �2�1�. 경북춘계 종별 선수권대회 입상 �,

�1�9�8�9�. �5�. �3�0�. 경북 소년 체전 단체 �2위 �,

�1�9�9�0�. �3�. �1�4�. 경북 춘계 종별 선수권 대회 개인 �1위 �, 복식 �1 위 �,

�1�9�9�1�. �5�. �1�0�. 경북 소년 체전 단체 �1위 �,

�1�9�9�1�. �1�1�. �1�8�. 경북 추계 종목별 테니스 선수권대회 단식 �l 위 �, 복식 �2위‘

�1�9�9�3�. �4�. �1�5�. 경북 학년별 테니스대회 �1위 �,

�1�9�9�3�. �4�. �1�7�. 경북 춘계 종별 테니스 선수권대회 단식 �3위 �,

�1�9�9�3�. �4�. �2�3�. 경북 소년체전 단식 �1 위‘ 단체 �2위 �,

�1�9�9�4�. �3�. �2�5�. 경북 춘계 종별 테니스 대회 단식 �3위 �,

�1�9�9�4�. �9�. �3�0�. 제 �3�1 회 경북 학도 종합 체육 대회 단식 �1�.�2�.�3 위 �,

�1�9�9�5�. �3�. �1�8�. 경북 춘계 종별 테니스 대회 단식 �1�.�2�.�3 위 �, 복식 �1 위



제 �2장 체 육 �I�I�I �5�0�7

�1�9�9�5�. �3�. �2�4�. 경북 소년 체 전 단식 �1�.�2�,�3 위 �,

�1�9�9�5�. �1�0�. �1�0�. 제 �1회 전국 초등학교 협회장배 경북예선 대회 단식 �2위 �,

�1�9�9�5�. �1�0�. �2�5�. 제 �3�2 회 경북 학도 종합 체육대회 �, 단식 �1위 단체 �3위의 입상을 하였다 �.

영양 중앙 초등학교 배구부가 �1�9�9�3 년 창설되었는데 �, 그 후로

제 �3�1 회 경상북도 학도 종합 체육대회 �2위 �,

제 �3�2 회 경상북도 학도 종합체육대회 �3위에 입상을 하였다 �.

영양 중학교 배구부가 �1�9�9�3 년 창설되었는데 �, 그 후로

제 �4�9 회 춘계 종별 배구대회 �2위 �,

제 �3�1 회 경북학도체전 �2위 �,

제 �3�9 회 협회장기타기 �2위 �,

제 �6회 경북소년체육대회 �3위 �,

제 �4�9 회 �3�.�1 절 기념 대회 �3위 �,

제 �7회 경북 소년체육대회 �3위 �,

제 �3�2 회 경북 학도 체전 �2위에 입상을 거두었다 �.

또 영양 중학교 유도부는 �1�9�9�1 년 창설되었는데 �, 그 후로

�1�9�9�1 년 교육감기 대회 은 �1개 �, 동 �3개
�1�9�9�2 년 학도체육대회 금 �1개 �, 은 �3개

�1�9�9�3 년 저학년 교기 평가대회에서 금 �1개 �, 은 �1개 �, 동 �3개
�1�9�9�5 년 교육감기타기 은 �2개 �, 동 �1개 �, �9�5 년 학도체전 동 �3개를 획득하는 등 획기적인 실적

을 나타내고 있다�.

영양 여자중 � 고등학교 육상부는 �1�9�8�3 년 창설되었는데 �, 그 후로 영양 소년체육대회 여중부

�1�2 연패 �,

전국소년체육대회 경북대표선수 �6명 배출 �, 문화 체육부장관기 쟁탈 전국시도 대항 육상경

기대회 여중부 높이뛰기 �1위 입상을 하였고 고등부는 경상북도 학교간 경기대회 종합 �1위

입상 �, 경상북도 학교간 도민 체육대회 �1 위 입상자 �1�5 명 �, 경상북도 학도 종합 체육대회 �1위
입상자 �1�4 명 �, 전국체육대회 입상자 �4명을 배출 등 �, 대대적인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영양군의 사회체육 활동을 살펴 보면 �, 정우회 �1개 클럽 �, 테니스회 �3개 클럽 �, 축구회 �1개
클럽 �, 볼링 동우회 �1개 클럽 �, 게이트볼 동우회 �1개 클럽 그 외 군청 축구회 �, 영양 체육인 동

우회가 있으며 �, 각 클럽들의 활동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영양 정우회는 �1�9�9�1 년 발족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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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 회원수 �5�0 명으로 월 �2회 정기전을 개최하고 있다 �. 특히 정우회를 통하여 친목 도모와

영양군 정구 인구의 저변 확대 및 후배 양성 �, 각종 대회 후원을 취지로 하고 있다�.
테니스 동호회로서 �1�9�9�2 년 �4월에 발족된 동심회는 회원수 �4�0 명으로 구성되었는데 �, 월 �1회

월례회와 타 테니스클럽과 초청 경기를 함으로써 타 시 � 군과 상호 교류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테니스 동호회로서 �1�9�9�3 년도 회원 �3�0 명으로 발족된 영양 클럽과 �1�9�9�3 년 �3월에 회원

�3�4 명으로 발족된 에이스회는 테니스 동호인의 친목과 테니스 인구의 저변 확대와 후배 양성

에 목적을 두고 월 �1 회 월례회와 타 테니스클럽과의 친선경기를 가짐으로써 영양의 여러

가지 풍속을 알리고 있다 �.
�1�9�7�0 년에 창립된 영남 조기 축구회는 축구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으로 우선 본군 축

구 발전에 기여하며 축구를 통해 애향심 고취에 목적을 두었으며 �, 활동사항으로서는 영양군

체육회장기 타기�, 읍 � 면 대항 축구대회를 �1�4 회 개최하는 등 도민 체육대회 축구부를 지원 �,

안동 용성 조기회 �, 울진 매봉 조기회와 년 �2회 정기 교류전을 갖고 있다 �. 현재 �9�0 명의 회원

을 갖고 있다 �.
또 �1�9�9�1 년에 창립된 영양 볼링 동우회는 현재 영양군의 낙후된 볼링 인구의 저변 확대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및 애향심 고취에 목적을 두고 월 �1회의 정기전 및 상주클럽대회

에 참가하고 있다 �. 현재 �5�0 명의 회원을 갖고 있다 �.
그리고 �1�9�9�1 년에 창립된 영양 게이트볼회는 �, 게이트볼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상호간의

유대증진 및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며 �, 청소년 선도에 목적을 두고 각종 생활체

육대회 영양군 대표로 출전하여 영양인의 게이트볼 실력과 영양의 여러 가지 사회체육 홍

보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 현재 �5�0 명의 회원을 갖고 있다 �.
또 �1�9�9�3 년 창립된 영양 체육인 동우회는 낙후된 영양 체육의 발전과 후배 양성 및 우수

선수 양성 �, 영양군 체육의 후원을 목적을 두고 군민체전 �, 도민체전 및 각종 체육대회 참가

선수 격려를 하고 있다�. 현재 �1�8 명의 회원을 갖고 있다 �.

그리고 �1�9�9�0 년 창립된 군청 족구회는 족구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직장 동호인의 유

대 강화 및 직장인의 체력 향상을 목적을 두고 월 �1 회 월례회와 퇴근후 정기 모임을 갖고

있다 �. 현재 �1�0 명의 회 원을 갖고 있다 �.
영양군의 경북도민체육대회 참가 현황 및 실적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경북도민체육대회는 �1�9�6�3 년 제 �1회 대회를 대구에서 개최한 후 �, 현재 제 �3�5 회 대회가 지난

�1�9�9�7 년 �5월에 경주에서 개최되었다 �. 이 대회의 특징은 시부와 군부로 나누어서 경기를 하였

으며 �, 영양군은 상위권 입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열악한 군환경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군부에서 단 한번도 입상하지 못했으며 �, 참가 경기종목도 대회 전종목에 참가하지 못하고�,

일부 종목인 육상 � 연식정구 � 배구 � 탁구만 출전하여 영양의 풍속과 영양인의 긍지와 기개

를 경북도민들에게 알릴 기회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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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1�3항 영양군 체육인의 활동

영양군에서는 학교체육의 활성화 부족과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의 미흡으로 타 시 � 군보

다 우수 선수가 많이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우선 영양 초등학교에서 테니스부 창

단요원으로 테니스를 시작한 �, 안동여고 조윤정 선수가 국가 주니어 대표로 활약하고 있으

며 �, �1�9�8�0 년 육상에서 박치동 � 우수자 � 연수 등이 전국 체육대회에서 입상할 정도다 �.
과거에 영양 체육을 빛낸 사람은 김순호로서 그는 영양 중고등학교 체육교사로 부임하여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학교 체육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 본군 육상을 뿌리내리게 하였다�. 김
일진은 안동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본군에 초등학교 교사로 부임하여 초등학교 체육 진흥에

힘썼으며 전국체전 일반부 높이뛰기와 �4�0�0�m 계주 선수로 활약하였다 �.
김주석은 영양군 정우회를 창립하였으며 초대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 정우회 발전뿐만 아

니라 영양군 정구 테니스 인구의 저변 확대와 군민의 체력 향상에 이바지하고 그외 선수

지도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아울러 후배 양성에 전념하고 있다 �.

제 �2절 각종 경기 현황

저 �1�1 항 학교 체육대회

영양군의 체육의 모체라 할 수 있는 소년체육대회는 �1�9�7�2 년 제 �1회 대회부터 �1�9�9�6 년 현재

제 �2�5 회까지 개최하고 있으며 �, 종목은 �1�0�0�m�' �2�0�0�m�' �4�0�0�m �. �8�0�0�m�' �1�5�0�0�m �. �3�0�0�m�' �4�0�0�m 릴레

이 � 멀리뛰기 � 투포환 � 투원반이 있으며 �, 우수한 기록은 남자초등 높이뛰기가 �5학년 �1�5�0�c�m�,

여자초등 높이뛰기가 �6학년 �1�5�0�c�m�, 여자중학 높이뛰기 �3학년 �1�6�0�c�m 등의 기록을 갖고 있다 �.

저 �1�2 항 군민 체육대회

영양군의 체육인 저변 확대와 군민 상호간의 유대 증진 및 체력 향상에 이바지하고 훌륭

한 후배 양성 및 우수선수 발굴에 기초를 둔 군민 체육대회는 광복 후 �6개면 단위로 면 대

항을 하였다 �.
�1�9�6�6 년부터 체계적 � 조직적으로 실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대항별로서는 면 대항 �

중등부 대항 � 초등부 대항 � 직장 대항 � 예비군 대항으로 나누었으며 종목은 각 대항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 일반적으로 육상 � 중량 운반 � 자산경기 � 총검술 � 사격자세 � 마라톤 � 자전

거경기 � 내빈경기 � 기관장경기 � 부인경기 � 노인경기 � 마스게임 경기 등이 있다�. 그 후에 종

목이 다소 변경되어 예비군 대항이 없어지면서 예비군 종목인 총검술 � 사격자세가 삭제되

었다 �. 다음은 영양군민 체육대회 역대 대회 성적은 아래 〈표 �7 �- �1�9�> 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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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I�I�I 제 �7편 교육 � 체육

〈표 �7 �-�1�9�) 영양군민 체육대회 역대대희 성적

저 �1�3항 기타 체육대회

영양군의 기타 체육대회는 씨름왕대회 �, 생활체육협회장기 타기 테니스대회 �, 체육회장기

타기 읍 � 면 대항 축구대회 등을 들 수 있으며 각종 대회활동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씨름왕 대회는 �1�9�8�9 년 �1회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실시하여 �1�9�9�7 년 �8회 대회까지 거행되었다 �.
영양군 생활체육협회장기 타기 테니스대회는 �1�9�9�4 년 �1회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실시하여

�1�9�9�7 년 �3�4 회 대회까지 거행되었다 �. 경기 방법으로서는 기관단체 �( 클럽 �) 대항으로 실시하여 제

�1회 대회에서는 �3�5�0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였고 �, 제 �2회 대회에서는 �4�0�0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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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

체육회장기타기 읍 � 면 대항 축구대회는 �1�9�8�3 년 �1 회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실시하여 �1�9�9�5

년 �1�3 회 대회까지 거행되었으며 �, 경기 방법으로서는 �6개 읍 � 면 대항으로 실시하였다 �.

제 �3절 각종 체유단체 벚 시설

저 �1�1 항 체육단체

영양군의 체육단체는 영양군 체육회와 영양군 생활체육협의회가 있다�. 영양군 체육회 구

성은 회장 �1 명 �, 부회장 �3명 �, 이사 �3�0 명 �, 감사 �2명 �, 국장 �1명으로 되어 있는데 �, 산하에 영양군

태권도협회 � 영양군 테니스협회 � 영양군 유도회 가맹단체가 있으며�, 그 조직표는 다음 〈표

�7 �- �2�0�> 과 같다 �.

〈표 �7 �- �2�0�> 영양군 체육회 조직표

�| 태권도협회 �|

고 문

목적은 체육운동을 범국민활성화하여 군민의 체위 향상을 도모하며 건전하고 병랑한 기

풍을 진작시킴과 아울러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민족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사업으로서는 군민체육대회 개최 �, 학교운동부 조직 육성 지원 �, 도민체전 참가 등
。 �c�- �/�- �0�1�,�.�-�1

�2�"�"�2�"�"�T�h
λ �<�-�-�r

영양군 테니스 협회는 �1�9�9�4 년 �4월 �1�1 일 발족되었으며 회원수는 �1�2�0 여명이다 �.
활동 사항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 �1�9�9�4�. �1�0�. �8�. 제 �1회 협회장배 타기 대회 개최

�. �1�9�9�5�. �7�. �2�3�. 제 �2회 협회장배 타기 대회 개최

�. �1�9�9�5�. �1�0�. �1�5�. 영양 경찰서장기 타기 대회 개최 주관

�. �1�9�9�5�. �1�1�. �5�. 생활체육협의회장기 타기 대회 주관

�. �1�9�9�5�. �9�. �2�. ���3�. 협회장기 대회 참가

�. �1�9�9�6�. �1�0�. �1�6�. 제 �3회 협회장 배타기 대회 개최



�5�1�2 �I�I 제 �7편 교육 � 체육

영양군 태권도 협회는 태권도를 범군민운동화하여 군민의 체력 향상과 아마추어 경기인

및 그 단체를 통합지도하여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고 영양 태권도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0 년 �1�2 월 �1�7 일 발족되었다 �. 현재 회원수는 �4�0 여명이다 �.
영양군 생활체육협의회는 영양군내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을 근간으로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군민의 건강한 심신 발달 및 건전한 여가 생활을 보장하고

나아가 명랑하고 밝은 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 회장 �1 명 �, 부회장 �2명
사무국장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강사를 초빙하여 게이트볼 교실 � 테니스 교실 � 에어로빅 교

실을 운영하고 있다 �. 그 조직표는 다음 〈표 �7 �- �2�1�>과 같다 �.

〈표 �7 �- �2�1�) 영양군 생활체육협의회 조직표

케이트볼 교실

고 �I 그
긴 �r

저 �1�2항 체육시설

영양군 체육시설은 지리적 여건과 재정적인 관계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미흡하지만 �, 그

래도 인구수에 비해 많은 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학교 체육시설로는 강당 � 체

육관 겸용으로 쓰고 있는 영양중학교 배구 코트 �1면과 영양중학교에 있는 유도관 �, 테니스코

트는 영양초등 �1면 �, 영양중 �1변 �, 영양여중 �1면 �, 수비중 �1면으로 전체 �4면이 있으며 �, 공공체육

시설로서는 영양군 서부리 �1�2�3 에 위치한 영양공설운동장이 �1�9�9�1 년 �1�0 월에 완공되었는데 �, 주

요 시설은 공인 �3종 경기장 �4�0�0�m �x �8코스 �, 수용인원 �5�,�0�0�0 명이 관람할 수 있는 경기장이다 �.

영양읍 서부리 �1�4�1�-�1 에 위치한 영양군민회관 �( 체육관 �) 은 면적 �1�2�,�7�8�3�m�2 로 �1�9�8�6 년에 완공

되었는데 주요 시설 규모는 케이칼 �2면 배구 및 테니스장 �, 관람석 �2�,�5�0�0 석이 설치된 다목적

체육관이다 �.
영양 볼링장은 영양읍 서부리 �1�4�7 �- �2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평 �3�1�9�.�5�m�2 로 �1�9�9�1 년에 완공되

었는데 �, 주요 시설 규모는 벤데스 �4레인 �. 수용인원 �1�0�0 명이 관람 및 경기를 할 수 있다 �.
서부 동네 체육시설은 영양읍 서부리 �1�4�3 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 �?�1�.�6�7�0�m�- 로 �1�9�9�2 년에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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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되었다 �. 주요 시설은 체력단련 시설 �1�0종 �2�1 점 �, 부대편의시설 �7종 �3�3 점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체력 보강 및 건강 증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

발리 동네 체육시설은 영양군 수비변 발리 �6�0�8�, �6�1�9 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 �3�J�6�9�m�2

로 �1�9�9�3 년 �4월에 완공되었다 �. 주요 시설은 체력단련시설 �9종 �1�1 점 �, 부대편의시설 �6종 �2�0 점이

설치되어 있으며 수비면 발리 군민들의 체력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
영양읍 남산의 체육시설은 면적이 �1�6�8�3�m�2 로 �1�9�9�3 년 �1�2 월에 완공되었다 �. 주요 시설은 간이

운동 시설 �2종 �, 체력단련시설 �7종 �7점 �, 부대편의시설 �4종 �4점 �, 기타 시설 �3종 �6점 �, 게이트볼

장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양군민들의 체력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그
밖에도 일월면 도계리 �, 석보면 원리리 �, 입암면 산해리 �, 선바위 특산물 직판장에 동네체육시

설을 설치하였다 �.
영양군의 특이할 만한 체육시설은 문화체육센터로서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의 �1�4�1�-�1 번지

에 위치하는데 연면적 �1�6�,�2�3�0�m�2�( �4�,�9�1�0 평 �) 이고 �, 연건평이 �5�1�4 평 �( 지하 �L지상 �2층 �) 으로 �1�9�9�7 년 �5

월 �2�9 일 개관되었다 �. 그 사업 목적으로는 문화 � 체육 � 취미활동 공간이 전혀 없는 농촌지역

에 설치하여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 주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의 장소

로 제공함은 물론 지역문화전통의 계승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건립되었다 �. 주요 시설 규

모는 소극장 �3�8�4 석 �, 전시실 �3�8 평 �, 취미교실 �2�2 평 �, 스포츠 교실 �2�2 평 �, 주차장 등으로 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