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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위치와 면적

저 �1�1 항 위 치

한 지역의 위치는 경도와 위도의 숫자로 표시되는 수치상 �, 또는 천문학상의 수리적 위치

와 타 지역과의 관련성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관계적 위치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제 �1목 수리적 위치

영양군은 위도상으로는 북위 �3�6�0 �2�9�' �- �3�6�0 �5�2�' 와 �, 경도상으로 동경 �1�2�8�0 �5�9�' �- �1�2�9 。

�1�9 �' 에 위치한다 �. 우리 나라의 표준 자오선인 동경 �1�3�5 。션을 시간션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

은 우리 나라 어디서나 마찬가지이다�.
동단은 영덕군과 울진군�, 서단은 안동시 �, 남단은 청송군�, 북단은 봉화군과 울진군에 접한

경상북도 �2�3 개 시 � 군 중의 하나이다 �.
경북아 동경 �1�2�T �4�8�' �(상주시 화북면 운흥라 �) 에서 동경 �1�3�1�0 �5�2�' �(울릉군 남면 독도 �) 까

지 �, 북위 �3�5�0 �3�4�' �(청도군 청도읍 초현리 �) 에서 북위 �3�T �3�3�' �(울릉군 북면 관음도 �) 에 걸쳐

있으므로 �, 본군은 경북의 통북부에 해당한다 �.
위도상으로 볼 때�, 동쪽은 울진군의 평해와 �, 서쪽은 안동-예천�, 충북의 청주 �, 충남의 예

산 -태안 등이 동 위도상의 지역이다 �. 경도상으로는 남쪽은 청송-경주-부산 등과 북쪽은

강원도 태백-동해퉁이 동위도이다 �.
기후적으로는 냉온대 계절풍 지대에 속하고 �4계절이 뚜렷하며 내륙 산악 지방으로 한서

의 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

〈표 �2�-�1�) 영양군의 경 �위도상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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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영양군 행정구역도



제 �1장 지리적 배경 혈 �9

제 �2목 관계적 위치

관계적 위치는 수리적 위치와는 달리 타 지역과의 관련성에 의하여 시대에 따라 가변적

이고 그 주어진 가치에 따라 상대적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 영양군은 경북의 동북부에 위치

하는데 이 지역을 통과하는 철도는 없고 안동에서 중앙선을 이용하여 서울로 연결되며 �, 육

로로 볼 때 대구와는 �1�6�3�.�2�k�m�. 안동과는 �6�0�.�4�k�m 의 거리에 위치해 있다 �.

�3�6�" �5�2�' �3�0 ’

�3�6�" �4�1�' �2�5 ’

�[그림 �2 �- �2�J 영양군과 동위도상의 시 �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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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J 영양군의 공간적인 위치

주위의 웅장한 산맥들이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있어 타 지역과의 교통이 불편함은

물론 교육 � 문화 시설 등이 낙후되어 해마다 인구가 줄어드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지역

주도할 대표적인 기반 산업이 없어 도내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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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

그러나 자연은 훼손없이 잘 보존되어 수비 �( 首比 �) 등지에 관광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한

다면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 또한 고추와 담배 및 약초 등의 밭작물의 생

산과 공급이 전국적으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 대외적인 인기 상품으로 선호되고

있다�.
영양군의 위도상의 위치를 타지방과 비교하기 위해 중앙을 통과하는 북위 �3�6 °

�4�1�' 의 위

선을 기준으로 보변 경상북도 울진군 � 안동시 � 예천군 � 문경시 �, 충청북도 괴산군 � 청원군 �,

충청남도 예산군 � 서산군과 동위도이다 �. 세계적으로는 중국의 란저우 �, 아프카니스탄의 카불 �,

이란의 테헤란 �, 그리스의 아테네 �, 알제리의 알제 �, 미국의 캘리포니아와 오클라호마 등을 통

과하여 세계적인 주요 국가들의 수도와 비슷한 위도상에 자리하고 있다 �.

〈표 �2�-�2�) 읍면간 거리표 단위 �: �k�m

위의 거리표에서와 같이 영양군의 읍면간 거리는 수비면과 석보면 간의 거리가 �4�2�.�1�k�m 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 영양읍과 일월면 간 �, 영양읍과 정기면 간 및 입암면과 석보면 간의

거리는 비교적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예로부터 지역간의 교류가 매우 활발한 편이다 �.

저 �1�2 항 면 적

경상북도는 한반도의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고 동서간 직선 거리는 �1�6�2�k�m�, 남북거리

�1�7�5�k�m�, 해안선의 길이는 �2�8�4�k�m �(울릉도 제외 �) 이다 �. 경상북도는 그 면적이 가장 넓은

�1�9�,�0�2�1�.�8�6�k�m�2 로서 전국의 약 �1�9�.�2�% 를 차지한다 �. 면적으로 보아 안동이 가장 크고 경주와 상

주 등에 이어 본군은 �1�2 위를 차지한다 �.
영양군의 면적은 �8�1�4�.�9�6�k�m�2 로 �1개 읍과 �5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 가장 큰 면은 수비면

으로서 �2�1�7�.�5�8�k�m�2�( 군 전체면적의 �2�6�.�7 �%�) 이며 �, 가장 작은 면은 입암면으로 �7�9�.�0�3�k�m�2�(�9�.�7�%�) 에

불과하다 �.
경지면적은 �7�.�9�1�O�h�a 로 경지율 �9�.�7�% 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임야 �( 약 �7�0�0�k�m�2�) 이다 �. 전처�1

경지 면적 중 �2�3�.�9�% 가 논이고 �7�3�.�1 �% 가 밭으로 이용되는데 �, 특히 밭작물로는 주로 고추 � 담

배 � 참깨 � 약초 등의 특용작물이 재배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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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수

�1�3�0

면적 지번수

저 �1�3항 행정구역의 변천

신라 시대 초엽에는 읍호를 고은 �( 古隱 �) 이라 하였다가 당대 말기에 영양 �( 英陽 �) 이라 하였다 �.

� 고려조에 이르러서는 �1�0�1�8 년 �( 현종 �9년 �) 예주부 �( 영해 �) 에 속하였다가 �1�1�7�9 년 �( 명종 �9년 �)

영양현에 신설 감무를 두고 별호를 익양이라 하였다 �.

얘」 ξ �T횡

�t 활

�[그림 �2�-�4�J 영양군의 옛지도



제 �1장 지리적 배정 홉 �1�3

�[그림 �2 �- �5�J
�W
대동여지도』상의 영양군

� 조선초 �1�4�1�3 년 �( 태종 �1�3 년 �) 행정구역 개편으로 폐현되고 영해부에 편속하였다가 �1�6�7�6 년
�( 숙종 �2년 �) 군민이 복현해 줄 것을 진정하여 복현의 재가를 받았으나 현세 �(縣勢 �) 의 빈

약 등으로 �1�6�7�7 년 다시 폐현되어 영해부에 환속되었다 �.
그러나 �1�6�7�8 년에는 진보현에 이속되었던 것을 군민이 다시 진정하여 �1�6�8�3 년 영양현으

로 복현시켜 현감을 두었다 �.
�. �1�8�9�5 년 전국의 행정구역을 �2�3부 �3�2�1 군으로 개편함에 따라 영양군으로 개칭하여 군수를

두고 안동도호부의 관할이 되게 하였다�.

�.�1�9�1�4 년 진보현에 속하였던 입암면과 석보면이 본군에 편입됨으로써 비로소 �6개 면이

되었고 �, �1�9�6�3 년 �1월 �1 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울진군 온정면 본신리 �( 本新里 �) 가 본군의

수비면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
�.�1�9�7�9 년 �5월 �1 일 대통령령 제 �9�4�0�9 호 �0�9�7�9�. �4�. �7�,�) 에 의거 영양면이 영양읍으로 승격되었

다 �.

�.�1�9�8�3 년 �2월 �1�5 일 대통령령 저�1�1�1 �0�2�7 호 �0�9�8�3�. �1�. �1�0�,�) 로 입암면 방전리 일부 및 홍구리 일

부가 청송군 진보면으로 편입 분리되었다 �.
�. �1�9�8�7�1 건 �1월 �1 일 대통령령 제 �1�2�0�0�7 호 �0�9�8�6�. �1�2�. �2�3�,�) 로 석보면 양구리�, 수비면 기산리가

영양읍으로 �, 입암면 방전리 일부가 석보면으로 편입되었다 �.
�.�1�9�8�7 년 �l 월 �1 일 영양군 조례 제 �9�9�2 호 �0�9�8�6�. �1�2�. �3�0�,�) 로 석보면 북계리 �( 北逢里 �) 를 옥계리

�(玉逢里 �) 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



�1�4 �I�i 저 �1�2 편 지 리

�. �1�9�8�7 년 �1월 �1 일 영양군 조례 제 �9�9�3 호 �(�1�9�8�6�. �1�2�. �3�0�J 로 영양읍 서부 �2리를 서부 �2리와 서

부 �4리로 분리 �(分里 �) 하였다 �. �1�9�9�4 년 �1�2 월 울진군 서면 왕피리 일부가 수비변 신암리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

저 �1�4 항 영양군의 구성

영양군은 �1읍과 �5개 면의 �7�4 개 리로 �1�9�9�5�. �1�2�. �3�1�. 현재 �8�,�1�7�2 세대 �2�6�,�0�4�1 명의 주민이 거주

하고 있는데 세대당 인구수는 �3�.�2 명으로 전국 농촌지역의 평균 인구비율에 비해 낮은 편이다�.

제 �1목 영양읍 �(英陽물 �)

군의 중앙부에 위치한 영양읍은 영덕군 창수면 �, 본군의 석보 � 입암 � 청기 � 일월 및 수비

변과 접한다 �. 각종 중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영양읍은 면적이 �1�3�0�.�9�4�k�m�2 이며 읍소재지는

동부리이다 �. 신라 시대에는 고은현이었다가 고려시대에 영양군으로 개칭되어 예주 �(禮州 �) 의

속읍이 되었다 �. 조선시대에는 영해부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1�8�9�5 년 안동부의 영양군으로 배

속되었다가 �1�8�9�6 년에 경상북도 영양군으로 개편되었으며 �, �1�9�7�9 년 영양변에서 영양읍으로 승

격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 현재 행정관할구역은 동부 � 서부 � 황용 � 현 � 전곡 � 감천 � 삼지 �

하원 � 상원 � 무학 � 대천 � 화천 � 무창 � 기산 � 양구리 등 �2�9 개 리가 있다 �.
현리 평야는 마치 부채살과 같이 시원스레 펼쳐져 있고 남 � 북을 가로지르는 반변천은

영양 시내를 휘돌아 낙동강의 원류와 합수하는 가장 중요한 지류의 하나이다 �. 경지율은 낮

은 편이나 산지 개발이 비교적 활발하여 밭농사와 고랭지 채소재배가 발달하고 �, 전국 각지
로 가는 이 지방의 대표작물인 고추와 담배 임산물의 집산지이다 �. 반변천에는 천연 기념물

인 열목어가 서식하고 있을 만큼 청정 수역을 이루고 있다�.
지리적 위치에 의거하여 인구는 물론 교육 기관 및 행정 기관이 밀집해 있어 군의 중심

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교통은 서부 저지를 따라 본군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국도와 영양

읍에서 영덕군을 연결하는도로가 있다�.

제 �2목 입암면 �( 立嚴面 �)

군의 남서부에 위치한 입암면은 면적이 �7�9�.�0�3�k�m�2 이고 면소재지는 신구리이다 �. �1�9�1�4 년 군
� 면 통폐합시 영양군 남면 �, 진보군 북면 �, 안동시 임동면의 일부를 병합하여 입암면이라 칭

하고 신구 � 양항 � 연당 � 금학 � 대천 � 신사 � 산해 � 교 � 삼산 � 병옥 � 노달 � 방전 � 홍구리 등

현재의 �1�9�7�B 리를 관할하게 되었다 �. 입암면이란 명칭은 연당리에 있는 선바위의 이름을 딴

것이다 �.



제 �1장 지리적 배경 얻 �1�5

영양군의 관문으로서 변의 대부분이 산지로 되어 있으며 지형상 동부산지 � 서부산지 �

중앙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중앙저지에는 일월산에서 발원하는 반변천을 따라 상당히 넓은

충적평야를 형성하고 여기에 교통로와 취락이 분포하고 있다�. 쌀과 같은 주곡 생산을 비롯

하여 가축의 사육과 담배 및 고추의 재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영양군 최대의

도기공장이 �1�9�9�0 년에 건설되어 본군에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이바지

하고 있다 �.

제 �3목 청기면 �(좁相面 �)

군의 서부에 위치한 청기면은 면적이 �1�3�9�.�9�5�k�m�2 이고 면소재지는 청기리이다 �. 본래 청기현

의 대청 부곡이었는데 �, 고려 충렬왕 때 영양현의 소청 부곡을 통합하여 청기현이라 하였다 �.

�1�6�7�5 년 청기현이 폐지되고 서면이 되었다가 그 뒤 서초와 서이의 �2개 면으로 나누어졌다 �.

�1�8�9�5 년 지방관제의 개정에 의하여 서초면은 청초면 �, 서이면은 청이면으로 고쳐지고 각각 �1�5

개 리 �. �9개 리를 관할하였다 �. �1�9�1�4 년 군 � 면 통폐합시 �2개 면이 합쳐져서 청기변으로 개칭되

고 저 � 상청 � 구매 � 청기 � 정족 � 토곡 � 토구 � 산운 � 기포 � 사 � 무진 � 당 � 행화리 등 �1�8 개

리를 관할하게 되었다 �.
대체로 �5�0�0�m 이상의 높은 산악 지역으로 북동쪽에 위치한 일월산을 최고봉으로 하는 산

맥이 남북으로 뻗어 있다 �. 산업은 주곡농업과 고추 � 담배 등의 특용작물의 재배가 중심을

이룬다 �.

제 �4목 일월면 �(�8 月面 �)

군의 북부 중앙에 위치한 일월변은 면적이 �1�2�5�.�4�3�k�m�2 이고 면소재지는 도계리이다 �. 본래
영해부 덕봉변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1�6�7�6 년 영양현에 이속되면서 북이변 � 북초변으로 분할

되었다�. �1�9�1�4 년 군 � 면 통폐합시 북이변의 �6개 리를 통합하여 일월산의 이름을 따서 일월면

이라 하였다 �. 일월변은 도계 � 주곡 � 가곡 � 도곡 � 오리 � 용화 � 문암 � 칠성 � 가천 � 섬촌 � 곡

강 등의 �1�3 개 리를 관할하고 있다 �.
높은 산지가 지배적인 면으로 북서에 위치한 일월산 �( �1�2�1�9�m�) 이 최고봉으로 북고남저 �( 北高

南低 �) 의 지형을 이룬다 �. 산맥이 �3분되어 일월산의 동쪽 용화리에서 발원하는 반변천과 서쪽

도곡리에서 발원하는 장군천을 끼고 남으로 뻗은 산쪽에 경지와 촌락이 형성되었다 �. 내

오지로 한서의 차이가 심한 대륙성 기후로 일교차가 크며 겨울이 길고 일조시간이 짧으며

강수량도 적은데 �1�0 월초가 되면 서리가 내려 무상일수가 짧다�.

경지는 주로 남부에 전개되고 고추는 특용 작물로 전국적으로 유명하며 �3월까지 눈속에

서 자란다는 일월산의 특산물인 금죽 �( 鎬竹 �) 은 옛날부터 임금님께 진상되던 명물 중의 하나

이다�. 본군의 다른 변단위 지역에 비해 교통 조건이 좋은 편인데 �, 주독리에 한양 조씨 �(漢陽



비고
면적 인구

세대수
식량작물생산

위치
�¹�k�m�"�) � � 겨| 남 면적 �(�h�a�) 생산량( �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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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암면 �7�9�.�0�3 �3�,�8�7�1 �1�.�9�4�4 �1�.�9�2�7 �1�.�2�2�1 �6�7�9�.�7 �2�.�1�9�7�.�3 군의 남서부

청기면 �1�3�9�.�9�5 �3�,�0�9�7 �1�.�5�5�9 �1�.�5�3�8 �1�.�0�0�3 �5�3�5�.�5 �1�.�6�8�8�.�6 군의 서부

일월면 �1�2�5�.�4�3 �2�.�8�3�6 �1�.�3�7�8 �1�.�4�5�8 �9�1�4 �4�1�3�.�9 �1�.�4�1�9�.�7 �-�Ä �f�"�I�l
�1�:�:�3�:�:�:�z�.

�o�L®4�=�-�-�"�'�1 �=�f�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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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보면 �1�2�2�.�0�3 �3 ��5�0�3 �1�.�7�9�4 �1�.�7�0�9 �1�.�1�4�3 �5�4�2�.�7 �1�.�6�7�0�.�5 군의 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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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업 저 �1�2 펀 지 리

趙 �J�X�)�, 가곡리에 야성 정씨 �( 野城鄭 �J�X�) 가 동족마을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

제 �5목 수비면 �( 首比面 �)

군의 북동부에 위치한 수비변은 면적이 �2�1�7�.�5�8�k�m�2 이고 면소재지는 발리리이다 �. 본래 수비

부곡으로 영양현에 속하였으나 �, 고려 문종 때 일시 울진군에 편입되었다가 곧 환원되었다 �.
고려 충렬왕 때 폐현되어 영해부에 속하였다가 �1�6�8�3 년 복현되었고 북초면 �( 일월면 �) 의 기아리
� 개하리를 편입하여 �9개 동으로 개편되었다 �. �1�9�6�2 년 행정구역 통합으로 울진군 온정변 본

신리가 편입되었다 �. 현재 행정관할구역은 발리 � 계 � 오기 � 신원 � 수하 � 신암 � 죽파 � 송하 �

본신리 등 �1�5 개 리가 있다 �.
이 지방은 험준한 산지가 발달한 지역으로 산지를 개간하여 고추나 담배 등의 밭작물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 지질은 대부분이 점토질이며 면소재지가 해발 �4�3�0�m 의 산악 고지대인

관계로 매년 풍상이나 한발이 잦다 �. 반변천을 따라 농경지와 교통로가 인근 지역들과의 왕

래를 허용하고는 있으나 교통은 비교적 불편한 실정이다�.

제 �6목 석보면 �(石保面 �)

군의 남동부에 위치한 석보면은 면적이 �1�2�2�.�0�3�k�m�2 이고 면소재지는 원리리이다 �. 석보 부곡

으로서 고은현에 속하였는데 �, �1�0�1�8 년에는 예주 �(禮州 �) 에 �, �1�1�7�9 년에는 영해에 속하게 되었다 �.
�1�4�1�3 년에는 영양현으로 복현되었다가 �1�6�7�6 년 다시 영해부로 편입되었다 �. �1�8�9�5 년에 있었던 지

방관제 개정에 따라 영양현으로 재편입된 뒤 �1�9�1�4 년 군 � 면 통폐합시 진보면 동면의 창상리

일부와 택전 � 화매 � 포산 � 삼의 �4개 리를 병합하여 원리 � 지경 � 옥계 � 소계 � 답곡 � 신평 �

택전 � 화매 � 포산 � 삼의 � 요원 � 홍계 � 주남 등 현재의 �2�0 개 리를 관할하고 있다 �.
지역의 대부분이 산지로 동고서저 �( 東高西低 �) 의 지형적 특징을 지니고 있고 �, 화매천을 따

라 좁은 충적평야가 형성되어 쌀과 같은 주곡과 고추�, 고냉지 채소 등 특용작물을 생산한다 �.

〈표 �2�-�5�> 영앙군의 면적대비 인구 및 작물 샘산량 �(�1�9�9�5�. �1�2�. �3�1 현재 �)



면적및
면 적 �(�k�m�L�) 면 저 �q�l

구미〕
�-�, �;�<�:

면 적 �(�k�m�L�) 인 구
시군별 시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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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9 �1 �1�9�.�4�9�7�.�3�4 �2�.�8�7�1�.�8�2�1 군이껴군 �6�1�3�.�9�9 �3�3�.�6�1�2

�1 �9�9�2 �1�9�.�4�4�8�.�3�3 �2�.�8�7�3�.�3�3�6 의성군 �1�.�1�7�6�.�6�2 �8�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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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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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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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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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 �1�.�3�2�4�.�8�3 �2�8�4�.�2�3�0
고령군 �3�8�4�.�0�2 �3�6�.�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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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 �1�.�5�1�7�.�7�7 �1�9�2�.�6�8�4
�5�:�1 그l二��� �4�5�1�.�0�2 �8�6 ��6�5�1

구미시 �6�1�7�.�2�8 �3�0�4�.�2�1�7
예천군 �6�6�0�.�8�4 �6�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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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 �9�1�9�.�4�6 �1�2�3�.�4�0�6
울진군 �9�8�8�.�8�2 �7�0�.�7�6�4

À¬�.�o�z�.ÂÜ0��T�/�'�1 �1�.�2�5�4�.�8�1 �1�3�3�.�9�4�4
。E二그�

�0 �1�!�- �7�2�.�5�0 �1�1�.�2�4�4

문경시 �9�1�1�.�9�1 �9�5�.�8�1�5

제 �1장 지리적 배경 톨 �1�7

영양군의 구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변밀히 분석하여 보면 면적에 있어서는 모든 면

이 거의 비슷하나 세대수나 인구수 및 인구 구성비에 있어서는 본군의 중심지인 영양읍에

거의가 밀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 경지 면적도 각 면마다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

저 �1�5항 경북에서의 영양군의 지위

영양군은 경상북도 전체 면적 �(�1�9�,�4�4�2�.�7�7�k�m�2�) 의 약 �4�.�2�% 에 해당되나 �, 인구는 �1�.�0�% 에 불과

하여 인구밀도는 �3�5 명 �/�k�m�2 으로 경북에서는 가장 희박하다 �( 표 �2�-�6 참조 �) �.

〈표 �2�-�6�> 경상북도의 면적 및 인구

경상북도의 �2�3 개 시 � 군 중에 면적 상으로는 �1�2 위이나 �, 인구 규모로는 �2�2 위 �, 인구 밀도로

는 �1�1 위라는 사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가장 인구가 희박하고 생활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전국 농어촌 인구형태와 마찬가지로 영양군의 젊은 생산연령층이 도

시로 집중하여 �, 인구의 노령화가 가속되어 노동력 부족 현상 또한 심각하다 �. 경북에서 영양

군이 자랑하는 특산물인 고추의 생산을 필두로 담배 � 약초 등 특용작물 및 사과의 생산이

중요하며 �, 가축의 사육과 임산물의 공급에 있어서도 다소 유리한 위치에 있다�. 한편 일월산

을 중심으로 웅장한 산악지대의 자연림과 계곡의 기암괴석 등 각종 천연자원들을 관광 자

원으로 활용한다면 장차 그 희소가치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



�1�8 �I�i 저 �1�2 펀 지 리

제 �2절 지 혀
。

저 �1�1 항 산 지

영양군은 경북의 동북부에 위치하는데 태백산맥이 북으로부터 강원도와의 경계로 뻗어

내려 서쪽으로는 소백산맥이 분기하고 다시 남쪽으로 뻗어내려 영양군의 북부에서 일월산
�( �l�,�2�1�9�m�) 이 우뚝 솟아 백암산이 동남으로 둘러싸는 형세로 동서보다 남북이 길게 자리한다 �.

경북에서도 두 번째로 높은 일월산 일대는 험준한 산악지대인데 �, 이곳에서 발원한 반변천

은 낙동강의 동쪽 원류로 북에서 남으로 흘러 지세를 동서로 양분하였다 �. 그러므로 북쪽보

다 남쪽이 지세가 낮은 북고남저 �( 北高南低 �) 이다 �. 반변천 유역에는 곳곳에 작은 평야들이 전

개되어 있으나 발달은 미약하다 �.
영양군에는 크고 작은 산봉우리들이 솟아 있어 경사지가 넓은 대신 평야의 발달은 미약

한 편이다�.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남북의 기후는 다소간의 차이가 나타

난다 �.

동서의 군 경계에는 험준한 고개가 있어 교퉁이 불편하고 �, 산악은 대개 편마암으로 곳곳

에 암석이 돌기 �( 突起 �) 하여 있는데 �, 토질은 대개 점질양토 �( 站質壞土 �) 이다 �.

제 �1목 일월산 �( �B 月 山 �)

일월산은 영양군 북부에 우뚝 솟은 산악으로 태백산맥이 남하하여 본도 북부에 이르러서

한 가지는 서 �( 西 �) 로 뻗어 소백 산맥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동 �( 東 �) 으로 뻗어 울진군과 영양군

계에 이르러 백암산이 되었는데 �, 일월산은 태백산에서 바로 남으로 뻗어 내려와서 봉화군과

영양군계의 중간에 솟은 큰 산이니 경상북도 내에서는 최고의 산악지역이다 �. 일명 일위산
�( 日圍山 �) �. 일우산 �( 日雨山 �) 또는 쌍요악 �(雙魔숍 �)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일월산 �(�l�,�2�1�9�m�) 은 산세가 공중에 우뚝 솟아 대단히 웅장하고 수려한데 �, 도내에서는 소백

산 다음의 최고봉이요 국내에서도 영봉이며 거악이다�. 사방으로 산세를 둘러싼 것이 웅장하

고 거대하며�, 산정은 평평하고 급하지 아니하여 영양군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동북부의 진산

�( 鎭山 �) 을 이루었다 �.
동쪽으로 동해가 바라보이고 해와 달이 솟는 것을 먼저 바라본다고 하여 일월산 �( 日 月 山 �)

이라 이른다 한다 �. 일설에는 옛날 산정에 천지 �( 天池 �) 가 있었는데 그 모양이 일월 �( 日月 �) 같

다 하여서 일월산이라고 하였다 한다 �.
산악 곳곳은 계곡을 이루어 그 사이에 거목들이 울창하여 그야말로 고산임을 알 수 있다�.

일자봉에 올라서서 사방을 내려다보면 동으로는 멀리 동해를 바라보고 사방으로 대소의 산

맥들이 굽이쳐 산세가 마치 하나로 연결된 구름바다와 같이 한눈에 들어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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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월산은 그 지맥이 사방으로 뻗어 군내 여러 산맥의 주종을 이루었다 �. 이 산의 서쪽 월

간 �( 月 �i間 �) 과 동쪽 용화리 �( 龍化里 �) 에서 발원하는 하천이 도계리 �( 道演里 �) 에 이르러 합수하여

남으로 우회하여 낙동강의 동쪽 원류를 이루었다 �.

산의 정상 구릉지에 샘이 나고 천지가 있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양쪽에 두 봉이 있었는데

동쪽의 해 같은 봉은 일자봉 �( 日쫓峰 �) �, 서쪽의 달 같은 봉은 월자봉 �( 月쫓峰 �) 이라 하였다 �. 이
두 봉을 일컬어 일월산이라 한다 �.

제 �2목 흥림산 �( 興氣山 �)

홍림산은 일명 흑림산 �( 黑林山 �, �7�6�7�m�) 또는 흑림산 �( 黑뚫山 �) 이라 이르기도 한다 �. 일월산의
중간지맥이 일월변과 청기변 사이를 뻗어 내려온 거산이다 �. 예로부터 이 산은 산봉이 높고

잡목이 울창하여 바라볼 때 항상 검푸른 빛을 이루었으므로 흑림산이라 하였다 하는데 그

유래는 오래다 �. 이 산의 모습은 변하는 모양이 변화무상한데 오랫동안 가뭄이 계속하여 비

를 갈망할 때는 구름이 산허리를 돌아서 터져 오르면 하늘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단비가

내리므로 흥림산 �(興뚫山 �) 이라 이르게 되었다 한다 �.
가뭄이 심할 때 산정에 검은 구름이 단비를 내리게 한다 하여 이것이 예로부터 이 산의

영험이라는 설이 전해 내려오기도 한다 �. 그러므로 산하의 사람들이 예로부터 한기가 있든지

우기가 있을 때에 이 산을 바라보았다 한다�. 옛날에는 한발이 심하면 관가에서 처음에 사직

단에 기우하고 그 다음에 이 산에서 기우하고 마지막에 일월산에 기우하는 것이 관례가 된

영험있는 산이다 �. 이 산의 서쪽 나방촌 �( 羅方村 �) 에는 옛날에 흥림사 �(興뒀몫 �) 가 있었다 �.

제 �3목 추령 �(微領 �)

추령은 일명 호현 �( 씁뼈 �) 이라고 이르는데 속칭 가랫재이다 �. 일월면 가천리에서 수비변 오

기리로 넘어가는 교통로가 이 고개 위를 통과한다 �. 고갯길은 계곡으로 구비구비 고개 위를

돌아서 수비면 오기리에 이른다�.
고개 위에는 삼림이 울창한데 고갯길은 험준하여 수목이 빽빽하므로 사람과 말이 겨우

통했다 한다 �. 거의 십리 길이나 되는 재를 넙으면 수비면 오기리에 이르는데 �, 문암으로 우

회하는 것보다는 십리 정도 길을 단축하게 된다 �.

제 �4목 수양산 �( 首 �|場山 �)

수양산은 지금의 수비면 발리리에 소재하는데 �, 본래 수산 �( 水山 �) 이라 하였다 �. 옛날 병자호

란 후 명나라가 패망하고 오랑캐라고 멸시하던 청족 �( 여진족 �) 이 중원에 입주하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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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 년 �( 갑신 �) 에 이르러 청의 임금이 명나라 서울 연경 �( 지금 북경 �) 에 들어가서 명조를 패망

시키고 천하를 장악할 때 우리 나라의 어진 사람들이 모두 슬퍼하며 탄식하였다 �.

이에 석계 �(石演 �) 이시명 �( 李時明 �) 이 더욱 비분강개하여 수산이 유벽 �( 댐짧 �) 하고 소탈함을

취하여 수산 속에 들어가서 장생코자 하니 그때 사람이 백이 � 숙제의 고사를 들어서 수양

산 �( 首陽山 �) 에 비유하는 자 많아 그때 이후로 수양산이라 이르고 세상에 알려졌다 �. 산세가
그리 높지 아니하고 수려하며 외세가 맑고 아름답다 �. 옛날에는 이 산중에 보월암 �(寶月魔 �,

또는 寶林魔 �) 이라는 암자가 있었다 �.

제 �5목 검마산 �(劍摩山 �)

검마산은 수비면 발리리 동쪽에 솟았는데 영양군과 울진군과의 군계를 이루었으며�, 태백

산의 지맥이 동으로 내려오�}서 백암산으로 뻗어가는 중간에 위치하였다 �. 산의 모습이 하늘높

이 솟은 거산을 이루어 웅장하게 보인다 �. 이 산은 동쪽산허리의 중턱 이상이 흑갈색 암석으

로 형성되었는데 �, 산정에는 수목이 자라지 않아 순전히 석산 �( 石山 �)으로 석골이 공중에 솟은

것이 그 형상이 날카롭고 뾰죽하여 마치 칼자루를 빼어든 것 같으므로 검마산이라 이른다�.
이 산은 표고 �L�0�1�7�.�2�m 으로 산정이 높아 대낮에도 항상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산봉우리

구름에 가리워 구름과 안개가 걷힐 날이 없다 �. 삼동에는 흰눈이 산정을 덮어 백악이 우

뚝하게 솟은 모양이 거령이다 �. 이 산에는 향기 높은 산나물이 많이 나는데 �, 북쪽에는 옛날

겸마사 �(劍應몫 �) 가 있었고 �, 남쪽에는 문수당 �( 文秀堂 �) 이 있다 �. 이 산아래로는 영양군 수비면

과 울진군 평해면으로 통하는 길이 있다 �.

제 �6목 울련산 �(罷運山 �)

울련산은 일명 울람산 � 우련산이라 이르기도 하였다�. 수비면 동북쪽에 높이 솟은 산으로

그 높이가 �9�3�8�.�6�m 이다 �. 수비면 수하리의 동쪽에 솟아 울진군과의 군계를 이루었으며 �, 검마산

과 서로 조망한다 �.

울련산은 태백산맥의 동쪽으로 뻗어 산세가 수려하고 흡사 연꽃이 물위에 푼 모양이라

하여 우련산 �( 鎬運山 �) 이라고도 한다 �. 둘레가 광대하고 토질이 비옥하여 수목이 무성하고 거

목이 밀림을 이루는 산으로 �, 영양군 동부 군경계에 있는 거령이다 �. 이 산에는 여러 가지 산

나물과 약초가 있고 산 밑에는 옛날 암자의 유적이 남아 있다 �.

제 �7목 불길산 �(佛吉山 �)

수비면 북쪽에 위치한 산으로 높이는 �9�3�0�m 인데 신원리와 본신리의 경계를 하고 있다 �. 예



�2�2 좁 저 �1�2 펀 지 리

로부터 이 산에서 나는 황장목 �(黃陽木 �) 은 나무결이 단단하기로 유명하여 궁전건축 목재로

쓰였다고 한다 �. 일명 불갑산 �( 펴甲山 �) �. 불계산 �( ψ폈山 �) 이라고도 한다 �.

제 �8목 주령 �(珠鎭 �)

주령은 속칭 구슬재라 불린다 �. 수비변에서 울진군 평해면으로 통하는 도로가 이 구슬재

위를 통하게 되는데 양군의 경계를 이루었고 �, 옛날에는 이 고개가 강원도와 도경계를 이루

었다�.

주령은 태백산맥의 동쪽 지맥의 중간에 솟았는데 이 고개에 오르면 동해바다가 바라 보

이며 청명한 날에는 울릉도까지도 보인다고 한다 �. 고개를 넘으면 울진군인데 �, 깊은 계곡이

매우 험하지만 영양군 북부에서 영동지방 및 동해방면으로 통하는 유일한 도로이다 �.

제 �9목 오십봉 �( 五十峰 �)

오십봉은 수비면 죽파리와 울진군 온정면과의 경계를 이루는 거산으로 높이 �8�2�6�.�7�m 의 험

산인데 �, 특히 이 산에는 수목이 울창하다 �. 최근에 도로의 확포장으로 영양군 수비면과 울진

군 온정면과의 교통이 편리해졌다 �.

제 �1�0 목 도드름산

수비면 신암리 서북방에 위치하는데 �, 태백산의 중간 주령에서 높이 �9�7�3�m 의 명산이다 �. 서
북은 봉화군과 접하고 동남은 신암천으로서 산세 수려하며 일월이 돋아오는 형상이라 하여

도드름이라 하는데 여기서 갈라진 지맥이 일월산과 연결되어 있다 �. 수비면의 삼대 명산 �( 검

마산 � 울련산 � 도드름산 �) 의 하나로 유명하다 �.

제 �1�1 목 작약봉 �( 흰藥峰 �)

영양읍과 청기변 경계에 위치하는데 영양읍의 진산으로 작약 반계의 형국을 따서 작약산

이라 이른다�. 한발이 심할 땐 기우제를 지냈던 산으로 높이는 �7�2�6�m 에 달한다 �. 일명 영산
�( 英

山 �) 이라고 하며 또한 탕건봉이라고도 한다 �. 영양읍의 터 �( 첼 �) 를 작약반계형이라 하고 있는

데 아래와 같은 한시가 전해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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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陽둠基흙 �(혐藥半開形 �)

日月隆隆혐藥發 環鏡半邊體帶縣 龍起運花太ζ明 虎 �{�;�I�t 白運八水落

짧來뿔修月 뤘案 玄柱염�3쩔花 �I���'�,�r�.�"�l�:�.�1 結 送迎塞馬 �f풍衛尊 許與人間種德챙

제 �1�2 목 여기봉 �( 女技峰 �)

영양읍에서 상원리로 통하는 척금대 앞산으로 옛날 여기 �(女技 �) 가 놀았다고 하여 붙인 이

름이다 �.

제 �1�3 목 행곡령 �( 行哭鎭 �)

영양읍에서 용화사를 지나 청기면으로 통하는 고갯길이다 �. 옛날 조세인 곡물을 운반할 때

산이 험준하여 힘이 너무 들어 울면서 넘어간다는 뜻으로 행곡령이라 하였으나 �1�9�6�9 년 도로

개설로 불편이 해소되었다 �.

제 �1�4 목 읍령 �o立鎭 �)

석보면과 영덕군 창수면의 경계의 고개로 울치 또는 울티재 �(�5�2�7�m�) 라 한다 �. 이 고개는 수

십리를 지나도록 인가가 없고 삼림이 울창하여 낮에도 해를 가리우고 어두컴컴하여 옛날에

는 울고 넘는다 하였는데 �, 이 읍령재를 소재로 한 옛시가 �4�.�5 수나 있다�.

제 �1�5 목 명동산 �( 明童山 �)

동해안과 경북 내륙과의 분수령을 이루고 남으로 이어진 태백산맥 줄기가 �, 영양군 석보면

삼의리에 이르러 아담하게 솟아 명동산 �(�8�1�2�m�) 을 이루었으니 �, 산이름이 말해 주듯 산봉우리

와 그 주위가 완만한 구릉과 초원을 이루고 있다 �. �1�9�7�0 년 이 지역 일대를 고랭지 채소 재배

단지 및 목장으로 개발하였는데 �. 이것이 지금의 삼의목장이다 �.
이 목장은 목초지로 가꾼 면적만 하여도 �6�2 만 여평 �(�2�0�7 정보

�) 이나 되며 �, 소 �5�0�0 여 마리 �.

면양 �3�,�0�0�0 여마리를 입식시킬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춘 규모가 아주 큰 목장이나 �, 아직 본

격적인 개발과 합리적 운영을 기하지 못하고 현재 �5�0 여 마리의 면양만 기르며 넓은 초원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이다 �. 현대식 시설을 갖춘 목장으로 발전한다면 �, 주위의 자연경

관과 더붙어 좋은 휴양관광지가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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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항 하천 및 폭포

제 �1목 반변천 �( 半邊川 �)

반변천은 일월산 동쪽의 용화리에서 발원하여 문암리 입구에서 수비면 계리에서 흐르는

문상천과 합류하고�, 다시 남쪽으로 흘러 가천리의 장파천과 합류하고 �, 도계리에서 장군천과

합류하고 �, 일월면 곡강리와 영양읍 상원리를�돌아 대천리 입구에서 읍령에서 들어오는 동천

과 합류한다 �.
이곳에서 다시 남하하여 입암면 선바위 앞에서 서쪽에서 흘러 들어오는 정계천과 합류하

여 크고 맑은 하천을 이루는데�, 여기서부터는 하천의 폭이 넓어지고 수심도 깊어진다 �. 그리
고 신구리 � 삼산리를 돌아서 방전리 입구에서 동쪽에서 흘러오는 화매천 �( 花梅川 �)과 합류하

여 청송군 진보면으로 흘러 내린다 �. 이상을 통틀어서 반변천이라 하는데 낙동강의 통쪽 원

류를 이룬다 �.
반변천 유역에는 대소의 기름진 평야가 전개되고 풍부하고 맑은 물이 여러 곳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더불어 일대 장관을 이루는데�, 이곳은 청정수역으로 이 고장의 자랑거리이다 �.

제 �2목 장군천 �(將軍川 �)

일월산의 서쪽 일월면 도곡리에서 발원하여 가곡리와 주곡리 앞을 흘러내려 도계리 입구

에서 통쪽의 반변천과 합류한다 �. 영조 �4년 �(�1�7�2�8 �) 이인좌 등의 난 때 본현의 의병장이던 오

삼달의 고사를 쫓아 장군천이라 한다는 전설이 있다�. 일명 주계전 또는 매계천이라고도 한다 �.

제 �3목 문상천 �( 門上川 �)

일월산 동쪽 기늙인 수비면 계리에서 발원하는 문상천은 일월면 문암리 근처에 이르러 반

변천과 합류한다�.

제 �4목 장파천 �( 長城川 �)

수비면 오십봉에서 발원하여 송하리를 돌아서 가천리 입구에서 북쪽의 반변천과 합류하

여 반변천의 주류를 이루었다�.

제 �5목 청계천 �(춤漢�) �I�I�)

일월산의 서쪽 기늙인 청기면 당리에서 발원하여 청기면 무진 �, 기포 �, 정족 �, 청기리를 돌아

서 남으로 변의 경계를 관류하여 흥림산 서사면 지류 및 장갈령 동사면 지류와 합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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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연당리 부용봉 앞에서 반변천과 합류하여 낙동강에 유입된다 �( 현재 행정기관에서는 이

하천을 동천으로 표기하고 있다 �) �.

제 �6목 화매천 �(花梅川 �)

석보면 명동산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화매리 � 원리리를 돌아서 방전리 입구에서 반변천

에 합류한다 �. 일명 석천 �(石川 �) 또는 석계 �(石溶 �) 라 이르기도 한다 �.

제 �7목 장수포천 �( 長水浦 �}�I�I�)

수비면 중동부에서 발원한 백운천 �( 白雲 �J�l�I�) 은 울련산과 검마산�선우봉 사이로 서류하여

신원리 장수계 �( 長水홉 �) 에서 발리천 � 오기천과 합류하고 수하리에서 장수포천으로 이동하여

동북류하고 신암리 입구에서 신천 �( 新川 �) 과 합류하여 북동부 울진군과 경계하면서 왕피리에

서 동류하는 왕피천과 합류하여 동해에 이른다 �.

제 �8목 동천 �( 東川 �)

영양읍과 영해 사이에 있는 읍령 서쪽 기숨에서 발원하여 영양읍 무창 � 화천리를 돌아

서쪽으로 흐르다 대천리 입구에서 반변천과 합류한다 �( 현재 행정기관에서는 이 하천을 하원

천으로 표기하고 있다 �)�.

제 �9목 폭 포

영양군은 산이 높고 골이 깊어 �, 여러 곳에 절경을 이룬 크고 작은 폭포가 있으니 그 중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s 팔수곡 �( 八水유 �) 폭포 �: 영양읍에서 청기변으로 가는 입구 �l�k�m 지점에 위치하며 �, 그 높이

는 �3���4�m 에 불과하나 폭포수가 떨어지는 곳이 웅덩이가 아니고 반석인데 그 주위가 천

연적으로 동굴 모양을 이루고 바닥은 평평한 석대라 수십명이 둘러 앉아 목욕할 수 있

다 �. 특히 신경통 � 안질 � 가려움증에 효험이 있다 하여 여름철이변 많은 부녀자들이 이

곳을 찾아든다�.
�a 감천 �(�i�t 川 �) 폭포 �: 영양읍 감천리 반변천과 접한 국도변에 위치하며 �, 그 높이가 �1�0�m 를

넘는 폭포인데 주위가 석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폭포수가 쏟아지면 장관을 이루지만 수

원이 많지 않아 갈수기 �( 泡水期 �) 에는 폭포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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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7�J 영양군의 하계망도



�g 면 개소
소하천 연장 제방 ÅðÇ¥�(�m�) 호안연장 구조물 몽리구역

�(�m�) 정 비 미정비 �(�m�) (개소) 농경지 �(�h�a�) 건 물(채)
계 �1�9�3 �4�2�7�.�5�4�0 �6�8�8�.�4�4�0 �1�6�6�.�4�4�0 �4�6�.�6�0�0 �1�8�6 �5�6�6 �1�3�8�2

여야。。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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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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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 �3�4 �1�4�1 �2�8�7

석보면 �3�1 �6�2�.�5�0�0 �6�2�.�2�0�0 �2�6�.�8�0�0 �6�.�4�0�0 �2�8 �8�1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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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의 사자암 폭포 석보면 삼의리 명동산 �( 明洞山 �) 계곡에 있는데 높이가 �7���9�m 나 되며

주위 경관이 좋으나 교통이 불편하여 찾아드는 사람이 없다 �.
� 화매 �( 花梅 �) 폭포 석보면 화매리에서 삼의리으로 가는 길목의 상 � 중 � 하 세곳에 폭포

가 있다 �. 그 중에 중간에 있는 폭포가 가장 경관이 좋으며 �, 아래쪽에 있는 폭포는 수리

시설로 물에 잠겨 지금은 볼 수 없다 �. 그리고 절터라는 곳에 폭포가 있는데 군내 폭포

중 가장 경관이 좋지만 이곳도 교통이 불편하여 찾는 사람이 없다�.
� 상계 �( 上桂 �) 폭포와 하계 �( 下桂 �) 폭포 �: 수비면 계리 �(桂里 �) 에 있는 형제 폭포로 규모는

작으나 주위 경관이 좋다 �.

〈표 �2�-�7�) 영양군의 하천 현황

저 �1�3 항 평 야

우리 나라는 전역에 걸쳐 평야의 발달이 미약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 특히 발

달된 평야들은 대하천의 하류에서나 볼 수 있고 �, 중상류 지역에서는 소규모로서 자랑할 만

한 것은 거의 없다�. 낙동강 하류의 김해 평야는 우리 나라 최대 규모의 퇴적평야를 자랑하

고 있으나�, 그 상류는 주로 분지 지역으로 침식평야가 대부분이다 �. 예천군이나 안동에서는

그나마 평야가 발달하고 있어 들이라고 불리는 농경지가 발달하였으나 �, 영양군은 태백 산맥

이 웅장하게 뻗고 있는 기숨으로 논보다는 밭으로 사용하는 구릉지 내지는 산간 분지가 넓

게 발달되어 있다�.
따라서 영양군은 낙동강의 상류 지역으로서 충적평야의 발달은 극히 미약하다 �. 평야는 주

로 분지의 형태인데 �. 반변천의 지류인 장군천과 장파천 � 청계천 � 동천 � 화매천 등의 하천

유역에 소규모로 발달하고 있다 �.
영양군에 위치한 평야의 토양은 주로 흑운모 화강암과 사암 및 현무암 등이 풍화된 석영

과 장석 및 사질이 대부분이며 �. 특히 평야지대의 대부분은 점토질 양토로서 강수량이 풍부

할 경우 벼농사에 유리한 토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러한 점토질 양토는 수분을 함유하는

성질이 강해 오랫동안 수분을 유지시켜 주며 �, 식물의 뿌리를 통해 수분이 적절히 흡수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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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도움을 준다�. 산지나 구릉지 등에 발달한 소규모의 평지들은 산록 완사면적인 성격

이 강해 대부분이 화강암이 오랜 기간 동안 풍화된 산지토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영양군의 전체면적 대비 농경지는 �1�0�% 에 불과한데 논으로 이용되는 경지는 불과 �3�0�% 정

도에도 미치지 않는다 �. 이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고도가 높고 경사진 경지가 대부분인데다 �,

기후적으로 냉온대 계절풍대에 속하여 농경 생활에는 다소 불리한 편이다 �- 반변천을 따라

그 상류의 지역은 산지토와 사질 � 이질 � 점토 양질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 그 하류로 갈수록

점토질 토양이 점점 우세하기 때문에 평야의 발달 또한 반변천 하류 지역이 더 넓게 나타난다 �.
인간 문명의 발달이 대하천 유역의 용수의 구득과 농경이 적합한 지역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서만 보더라도 �, 영양군은 타지역과의 교통이 불편한 산간 지역으로 충적 평야의 발달

보다는 하천 유역의 소규모 벼농사 지대가 펼쳐질 뿐이다 �. 특히 영양군은 지질과 토양 및

지형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 논농사보다는 특산물인 고추와 담배 등의 밭작물이 그

명성을 자랑하고 있다�.

제 �3절 지질 빛 토양

저 �1�1 항 지 질

경상북도의 지질 구조는 크게 소백산 지괴와 경상 분지 및 포항 분지로 대분할 수 있다�.

제 �1목 소백산 지괴

소백산 지괴는 대략적으로 낙동강의 본류 서북쪽 지역에서 소백산맥을 주축으로 하여 주

로 울진군 � 봉화군 � 영주시 � 문경시 � 상주시 � 선산군 서부 � 성주군 지역에 분포해 있는데�,

개마 지괴 및 경기 지괴와 더불어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지괴로 알려져 있다�.
주로 화강 편마암과 변성 퇴적암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중생대 쥐라기의 대보 조산운

동 때에 이에 관입한 대보 화강암이 이 변성암들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문경시 일대는 고생대 퇴적암층인 조선계와 평안계에 대비되고 있는 석회암질의 영월층

군과 탄층을 보유한 홍점층군이 분포하여 경북의 주요 탄전과 시멘트 공장의 분포지를 이

루고 있다‘이 밖에도 석회암질층에는 성류굴과 영월굴 등의 석회 동굴이 았어 주요 관광

자원이 되고 있다�.

제 �2목 경상 분지

경상 분지는 소백산 지괴와 포항 분지를 제외한 경북의 대부분 지역으로 일본 큐슈의 북

부를 포함한다 �. 주로 중생대 백악기 퇴적암과 그 위를 덮은 화산암 및 심성암으로 되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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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층군과 하양층군 � 유천층군 � 불국사 관입암층군 등으로 세분된다�.
특히 하양층군에는 경상 분지가 화산활동의 영향을 받아 퇴적물이 쌓여 형성된 지층으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 본 층의 퇴적 당시 경상 분지는 영양 분지
� 의성 분지 �

밀양 분지 등으로 나누어진 지반 위에 퇴적된 것이다�. 이들의 하부는 칠독층과 신라역암
�

함안층 � 진동층 등으로 세분된다 �.

제 �3목 포항 분지

포항 분지는 포항을 중심으로 영일군의 동부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 울산만에서 영덕군

의 영해에 이르는 해안 지역에 주로 분포한다 �. 지층의 하부에는 양북층군이 �, 상부에는 연일

층군을 이루어 신생대와 중생대의 선신세에 걸쳐 형성되었다 �.
양북층군은 금광동층과 세계동층 � 범곡리층 등으로 구분되고 �, 연일층군은 대곡층 � 송무동

층 � 이동층 � 포항층 등으로 구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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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때�1

디新生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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盟캘 片解岩系

�[ 그림 �2 �-�8�] 경상분지 지질도 �( 장기흥 �,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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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9�] 영양군의 지질도 �( 국럽 지질광물 연구소 �, �1�9�7�3�)

구조

영양군의 북부 및 서북부 지역 즉 도계리 및 예안 지역에서는 경상계 누층의 기저역암으

로서 울연산층의 발달이 현저하나 �, 본 지역에 있어서는 이 기저역암층의 발달이 거의 무관

될 정도로 남서단부에 두께 �1�m 내외의 역암층이 불연속적으로 약간 나타나는데 �, 이는 극히

작은 분포를 보일 뿐인 만큼 본 지역에서는 이 앓은 역암층을 동화치층으로 바꾸어 불렀다 �.
동화치층 상위에 놓이는 가송동층은 동화치층에 비하여 담록회색을 띠우는 암층이 우세하

게 발달되는 경향이 있다�.
경상계 누층의 지질시대에 있어서 하부로부터 동화치층 및 가송동층을 낙동통으로 �, 청량

산층군 및 도계동층을 신라통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커다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영양군의 남쪽 청송 지역과 그 인접 지역은 영양 분지와 경상분지와 연

결되는 지역인데 길안면 구수리와 남후변 하아리를 잇는 대단층 �( 역단층 �) 이 청송 지역에까

제 �4목 영양군의 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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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미치지는 못하나 이 지역에서 소멸된다면 영양 분지의 동화치층 �( 이 지역의 남단부에 분

포 �) 은 대구와 영천 지역에 발달하는 대구층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본 지역에 분포되는 경상

계 누층은 모두가 신라통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 그러나 현재까지 이 대단층이 청송 지역

의 연속이라는 여부 및 그 발달 상태가 완전히 구명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정확한 기록

은 아직도 미비한 상태이다 �.
영양군의 지질 구조는 남동 및 남서부의 화강암류 분포 지역과 기타 지역에 걸쳐 광범위

하게 발달된 경상계 암층의 분포지로 양분된다고 볼 수 있다 �.

〈표 �2 �-�8�) 영양군의 지질 계통표

�1�. 화강암 지역

영양군의 남서단부에 분포하는 흑운모 화강암 및 남동단부의 각섬석 흑운모 화강암은 모

두 시대 미상의 양구동층의 석회암 � 석회 규산염암 � 각섬석 � 편마암 및 편암류를 관입하여

이들을 대소규모의 포획암으로서 내포하여 �, 도처에 산재시키고 있으며 경상계 동화치층에

의하여 부정합으로 피복되고 양구리에서 창수원 부근에서는 가송동층의 적갈색 이암층과

단층접촉을 한다 �.

�2 경상계 분포 지역

영양군의 거의 전역을 차지하는 경상계 누층의 분포 지역에서는 소규모의 화성 관입체를

포함한다 �. 서로 인접한 지역에서 반화강암 및 화강반암이 암주역은 맥암으로 경상계 누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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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입하였으며 비봉산 및 광덕산을 중심으로 본 지역 동부의 수개처에서 규장암이 관입하고

있는데 비봉산에서는 암경�, 광덕산에서는 관입암상과 암맥의 복합 형태로 �, 그리고 기타 지

역에서는 앓은 관입암상으로 산출된다�. 또한 백청리 부근의 분지에서는 장경 �1�k�m 내외의

대소 암경상의 반상 안산암이 집약적으로 관입하였다 �.

�3�. 스 고
�t 펴 -기

영양군에 발달된 습곡은 �w�a�r�p�m�g 정도이며 단층 및 화성암의 관입으로 인하여 국지적으

로 비교적 급경사를 보여 주는데 이러한 지층의 급경사는 단층의 규모 및 성인에 따라 차

이를 보이나 보통 단층면으로부터 �1�0�0�m 내외 �, 넓은 곳은 �1�.�0�0�0�m 이상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
비봉산의 주변 규장암 관입 접촉부에서의 지층의 주향은 지질 경계선을 따라서 우회하며

경사는 관입암체로부터 밖으로 약 �4�0 。기울어진다 �. 단층에 의한 지층 경사의 급변의 대표적

인 예로서는 양구리에서 창수원 간의 양구단층을 따라 폭 �5�0 �O�m 가량은 �6�0�0�N 내지 수직 경

사를 보이는 가송동층을 들 수 있다�.

�4�. 단 층

영양군 지역에서 발달되는 단층은 방향성 및 그 성질로 보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남북 방향의 단층은 단층면의 방향이 �N�S�. �N�5 ° ���2�0�0�E 의 것으로 규모가 가장 크

고 계단 단층을 형성하고 있어서 서에서 동으로 가면서 지괴가 하강하였다 �. 동일 단층의 연

장상에 있어서도 곳에 따라 낙차의 변화가 급하며 이들 단층의 경사는 거의 수직에 가까우

나 �8�0 °

���8�5 。가량 동향하고 있어서 일종의 정단층이라고 할 수 있다 �. 이들 단층의 형성 시기

는 규장암의 관입시기와 거의 때를 같이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 이에 속하는 단층으로는 천

곡단층 � 후평단층 � 세천단층 � 소계단층 및 기타 소규모의 단층들이 있다�. 둘째 �, 북서 �- 북

동 방향의 단층은 지역에 따라 달리하는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 즉 영양에서 지경리를

잇는 남북방향을 경계로 하여 서측에 발달하는 주향 �N�3�0�" �� �4�0�0�E 방향의 단층과 동측부에 발

달하는 주향 �N�3�0�" �� �4�0�0�W 의 단층으로 구분되며 �, 그 규모로 보아 전자는 소규모의 것인 데

비해 후자는 비교적 대규모의 것이 발달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 이들의 생성 시기는 남북 방

향의 단층에 전후해서 동시대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 셋째는 동서 방향의 단층으로 양구리에

서 창수원을 잇는 부근의 양구단층 하나만이 기재되고 있는데 양구리와 창수원 중간 지점

에서는 본 단층선을 따라 발달되는 폭 �2�m 내외의 석회암 각력대가 노출되는 곳도 나타나

며�, 창수원 쪽으로는 본 단층선을 따라 반화강암질 암맥이 관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

이 반화강암맥의 주향은 거의 �E�W�, 경사 �8�0�0�S 를 보여준다 �. 본 단층에 의하여 가송동층은 기

반암인 각섬석 흑운모 화강암 및 석회암과 접하는 것으로 보아 이 곳에 발달하는 유일한

역단층으로 볼 수 있다�.



제 �1장 지리적 배경 �I�I�I �3�3

저 �1�2 항 。 �t
�o

한반도의 토양은 주로 해안지역과 하천 범람지 내륙 평탄지와 곡간지 �, 구릉지역과 산악지

및 고산악지역의 형태로 구분되어 연구되고 있다 �.
소위 영양분지는 백악기의 경상계 퇴적분지로서 상부에 해당하는 신라통의 청량산층의

오십봉멤버와 도계동층의 하부에 현무암류를 갖는다 �. 도계동층의 하부에 용류한 현무암은

도계동층 하부에 있는 불연속적인 안산암류와 대비되는지는 미상이나 층서적인 유사성은

있다�. 오십봉 멤버 하위에서는 현무암으로 주구성되나 상위에서는 현무암 및 역암 � 사암 � 셰

일 이암과 호층을 이루며 최소 �2회에서 최대 �1�1 회의 분출 활동이 있어서 영양을 중심으로 장축

�3�0�k�m�. 단축 �2�0�k�m 의 길이로 약 �6�0�0�k�m�2 범위의 타원형을 이루고 있다 �.

제 �1목 해안 평탄지

이 토양군은 하해 혼성 충적층을 모재로 한 토양으로 해안 평탄지인 형산강과 오십천 �, 송

천의 하류에 분포한다 �. 이들 지역은 지하 수위가 높고 해수의 침입을 받아 회색토 및 염류

토가 조성되고 양질 내지 식질 토양에 의해 대부분이 논으로 이용되고 있다 �.

제 �2목 하천 범람지

소하천의 인근이나 큰 강안에 전개된 평탄지에 발달한 토양인데 낙동강의 본류와 지류인

길안천 � 미천 � 내성천 � 위천 � 갑천 � 금호강 � 회천 및 반변천을 비롯하여 형산강과 선대천

의 범람지에 분포한다 �. 이 지역은 하성 충적층을 모재로 한 충적토 및 회색토가 분포하여

사질토의 장점인 배수가 양호하고 토심이 얄다 �. 토지의 대부분이 논으로 이용되고 간간이

밭으로도 이용된다 �.

제 �3목 내륙 평탄지 빛 프주간지

이 지역에 분포한 토양은 상부로부터 운반 퇴적된 토양으로 하성 충적토에 비하여 비교

적 운반 퇴적된 거리가 짧고 지형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 풍화 충적층을 모재로 한 회색토

및 충적토로서 양질 � 식질 � 사양질의 특성을 갖는데 토심이 보통이고 경지로 이용된다 �. 주
로 금호강 주변과 영천 일대에 분포하고 영양군 � 금릉군 � 영풍군에서도 발견된다 �.

제 �4목 저구릉지

해발 �3�0�0�m 이하이고 경사 �3�0�% 미만의 저구릉지는 낙동강 지류에 연하여 산재해 있다 �.

이들 저구릉지에 분포하고 있는 토양은 각 암석의 풍화 잔적물을 모재로 하여 생성된 토양

인데 산지 개발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



�3�4 홉 저 �1�2 펀 지 리

적황색토 및 암색토는 안동시 서후면 � 풍산면 �, 선산군 산동면 �, 금흥군 아포면 � 남면 �, 영일

군 조천읍 � 구룡포읍에 분포하는데 식질 � 양질 사양질의 토양이며 토양배수가 양호하다 �. 기
타 사력토 � 산성 갈색삼림토 � 적갈색토 등은 자연적 비옥도가 낮고 유기물의 함유량이 매

우 적으며 �, 약산성으로서 농경에 불리한 편이다 �.

제 �5목 구릉 빛 산악지

소백 산맥과 태백 산지에 인접한 해발 고도가 비교적 높은 지역들이다 �. 급경사이기 때문

에 토양의 유실이 많으며�, 침식에 의해 유효 토심이 얄고 사력토가 현저하다 �. 산성 갈색 삼

림토 � 암력토 � 적황색토가 분포하는 지역은 시생대와 원생대의 화강 편마암계가 넓게 분포하는

낙동강 본류의 이서지역과 낙동분지의 화강암 � 편암 � 감록암의 풍화잔적토가 일반적이다 �.
자연비옥도는 매우 높고 유기물 함량이 양호하여 양질 내지 식질의 토성을 나타낸다 �. 토

지 이용은 임목지나 초지가 일반적이고 부분적으로 개간이 이루어져 경지로 이용되는 곳도

적지 않다 �.

제 �6목 고산악지

영양군을 비롯한 청송군과 영덕군의 고산 지대에는 산성 갈색 삼림토 및 부식질 암력토

가 분포하고 있는데�. 양질의 토성을 나타낸다 �. 일명 산지토라 불리는 이 갈색토는 각종 영

양 염류가 풍부하여 아주 비옥한 편이나 이 지역의 지대가 높아 농경에는 아주 불리한 편

이다 �. 이러한 지역에서는 버섯과 산나물의 재배가 용이하여 토지 이용상 특용 작물의 재배

가 적합한 곳이라 할 수 있다�.

제 �4절 기 후

기후란 어떤 장소에서 매년 되풀이되는 정상적인 대기현상의 종합 평균 상태이다 �. 정상적

인 대기 현상이란�, 어떤 짧은 기간이나 국부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이 이-니라장기간에 걸친 현

상을 말하며 �, 하나하나의 대기 현상이 아니라 대기 중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의 전체를 뜻한다 �.
그러므로 위도 � 고도 � 지형 � 하천 � 식생 등의 기후인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바람 � 기

온 � 강수 � 일조 � 습도 등의 기후요소로 종합 표현된다 �.

저 �1�1 항 기후 통계 자료

각종 기상자료는 주로 �3�0 년 또는 그 이상의 자료를 종합하여 고시하는데 �. 영양군은 안동

기상대에 인접하여 비교적 정확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l 평균

평 균 �1�0�.�8 �1�1�.�3 �1�0�.�7 ���¹�m �8�.�6 �5�1�.�7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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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4.1 �-�2�.�0 �.�7�·0��u �-�4�.�9 �- �6�.�6 �- �2�1�.�3 �-�4�.�3

2월 �2�.�7 �1�.�2 �- �0�.�2 �-�2�.�4 �- �5�.�1 �-�1�1�.�6 �-�2�.�3

3월 3.6 5.1 3.7 2.4 1.3 �1�6�.�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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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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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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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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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3�.�2 �2�4�.�3 �2�2�.�1 �2�4�.�8 �2�6�.�3 �1�2�0�.�7 �2�4�.�1

9월 �1�9�.�2 �9�.�6 �1�9�.�6 �1�7�.�2 �1�8�.�0 �9�3�.�6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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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ÆÔ �3�.�6 �3�.�9 �6�.�5 �3�.�5 �3�.�8 �2�1�.�3 �4�.�3

�1�2ÆÔ �Q�¹�o �1�.�0 �- �2�.�1 �-�2�.�3 �2�.�5 �- �5�.�0 �1�.�0

구 �'�=�' �1�9�9�1 �1�9�9�2 �1�9�9�3 �1�9�9�4 �1�9�9�5 ¬¨�l ¬à�i�l�i�C�>ø 균��

평 �i�f�: �1�7�.�6 �1�8�.�1 �1�6�.�9 �1�7�.�6 �1�5�.�7 �8�5�.�9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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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4 �4�.�4 �3�.�1 �2�.�6 �0�.�1 �1�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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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9.8 �9�.�3 �1�0�.�7 �8�.�7 �7�.�4 �4�5�.�9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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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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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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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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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8�.�3 �2�9�.�0 �2�6�.�2 �3�1�.�6 �3�1�.�8 �1�4�6�.�9 �2�9�.�4

9월 �2�5�.�8 �2�5�.�4 �2�5�.�8 �2�4�.�5 �2�4�.�2 �1�2�5�.�7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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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ÆÔ �1�2�.�6 �1�2�.�1 �1�1�.�7 �1�1�.�0 �1�2�.�6 �6�0�.�0 �1�2�.�0

�1�2ÆÔ �7�.�4 �6�.�7 �4�.�1 �4�.�3 �5�.�3 �2�7�.�8 �5�.�6

제 �1장 지리적 배경 �i�l�l �3�5

〈표 �2�-�9�) 영양군의 평균 기온 �(�'�c�)

〈표 �2 �1�0�) 영양군의 최고 기온 �(�'�C�)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l 균펴。

평균 �5�.�1 �5�.�7 �4�.�7 �4�.�1 �3�.�1 �2�2�.�7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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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ÆÔ �-�1�0�.�0 �-�7�.�7 �-�9�.�0 �-�1�0�.�5 �- �1�2�.�5 �- �4�9�.�7 �- �9�.�9

�2ÆÔ �-�8�.�3 �-�I�L�l �-�5�.�9 �-�8�.�1 �-�1�1�.�4 �-�4�4�.�8 �-�9�.�0

3월 �-�1�.�4 �1�.�4 �3�.�2 �- �3�.�9 �-�4�.�2 �-�1�1�.�3 �-�2�.�3

4월 2.9 �6�.�2 �3�.�0 �3�.�6 �-�1�.�0 �1�4�.�7 �2�.�9

�5ÆÔ �8�.�6 �8�.�7 �9�.�2 �9�.�4 �5�.�2²È �4�L�l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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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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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9�.�4 �2�0�.�9 �1�8�.�0 �1�9�.�2 �2�2�.�2 �9�9�.�7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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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ÆÔ �5�.�7 �6�.�2 �4�.�0 �4�.�1 �8�.�1 �2�8�.�1 �5�.�6

�1�1ÆÔ �- �3�.�1 �- �2�.�3 �1�.�4 �2�.�6 �- �2�.�7 �-�9�.�3 �-�1�.�9

�1�2ÆÔ �-�3�.�9 �-�4�.�8 �-�8�.�1 �- �8�.�1 �-�8�.�4 �-�3�3�.�3 �-�6�.�7

�3�6 �I�I�I 저 �1�2 펀 지 리

〈표 �2�-�1�1�) 영양군의 최저 기온 �C�c�)

�m�m
�"�C �"�C

�3�0�0

�5�0

�2�5�2�5

�1�0�0 �5 �5

�2�5�0 �2�0 �2�0

�2�0�0 �1�5 �1�5

�1�5�0 �1�0 �1�0

�o �0

�1 �2 �3 �4 �5 �7 �8 �9 �1�0 �1�1 �1�2月
�5 �-�5

�o �5�0 �1�0�0 �1�5�0 �2�0�0 �2�5�0 �3�0�0 �m�m

�[그림 �2 �-�1�0�] 영양군의 기온과 강수량 �[ 그림 �2�-�1�1 �] 영양군의 클라이모 그래프



구 분 �1�9�9�2 �1�9�9�3 �1�9�9�4 �1�9�9�5 ¬¨�| 평균

겨1 1.097.6 782.0 1.358.6 687.9 732.2 4.658.3 931.8

1월 �2�1�.�5 �2�8�.�3 �2�0�.�3 �2�5�.�8 �1�5�.�0 �1�1�0�.�9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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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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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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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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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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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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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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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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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ÆÔ �3�.�0 �1�5�.�5 �2�5�.�0 �l�1�1�.�5 �3�1�.�0 �1�8�6�.�0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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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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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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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장 지리적 배경 홉 �3�7

〈표 �2�-�1�2�) 영양군의 월별 강수량 �(�m�m�)

�[그림 �2�-�1�2�J 경북의 언평균 강수량

저�1�2항 기 온

중위도의 대륙 동안에 위치한 우리 나라는 한서의 차가 큰 대륙성 기후로서 겨울은 시베

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아 한대 기후�, 여름은 북태평양 기단과 오호츠크해 기단의 영향을 받

아 열대 기후를 방불케 한다 �. 한겨울의 혹한과 한여름의 무더위 및 간간이 찾아드는 태풍은



구 닙
연평균기온Cc) 최한월( �1ÆÔ�) 평균기온Cc) 최난월(8월) 평균기온Cc) 연교차Cc)�} ��-

대 구 �1�3�.�0 �- �0�.�9 �2�6�.�1 �2�7�.�0

포 항 �1�3�.�2 �0�.�7 �2�5�.�2 �2�4�.�5
닝 산 �1�4�.�0 �2�.�2 �2�5�.�5 �2�3�.�3�I
。

릉 τ �1�2�.�0 ®¼�0�.�/ �2�3�.�7 �2�3�.�0µ��f�o�.�:�c

�3�8 �i�i�i 저 �1�2 펀 지 리

한반도 전역에 걸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사항이나 타지역에 비해 강수량이 다소 적은 소

우지역을 나타내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
영양군의 연평균 기온은 전체적으로 �1�3�'�e 이상 �( 울릉도 �l�t�e�) 이며 �, 내륙에서 해안으로 그

리고 북에서 남으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진다 �. 지역별로 기온의 분포 및 변화 특성을 살펴

보기 위하여 유형별로 대표적 도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1�3�> 각 시도별 기온분포

연평균 기온은 남해안 지역의 부산 및 충무 등은 �1�4�'�e 에 달한다 �. �I 월 평균 기온은 대구는

영하로 내려가나 타도시는 영상인데 특히 부산은 �2�.�t�e 로 가장 높다 �. 포항은 �O�.�T�e 로 같은

위도의 내륙이나 서안보다 고온인 것은 동계에 탁월한 북서 계절풍이 태백산맥을 념을 때

일어나는 펀 �( �F�o�h�n�, 風잣 �) 현상의 영향이다 �. 최난월인 �8월 평균 기온은 내륙에 위치하는 대구

가 �2�6�.�r�e 로 가장 높고 부산 � 포항은 거의 비슷하며 �, 울릉도는 �2�3�.�T�e 로서 낮다 �. 따라서 연교

차는 대구가 가장 크고 다음이 포항이며 부산과 울릉도는 가장 낮다 �. �8월의 일 최고 기온의

평균을 살펴 보면 월평균 기온 및 기온의 연교차의 극치에 있어서도 대구를 위시한 영남

내륙의 각 지점에서는 일평균 기온 �4�0�0�e 이상의 기록을 볼 수 있다 �. 따라서 기온의 분포 및

변화 특성을 비교하여 볼 때 �. 대구는 내륙적 �, 그리고 부산과 울릉도는 해양적 �. 포항은 해안

에 위치하나 지형적 인자의 영향으로 중간적인 특성을 나타낸다고 보겠다 �. 영양군은 내륙지

방으로 대구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

제 �1목 연평균 기온

영양군의 연평균 기온은 �I�O�.�3�'�e 로서 경북 평균보다 다소 낮다 �. 경북 북부 산간 지방은 연

평균 기온이 �I�r�e�, 동해안과 남부 지방은 �1�3�.�3�'�e 로 높게 나타나 기온 분포의 남북성이 반영

되고 있는데 �, 영양군은 산간 내륙 지방으로 기온의 일교차와 연교차가 심한 편이다 �.

제 �2목 겨울 기온

한반도 전체가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하의 기온을 나타낸다 �. 경북 북부

산간 지대인 봉화 일대가 �4�.�t�e�, 포항 부근의 동해안이 �O�.�6�'�e 의 범위이며 �, 경북 북부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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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 기온이 중부 내륙 기온과 같은 반면에 �, 영덕 이남의 동해안 지방은 영상의 기온으로 동

해안 기온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이는 경북 내륙 지방은 북서 계절풍의 영향을 강

하게 받는 데 비해 �, 동해쪽은 태백 산맥이 차가운 북서계절풍을 차단하고 동해의 따뜻한 난

류의 영향으로 겨울철의 기온이 같은 위도의 서해안에 비해 훨씬 따뜻해지기 때문이다�.
영양군의 겨울철 기온은 최한월 �(�1 월 �) 평균기온이 �4�.�3�'�C 정도이며‘ �1�9�9�0 년에는 최저 �-

�1�8�S�C 까지 내려 가기도 하였다 �.

�[그림 �2 �1�3�J 경북의 언평균 기온

�[그림 �2�-�1�4�J 경북의 �1 월 평균 기온 �[그림 �2�-�1�5�J 경북의 �8월 평균기온



�4�0 �I�I 제 �2펀 지 리

제 �3목 여름 기온

영양군의 여름 기온은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아 �, 열대 기후를 방불케 하는 고온 현상

이 나타난다 �. 장마가 계속되는 �6월말에서 �7월 중순까지는 일 최고 기온이 �3�0도를 념지 않으

나�, 장마가 끝나면서 �3�0�'�C 를 넘어 최난월이 되는 �8월에는 무더위가 절정을 이룬다�. �8 월 평균

기온은 전국이 �2�4�'�C �� �2�6�'�C 이며 대구를 중심으로 한 남부 내륙 지역은 일 최고 �3�0도 이상의

날이 �2�0 일 이상 지속된다 �. 경북은 �2�4�.�9�'�C �� �2�6�.�9�'�C 로서 �, 우리 나라 일 최고 기온들이 거의

경북에서 성립된다 �.
영양군의 �8월 평균 기온은 �2�4�.�1 �'�c 로서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를 나타내는데 �. �1�9�9�4 년에는 최

고 기온이 �3�6�.�8�'�C 까지 오르기도 하였다 �.

이러한 고온 현상은 동해쪽의 바람을 태백 산맥이 차단하고 �, 서쪽과 북쪽은 소백 산맥이

차단하여 펀현상을 유발하여 바람 의지 사변인 영양군을 고온 건조하게 만들고�, 남쪽은 바

다와의 거리 즉 격해도와 지형적인 영향에 의해 비구름인 난층운이 이 지역까지 거의 도달

하지 못하여 경북 남부 지방 일부에만 약간의 강수를 동반할 따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

양군을 비롯한 경북 내륙 다시 말해 낙동강 중상류 지역은 북한의 대동강 하류와 개마 고

원 등과 더불어 우리 나라의 �3대 소우 지역이자 여름철 기온이 최고로 올라가는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

저 �1�3 항 강 수 량

우리 나라의 연강수량 분포를 보면 내륙 지역 특히 대구 분지는 �1�.�0�0�0�m�m 이하이나 남해

안으로 갈수록 증가하여 남해안형 지역에서는 �l�A�O�O�m�m 가 넘는다 �. 특히 지리산의 남쪽에 위

치하는 진주는 습윤한 남서기류가 높은 산지에 교호함으로써 �1�.�5�0�0�m�m 이상의 최다우지를 이

룬다 �. 울릉도는 �1�.�3�0�0�m�m 이상의 다우지이나 특히 강수량의 계절적인 분포에 있어서 동계 �(�1

�2���2 월 �) 의 연강수량이 �3�7�7�m�m 로 하계 �(�6���8 월 �) 의 연강수량 �3�6�9�m�m 보다 많아 연강수량의 계

절적 분포에 있어서 특이한 지역을 이룬다�. 그리고 시베리아의 찬 기단이 동해상으로 이동

함에 따라 하층이 가열 및 습기를 흡수함으로써 불안정해져 동계에 많은 눈을 내리게 한다�.
그리고 연간 악천일수도 �1�7�0 일로서 우리 나라에서 가장 많다 �. 반면 일조 시간은 연강수량이

가장 적은 대구가 연 �2�.�5�0�0 시간으로 남한에서 가장 길다 �. 영남 지방은 강수 일수가 전역이

�1�0�5 일 이하로 타지역에 비하여 낮으며 �, 특히 대구는 �9�5 일 이하로서 전국에서도 가장 낮다 �.
연강수 일수의 지역적 분포 특성은 강수량의 지역적 분포와 높은 관계를 보여 준다 �.

제 �1목 강수 특정

우리 나라 강수 현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 연평균 강수량이 �1�.�2�0�0�m�m 정도로 �, 세계 연평균 강수량 �7�5�0�m�m 에 비하면 습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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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속한다 �.

둘째 �,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다�. 계절풍 �(몬순 �) 기후 지역에 속하며 여름과 겨울의 강수차

가 크다 �. 겨울은 건조한 시베리아 대륙 기단의 영향으로 비가 적으며�, 계절풍의 영향을 받

는 여름은 장마와 각종 저기압성 강우로 비가 많은 편이다 �.

셋째 �, 국토가 좁은 데 비해 강수량의 지역적인 분포가 크게 다르다�. 강수량은 기후 요소

중에서 지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 지역적 분포차를 나타낸다 �.
넷째 �, 강수량의 계절적 편차가 매우 심하여 �, 강우 방식이 호우형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비를 내린다 �.
다섯째 �, 연간 강수량의 분포차가 심한데 �, 이는 우리 나라 주변의 기단 � 전선 � 저기압 등

의 작용이 해에 따라 크게 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홍수 및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

제 �2목 연평균 강수량

영양군의 연강수량은 �9�2�5�.�5�m�m 로 비교적 적은 소우 지대에 속한다 �. 영양군을 비롯한 우리

나라 대부분의 지역은 계절에 따른 강수 변동이 심한데 �6월 ���9 월의 습윤기 중에서도 �7월 ���8

월 강수량이 연 강수량의 �5�0�% 이상을 점하며 �, �1�0 월 ���5 월은 건조기로서 강우량이 매우 적다�.

〈표 �2�-�1�4�> 영양군의 전기일수 �(�1�9�9�5�. �1�2�. �3�1�. 현재 �) 단위 �: 일

자료 �: 안동 기상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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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최대�(�m�b�) �c�c�) �(�%�) �(�h�) �(�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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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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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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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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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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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1�1�.�5 �3�6�.�2 �-�1�4�.�7 �7�9�3�.�3 �6�4 �1�.�0�1�7�.�1 �3�.�7 �4�.�3 �2�.�2�6�1�. �7 �1�.�8 ®¼�1�.�7 �1�3�.�7

1월 �2�.�4 �1�1�.�1 �1�3�.�8 �1�1�.�4 �4�8 �1�.�0�2�4�.�8 �-�1�3�.�9 �1�.�9 �2�0�8�.�7 �1�.�5 �2�.�2 디ιn

2월 �5�.�0 �1�2�.�7 �-�1�3�.�3 �6�.�9 �5�7 �1�.�0�2�3�.�6 �-�9�.�4 �3�.�0 �1�7�9�.�9 �0�.�3 �1�.�5 �6�.�7
3월 5.6 �2�0�.�8 �- �5�.�3 �5�1�.�0 �6�1 �1�.�0�1�8�.�8 �- �3�.�0 �5�.�3 �1�7�3�.�7 �0�.�3 �2�.�1 �1�0�.�2
4월 �1�1�.�8 �2�8�.�3 �4�.�1 �6�3�.�2 �5�2 �8 �1�.�0�1�5�.�6 �0�.�1 �3�.�4 �2�4�0�.�1 �2�.�3 �1�0�.�7

5월 �1�6�.�6 �3�0�.�3 �3�.�5 �6�4�.�0 �5�5 �8 �1�.�0�1�2�.�7 �5�.�4 �4�.�5 �2�1�0�.�5 �1�.�9 �8�.�8
6월 �1�9�.�9 �3�1�.�7 �8�.�8 �8�7�.�9 �7�0 �1�0 �1�.�0�0�8�.�3 �1�3�.�3 �5�.�8 �2�0�1�.�0 �1�.�8 디」ι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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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6�.�5 �3�6�.�2 �1�8�.�3 �2�9�2�.�3 �8�0 �3�6 �1�.�0�1�1�.0� �2�2�.�2 �5�.�8 �1�7�6�.�0 �1�.�4 �8�.�0
9월 �1�8�.�3 �3�0�.�8 �7�.�3 �2�2�.�5�¼ �7�8 �2�8 �1�.�0�1�4�.�9 �1�3�.�8 �6�.�0 �1�5�3�.�3 �1�.�4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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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엽 저 �1�2 펀 지 리

〈표 �2�-�1�5�) 영양군의 각종 기상 개황

자료 �: 안동 기상대

경북의 경우 대체로 �9�0�0�� �1�.�0�0�0�m�m 인데 �, 내륙지방 특히 낙동강 상류와 금호강 유역은

�9�0�0�m�m 내외로 소우 지역이며 �. 주변의 산지는 �U�O�O�m�m까지 강수량을 나타낸다 �. 낙동강의 중
� 상류 지역은 남한에서 최소우로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큰 지역이다 �.

기온 현상과 마찬가지로 태백 산맥의 동사면과 소백 산맥의 서사면은 바람받이 사면으로

서 다수의 강수가 동반되나 �, 바람 의지 사변인 영양군은 장마기와 태풍의 영향을 제외하면

강수의 양이 영남 내륙 지방과 마찬가지로 소우지로 분류된다 �.

제 �3목 여름 강수량

여름 강수량은 전선 � 저기압 � 지형의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다 �. 영양군의 하계

강우 �(�6�.�7�.�8 월 �) 평균은 �5�3�6�.�6�m�m 로 연강수량의 �5�7�.�5�9�% 를 차지한다 �.
경북에서는 일반적으로 하계 강수량이 �5�0�0 �� �6�0�0�m�m 인데 서부 산지에서는 �6�0�0�m�m 이상 �,

동부에서는 �4�5�0�m�m 이하로 낮다 �. 한편 최근 �3년 간 �0�9�9�4 �� �1�9�9�6 년 �) 의 극심한 가뭄으로 벼농

사는 물론 밭작물의 한발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 이는 지하수의 개발에 의

한 지하수의 고갈과 지형적인 영향으로 간주된다 �. 따라서 다른 후진국들처럼 �1년의 농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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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지리적 배경 �i�i�i �4�3

강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관개 시설의 확보나 인공 강우 등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제 �4목 겨울 강수량

영양군의 겨울 강수량은 �1�2 월 �. �1월 �.�2 월 평균 �5�9�.�3�m�m 로 �, 연평균 강수량의 �6�.�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 경북 전체로 보더라도 �6�0�� �l�l�O�m�m 로 여름 강수량에 비해 소량이다 �. 서부 산지

와 동해안은 다소 많으나 �, 낙동강 상류 및 영천 일대는 겨울에 물 부족을 겪는 곳이다�.
계절풍 기후와 대륙성 기후로 하계 고온 다우 �, 동계 온난 건조의 특정에 부합되어 바람

의지 사변인 영양군에서는 여름과 마찬가지로 강수량은 전체적으로 아주 적은 편이다 �.

저 �1�4항 계절의 추이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단에 위치하여 대륙성 기단의 영향으로 �4계절이 뚜렷하며 �,

동계의 매서운 추위와 하계의 무더운 여름 및 봄과 가을의 맑고 청명한 날씨가 특정이다 �.
춘하추동이 각각 �3개월씩 분리되어 나타나며 �, 봄과 가을은 하늘이 높고 청벙해서 봄에 파종

하여 가을에 수확하기에 적합하다 �.
해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교적 일정하게 계절은 되풀이되며 �, 내륙 산악지의 특정

을 가진 영양군의 기온은 해안이나 남부 지역에 비해 겨울이 보다 한랭 건조하고 여름은

보다 무더운 경향이 있으나 �, 북부 지방과 비교하면 그 반대의 성향을 지닌다�.

〈표 �2�-�1�6�) 계절의 추서�I �( �1�9�9�4�. �1�2�. �3�1�. 현재 �)

자료 �: 안동 기상대

영남지방은 한반도 남부의 동반부를 점하여 북쪽과 서쪽은 소백산맥 그리고 동쪽에는 태

백산맥이 막혀 있으며 �, 남쪽은 대한 해협 쪽으로 열려 있어�, 전체적으로 분지상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 낙동강이 북에서 남으로 관류하여 도처에 침식분지가 전개되고 하류에 넓은

김해평야를 형성하고 있다 �. 즉 기류의 유입 방향에 대한 지리적 위치 �, 해안과의 거리 및 지

형 등의 제 인자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는 내륙적 분지성 기후의 특성이 현저하다 �. 그러나
지역적으로는 기후인자의 차이 때문에 기후요소의 분포차로 기후를 구분하면 남부 내륙형

�- 대구 특수 지역형 � 남해안형 및 울릉도형 등으로 세분된다 �. 영남 지방의 기후 환경의 특

색을 기후 요소별로 살펴 보면 �[그림 �2 �-�1�6�J 과 같다 �.



�4�4 �i�i�i 저 �1�2 펀 지 리

〔똘를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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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한국의 기후 구분

저�1�5항 기 타

제 �1목 일조시간

일조시간은 태양이 구름과 안개나 기타 장애물에 가려지지 않고 지변을 비친 시간으로 �,

그 지방의 안개 발생 및 구름의 양 � 강수의 일수 � 지형의 영향을 받는다 �.
강우와 강설의 일수가 적으면 쾌청한 날이 많은데 이는 �6월에서 �9월까지가 태풍과 장마

로 습한 날이 많은 습윤기를 제외한 나머지 달은 대체로 맑은 날이며 연간 일조 시수는 약

�2�,�5�5�7 시간이 다 �.

우리 나라의 봄과 가을은 대채로 맑은 날씨가 계속되는데 영양군에서도 일조량의 대부분

은 봄과 가을에 그 영향력이 많으며 �, 여름은 장마 전선이 북상하여 다소 불리하기는 하나

햇볕의 강도는 어느 계절보다 강하여 작물의 생육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

제 �2목 상대습도

상대습도는 약 �7�0�% 정도인데 일반적으로 �6�0�-�7�0�% 의 범위가 인간 생활에 적합하다 �. 최저



그土 �1�9�9�1 �1�9�9�2 �1�9�9�3 �1�9�9�4 �1�9�9�5 겨l 균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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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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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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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8.0 5.6 �6�.�1 �7�.�0 �5�.�0 �3�1�.�7 �6�.�3

7월 3.7 �6�.�9 �5�.�2 �9�.�3 �3�.�8 �2�8�.�9 �5�.�8
�8ÆÔ �6�.�2 �5�.�6 �5�.�5 �8�.�3 �7�.�1 �3�2�.�7 �6�.�5

9월 �5�.�5 �5�.�4 �8�.�8 �7�.�4 �7�.�2 �3�4�.�3 �6�.�9

�1�0ÆÔ �7�.�2 �6�.�2 �7�.�3 �5�.�6 �7�.�5 �3�3�.�8 �6�.�8

�1�1ÆÔ �5�.�8 �5�.�5 �3�.�3 �6�.�0 �7�.�7 �2�8�.�3 �5�.�7
�1�2ÆÔ ?“”、U �4�.�4 �5�.�8 �5�.�2 �6�.�3 �2�4�.�9 �5�.�0

제 �1장 지리적 배경 를 �4�5

상대습도는 겨울철에 나타나 메마르고 화재의 발생 위험도가 높아진다 �. 일반적으로 상대습

도는 안개의 발생과 일조시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 기상조건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영양군의 인근은 낙동강의 지류인 반변천과 안동댐 � 임하댐 및 길안 도수지 등의

영향으로 안개가 많이 발생하여 상대습도는 영남의 소우 지역들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1�7�> 영양군의 일조시수 단위 �: �h�i�d

제 �3목 풍 속

겨울은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한랭한 북서풍이 불고 �, 봄에는 북동풍 �, 여름에는 남

서 내지 남동풍이 붙어 전형적인 계절풍 지대를 나타내며 �, 평균 풍속이 �1�.�8�m�/�s 로 강한 편은

아니다 �. 경북 중앙 일대의 �1�.�5�m�/�s 나 동해안과 남부의 �2�.�0�m�/�s 과는 비슷하며 대구의 �3�.�1�m�/�s 과

비교하면 약한 편이다 �. 최대 풍속은 �1�-�4 월에 �, 최소 풍속은 �7�-�1�0 월에 출현하는데 최대는 �2

월에 �, 최소는 �8월에 출현하고 있다 �.

특히 동부 아시아 상공은 편서풍 지대 중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제트 기류가 흐르는

데 �, 겨울이면 특히 이 기류가 득세하여 아주 추운 겨울 기온을 나타내고 �, 시베리아 고기압

과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겨울철의 한파를 몰고 온다 �.

제 �4목 서 리

서리는 초가을부터 늦은 폼에 일교차가 크고 바람없는 맑은날 밤에 자주 형성된다�.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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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수 ·É�(�m�m�) 일조시간 (일/시간)�"�i�:�!�:�" 평균 최고 최저

견초」 년 �8�.�6 �1�5�.�7 �?�¹�'�:�)²È �7�3�2�.�2 �6�.�2

Ì˜�'�-�'

년 �1�0�.�3 �1�7�.�6 �4�.�1 �6�8�7�.�1 �6�.�7
평 년 �1�0�.�3 �1�7�.�2 �4�.�6 �9�2�5�.�5 �5�.�9
대 �6�. �1�.�7 �6�. �1�.�9 �6�. �0�.�9 �6�. �4�5�.�1 �6�. �0�.�5
비 평년 �6�. �1�.�7 �6�. �1�.�5 �6�. �1�.�4 �6�. �1�9�3�.�3 �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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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3�:�: 만 �.�:�:�:�;�:�: 만 �.�:�:�:�;�:�: 만

보 년 �1�0�. �2�5�. �4�. �2�6�. �1�1�. �8�. �4�. �1�4�. �1�1�. �2�4�. 이μn‘u1→

Ì˜�'�-�'

년 �1�0�. �2�3�. �5�. �1�9�. �1�0�. �2�3�. �4�. �1�5�. �1�2�. �4�. �3�. �2�5�.

끄킥。
±��'�-�'

�1�0�. �2�3�. �5�. �8�. �1�0�. �2�8�. �4�. �2�0�. �1�1�. �2�0�.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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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i�:�!�:�"

�.�:�:�:�;�:�: 만 �.�:�:�:�;�:�: 만 -조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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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D �1�0�. �2�5�. �5�. �1�4�. �1�1�. �8�. ”ι4 �1�1�. �2�4�. �3�. �1�2�.

평 균 �1�0�. �2�3�. �5�. �8�. �1�0�. �2�8�. �4�. �2�0 �1�1�. �2�0�.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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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일수는 해안에서 내륙으로�, 남에서 북으로 갈수록 증가한다 �.
영양군의 북부에 경상북도 내의 최고봉인 일월산이 위치하여 도내에서도 가장 빨리 서리

가 내린다 �. 첫서리는 �1�0 월 초순 �(�5 일 �) 경에 시작되는데 특히 일월면과 �, 수비변 일부 지방은 더

욱 빠르고 �, 마지막 서리는 다른 지방보다 늦어서 �5월 초순 �(�9 일 �) 까지로 무상일수는 �1�7�0 일 내

외로 식물의 생육기간이 매우 짧은 편이다 �. 따라서 다른 지방보다 서리가 일찍 내릴 뿐만

아니라 늦게까지 내려서 �, 밭에 심어 놓은 밭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
또한 서리 기간이 길고 무상일수가 짧다는 것은 그만큼 농경이 불리하다는 뜻인데�, 농작

물은 주로 만생종을 파종하여 기상 조건을 적절히 이용하고 있다�.

〈표 �2�-�1�8�) �(가 �) 영앙군의 기상 현황

최고기온 �: �1�9�9�4 년 �7월 �1�3 일 �3�8�.�9 �'�c 극 최저기온 �: �1�9�8�1 년 �1월 �1�7 일 �- �2�3�.�0 �'�c

�( 나 �) 영양군의 기상 현황

무상 �( 無짧 �) 기간 �: �1�6�8 일

�( 다 �) 영양군의 기상 현황

자료 �. 안동 기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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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절 생
�1�:�1
걷

�,

영양군의 동식물 분포는 지리적 위치나 기후적인 영향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 나라의 다른 지역과 별 차이가 없으며 �, 조사된 자료는 빈약한 관계로 자세한 사항을

기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저 �1�1 항 동 물

세계의 동물 군은 대체로 대륙별로 그 지역성이 구분되는데 �, 우리 나라 동물 군의 계통은

시베리아 지구와 만주 지구로 대분된다 �. 시베리아 지구는 함경남북도와 평안남북도 일대가

이에 속하는데 개마고원과 태백산맥 � 묘향산맥 일대에는 비교적 덩치가 큰 동물인 호랑이

� 살랭이 � 늑대 � 오소리 � 여우 � 표범 � 산돼지 등과 핑 � 딱다구리 � 흰올빼미 등의 조류와

개구리 등의 양서류 � 살모사 � 뱀 등의 무리가 서식하고 있다 �. 만주 지구는 시베리아 지

제외한 우리 나라 서부와 중부 � 납부 및 제주도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기후가 비교적 따뜻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후 환경에 맞는 다람쥐 � 긴꼬리쥐 등의 짐승들과 핑 � 비둘기 � 올빼

미 � 기러기 �황새�부영이�두루미 등의 조류와 개구리 등의 양서류 및 살모사�뱀 �구렁

이 �도마뱀 등의 파충류가 서식하고 있다 �.

주요 가축류로는 소 �( 한우 �) �. 말 � 돼지 � 염소 � 노루 � 양 � 개 � 집토끼 � 닭 � 집오리 � 꿀벌 �

식용 개구리 � 달팽이 � 붕어 � 잉어 � 향어 등의 포유류와 양서류 등을 사육하고 있으며 �, 야생

동물로는 살랭이 � 호랑이 � 곰 � 너구리 � 늑대 � 여우 � 오소리 � 족제비 � 멧돼지 � 노루 � 토끼

�쥐�들쥐 �두더지 �집박쥐 등이 서식하고 있으나 �, 호랑이 �곰�여우�늑대 등은 영양군에

서는 이미 그 종을 보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
주요 조류로는 독수리 � 새메 � 올빼미 � 솔부영이 � 매 � 뿔매 � 뻐꾸기 � 뜸부기 � 두루미 � 백

로�흑두루미�큰고니�재두루미�쇠기러기�청둥오리�쇠오리�까마귀�물까치�딱따구리

� 오색 딱따구리 � 제비 � 할매새 � 박새 � 무당새 � 두견새 � 물총새 � 핑 � 참새 � 집비둘기 등이

있으며 �, 주요 어류로는 잉어 � 붕어 � 미꾸라지 � 송사리 � 피라미 � 가재 � 물새우 및 특히 �1급

수에만 서식하는 열목어 등이 분포한다 �.
이 밖에도 참개구리 � 옴개구리 � 청개구리 � 무당개구리 � 왕개구리 � 황소개구리 � 구렁이 �

도롱농�도마�메뚜기�뱀�물뱀�산무애뱀�살모사�율모기�자라�고추잠자리�긴무늬왕

잠자리�노랑잠자리�물잠자리�밀잠자리�장수잠자리�밤나방�배추밤나방�불나방�노랑

나비�누에나방�독나방�산제비나방�산호랑나비�청띠제비나비�호랑나비�가막조개�다

슬기�달팽이�우렁이�조개�물팽팽이�물매암이�물방개�물벼룩�수채게아제비�물장군

�소금쟁이�개똥벌레�꽃등에�노란등에�스물여닮점박이무당벌레�칠성무당벌레�딱정벌

레 � 땅강아지 � 먼지벌레 � 당벌레 � 표변벌레 � 풍탱이 � 풍이 � 멸구 � 병나방 �( 이화명충 �) �. 소나
무종�송장벌레�궁뱅이�쓰르라미�울도하늘소�긴머리하늘소�장수풍탱이�땅풍탱이�방

울벌레�길앞잡이�꼽등에�귀뚜라미�방아깨비�베짱이�왕사마귀�여치�여치베짱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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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짱이�철써기�풀무치�개미�왕개미�물거미�풀거미�거미�긴호랑거미�땅거미�무당

거미�금파리�똥파리�모기�쇠파리�집파리�하루살이�초파리�빈대�나무좀�애눈박이

나무밑쑤시기�바구미�바퀴�진닷물�벼룩�이�개벼룩�노래기�송충이�지네�지렁이 �.
집게벌레 � 땅벌 � 말벌 � 땅말벌 � 꿀벌 � 각다귀 등의 각종 양서류와 곤충들이 영양군을 비롯

한 우리 나라 전역에 분포하고 있다 �.
한편 적지 않은 곤충과 동식물들이 멸종되었거나 멸종의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는 지나

친 농약의 사용과 인간의 포획 및 먹이 사슬을 파괴하는 변종의 등장 등으로 대별되는데

특히 최근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황소 개구리는 육식은 물론 잡식성이어서 생태계

의 먹이 사슬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 또한 농약의 과다한 사용으로 적지 않은

곤충들이 사라져 가고 있으며 생태계의 파괴는 물론 토양의 오염과 지하수의 오염 �, 그리고

먹이 사슬에 의한 인간이 이를 간접적으로 섭취함에 따라 다양한 피해를 입고 있어 이의

사용에 경각심을 주고 있다�.

저 �1�2 항 식

경상북도는 �3�5 °

�3�4�' 에서 �3�7�" �3�3�' 에 위치해 있고 �, 전면적의 �7�3�% 가 임야로 덮여 있다�. 따라
서 경북 지방의 식생 분포는 위도상 온대림에 속하여 낙엽 활엽수림으로 구성된다 �. 이에는 참나

무�갈참나무�굴참니무�졸참나무�신갈나무�상수리나무�서나무�개서나무�당단풍니무�물

푸레나무 � 갯버들 � 피나무 � 때쪽나무 등이 있는데 현재로는 참나무림과 소나무림이 우세하다 �.
경북 식물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4개의 삼림대로 구성되어 있다 �. 북부의 태백산에서 소백

산에 이르는 고산 지대에는 전나무 � 자작나무대가 분포하고 북부 및 서부의 산지에는 참나

무 � 전나무대가 자리잡고 �, 영덕 이남의 동해안 일대에는 동백나무대가 차지하고 �, 나머지의

내륙 지방에는 소나무 � 단풍나무대가 있다�. 이런 식물 분포로 볼 때 �. 낙엽 활엽수 이외에

상록 침엽수와 상록 활엽수가 부분적으로 존재한다 �.
경북 지역의 식물 총수는 �1�,�6�8�5 종에 달하는데 �, 그 중 아종이 �5�, 변종이 �3�4�8�, 품종이 �3�0으로

변종이 단연 우세하다 �. �<표 �2 �- �1�9�>는 식물의 자생지별 구성종을 나타낸 것인데 �, 비슬산의

�7�7�8 종에서 독도의 �2�2 종에 이르기까지 그 차이가 크지만 대구 분지와 독도를 제외하면 �3�0�0 종

이상에 달하고 또한 공통되는 것만도 �3�1�7 종이 있다 �.
총괄적으로 볼 때 �, 경북 식물을 구성하고 있는 종의 수는 온대 식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 약간의 남방계 식물과 북방계 식물이 들어와서 혼생하고 있고 소수의 해변 식물도

분포하고 있다 �.
소백 산맥 이남에만 분포하고 있는 것이 남오미자 � 감탕나무 � 민둥제비꽃 � 한라고사리 �

가시연꽃�단풍나무�마편초�후박나무�참가시나무�무화과나무�녹다래덩굴�죽순대 등

�7�3 종으로서 경북소산의 식물이 남방계 식물의 �4�6�.�8�% 를 점하고 있고‘북방계 식물로서는 �8�1

종을 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태백 산맥 이남에서만 분포하는 것으로는 분비나무개꽃 � 분

버들 � 호골무꽃 � 병병초 � 왜사시나무 � 섬잣나무 � 자작나무 � 잎갈나무 등 �6�8종으로 북방계

식물의 �8�4�.�0�% 를 차지하고 있다 �.



순 위 자 생 지
τ� 위스ι 자 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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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ø

비 슬 산 �7�7�8 �1�3 황 세 산 �4�2�2
�2 고L 그lλ��:�g�- ��。 이」 �6�9�2 �1�4 일 윌 산 �4�1�0
�3 가 야 산 �6�8�0 �1�5 기 호깅L �4�0�9。

�4 금 오 산 �6�5�3 �1�6 향 로 봉 �3�9�8

�5 울 릉 도 �6�0�7 �1�7 주 왕 산 �3�9�3
�6 。ε 산 �5�9�8 �1�8 처c 산 �3�8�3「

�7 ξE 。�/0��r�g�프�c �5�4�6 �1�9 도 덕 산 �3�6�6

�8 소 백 산 �5�0�3 �2�0 와 룡 산 �3�3�7
�9 태 백 산 �4�7�1 �2�1 용 제 봉 �3�1�8

�1�0 산nτ。}υ} �4�6�0 �2�2 대구평야 �1�7�3
�1�1 보 현 산 �4�5�5 �2�3 �t�:�: �2�2

�-�'�-�-

�1�2 단 암 산 �4�2�4

구 분 밥계 침엽수 ÖÄ�'�0�,�.�0�:�:²•�;¹t
�i�=�! �I 온효림 ���2�.�1 기타�"�'�l�E

�7�c�J닝/δ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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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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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장 지리적 배경 �i�i�i �4�9

〈표 �2 �1�9�> 경북식물의 자샘지별 구성종

경북소재 식물 중 유효 식물로서 열거할 수 있는 것은 목재용 식물이 �1�7�0 종 �, 식용 식물이

�4�7�4 종 �, 관상용 식물이 �8�2 종 �, 약용 식물이 �3�1�4 종 �, 유독 식물 �( 대부분은 약용 �) 이 �4�4 종에 달하고

있어서 이들식물 자원의 유효적절한 개발 이용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

희귀한 식물로는 울릉도의 홍만병초 �, 소백산의 문향나무 � 산사나무 �. 청송의 향나무 �, 월성

의 조각자나무 �, 대구 � 자인 � 동명 � 주왕산의 이팝나무 �, 주왕산 � 보현산의 망개나무 등이

징적이다 �.
영양군은 백두대간의 주맥으로서 고도에 따라 식생의 차별화가 나타난다 �. 즉 저지에서는

활엽수가 탁월하고 점차 고지로 갈수록 침엽수림이 넓어지는데 �, 이들 가운데는 점이지대적

인 혼효림 �( 혼합림 �) 이 전개되고 있다 �.
영양군의 임상별 임야의 면적은 침엽수림이 가장 탁월하고 활엽수림과 혼효림의 순서

보이고 있어 이 지역이 한랭하며 고지대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좋은 지표이다 �. 한편 소백

산맥을 북한계선으로 하는 죽림 �( 대나무 �) 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최한윌 평균 기온이 영

도 이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표 �2 �- �2�0�> 임상별 입목 축적량 �(�1�9�9�4�. �1�2�. �3�1�. 현재 �) �( 단위 �: �m�2�)

자료.경북통계연보

이러한 산악 지역은 천연의 조건을 이용한 자연 임산물이 자생 또는 재배되고 있는데�, 주

로 밤 � 호두 � 잣 � 대추 � 도토리 � 송이 � 표고 � 목이 � 느타리 등과 함께 섬유 원료 �(�f�i�b�e�r�) 나

탄닌 원료 �( �t�a�n�n�i�n�) 등을 생산하기도 한다 �.
특히 영양군의 영산인 일월산 일대의 식물의 종류를 강목별로 살펴 보면 석송강이 �2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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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 �2속 �, �1 종 �, �1 변종 �, 속새강이 �1목 �, �1과 �, �1 속 �, �1 종 �, 고사리강이 �1목 �, �5과 �, �1�3 속 �, �1�9 종 �, �1변종 �, 나

자식물강이 �3�4 목 �, �9�0 과 �, �3�1�7 속 �. �5�2�9 종 �, �3아종 �. �1�0�3 변종 �, �1�0품종으로 이들 중 단자엽 식물아강

이 �6목 �, �1�0 과 �, �6�0 속 �, �1�0�1 종 �, �1 아종 �, �2�2 변종 등이 분포하고 쌍자엽 식물아강은 �2�8 목 �, �8�0 과 �, �2�5�7

속 �, �4�2�8 종 �, �2아종 �, �8�1 변종 �, �1�0품종이 이 지역에서 자생하고 있다 �.

일월산 일대의 유관속 식물강은 �5강 �, �4�0 목 �, �1�0�1 과 �3�3�8 속 �, �5�5�6 종 �. �3아종 �, �1�0�5 변종 �, �1�0품종 �( 총

�6�7�4 종류 �) 으로서 양 �(�9�6�3�) 의 �n�o 과 �, �2�5�5 속 �, �2�7�7 종 �, �1아종 �, �7�8 변종 �, �6 품종 �( 총 �3�6�2 종류 �) 보다 �8�3

속 �, �2�7�9 종 �, �2아종 �. �2�7 변종 �, �4품종이 더 많았다 �. 그리고 이 �(�9�7�8�) 의 단편적인 조사 결과인 �6�8

과 �, �6�9 속 �, �2�3�8 종 �, �1변종 �( 총 �2�3�9 종류 �) 보다 �2�6�9 속‘ �3�1�8 종 �, �3 아종‘ �1�0�4 변종 �, �1�0 품종이 더 많은 것

으로 조사된 바 있다 �.

주요 식물군으로는 석송 � 부처손 � 쇠뜨기 � 고비 � 부시껏고사리 � 고사리 � 개고사리 � 왕고사

리 � 지네고사리 � 십자고사리 � 거미 일엽초 � 애기석위 � 은행나무 � 일본 잎갈나무 � 소나무 � 잣

나무�노간주나무�측백나무�부들�속털개밀�겨이삭�뚝새풀�새�실새풀�용수염풀�바랭

이�돌피�비노리�향모�기장대풀�물억새�억새�갯강아지풀�달뿌리풀�큰조아재비�잔디

�솔새�기름새�삿갓사초�산거울�대사초�방동산이�바늘골�하늘직이�파대가리�핑의밥

�천남성�반하�닭의장풀�골풀�산달래�윤판나물�애기나리�원추리�비비추�털중나리�

하늘나리�말나리�맥문동�진황정�둥굴레�죽대�무릇�솜대�청미래덩굴�밀나물�청가시

나무�뻐팍나리�박새�긴잎여로�마�참마�국화마�각시마�붓꽃�병아리난초�은대난초�

제비난초�타래난초�홀아비꽃대�미류나무�제주산버들�왕버들�호도나무�굴피나무�사방

오리나무�오리무�까치박달�서나무�개암나무�밤나무�상수리나무�갈참나무�떡갈나무�

신갈나무�졸참나무�팽나무�느릅나무�느티나무�뽕나무�삼�환삼덩굴�좀깨잎나무�거북

꼬리�큰불통이�쐐기풀�제비꿀�겨우사리�쥐방울�등칩�족도리풀�싱아�범꼬리�여뀌�

며느리배꼽�고마리�수영�좁은잎미꾸리낚시�명아주�쇠무릎�비름�자리공�벼룩이자리�.
점나도나물�패랭이꽃�동자꽃�장구채�별꽃�노루귀�할미꽃�핑의다리�으름덩굴�오미자

.비목나무�현호색�피나물�냉이�속속이풀�가는기린초�바위채송회�돌나물�큰노루오줍

.산수국�빈도리�고광나무�뱀딸기�뱀무�딱지꽃�양지꽃�청복분자딸기�쉬땅나무�자귀

풀�새콩�차풀�콩�별노랑이�칩�쥐손이풀�이질풀�개아마�초피나무�산초나무�가중나

무�애기풀�광대싸리�희양목�개옷나무�노박덩굴�고추나무�산나무�신나무�단풍나무�

고로쇠나무�봉선화�갈매나무�포도나무�수박풀�개다래나무�물레나물�보리수나무�제비

꽃�부처꽃�박쥐나무�바늘꽃�오갈피나무�음나무�처녀바디�천궁�참반디�충충나무�진

달래�산철쭉�산앵도나무�봄맞이꽃�기생꽃�때죽나무�감나무�용담 �, 박주가리�백미꽃�

메꽃�지치�작살나무�배초향�광대수염�구기자나무�송이풀�쥐꼬리망초�파리풀�징경이

�꼭두선이�마타리�하눌타리�국화�돼지풀�실제비쑥�구절초�엉경퀴�망초�등골나무�

선씀바귀 � 곰취 � 쇠서나물 � 고들빼기 등 약 �6�7�4 종 이상의 다양한 야생 식물들이 존재한다 �-
이는 산세가 아주 험악하고 고도에 따른 수직적 기온의 변화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종 식물들

의 서식에 적합한 지역에 군락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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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인 구

인구는 한 지역의 인문 현황을 나타내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 인구는 경

제적 측면에서 생산을 위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주체로서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며 또한 재

화와 서비스를 구매 � 소비하는 수요자로서 지역복지의 대상이기도 하다�1�)�. 뿐만 아니라 인

구는 정치 � 사회 � 문화적 측면에서 지역사회의 여러 집단들을 형성하고 사회적 활동을 영

위하면서 �, 정치제도 � 생활양식 � 사상과 문화를 전개 � 발전시켜 나가는 행위자이다 �. 이렇게
볼 때 �, 인구는 모든 인문현상들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기초라고 할 수 있다 �.
한 지역의 인구 현상은 총인구수와 그 변천 과정 �, 인구 밀도와 인구 분포 � 인구 구성 � 인

구 변화와 이동 등으로 파악된다 �. 이러한 인구 현상과 그 변화는 그 지역의 물리적 � 자연적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적 � 정치적 � 사회문화적 환경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 특히 그 동안

우리 나라에서 급속하게 추진되었던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은 농촌지역의 인구 유출을 촉진

시킴으로써 지역의 인구현상들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 이로 인해 농촌지역의 입장에서

때 지역내 인구의 양적 � 질적 수준의 유지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

저 �1�1 항 총인 현황과 변천

저 �1�1 목 총인구 현황

영양군의 총인구는 �1�9�9�5 년 �1�1 월 �1 일 현재 �2�3�,�7�9�9 명으로 �, 남자 �1�1�.�7�5�6 명 �, 여자 �1�2�.�0�4�3 명이

다 �2�) �(표 �2�- �2�1 참조 �)�. 면적당 인구밀도는 �2�9�.�2 명 �I�k�m�2 이다 �. 총가구수는 �8�,�0�7�2�7�} 구이고 세대당

평균 인구수는 �2�.�9 명이다 �. 이러한 영양군의 인구와 세대수는 경상북도의 시 � 군들 가운데 울

릉군을 제외하고 가장 적은 규모이다 �3�) �.

�1�) 한상복 � 권태환 편 �[�' 경제인구학 �J�, �1�9�8�7�, 서울대학교 출판부 등 참조�.
�2�) 통계청 �, �1�9�9�5 ‘ 「인구주택총조사 잠정보고서 �J�. �1�8�4 쪽 �. 이 가운데 외국인은 �3�2 명 �( 남 �2�5 명 �, 여 �7

며 �] 이
�0�1 �D�.

�3�) �1�9�9�5 년 �1�1 월 �1 일 현재 �, 전국 인구수는 �4�4 ‘ �6�0�6�.�1�9�9 명 �, 경상북도는 �2�,�6�7�6�,�3�4�4 명으로 �, 영양군의 인
구는 전국 인구의 �0�.�0�5�%�, 경상북도 인구의 �0�.�9�% 를 차지하고 있다�.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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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목 총인구의 변천

영양군의 총인구는 �1�9�0�9 년에 �3�8�,�3�7�5 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9�5�5 년에는 �4�7�,�6�5�1 명으로 늘어

났고 �,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7�3 년에는 �7�0�,�7�9�1 명으로 최다 인구를 기록했다 �. 이
에 따라 총가구수도 �1�9�0�9 년 �8�,�2�4�2 호였으며 �, �1�9�5�5 년 �8�.�4�3�5 가구였고 �, �1�9�7�5 년 �1�1�,�9�5�4�7�r 구로 최고

조에 달했다 �. 그러나 군의 인구는 그 이후 급속히 감소하여 �, �1�9�9�0 년에는 군 인구의 절반 이

상이 감소한 �3�1�.�1�7�1 명이었고 �, 가구수도 상당히 줄어 들어 �8�,�8�6�4 호였다 �. �1�9�9�0 년 이후에도 인구

수는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영양군의 총인구 변천 과정은 지역의 인구 및 가구의 증감과 행정구역의 변경 및 지역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하여 몇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1 인구 형성기 �(�1�9�4�5 년 이전 �)

영양군은 고려조 �1�1�7�9 년 �( 명종 �9년 �) 에 영양현으로 독립된 행정 단위가 되었으나 �, 조선초

�1�4�1�3 년 �( 태종 �1�3 년 �) 행정구역 개편으로 영해부에 편속되었다가 �1�6�8�3 년 영양현으로 복현되었

다 �. �1�6�8�3 년 독립된 행정 단위로 복현되는 과정에서 �, �1�6�7�6 년 �( 숙종 �2년 �) 군민의 진정으로 복현

의 재가를 받았으나 현세의 빈약 등을 이유로 �1�6�7�7 년 다시 폐현되고 영해부에 환속되었던 점으

로 볼 때 �, 이 시기 영양군의 총인구는 다른 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그 후 �1�8�9�5 년 전국의 행정구역을 개편 �(�2�3 부 �3�2�1 군 �) 할 때 �, 영양군으로 개칭되어 안동도호

부의 관할이 되었으며 �, �1�9�0�6 년 �( 광무 �1�0 년 �) 에 경상북도의 관할이 되었다 �. �1�9�0�9 년 �( 융희 �3년 �)

입암면 � 석보면이 귀속되기 이전 영양군의 인구수는 �3�8�,�3�7�5 명으로 남자 �1�9�,�2�7�8 명 �, 여자

�1�9 ‘ �0�9�7 명이었고 �, 가구수는 �8�,�2�4�2 호였다 �. �1�9�1�4 년 입암면과 석보면이 영양군에 예속되면서 인구

수는 상당히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4�) �. 이와 같은 영양군의 인구 증가는 조선 시대 말기

이후 우리 나라의 전반적인 인구 증가 추세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5�) �.

�2�. 인구 증가기 �(�1�9�4�5���1�9�7�3 년 �)

해방 이후 영양군의 인구는 다소 정체된 상태를 보였으나 �, �1�9�5�5 년 이후 �1�9�7�0 년대 초반까

�4�) 朝蘇總督 �I�i ￥ �r 朝蘇σ�)聚落 �J
�( 上 �, �8�9�8 쪽 �) 에 의하면 �, 영양군의 인구수는 �1�9�2�0 년 �4�3�.�1�1�2 명 �, �1�9�2�5 년

�4�7�,�5�4�0 명으로‘ 이 기간 동안 출생수 �8�,�2�2�8 명 사망수 �5�,�0�4�9 명으로 자연증가수 �3�.�1�7�9 명 �, 이주증가수는

�7�5�1 명이었다 �.

�5�) �1�9�1�0 년 우리 나라 인구수는 �1�.�3�1�3 만명이었으나 �1�9�4�4 년 국세조사 결과 인구수는 �2�,�5�1�2 만명으로

�3�5 년 동안 약 배 가까이 증가했다 �. 이 시기에 해외 인구 유출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 이와

같이 국내 인구의 급성장은 의료제도의 보급 등으로 사망률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이희연 �, �1�9�8�6�. �r

인구지리학 �J�, 법문사 �, �8�1�-�8�6 쪽 참조 �.



연도
인구 인구 가구수 가구당

비고
계 남 여 �=�7�>¹t (戶數) 스l딴a디돋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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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속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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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장 인문지리 �I�I�I �5�3

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팎였다 �. 이 시기의 초기에는 해방과 더붙어 해외 동포의 귀

환과 한국전쟁을 통한 피난민의 대거 이동 현상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으나 �, 영양군의 경우

�1�9�5�5 년 인구는 �4�7�,�6�5�1 명으로 �1�9�3�0 년 추정치 �4�7�,�5�4�0 명에 비해 거의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 그러나 군 인구는 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6�0 년에는 �5�6�.�6�2�7 명에 이르렀고 �,

가구수는 �8�,�8�3�9 호에 달했다 �.
�1�9�6�0 년대 이후 우리 나라는 본격적인 경제성장정책을 추진하게 되었고 �, 이에 따라 농촌

인구의 도시 유출로 인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6�) �. 그러나 영양군

의 경우 군 인구는 식량 확보를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개간 장려로 인하여 오히려 지속적인

절대적 증가 추세를 나타내었다 �7�)�. 즉 �1�9�6�0 년 �5�6�,�6�2�7 명이었던 군 인구는 �1�9�7�0 년에는 �6�8�,�2�0�6 명 �,

그리고 �1�9�7�3 년에는 �7�0 ‘ �7�9�1 명으로 최다 인구를 기록했다�. 인구 증가율은 �1�9�5�5 년에서 �1�9�7�3 년까

지 연평균 �2�.�2�% 를 나타내지만 �, �5년 단위로 보면 �1�9�5�5���6�0 년 �3�.�5�%�, �1�9�6�0���6�5 년 �2�.�9�%�, �1�9�6�5��
�7�0년 �0�.�9�% 로 이 기간 동안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 가구수 역시 �1�9�6�0 년

�8�.�4�3�4 호에서 계속 증가하여 �1�9�7�3 년에는 �1�1�,�7�3�8 호를 나타내었지만 �, 증가율은 인구수에 미치지

못하여 가구당 인구수는 �5�.�7 명 에서 �6�.�0 명으로 증가했다 �.
이와 같이 �, �1�9�6�0 년대 중반 이후부터 우리 나라 농촌지역 일반에서 인구 유출이 시발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 영양군에서 �1�9�7�0 년대 초반까지 인구수가 증가한 것은 한편으로 행정구역

의 개편 �, 즉 �1�9�6�3 년 �1월 울진군 온정면 본신리가 영양군의 수비면에 편입되었기 때문이며 �,

다른 한편으로 군이 대도시로부터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도시화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았을 것이고 �, 또한 군내에서 농업적 기반에 의존하여 최소한의 자급자족 생

활을 영위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

〈표 �2 �2�1�) 영양군 총인구수의 변화 추이

�6�) 이지호 �. “한국의 지역별 인구증감에 관한 연구 �: �1�9�6�0�-�1�9�7�0�"�, �r 지리학과 지리교육�J�. 제 �5집 �.
�4�8 �- �7�4 쪽 등 참조 �.

�7�) 그러나 입암면의 경우는 �1�9�6�0 년대 후반 이미 인구감소가 시작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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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겨l �L�-�> 여

�z�7�>�.�$ (戶數) 인구수
�"�"

。口걷"

�1�9�6�3 �6�1�,�1�6�5 �3�0�.�7�9�6 �3�0 ��3�6�9 �3�.�8�0 �1�0�.�2�6�6 �6�.�0 �1�9�6�3±D 울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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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5 �6�5�.�2�0�3 �3�3�.�1�1�7 �3�2�.�0�8�6 �3�.�6�2 �1�0�.�7�2�6 �6�.�8 가 영양군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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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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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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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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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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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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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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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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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 �6�3�.�5�5�7 �3�2�.�3�6�2 �3�1�,�1�9�5 �- �5�.�2�5 �1�1�.�2�6�6 �5�.�6
�1�9�7�8 �5�9�.�1�3�7 �2�9�.�8�0�5 �2�9 ��3�3�2 �6�.�9�5 �1�0�.�8�1�9 �5�.�4
�1�9�7�9 �5�5�.�6�8�7 �2�8�.�0�4�5 �2�7�.�6�4�2 �- �5�.�8�3 �1�0�.�4�5�6 �5�.�3
�1�9�8�0 �5�2�.�9�0�3 �2�6�.�8�2�6 �2�6�.�0�7�7 �5�.�0�0 �1�0�.�3�9�1 �5�.�1
�1�9�8�1 �5�3�.�2�8�2 �2�6�.�9�5�6 �2�6�.�3�2�6 �0�.�7�2 �1�0�.�2�5�1 5.2서시ν

�1�9�8�2 �5�1�.�6�0�3 �2�6�.�1�3�8 �2�5�.�4�6�5 �- �3�.�1�5 �1�0�.�2�1�4 �5�.�1
�1�9�8�3 �4�8�.�9�8�0 �2�4�.�9�5�9 �2�4�.�0�2�1 �5�.�0�8 �9�.�9�7�4 �4�.�9 �1�9�8�3±D 입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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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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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4�3�,�3�6�6 �2�2�.�0�6�6 �2�1�.�3�0�0 �0�.�2�4 �1�0�.�0�5�3 �4�.�3 처소구。0"- 진보면

�1�9�8�7 �4�2�.�6�7�6 �2�1�.�5�7�4 �2�1�,�1�0�2 �1�.�5�9 �9�.�6�6�9 �4�.�4 으로 �I�f�� �<�?�]²Ý�L�!�. 닝 �. �\�!�:�"

�1�9�8�8 �4�0�.�5�6�4 �2�0�.�4�8�9 �2�0�.�0�7�5 �- �4�.�9�5 �9�.�6�1�9 �4�.�2 리됨.

�1�9�8�9 �4�0�.�1�3�9 �2�0�.�3�4�4 �1�9�.�7�9�5 띠씨1 �9�.�3�5�0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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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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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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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I�I 저 �1�2 편 지 리

�( 전변에서 계속 �)

주 �: �1�9�6�8 년과 �1�9�6�9 년의 인구가 동일하게 기재된 것은 통계자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임 �.
자료 �: �1�9�0�9 년은 영양군

�f
영양군지 �d�. �1�9�7�0�.

�1�9�5�5�� �1�9�9�4 년은 영양군 �I�T�' 영양통계연보 �d�J�. 해당 각 연도 �.

�1�9�9�5 년은 통계청 �u 인구주택총조사 잠정보고서 �d�.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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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 격감기 �( �1�9�7�4 년 ���1�9�9�5 년 �)

�1�9�7�0 년대 중반부터 영양군은 우리 나라에서 급속히 추진되었던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

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었고 �. 이로 인해 군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 즉 군의 인구

는 �1�9�7�3 년 최고조에 달한 이후 �. �1�9�8�0 년 �5�2�,�9�0�3 명 �, �1�9�9�0 년 �3�1�.�1�7�1 명 �. �1�9�9�5 년 �2�3�.�7�9�9 명으로 격감

했다 �. �1�9�7�3 년에서 �1�9�9�5 년까지 연평균 인구 변동률은 �-�4�.�8�% 로서 �8�)�, �5 년 단위로 보면 �1�9�7�5��

�1�9�8�0 년에는 �- �4�.�9�%�, �1�9�8�0�� �1�9�8�5 년에는 �- �3�.�9�%�, �1�9�8�5�� �1�9�9�0 년에는 �- �6�.�4�%�, �1�9�9�0�� �1�9�9�5 년에는

�-�5�.�3�% 를 나타내었다 �. 이와 더불어 군의 가구수도 �1�9�7�5 년 �1�1�,�9�5�4 호로 최고를 보인 이후 계속

감소하여 �1�9�8�0 년 �1�0�.�3�9�1 호 �. �1�9�9�0 년 �8�,�8�6�4 호 �, �1�9�9�5 년 �8�,�0�7�2 호가 되었다�. 가구수의 감소율은 인구

수의 감소율에 비해 다소 낮지만 �. 가구당 얀구수는 �1�9�7�0 년대 중반까지 대가족제의 구성을

보였던 �6�.�0 명에서 핵가족화 및 선별적 인구 유출로 인해 �1�9�9�5 년에는 �2�.�9 명으로 줄어 들었다 �.
영양군의 이와 같은 인구수의 감소는 우리 나라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과정에서 군지

역 일반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1�9�8�0 년대 중반 이후 우리

나라의 도시화율이 �8�0�% 를 넘어서면서 농촌지역의 다른 군들에서 인구유출 현상이 점차 둔

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영양군에서는 인구감소 현상이 계속 있었음은 다소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영양군의 이러한 인구 감소 현상은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되었지만 �, 그 이후 우리

나라 농업의 전반적 죄퇴와 더불어 특히 영양군의 경우는 지역사회의 인구를 부양할 수 있

는 경제적 및 사회적 기반이 가속적으로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저 �1�2 항 인구밀도와 인구분포

한 지역의 인구 현상은 인구수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인구가 점하고 있는 먼적과의 관

계 속에서 이해된다 �. 인구밀도는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 면적에 대한 평균 사람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 일정 지역의 인구수와 면적규모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그
러나 한 지역에서 평균적 수치인 인구밀도는 그 지역내 인구분포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해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 세분된 지역별 인구 분포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인구분포는

인구의 집중과 분산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인구 분포는 사람들의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 경제적 � 문화적 요소들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에서 �, 지역별 거주

환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제 �1목 인구밀도

영양군의 면적은 �1�9�7�0 년 �7�9�9�.�6�4�k�m�2 였으며 �, �1�9�9�5 년 말에는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다소 증가

하여 �8�1�4�.�9�6�k�m�2 이다 �. 면적당 인구수�, 즉 인구밀도는 �1�9�7�0 년 �8�3�.�8 명 �/�k�m�2 에서 �1�9�7�3 년 최고로

�8�) 이 기간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 �1�9�7�9 년 �5월 영양면이 영양읍으로 승격되었지만 �. �1�9�8�3 년 �2월에
는 입암면 방전동 일부와 홍구동 일부가 청송군 진보면으로 편입 분리되었다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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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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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합계 。� o�.Q. 입암면 청기면 일월면 수비면 석보면�o�cø
�'�=�'

며ι→ �A�i�-�, �8�1�4�.�9�6 �1�3�0�.�9�4 �7�9 ��0�3 �1�3�9�.�9�5 �1�2�5�.�4�3 �2�1�7�.�5�8 �1�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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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밀도 �2�9�.�2 �7�2�.�9 �4�2�.�2 �1�9�.�3 �1�2�.�4 �1�2�.�4 �2�5�.�9

�5�6 �I�I�I 저 �1�2 편 지 리

�8�7�.�0 명 �I�k�m�2 을 기록했고 �, 그 이후 계속 감소하여 �1�9�9�5 년에는 �2�9�.�2 명 �I�k�m�2 를 나타내고 있다 �( 표

�2�-�2�2 참조 �)�. 이러한 인구밀도는 경상북도 평균 인구밀도 �1�4�7�.�9 명 �I�k�m�2�0�9�9�3 년
�) 과 비교하면 �,

매우 낮다 �. 이는 영양군의 총인구수가 절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영양군의 면적에서 임

야가 차지하는 비중 �(�8�6�.�0�%�) 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표 �2 �- �2�2�> 영양군 인구밀도 변화 단위 �: 명 �I�k�m�2

자료 �: �1�9�6�5�� �1�9�9�0 년 �, 영양군 �� 영양통계연보 ���. 해당 연도�.
�1�9�9�5 년은 통계청

��
인구주택총조사 잠정보고서 ���, �1�9�9�6�.

〈표 �2 �- �2�3�> 영양군 읍 � 면별 인구밀도 �(�1�9�9�5 년 �) 단위 �: �k�m�2�, 명 �, 명 �I�k�m�2

자료 �: �1�9�9�5 년은 통계청 �� 인구주택총조사 잠정보고서 ���, �1�9�9�6�.

�3�,�0�0�0���6�,�0�0�0 민 �3�,�0�0�0�o�l�t�l
�3�0
�0�1하

�[그림 �2 �-�1�7�J 영양군의 읍 � 면별 인구수 �( �1�9�9�5 년 �) �[그림 �2 �-�1�8�J 영 �g밤의 읍 � 면별 인구밀도 �( �1�9�9�5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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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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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의 인구밀도를 읍 � 변별로 보면 �, 도시적 성격을 가진 읍지역과 농촌지역인 면지역

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 표 �2�-�2�3 및 그림 �2 �-�1�7 �. �1�8 참조 �) �. 영양군의 중심지인 영양읍

은 인구수가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인구밀도도 가장 높아서 �1�9�9�5 년 �7�2�.�9 명 �I�k�m�2 를 나타내고

있다 �. 농촌지역인 면지역 중에서 입암면은 군의 평균보다 높은 �4�2�.�2 명 �I�k�m�2 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 그외 면지역들의 인구밀도는 평균보다 낮고 �, 특히 임야가 면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는 수비변의 인구밀도는 �1�1�.�2 명 �I�k�m�2 에 불과하다 �.

제 �2목 인구 분포의 변화

영양군의 인구는 비교적으로 도시적 기능을 갖추고 있는 영양읍에 상대적으로 밀집된 분

포를 보이고 있다�( 표 �2 �2�3 참조 �) �. 즉 영양군의 인구에서 영양읍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5 년

에 �2�3�.�4 �% 였는데 �, 그 이후 면지역 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인해 영양읍 인구의 상대적 비중 증

대로 �1�9�9�5 년에는 �4�0�.�1 �%를 차지하고 있다 �. 그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변은 �, �1�9�6�5 년에는 청기면

으로 인구수 �1�1�.�1�7�9 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1�7�.�1 �%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 이후 다른 변에

비해 인구 감소율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1�9�9�5 년에는 다른 면과 비슷한 비중을 보이게 되었

다 �. �1�9�9�5 년 영양읍을 제외하고 인구수가 가장 많은 면은 입암면으로 군 전체 인구의 �1�4�.�2�%

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인구수가 가장 적은 면은 수비변으로 �, 면의 면적이 가장 넓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비중은 �1�9�6�5 년에 �1�2�.�9�%�, �1�9�9�5 년에는 �1�0�.�2�% 를 차지하고 있다 �.

〈표 �2 �- �2�4�> 영앙군의 읍 � 면벌 인구변화 추이

〈연평균 증감률〉

자료 �: �1�9�6�5�� �1�9�9�0 년 �, 영양군 �f 영양통계연보 ���, 해당 연도

�1�9�9�5 년은 통계청 �f
인구주택총조사 잠정보고서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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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 변별 인구 증감 추세를 보면 �, 영양읍의 경우는 �1�9�7�0 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인구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 특히 �1�9�7�0�� �1�9�7�5 년 사이 다른 면지역들이 인구 감소 추세를 보이기 시작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양읍은 �7�.�4�% 의 인구 증가를 나타내었다 �9�) �. 또한 그 이후에도 다른 면

지역들에 비해 인구 감소율이 훨씬 낮았고 �. �1�9�6�5 년에서 �1�9�9�5 년 사이 연평균 인구 감소율은

�-�2�.�3�% 를 보였다 �. 이와 같이 영양읍의 인구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이 지역이 상대

적으로 도시적 성격을 갖추고 다른 배후지 면들의 사회경제적 및 행정적 서비스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양읍은 읍지역 자체의 인구부양능

력의 미흡과 더불어 배후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해 절대적 인구 감소를 겪었다�.
영양군의 변 지역들은 농업 및 지역사회의 경제적 � 사회문화적 기능의 쇠퇴로 인해 �1�9�9�5

년에 이르기까지 연평균 �6�.�0�% 내외의 높은 인구 감소율을 보였다 �. 입암면은 이미 �1�9�6�5 년 이

후부터 인구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 인구 감소율은 상당히 높았지만 �. �1�9�9�5 년에 이르기까지

연평균 인구 감소율은 다른 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 청기변은 �1�9�6�5 년 이후 인구 감

소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으로 �1�9�9�5 년에 이르기까지 연평균 �6�.�9�% 의 인구가 감소했다 �.
그외 일월면 � 수비면 � 석보면의 경우 �. �1�9�7�0 년까지 대체로 인구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 그 이

후 공통적으로 급속한 인구 감소를 겪었다 �.

�-�7�%
이상

�-�7�%

이상

�[ 그림 �2�-�1�9�J 읍 � 면별 연평균 인구 증감률
�(�1�9�7�5�� �1�9�8�5 년 �)

�[그림 �2 �2�0�J 읍 � 면별 연평균 인구 증감률

�(�1�9�8�5���1�9�9�5 년 �)

�9�) 이 시기에 영양읍은 면이었고 �. 읍으로 승격한 것은 �1�9�7�9 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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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1�3 항 인구 구성

한 지역의 인구현상은 단지 인구의 총량뿐만 아니라 그 내적 특성을 구성하는 사회경제

적 질을 가진다 �. 이러한 점에서 �, 인구 구성은 인구의 특성을 어떤 기준에 따라 유형화한 것

으로 �, 그 지역사회의 인구학적 특성과 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조건을 반영한다 �. 한 지역의

인구를 분류하기 위해 �, 가장 간단하게는 인구의 신체적 특성을 나타내는 연령 및 남녀 기준

이 사용될 수 있으며 �, 그외 인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나타내는 직업 � 교육 정도 등과 같이

질을 표시하는 기준이 사용된다 �.

성별 인구 구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성비 �(性比 �) 자료가 흔히 사용되며�, 연령별 인구 구성

을 가시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기 위해 �, 인구 피라빗이 이용된다 �. 특히 최근 일반적인 인구

노령화 현상과 더불어 농촌지역의 선별적 인구 이동은 이 지역의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 및

이에 따른 부양인구의 비중 증대를 초래하고 있다 �. 농촌 인구의 절대적 인구 감소뿐만 아니

라 노령 인구의 증대는 지역사회의 주요 현안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 이러한 점에서 인구

노령화 또는 부양 인구의 비중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수들을 사용하여 영양군의 인구 구

성의 특성을 살펴 볼 수 있다�.

제 �1목 성별 인구 구성

한 지역의 성별 인구 구성은 산업 종사자의 특성 �, 인구 유출의 선별성 �, 특정 성에 대한

선호도 등 그 지역의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한다 �. 영양군의 남녀별 인구

수는 〈표 �2�-�2�1�> 및 〈표 �2 �- �2�5�) 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 �1�9�6�0 년 남자 �2�8�.�4�6�1 명 �, 여자

�2�8�.�1�6�6 명으로 �, 남성 인구가 여성 인구에 비해 �2�9�5 명 많았고 이에 따라 성비는 �1�0�1�.�0�5 였다 �. 이

러한 성비는 그 이후 다소 높아지기 시작하여 �1�9�7�0 년에는 �1�0�2�.�5�5 였고 �. �1�9�7�5 년에는 �1�0�4�.�3�2 로

가장 높았으며 �. �1�9�8�5 년을 전후하여 다시 높아졌지만 �, 그후 또다시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

였다�. 이에 따라 �1�9�9�5 년에는 남자 �1�1�.�7�5�6 명 �, 여 �:�A�} �1�2�.�0�4�3 명으로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에 비

해 �2�8�7 명 많아서 �, 성비는 �9�7�.�6�2 를 보였다 �.

이러한 영양군의 성비 구성은 읍 � 면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 표 �2 �-�2�6 참조 �)�. �1�9�9�5

년 성비 구성에서 영양읍은 남자 �4�,�7�1�5 명 �, 여자 �4�.�8�2�6 명으로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에 비해

�1�0�0 명 정도 많지만 �, 성비 구성은 군 전체 평균 성비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 그러나
일월변은 성비가 �9�4�.�0�4�% 로 여자초과 현상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 입암면과 청기변의 경우도

군 전체 평균에 비해 여성초과 현상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석보변의 경우는 성

비가 �1�0�2�.�2�8 로 남성 인구가 여성 인구 보다도 많은 남성초과 현상을 보이며 �, 수비변의 경우

도 군 전체에 비해 성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영양군의 성비에 따른 인구 구성에서 보다 큰 문제는 연령별 성비에 있어서의 차이이다
�( 그림 �2 �- �2�1 참조 �)�. �1�9�9�5 년 영양군의 연령별 성비를 보면 �. �0���4 세 사이는 �1�2�8�.�4�4�. �5���9 세 사



구분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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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인구성비(
�-�- �� ���. �x �1�0�0�) �1�0�1�.�0�5 �1�0�3�.�2�1 �1�0�2�.�5�5 �1�0�4�.�3�2 �1�0�2�.�8�7 �1�0�3�.�6�2 �1�0�2�.�4�1 �9�7�.�6�2
여성인구

구분 전체 여。t。 입암면 청기면 일월면 수비면 석보면�C�> �C�>

�'�=�'

남자 �1�1�.�7�5�6 �4�,�7�1�5 �1�.�6�3�7 �1�.�3�1�8 �1�.�2�6�3 �1�.�2�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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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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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훌 저 �1�2 펀 지 리

이는 �1�1�1�.�1�5 로서 �, 이 같은 남성초과 현상은 대체로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남아선호 사상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 �1�0�-�1�4 세와 �1�5�� �1�9세 연령층의 성비는 각각 �9�4�.�2�3 과 �9�5�.�2�0 으로 �, 이

연령층에서 여성초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남아의 우선 취학이나 구직 등의 이유로 역외

로 남성이 많이 유출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표 �2 �- �2�5�) 영양군 인구의 성비 변화 추이

자료 �: �1�9�6�5�� �1�9�9�0 년 �, 영양군
�i�f
영양통계연보 �J�)�, 해당 연도�.

�1�9�9�5 년은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잠정보고서 �,�D�, �1�9�9�6�.

〈표 �2 �- �2�6�> 읍 � 면별 성별 인구 구성 �( �1�9�9�5 년 �)

자료 �: �1�9�9�5 년은 통계청 �i�f 인구주택총조사 잠정보고서�,�D�, �1�9�9�6�.

�+�5�0

�+�4�0

�+�3�0

�+�2�0

�+�1�0

�1�0�0�%

�-�1�0

�2�0

�-�3�0

�4�0

。그
�I

�5
집

�l
탑

�6�2�.�7�2

�1�5�-
�1 �2�0�- �1 �2�5�- �1�3�0�- �1�3�5�- �1�4�0�- �1�4�5�- �1�5�0�- �1�5�5�- �1�6�0�- �1�6�5�- �1�7�0�- �1�7�5 세

�1�9
�1 �2�4 �1 �2�9 �1 �3�4 �1 �3�9 �1 �4�4 �I �4�9 �I �5�4 �1 �5�9 �I �6�4 �1 �6�9 �I �7�4 �1 이상

�[그림 �2�-�2�1 �] 영양군의 연령별 성비 �(�1�9�9�5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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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2�4 세 및 �2�5 �� �2�9 세 연령층의 성비는 �1�5�2�.�8�2 및 �1�4�8�.�9�0 를 나타내어 다시 큰 폭의 남성초

과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 이와 같은 청년층의 남성초과 현상은 활발한 노동력의 확보라는

점에서 지역발전에 유리하다고 하겠지만 �, 결혼 적령기에 달한 남성이 지역 내에서 배우자를

찾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가임 �( 可빠 �) 여성의 부족으로 출산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 �3�0 �� �4�5 세 사이 인구는 대체로 남 � 여 균형 성비를 보이고 있다 �. 그러나
�4�5 세 이상의 인구는 여성초과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 이는 주로 여성의 평균수명이 상대적

으로 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제 �2목 연령벌 인구 구성

�1 연렁벌 인구 구성 현황

사람들의 연령은 사회 � 경제적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 한 지역사회의 연령

별 인구 구성은 그 사회의 발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 전통적인 �( 농촌 �)사회에서

는 출생률이 높고 사망률도 높은 다산다사 �( 多逢多死 �) 의 인구현상을 보이면서 �, �1�5 세 이하의

인구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그러나 식생활 및 의료기술 수준 등의 향상으

로 사망률이 점차 줄어들게 되고 또한 피임기법의 발달�, 자녀양육에 따른 비용 증대 등으로

소가족제도가 형성되변서 출산율도 점차 줄어들고 �, 소산소사 �( 小훨小死 �) 의 인구현상을 보이

면서 �, 연령별 인구 구성은 균형된 형태를 보이게 된다 �.
이와 같은 자연적 인구증감 현상과 더불어 한 지역의 연령별 인구 구성에서 주요한 영향

을 미치는 것은 사회적 인구증감 �( 즉 인구이동 �) 이다 �. 특히 농촌지역에서 연령별 인구 구성에

있어 문제는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 인구인 청장년층이 선별적으로 유출된다는 점이다 �. 이로
인해 농촌지역에서는 후기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식생활의 개선과 의료복지 수준의 향상

등으로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인구노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대도시 지역과는 또다

른 이유에서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 �.
영양군의 경우 �. �1�9�7�5 년 �1�5 세 이하의 인구가 �3�9�.�5�% 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 특히 �5년 간격으

로 연령을 구분하면 �5���9 세 사이의 아동 인구가 군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0�%

로 가장 높았다 �( 표 �2�-�2�7 참조 �)�. 그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그 비중이 줄어들고 �, �6�5 세

이상의 인구의 비중은 �4�.�8�% 정도였다 �. 그러나 그 이후 격심한 인구 이동을 겪으면서�, 영양

군의 연령별 인구 구성은 커다란 변화를 보이게 되었다 �. �1�9�9�5 년 �0���1�4 세까지 인구의 비중은

�1�5�.�7�% 로 줄어 들었고 특히 �5�-�9 세 사이 인구의 비중은 �4�.�4�% 로 감소했다 �. 반면 �1�5�-�2�4 세 사

이 인구의 비중이 �2�1�.�7 �%를 차지하게 되었고 �. �6�5 세 이상 인구의 비중도 늘어나서 �1�3�.�6�% 를 차

지하게 되었다 �. 이와 같은 연령별 인구 구성의 특성과 그 변화는 아래의 인구 피라맛을 이

용한 분석을 통해 자세히 설명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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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2�7�> 영양군의 성별 � 연령별 인구증감 추이

주 �A�) 각 연령인구의 연도별 비교로 증감한 수치 �.�m 각 연령인구가 �5년간 성장하는 과정에서 증감한 수치 �.

자료 �: �1�9�7�5�� �1�9�9�0 년 �. 통계청인구 및주택센서스자료���. 해당 연도 �1�9�9�5 년은 영양군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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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 피라빗

인구 피라빗 �(�p�y�r�a�m�i�d�) 은 한 지역의 성별 � 연령별 연구 구성의 특성과 그 변화 또는 지역

간 차이를 도표로 표현하여 설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볍이다 �1�0�)�. 이러한 인구 피라맛은 한

지역사회의 발전 정도나 변화 과정 그리고 출산 � 사망력과 전출 � 입 등 인구 변동의 결과

등에 대해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 예컨대 �, 전통적 사회에서 인구 피라빗은 연령층이 낮을

수록 그 비율이 높기 때문에 대체로 밑변이 넓은 삼각형 모양을 나타내며 �, 사회가 발전하면

서 연구 구성이 달라져서 점차 종 모양을 나타내게 된다 �. 그러나 산업도시의 인구 피라맛은

노동연구의 집중으로 청장년 연령층이 넓게 나타나며 �, 반면 오늘날 농촌지역의 인구 피라맛

은 청장년층의 인구가 대거 유출함으로써 이 연령층이 좁아지는 양상으로 보이고 있다�.
영양군의 인구 피라맛은 �1�9�7�0 년 이전까지는 저연령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서

전통적인 농촌사회의 삼각형 모양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그러나 �1�9�7�5 년에는 �0�-�4 세의 인

구가 바로 그 위의 �5�-�9 세 연령층보다도 비율이 적어진 모양을 보이게 되었다 �( 그림 �2�-�2�2

참조 �) �. 이와 같이 유아기 연령층의 인구 감소는 이 시기 우리 나라의 전반적인 자녀 출산율

의 저하와 관련되지만‘또한 �2�5���3�0 세 사이 가입여성의 상대적인 감소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즉 이 시기에 이미 �2�5���2�9 세 사이의 여성 안구가 다소 오목하게 들어가는 모양을

보이기 시작했음을 볼 수 있다 �.
�1�9�8�0 년대 이후 영양군의 인구 현상에서 �0�-�4 세 인구의 비율은 계속 감소하여 �, �1�9�8�5 년에는

남녀 모두 �1�0�� �1�4세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 또한 �1�9�8�5 년의 인구 피라맛을

보면 �2�0�-�2�4 세의 남성 인구 비율이 이 연령층의 여성 인구 비율보다도 상대적으로 높아서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심각한 성비의 불균형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 한편 �3�0 대 연령층의

경우는 언구 유출로 인해 그 비율이 줄어들었고 �, 반면 �4�0 대 연령층의 비율이 높아서 인구

피라맛은 전반적으로 호리병 모양을 보이게 되었다 �.
�1�9�9�0 년 및 �1�9�9�5 년 영양군의 인구 펴라맛을 보면 �,�0�-�4 세의 인구 비율은 더욱 감소하고 �, �2

�0�-�2�4 세 연령층의 성비 불균형은 더욱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또한 청장년 중섬의 선별

적 인구 유출로 인해 �5�0 대 연령층의 인구 비율이 높고 특히 여성 인구의 비율이 남성 인구

의 비율보다 높은 부녀화 �(歸女化 �) 현상 및 그 이상의 연령층의 비율도 점차 높아진 노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 이로 인해 �1�9�9�0 년 영양군의 인구 피라맛은 전반적으로 �1�5�-�2�4 세 연령

층과 �5�0���5�9 세 연령층의 비율이 높아서 이 부분에서 볼록하게 나오지만 �, �0�-�4 세 연령층의

비율이 급속하게 줄어든 모양을 보이고 있다 �.
�1�9�9�5 년 영양군의 읍 � 변별 인구 피라빗을 살펴 보면 �, 비교적 도시적 기능을 갖추고 있는

영양읍의 경우 �1�5���2�4 세 사이 연령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이 부분에서 다소 볼록한

모양을 보이지만 �, 전반적으로 방추형 모양의 균형된 인구 구성을 보이고 있다�. 반면 입암 �

�1�0�) 인구 피라빗은 남녀의 각 연령층 인구를 실수로 나타내기보다는 전체 인구를 �1�0�0 으로 한 비

율을 도표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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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림 �2 �- �2�2�] 영양군의 시기별 인구 피라빚

�6�4 �I�I�I 저 �1�2 펀 지 리

청기 � 일월 � 수비 � 석보면 등 순수 농촌지역의 경우 인구 피라빗은 �O���9 세 연령 인구의 비

율이 극히 낮고 반면 �1�5���2�4 세 사이 청소년층 연령 인구의 비율이 매우 높고 나타나고 �, 다

시 �2�5 �� �4�9 세 사이 중간층의 연령 인구의 비율이 줄어들고 �, �5�0���6�9 세 사이 장 � 노년층의 연

령 인구의 비율이 다시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면들 가운데 �, 청기면과 일윌면은 이

러한 양상을 매우 심하게 보이고 �, 입암면은 다소 약하게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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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면지역들의 인구 피라맛이 이와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은 전반적인 인구 감소와

더불어 특히 �2�5 세 이상 청장년층의 인구 유출이 극심하고 �, 이로 인해 지역내 인구 출생률이

급격히 감소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와 같은 청장년층 및 유아 � 아동연령층의 절

대적 감소 현상은 또한 �5�0 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비율을 증대시킴으로써 인구의 연령별 구

성에 있어 심각한 불균형 현상을 드러내게 되었다 �. 그리고 �0���9 세 사이 연령 인구의 격감은

영양군의 인구가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게 한다 �.

�3 연령별 인구 구성의 특성

지역 인구의 연령별 구성에 있어 그 특성을 살펴 보기 위해 몇가지 지수들이 사용될 수

있다 �1�1�)�. 예컨대 노령 인구가 어떠한 상대적 특성을 가지는가를 살펴 보기 위해 �, 흔히 ‘노령

화 지수’가 사용된다 �. 이 지수는 노년층 인구에 대한 유년층 인구의 관계로 나타낸다 �. 노령
화 지수가 높을 경우�, 이는 지역사회의 사망률의 감소 등으로 노년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거

나 또는 출산율의 감소나 또는 타지역 유출로 유년층 인구가 적기 때문이다 �. 일반적으로 후

기 산업사회에서 사망률의 감소와 출산율의 감소로 노령화 지수가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지만 �, 농촌지역의 경우는 청장년층의 대규모 인구 유출로 인해 �, 노령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노령화지수가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 �.
또한 지역의 생산인구와 비생산인구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로서 부양인구비�( 또

는 의존율 �, �d�e�p�e�n�d�e�n�c�y �r�a�t�i�o�)�7�} 사용된다 �. 부양인구비는 피부양 연령층 �(�O�� �1�4 세 및 �6�5 세 이

상 인구 �) 의 인구수에 대해 경제활동연령층 �(�l�5���6�4 세 인구 �) 의 인구수를 비교한 것이다 �. 이

지수는 낮을수록 인구의 생산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 그리고 인구의 연령별 변동 �( 또는 교체 �)

을 예측하기 위해 고안된 지표의 하나로 �, �0���1�4 세의 유년기 인구를 �1�5���2�9 세의 청년기 인구

로 나눈 비율이 사용된다 �. 여기서 �0���1�4 세 인구와 �1�5���2�9 세 인구와의 비를 지표를 택하는

것은 청년 노동력의 주체가 되는 �1�5���2�9 세 인구에 대해서 향후 �1�5 년간에 그 직접 공급원이

되는 �0���1�4 세 인구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 이러한 교체 지표를 해당 지역에 적용해 보면 �,

그 지역 내에서 �1�5���2�9 세 노동력을 앞으로 어느 정도 자급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다 �1�2�) �.

�1�1�) 여기서 사용된 지표들의 산출방식은 다음 표와 같다 �.

지수의 유형

노령화 지수

�(�i�n�d�e�x �o�f �a�g�i�n�g�)

부양인구비

�(�d�e�p�e�n�d�e�n�c�y �r�a�t�i�o�)

산출방식

�I�a �=
�6�5 세 이상 인구수 �( 노년인구 �)

�0���1�4 세 인구수 �( 유년인구 �)

�0���1�4 세 인구수 �+ �6�5 셰 이상인구수 �( 피부양 인구�)

�1�5���6�4 세 인구수 �( 경제활동 인구 �)

�0���1�4 세 인구수 �( 유년기 인구 �)

�l�5���2�9 세 인구수 �( 청년기 인구 �)

�x �1�0�0

�D�r �= �x �1�0�0

교체지수

�(�r�e�p�l�a�c�e�m�e�n�t �i�n�d�e�x�)
�x �1�0�0





합계 농림어업 ¬à�f�.�:�;�J�.�0�1�¶0	 기타 서비스업
구분

�o�t�=�'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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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1�8�.�6�5�5 �1�0�0�.�0 �1�5�,�2�3�8 �8�1�.�7 �2�6�1 �1�.�4 �3�.�1�5�6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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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목 산업별 인구 구성

한 지역의 산업별 취업 인구의 구성은 그 지역의 경제활동의 유형을 나타내어 준다 �. 물론
공업부문이 거의 없는 농촌지역 경제에서 주민들은 대부분 농업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겠지

만�, 최근 농촌지역에서도 농업의 상대적 쇠퇴로 인해 비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이러한 추세는 농가 인구와 농가 호수의 변화에 관한 분석을 통해 확

인해 볼 수 있다�.

�1 산업 별 종사 인구 구성

영양군의 경제활동 인구는 대부분 농림업부문에 종사하고 있지만 �1�3�) �, 이 부문의 종사자수

는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비율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표 �2 �- �2�9 참
조 �) �. 즉 �1�9�8�5 년 이 부문에 종사한 인구는 �1�8�,�9�0�7 명으로 그 비율은 �9�0�.�6�% 를 차지했자싼 �. �1�9�8�5

년에는 �1�5�,�2�3�8 명으로 그 비율이 �8�1�.�7 �%로 감소했다 �. 반면 영양군의 인구에서 광공업부문 종

사자는 �1�9�8�0 년 전무한 상태에서 �1�9�8�5 년 �2�6�1 명으며 늘었지만 그 비율은 매우 낮다 �. 소매업 등

서비스분야에 취업하고 있는 인구는 �1�9�8�0 년 �1�.�9�5�6 명으로 �9�.�4�% 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 �1�9�8�5 년

에는 �3�.�1�5�6 명으로 �1�6�.�9�% 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이 부문의 종사자수와 그 비율이 모두 늘어났

다�.

〈표 �2 �- �2�9�) 산업별 종사 인구 현황 단위� 명 �.�%

자료 �;
경제기획원

��
인구 및 주택센서스 ���, 해당 연도 �.

이러한 산업별 종사 인구 구성에서 농림업 부문 인구는 대부분 자영업 종사자라고 할 수

있으며 �. 광공업과 기타 서비스업은 사업체 취업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업체

취업자 현황을 살펴 보면 �( 표 �2�-�3�0 참조 �) �, 보다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구체적인 취업 현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즉 �1�9�8�5 년 영양군에서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는 �3�.�1�6�2 명이었으며 �,

이 가운데 도소매 및 음식 � 숙박업 종사자수는 �1�.�4�0�1 명으로 총종사자수의 �4�4�.�3�% 를 차지했으

며 �, 그 다음으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9�9�5 명으로 �3�1�.�5 �%를 차지했다 �. 제

�1�3�) 산업별 종사자 및 사업체 취업자 등에 관한 현황 자료는 최근의 군통계연보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 산업별 인구 구성은 �1�9�8�0 년대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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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3�.�1�6�2 �9 �3�4�0 �1�3 �3�3 �1�.�4�0�1 �1�6�1 �2�1�0 �9�9�5

�(�%�) �0�0�0�.�0�) �(�0�.�3 �(�0�.�0�) �0�0�.�8�) �(�0�.�4�) �0�.�0�) �( �4�4�.�3�) �(�5�.�1�) �(�6�.�6�) �(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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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입암면 �3�6�4 �4�1 �1�7�2 �1�8 �1�6 �1�1�6
청기면 �2�5�4 �3�6 �9�2 �1�7 �1�6 �9�3
일월변 �2�0�6 �3�5 �4�9 �1�4 �2�4 �8�4
수비면 �2�9�4 �2�9 �1�0�7 �2�0 �1�5 �1�2�3
석보면 �3�1�5 �3�4 �1�2�8 �2�0 �1�6 �1�1�7

�6�8 용 저 �1�2 펀 지 리

조업체 종사자는 �3�4�0 명으로 �1�0�.�8�% 를 차지했으며 �, 그외 금융 � 보험 �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종사자는 �2�1�0 명 �, 운수 � 창고 및 통신업 종사수는 �1�6�1 명으로 각각 �6�.�6�%�. �5�.�1 �% 를 차지한 것으

로 나타났다 �.

〈표 �2 �- �3�0�> 읍� 면별 사업체 취업자 현황 단위 �- 명 �.�%

자료 �: 경제기획원 �� 총사업체 통계조사보고서 �,�B�. �1�9�8�6�.

사업체 취업자 현황을 읍 � 면별로 보면 �. �1�9�8�5 년 영양읍의 경우 총취업자 �1�. �7�2�9 명으로 군

전체의 �5�4�.�7�% 를 차지하고 있다 �. 이들 가운데 도소매 � 음식 � 숙박업 취업자는 �4�9�.�3 �%로 가장

많고 �,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취업자가 �2�6�.�7�%�. 제조업 취업자가 �9�.�5�% 를 차지하고 있다 �. 면
지역에서 사업체 취업자수는 �2�0�0 �� �3�0�0 여명으로 대부분 도소매 � 음식 � 숙박업이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취업해 있다�. 영양읍의 사업체 취업자수는 읍의 경제활동 인구 �( 즉 �1�5���6�4 세

사이 인구 �)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에 따라 �1�9�9�6 년

초 영양읍의 산업별 종사자 비율은 �1차산업 �3�1�%�. �2차 산업 �3�%�, 이며 �, 읍인구의 �6�6�% 는 �3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1�4�)�. 그러나 면지역에서 사업체 취업자수는 전체 경제활동 인구에서 매

우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면지역의 산업별 인구는 거의 대부분 비사업체 종사자 �,

즉 농업 인구라고 할 수 있다 �-

�2�. 농가 인구의 변화

영양군의 산업별 인구 구성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 인구의 변화는 농가

인구 및 농가 호수의 변화 추이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 표 �2 �- �3�1 참조 �)�. �1�9�7�5 년 영양군의

농가 인구는 �5�4�.�8�4�8 명으로 총인구의 �8�0�.�8�% 를 차지하고 있었고�, 비농가 인구는 �1�3�.�0�0�3 명이었

�1�4�) �f 영양군지 �4 제작을 위해 영양읍에서 제출한 자료 참조�.



구분 �1�9�8�5 �1�9�9�0 �1�9�9�4
연평균 증감률

�1�9�7�5 �1�9�8�0
 ��7�5�-�8�0  ��8�0�-�8�5  ��8�5�-�9�0  ��9�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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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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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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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인구율 �8�0�.�8 �7�5�.�2 �7�7�.�0 �6�2�.�1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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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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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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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호수율 �7�7�.�5 �7�0�.�5 �7�2�.�4 �6�1�.�7 �6�0�.�5

평균 �5�.�6�8 �5�.�0�9 �4�.�3�4 �3�.�5�2 �3�.�3�4 �-�2�.�2 �- �3�.�1 �- �4�.�1 �-�1�.�3
호당

농가 �5�.�9�2 �5�.�4�3 �4�.�6�2 �3�.�5�4 �3�.�1�8 �-�1�.�7 �-�3�.�2 �5�.�2 �2�.�6
인구

비농가 �4�.�8�4 �4�.�2�8 �3�.�6�2 �3�.�4�8 �3�.�5�9 �-�2�.�4 �-�3�.�3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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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그 이후 농가 인구는 급속히 감소하여 �1�9�8�5 년 �3�3�.�4�9�0 명으로 줄었고 �, �1�9�9�4 년에는 �1�5�,�6�4�8 명

에 불과하게 되었고 �, 이에 따라 농가 인구율도 �1�9�8�5 년 �7�7�.�0�%�, �1�9�9�4 년 �5�7�.�6�% 으로 줄어들었다 �.
이러한 농가 인구의 감소율은 영양군 총인구의 감소율보다도 더 큰 것으로 �, 농가 인구의 연

평균 증감률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 이러한 현상은 한편으로 영양군 전체 인구에서 농가

인구의 유출이 비농가 인구의 유출보다도 더 많았으며 �, 다른 한편으로 지역을 떠나지 않고

남아 있는 주민들 가운데도 농업에서 비농업부문으로 전직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비농가 인구는 �1�9�6�5 년에서 �1�9�8�0 년 사이 및 �1�9�8�5 년에서 �1�9�9�0 년 사이에 절대수치의 증가를 보

였다 �.

〈표 �2 �- �3�1�> 농가 인구 및 농가수의 변화 추이 단위 �: 명 �, 호 �,�%

자료 �. 영양군 �w영양군 통계연보 �J�)�, 해당 연도�.

영양군의 농가 호수의 변화는 농가 인구 변화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 증감률은 상대

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즉 �1�9�7�5 년 농가 가구수가 전체 가구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7�.�5�% 였으며 �, �1�9�9�4 년에는 �6�0�.�5�% 로 나타나고 있다 �. 이와 같이 농가 인구의 급속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 농가 가구수는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한 것은 농가 가구에서 가족의 일부가 선별

적으로 역외로 유출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 이는 가구당 인구수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
즉 �1�9�7�5 년 가구당 인구수는 농가의 경우 �5�.�9�2 명으로 비농가의 �4�.�8�4 명에 비해 많았다 �. 그러나
그 이후 농가의 가구당 인구수는 계속 감소하여 �1�9�9�4 년에는 �3�.�1�8 명에 불과하게 되었고 �, 비농

가의 가구당 인구수 �3�.�5�9 명보다도 적게 되었다 �.
이러한 농가 인구 및 가구의 감소를 읍 � 면별로 보면�, 비교적 도시적 기능을 갖추고 있는

영양읍의 경우 농가 인구는 �1�9�8�0 년 �7�,�9�0�8 명 에서 �1�9�8�8 년 �5�.�1�4�4 명으로 감소하였고 �, 그 비율도



겨| 0��,�o��0� 입암면 청기면 일월면 수비면 석보면
구

�o�o�t�=�!

�1�9�8�0 �1�9�8�8 �1�9�8�0 �1�9�8�8 �1�9�8�0 �1�9�8�8 �1�9�8�0 �1�9�8�8 �1�9�8�0 �1�9�8�8 �1�9�8�0 �1�9�8�8 �1�9�8�0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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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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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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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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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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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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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비농가호수 �3�.�0�6�3 �2�,�6�5�8 �1�. �6�0�4 �1�.�9�8�6 낌ηj �1�4�5 �2�3�9 �c �2�6�0 �8�2 �3�0�4 �2�0�0 �3�3�4 �1�8�3

농가호수율 �7�0�.�5 �7�2�.�4 �4�7�.�7 �4�0�.�0 �7�9�.�5 �8�9�.�4 �8�4�.�6 �9�5�.�6 �8�0�.�4 �9�2�.�6 �7�5�.�1 �8�1�.�5 �7�9�.�7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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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에서 �3�7�.�6�% 로 줄었으며 �, 이에 따라 농가 호수와 그 비율도 감소했다 �. 그러나 영양읍의

비농가 인구수는 이 기간 동안 �6�,�3�5�1 명에서 �8�,�5�5�5 명으로 �3�4�.�7�% 나 증가했으며 �, 비농가 호수도

�1�,�6�0�4 호에서 �1�,�9�8�6 호로 늘어났다 �. 면지역에서는 모두 농가 인구수와 그 비율이 감소했지만 �,

일부 변에서는 비농가 인구의 증감에 있어서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즉 �1�9�8�0 년에

서 �1�9�8�8 년 사이 입암면 � 청기면 � 석보면의 경우 변인구의 격감으로 농가 인구뿐만 아니라

비농가 인구도 감소했지만 �, 일월면과 수비면의 경우는 전체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농가 인

구는 더욱 감소했지만 �, 농가 인구의 일부가 비농가 인구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비농가 인구

는 오히려 절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 �- �3�2�) 읍 � 면별 농가 인구 및 농가수의 변화 추이

주 �: 원자료에서 비농가 인구 및 비농가 호수의 수치를 계산했으며 �, 이 계산과정에서 원자료

에 다소 문제가 있음이 확인됨 �( 예로 일월면의 경우 �1�9�8�8 년 비농가 인구는 �1�,�0�5�8 명으로

계산되며�, 비농가 호수는 �8�2 호로 계산됨 �. 이 경우 비농가 인구의 호당 인구수는 �1�2�.�9 명

이 나오게 됨 �) �.
자료 �. 영양군 ��

영양군농촌지역종합개발계획 �.�n�, �1�9�8�9�, �6�0쪽 및 �6�2 쪽 �.

저 �1�4 항 인구 변동

한 지역의 인구 변동은 그 지역 자체 및 다른 지역과의 관계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인구 현상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

다 �. 인구 변동은 그 지역의 출산력과 사망력을 고려한 자연적 변동과 인구의 전입 및 전출

과 관련된 사회적 변동으로 크게 구분된다 �. 이에 따라 순인구 변동 �=�( 출생자수 �- 사망자

수 �) �+�( 전입자수 �- 전출자수 �) 로 계산된다 �. 한 지역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 자연적 변동은 고

출생 � 고사망률에서 고출생 � 저사망률을 거쳐 저출생 � 저사망률로 전환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한 지역의 인구 변동에서 자연적 인구 변동보다 사회적 인구 변동이 더 큰 비중을



연I벼 읍 � 면별 �( �1�9�9�4�)
구

�-�'�-�c®

�1�9�6�5 �1�9�8�0 �1�9�8�5 �1�9�9�0 �1�9�9�4 0��J���O���0�0 0��l�o��
청기 0��I�.�$�-�J 수비 석보�t�=�I��ø E르 g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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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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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수 �:�B �4�9�3 �6�8�5 �4�9�2 �4�4�3 �3�5�4 �9�4 �5�7 �5�5 �4�7 �3�4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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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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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 �: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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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게 된다 �.

오늘날 산업사회에서 출생률과 사망률은 과거에 비해 매우 낮아졌지만 �, 전입자수와 전

출자수로 계산되는 사회적 변동 �, 즉 인구 이동은 매우 큰 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특히 우

리 나라와 같이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과정을 겪은 경우 �, 농촌지역으로부터 도시지역으로

급격하고 대규모의 인구 이동을 경험하였다 �. 이로 인해 도시지역은 과밀인구 문제에 봉착하

게 된 반면 �, 농촌지역을 인구의 과소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공간적 문제들을 안게

되었다 �.

제 �1목 출생 � 사망에 의한 자연적 변동

영양군의 자연적 인구 변동을 살펴 보면 �, �1�9�9�5 년 출생률은 �3�.�3�8�% 를 보였고 사망률은

�0�.�7�6�% 를 나타내었으며 �, 이는 인구변천 과정에서 고출생 � 저사망률의 단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 표 �2�-�3�3 참조 �) �. 이러한 고출생률은 �1�9�7�0 년대에도 계속되어 �1�9�8�0 년에는 �3�.�7�4�% 를 나

타내었으며 �, 그 이후 급속히 감소하여 �1�9�9�4 년에는 �0�.�9�7�% 로 줄어들었다 �. 이와 같이 �1�9�8�0 년대

이후 출생률의 급격한 감소는 일반적인 사회발전 과정에서 출생률의 인위적 통제로 인해

나타나는 출생률의 저하라기 보다는 지역 인구의 유출 �, 특히 가임여성 인구의 유출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표 �2 �- �3�3�> 출샘 � 사망률 변화 추이

자료 �: 영양군 �r 영양통계연보 ���, 해당 연도�.

반면 사망률은 �1�9�7�0 년대 후반 이후 오히려 높아져서 �1�9�8�0 년에는 �1�.�2�9�%�. �1�9�9�0 년에는

�1�.�4�2�%�. 그리고 �1�9�9�4 년에는 �1�.�3�0 �%를 나타내었다 �. 이러한 사망률의 증가 역시 자연적이라기

보다는 사회적 인구 변동과 밀접하게 판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 즉 청장년층의 선별적인 인

구 유출로 인해 노년 인구가 상대적으로 급증하였고 �, 이러한 인구의 노령화 현상은 사망률

을 높혔다고 하겠다 �. 이와 같은 출생률과 사망률의 변동에 따라 �, 영양군의 자연적 순인구

변동은 �1�9�6�5 년 �1�.�7�1�1 명의 증가를 나타내었으나 그 이후 계속 감소하여 �1�9�9�0 년에는 사망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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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생자수를 넘어서게 되었다 �.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사회적 변동이 없다고 할지라

도 지역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게 될 것이다 �.

이 러 한 출생 � 사망률에 따른 자연적 인구 변동을 읍 � 변별로 살펴 보면 �, �1�9�9�4 년 영양읍의

경우 출생률은 �1�.�2�5�% 로 군전체에서 가장 높고 �, 사망률은 �0�.�9�1�% 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

고 �, 이에 따라 순자연적 변동에서 인구증가 현상을 보였다 �. 반면 면지역들에서는 모두 출생

자수에 비해 사망자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현상을 공통적으로 나타내었지만 �, 변별로 다소 차

이는 있다�. 즉 일월면과 수비면은 출생률이 �1�% 이상을 보이지만 �, 그외 면들은 �1�% 이하로

서 �, 특히 청기면의 경우는 �0�.�3�6�% 에 불과하다 �. 반면 면지역들의 사망률은 모두 �1�% 이상으로

출생률보다도 더 높고 특히 석보면 �1�.�8�1 �%�, 청기면 �1�.�6�7�% 를 나타내었다 �. 이와 같이 면지역에

서 출생률이 매우 낮고 반면 사망률이 높은 것은 청장년층의 대규모 인구 유출과 이로 인해

잔여 노년 인구의 상대적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 �2목 전출 � 전입에 의한 사회적 변동

영양군은 �1�9�7�3 년 최다의 인구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인구 격감을 겪고 있다 �. 물론 농촌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인구 전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 전출자수가 전입자수를 훨씬

초과함에 따라 이러한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전입률에 비해

매우 높은 전출률은 지역 인구의 감소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 특히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인구 전출은 지역내 출생률을 저하시킴으로써 지역 인구의 감소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
이와 같은 인구의 사회적 변동은 우리 나라의 농촌지역 대부분이 경험한 것이긴 하지만 �. 영
양군의 경우는 특히 심각하다고 하겠다 �.

즉 영양군 인구의 사회적 변동에서 �( 표 �2 �3�4 참조 �) �, 전출률은 �1�9�8�0 년 �1�3�.�6�% 이었고 �1�9�8�5 년

에는 다소 낮아져서 �1�2�.�6�% 였지만 �, �1�9�9�0 년에는 다시 급증하여 �1�8�.�0�% 에 이르렀고 �, �1�9�9�4 년에는

상당히 떨어졌지만 �1�0�%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전입률은 �1�9�8�0 년 �1�0�.�7�% 로 상

당히 높았지만 �, �1�9�8�5 년에는 떨어져서 �7�.�6�% 였고 �, �1�9�9�0 년 높아졌지만 그 이후 다시 줄어들고

있다 �. 이러한 전출 � 입률의 차이로 인한 인구의 사회적 변동으로 인해 영양군은 �1�9�8�0 년과

�1�9�8�5 년 각각 �1�.�5�0�0 명 내외 �, �1�9�9�0 년에는 �2�.�6�0�0 명 �, 그리고 �1�9�9�4 년에는 �1�.�1�1�0 명 정도 사회적 순인

구 감소를 나타내었다 �1�5�) �.
영양군 인구의 사회적 변동을 전출 및 전입지역과 관련시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변 �,

전출자들의 경우 �1�9�8�0 년 지역 인구의 �1�3�.�6�% 에 해당하는 �7�.�1�9�6 명이 역외로 전출하였으며 �, 이

�1�5�) 영양군 통계연보 등에 발표된 자료에 다소 오류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 특히 �1�9�9�0 년 자료에

는 상당한 문제가 있으며 �, 이는 이 연도의 자료는 ‘인구및 주택에 관한 센서스’를위한 정밀조사

의 결과이며‘다른 연도는 주민등록상의 상주인구조사로 계산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러
나 이로 인해 �, 인구변동에 관한 자료 분석에서 �, 영양군의 총인구 변동량에 대한 연도별 발표수치와

자연적 변동 및 사회적 변동을 감안하여 계산된 인구 변동량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



사회적 총이동 도내 이동 도간이동

연도 순인구 전입 짜표 전입 전출 전입 전출
변동 이동률 이동률 이동를 이동률 이동률 이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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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총이동 시도내 이동 시도간 이동

구 순인구 전입 전출 전입 전출 전입 전출

변동 이동률 이동률 이동률 이동률 이동률 이동률

영양읍 �-�3�4�9 �7�4�1 �7�.�2 �1�.�0�9�0 �1�0�.�5 �3�3�8 �3�.�3 �4�6�9 �4�.�5 �4�0�3 �3�.�9 �6�2�1 �6�.�0
입암면 �-�1�0�5 �3�0�5 �7�.�6 �4�1�0 �1�0�.�2 �1�5�1 �3�.�7 �1�6�1 �4�.�0 �1�5�4 �3�.�8 �2�4�9 �6�.�2
청기면 �-�1�8�3 �1�8�3 �5�.�6 �3�6�6 �1�1�.�1 �8�0 �2�.�4 �1�3�0 �3�.�9 m씨 3.1 236 7.2
일월연 �-�1�3�1 �1�8�1 �6�.�1 �3�1�2 �1�0�.�5 �8�8 �3�.�0 �1�1�4 �3�.�9 �9�3 �3�.�1 �1�9�8 �6�.�7
수비변 �-�1�3�7 �1�5�7 �5�.�6 �2�9�4 �1�0�.�5 �5�6 �2�.�0 �1�0�1 �3�.�6 �1�0�1 �3�.�6 �1�9�3 �6�.�9
석보연 �-�2�0�4 �2�2�8 �6�.�2 �4�3�2 �1�1�.�7 �1�1�4 �3�.�1 �1�9�1 �5�.�2 �1�1�4 �3�.�1 �2�4�1 �6�.�5

제 �2장 인문지리 �I�I �7�3

들 가운데 �6�8�.�2�% 는 인접한 경상북도 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고 �. �3�1�.�8 �%는 상대적으로 먼

거리인 타시 � 도로 이주했다�. 그러나 영양군의 전출자들 가운데 도내 이주자들 보다는 도간

이주자들의 비율이 높아졌다�. 즉 �1�9�8�5 년 군 인구의 �1�2�.�6�% 에 해당하는 �5�.�4�8�7 명의 전출자들 가

운데 �.�4�3�.�3�% 는 경상북도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으며 �.�5�6�.�7�% 가 도외로 전출하였다 �. 그 이후

도외 전출자들의 비율이 더욱 높아져서 �. �1�9�9�0 년에는 총전출자의 �6�5�.�9�%�. �1�9�9�4 년에는 �5�9�.�8�% 가

도외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

〈표 �2 �- �3�4�> 영양군의 인구 이동 추이 단위 �: 명 �.�%

자료 �, 영양군 �I�T�' 영양통계연보 �,�J�J�. 해당 연도 �.

〈표 �2 �- �3�5�> 읍 � 면별 인구 이동 �( �1�9�9�4 년 �) 단위 �: 명 �.�%

자료 �: 영양군 �I�T�' 영양통계연보 �,�J�J�, �1�9�9�5�. �4�0 쪽 �.

한편 전입자들의 경우 �1�9�8�0 년 군 인구의 �1�0�.�7�% 에 해당하는 �5�.�6�3�6 명이 지역 내로 이주해

왔으며 �, 이들 가운데 �7�1�.�3 �%는 경상북도 내 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며 �, 나머지 �2�8�.�7�% 는

타 시 � 도에서 전입해 왔다�. 그 이후 도 내에서의 전입자보다 도 외에서의 전입자의 수가

많아져서 �. �1�9�8�5 년에는 �5�2�.�5�% ‘ �1�9�9�0 년 �5�4�.�0�%�. �1�9�9�4 년 �5�3�.�9�% 가 다른 시 � 도에서 전입해 왔다 �.
이러한 점에서 보면 �, 영양군은 인구의 전출 및 전입에 따른 사회적 변동을 통해 타 시 � 도

와의 인적 교류가 넓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
이러한 인구의 사회적 변동을 읍 � 면별로 보면 �( 표 �2�-�3�5 참조 �)�. �1�9�9�4 년의 경우 모든 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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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지역들에서 전출률은 대체로 �1�0�� �1�1 �%정도로 비슷하고 �. 전출지역도 읍 � 면지역 구별없이

대체로 비슷하게 경상북도 내 전출률은 �4���5�% 정도 �, 경상북도 외 전출률은 �6�-�7�% 정도를 나

타내고 있다�. 전입자의 경우 �, 영양읍과 입암면이 지역 인구의 각각 �7�.�2�%�, �7�.�6�% 를 차지하여

다른 면지역과는 다소 높지만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 또한 전입자들 가운데 영양읍

과 입암면의 경우는 다른 면지역들에 비해 경상북도 내에서 전입의 비율이 �1�% 정도 높지

만‘ 전반적으로 경상북도 내 및 도외로부터 이주해 온 사람들의 비율은 각각 �3�% 정도로 비

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 �3목 연령접단의 성장시기별 변동

한 지역의 인구 변동은 연도별 인구의 총량적 비교를 통해 전체적인 변화를 알 수 있으

며 �, 또한 출생 � 사망 � 전출 � 전입 자료에 기초하여 자연적 인구 변동과 사회적 인구 변동으

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고찰해 볼 수 있다 �. 그러나 이러한 분석들은 인구의 세부집단들이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가를 나타내어 주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보다 세분된 자료와 이에 대

한 분석이 요청된다 �. 이를 위해 �, 세부집단별 인구 변동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

서 �, 연령별 인구집단의 성장시기별 변동을 분석해 볼 수 있다 �1�6�) �. ‘연령별 인구집단의 성장시

기별 변동’에 관한 분석은 특정 연령집단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자연적 및 사회적 인

구 변동을 겪게 되는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 인구 자료에서 각 연령층이 �5년 단위

로 구분된다는 점에서 연령층의 성장을 고려하여 �5년 단위 시기별 자료를 이용한다 �. 연령집
단의 성장 시기별 변동에 관한 분석은 연도별 연령인구의 단순 비교와는 달리 �, 특정 연령

집단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인구 변동을 나타내는가를 알 수 있도록 한다 �.
영양군의 연령별 인구 변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 �1�9�7�5 년에서 �1�9�9�5 년 사이 특정 연령 집단

의 성장시기별 인구 변동을 분석해 볼 수 있다
�( 표 �2�-�3�6 참조 �) �. 예컨대 �. �1�9�7�5 년 대부분 영양

군에서 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0�-�4 세 연령 인구 �9�.�4�7�9 명은 �1�9�8�0 년 �5���9 세 연령인구가

되면서 �5년간 �1�.�8�8�8 명의 순감소를 보였고‘ �1�9�8�5 년 �1�O�� �1�4세 연령 인구가 되면서 �5년간 다시

�1�.�1�0�0�1 경의 순감소를 보였으며 �, �1�9�9�0 년 �1�5�-�1�9 세 연령 인구가 되면서 �5년간 다시 �3�,�6�3�3 명의 순

감소를 보였고 �, �1�9�9�5 년 �2�0���2�4 세 연령 인구가 되면서 감소율은 어느 정도 정체되어 순감소

는 �1�3 명으로 나타난다 �. 이와 같이 �1�9�7�5 년 �0���4 세 연령 인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변동을 보이는 시기는 �1�0�-�1�4 세에서 �1�5�-�1�9 세 사이임을 알 수 있다 �. 그러나 이 연령 집단의

성장시기별 변동은 남성과 여성 간에 다소 차이를 나타낸다 �. 즉 �1�9�7�5 년 �0���4 세 남성 인구는

�1�6�) 이 분석은 일단 한 지역에서 태어난 주민들의 성장과정별 인구 변동을 대상으로 하며 �, 정확

한 사망 � 전입 � 전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연령집단의 순인구변동을 고찰하는 것이다 �. 그러나 청

소년기까지의 성장시기별 인구변동에 관한 분석은 이 시기 사망률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주로 사

회적 변동과 관련되며‘반면 장 � 년기의 성장시기별 인구변동에 관한 분석은 이 시기에 사회적 변

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신 사망률이 높다는 점에서 주로 자연적 변동과 관련된다고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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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여, 4,554 �-�8�7�4 �3 ��6�8�0 �- �4�0�9 �3�,�2�7�1 �1�.�9�2�4 �L�3�4�7 �-�2�2�2 �1�J�2�5

�1�9�7�5±D 연령풍 �5�0���5�4Á8 �=�} �5�5���5�9Á8 =수 60�64세 �=�} �6�5�-�6�9Á8 =수 �7�0�-�7�4Á8
�5�0�-�5�4Á8 인구수 �2�,�3�5�2 �-�3�8�5 �1�.�9�6�7 �- �3�0�6 �1�.�6�6�1 �- �2�9�9 �L�3�6�2 �-�3�6�8 �9�9�4
연령 �1�.�-�)�. �1�J�8�9 �-�2�0�4 �9�8�5 �-�1�5�9 �8�2�6 �-�1�6�0 �6�6�6 �1�9�0 �4�7�6�n

집단 여 �1�J�6�4 �1�8�2 �9�8�2 �-�1�4�7 �8�3�5 �-�1�3�9 �6�9�6 �1�7�8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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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이하의 어린 연령에서부터 여성에 비해 더 많이 감소하였고 �, 여성 인구는 �1�O�� �1�4세 및

�1�5�� �1�9세되면서 남성 인구보다 더많은 감소를 보였다 �. 그리고 �1�5�� �1�9세에서 �2�0���2�4 세 되면서

이 연령 집단에서 남성은 사회적 순인구 전입으로 인해 인구수가 증가하는 반면 �, 여성은 감

소율이 다소 낮지만 사회적 순인구 전출을 보였다고 하겠다 �.

〈표 �2 �- �3�6�> 언령집단의 성장시기별 인구 번동의 사례

이러한 분석을 통해 연령 집단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구 변동을 보면 �, 영양군의 인

구 감소는 연도와 무관하게 주로 �1�0�� �1�4세 λ�} 이에서 이루어진다고 분석된다 �. 즉 �1�9�7�5 년 �1
�0���1�4 세 연령인구 �9�,�9�3�4 명은 �5년 후 �1�9�8�0 년 �1�5�� �1�9세 연령 인구가 되면서 절반 이상인

�5�3�.�7�% 의 �5�.�3�3�5 명이 순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 또한 �1�9�8�0 년 �1�0�� �1�4세 연령 인구가 �1�9�8�5 년 �1
�5���1�9 세 연령 인구가 되면서 �5�6�.�0�% 인 �4�,�6�1�6 명의 순감소를 보였고 �, �1�9�8�5 년에서 �1�9�9�0 년 사이에

도 유사하게 �1�0�� �1�4세 연령 인구가 �1�5�� �1�9세 연령 인구가 되면서 �5�6�.�0�% 의 순감소를 보였다 �.
�1�9�9�0 년에서 �1�9�9�5 년 사이 연령별 인구의 성장 과정에서의 변동은 �2�0���2�4 세 연령 인구에서

�4�1�.�6�% 로 가장 큰 순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

한편 �1�9�7�5 년 �5�0���5�4 세 연령 집단은 �1�9�8�0 년 �5�5���5�9 세가 되면서 �1�6�,�4�% 가 감소하였고 �, �1�9�8�5

년 �6�0���6�4 세가 되면서 �1�3�.�0�%�, �1�9�9�0 년 �6�5���6�9 세 �7�� 되면서 �1�2�.�7�%�, 그리고 �1�9�9�5 년 �7�0���7�4 세가

되면서 �1�5�.�6�% 가 감소하여 �, �2�0 년이 지난 �1�9�9�5 년에는 �4�2�.�3�% 만 남게 되었다 �. 이 집단은 �1�9�7�5 년

이미 상당히 노령화되었기 때문에 �, 그 이후 이 집단의 성장 �(또는 생애 �) 시기에서 나타나는

인구 감소는 전출에 의한 사회적 변동이라기보다는 대체로 사망에 의한 자연적 변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6�5���6�9 세에서 �7�0���7�4 세 되는 시기에 이 연령 집단의 인구 감소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 그리고 이 연령 집단의 생애시기별 인구 변동은 남

� 여간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즉 �1�9�7�5 년 �5�0���5�4 세 연령 집단에서 남자는 �1�.�1�8�9 명 �, 여자

는 �1�.�1�6�4 명으로 각각 �5�0�.�6�% 및 �4�9�,�4�% 로 남자가 약간 많았으나 �, �1�9�9�5 년 �7�0���7�4 세 연령이 되면

서 남자는 �4�7�6 명 �, 여자는 �5�1�8 명으로 각각 �4�7�.�9�%�, �5�2�.�1 �% 로 여자가 더 많게 되었다 �. 즉 이 연

령 집단에서 남자는 연평균 �-�4�.�5�% 로 감소한 반면 �. 여자는 연평균 �-�4�.�0�% 로 감소한 것으로 �,

이는 �5�0�� �7�4세 사이 생애 시기에서 남자의 사망률이 높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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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주택과 취락

저 �1�1 항 주 택

주택은 인간 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생활 수단으로서�, 삶의 보금자리이며 또한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중심 근거지이다 �. 또한 주택은 토지와 더불어 개인의 소유 재산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 우리 나라 농촌지역의 전통적 주택들은 대부분 목조로 건축된 단독

주택이었으나 �, 최근 농촌지역에서도 신 � 증축되는 건물들은 거의 대부분 철근 콘크리트 및

시멘트 블록으로 건축되고 있으며�, 또한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및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의 수가 늘어가는 추세이다 �.
특히 농촌지역의 주택과 관련하여 특이한 사실은 인구 및 가구의 지속적 감소로 인해 빈

집이 늘어나고 �, 주택수가 가구수 보다 많아져서 주택 보급률이 �1�0�0�% 를 능가하고 있다는 점

이다 �. 따라서 도시지역의 주택이 교환가치 또는 재산가치로서 중요한 투자 �( 또는 투기 �) 의 대

상이 되고 있지만 �, 대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농촌지역의 주택은 이러한 재산가치로서

보다는 실질적인 생활수단으로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영

양군의 주택 현황에서도 특히 잘 나타나고 있다 �.

제 �1목 주택 보급과 유형

영양군의 주택수는 �1�9�9�1 년 �9�.�2�8�7 채였으나 �, 그 이후 다소 변동이 심하지만 �1�9�9�5 년 �7�.�9�6�0 채
�( 빈집 �4�1�3 채 포함 �) 로 줄어 들었으며 �1�7�)�. 연 평균 감소율은 �3�.�8�% 였다 �( 표 �2�-�3�7 참조 �)�. 이에

따라 주택 보급률은 �1�9�9�1 년 �1�1�2�.�3�% 에서 �1�9�9�5 년 �9�7�.�4�% 로 줄어 들었다 �. 이는 이 기간 동안 주

택 감소율이 가구의 감소율을 능가했음을 의미한다 �.
�1�9�9�5 년 주택 보급 현황을 읍 � 면별로 보면 �, 도시적 성격을 가지고 인구가 상대적으로 밀

집해 있는 영양읍의 경우 가구수는 �3�,�0�2�1 가구임에 비해 주택수는 �2�.�6�8�6 채로 주택 보급률은

�8�8�.�9�% 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주택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영양읍의

주택들 가운데 빈집이 �1�0�9 채로 �4�.�1�% 에 달하고 있다 �. 면지역의 경우 유일하게 일월면이 가구

수 �9�8�7�7�} 구에 비해 주택수가 �4�3 채 부족한 �9�4�4 채 �( 빈집 �8�5 채 포함 �) 로서 주택 보급률 �1�0�0�% 에

미달되어 있으며 �, 그외 면지역들에서는 모두 �1�0�0�%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주택의 보급 현황을 유형별로 보면 �. �1�9�9�5 년 단독주택이 �7�.�4�9�5 채로 영양군 전체 주

택의 �9�2�.�9�% 를 차지하고 있다 �. 그러나 영양읍을 중심으로 최근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

택 등 공동주택수가 비록 소규모이긴 하지만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에 따

라 �1�9�9�5 년에는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1�8�) �. 특히 영양읍의 경우 단독주택의 비율은

�1�7�) �1�9�9�2 년 주택수가 격감하고 �1�9�9�3 년 다시 급증한 것은 통계상의 오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



�3�.�E�H 조E
�3�.�E�H �T�=�; �o�T�r

구분 가구수 �3�.�E�H�� �T��
도「단 연립 다세대 비거주용�,�=�;�T 보그E

아파트�t�:�:�j²¥×P
�3�.�E�H �3�.�E�H �;�¾�E�H �3�.�E�H
�I�=�; �T�� �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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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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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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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읍 �3�,�0�2�1 �2�,�6�8�6�(�0�9�) �8�8�.�9 �2�,�2�8�8 �4�0 �2�4�2 �1�1�6
입암면 �1�.�2�0�1 �1�.�2�8�0�(�0�2�) �1�0�6�.�6 �1�.�2�2�1 �3�6 �2�3

읍�면 청기면 �9�9�8 �9�9�9�( �8�) �1�0�0�.�1 �9�9�9
�(�9�9�5�) 일월연 �9�8�7 �9�4�4�( �8�5�) �9�5�.�6 �9�3�9 �5

수비변 �8�5�7 �8�6�3�( �2�0�) �1�0�0�.�7 �8�6�0 �3
석보면 �1�.�1�0�8 �1�.�1�8�8�( �8�9�) �1�0�7�.�2 �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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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 로 군 평균보다도 상당히 낮고 �, 대신 공동주택이 �1�0�.�5�% 를 차지하고 있고 �, 또한 상가

등 비거주용 주택의 비율도 �4�.�3�% 로 나타난다 �. 반면 농촌지역의 경우 거의 전적으로 단독주

택으로 건설되어 이용되고 있다 �.

〈표 �2 �- �3�7�> 영양군 주택의 보급 및 유형 현황 단위 �: 채 �,�%

주 �: �1�) �1�9�9�2 년 주택수의 격감과 �1�9�9�3 년 다시 급증한 것은 통계상의 오류에 의한 것으로 보임 �.
�2�) �1�9�9�5 년 합계의 �( �) 안은 빈집의 수임 �.

자료 �: �1�9�9�4 년까지 영양군 ���" 영양군 통계연보 ���, �1�9�9�5�.

�1�9�9�5 년 통계청 �I�f
인구 주택 총조사 잠정 보고서 ���, �1�9�9�6�.

제 �2목 주택의 점유관계

영양군의 주택 �, 특히 농가들은 대부분 자가 소유라고 할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 비�( 非 �)자

가주택들도 있다�. 즉 �1�9�9�3 년 영양군의 자가주택을 가구수로 나눈 자가 소유의 비율은

�1�0�5�.�1 �%였지만 �, 전세 � 보증부 월세 및 월세 주택에 생활하는 가구수도 각각 �5�1�5 가구 �. �2�1�4�7�}

구 �. �1�7�6�7�} 구로 �, 합하여 �9�0�5 가구로서 전체 가구의 �1�1�.�4�% 를 차지하고 있었다 �( 표 �2�-�3�8 참조 �)�.

반면 �1�9�9�4 년 영양군의 자가 소유율은 격감하여 �8�9�.�6�% 로 하락하였지만 �, 비자가주택에서 생활

�1�8�) 영양군의 공동주택‘특히 아파트의 가구당 규모는 �3�0 평 이하로 비교적으로 소규모이다 �f 영

양군 통계연보 �J�0�9�9�5�. �1�1�4 쪽 �) 에 의하면 �, 아파트는 �1�9�9�1 년 �1개동 �2�5 가구 �(�3�3���6�6�m�2 미만 �1�0가구 �, �6�6��

�9�9�m�2 미만 �1�5 가구 �) 가 건설되었으며 �, �1�9�9�3 년 �2개동 �6�4가구 �(�6�6���9�9�m�2 미만 �6�4 세대 �) 분이 건설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이 수치는 같은 자료 �0�1�3 쪽 �) 의 총주택 현황에 제시된 아파트 주택수 �4�0 가구와는 차

이가 있다�.



자가 ¼ô�;�;�<�:�:²Ù 월세
구분 �<�S�. �E�H�» 전세

�0�,
µ�Nº�O�A�f�,�0�T�=�i�T

자가소유율 월세 (사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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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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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암면 �1�.�2�0�8 �9�3�7 �9�1�.�4 �2�1 �2 �1�9 �1�1�5
읍�면 청기면 �1�.�1�2�2 �1�.�1�0�3 �1�0�9�.�8 �3 �8
�(�9�9�4�) 일월변 �7�9�0 �7�8�2 �8�7�.�1 �3 �4 �5

수비면 �1�.�0�1�4 �9�6�7 �1�1�0�.�8 �1�0 �2�4 �4�0
석보면 �1�.�1�4�6 �1�.�1�0�3 �9�6�.�3 �6 �1�2 �2�2

�7�8 �i�i�i 저 �1�2 펀 지 리

하는 가구수는 �2�.�8�% 로 감소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1�9�) �. 한편 인구의 전출로 인해 주택이 비게

됨에 따라 �, 무상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는 주택은 �4�4�4 채로 전체 주택의 �4�.�4�% 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의 점유 형태를 읍 � 면별로 보면 �, �1�9�9�4 년 영양읍의 자가 소유율이 �8�0�.�8�% 로 상

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 전세 및 월세 주택이 �7�.�2�%�, 무상사용 주택이 �8�.�1�% 로 차지하고

있다 �. 일월변의 경우도 자가 소유율이 �8�7�.�1 �%로 군의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지만 �, 비자가 주택의 비율은 매우 낮다 �. 반면 청기면과 수비면의 경우는 자가 소유율이

�1�0�0�% 를 능가하고 있으며�, 비자가 주택의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난다 �.
이와 같이 일부 지역에서 자가 소유율이 낮은 것은 한편으로 이 지역들의 주택 보급률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영양읍의 경우 주

택 보급률에 비해 자가 소유율이 낮으며 비자가 주택들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

서 �,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점에서 �, 영양군에서도

주택이 영양읍을 중심으로 점차 재산 가치로서 인식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표 �2 �- �3�8�> 영양군 주택의 점유형태 현황 단위�채 �,�%

자료 �: 영양군 �!�' 영양통계연보 �.�f�l�, �1�9�9�5�.

제 �3목 주택의 구조

영양군의 주택들은 대부분 목조 건물로서 �, 전통적인 기와 지붕 또는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통해 개량된 슬레이트 지붕으로 구조되어 있다�. 즉 �1�9�8�8 년 총주택수 �9�,�4�2�2 채 가운데 목조건

물은 �7�.�1�9�9 채로 �7�6�.�4�% 를 차지했다 �( 표 �2�-�3�9 참조 �)�2�0�) �. 그리고 시멘트 블럭으로 건축된 주택

수는 �1�,�3�0�2 채로 �1�3�.�8�% 를 차지했으며 �, 철근 � 콘크리트주택은 �1�.�7�% 에 불과했고 그외 흙벽돌

�1�9�) 이러한 수치 역시 통계상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2�0�) 영양군 통계연보 �0�9�9�5�, �1�1�4�� �1�1�5 쪽 �) 의 건축허가에 관한 자료는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또는 오

류가 있는 것처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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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계 �9�.�4�2�2 �n�¹�1�0�0 �1�6�2 �1�.�7 �1�.�3�0�2 �1�3�.�8 �7�.�1�9�9 �7�6�.�4 �7�5�9 �8�.�1
여。t。。。 �H �2�.�8�6�1 �1�0�0�.�0 �1�1�4 �4�.�0 �4�5�7 �1�6�.�0 �2�,�0�0�3 �7�0�.�0 �2�8�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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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월면 �1�.�1�4�2 �1�0�0�.�0 �2�1 �1�.�8 �1�5�5 �1�3�.�6 �8�8�1 �7�7�.�1 �8�5 �7�.�4
수비면 �1�.�0�9�4 �n�¹�1�0�0 �3�2�4 �2�9�.�6 �6�9�3 �6�3�.�3 �7�7 �7�.�0
석보면 �1�.�4�1�9 �1�0�0�.0� �0�.�4 �2�0�2 �1�4�.�2 �1�.�1�2�3 �7�9�.�1 �8�8 �6�.�2

�1 건흐 자재벼 건축 유형별
연도 합계

�L�.�.�!�-�=Å} �E

ÌœøÌ˜¬à�:�;�<�:�: �I A저흐º¨�����������I�.�:�E�����I ���� 기타 신축 증�개축 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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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1�9�9�5±D 합계 �2�4�6 �1�8�2 �5�9 �4 �1�6�8 �7�7

제 �2징 인문지리 �I�I �7�9

등 기타 재료로 건축된 주택이 �8�.�1�% 를 차지했었다 �.

� 콘크리트주택은 대부분 영양읍에 위치해 있으며�, 시벤트 블럭주택들 가운데 �3�5�.�1 �%

가 영양읍에 위치해 있지만 �, 영양읍의 주택들 가운데 �7�0�% 는 목조주택이었다 �. 목조주택의 비

율이 가장 낮은 곳은 수비면으로 �6�3�.�3�% 를 차지했고 �. 반면 시멘트 블록의 조적조주택이 상대

적으로 매우 높아서 �2�9�.�6�% 를 차지했다 �. 반면 청기면의 주택들 가운데 �, 철근 � 콘크리트 및

시멘트 블럭주택은 거의 없으며 �, 목조주택이 �8�9�.�0�%�, 기타 �1�0�.�1 �%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 �3�9�> 주택 구조별 현황 �(�1�9�8�8 년 �) 단위 채 �,�%

자료 �. 영양군 �i�f
영양군농어촌종합개발계획 �.�n�, �1�9�8�9�, �3�4�4 쪽 �.

〈표 �2 �- �4�0�> 건축 허가 현황 단위 �: 채

자료 �: 영양군 자료 �.

이와 같이 영양군의 주택 �, 특히 면지역의 주택들은 대부분 목조로 건축되어 있지만 �, 최

근 신축 또는 증 � 개축되는 주택들 가운데 목조주택은 거의 없고 대신 철근 � 콘크리트주택

이 가장 많고 �, 다음으로 시멘트블럭을 사용한 조적조주택들이 많이 건축되고 있다�. 즉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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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 부엌�목욕탕 변소 읍 � 면별 주택 개량

5三/‘ 사업비 도A 사업비 5등λ- 사업비 0��;�j�q�J�¶�>�0 입암 정기 일월 수비 석보�0�1 。I 。I
88이전 �7�8�8 �5�,�5�4�7�.�5 �7�7�6 �3�8�8�.�0 �9�1�6 �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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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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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9�5
�2�3�3 �4�,�0�8�5 �1�.�3�2�1 �5�0 �5�1 �5�1 �2�7 �2�3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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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서 �1�9�9�5 년 사이 영양군의 건축허가 현황을 보면 �, �2�4�6 채의 주택이 신축 또는 증 � 개축된

것으로 나타난다 �. 이러한 주택건축 허가건수는 다른 지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지

만‘건축 구조의 유형별로 보면 철근골조물로 구성된 주택이 �1�8�2 채로 총 신 � 증축주택의

�7�4�% 를 차지했고 �, 시멘트블럭 조적조주택이 �2�4�% 를 차지했다 �.

�8�0 �I�I 저 �1�2 펀 지

제 �4목 주택의 개선

농촌 주택의 대부분은 건축연도가 오래되고 상대적으로 노후된 주택이었기 때문에 �, 그동

안 정부의 지원하에 주택 개량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 특히 지붕 개량 등에 중점

을 두었던 주택 개량사업은 �1�9�7�0 년대 이른바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대대적으로 추진되었

고 �, 최근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의 외형보다는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

해 부엌 � 목욕탕 및 화장실 개량사업이 시행되고 었다�.

단위 �: 동 �, 백만원영양군 주택 개선사업 추진 실적〈표�2�-�4�1�)

영양군 �,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현황 자료 �.

영양군의 경우 �, �1�9�8�8 년 이전까지 주택 개량이 이루어진 가옥은 �7�8�8 동으로 사업비 �5�5 억여

원이 투입되었고 �, 부엌 및 목용탕 개량 가옥은 �7�7�6�7�H 동이었고 �, 화장실 개량 가옥은 �9�1�6 개

동이었으며 �, °
�1를 위해 사업비로는 각각 �3�.�9 억원 �, �2�.�8 억원이 소요되었다 �. �1�9�8�9 년 이후 주택개

량사업은 상대적으로 줄어 들었지만 최근 다시 늘어나서 �1�9�9�4 년 �5�7통 �, �1�9�9�5 년 �7�7동이 개량되

었다�. �1�9�8�9 년 이후에는 특히 생활의 편의를 위한 부엌 및 목욕탕과 화장실 개량사업이 중접

적으로 추진되어 �, �1�9�8�9 년에서 �1�9�9�5 년 사이 각각 �4�,�0�8�5 동 및 �1�.�3�2�1 동의 주택이 개량되었다 �.

�1�9�8�9 년 이후 주택개량사업의 실적을 읍 � 면별로 보면 영양읍 � 업암면 � 청기면 � 석보면에서

�5�0동 정도의 주택이 개량되었고 �, 일월면과 수비면은 상대적으로 적은 �2�7통과 �2�3 동이 각각



제 �2장 인문지리 를 �8�1

개량되었다 �.
이러한 주택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 영양군의 주택은 다른 농촌지역보다도 다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다 �. 즉 이러한 사업들의 추진 결과 �, �1�9�9�3 년 말 영양군의 주택 개량률은

�5�1�.�0�% 이며 �, 화장실 개량률은 �6�6�.�0�%�, 입식부엌 개량률은 �7�4�.�0�% 이다 �2�1�)�. 경상북도의 주택 개량

률 평균 �( 군지역에 한함 �) 은 �4�3�.�8�% 이며 �, 화장실 및 입식부엌 개량률�( 시지역 포함 �) 은 각각

�5�7�.�7�% 및 �7�7�.�8�% 이고 군지역은 이보다 상당히 낮다 �. 이러한 경상북도 평균과 비교해 보면 �,

영양군의 주택 개량률 및 화장실 � 입식부엌의 개량률은 다른 군지역들에 비해 다소 높다고

할수 있다 �.

저 �1�2 항 취 락

주택들은 주택 자체의 자연적 건축 조건뿐만 아니라 그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펼

요한 생활조건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입지하게 된다�. 즉 주택의 입지는 고도 � 지형 � 기후 �

일사량 � 홍수방제 등 자연적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의 이

용 및 경지에의 접근 등에 의해 조건지워지며 �, 또한 자급자족할 수 없는 여타 생활 필수품

의 구입이나 사회문화적 활동에 필요한 도로에의 접근성 �, 특히 대가족제도에 따른 친인척

간의 인접성 �, 그리고 정부의 건축허가 요건 등 사회인문적 제약을 받게 된다 �. 이러한 점에

서 논농사 중심의 농촌지역 취락의 경우는 대부분 하천주변에 발달한 충적저지 �( 빼積低地 �)

에 발달한다 �. 반면 산간지역의 주택들은 대체로 산복 �( 山題 �) 이나 산경사의 계곡을 따라 입지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2�) �.

이렇게 입지한 주택들은 서로 밀집하거나 또는 서로 상당한 거리를 둘 수 있으며 �, 이에

따라 집촌 또는 산촌 �( 散村 �) 의 유형을 보이게 된다 �. 평야 지대에 발달한 농촌취락의 경우는

대부분 일정한 호수의 주택들이 서로 인접한 집촌형태를 보이는 반면�, 산간지대에 발달한

산촌 �( 山村 �) 취락들은 때로 고립가옥 또는 �3���5 채 정도의 가옥으로 이루어져 산촌형태를 보

이기도 한다 �. 이와 같이 상이한 입지조건들에 따라 발달한 다양한 자연취락 �( 또는 부락 �) 들은

행정적 관리의 편의를 위해 행정구역으로 구분되게 된다 �. 상대적으로 큰 자연취락들은 하나

의 행정리 �( 里 �) 를 형성하게 되지만 �, 대체로 �2���3 개의 소규모 자연취락들이 하나의 행정리를

구성하고 있다 �.

이러한 취락들 가운데 입지조건이 좋은 지역의 취락은 인구와 산업 및 주택과 여타 시설

들의 집중을 가져 와서 점차 도시적 성격의 취락으로 성장하게 된다�. 다른 취락들에 비해

우선적으로 발달한 중심지 취락은 지역내 다른 취락들에게 상업적 및 공공적 서비스기능을

담당하면서 �, 또한 역외 다른 도시나 지역들로 교류를 위한 창구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

�2�1�) 경상북도 �( 기획관실 �)�, �r 도 � 시군 주요개발지표 �:
’

�9�3�-
’

�9�8�J 참조 �.

�2�2�) 홍경희 �r도시 � 촌락조사법 �J�, �1�9�8�7�, 법문사 �, 제 �2�0 장 및 조동규 외 �r 인문지리조사법ι 교학연

구사 �, �1�9�8�8�, 제 �3장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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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취락들은 상호관련성 속에서 성장하면서 일정한 정주 체계를 형성하고 �, 교통로는

이들 간의 인적 및 물적 교류를 위한 통로의 역할을 한다�.

제 �1목 행정리 빚 자연부락의 규모와 분포

�1�9�9�4 년 영양군의 행정리는 모두 �1�1�4�7�� 로 �, 리별 평균 면적은 �7�.�1�5�k�m�2 이며 �, 평균 인구수는

�2�3�8�.�2 명이다�. 이 가운데 인구 �1�.�0�0�0 명 이상의 큰 행정리는 영양읍의 동부 �1 리 � 서부�1 리 � 서부

�2리 등 �3개리이며 �, 인구 �5�0�0 명에서 �1�.�0�0�0 명 사이의 행정리는 영양읍의 통부 �2리 � 서부�3리 � 서

부 �4리 � 입암면 신구 �1 리 � 수비면의 발리 �2리 등 �5개 리이다 �. 그외 �1�0�6 개의 리는 모두 인구

�5�0�0 명 이하로 중 � 소규모 리로서 특히 언구 �2�0�0 명 이하의 소규모 리가 �6�8개로서 �, 전체 리의

약 �6�0�% 에 해당한다 �(표 �2�-�4�2 참조 �)�. 행정리의 분포를 읍 � 면별로 살펴 보면 �, 영양읍의 행정

리가 �2�9 개로 가장 많고�, 일월면이 �1�3 개 리로 가장 적은 수의 리로 구성되어 있다 �. 영양읍의
행정리 평균 인구수는 �3�5�7�.�3 명인 반면 �, 다른 면지역의 행정리 평균 인구수는 �2�0�0 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다 �.

〈표 �2�-�4�2�) 행정리 및 자연부락의 분포 �C�1�9�9�4 년 �)

영양군의 �1�1�4 개 행정리는 �2�7�5 개의 자연부락을 포함한다 �. 이는 �1개 리가 평균 �2�.�4�7�� 의 자연

부락으로 구성됨을 의미한다 �. 자연부락의 인구 및 가구수는 �1�9�7�0 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인

인구 전출로 인해 급속한 감소 추세에 있으며 �, 최근에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 �1�9�8�9

년 자연부락의 평균 인구수는 �1�4�6 명 �, 평균 가구수는 �3�4호였으나 �, �1�9�9�4 년에는 각각 �9�8�.�7 명 �,

�2�9�.�5 호로 줄어 들었다�.
�1�9�9�4 년 자연부락의 읍 � 면별 분포를 보면 �, 영양읍이 �5�5 개이고 �, 다음으로 청기면이 �5�3 개이

며 가장 적은 자연부락으로 구성된 면은 입암면으로 �3�6개이다�. 영양읍의 자연부락들은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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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큰 규모로 �, 평균 인구수 �1�8�8�.�4 명 �, 평균 가구수 �5�4�.�5 호로 구성되어 있다�. 자연부락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입암면의 경우도 평균 인구수 �1�1�2 명 �, 평균 가구수 �3�3�.�5 호를 보이고 있다 �.
그 다음으로 석보면의 자연부락들이 상대적으로 크고 �, 다른 면들의 자연부락들은 대체로 평

균 인구수 �6�0���7�0 명 �, 평균 가구수 �2�0 호 내외의 소규모이다 �.

제 �2목 취락의 위치

영양군의 지형은 임야가 �8�6�% 를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 경사가 급한 산지로 구성되어 있

으며 �, 부분적으로 반변천을 따라 형성된 충적평지로 구성되어 있다�. 고도로 보면 �, 일월산이

�1�.�2�l�9�m 로 가장 높고 �, 반면 반변천이 임하댐으로 유입하는 하류지역에서 �l�8�0�-�2�0�0�m 정도의

고도로 가장 낮은 지점을 형성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영양군의 취락은 대체로 �2�0�0 �� �4�0�0�m 의 고

도에서 �, 산지의 계곡을 흐르는 하천 주변이나 도로를 따라 발달해 있다�.

�1�. 추 �| 락의 고도

취락의 위치에서 고도가 낮은 곳은 비교적 저지대의 평지를 이루고 있으며 �, 논농사 중심

의 농촌취락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공공 및 상업시설들이 입지하는 도시적 취락들이 발달하

게 된다 �. 영양군에서 고도 �2�0�0�m 이하의 취락들은 입암면의 연당리 � 신구리 � 삼산리 � 방전

리 � 흥구리 등과 석보면의 원리리 � 옥계리 � 지경리의 일부 자연부락들을 포함하고 있다�2�3�) �.
반면 취락의 위치에서 고도가 높을수록 기후의 한냉과 동기 적설 �, 짧은 무상일수 등의 기

후적 특성이 나타나게 되며 �, 따라서 생활이 불편하고 특히 경제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 그러나 과거에 화전이나 관광지 � 사하촌 등과 같이 특정한 목적으로 개발한 지역에서

도 취락이 입지할 수 있다�. 영양군의 취락들 가운데 고도가 가장 높은 취락은 수비변의 새

신마을로서 약 �6�6�0�m 에 위치해 있다 �. 그외 �5�0�0�m 의 고도에 위치해 있는 마을로서 수비변의

화랑곡 �, 용수곡 �, 일월변의 윗노루모기 �, 영양읍의 밤송 � 율목 � 묵논골 � 무네미마을 등이 있다�.
그외 영양군의 대부분 취락들은 �2�0�0�-�4�0�0�m 사이에 위치해 있다�- 영양군의 중섬을 형성하

고 있는 서부리 � 동부리 � 삼지리 등에 발달한 도시적 시가지는 평균 �2�5�0�m 안팎의 고도에

위치해 있다 �. 그리고 상대적으로 큰 취락을 형성하고 있는 수비변의 발리리는 평균 �4�0�0�m

정도의 고도에 위치해 있다 �2�4�)�.

�2�. 추 �| 락의 상대적 위치

오늘날 취락들은 자급자족의 형태로 고립되어 존립하기는 불가능하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2�3�) 취락의 위치는 영양군에서 �1�9�9�4 년 발행한 �1 �: �5�0�,�0�0�0
�<영양군 관내도〉에서판독한 것이다 �.

�2�4�) 정확하게 말하면 군 소재지는 해발 �2�3�4�m�, 수비면 소재지는 해발 �4�3�0�m 에 위치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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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취락들과 일정한 관계를 가진다 �. 이에 따라 취락의 상대적 위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

게 된다 �. 영양읍에 위치한 군청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직선거리로 보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취락은 수비변 오무마을로서 약 �2�6�.�5�k�m 떨어져 있다 �. 그러나 영양군의 대부분 취락들

은 군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직선거리 �1�5�k�m 이내에 위치해 있다 �.
이와 같이 상대적 위치에 입지해 있는 취락들은 교통로를 따라 일정한 연계를 가지게 되

며�, 또한 교통로를 따라 취락이 새롭게 형성 � 발달하기도 한다�. 영양군에서 가장 핵심이 되

는 도로는 입암면 방전리에서 영양읍 서부리와 동부리를 지나 일월면 용화리로 이어지는 �3�1

번 국도로 �, 이 도로의 주변에 입암면 방전리 � 삼산리 � 신구리 � 연당리 � 영양읍의 감천리 �

서부리 � 동부리 � 일월면 곡강리 � 칠성리 등 많은 취락들이 발달해 있다 �. 또한 이 국도와 대

체로 대각선 방향으로 청기면 행화리에서 영양읍 무창리로 이어지는 �9�1�8 호 지방도 주변에도

청기면의 당리 �, 일월면의 가곡리 � 주곡리 �, 영양읍의 대천리 � 화천리 � 무창리 등 상당히 많

은 취락들이 발달해 있다�.

제 �3목 취락의 형태와 기능

취락의 형태는 그 지역의 자연환경적 조건들뿐만 아니라 그 곳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경제

적 활동의 특성을 반영한다 �. 취락의 형태는 대체로 취락의 구성 단위인 가옥의 집합도와 그

평면 형태에 따라 구분되며 �, 크게 일정 장소에 가옥이 밀집해 있는 집촌과 가옥들 간에 상

당한 거리를 가지고 산재해 있는 산촌으로 구분된다 �. 또한 취락의 사회경제적 기능에 따라

집촌은 다시 농촌형 집촌과 도시형 집촌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 산촌은 개별 가옥이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고립가옥 �( 또는 獨家村 �) 과 몇 호의 가옥이 집합해서 한 단위를 형성하여 산

재해 있는 이른바 소촌 �( 小村 �) 이 포함된다 �.
영양군에서 도시형 집촌의 대표적인 취락은 영양읍의 서부리와 동부리에 발달해 있는 취

락을 들 수 있다 �. 서부리는 �4개 행정리로 동부리는 �2개 행정리로 구분되어 있는데 �, 이 리

의 인구수를 합하면 �1�9�9�5 년에 �7�.�1�8�2 명으로 영양군 전체 인구의 �2�8�% 가 이곳에 밀집해 있다 �.
이 지역은 군청의 소재지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시설들이 입지해 있으며 또한 시장과

상가 등이 발달하여 �, 영양군의 행정 및 상업서비스의 중심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농촌형 집촌은 일반적으로 경지가 연속해 있는 평지 또는 주요 도로를 따라 형성된다 �. 영

양군의 취락들 가운데 농촌형 집촌으로 분리해 볼 수 있는 취락들은 주로 반변천과 �3�1 호 국

도�, �9�1�8 호 및 �9�2�4 호 지방도를 따라 발달한 대부분의 취락들을 포함한다 �. 이 러한 취 락들은 대

체로 하천들로부터 물 공급이 용이하여 비교적 평지의 논 � 밭을 경작하는 농업적 활동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거나 또는 계곡의 출구 부분으로 산지와 평지의 교점에 발달한 이른바

곡구 �( 양口 �) 취락의 기능을 가지고 발달했다 �. 이러한 농촌형 집촌의 대표적인 형태로서 �, 입

암면의 삼산리와 노달리의 마을을 들 수 있다 �. 이 마을들은 반변천 주변에 위치하여 주로

논 농사를 중심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 또한 �3�1 호 국도가 통과하여 접근성이 매우 좋

은 곳에 위치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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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2�4�] 전형적 산존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일월먼 윗노루모기 � 노루모기
� 안벌매마을과 그 주변 지형

�[그림 �2 �- �2�3�] 전형적 농촌형 집존을 형성하고

있는 입암면 삼산 � 노달마을 등과

그 주변 지형

산촌 �( 散村 �) 은 이러한 주요 하천이나 도로에서부터 다소 떨어져 있는 산록에 위치해 있는

데 주로 고랭지 작물을 재배하거나 산에서 채취되는 여러 가지 산물들에 의존하여 생활하

는 산촌 �( 山村 �) 의 기능을 가지고 형성되었다 �. 영양군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산촌으로는 일월

산 남쪽 산록에 위치한 일월변의 윗노루모기 � 노루모기 � 안벌매마을 � 일월산 서남산록에

위치한 청기면의 찰당골 � 웃백운선 � 아랫백운선 마을�, 오십봉의 산록에 위치한 수비면 대산

골마을 �, 그리고 영양읍의 기산리 너터지 � 밤송 � 율목 � 묵논골 � 자무터 � 방통골마을과 그 주

변에 �2���3 호씩 산재해 있는 몇 개 부락 등을 들 수 있다 �. 이러한 산촌들은 대부분 �4�5�0��

�5�0�0�m 정도의 고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판독된다 �.

제 �4목 동족취락

한 지역 특히 농촌지역에서 취락의 형성과 발달에 있어�, 지형이나 위치 등의 자연적 조건

들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요소들도 중요한 조건이 된다 �. 특히 우리 나라에서 혈연관계에

기초한 동족취락은 전통취락의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었다 �. 동족취락이란 동일 조상을 가진

혈연관계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한 마을을 이루는 것을 뜻한다 �. 우리 나라에서

동족취락은 부계 혈연관계에 기초하여 성뿐만 아니라 본관 �( 本뀔 �) 이 같은 동성동본자들로

구성되었거나 또는 이들의 비율이 매우 높은 마을을 말한다 �.



규모 성씨수 리 및 동족 성씨

�5�0�7�}l 이상 �6
영양읍 서부리 김해 김씨 � 안동 권씨 � 안동 김씨,감천리 낙안 오씨,일월

면 주곡리 한양 조씨,용화리 경주 이씨.

�4�0���4�9¬�l �2 영양읍 대천리 함양 오씨,청기변 저리 경주 김씨.

�3�0���3�9�7�}l �5
영양읍 동부리 영양 남씨,서부리 김령 김씨,청기면 상청리 김령 김씨,청

기리 함양 오씨,일월변 도계리 한양 조씨.

영양읍 동부리 안동 권씨 � 안동 김씨,서부리 의성 김씨 � 경주 최씨,현리

양근 김씨,상원리 한양 조씨,입암면 신구리 김해 김씨‘연당리 동래 정

�2�0���2�9¬�l �1�9 씨, 삼산리 춘천 박씨,청기변 구매리 양근 김씨,당리 신안 주씨,일월면

도곡리 야성 정씨,수비면 발리리 경주 이씨 � 김해 김씨,수하리 김령 김
씨, 석보변 원리 재령 이씨,소계리 김령 김씨,화매리 김령 김씨.

계 �3�2

�8�6 �I�I 저 �1�2 펀 지 리

동족취락은 일족을 중심으로 형성 � 발달한 것으로 �, 가문의 혈통과 명예를 존중하면서 특

히 조상의 제사나 혼례 참여 등을 통해 동족 간의 친목 및 상호 부조가 잘 되어 다른 취락

들보다도 일정한 권위적 질서가 형성되어 있고 또한 강한 단결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

라 동족취락의 구성원들은 지역사회 전체에 문화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으며 �, 때로는 다른 동족취락과 경쟁적 관계를 형성하기도 했다 �. 최

근 대가족제도의 해체와 더불어 인구 유출로 인해 동족의 단결이 점차 이완되기 시작했고 �,

동족취락도 해체과정을 걷게 되었지만 �, 농촌지역에서는 아직도 많은 동족취락이 남아 있다�.

〈표 �2 �- �4�3�> 동족 성씨의 규모별 분포

자료 �. 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편
��
경북마을지 ���, �1�9�9�2�, �4�8�1 ���5�2�3 쪽에서 작성 �.

일제 시대에는 영양군에 동족취락이 �3�2 개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는 당시 경상북도

전체에 있었던 �1�.�9�0�1 개 동족취락의 �1�.�7�% 정도로 �, 다른 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였

다 �2�5�)�, �1�9�9�0 년대 초에 조사된 자료에 기초하여 �2�6�) �, 리별로 동족 성씨의 가구수 규모를 보면

�( 표 �2�- �4�3 참조 �)�, �5�0 가구 이상의 동족이 거주하고 있는 리 및 동족 성씨는 영양읍 서부리의

�2�5�) 조선총독부 �f조선η취락 �J �(후편 �)�, �1�9�3�5�,�5�1�4 쪽 참조 �. 이 조사에 의하면 �, 동족취락의 수는 안동

군이 �1�8�3�7�T�I 로 가장 많았고 �, 그 다음으로 경주군 �1�3�5 개 �, 영천군 �1�2�2 개 등이었다 �. 영양군에는 울릉군

을 제외하고 가장 적은 수의 동족취락이 형성되어 있었다 �.
�2�6�) 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편 �f

경북마을지 �J�, �1�9�9�2�.�4�8�1 ���5�2�3 쪽 참조 �. 그러나 이 자료는 다소 부정

확한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 영양읍 서부리의 경우 김해 김씨가 �1�0�1 호이지만 바로 인접한 동

부리에는 김해 김씨의 호수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한편 �r 영양군지 �4 제작을 위해 입암면에서 제출

한 자료 �0�9�9�6 년 초 �) 에 의하면 �, 전통씨족 마을로 안동권씨 �8�0 여호 �( 신사 �1�)�, 동래 정씨 �3�0 여호 �( 연당 �1�)�,

춘천 박씨 �4�0 여호 �( 삼산 �) �, 김해 김씨 �7�0 여호 �( 신구중심 �) �, 안동 김씨 �, 경주 이씨가 다세대를 이루고 있

다고 한다 �. 그러나 이 자료 역시 불확실하다 �. 예로 �f 영양군 통계연보」에 의하면 �, �1�9�9�4 년 신사 �l 리

의 가구수는 �4�2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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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김씨 � 안동 권씨 � 안동 김씨�, 그리고 감천리의 낙안 오씨 �, 일월면 주곡리의 한양 조씨 �,

용화리의 경주 이씨 등 �6 성씨였다 �. 그리고 한 리에 동족 성씨가 �2�0�7�} 구 이상인 경우는 모

두 합하여 �3�2 성씨로 조사되었다 �. 이 가운데 약 �6�0�% 에 해당하는 �1�9 성씨는 리별로 �2�0 �- �2�9가

구를 형성하고 있지만 �, 인구가 대량으로 유출되기 이전 �, 즉 �1�9�7�0 년대 초반 이전에는 상당한

규모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물론 이와 같은 리별 동족 성씨 가구수에 따라 동족취락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

왜냐하면 �, 리별로 인구수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 달리 말해서 �, 동족취락의 정도는 리

별 인구수에 대비한 동족 성씨 가구수의 비율로 보통 산정된다 �. 영양군에서 동족 성씨 가구

의 비율이 리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는 일월변 용화리의 경주 이씨�(�7�6�.�7�%�)�, 청

기면 저리의 경주 김씨 �(�7�4�.�2�%�) �. 일월변 주곡리의 한양 조씨 �(�7�3�.�2�%�) 등 �3개 마을이다 �. 그리
고 �5�0�-�6�0�% 사이를 차지하는 경우는 영양읍 감천리의 낙안 오씨 �, 입암면 삼산리의 춘천 박

씨 등 �2개 마을이며 �, �4�0���5�0�% 를 차지하는 경우는 �3개 마을 �, 그리고 �3�0���4�0�% 를 차지하는 경

우는 �9개 마을로 나타난다 �. 리 인구에서 동족 성씨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마을들을 합하

면 모두 �3�1 개소이다 �.

제 �5목 취락의 체계

주택들의 집단으로 형성된 취락들은 그 자체로서 주민들의 생활이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

다른 취락들과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 특히 이러한 취락들 간의 관계는 취락들의

규모와 기능에 따라 일정한 계층적 체계 또는 정주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 이러한 정주체계

는 중심지 기능에 관한 이론이나 또는 공공행정의 집행이 이루어지는 행정체계에 따라서도

분석될 수 있지만 �, 각 취락 주민들의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활동들 �, 대표적으로

시장 이용 현황에 따른 경험적 자료에 기초하여 일반적으로 분석된다�.

〈표 �2 �- �4�4�> 읍 � 면별 시장이용 현황 �(�1�9�8�8 년 �) 단위 �%

주 �: 원자료의 지도에서 표로 재구성한 것임 �.
자료 �: 영 양군 �I�T�' 영 양군농어촌지 역종합개 발계 획 �J�J�, �1�9�8�9�, �1�2�9 쪽 �.

영양군의 읍 � 면별 시장 이용 현황에 관한 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표 �2�-�4�4 참조 �)�, 읍 �

면지역들에서 영양읍의 시장을 이용하는 비율은 입암면 �6�4�%�, 청기면 �6�6�%�, 일월면 �9�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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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면 �5�7�% 로 나타났으며 �, 석보면과 입암면의 경우 청송군의 진보시장을 이용하는 비율이 각

각 �6�0�%�, �2�6�% 로 나타났다 �. 이러한 점에서 보면 영양읍은 다른 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차

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지만 �, 각 배후지 면들에 대한 포섭 �( 또는 통합 �) 의 강도는 상당히 다

르게 나타난다 �. 즉 영양읍은 그 자체 지역과 일월면은 거의 완전하게 포섭하고 있지만 �, 입

암 � 청기 � 수비변 지역에 대한 포섭력은 �6�0�% 정도이고 �, 석보면에 대한 포섭력은 �0�%로 나

타나고 있다 �.
이와 같이 영양읍의 상업적 중심지 기능의 포섭력이 약한 것은 한편으로 수비면과 석보

면의 경우 처럼 다소 발달한 자체 시장을 갖추고 있으며 �, 다른 한편으로 청송군의 진보시장

과 같이 상대적으로 큰 역외시장이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 특히 석보변에 대한 포섭력이 약

한 것은 석보변에서 영양읍보다 청송군의 진보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편의가 더 양

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 이와 같은 시장이용 현황에 있어 영양읍의 중심지 기능은

생필품이나 농자재 외에 보다 고차의 기능과 관련된 제품들의 경우에는 보다 떨어지는 것

으로 나타난다 �. 예로 혼수 및 가전제품과 같이 고가의 전문품 구입의 경우 영양군 주민들

가운데 약 �4�0�% 정도만이 영양읍 시장을 이용하고 �, 보다 상위 계층의 주민들은 안동시의 시

장 또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대구의 시장에 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 �2�-�4�5 참조 �) �.

〈표 �2 �- �4�5�> 상품별 구입시장 현황 �(�1�9�8�8 년 �) 단위� 명 �,�%

자료 �: 영양군 �i�f�' 영양군농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 �.�D�, �1�9�8�9�, �1�2�9 쪽 �.

이와 같은 시장 이용 자료에 기초하여 �, 영양군 읍 � 변들의 정주체계는 �[그림 �2 �- �2�5�J와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 즉 영양군의 각 읍 � 면들은 그 산하에 평균적으로 �2�0 개 정도의 리를 두

고 있으며 �, 이 리들은 각각 평균적으로 �2�.�4�7�H 의 자연취락으로 구성된다 �. 이러한 읍 � 면들은

자체 시장의 형성 및 타 지역 시장의 이용 정도에 따라 크게 영양권 �수비권 � 입암권 등 �3
개 권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2�7�)�. 영양권은 영양읍과 일월면을 강하게 포섭 또는 통합하고

자체 시장이 없는 청기면을 어느 정도 포섭한다 �. 수비면은 자체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

에서 별도의 수비권으로 분리해 볼 수 있다�. 입암면 역시 자체 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2�7�) �r영양군농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 �J �0�3�2�� �1�3�3쪽 �) 에 따르면 �, 이러한 �3개 권역 구분외에 수비변

을 분리시키지 않고 영양권에 포함시키는 �2개 권역 구분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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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청기면의 일부와 석보면을 약하게 포섭하는 입암권으로 분리될 수 있다 �.
영양읍은 영양군의 행정적 및 사회경제적 중심지로서 영양군 내의 �3개 권역을 포섭하는

차상위 계층의 중심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 청송군의 진보면 등으로 구성된 진보권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입암권에 대해서는 포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 이와

같이 �3개 권역을 포섭하고 있는 영양읍은 차상위 중심지인 안동시에 �, 안동시는 다시 차상위

중심지인 대구시에 사회공간적으로 포섭 � 통합되어 있다고 하겠다�.

영양군

�- 강한 통합 중간 통합 “ �.�.�. & �_�u

약한 통합
�[그림 �2 �- �2�5�J 영양군 정주체계

이와 같은 �1�9�8�0 년대 후반 영양군의 정주체계는 그 이후 상당히 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이러한 변화는 한편으로 �1�9�8�8 년 이후에도 지속되는 인구 및 가구수의 격감으로 �, 다른 한편

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양식의 변화 그리고 지역내 도로망의 확충 � 신

설 및 자동차 보급률의 증대와 교통량의 급속한 증가 등에 따른다 �. 이와 같이 정주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영양군의 정주체계에 내재된 통합성을 강화시키기 보다는 크게 약

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따라서 영양군의 정주체계에 대한 면밀한 분

석과 이에 따른 대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제 �3절 토지 이용

저 �1�1 항 토지 이용

토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과 생산이 영위되는 터전이다 �. 모든 인간 활동은 땅 위에서

이루어지며 �, 땅으로부터 거의 모든 자원들을 얻는다 �. 특히 토지는 다양한 유형의 자원들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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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으로 광물자원 � 산림자원 � 수자원과 농지 및 주거지 등을 제공한다�. 또한 토지는 산과

하천 및 식생 등이 함께 어우러져 수려하고 쾌적한 환경경관을 구성함으로써 주요한 관광

자원이 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토지는 그 위에 건축된 다양한 시설물들 �, 특히 주택이나

도로 등과 같은 사회간접시설들을 포함함으로써 생활 및 생산 활동을 위한 물적 기반이 되

기도 한다 �. 끝으로 토지는 주택과 더불어 중요한 재산의 저장 및 증식 수단이 되기도 한다 �.
이러한 점들에서�, 기존의 형질이나 용도의 토지들은 새로운 필요에 따라 끊임없이 개발되

게 된다 �.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토지는 새로운 수요에 따라 용도간 경합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 때로 지나친 개발로 인해 무분별한 토지 이용이 이루어지거나 환경경관이 파괴 � 오

염되기도 한다 �. 또한 절대적으로 한정된 양의 토지에 대한 지나친 수요는 토지의 독과점적

소유를 초래하고 �, 지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이 편향적으로 사유화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
이러한 토지 이용 및 소유와 관련된 사회공간적 문제를 통제 �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전국의 토지를 일정한 용도로 지정하여 �, 토지 이용의 과잉 경합을 억제하고 사회적으로 필

요한 특정 용도의 토지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토지 이용의 합리성을 제고시키고자 한다 �.
특히 정부는 미래의 도시용 개발을 위해 도시계획지역의 토지 용도를 사전에 설정하기도

하며 �, 또한 농촌지역에 필요한 농지의 보전을 위해 ‘절대농지’를지정하여 다른 용도로 전환

시킬 수 없도록 해 왔다�.

제 �1목 토지 이용 현황과 변화

�1�9�9�5 년 영양군의 총면적 �8�1�4�.�9�6�k�m�2 가운데 �, 임야가 약 �7�0�0�k�m�2 로 전체의 �8�6�% 를 차지하고

있다 �( 표 �2�-�4�6 참조 �) �. 이러한 임야의 비율은 전국 평균 �6�6�%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영양

군의 대부분 토지는 산지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 또한 논과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농경지는 �7�8�.�7�7�k�m�2 로 그 비율은 군 면적의 �9�.�7�% 에 불과하여 전국 평균 �2�1�.�8 �%에 훨씬 못 미

치고 있다 �. 특히 농경지 가운데 논의 면적은 �2�1�.�3�2�k�m�2 로 �2�6�.�2�% 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7�2�.�9�% 는 대체로 경사지 또는 고지대에 위치한 밭으로 이용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 그외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으로 �, 하천 면적이 �1�4�.�8�1�k�m�2�. 도로 면적 �6�.�3�5�k�m�2 이며 �, 구

거 � 묘지 � 잡종지 등 기타 면적이 �1�0�.�1�3�k�m�2 이다 �. 주택 � 상업 및 공공시설이 위치해 있는 대

지는 �3�.�5�6�k�m�2 로 군전체 면적의 �0�.�4�% 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장용지는 �3�.�6 만 �?�m�- 에 불과한 것으

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은 토지 이용에 있어서 최근의 변화를 살펴 보면 �. �1�9�9�0 년에서 �1�9�9�5 년 사이 전체

토지 이용면적이 �1�.�0�4�k�m�2 증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용도별로는 농경지는 �4�5 만 �?�m�-
’ 임

야 �6만 �?�m�- 가 감소한 반면�, 목장용지는 �4만 �?�m�-
’ 도로 �4�5 만 �?�m�- 가 증가했다 �. 또한 대지면적은 �9만

�?�m�- 정도 증가했고 �, 학교 면적은 변화가 없었다 �. 특히 공장용지가 �1�9�9�0 년 �0�.�7 만 �?�m�- 에서 �3�.�6 만
�m�2 늘어났으며 이는 규모면에서는 매우 적지만 그 비율을 보면 �1�2 배 증가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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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계 �8�1�4�,�9�6�4 �7�8�,�7�6�6 �5�7�,�4�4�9 �2�1�.�3�1�7 �3�3�5 �8�1�6 �6�9�9�,�7�2�6 �3�,�5�6�1 �3�6 �4�3�8 �6�,�3�5�5 �1�4�,�8�1�3 뼈’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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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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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기변 �1�3�9�,�9�5�5 �1�4�,�5�3�5 때’n �3�.�5�1�6 �3�0 �1�1�9�,�0�6�1 �6�3�8 �5�3 �9�2�7 %ω끼〈‘2.3 �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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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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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보면 �1�2�2�,�0�3�5 �1�4�,�2�0�4 �1�0�,�5�6�1 �3�,�6�4�3 �4�9 �5�1�1 �1�0�2�,�4�0�2 �5�3�9 �8�9 �9�4�7 �1�.�5�0�3 �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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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4�6�> 지목별 토지 이용의 변화 단위 �k �?�m�-

자료 �: 내무부 �w지적통계연보 ���, �1�9�8�9�.�1�9�9�6�.

〈표 �2 �- �4�7�> 읍 � 면별 지목별 토지 이용 현황 �(�1�9�9�5 년 �) 단위 �: 천 �?�m�-

자료 �: 영양군 �w영양군 통계연보 ���, �1�9�9�6�.

이러한 지목별 토지 이용 현황을 읍 � 면별로 살펴 보면 �, 영양읍의 경우 임야가 �8�3�.�5�%�, 논

�2�.�5�%�, 밭 �8�.�7�% 로 농경지가 �1�1�.�1 �% 를 차지하고 있다 �. 그리고 대지 면적 및 학교 변적이 다른

면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게 나타난다 �. 면지역에서 임야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은 수비

면으로 그 비율도 가장 높아서 �9�2�.�6�% 를 차지하고 있으며 �, 반면 논이 가장 넓은 지역은 입암

면으로 �6�.�0�% 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 또한 입암면에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규모이지만 다

른 면들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공장용지가 �3�.�3 만 �?�m�- 나 조성되어 있다 �.

제 �2목 토지 가격의 변화

토지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토지는 재산의 저장 수단으로서 사적으로 소유되고 또한 자본과 노동이 투입되어 개량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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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군 평균 �2�.�6�0 �6�.�1�7 �3�.�0 �1�4�.�2 �1�0�.�7 �4�.�8 �7�.�7 �4�.�1�8 �1�3�.�0�0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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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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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별 지목별

구분 평균 주거 �»���0�1 그그。4 녹지 비도시 대지 대지 그�g그o
�o�'�=�' �o�'�=�' 노 닙l 임야 기타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역
‘- e (주거) (상업) 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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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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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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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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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I�I 저 �1�2 편 지 리

나 또는 앞으로 개량될 것으로 전망되면 �, 어떤 가격을 가지고 시장에서 매매되게 된다 �. 일
반적인 상황에서 토지 가격은 토지 이용의 현황과 그 변화에 따라 결정되지만 �, 또한 역으로

토지 이용을 규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계기에 따라�, 토지 이용과는 거의 무관하게 지

가가 폭등하기도 한다 �.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지가 폭등이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 특히 �1�9�8�0 년대 말 급상승한

바 였다�. 즉 �1�9�8�8 년 및 �1�9�8�9 년 전국의 지가는 매년 평균 각각 �2�9�.�4�7�%�, �3�1�.�9�5�% 폭등했다 �( 표

�2�-�4�8 참조 �)�. 이러한 지가 폭등은 대체로 도시지역의 토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긴 하

지만�, 군지역에서도 전국 평균 。�1하이긴 하지만 큰 폭으로 지가가 상승했다 �. 그러나 영양군

의 경우 지가는 전국 군지역 평균보다도 훨씬 낮아서 �1�9�8�8 년 �1�3�.�0�%�. �1�9�8�9 년 �5�.�0�8�% 정도 상

승하였다 �.

〈표 �2 �- �4�8�> 영양군의 토지 가격 상승률 단위 �:�%

자료 �: 건설부 �I�f ’

�8�9 �4�/�4 분기 지가 동향 �.�D�, �1�9�9�0�.

〈표 �2 �- �4�9�> 영양군 토지의 용도별 지목별 지가 상승률 �(�1�9�8�9 년 �) 단위 �:�%

자료 �; 건설부
�I�f ’

�8�9 �4�/�4 분기 지가 동향 �.�D�, �1�9�9�0�.

�1�9�8�9 년 영양군의 토지의 용도별 지가 상승률을 보면 �( 표 �2�-�4�9 참조 �)�, 매우 적은 규모이지

만 공업지역의 토지 가격이 �1�2�.�2�5�% 로 가장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주거 및 상업지

역의 토지가 약 �1�0�% 정도 상승했고 �, 녹지지역은 �7�.�8�% 상승했고 그외 비도시 �( 농촌 �) 지역의

토지는 �4�.�5�% 상승했다 �. 이러한 지가 상승은 경북 군지역 평균에 비해 �1�/�2 수준이지만 용도별

상승 순위는 비슷하다�. 그러나 전국 평균과 비교해 보면 전국적으로 녹지지역이 가장 높게

상승한 것과는 달리 �, 영양군에서는 녹지지역의 토지 가격 상승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 한편



제 �2장 인문지리 �I�I�I �9�3

지목별 지가 상승률을 보면 영양군의 임야가격이 �1�1�.�8�% 로 가장 크게 상승했고 �, 다음으로 상

업용 대지 � 전 �( 田 �) �. 주거용 대지의 순으로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
이와 같이 영양군의 지가 상승률이 낮은 것은 군이 대도시로부터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

져 있고 �, 또한 지역내 개발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토지 가격의 상승은 재산

세의 수입 등 지방재정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지만 �, 지가 상승 자체는 투기를 촉발하고 무분

별한 토지 이용과 개발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1�9�9�0 년

대 이후 전국적으로 토지 가격이 안정되었으며 �, 이에 따라 영양군의 경우도 지가에 큰 변동

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

제 �3목 토지 이용 규제 빛 개발계획

토지에 대한 수요 증대로 인해 지나친 용도 경쟁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이로 인해 사회적

으로 필요한 특정 용도의 토지가 잠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

으로 토지 이용을 규제하고 있다�. 용도지역 규제는 무분별한 토지 이용과 토지가격의 폭등

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시

행되고 있다�. 즉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면 �, 이 제도는 토지의 균형 발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의 확보를 위해 토지의 기능 및 특성에 알맞도록 용도지역으로 구분하여 국토를 효율적으

로 관리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 용도지역은 �1�9�9�3 년 이전까지는 공업지역 등 모두 �1�0 유형으

로 구분하여 지정되었으나 �, 그 이후 정부의 세계화를 위한 규제완화정책의 일환으로 이 제

도가 개정되면서 �6개 용도로 변경되었다 �2�8�)�.

영양군의 �1�9�8�8 년 용도지역 지정 현황을 살펴 보면 �2�9�)�{ 표 �2�-�5�0 참조 �)�, 산림보전지역이 전

체 행정구역 면적의 �8�1�.�7�% 를 차지하고 았으며 �, 경지지역이 �1�6�.�4�% 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용도지역 지정은 실제 토지 이용에서 임야의 비율 �8�6�.�0�% 보다 낮으며�, 반면 농경지의 경우

는 비율 �9�.�8�% 보다 훨씬 넓은 것이다�. 그외 영양군내 토지들에 대해 지정된 용도지역의 면

적은 도시지역이 �1�1�.�4�5�k�m�2�. 개발촉진지역이 �4�.�0�8�k�m�2 로 되어 았으며 �, 그외 취락지역 �0�.�9�1�k�m�2�,

자연환경보전지역 �0�.�4�7�k�m�2�, 관광휴양지역 �O�.�0�7�k�m�2 로 되어 있으며�,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토지

는 전혀 없다�.
한편 이러한 용도지역 지정제와 더불어 도시계획지역이 보다 세부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

영양군의 경우 도시계획지역은 계획인구 약 �2�.�2 만명을 유지하기 위해 영양읍 � 입암면 � 수비

�2�8�) 즉 공업지역과 도시지역을 합하여 도시지역으로 �, 취락지역 � 개발촉진지역 � 관광휴양지역을

합하여 준도시지역으로 �, 경지지역과 산림보전지역을 재구성하여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으로 �, 자연

환경보전지역과 수산자원보전지역을 합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했으며 �, 유보지역은 개정 후 폐

지되었다 �.
�2�9�) 지정되는 용도구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영양군의 토지용도 지정은 �1�9�9�3 년 이후에도 내용상

아무런 변화 없이 단지 형식상 용도 구분의 명칭만 변경되었다 �.



구분
행정구역

도시지역 취락지역 경지지역
산림보전 자연환경 관광휴양 개발촉진

공업지역
면적 지역 보전지역 지역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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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I�<�:�;�,Óì �1�3�0�.�9�2 �7�.�2�5 �0�.�0�9 �2�0�.�0�7 �7�7�.�1�1 �0�.�2�0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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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기면 �1�3�8�.�9�8 �0�.�3�3 �2�2�.�3�4 �1�1�5�.�9�4 �0�.�3�9
일월변 �1�2�5�.�3�0 �0�.�2�0 �2�0�.�0�5 �1�0�4�.�8�9 �0�.�1�8

수비면 �2�1�6�.�4�3 �1�.�4�5 �1�8�.�1�1 �2�1�3�.�3�6 �0�.�0�6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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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
�o���.�� 계획 계획

주거 상업 ø���o�� 녹지
인구 면적

�0�1�=�1

(일반) (일반) (일반) 자연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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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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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D 저 �1�2 펀 지 리

면 등 �3개 읍 � 면에 걸쳐 �l�1�.�4�5�k�m�2 지정되어 있다 �(표 �2�-�5�1 참조 �)�.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8�5�.�1 �%는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 주거용지가 �1�2�.�6�% 이고 �, 상업용

지 �1�.�7�%�, 공업용지 �0�.�8�% 로 되어 있다�. 도시계획지역 지정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이미 도시

적 기능을 갖추고 있는 영양읍으로 군 전체 지정면적의 �6�3�.�3�% 를 차지하고 있다�. 그외 현재

로는 도시적 기능과 성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 업암면과 수비변에 각각 �3�,�8�0�0 명과 �5�,�0�0�0 명의

계획인구를 유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면적이 지정되어 있다 �.

〈표 �2 �- �5�0�> 용도지역 지정 현황 �(�1�9�8�8 년 �) 단위 �: �k�m�2

자료 �;
영양군

�I�F
영양군농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 �,�!�, �1�6�4 쪽 �.

〈표 �2�-�5�1�) 도시계획지엮 지정 현황 �(�1�9�9�5 년 �) 단위 �: �k�m�2

자료 �: 건설교통부 �I�F
도시계획현황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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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자원 이용

한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주어졌지만 사회경제적으로 유용성을 가지는 부존자원들 �, 예를

들어 산림자원 � 광물자원 � 수자원 � 에너지자원 � 관광자원 등은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며 �, 지역사회의 발전에 주요한 물적 기반이 된다 �. 즉 부존자원의

적절한 개발은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

고 있다 �.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데 비해�, 자연적으로 주어

진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의 고갈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또한 자원

의 지나친 개발과 이용으로 인해�, 환경 파괴와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게 되었

다 �.

저 �1�1 항 부존자원 현황

한 지역에서 어떤 자원이 보다 중요한가는 자원 그 자체의 양과 질뿐만 아니라 이를 필

요로 하는 지역의 상대적 위치나 지역주민들의 생활양식 그리고 전체 사회의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3�0�) �. 예를 들어 �. 영양군의 경우 매우 풍부한 산림이 부존되어 있

지만�, 산림 그 자체로서 유용자원이 되기보다는 수려한 경관과 어우러져 관광자원으로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또한 영양군 내에 금속광 및 비금속광산이 �2�0 여개 있

었으나 �, 지금은 대부분 미가동 중이다�. 영양군의 수자원은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적은 편

이지만 �, 생활 및 농업용수 등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반면 이 곳의 수자원은 군의 지

리적 위치 �( 즉 낙동강의 상류지역 �) 로 인해 공업용수로 개발 � 이용되기는 적합하지 않은 조

건을 안고 있다 �.

�3�0�) 이러한 점에서 한 지역의 자원 매장량과 자원 부존량 �( 眼存量 �) 은 구분된다 �. “부존량이란 전

체 자원의 매장량 가운데서 현재의 평가시점에서 매장량이 확인되어서 합법적으로 채굴할 수 있으

며 �, 경제성이 커서 실제로 이용될 수 있는 자원의 양만을 말한다
�.�.
이희연

�f 경제지리학ι‘ �1�9�9�1�( 수

정판 �)�, 법문사 �. �8�3 쪽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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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목 산림자원

영양군은 임야가 전체 면적의 �8�6�% 를 차지할 정도로 넓게 분포되어 있고 �, 산림자원을 확

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산림자원은 자연상태로 방치될 경우 상품성을

가지기 어려우므로�, 계획적인 보전과 개발이 요구된다 �. 영양군의 엄야면적은 �1�9�8�9 년에

�6�5�.�6�8�6�h�a 였고 업목지 면적은 �6�2�,�9�5�2�h�a 로 �, 그 비율은 �9�5�.�8�% 였다 �. �6년 후인 �1�9�9�5 년에는 엄야면

적은 �6�5�.�8�3�3�h�a�. 입목지 면적은 �6�5�.�1�1�9�h�a 로 늘어나서 �, 입목지 면적의 비율은 �9�9�.�0�% 로 증가했다 �.
입목지 면적에서 임상별로 보면 �. �1�9�9�5 년에는 침업수가 �5�0�.�3�% 를 차지하고 있으며�, 활엽수

가 �2�5�.�3�%�. 나머지는 혼효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양군에서는 그동안 사방사업과 조림사업

을 통해 산림자원을 보전 � 개발한 결과�, 입목의 축적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 이러한 산림

자원은 목재 공급뿐만 아니라 밤 � 대추 � 호두 등의 야생종 설과 �, 버섯이나 약초 및 산나불

을 공급한다�. 최근 이러한 산림자원은 쾌적하고 수려한 산지경관을 만들어냄으로써 �, 관광자
원으로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

제 �2목 수자원

영양군 지역의 연평균 강우량은 �1�.�0�1�2�m�m 정도이다�3�1�)�. 수자원 부존량은 �7�8�3 백만 �?�m�-로 지하

침투와 증발에 의해 �3�2�9 백만 �?�m�-�o�] 손실되고 �, 하천 유출량은 전체의 �5�8�% 정도인 �4�5�4 백만 �m�2 이

다 �3�2�) �(그림 �2�-�2�6 참조 �)�. 영양군에서 수자원으로 이용되고 았는 하천은 법정하천으로 준용하

천이 �1�5 개소이며 �, 비법정하천이 �1�8�2 개소로 총하천 연장은 �4�2�8�.�9�k�m 이다 �. 대부분의 하천들은

낙동강의 제 �1 지류인 반변천을 통해 임하댐으로 유입되어 본류로 흘러가지만 �, 군의 북부지

역을 흐르는 장수포천이나 신암천은 왕피천의 지류로서 동해안으로 흐른다 �. 이러한 하천들

이나 지하수 개발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실제 이용하는 수자원량은 �4�4 백만 �?�m�-로 전체의 �6�%

정도이다�. 수자원이용의 유형별로는 �, 생활용수 �2�.�3 백만 �2�m�. 농업용수 �3�2�.�3 백만 �?�m�-�, 유지용수 �9

백만 �m�2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3�3�) �.

전체 용수의 �7�4�% 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용수의 현황을 보면 �, 중소규모의 저수지 �1�0�4 개소

�4�7�8�h�a�, 양수장 �2�8 개소 �2�6�6�h�a�, 취수장 �8�3�1�h�a�, 기타 �2�2개소 �8�h�a 를 통해 공급된다 �. 생활용수는
반변천과 장수포천에서 취수되어 상수도로 보급되거나 부락단위로 조성되어 았는 간이상수

도 시설을 통해 공급되며�, 그외 부분적으로 지하수의 개발을 통해 사용되기도 한다 �. 영양

군에서는 공업의 발달이 매우 미진하기 때문에 �, 공업용수로의 이용도는 아주 낮다 �.

�3�1�) �1�9�9�0 년에서 �1�9�9�4 년 �5년간 강우량의 평균치로 계산한 수치임 �.
�3�2�) 영양군 �r 영양군농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 �J�. �1�9�8�9�. �1�7�0 쪽 �.
�3�3�) 영양군 �r

영양군농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 �J�. �1�9�8�9�. �1�7�0 쪽 �. 그러나 같은 자료의 �1�7�1 쪽에 의하면 �,

생활용수 �2�.�6 백만 �2�m�. 공업용수 �0�.�2 백만 �m�2�. 농업용수 �3�7�.�9 백만 �2�m�. 그리고 유지용수 �1�5�.�0 백만 �m�2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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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발량

�1�8�8 �(�2�4�%�)
대 기중 �1�8�8 �(�2�4�%�)

증발 � 침투량
�3�2�9�( �4�2�%�)

지하수 이용 �2 �(�0�.�2�%�)

지하 침투량

�1�4�1 �0�8�%�)

갱
。

조
」
이
시

부

�M
원

�Q
서
끼
때 하천 유출량

�4�5�4 �(�5�8�%�)

평상시 유량

�1�9�6 �(�2�5�%�)

하천수 이용 �4�2 �(�6 �% �)

홍수시 유량
�2�5�8�(�3�3�%�)

댐�대하천�바다

�5�1�1 �(�6�9�.�8�%�)

주 �: 단위는 백만�2�m 임 �.

자료 �: 영양군 �w영양군농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 ���, �1�9�8�9�, �1�7�1 쪽 �.

�[그림 �2 �- �2�6�J 영양군의 수자원 이용 모식도

제 �3목 관광자원

관광자원은 천연적으로 주어진 수려한 자연경관과 역사적 또는 사회문화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고적이나 문화재 등으로 구성되며�, 최근에는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인공

적으로 조성된 다양한 시설들도 포함되기도 한다 �. 영양군에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관광시설

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서 �, 훌륭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영양군에는 경북의 영산�( 靈山 �) 이라고 불리는 일월산의 계곡들이 사람의 발길이 아직 닿

지 않았을 정도로 자연상태를 유지하고 여러 가지 산림자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관광자

원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영양군에서 자랑할 수 있는 관광명소로는 수하

계곡 � 본신계곡 � 삼의계곡 등의 여러 계곡들과 척금대 � 선바위와 남이포 등이 있다�. 이러한
관광자원과 관광 현황에 대해서는 다른 장에서 보다 자세히 서술될 것이다 �.

저 �1�2 항 자원 이용 실태

한 지역의 주민들은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산업활동에 종사하기 위

하여 �, 필수적으로 자원을 이용하게 된다 �. 일상생활 및 산업활동에 필요한 자원들로서는 석

탄 � 석유 � 가스 등의 에너지자원과 수자원 그리고 토지자원 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토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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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대해서는 서술하였기 때문에 �, 여기서는 에너지자원 및 수자원의 이용 현황을 살펴 보

기로한다 �.
오늘날 생활 및 산업활동에 필요한 자원들은 자연상태 그대로 이용되기보다는 공공적으

로 개발 � 공급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 한 지역의 생활 및 산업 활동은 단지 그 지역내 부

존된 자원의 개발뿐만 아니라 역외 지역에서 공급된 다양한 자원들을 이용하게 된다 �. 또한
이러한 자원 이용의 양과 질은 지역사회의 발전 정도와 지역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

는 지표로 사용되기도 한다 �. 물론 물질적 자원 이용만으로 한 지역의 발전 정도나 주민의

생활 수준을 완전히 나타낼 수는 없다 �. 또한 최근에 자원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해�, 자원의

고갈과 환경 오염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

제 �1목 에너지 자원의 이용

에너지자원은 주로 가정용 난방이나 취사 그리고 조명을 위해�, 그리고 산업활동에서는 연

료나 동력원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된다�. 과거에 사람들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인력

이나 축력 �( 홈力 �) 그리고 자연력 �( 바람이나 물 �) 을 직접 이용하였고 �, 특히 가사일을 위해서는

신탄 �(즉 목재 �) 이 주종을 이루었다 �. 그러나 산림자원의 보호 목적으로 신탄의 채취 � 이용이

통제되고 또한 석탄 � 석유 � 가스 등 다양한 에너지원들이 개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동력장비들 �( 대표적으로 자동차 등 �) 이 발명 � 사용되게 됨에 따라 �, 일상생활 및 산업활동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원의 종류도 다양해졌고 �, 또한 그 소비량도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대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농촌사회에도 확산되고 있다�. 즉 과거에 주로 자

연적 에너지원에 의존하였던 전통적인 농촌사회도 이제는 공공적으로 공급되는 다양한 에

너지원들 �, 즉 석탄 � 석유 � 가스 및 전력의 사용량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애너지 사용

량의 증대는 지역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나타낸다 �. 특히 주민생활과 관련

하여 새로운 에너지원의 이용은 주택의 구조 개선이나 다양한 가전제품의 사용과도 관련된

다 �. 영양군의 경우 에너지 사용량은 아직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 최근에 점차로 증대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1�. 석탄 � 석유

석탄과 석유 및 가스는 지하자원으로 채굴된 화석 연료로서�, 오늘날 일상생활 및 산업활

동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된 에너지원이다 �. 우리 나라에서 이용되는 석탄은 그동안 주로

국내에서 채굴 � 공급되었지만 �. �1�9�8�0 년대 중반 이후 개발 비용의 증대에 따라 석탄산업이 사

양화되게 됨에 따라 �, 정부는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 값싼 수입탄을 많이 도입

하고 있다 �. 한편 우리 나라에 전혀 매장되어 있지 않는 석유와 가스는 완전히 해외 수업에

의존하고 있다 �. 이러한 화석에너지의 이용에 있어�, 생활양식 및 생산공정의 개선 등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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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석탄의 소비량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 석유 및 가스의 사용량은 전반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 �.

영양군에서 이러한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공업시설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 이들은 주로 민

수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 �<표 �2 �- �5�2�> 에 의하면 �, 영양군의 민수용탄 소

비량은 최근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 특히 석탄을 가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

한 연탄의 생산량도 감소하고 있다�. 반면 석유의 사용량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즉 �1�9�9�4 년

영양군에서 소비된 석유류는 �7�8�.�3�3�1 배럴로서 �1�9�8�9 년에 비해 �2�8�.�9�% 증가했다 �. 특히 휘발유의

사용량은 이 기간동안 �2�.�7�5 배 증가했으며 �, 경유의 사용량도 �8�0�% 이상 증가했다 �. 또한 가스의
사용량은 �1�9�9�4 년 �1�.�1�3�0�t 으로 �,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표 �2 �- �5�2�> 영양군의 석탄 및 석유의 소비량

주 �: 자료에서 �1�9�9�1 �� �1�9�9�3 년 유류소비량의 통계가 �1�9�9�0 년 및 �1�9�9�4 년 통계에 비해 지나치게

적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함 �,

자료 �: 영양군 �I�T�' 영양군 통계연보 �o�a�, �9�0�-�9�1 쪽 �.

�2 전 력

오늘날 전력은 가정 � 농수산 및 광공업 � 상업서비스업 그리고 공공용 등 모든 생활과 생

산부문에 필수적인 에너지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전력공급시설들이 농촌지역뿐만 아니라 산간오지에까지 거의 대부분 가설되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생활의 편의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 특히 가정용의 경우 �, 이러한 전력공급시설

의 확충은 조명뿐만 아니라 라디오 �. �T�.�V�' 냉장고 � 세탁기 � 전화 등 가전제품의 보급을 가

능하게 함으로써 �, 농촌지역의 생활양식을 크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 또한 이러한 제

품들을 판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서비스업의 발달을 가져오게 되었다 �.
영양군의 전력소비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는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 주변 안동시 � 군

과 청송군의 합계치로 되어 있다 �(표 �2�-�5�3 참조 �) �. 이로 인해 영양군만의 전력소비량의 증가

추세와 용도별 현황을 정확히 살펴 볼 수는 없지만 �, 전반적인 추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다 �3�4�) �. 우선 �4개 시 � 군을 합한 수치를 보면 �. �1�9�9�4 년 총전력소비량은 �2�.�1 배

�3�4�) 영양군의 전력 소비량 추정치는 군내 광 � 공업시설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 �4 개 시 �군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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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1�6�3�.�5 �0�3�.�8�) �1�0�0 �7�5�.�6 �4�6�.�2 �1�8�.�4 �1�1�.�3 �2�1�.�1 �1�2�.�9 �4�8�.�3 �2�9�.�6 �2�2�.�7 �1�3�.�9 �3�.�6 �2�.�2 �2�2�.�0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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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2�0�9�.�4 �0�6�.�8�) �1�0�0 �8�5�.�2 �4�0�.�7 �1�4�.�8 �7�.�1 �4�5�.�5 �1�2�.�2 �6�3�.�9 �3�0�.�5 �.�7°Œ �1�0�.�8 �6�.�2 �3�.�0 �3�4�.�9 �1�6�.�7
�1�9�9�2 �2�5�3�.�7 �(�2�0�.�0�) �1�0�0 �9�7�.�1 �3�8�.�3 �1�7�.�3 �7�.�8 �5�6�.�4 �2�2�.�2 �8�2�.�9 �3�2�.�7 �2�9�.�1 �1�1�.�5 �6�.�0 �2�.�4 �4�7�.�8 �1�8�.�8
�1�9�9�3 �2�8�2�.�0 �(�2�2�.�7�) �1�0�0 �1�0�8�.�0 �3�8�.�3 �1�9�.�8 �7�.�0 �7�0�.�8 �2�5�.�0 �8�3�.�4 �2�9�.�6 �2�8�.�3 �1�0�.�0 �6�.�3 �2�.�2 �4�8�.�8 �1�7�.�3

�1�9�9�4 �3�3�9�.�6 �(�2�7�.�2�) mω �1�2�1�.�7 �3�5�.�8 �2�5�.�9 �7�.�6 �8�7�.�6 �2�5�.�8 �1�0�4�.�3 �3�0�.�7 �3�6�.�7 �1�0�.�8 �7�.�1 �2�.�1 �6�0�.�5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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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했다 �. 이러한 전력 소비량의 급증을 주도한 것은 서비스업 및 제조업 분야로서 �, 이 기

간 동안 각각 �4�.�2 배 �, �2�.�8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이 서비스업 및 제조업부문의 전

력 사용량이 급증하여 그 구성비도 크게 상승했지만 �. �4개 시 � 군의 합계에서 아직 주택용

전력소비의 비율이 �3�5�.�8�% 로 가장 높다 �.
이러한 �4개 시 � 군의 전력 소비량의 변화를 고려하여 �, 영양군의 전력소비 현황을 추정해

보면 �, �1�9�9�4 년 군의 전력 소비량은 �1�9�8�9 년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그러

나 영양군의 경우 제조업 부문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력 소비량의 증가율은 �4개 시 � 군의

증가율보다는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 또한 부문별 전력 소비 구성비를 추정해 볼 경우�, 영

양군의 주택용 전력 소비의 비율은 �3�5�.�8�% 보다도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 영양군의 농업

용 전력 소비량의 증가율은 대체로 안동시를 제외한 �3개 군의 인구수에 비례 �( 즉 �1�9�%�) 하여

�7�M�W�H 정도이며 �, �1�9�8�9 년에 비해 그 증가율은 전체 증가율 �(�6�1�.�7�% �)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

다 �.

〈표 �2 �- �5�3�> 전력 소비랑 단위 �: 천 �M�W�H

주 �:�1�) 영양군 및 안동시 � 군 �, 청송군의 합계수치임 �.
�2�) 합계에서 �( �) 안의 수치는 영양군의 추정치로서 �, 산출방식은 본문의 주를 참조�.

자료 �. 영양군 �r
영양군 통계연보 �.�D�, �1�9�9�5�, �9�5 쪽 �.

제 �2목 수자원의 이용

수자원의 이용은 지역주민들의 생존과 일상생활의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과거에 농촌지역 주민들은 식수 및 기타 생활에 필요한 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가 조달

력소비량에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 인구수에 비례하여 �1�0�% 로 나눈 것이다 �. �1�9�9�3 년말 이들 �4개 시

군의 인구수를 합하면 �2�6�.�4 만명으로 영양군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0�.�6�% 이다 �. 그러나 도시지역

이며 인구수의 비율이 큰 안동시에서 전력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영양군의
실제 전력 소비량은 이보다 다소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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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7�3�5 �4�1�8 �1�9�5 �2�9 �1�6�6 �3�8 �8�4 �9�8�.�8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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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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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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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암면 �9�5 �6�0 �3�1 �2�2 �4 �2�0�.�5 �8�.�9
읍�면 청기면
�(�9�9�5�) 일윌면

수비변 �3�4 �2�3 �8 �2 �6 �3 �7�.�8 �3�.�3
석보면

제�3장 자원과 환경 홉 �1�0�1

방식으로 거의 전적으로 우물 등 자연수에 의존하였지만 �, 오늘날 인구가 밀집하여 국지적인

수자원조달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자연수의 오염으로 인해�, 일정한 정수시설을 통해 식수로

적합하도록 처리된 후 각 가정에 공급되는 상수도 보급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9�3 년말 전국의 상수도 보급률은 �8�1�.�1 �%이며 �, 경북지역의 보급률은 �5�8�.�4 �%를 보이고 있는데�,

경북지역의 경우 �1 인 �1 일 급수량은 �3�2�4 �I 이다 �. 농촌지역은 취락들이 전반적으로 산재해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 상수도 보급률은 이보다 상당히 낮지만 �, 앞으로 계속 확충될 것

으로 예상된다 �.

영양군에는 영양 � 입암 � 수비 정수장 등 각각 �3�,�0�0�0�m�3�/ 일 �, �8�0�0�m�3�/ 일 �,�6�0�0�m�3�/ 일의 시설용

량을 갖춘 �3개 정수장이 있으며 �, 이 정수장들은 해당 읍 � 변지역에 하루
�3�3�2�,�1�1�5�m�,�2�9�6�m’

�1�1�3�m�3 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 표 �2 �-�5�4 참조 �)�. �1�9�9�5 년 영양군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인

구는 총 �1�0�,�1�2�9 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3�8�,�9�% 를 차지하고 있으며 �, �1 일 �1인당 급수량은 �2�5�6 �I

이다 �. 이러한 상수도 보급률 및 �1인당 급수량은 �1�9�9�0 년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이지만 �, 전국

및 경북지역의 수준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 영양군에서 상수도 공급을 받지 못하는 미

급수지역 주민들은 집단적으로 간이 상수도를 조성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자가 조달을

통해 생활용수를 마련하고 있다 �. 영양군에는 간이급수시설이 �1�8�5�7�T�I 조성되어 있으며 �, 이를

통해 용수를 공급받는 인구는 군 전체 인구의 �5�1�.�8�% 를 차지한다 �. 영양군 전체에서 상수도시

설이나 간이급수시설로도 용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주민들은 �2�.�4�2�5 명으로 �9�.�3�% 로 �, 특히 청기

면 � 일월변 � 수비변에서 �2�0�% 안팎으로 높게 나타난다 �.

〈표 �2 �- �5�4�> 업종별 급수 사용 현황 단위 �: 천 �?�m�-�, 백만원

자료 �: 영양군‘
�f
영양군 통계연보 ���, �1�9�9�6�.

한편 상수도를 통해 공급된 물은 �1�9�9�5 년의 경우 가정에서 �5�5�.�2�% 가 사용되었고 �, 음 � 숙박

업소 �, 기타 서비스업 등 영업용으로 �2�7�.�8�% 가 사용되었으며 �, 그외 목욕탕용으로 �7�.�2�%�, 공공

용으로 �9�.�8�% 가 사용되었다 �( 표 �2�-�5�4 참조 �) �. 그리고 다른 지역들과는 달리 공업용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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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우는 전혀 없었다 �. 이러한 급수 이용으로 부과된 사용료는 �1�.�6�7 억원이었고 �, 이 가운데

가정용으로 부과된 금액이 �3�6�.�1 �% 를 차지했으며�, 상대적으로 요율이 비싼 영업용으로 부과된

금액은 �4�2�.�2�% 를 차지했다 �.
�1�9�9�0 년과 비교해 보면 �, 가정용은 �8�.�6�%�, 영업용은 �1�7�.�4�% 증가했으며 �, 목욕탕용은 �5�5�.�3�% 로

크게 증가한 반면�, 공공용은 �3�.�6�% 감소했다 �. 그리고 급수 사용료는 �6�9�.�2�%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 급수 사용의 용도를 읍면별 특성으로 보면 �, 영양읍의 경우 가정용이 �5�3�.�4 �%를 차지

하고 �, 영업용이 �2�7�.�4�%�, 그리고 다른 지역에는 없는 목욕탕용이 �8�.�5�% 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양읍에서 지불된 급수 사용료는 군 전체의 �8�3�.�1 �%를 차지했다 �. 입암면에서는 가정용

과 영업용이 각각 �6�3�.�2�%�, �3�2�.�6�% 로 사용되었고 �, 수비면에서는 각각 �6�7�.�6�%�. �2�3�.�5�% 사용되었다 �.

제 �2절 환경 오염

지역사회가 사회경제적으로 발달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물질적으로 향상되면서�,

이에 필요한 환경 개발이 보다 대규모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 자원 이용량도 급속히 증가

하게 되었다 �. 이러한 환경 개발과 자원 이용은 물질적인 측면에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

생활의 향상을 가져왔지만 �, 이에 부수적으로 환경 파괴와 자원 고갈 및 환경오염 문제를 초

래하게 되었다 �. 오늘날 환경문제는 대도시 및 대규모 공단지역에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지

만�, 농촌지역으로 점차 파급되고 있다 �.
농촌지역의 환경문제는 하수도 시설의 미비로 인한 생활하수 및 과다한 비료 사용과 농

약 살포 �, 그리고 축산 폐수 등에 의해 수질과 토양오염이 주로 발생하지만 �, 지역내 주민들

이 배출하는 쓰레기나 시설작물에서 사용된 후 폐기된 쓰레기들뿐만 아니라 대도시 주민들

이 관광지를 찾아 여가를 즐가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로 인해 몸살을 앓게 되었다 �. 또
한 일부 지역에서는 인공적으로 지나친 관광 � 여가시설틀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황폐화시키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다�.
영양군의 경우 �, 이러한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들이 점차 드러나고 있

지만 �, 다른 지역들에 비해 아직 심각한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추세

로 앞으로 계속 환경 오염이 악화된다면 �, 멀지 않아 군지역에서도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변

하게 될 것이다 �.

저 �1�1 항 환경 오염 실태

환경 오염은 자연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인 물 � 공기 � 흙 등과 관련하여 수질 오

염 � 대기 오염 � 토양 오염 등으로 구분되며 �, 또한 생활 및 산업활동 과정에서 폐기되는 여

러 가지 쓰레기 문제와 그외 소음 � 진통 � 악취 공해와 기타 식품오염 � 방사선오염 릉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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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Æ(³Ä�(�'�C�) �1�7�.�6 �1�7�.�2 �1�5�.�7 �1�0�.�8 �1�1�.�2 �1�4�.�3 �1�6�.�0 �1�4�.�0 �1�4�.�0 �1�4�.�0 �1�6�.�0용존산소(mg/ �I�) �1�0�.�1 �8�.�8 �9�.�8 �1�0�.�9 �1�0�.�6 �1�1�.�0 �1�1�.�0 �1�1�.�2 �1�0�.�6 �1�0�.�8 �1�1�.�4

생물화학적 산소 Æ”l·É�(�m�g�/ �I�) �1�.�2 �1�.�2 �1�.�3 �1�.�3 �1�.�3 �1�.�1 �1�.�1 �1�.�0 �0�.�9 �1�.�0 �1�.�0

화학적 산소 Æ”l·É�(�m�g�/ �I�) �1�.�3 �1�.�9 �2�.�2 �1�.�9 �1�.�7 �2�.�1 �2�.�2 �2�.�3 �1�.�8 �3�.�7 �4�.�2부유물질(mg/ �I�) �5�.�9 �1�2�.�5 �6�.�8 �6�.�7 �6�.�0 �3�.�1 �1�.�5 �1�.�9 �3�.�2 �1�0�.�4 �4�.�0

제 �3장 자원과 환경 명 �1�0�3

함된다 �. 영양군의 환경 상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 특히 공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기 상태는 매우 정정하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군의 환경 오염 실태는

주로 수질 오염과 폐기물 오염의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
영양군의 환경 오염 실태 분석과 관련하여 우선 지적되어야 할 점은 지역환경 오염 현황

과 추이를 살펴 볼 수 있는 실측 자료들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 지역내 하천의 수질 오염의

경우 �1�9�9�6 년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정확한 측정을 하게 되었으며 �, 대기 오염과 토양 오염의

측정 자료는 아직 찾아 보기 어렵다 �. 그러나 비록 환경이 양호하다고 할지라도 이를 유지하

기 위해서도 환경 오염의 정도를 정확히 측정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최근 영양군내에서도

국지적으로 환경 오염의 심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 이를 비교 � 분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환경정책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우선 수질의 정확한 측정이 요청된다 �.

제 �1목 수질 오염

영양군의 하천들은 법정하천인 준용하천이 �1�5 개소 �, 비법정하천이 �1�8�2 개소이며 유로연장은

각각 �2�3�8�.�2�k�m�, �1�9�0�.�7�k�m 로 �, 총 �4�2�8�.�9�k�m 에 달하는 크고 작은 하천들이 계곡과 평지를 흐르고

있다 �. 이들 가운데 특히 중심이 되는 하천은 낙동강의 제 �1지류인 반변천으로 �, 동천 � 화매천

등 여러 제 �3지류 하천들을 흐르는 물을 모아서 임하댐으로 유입한다 �. 낙동강 상류지역에

위치해 있는 반변천은 영양군내 산간 계곡을 따라 흐르는 맑은 물들로 이루어지며�, 또한 이

지역에는 대규모 폐수배출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 최근까지 극히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

었다 �.

그러나 최근 전국적으로 하천 오염이 심화되면서 �, 반변천 역시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 환

경처의 수질 측정망에 의하면 �, 반변천의 유로에서 영양군내 구간에는 측정지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 하류지역인 안동시 용상동 �( 용상취수장 �) 의 측정치를 보면‘ 반변천의 전반

적인 수질 현황을 시계열별로 살펴 볼 수 있다 �. 즉 발표된 측정치에 의하면 �,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O�D�) 는 �1�.�0 정도로 유지되고 있지만�, 화학적 산소 요구량에 따라 수질 오염도는 지

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 특히 �1�9�9�0 년 이후에는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5�) �. 이

�3�5�) 아래 부표 참조 �.

〈부표〉 반변천 하류의 수질 현황

주
�

안동시 용상동 �( 용상취수장 �) 의 측정치임 �.



수소이 요조 새유하저。2,.,
닙。

대장균 카드뭄 비소 시안 λ。 �L�.�� 계연활 6가 유기인 패밑
검사 ζ〉 ‘- ®0�-�I�T �T�"�C

벼

다노오 산소 산소요구량며χl 성채 크롬 염획tlj패닐하모 �L�.�. �¶�,�-�,�- 를E。..,�(�p�H�) �(�D�O�) �(�B�O�D�) �(�S�S�) �(�E �- �C�O�U�) �(�C�d�) �(�A�s�) �(�C�N�) �(�H�g�) �(�P�b�) �(�A�S�S�) �(�C�r�+�6�) �(�P�C�B�)

단위 �m�g�/�l �m�g�/ �I �m�g�/ �I �M�P�N�/�1�0�0�m�l �m�g�/�l �m�g�/ �I �m�g�/�l �m�g�/ �I �m�g�/ �I �m�g�/�l �m�g�/ �I �m�g�/�l �m�g�/ �I

검사결과 �7�.�6 �9�.�4 �6�.�9 �4�.�5 �2�.�2�E�0�5 �0�.�0�0�0 �0�.�0�0�0 �mÅ( �0�.�0�0�0�0 �0�.�0�0 �1�.�6�1 �0�.�0�0 �0�.�0�0�0�0 �0�.�0�0�0�0

�1�0�4 �. 저 �/�2 편 지 리

러한 반변천 하류의 수질이 상대적으로 점차 악화되게 된 것은 물론 영양군의 오염원에

기인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할지라도 �, 그 상류지역에 위치한 영양군의 하천들도 점차 오염

되고 있다는 증거자료로서 제시될 수 있다�.

영양군내 반변천의 전반적 수질은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하다고 할지라도 �, 최근 들어 그

지류하천들에서 국지적으로는 상당히 오염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영양읍의 중심

지인 동부 � 서부리를 흐르는 하천의 경우�, 생활하수와 쓰레기 침출물로 인해 상당히 오염된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인 실측 자료로서는 �1�9�9�6 년 �1월 �2�5 일 영양읍 서부리 동서교 밑 하

천수를 채취하여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을 측정한 결과를 볼 수 있다 �(표 �2�-�5�5

참조 �) �. 이 자료에 의하면 �,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O�D�) 와 계면활성체 �( 즉 합성세제 �) 의 함유

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 이와 같이 국지적 수질 오염은 배출된 생활하수가 제대로

자연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수질 오염은 누

적적으로 악화될 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지역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

〈표 �2 �- �5�5�> 하천수질 현황

주 �: �1�9�9�6�. �1�. �2�5�. 실측 자료로서 �, 측정 지점은 동서교 밑임 �.
자료 �: 영양군 자료

제 �2목 대기 오염

영양군의 대기 오염 상태에 대한 직접적 자료는 없지만 �, 대기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 대기 오염의 주원인인 공장이 거의 없으며 �, 또한 아파트 등 집단난방시설도 아직

드문 편이다�. 그러나 최근 가스 � 매연 � 먼지 및 악취 등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들

이 등장하여 점차 늘어가고 있다 �. 그리고 대기 오염의 또다른 원인자인 자동차의 통행도 급

속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 인구가 밀집한 영양읍 동부 � 서부리의 도로변에서는 대기 오염

의 정도가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 또한 군내 자동차 등록대수도 �1�9�8�0 년대 후반 이

후 급증하여 �. �1�9�8�9 년 �8�1�3 대에서 �1�9�9�5 년 �3�,�2�4�2 대로 약 �4배 가까이 증가했다 �3�6�) �. 이러한 자동차

등록대수는 도시지역에 비해 아직 매우 적다고 하겠지만 �, 앞으로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되며 �, 이에 따라 영양읍 중심지의 대기 오염 농도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자료 �: 환경처 �, 환경연감 �. 각 연도�.
�3�6�) 영양군 �!�.�" 영양군 통계연보 �J�. �1�9�9�5�. �1�2�7 쪽 �. ‘



행정구역 청소구역 거수’
배출량

1일1인
처리량

처리방식

지인 배출량
구분 딴 인구

구율
�(�C�)

�(�C�/�B�)
�(�0�)

면적 면적 �(Ñ¤�/Ç|�) �(Ñ¤�/Ç|�) 매립 소각 재활용�(�A�) �(�B�)
�(�B�/�A�) �(�k�g�/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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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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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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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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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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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청기변 �1�3�9�.�9�5 �3�,�0�9�7 �1�0�1�.�0 �3�.�0�6�5 �9�9�.�0 ζJιo �0�.�1�6 �0�.�5 �0�.�3 �0�.�2

며ι-
일월면 �1�2�5�.�4�3 �2�,�8�3�6  ��6�1�.�2 �2�.�4�1�6 �8�6�.�6 �1�.�0 �0�.�4�1 �1�.�0 �0�.�8 �0�.�2�( �1�9�9�5�)
수비면 �2�1�7�.�5�8 �2�,�6�9�8 �8�5�.�4 �1�. �9�0�5 �7�0�.�6 �6�.�0 �3�.�1�5 �6�.�0 �5�.�8 �0�.�2
석보면 �1�2�2�.�0�4 �3�,�5�0�3 �9�1�.�7 �3�,�2�0�4 �9�1�.�5 �1�.�0 �0�.�3�2 �1�.�0 �0�.�8 �0�.�2

제 �3장 자원과 환경 릅 �1�0�5

제 �3목 토양 오염

영양군의 토양 오염에 관한 직접적 실측 자료도 찾아보기 어렵지만 �, 전반적으로 대체로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경지의 토양이나 매립지 주변의 토양은 부분적으로 점차

오염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농경지의 토양 오염은 농작물의 병충해를 예방하고 생산량

을 증대시키기 위해 살포되는 농약 사용이 주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매립지들은 대부분 위생처리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변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
영양군에는 일월매립장이 있으며�, 특히 우수기에 매립장 주변으로 침출물들이 침착되어 토

양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

제 �4목 폐기물 오염

폐기물에 의한 환경 오염은 수질 오염과 더불어 최근 농촌지역에서 주요한 현안문제가

되고 있다�. 폐기물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와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비독성 폐기물

로 분류되며 �, 그외 사업체들에서 발생하는 유독성 폐기물은 특정 폐기물로 관리되고 있다 �.

영양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거의 생활 쓰레기라고 할 수 있다�. 과거 농촌지역의 생활 쓰

레기는 대부분 임의적으로 처리되었지만 �, 환경문제가 심화되면서 공공적으로 이들을 수거하

여 매립이나소각 등 일정한방식에따라 처리되고 있다�.

〈표 �2 �- �5�6�> 쓰레기 발샘 및 수거 현황

자료 �: �1�9�9�5 년까지는 영양군 �I�T�' 영양군 통계연보 �.�D�, �1�9�9�6�.



�1�0�6 �m 저 �1�2 펀 지 리

영양군의 쓰레기 수거구역 �( 청소구역 �) 의 비율은 인구를 기준으로 �1�9�9�5 년 �7�8�.�3�% 로 점차 증

가하고 있다 �( 표 �2�-�5�6 참조 �) �.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량은 �1�9�9�2 년 �1 일 평균 �2�6톤이었

으나 �1�9�9�5 년에는 �2�4톤으로 줄어들었고 �. �1 인당 하루 발생량도 �1�.�6�8�k�g 에서 �1�.�1�7�k�g 으로 줄어들었

다 �. 군내에서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곳은 영양읍으로 �1�9�9�5 년 하루 �1�2 톤이 발생했으며 �. �1 인당

하루 배출량도 �1�.�8�6�k�g 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 이렇게 발생한 쓰레기의 대부분인 �8�1�% 는 매

립 처리되고 �, 나머지는 소각되거나 재활용되기도 한다 �.
생활 쓰레기는 그 자체로서 환경 오염물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 발생량을 줄이고 재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 그러나 발생한 쓰레기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고 방치하거

나 누적될 경우 생활주변 경관을 어지럽히고 침출수와 악취로 인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다�. 이러한 생활 쓰레기 외에도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는 폐건축자재와 시설작물

재배 후 방치되는 폐비닐 등을 들 수 있다�. 농촌지역의 폐건축자재는 대부분 하천이나 계목

에 무단으로 폐기되기 때문에 점차로 심각한 공해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저 �1�2 항 환경 오염의 원인

환경 오염이 발생하는 곳은 자연환경의 각 구성요소들이지만 �, 이의 유발은 사람들의 사회

적 활동에 기인한다 �. 즉 환경 오염은 자연환경의 부담 능력이나 자정 능력을 초과하여 무계

획적으로 개발 � 이용하거나 �, 자원을 무분별하게 소비하여 오염물질을 과다하게 배출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환경문제의 해결은 이러한 오염의 원인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이의 해

소를 필요로 한다�. 영양군의 경우 환경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는 사실은 환경 오염의

원인자 또는 원인 행위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국지적으로 발

생 � 악화되고 있는 환경 오염문제를 해소하고 앞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환경 오염의

원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제 �1목 지역 개발과 환경 파괴

일반적으로 환경 파괴와 오염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은 지역 개발이라고 인식된다�. 즉 급

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대규모로 추진된 지역 개발로 인해 현재와 같은 환경문제

의 심화가 초래되었다 �. 영양군의 경우 이와 같은 대규모 지역 개발은 없었다는 점에서 �, 환

경은 거의 파괴 �오염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산업화나 도시화가 되지 않은 지역

이라고 할지라도�, 지역환경에 생태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개발은 심각한 환경 파괴와 오염

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에 환경과 친화적인 개발 또는 ‘지속가능한개발’의

개념이 도입되어 개발정책들에 적용되고 있다�.
최근에 영양군에는 그동안 낙후된 지역 사정을 개선하거나 또는 정책적으로 토지 전용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 다양한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 계획되고 있다�. 예로 �, �1�9�9�4 년 농



제 �3장 자원과 환경 �I�I�I �1�0�7

지전용 규제가 완화되면서 �, 농촌지역에 음식점 � 여관 � 축산시설 건립 등을 위한 농지 전용

이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다�. 영양군의 경우 전용건수는 다른 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

만 �, “대부분 전용된 위치가 입암 � 석보면 등 낙동강 지류인 반변천을 끼고 있어 수질 오염

이 우려”된다고지적되었다 �3�7�)�.

앞으로 영양군에는 다양한 지역발전계획을 통해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 대표적
으로 �, 선바위지구 농산물 직판장 개발계획 �3�8�) �. 일월산계곡 휴양지 개발계획�3�9�) �. 그외 수하 청

소년 수련마을 확장계획과 다양한 관광농원단지 조성계획 등을 들 수 있다 �. 또한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군재정 확충방안으로 생수 개발 �, 건축물 내장용 석재 개발 �, 대형 소나무

판매사업 등이 계획되고 있다 �4�0�) �. 이러한 지역개발계획들은 민간인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추

진되는 것이 아니라 낙후된 지역사회의 산업 발전과 군 재정의 확충을 위한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계획적으로 추진된다고 할지라도 자연환경과 친화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보다 철저한 환경영향평가에 기초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 �2목 산업활동과 환경 오염

농 � 축산업 �, 광 � 공업 �, 상업 및 기타서비스업 등 거의 모든 산업활동들은 환경을 오염시

키는 직 � 간접적 원인이 된다 �. 영양군의 비농업적 산업활동은 극히 미진하기 때문에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요인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 �, 환경 오염물질들을 배출하는 사업

체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 �. 이러한 점에서 영양군에서는 환경 오염물질배출시설들을 지정하

거나 신고를 받아서 이들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하고 있다�.
영양군에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로 지정된 사업체로는 �. �1�9�9�5 년 대기 관련 �9개 업체 �, 수

질 관련 �1�1 개 업체 �, 그리고 소음 � 진동 관련 �8개 업체가 있다 �( 표 �2 �- �5�7 참조 �)�. �1�9�9�1 년에 비

해 소음 � 진동 관련업체수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반면 �, 대기 및 수질 관련 환경 오염물질

배출 업체수는 증가하고 있다 �. 그리고 �1�9�9�6 년초 폐수 배출 업소수는 �1�2개소로 늘어났고 그

외 폐유 발생 업소수도 �2�2개소가 되었다�. 이러한 오염물질 배출 업체는 대부분 �5종으로 비

교적 소규모 배출 업체이지만 �4�1�)�. 다소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4종 업체도 수질 및 대기

�3�7�) 매 일신문 �. �1�9�9�4�. �7�. �2�7�.

�3�8�) 이 계획의 대상토지는 �4�8�.�5�0�0�k�m 로서 �, 지목상 임야가 �6�8�.�4�%�. 전이 �1�7�.�1 �% 를 차지하고 있으며 �,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 해당된다 �. 영양군 �f
선바위지구 농산물 직판장개발계획���. �1�9�9�4 참조 �.

�3�9�) 이 개발계획은 민자유치를 통해 추진될 예정이며 �, 계획 �( 안 �) 은 �( 가칭 �) 주식회사 일월산관광
산업 및 주식회사 동서개발컨설팅에서 작성되었다 �.

�4�0�) 영양군 �f ‘

�9�6 년 군정발전계획 �J �(미간행자료 �)�. �4쪽 참조�.
�4�1�)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에서 �5종은 고체환산연료 사용량이 연간 �2�0�0 톤 미만인 사업장에 �, 수

질오염물질 배출업체에서 �5종은 �1 일 폐수 배출량이 �5�0�m�2 미만 �. �4종은 �5�0���5�0�0�m�2 사이의 사업장에
지정된다 �.



구분
대기(가스 � 먼지 � 매연 및 악취) 수질 (폐수) 4。 �.ÉÀ�-!•�-��ø

�'�-�'겨| 1�3종I 4종 5종 겨l 1-3종 4종 5종 동(신고)

연도
�1�9�9�1 �6 �5 �6 �6 �1�8
�1�9�9�5 �9 �8 �1�1 �1�0 �8�(�7�)

영양읍 �5 �5 �7 �8 �3�(�2�)
입암면 �3 �2 �2 �3�(�3�)

�g �면별 청기변
�(�9�9�5�) 일월변 �l �1�(�1�)

수비면
석보면 �1�(�1�)

�1�0�8 �I�I�! 저 �1�2 펀 지 리

오염물질 배출 부문에 각각 �1개소가 있다�. 읍 � 면별로는 �, 영양읍에 이러한 오염물질 배출

시설들이 많이 입지해 있고�, 다음으로 입암면 � 일월면 순이며 �, 특히 입암변에는 상대적으로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규모가 큰 �4종 배출 업체가 입지해 있다 �.

〈표 �2 �- �5�7�> 환경 오염물질 배출 시설 현황

자료 �: 영양군 �w영양군 통계연보 ���, �1�6�7 쪽 �.

이와 같이 환경 오염물질배출업체로 지정된 사업장들 외에도 �, 밀집된 상가나 시장 �, 기타

서비스업체 �, 그리고 관광지의 유흥 � 숙박업소들도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주요 원인자들

이라고 할 수 있다�, �1�9�9�6 년초 영양읍에 입지한 식품접객업소 � 폐유발생업소 � 세탁소 � 인쇄

물 및 광고물제작업소 등 수질 오염물질 배출 우려 업소는 �1�4�9 개소로 �, 군의 지도 � 점검 및

계도의 대상이 되고 있다 �4�2�)�, 영양읍 외에도 면지역의 관광지에 유치한 유흥 � 숙박업소들도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자라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사업체 활동과 더불어 농업 역시 농촌지역의 환경 오염을 촉진시키는 산업활동이

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자급자족 체제하의 농업과는 달리 �, 오늘날 농업은 대부분 재배작물

의 상품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농부들은 가능한 생산량을 최대화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

서 �, 화학비료의 사용량과 농약 살포량이 점차 증대하게 되었고 �, 이는 농촌지역의 수질 및

토양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 또한 시설작물의 재배가 촉진되면서 �, 폐기되는 비닐이

나 여타 폐시설물들도 점차 누적적으로 방치됨에 따라 �, 폐기물 오염과 토양 오염을 증대시

키는 원인이 되었다 �. 그리고 최근 농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축산업에 의해서도

환경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다 �. 영양군에서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가축들 가운데 젖

소수는 �l�O�O�p�} 리 이하로 다른 지역들에 비해 매우 적지만 �, 한우와 돼지수는 �2�,�0�0�0 마리 이상이

고 특히 돼지 사육은 대규모화되고 있다 �4�3�) �, 이러한 가축집단사육장들은 축산폐수와 폐기물

을 유발하여 �, 주변 하천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

�4�2�) 영양군 �F‘황용천 살리기 운동’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J �( 미간행 자료 �) 참조 �.
�4�3�) �F

영양군 통계연보 �4 에 의하면 �, �1�9�9�3 년 돼지 사육호수는 �1�2호이고 사육수는 �2�,�1�4�1 마리로 �, 호당

�1�7�8 마리를 사육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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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목 주민생활과 환경 오염

지역산업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생활도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요한 원인자가 된

다 �. 특히 영양군의 경우 산업활동이 상대적으로 미발달했다는 점에서 �, 지역환경 오염의 주

원인자는 주민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 최근 농촌지역에서도 주민소득이 점차 증대되면서 �,

생활자원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새로운 생활용품들도 매우 다양하게 보급 � 이용되게 되고 �,

심지어 낭비적 소비가 나타나게 됨에 따라 �, 이로 인한 각종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증가하게

되었다 �.
영양군의 주민생활에서도 �, 에너지 및 수자원의 사용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4 년 주민 �2�.�9 명당 �1대꼴의 전화 �, �1가구당 �1대꼴의 �T�.�V�. 등 다양한 가전제품들의 보급률과

종이나 비닐 � 플라스틱류로 만들어진 일회용품의 사용량도 크게 확대되었다 �. 이러한 생활자

원의 사용량 증대는 필수적으로 폐수와 폐기가스 및 쓰레기의 발생량을 증대시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음식물의 낭비가 많아지고�, 이로 인해 음식 찌꺼기 등이

생활 쓰레기의 큰 몫을 차지하게 되었다 �. 그외에도 �, 주택개량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

는 폐건축재들도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주민생활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그 자체로서 직접적인 환경 오염원이라고 할 수

는 없지만�. 주민생활에서 위생환경과 직결되고 또한 이의 처리를 위해 상당한 환경기반시설

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환경 오염분야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다 �. 분뇨의 발생량은 기본적

으로 인구수에 비례하지만 �. 이의 처리방식은 생활양식의 개선에 따라 자연적 처리 �( 퇴비 등

으로 자가 처리 �) 방식에서 공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수거식 처리 �, 그리고 보다 발달한 형태의

수세식 처리방식으로 변하게 된다 �.
영양군의 분뇨 수거지 인구는 한편으로 인구수의 절대적 감소와 다른 한편으로 수세식

화장실의 보급 확대로 인해 점차 감소하고 있다 �. 통계자료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

지만 �4�4�) �, 대체로 분뇨 수거지 인구는 �1�9�9�1 년에 �9�9�.�9�% 에서 �1�9�9�5 년에 �2�0�% 로 줄어들었고 �, 수세

식 화장실 인구는 �1�.�2�5�0 명에서 �3�,�6�0�0�1 청으로 증가했다 �( 표 �2�-�5�8 참조 �)�. 주민들 가운데 수거지

인구에 포함되는 비율이 �4�0�% 정도라는 점에서�, 분뇨를 아직 자연적 방식에 의존하는 처리하

는 비율이 매우 높게 산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환경 오염외 원인자로서 주민생활과 관련하여 지적되어야 할 점은 환경에 대

한 주민들의 인식이 점차 바뀌게 되었다는 점이다 �. 과거에 농촌지역 주민들은 자연과 더불

어 생활하면서 자연환경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또한 모든 생활과 생산활동이 자연과 유

기적 관계를 가지고 이루어졌다 �. 이 과정에서 자원의 이용은 자연의 부담능력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 또한 자원이용 결과로 발생하는 폐기물들은 자연의 자정과정을 통해 정화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환경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달라져서�, 자연환경의 파괴나 오염이 발생

�4�4�) �1�9�9�4 년 이전에는 행정구역 인구 가운데 거의 전체를 분뇨 수거지 인구로 산정했으나 �, �1�9�9�4 년

에는 절반 정도로 적게 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불명확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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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세대 인구 계 수세식 수거식

융-딴 겨| 수거 정화조
�(�%�) 분뇨 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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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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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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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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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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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5�) 일월면 �9�1�4 �2�.�8�3�6 �1�. �0�2�8 �1�6�4 �8�6�4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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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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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저 �1�2편 지 리

하더라도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면 이를 추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인식은 대도시 주

민들에게서 더 극심하게 나타나지만 �, 오늘날 농촌에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표 �2 �- �5�8�> 분뇨 발생 현황

주 �: 영양군 통계연보의 자료가 연도별 변동이 심하고 불확실하여 �, 수거지 인구율은 다시

계산했으며 �, 분뇨 말생량은 영양군 내부 자료로 수정했읍 �.

자료 �: 영양군 �I�i�' 영양군 통계연보 ���. �1�9�9�6�. �1�8�4 쪽 �(분뇨 발생량은 영양군 자료 �)

제 �3절 환경기반시설

오늘날과 같이 환경 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 이용 및 배출되는 자원은 자연상태에서 그

대로 얻어지고 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들을 통해 아용에 적합하도록 가공

되어야 하고 �, 또 배출물질이 자연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 이러한 시

설들은 환경기반시설이라고 불리며 �, 도로나 댐 � 발전소 둥과 같이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되

고 있다�. 이러한 환경기반시설들은 대규모 재정 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 공공적으로 건

설되며�, 최근에는 민자 유치사업으로 조성되기도 한다 �.

환경기반시설들은 취수장이나 상수도와 같이 자원 이용과 관련된 것들도 있지만 발생한

오염물질들을 적절히 처리하기 위한 시설들�, 예로 하수도 오 � 폐수 처리장 � 쓰레기 매립장
� 소각장 � 분뇨 처리장 등을 포함한다 �.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자원 이용량의 감량화

와 재활용 퉁을 통해 사전에 예방적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극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만�, 이미 발생한 오염물질들의 적정 처리를 위해서는 환경기반시설이 필수적이다 �.
영양군에는 이러한 환경기반시설들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 비교적 적은 펀이다 �. 이는 군에

서 자원을 이용하는 인구나 산업시설들이 상대적으로 적고 �, 또한 환경 오염의 정도도 양호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 또한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발전 수준이 낮아서 환경기반시설에 대

한 투자가 적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앞으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 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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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등의 자원 사용량이 증가할 것이고 �, 또한 환경 오염도 점차 악화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환경기반시설에대한 지속적인관심과투자 확대가요청되고있다�.

제 �1목 수질관리시설

수질 관리와 관련된 환경기반시설들로는 자연수를 취수하여 정화하는 정수장과 정수된

물을 이를 사용하는 가정이나 공공기관 및 사업장들에 공급하는 상수도시설 �, 그리고 사용한

후 버리는 오 �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하수도를 통해 모아서 정화 처리를 하는 오
� 폐수정화처리장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수자원의 공급 및 배출과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

분뇨의 폐기도 수질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 분뇨처리시설도 수질관리시설의 일부

로 다루어질 수 있다 �.

�1 정수장 및 상수도시설

영양군에는 영양 � 입암 � 수비 정수장 등 �3개 정수장이 있는데 �, 이 정수장들은 각각
�3�,�O�O�O�m�3�/ 일 �, �8�0�0�m�3�/ 일‘ �6�0�0�m�3�/ 일의 시설용량을 갖추고 있다 �. 이 정수장들에서 생산된 수돗물

은 상수도관 총연장 �5�8�,�5�4�4�m 를 통해 해당 읍 � 변들에 하루 평균 �2�J�1�5�m�3�, �2�9�6�m�3�, �1�1�3�m�3 를 공

급하고 있다�. 이러한 정수장들의 시설용량은 최근 확충되지 않았지만�, 실제 급수량을 상당

히 초과하여 아직 여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 그러나 군내에서 급수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또한 �1 인당 급수량도 적다는 점에서�, 상수도관의 확장을 통해 정수된 수돗물을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공급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정수장의 확충도 필요하다고 하

겠다�.
한편 상수도 공급을 받지 못하는 미급수지역 주민들은 �1�9�9�6 년 전체 인구의 �6�1�.�1 �%이며 �, 이

들은 집단적으로 간이 상수도를 조성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자가조달을 통해 생활용수

를 마련하고 있다 �. 영양군에는 간이급수시설이 �1�8�5�7�B 조성되어 있으며 �, 이를 통해 용수를 공

급받는 인구는 군 전체 인구의 �5�1�.�8�% 를 차지한다 �( 표 �2�-�5�9 참조 �) �. 이 비율은 특히 상수도

시설이 없는 청기변 � 일월변 � 석보면 등에서 높게 나타나며 �, 입암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높

다�. 영양군 주민들 가운데 상수도시설이나 간이급수시설로도 용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주민

들은 �2�.�4�2�5 명으로 전체의 �9�.�3�% 를 차지하고 있으며 �, 특히 청기변 � 일월면 � 수비변에서 �2�0�%
안팎으로 높게 나타난다 �.
이와 같은 영양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이나 경상북도 보급률 �(�1�9�9�3 년말 각각 �8�1�.�1 �%�,

�5�8�.�4 �%�)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 이에 따라 �, 영양군에서는 �1�9�9�5 년 안심하고 마실 수 있

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6�.�7�3 억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간이급수시설 �5�9 개소를 정비하였으

며 �1�9�9�6 년에도 군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 �9�.�5 억원을 들여 영양읍의 상수도 노

후관을 개량할 예정이며 �, �1�.�6 억원을 들여 간이상수도 �7개소를 신설 및 보수하고 �, 농촌생활용

수개발 사업에도 �6�.�2 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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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구 �2�6 ��0�4�1 �1�0�.�0�3�6 �3�.�8�7�1 �3�.�0�9�7 �2�.�8�6�3 �2�.�6�9�8 �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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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1 �2�3�.�1 �6�7�.�7 �1�0�0�.0� �1�0�0�.�0 �5�6�.�8 �1�0�0�.0�

개소 �1�8�5 �3�4 �3�0 �3�2 �3�7 �2�1 �3�1
간이

인구 �1�3�.�4�8�7 �2�.�1�2�0 �2�.�5�4�9 �2 ��5�8�1 �2�.�1�8�1 �9�6�7 �3�.�0�8�9二그/-닙T
�% �5�1�.�8 �2�1�.�1 �6�5�.�8 �8�3�.�3 �7�6�.�2 �3�5�.�8 �8�8�.�2

기타(자가 조달) �2�.�4�2�5 �2�0�1 �7�3 �5�1�6 �6�5�5 �5�6�6 �4�1�4

�% �9�.�3 �2�.�0 �1�.�9 �1�6�.�7 �2�2�.�9 �2�1�.�0 �1�1�.�8

면적 인구

구분 계획우수 �o�� ��-�u�n�.�.�.�. ��-®00�°|0�²È�n�T 보그E 오수배수 수세식
보그E

�t�:�:�j¬w¸d

총인구
�1�=�1¬w•

배수면적 구역면적 �o ι“�w�I�!�.�.�.�.0��T�T²È�n�T 오수배수 인구 인구 오수배수 수세식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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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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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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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Åì0����O�J�� �7�.�1�8 �1�.�0 �1�3�.�9 �6�0�.�4 �1�0�.�0�3�6 �7�.�7�1�5 �2�.�4�0�2 �7�6�.�8 �2�3�.�9

�1�1�2 �i�l�l 저 �1�2펀 지 리

〈표 �2 �- �5�9�> 간이상수도 현황�( �1�9�9�6 년 �) 단위 �: 명 �.�%

자료 �: 영양군 자료 �.

�2�. 하수도 시설

영양군에서 우수 및 오수를 계획적으로 배수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지역은 영양읍의 중심

부지역으로 그 면적은 �1�9�9�5 년 �7�.�1�8�k�m�2 이다 �( 표 �2�-�6�0 참조 �) �. 그리고 실제 우수배수가 이루어

지고 있는 면적은 �1�.�0�k�m�2 로 우수배수보급률은 �1�3�.�9�% 정도이다 �. 인구수로 보면 �, 군 전체 인구

가운데 오수배수인구는 �1�9�9�5 년 �7�.�7�1�5 명으로 �2�9�.�6�% 를 차지하고 있으며 �. �1�9�9�3 년에 비해 오수배

수인구수는 다소 많아졌다 �. �1�9�9�3 년 말 현재 �. 영양군의 하수도 보급률 �2�7�.�0�% 를 전국의 보급

률 �4�4�.�8�%�. 경상북도의 보급률 �4�5�.�9�% 와 비교해 보면 �,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4�6�) �.

〈표 �2 �- �6�0�> 하수도 현황 단위 �: �k�m�2�. 명 �.�%

주 �:�1�) 영양군에서 하수도는 영양읍에만 조성되어 있음 �.
�2�) 수세식 인구수는 다소 불확실함 �( 표 �2 �-�5�9 와 비교 �) �.

자료 �: �1�9�9�4 년까지 영양군 �U�" 영양군 통계연보 ���. �1�9�9�5�. �1�0�0�� �1�0�1 쪽 �.
�1�9�9�5 년 자료는 영양군 자료 �.

�4�5�) 경상북도 �f도정백서 ���. �1�9�9�5�. 영양군 관련 부분 및 영양군 �f ’

�9�6 군정발전계획 ���. �1�9�9�6�( 미간행

자료 �) 참조 �.
�4�6�) 경상북도 �.

�<도
� 시군 주요개발지표 �: �9�3���9�8�> �( 미간행 자료 �) 참조 �.



위치
시설규모 수거지역

가동일자
면적 �(�m�L�) ÂÜÁ$�(�k�l�/Ç|�) 대상지역 ºtÈ��(�k�m�¹�) 인구수(명)

영양읍 현리 �1�9 �5 �3�,�2�5�0 �3�0 ÅìÅ|l0��6�1�.�.�!�.�.�. �2 �2�6�.�1�9�1 �1�9�8�3�. �9�. �1�7

제 �3장 자원과 환경 �i�i�i �1�1�3

이러한 하수 현황을 하수계획이 설정되어 있는 영양읍에 초점을 두고 살펴 보면 �, �1�9�9�5 년

읍인구 �1�0�,�0�3�6 명 가운데 오수배수가 보급되어 있는 인구의 비율은 �7�6�.�8�% 이다 �. 이러한 오수

배수를 위해 �, 영양읍 지역에만 조성되어 있는 하수관거 시설 연장은 �1�9�9�6 년 �1�1�.�0�5�4�m 로서 계

획연장 �4�0�,�l�0�8�m 의 �2�7�.�6�% 의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다 �4�7�)�. 이들 하수관거 가운데 도로 양변의

배수로인 측구 �(폐灌 �) 형태는 �8�.�4�4�2�m 로 전체의 �7�6�.�4�% 를 차지하고 있고‘지하에 매설된 도수로

인 암거 �( 暗핏 �) 가 �2�,�3�7�5�m 로 �2�1�.�5�% 를 차지하고 있다 �. 한편 영양읍 동부리 및 서부리의 오수

정화시설은 �9개소로서 �, 군에서는 관리점검반을 편성하여 연 �2회 이상 시설가동 상태 및 기

능 정상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

�3�. 분뇨처리시설

영양군에는 영양읍 현리에 시설규모 �3�.�2�4�9�m�2 하루 처리용량 �l�O�k�l 의 분뇨종말처리장이 건

설되어 있어‘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분뇨들을 처리하고 있다
�( 표 �2 �-�6�1 참조 �)�. 이 분뇨처리장

은 �1�9�8�3 년 �6월부터 가동된 것으로 현재 시설이 노후하고 처리 용량도 부족한 실정이다 �. 이
에 따라 �1�9�9�5 년부터 시설의 확충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 특히 �1�9�9�6 년 총사업비 �1�2 억원을 투

입하여 분뇨처리장을 하루 �3�0�k�l 로 증설하고 현대식 위생처리장으로 개체하고 �, 군내 발생 분

뇨의 적기 전량 수거와 위생 처리로 낙동강 상류의 수질 보전에 앞장설 계획이다 �4�8�) �.

〈표 �2�-�6�1�> 분뇨종말처리장 현황 �(�1�9�9�6 년 �)

자료 �: 영양군 �w영양군농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 �.�D�, �1�9�8�9�, �4�0�0 쪽 �.

한편 영양군에서 발생하는 분뇨 �( 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정화조 오니 포함 �) 의 수거

율은 �1�9�9�5 년에 �2�0�% 정도로서 �( 위의 표 �2 �5�8 참조 �) �, 나머지 절반은 농지 등으로 자연상태로

배출되며 �, 이러한 배출은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수세식화장실로

개조할 경우 분뇨처리량이 크게 감소한다는 점에서 �, 화장실 개조사업이 중요한 정책과제 중

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영양군 지역전체에서 �1�9�8�8 년 수세식 화장실은 �1�2�1 개소로 전체 가

구의 �1�.�3�% 에 불과했으나 �. 그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1�9�9�6 년에는 약 �6배 정도인 �7�2�0 개소가 되

었다 �( 표 �2�-�6�2 참조 �) �.

�4�7�) 영양군에서 제공한 자료 참조�.
�4�8�) 경상북도 �r도정백서 �d�, �1�9�9�5 에서 영양군 관련 부분 및 영양군

�r금년도 군정을 이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D�, �1�9�9�6 참조 �.



총가구수 화장실계
시설 형태별

공중화장실 간이화장실 오수정화시설
소계 수세식 재래식

�8�.�2�6�2 �8�,�3�8�6 �8�,�3�8�6 �5�1�5 �7�,�8�7�1 �2�5 �6�5 �1�5

연도 개소 면적 �(�m�L�) 매립고(m) 총매립용량(mL) 기매립량(mL) 잔여매립가능량(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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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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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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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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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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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B 저 �1�2편 지 리

〈표 �2�-�6�2�> 영양군의 시설 형태별 화장실 현황 �(�1�9�9�6�)

자료 �: 영양군 자료 �.

영양군에서는 영양읍 동 � 서부리 �(�3�1�5 개소 �) 를 중심으로 。
�1 러한 수세식 화장실의 관라를

위해 관리점검반을 편성하여 �, 처리 용량 및 규격제품 사용 여부 �, 분뇨정화조 내부청소 이행

등에 관해 일반가정에는 연 �1회 �, 근린생활시설에는 연 �2회 점검을 하고 있다 �. 또한 하수 처

리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하수도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이에 적합한

포말세척식 위생변기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환경 오염 방지 및 열악한 농촌 화장실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4�9�) �. 앞으로 분뇨종말처리장의 확충과 더불어 수세식화장실 보급 및 농

촌지역에 적합한 위생변기의 보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제 �2목 폐기물 처리시설

영양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주로 생활 쓰레기로서 �, 대부분 매립에 의해 처리되고 었

다�. 군의 폐기물매립시설은 �1�9�9�1 년 �5개소에서 �1�9�9�4 년 �3개소로 줄었지만�, 그 면적과 총매립용

량은 대제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기매립량이 증가하여 잔여

매립가능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표 �2 �- �6�3�> 일반폐기물 매립지 현황

주 �: 통계자료가 연도별로 불규칙인 변동을 보이고 �, 자료 내용도 다소 불확실함�.
자료 �: 영양군 �i�f 영양군 통계연보 �d�J�. �1�9�9�6�. �1�8�4 쪽 �.

�4�9�) 영양군에서는 생활개선시범마을 실천농가 및 주거환경개선 대상농가중 �1�9�9�5 년에 �5호 �. �1�9�9�6

년에는 �1�0호를 선정하여 포말세척식 위생변기와 바닥타일 및 환기시설 설치를 시범적으로 추진하

고있다 �.



매립
면적 �(�m�L�) Æ©·É�(�m�L�) �1Ç| 평균

설치일
매립 수거지 매립폐기물 성상별 분류(톤)

지명 매립량(톤) 완己。l 。j 겨|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u�.�.�.
�"¹t

�-�,

계 �1�8�.�7�0�3 �6�7�.�4�6�0 �3�4 계 �2�4�.�0 �8�.�0 �1�4�.�0 �2�.�0
0��]�0�)�.

�5�.�3�9�3 �1�0�.�7�0�0 �4 �1�9�8�6�. �2�. �1�9�9�7�. �1�2 입암 �3�.�5 �2�.�3 �0�.�2님E
여야。。 �?0��1 �4�.�2 �6�.�8

일월 �5�.�9�6�0 �3�5�.�7�6�0 �2�0 �1�9�9�3�. �6�. �2�0�0�1�. �6 청기 �0�.�5 �0�.�1 �0�.�2 �0�.�2

일월 �1 �0�.�4 �0�.�4 �0�.�2

수비 �3�.�0�5�0 �1�3�.�0�0�0 �7 �1�9�9�2�. �6�. �1�9�9�7�. �6 수비 �6 �2 �3�.�8 �?�¹�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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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장 자원과 환경 엄 �1�1�5

�1�9�9�6 년 현재 영양군의 쓰레기매립지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 업암 � 일월 � 수

비 � 석보매립지 등 �4개매립지의 총 면적은 �1�8�,�7�0�3 이며 시설용량은 �6�7�.�4�6�0 으로 �, �1 일 평균 매립

량은 �3�4톤이다 �( 표 �2�-�6�4 참조 �) �. 이 가운데 �1�9�9�3 년 조성된 일월 매립지가 가장 큰 규모로 군

전체 매립지 용량의 �5�3�% 를 차지하고 �, 자체 면뿐만 아니라 영양읍과 청기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을 수거하여 매립하고 있으며 �, 앞으로 매립 완료일까지 상당한 여유를 가지고 있

다 �. 반면 �1�9�8�6 년에 조성된 석보 매립지는 용량이 가장 적어서 �1�9�9�6 년 �1�0 월에 매립이 종료되

었다 �.
영양군에서는 이러한 매립장으로 쓰레기를 수거 운반하기 위해 청소차량기사 �8명 및 환

경미화원 �3�2 명을 확보하고 있으며 �, 청소차량 �8대 �, 압롤박스 �1�0 대 �, 경운기 �5대 �, 리어카 �1�4 대의

장비를 갖추고 있고 �, �1�9�9�6 년 청소행정예산으로 �7�.�1 억원을 책정하였다 �. 한편 이러한 매립지에

서 처리되는 쓰레기를 성상별로 보면 �, 불연성이 �5�8�.�3�% 를 차지하고 가연성이 �3�3�.�3�% 를 차지

하는 것으로 산정되고 있다 �. 영양군은 일윌 쓰레기 매립지에 총사업비 �4억원을 투입하여 �1

일 �3�.�5 톤 처리 규모의 소각시설을 �1�9�9�6 년내 설치 완료하여 �, 가연성 쓰레기는 전량 소각 처리

함으로써 쓰레기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병해충 발생을 일소하고 �, 또한 기존 매립지

의 위생적 관리에 기여하고 사용 연수를 최대한 연장시킬 계획을 세웠다�5�0�)�.

〈표 �2 �- �6�4�> 매립지의 규모와 수거지역의 쓰레기 성상 현황 �( �1�9�9�6�)

주 �: 자료에는 매립지의 규모와 수거 지역별 성상별 처리 현황이 분리된 표로 작성되어 있

으며 �, 양 표에서 각 매립지의 매립량의 합계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음 �.
자료 �. 영양군 자료 �.

�5�0�) 영양군 �r금년도 군정을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J�. �1�9�9�6 참조 �. 그러나 그 이후 발표된 영양군 �.
「’

�9�6 군정발전계획」에 의하면 �, 일월 쓰레기 매립장에 건설될 소각로의 규모는 �1 일 �2�.�4 톤으로 축소되

었으며�, 대신 오 � 폐수 방지를 위해 침출수 �( 방지 �) 시설을 설치하여 환경기반시설을확충해 나갈 계

획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