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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沿  革

略      史

○ 三 國  時 代 -  奈 已 郡,  及伐山郡
○ 統一新羅時代 -  奈 靈 郡,  基 木 鎭,   岌 山 郡
○ 高 麗  時 代 -  剛 州 郡,  基    州,   順 興 府
○ 朝 鮮  時 代 -  榮 川 郡,  豊 基 郡,   順興都護府
○ 1914. 3. 1 -  영천·풍기·순흥 3개 군 합병으로 영주군 출범

○ 1940. 11. 1 -  영주면이 읍으로 승격

○ 1973. 7. 1 -  풍기면이 읍으로 승격

○ 1980. 4. 1 -  영주읍이 시로 승격(영주군이 영풍군으로 개칭)

○ 1995. 1. 1 -  영주시·영풍군이 통합하여 영주시로 발족

소백산 남쪽 기슭에 위치한 영주시는 청동기 시대의 지석묘(支石墓)와 입석(立石)이 곳곳에 

산재하여 있는 것으로 판단했을 때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영주시의 연혁을 시대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삼국시대

삼국시대 초에는 고구려 영토로서 내이군(奈已郡)과 급벌산군(及伐山郡)이 있었다. 

내이군에는 매곡현(買谷縣)과 고사마현(古斯馬縣)이 있었고, 급벌산군에는 이벌지현(伊伐
支縣)이 있었다. 그러나 신라 제5대 파사왕(婆娑王 : 80~112)이 이 지역을 공격하여 

취하여 신라의 영토가 되었다.

○ 통일신라시대

통일신라 35대 경덕왕(景德王 : 742~765)은 내이군을 내령군(奈靈郡)으로 개칭하고, 

매곡현은 선곡현(善谷縣)으로, 고사마현은 옥마현(玉馬縣)으로 각각 개칭하였으며, 급벌

산군은 급산군(岌山郡)으로 개칭하고, 그에 속한 이벌지현은 인풍현(隣豊縣)으로 고쳤

으며, 풍기 지역에 군진(軍鎭)으로 기목진(基木鎭)을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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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시대

기목진은 다시 기주(基州)로 개칭하였고, 성종 14년(995)에 내령군은 강주군(剛州郡)으

로 개칭한 후 단련사(團練使)를 두고, 급산군은 흥주(興州)라 하였다가 순정(順政)으로 개칭

하였다. 현종 9년(1018)에는 기주, 강주, 흥주가 모두 현재 안동인 길주(吉州)에 속하게 

되었으며, 인종 21년(1143)에 강주를 순안군(順安郡)으로 명칭을 바꾸고, 흥주는 순안군에 

이속(移屬)되었다. 순안군에 이속되었던 흥주는 충렬왕(忠烈王)의 안태지(安胎地)가 되면서 

흥령현(興寧縣)이 되었고, 다시 충숙왕(忠肅王)의 안태지가 됨으로써 지흥주사(知興州事)로 

승격되었다가 충목왕(忠穆王)의 안태지가 되면서 순흥부(順興府)로 승격(1348)되었다. 

한편 순안군은 무오정변(戊午政變)으로 최씨정권을 타도한 공으로 왕실로부터 위사공신(衛社
功臣)에 책봉된 김인준(金仁俊)의 고향이라 하여 고종 45년(1258)에 지영주사(知榮州事)로 

승격되었다. 기주는 고려 말 공양왕 때 은풍을 예속시켜 안동부(安東府)의 속현이 되었다. 

○ 조선시대

지영주사는 태종 13년(1413)에 영천군(榮川郡)으로 개칭되었고, 군수(郡守:종4품)와 

육방(六房)을 두었다. 순흥부는 태종 13년(1413)에 순흥 도호부가 되고 별호(別號)를 순정

(順政)이라 하였으며 도호부사(都護府使:종3품)를 두었다. 한편, 기주는 5대 문종의 안태

지가 되자 은풍(殷豊)과 기천(基川)의 양 이름을 따서 풍기군(豊基郡)으로 승격하였다. 

그러나 순흥은 세조 3년(1457) 부사 이보흠(李甫欽)과 금성대군(錦城大君)이 단종(端宗) 

복위(復位)를 도모하다가 실패함으로써 폐부가 되고, 지역은 영천군, 풍기군, 봉화현에 

각각 분할되어 예속되었다. 225년만인 숙종 9년(1683)에 다시 순흥 도호부로 복설되었다

가 고종 32년(1895)에 순흥 도호부를 폐지하고 순흥군으로 개편되었다.

○ 일제강점기

1914. 3. 1 부령 제111호(1913. 12. 29)로 행정구역 개편(府·郡制 통폐합)에 의하여 순

흥군의 수식면(水息面), 수민단면(壽民丹面), 화천면(花川面)은 봉화군으로 편입되었으며, 

영천군, 풍기군, 순흥군을 통합하여 영주군(13개면)으로 개칭하였다. 1923. 4. 1 부령 

제111호(1923. 4. 1)로 풍기군의 관할이었던 상리면(上里面), 하리면(下里面)은 지리적인 

이유로 예천군으로 편입되고, 1940. 11. 1 부령 제221호(1940. 10. 23)로 영주면이 영주

읍으로 승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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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이후

1956년에 영암선(영동선) 철도 개통으로 영주가 교통의 요충지로 급부상하여 영주읍의 

인구는 2만 8천여 명으로 증가했고, 영주 시가지를 폐허로 만들었던 1961년 7월의 

사라호 태풍으로 인한 대홍수는 역설적으로 영주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가져와 ‘서천 

유로변경’이라는 대역사(大役事)가 이루어져 휴천동을 중심으로 신시가지가 형성되었으

며, 1966년 경북선 철도가 개통되어 또 다시 인구가 크게 증가해 1968년에는 영주읍의 

인구가 5만명을 초과하게 되었다.

1973. 7. 1 대통령령 제6542호(1973. 3. 12)로 봉화군 상운면 내림리와 두월리가 영주

군 이산면에 편입되고, 대통령령 제6543호(1973. 3. 12)로 풍기면이 풍기읍으로 승격되

었다.

1980. 4. 1 법률 제3188호(1979. 12. 28)로 영주읍이 영주시로 승격되면서 이산면 원리 

일부와 조암리, 문수면 적서리, 안정면 아지동이 영주시로 편입되고, 영풍군(榮豊郡)이 

풍기읍 등 1읍 9면을 행정구역으로 하여 분리되었다.

1983. 2. 15 대통령령 제11027호(1983. 1. 10)로 이산면 원리 2리가 영주시, 평은면 

수도리가 문수면, 안정면 파지동이 장수면에 각각 편입되었으며, 1989. 1. 1 대통령령 

제12577호(1988. 12. 22)로 예천군 감천면 미석리 일부가 영풍군 장수면 소룡 2리에 

편입되었다.

1995. 1. 1 도농복합형시설치에관한법률 제4774호(1994. 8. 3)에 따라 영주시와 영풍

군이 분리된 지 15년 만에 1읍 9면 13동을 행정구역으로 하여 영주시와 영풍군이 다시 

영주시로 통합되었다. 이후 지방행정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구과소 동(洞)통폐합에 따라 

1998. 10. 15 영주시 조례 제267호(1998. 10. 9)로 상망동과 하망1동을 통합하여 상망동

으로, 하망2동과 하망3동을 통합해 하망동으로, 영주1동, 영주2동 및 영주3동을 통합하여 

영주1동으로, 영주4동을 영주2동으로 각각 통합하고 명칭을 변경하여 1읍 9면 13동에서 

1읍 9면 9동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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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立地與件

1. 위치

경상북도의 최북단에 위치한 영주는 남북으로 길고 동서로는 좁으며, 소백산 주봉인 비로

봉(1,638m)을 가운데 두고 국망봉, 연화봉, 죽령, 도솔봉으로 이어지면서 서남쪽으로 뻗은 

소백산의 산록 고원부지에 자리잡아 동쪽으로는 봉화군, 서쪽으로는 충북 단양군, 남쪽으로 

안동시와 예천군, 북쪽으로 강원도 영월군과 접경을 이루고 있으며 소백·태백산권 교통의 

중심도시이다.

봉황산에서 발원한 내성천이 영주시와 봉화군의 동남쪽을 관류하여 문수면 수도리에 이르

고, 연화봉과 죽령계곡에서 시작된 남원천과 국망봉에서 발원한 죽계천이 합쳐져 서천을 이루

면서 비옥한 토질이 유입되었으며, 특히 북부 산악지대는 사양토이기 때문에 배수가 원활하여 

인삼, 사과 등의 생육에 알맞다.

수리적 위치는 극 동이 동경128° 44′으로 평은면 오운리와 안동시 녹전면이 경계를 접하고, 

극 서는 동경128°25′으로 풍기읍 수철리와 충청북도 단양군이 경계를 이루며, 극 남은 북위

36°41′으로 평은면 지곡리가 안동시 북후면과 접해 있고, 극 북은 북위37°03′으로 부석면 

남대리와 강원도 영월군이 접하고 있다.

시의 극지점

시    청 
소 재 지

단
경도와 위도의 극점

연 장 거 리
지     명 극     점

경북 영주시 시청로 1 
(휴천2동 470)

동단

서단

남단

북단

평은면 오운리 
       산 2-1
풍기읍 수철리  

        산 86-2 
평은면 지곡리
      산 75
부석면 남대리
      산 6

동경 128°44′41″ 
북위 36°46′27″  
동경 128°25′23″ 
북위 36°52′25″  
동경 128°43′42″ 
북위 36°41′32″  
동경 128°39′08″ 
북위 37°03′46″ 

동서간 
30.7km

 
남북간 
41.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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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적

영주시의 총면적은 669㎢로 경상북도 면적의 3.5%에 해당한다. 그 중 임야가 전체 면적 중 

434㎢(65%)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며, 경지는 23%인 154㎢, 대지는 13.6㎢로 2%이며, 

기타 면적은 10%인 67㎢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면적을 살펴보면 가장 넓은 지역은 단산면으로 92.23㎢이고, 영주2동은 0.49㎢로 

면적이 가장 좁으며 지역별 면적의 격차가 크다.

3. 지역특성

예로부터 우리 고장은 전통문화가 찬란하게 꽃 피어온 『선비의 고장』이다. 

대한민국 ‘유불문화의 중심지’답게 영주에 전해 내려오는 문화유산에는 어느 것 하나 선조

의 정성과 숨결이 깃들지 않은 것이 없다. 또한 원형 그대로 보존된 소백산이 지닌 천혜의 자

연경관은 영주가 지닌 매력 중 하나로 꼽힌다.

역사적 인물로는 신라시대 당나라에 유학하여 화엄종을 우리 땅에 소개하고 AD 676년 

부석사를 창건한 의상조사와 고려 충렬왕 때 주자전서(朱子全書)를 도입하여 유학의 기풍을 

일신했던 회헌 안향, 그리고 조선 건국의 기틀을 세운 삼봉 정도전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고구려식 벽화고분 순흥 읍내리 벽화고분과 유일한 신라시대 벽화고분인 순흥 어숙묘

가 있으며 최초의 사액서원 소수서원과 화엄종찰(華嚴宗刹) 부석사, 금성대군의 충절이 서려

있는 금성대군신단 등 많은 역사유적이 오늘날까지 보존되어 있다.

지  정
문화재

국  가  지  정

도지정
문화재
자료계 국 보 보 물 사 적 명 승

중    요
민속자료

천  연
기념물

134 41 7 23 4 1 3 3 47 46

우리 영주는 경북북부의 거점도시로서 철도교통 시대인 1980년대까지 소백·태백산권의 

교육·경제·교통의 중심지였으나 철도 이용률의 저하로 인해 교통 중심권에서 밀려났으며 

서울·대구 등 대도시와의 접근성 취약과 강원 태백권의 광산업(鑛産業)이 퇴조하여 배후 

물류공급 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구조 또한 2차 산업인 광공업은 경북 전체의 평균에 못 미치고, 서비스 산업은 경북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구조적인 불균형이 문제점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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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앙고속도로의 개통, 현재 추진 중인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 등으로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국립 산림치유원 ‘다스림’, 소백산 풍기 온천 리조트, 부석사, 소수서원, 

선비촌, 소수박물관, 청량산, 단양팔경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중동부 내륙의 거점도시

로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된다.

4. 기후

우리 지역은 경북 북부 산악 지대에 위치한 한서의 기온차가 심하여 대륙성 기후의 특징을 

보이며 봄과 가을은 짧다. 1월의 평균기온이 2015년에는 -0.9℃, 2016년에는 -2.7℃이었

으며, 8월의 평균기온은 2015년에는 24.4℃, 2016년에는 25.5℃이다.

우리나라 기후의 특징인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 여름의 우기와 겨울의 건기로 구분되며, 

2016년 연간 강수량은 1,263㎜이었고, 겨울(12~2월) 강수량은 129.2㎜로 10.2%의 비율이다. 

여름(6~8월) 강수량은 610㎜로 48.3%를 차지하여 여름에 많은 비가 오고 있다.

연도별 기온·강수량 현황

  연도별

월별

2015년 2016년

기      온
강수량

기     온
강수량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1월 -0.9 -13.7 9.7 11 -2.7 -16.9 11.4 4

2월 0.9 -12.4 11.2 28.1 0.3 -14.2 14.8 49.9

3월 6.2 -8.8 22.9 39.3 6.3 -7.9 20.3 36.9

4월 12.3 0.9 27.1 83.7 13.2 0.9 28.2 172

5월 18.9 3.9 32.6 62 18 6.2 30.8 91.1

6월 21.9 7.4 33.6 111.6 22 8.6 31.7 62

7월 24 13.9 35.2 157 24.2 16.9 33.9 486.3

8월 24.4 14.2 37.1 43.2 25.5 11.3 35.5 62

9월 19.1 8.9 30.4 45.2 19.9 8.2 30.7 111.9

10월 13.6 -3.8 26.9 61 13.9 0.7 26.6 93

11월 8.5 -4.4 20.5 107 5.8 -7.3 19.8 18.9

12월 1.2 -11.1 11.9 22.1 1.1 -10.9 13.1 75.3

계 771.2 1,263

평균 12.5 6.8 18.5 64.26 12.3 6.8 18.2 105.3

※ 자료 : 기상청(http://www.kma.go.kr)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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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基本現況

1. 2016 일반현황

○ 면적 지표

2016. 12. 31. 현재

계(㎢)
경    지

임  야 대 지 기 타
계 전 답 과 수

669㎢ 154 70 71 13 434 14 67

○ 인구·가구

2016. 12. 31. 현재

읍면동 

합     계 한   국   인 외  국   인
면적
(㎢)

리·
통

반
자연
부락

인     구
세 대 

인   구 인   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110,287 54,732 55,555 48,678 109,247 54,245 55,002 1,040 487 553 669.26 414 1,862 525

풍기읍  1,859 5,944 5,915 5,487 11,555 5,792 5,763  304 152 152 75.94 30 204 59

이산면  2,743 1,379 1,364 1,229 2,711  1,371 1,340 32 8  24 53.30 19 65 54

평은면 1,557  791  766 783 1,546 784 762 11  7 4 62.36 14 47 40

문수면 2,160 1,088 1,072 1,058 2,116 1,060 1,056 44  28  16 41.26 16 47 43

장수면 2,517 1,317 1,200 1,194 2,445  1,263 1,182 72 54  18 42.06 20 67 40

안정면 3,297 1,673 1,624 1,595 3,263 1,657 1,606  34  16  18 43.69 23 85 43

봉현면 3,045 1,546 1,499 1,442 3,027 1,539  1,488 18 7  11 51.90 18 57 40

순흥면 2,297 1,137 1,160 1,119 2,284 1,133  1,151 13 4 9 54.36 18 56 36

단산면 2,127 1,051 1,076 1,104  2,126  1,050  1,076  1  1 - 92.22 19 51 38

부석면 3,356 1,660 1,696 1,712  3,337  1,657  1,680  19 3  16 91.69 22 78 66

상망동 8,645 4,290 4,355 3,575 8,590  4,270  4,320  55 20  35 16.43 25 126 22

하망동 6,848 3,287 3,561 2,932  6,810  3,266  3,544  38  21 17 1.91 26 126 2

영주1동 4,660 2,246 2,414 2,372 4,633  2,239  2,394 27 7  20 1.01 27 132 1

영주2동  4,063 1,954 2,109 1,883 4,030  1,942  2,088 33  12 21 0.49 20 90 0

휴천1동 7,006 3,506 3,500 2,664 6,946 3,480  3,466 60  26  34 5.24 17 89 2

휴천2동 9,237 4,590 4,647 4,081  9,164  4,547 4,617 73  43  30 0.88 24 139 1

휴천3동 8,838 4,391 4,447 3,587  8,789  4,368  4,421 49  23 26 10.32 23 135 10

가흥1동 17,831 8,879 8,952 7,518 17,739  8,855  8,884  92 24  68 7.08 30 162 9

가흥2동 8,201 4,003 4,198 3,343 8,136  3,972  4,164 65  31  34 17.12 23 10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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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규모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도 2016년도
비  고

최종예산 구성비(%) 최종예산 구성비(%)

계 576,806 100.00 628,721 100.00

일반회계 503,050 87.21 562,600 89.48

특별회계 73,756 12.79 66,121 10.52

○ 교육 기관 : 41개교(대학 1, 전문대 2, 고등 9, 중등 11, 초등 18)

○ 차량 보유

2016. 12. 31. 현재

구  분
연도별 대수(대) 2016 차종별 현황(대)

2015 2016 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계 52,655 54,275 54,275 36,721 2,158 15,157 239

관    용 300 310 310 93 58 137 22

자 가 용 50,701 52,413 52,413 36,067 1,930 14,325 91

영 업 용 1,654 1,552 1,552 561 170 695 126

○ 도로 포장

(2016. 12. 31. 현재, 단위 : 개소/km)

구분 노선수(개소) 총연장 포장연장 포장율(%) 관리주체

계 219 915.03 501.283

고 속 국 도  1  24.32  24.32 100 도로공사

일 반 국 도  3 65.075 60.075 100 국토교통부

지  방  도  5 85.895 73.375 85.4 경상북도

군    도 16 213.240 73.375 91.46 영주시

농어촌도로 194 526.5 265.138 50.35 영주시

○ 하천 개수

(2016. 12. 31. 현재, 단위 : ㎞)

구분
연도

지 방  하 천

개소 연장 요개수 기개수 개수율

2015년 15 147,990 207.000 176.659 85.34%

2016년 15 147,990 207.000 177.212 8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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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목표액(천원) 징수액(천원) 징수율(%) 비  고

합       계 98,412,726 120,805,726 122.8

지방
세

소 계 77,320,000 90,496,000 117.0

도   세 30,680,000 37,567,000 122.4

시   세 46,640,000 52,929,000 113.5

○ 주택 보급

구분
주택수 일반 

가구수(B)
주택보급률

(A/B)계(A)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2015년 48,217 29,859 15,346 2,198 814 43,683 110.4

2016년 50,273 30,298 16,939 2,198 838 44,098 114.0

○ 상 수 도

구   분 2015년도 2016년도 비  고

총    인    구 110,637 110,287

시 설 용 량 ( 톤 / 일 ) 46,700 46,700

급 수 인 구( 명 ) 96,954 96,701

급수량(1인/1일) ℓ 441.2 444.7

보   급   율 ( % ) 87.6 87.7

○ 기 업 체

2015. 12. 31 현재

계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교육 서비스업

업체수
(개)

종업원
(명)

업체수
(개)

종업원
(명)

업체수
(개)

종업원
(명)

업체수
(개)

종업원
(명)

업체수
(개)

종업원
(명)

업체수
(개)

종업원
(명)

9,454 35,370 1,963 4,075 753 5,474 421 2,244 2,866 6,144 437 3,110

수리 및 서비스 운수업 금융 및 보호업 공공행정 기타

업체수
(개)

종업원
(명)

업체수
(개)

종업원
(명)

업체수
(개)

종업원
(명)

업체수
(개)

종업원
(명)

업체수
(개)

종업원
(명)

1,202 2,390 762 2,412 108 1,337 55 1,867 887 6,317   

※ 자료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자료 활용

2016년 말 기준 통계 : 2018년 6월 발표 예정

○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2016. 12. 3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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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목표액(천원) 징수액(천원) 징수율(%) 비  고

세외
수입

소 계 21,092,726 30,309,726 143.7

도세 외 32,726 32,726 100.0

시세 외 21,060,000 30,277,000 143.8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연도별
계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2015 4225 5965 3600 5222 176 294 449 449

2016 4203 5763 3605 5081 154 238 444 444

○ 장애인 등록수

구 분 계 지체 시각 뇌병변 청각/언어 지적/자폐성 기 타

2015 8,113 4,116 739 861 941 722 734

2016 8,134 4,050 730 858 1,006 746 744

○ 식품위생업소

2016. 12. 31. 현재(단위 : 개소)

구분 계

휴게음식점 제

과

점

일
반
음
식
점

단

란

주

점

유

흥

주

점

위탁

급식

영업

집
단
급
식
소

식품

제조

가공업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식품

소분

판매

업

식
품
운
반
업

용  기

포장지

제조업

집단
급식
소식
품판
매업

건강
기능
식품
판매
업

다

방

커
피
숍

기

타

2015 3,326 72 122 30 1,655 23 136 7 101 220 1 325 131 1 1 12 489

2016 3,367 68 148 31 1,682 23 134 9 103 210 1 329 126 1 1 12 489

○ 공중위생업소

(단위 : 개소)

구 분 계

숙박업소

목욕장업
이용
업

미 용 업 세
탁
업

위생
관리
용역

위생
처리

위생
용품
제조소계 일반 생활 소계 일반 피부

손톱
발톱

종합 기타

2015 630 104 103 1 19 80 320 259 35 13 2 11 91 14 1 1

2016 643 103 102 1 19 81 337 267 37 12 3 18 88 14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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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일반 

2016. 12. 31. 현재

연 도
농   가
호수(호)

농   가
인구(명)

경  지  면  적(ha) 호당 경지면적(ha)

계 논 밭 계 논 밭

2015 8,777 20,589 14,404 5,437 8,967 1.82 0.69 1.13

2016 8,852 20,752 13,608 4,931 8,677 1.54 0.56 0.98

※ 과수는 밭으로 분류

○ 농업경영인

2016. 12. 31. 현재

계(명) 복  합 수도작 축  산(낙농) 과  수 특  작

976 177 45 464(16) 232 58

○ 도시계획 구역

2016. 12. 31. 현재

계
(천㎡)

주거지역 일반 
상업 
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소계
제1종
일반

제2종
일반

제3종
일반

준주거 소계
일반
공업

준공업 
지역

소계
보전
녹지

자연
녹지

생산
녹지

50,084 8,287 5,745 2,184 149 209 1,308 3,151 2,801 350 37,338 70 2,766 34,502

2. 행정조직  

○ 조직도

영주시 행정조직은 2국 2소(직속기관), 30과(4실 26과), 4사업소, 1읍, 9면, 9동으로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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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行 機構表

(2016. 12. 31. 현재)

본청기구  - 2국 4실 19과

기

획

감

사

실

투

자

전

략

실

경
제
활
성
화
실

홍

보

전

산

실

안

전

정

책

과

사

회

복

지

과

주
민
생
활
지
원
과

세

무

과

회

계

과

종

합

민

원

과

문

화

예

술

과

관

광

산

업

과

새
마
을
인
재
양
성
과

체

육

진

흥

과

도

시

과

녹

색

환

경

과

교

통

행

정

과

산

림

녹

지

과

하

천

과

건

축

과

토

지

정

보

과

지역개발국자치안전국

자

치

행

정

과

건

설

과

直屬機關·事業所 機構表 - 2소 7과 4사업소

보

건

사

업

과

건

강

관

리

과

농

정

과

수

과

유

통

지

원

과

수

도

사

업

소

환

경

사

업

소

문
화
예
술
회
관

보 건 소 농업기술센터

농

촌

지

도

과

소
수
서
원
관
리
소

축

산

특

작

과

연

구

개

발

과

邑 面 洞

풍 
기 
읍

이
산
면

평
은
면

문
수
면

장
수
면

안
정
면

봉
현
면

순
흥
면

단
산
면

부
석
면

상
망
동

하
망
동

영
주
1
동

영
주
2
동

휴
천
1
동

휴
천
2
동

휴
천
3
동

가
흥
1
동

가
흥
2
동

※ 1읍, 9면, 9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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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의회조직도

의  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사무국장

의
정
팀

의
사
팀

운
영
위
원
회
(6)

행
정
복
지
위
원
회
(7)

산
업
경
제
위
원
회
(6)

전문위원(3)

특
별
위
원
회

○ 공무원 정·현원(정원/현원)

2016. 12. 31. 현재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959/932 465/464 17/17 158/154 74/73 24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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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2015년 주요시정 성과

2015년에는 메르스 사태, 우박, 가뭄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중앙선 복

선 전철화 사업 착공과 국립산림치유원 건립 등 영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대규모 

국책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One-stop 민원처

리’ 추진하는 등 민원행정에 혁신을 이루었던 한 해였음.

1. 투자유치와 국책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력 충전

1) 투자유치 성과 : 20개 기업 683억원 유치

○ ㈜디자인랜드(반구전문농공단지, 데크제작) 50억원

○ 나노믹아트(반구전문농공단지, 베어링부품) 140억원

○ ㈜서궁(갈산일반산업단지, 베어링부품) 93억원

○ 현대테크(문수농공단지, 베어링부품) 177억원

○ ㈜선일일렉콤(장수면, 전기조명, 증설) 35억원

○ 기타 제조업 15개 기업 188억원

 

2) 일자리 창출 성과 4,547개

○ 디자인랜드, 나노믹아트, 선일일렉콤, 현대테크 투자유치 통한 일자리 창출 217명

○ 노벨리스코리아, 경북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 사회적기업 3개소 인증, 신규 마을기업 1개소 지정

○ 구인·구직 만남의 장 개최 : 현장면접 210명, 취업박람회 98명 채용

○ 다문화여성 섬유산업 기능인력 양성사업 : 20명 수료

○ 영주시청 內 중증장애인일자리창출사업「꿈 앤 카페」설치 

3) 영주의 미래를 열어 갈 대규모 국책사업 차질없이 추진

○ 국립산림치유원 조성(1,480억원,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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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12.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지정

- 2012. 10. 치유원 시설물 조성공사 착공 

- 2013. 5. 기공식

- 2015. 11. 시설공사 준공

○ 국립산림약용자원연구소 설립(211억원, ‘13~16)

- 2013. 5. 업무협약체결(산림청·동양대·영주시)

- 2013. 11. ~ 2014. 4 기본계획, 실시설계 실시

- 2014. 10 연구소건립 공사 착공, 공사 중

○ 중앙선 고속복선화 사업(36,474억원, '10~'20)

- 2015년까지 4,674억원 확보

- 영주댐 철도이설 완료(2013. 3. 27) 개통, 실시계획 승인고시(국토교통부 제2014-884호)  

○ 영주다목적댐 건설(11,030억원, '09~'15)

- 2015년까지 보상 : 99%(수몰지 : 99%, 이설도로 : 95%)

4)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 2015 중소기업 지원실적 평가 우수상 수상(9년 연속 수상)

○「기업민원 현장처리반」및「1기업 1담당 기업지원 도우미제」운영

∙ 시산하 6급이상 공무원(157명) ⇒ 157개 기업체

- 2015년 기업애로 처리 : 해결 60, 추진 중 9, 추진불가 5

○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 확대 : 229억원(이차보전 73.7억원)

○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안동상공회의소(지식재산센터)]

∙ 13개 기업 총25건(국내특허 9, 실용신안 1, 상표 10, 디자인 3, 해외특허 2)

○ 상공회의소 내「원스탑 경영애로 지원사업」운영 

∙ 전문가 경영 상담(기업경영, 세무회계, 인사노무, 상사법률)

∙ 정책성 애로 처리(불합리한 각종 규제·관행 개선 요구)

○ 투자기업 및 MOU체결기업 기반시설 지원 : 진입도로 확포장 등

∙ 반구전문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공사 : 20백만원

∙ 문수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정비공사 : 9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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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현농공단지 녹지대 수목제거 및 전정공사 : 19백만원

∙ 가흥일반산업단지 아스콘포장 덧씌우기 공사 : 36백만원

∙ 동절기 농공단지 가로수 정비사업 : 22백만원

5) 전통시장 활성화

○ 소백쇼핑몰 아케이드 환경개선사업(2억원)

∙ 아케이드 도색, 방범용 CCTV 설치, 공용화장실 개보수 등

○ 풍기토종인삼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11.8억원) : 2015 ~ 2016

∙ 비가림 시설 및 바닥포장(1,550㎡) 

○ 전통시장 대학협력사업(2.2억원) : 2015~2016

∙ 중앙시장과 동양대학교 연계하여 디자인, 상품개발 등 공동연구

○ 상인대학(4개소), 공동마케팅(3개소), 시장매니저(1개소), ICT육성(1개소) 등

○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1억원) : 2015 ~ 2016

∙ 전통시장 바닥보수(0.4억원), 전통시장 공동이용시설 유지보수(0.6억원)

6) 풍기인견산업 활성화

○ 지식경제부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 “풍기인견 명품화 사업” 추진

∙ 1단계(3차년도) 사업완료 34억원('10. 7. ~ '13. 2.)

∙ 2단계(3차년도) 사업추진 46억원('13. 3. ~ '16. 2.) 

○ 풍기인견 특산명품 8년 연속 웰빙 인증('15. 4. 15 ~ '16. 4. 14)

2. 농축산물 경쟁력 확보로 대한민국 농업특구 건설

1) 부자농촌 기반조성

○ 억대소득 1,856농가 달성

○ 농업의 6차 산업 조기정착으로 농가소득 증대

∙ 농촌체험휴양마을조성사업 : 2개소, 204백만원

○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80억원, '15~'16)



2015-2016

시정백서

80  제1편 시정개요

2)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 콩세계 과학관 건립 및 친환경생태체험단지 조성(100억원, '10~'14)

○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시범사업 추진(180억원, '11~'15. 7월)

○ 영주댐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70억원, '12~'16)

○ 친환경농자재(유기질, 토양개량제) 지원(90억, '15~'16)

○ 고품질 쌀 생산 기반 육성 사업(벼상토, 육묘공장 등) 지원(17억, '15~'16)

○ 친환경 기반 육성사업(친환경직불제, 친환경농법 등) 지원(10억, '15~'16)

 

3) 우수농축산물 경쟁력 확보

○ 세계 제일 풍기인삼 경쟁력 강화

∙ 인삼박물관 건립(110억원, '13. 5. 3 개관)

∙ 고품질 친환경 풍기인삼의 안정적 생산기반 지원

(친환경재배·우량종묘생산지원, 가공시설, 생산유통현대화 사업 등)

○ 부석태 생산단지 조성(4개소, 20ha)

∙ 부석태 기본식물포장 운영 : 450㎡
∙ 부석태 홍보물 제작 및 배부 : 2,000매

○ 영주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 영주한우 우수축산물 브랜드 9년 연속 인증-(사)소비자시민모임

∙ 영주한우 웰빙 인증 8년 연속 인증(한국능률협회인증원) 

∙ 영주 홍삼한우 브랜드 육성 사업 

- 특허청 상표등록 출원 : 2013. 10. 22

○ 아이러브 영주사과
∙ 여성소비자가 뽑은 2015 프리미엄 브랜드대상 수상(4년 연속)

○ 웰빙 인증 영주사과(9년 연속), 영주풍기인삼(8년 연속)

○ 경북도립대학교 영주실습장 건립

∙ 지역대학 내 수정란이식센터 설치로 안정적 개량촉진 도모

∙ 중앙 집중식 수소 개량 탈피 → 지역의 새로운 암소 개량방식

∙ Elite Cow 암소 발굴로 계대확대 등 우수 유전자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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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비골 계란유통센터 건립사업

∙ 지역 양계농가 연 6억원 소득증대 도모(16억원, '14~'15)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친환경, 안전계란 유통으로 지역 축산물 가치창출)

○ 조사료 유통센터 건립사업

∙ 지역 경종농가의 판로를 개척해줌으로써 침체 되어있는 지역 국내산 

○ 안정적인 풍기인삼산업 육성

∙ 인삼 생산·유통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명품 풍기인삼 육성(21억원, '15~'16)

∙ 풍기인삼 명품화 사업 추진

-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풍기인삼 대중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10억원, '15~'16)

4) 농촌체험휴양마을 조성으로 농촌관광 활성화

○ 2015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후관리 지원사업 추진

∙ 봉현면 솔향기 마을 외 4개 마을 사후관리지원 추진(4.5억)

∙ 8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추진(1.07억)

∙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2.8만명, 매출액 8.3억

5)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강화

○ 영·호남 기쁨창조사업으로 출시한 홍동백서 전국 150개 이마트, 농협 납품 

○ 다양한 매체를 통한 농·특산물 홍보

∙ 사과, 인삼, 한우 CF 및 라디오 홍보 완료

∙ 공중파 프로그램 기획방송 지속 추진

∙ 대도시 옥상, 승차권, 전광판 홍보

○ 도농 간 교류활성화를 통한 홍보·판매(투어단 운영, 자매도시교류)

6) 양백지간 푸드테라피 활성화 사업

○ 3개 기초지자체(영주시, 문경시, 봉화군)간 연계협력사업(1.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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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백지간 내 풍부한 먹거리 자원의 테라피 푸드로 메뉴개발 및 보급을 통한 6차 산업 

육성

∙ 시범식당 메뉴개발(12종) 및 시범식당 3개소 선정

3. 글로컬 컨텐츠와 힐링을 통한 관광사업의 새로운 지평 개척

1) 고품격 관광기반 조성

○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1,565억원, '10 ~ '20)

∙ 2013. 10. 31 공사착공, 2013. 12. 3 기공식 

○ 이몽룡 영주유적지 관광자원개발사업('14 ~ '17)

∙ 2015. 7. ~ 11. 계서정 보수 및 주변 환경 정비공사 완료

○ 영주 풍기인삼축제 개최

∙ 문화광광부 지정 우수축제로 영주시를 대표하는 축제이며, 풍기인삼을 젊음과 건강의 

상징으로 이미지화하여 웰빙건강 체험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운영, 농가소득 증대와 

인삼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대한민국 대표 산업형 축제로 정착

∙ 인삼판매액 25억원, 경제파급효과 360억원

○ 영주 선비문화축제 개최

∙ 사라져가는 한국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선비의 생활상 및 고매한 정신세

계를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한 한국적인 축제

∙ 경제적 파급효과 110억원

○ 무섬마을 정비(151억원)

∙ 무섬마을 중요민속문화재 제278호 지정(문화재청-'13. 8월)

∙ 무섬마을 종합정비계획 수립

○ 무섬지리문화경관 조성사업(247억원, '12~'18)

○ 소수서원·부석사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 소수서원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추진('11~'19)

∙ 부석사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추진('12~'18)

○ 전통문화체험단지 조성(500억원, '11~'18) 

∙ 영주댐 건설로 2014년부터 수몰되는 문화재를 평은면 금광리 산72번지 일원에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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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백산 명상센터조성사업(70억원 '13 ~ '17)

○ 흑석사 정비사업 : 흑석사 종합정비계획 수립

2) 뮤지컬 ‘정도전’
○ 뮤지컬 ‘정도전’(2012년 ~ )

4.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살맛나는 영주 건설

1)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체육관 건립(70억원, '12~'16)

○ 지역장애인들에게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및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제공

2) 노인복지관 운영(50억원, '12~'16)

○ 교육·여가·건강·일자리·자원봉사 등 노인들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3) 경로당 신축 및 보수 : 94개소(445백만원)

4)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전국 최초 시범사업 선정)

○ 보건복지부 평가 『'15년 전국 우수기관』선정

5) 효문화 진흥원 건립(9,724백만원-국4,862, 지4,862 '13~'17)

○ 연구전시관, 교육체험관, 각종 기반시설물 등 설치

6)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

∙ 풍기읍보건지소 신축(585백만원, 2015년)

∙ 자동혈액분석기 외 5종 구입(46백만원, 2015년)

○ 응급의료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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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폐소생술 교육 31회 7,907명 실시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 닥터헬기(안동의료원) 98회 이용

∙ 구급차 점검 등

○ 치매 조기검진 실시

∙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1단계 검진 무료 실시

7) 출산장려 시책 추진

○ 임산부(624명), 영유아(878명) 등록 관리

○ 미숙아 16명 의료비 지원

○ 취학 전 아동 조기시력검진 사업(1,560명)

○ 난임부부 지원사업(127명)

○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급(14,350명, 1,700백만원)

○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171명)

5. 선비정신이 살아있는 글로벌 교육도시

1) 거점형(영주초) 및 권역별(영일, 풍기, 부석초) 영어체험센터 운영

○ 운영센터 : 4개 센터(거점형 1, 권역별 3)

○ 사 업 비 : 872백만원

∙ 영주초등 : 437백만원

∙ 영일초등 : 148백만원

∙ 풍기초등 : 157백만원

∙ 부석초등 : 130백만원

2)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 대    상 : 관내 초·중·고 38개교(초등 18, 중등 11, 고등 9) 

∙ 사 업 비 : 10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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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원 : 23명(학교 15, 영어체험센터 8)

∙ 원어민 배치율 전국 상위권, 도내 최고 수준

○ 사이버 학습센터 운영 

∙ 기    간 : 2015. 5. ~ 2016. 2.(10개월)

∙ 수강인원 : 2,101명(5기)

∙ 사 업 비 : 176백만원

∙ 내    용 : 초중고 학생과 원어민 강사와의 사이버 화상영어 교육

(1일 30분 / 주5일 / 월600분)

○ 외국어 토크하우스 운영

∙ 기    간 : 2015년 연중

∙ 회 원 수 : 163명

∙ 사 업 비 : 90백만원

∙ 내    용 :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반 프로그램 운영

3) 교육환경개선 지원

○ 통합도서관 건립(122억원, 2013 ~ 2017)

∙ 통합도서관 건립 합의각서 체결(영주시, 영주교육지원청)

∙ 부지매입, 설계용역 등 건립절차 추진

4) 시청각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조성(20억원, 2012 ~ 2015)

○ 국비 조성 대상사업 선정(2013년)

○ 기능전환 및 증축계획에 따른 영주시립도서관 리모델링(2014 ~ 2015)

○ 주요시설은 어린이청소년자료실, 시청각실, 북카페 등 독서문화 공간으로 개관

(2015. 8월)하여 운영

5)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운영(재단설립 '08. 1. 7)

○ '15. 12월 현재 125억원 조성(시 60, 기탁 51, 이자수입 14)

○ 장학금 지급 : 171명(고등학생 62, 대학생 109) 207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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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

○ 2015년 인문도시지원사업 선정(교육부, 2015. 9. ~ 2018. 8.)

∙ 인문학토크쇼, 인문강좌, 인문체험행사 등 실시

○ 영주아카데미 운영(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 각계 저명인사)

○ 권역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매년 3개 권역)

○ 마을단위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운영(2015~2016)

∙ 평생학습행복마을 10개소 지원

○ 맞춤형 배달강좌제 운영(2015~2016)

∙ 연간 42개 강좌 운영

○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국도비)

∙ 영주YMCA 및 3개 읍면지역 실시

○ 행복학습센터 지원사업(도비)(2015~2017)

∙ 가흥2동 주민자치위원회 위탁운영

6. 쾌적하고 아름다운 창조적 디자인 도시

1) 도시녹지공간 확충 및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 

○ 공한지 녹지공간 조성 : 임곡리 마을입구, 갈산 승강장 주변, 웃무리 마을, 인삼박물

관 주변, 보름동산, 옥대리 모산교 앞, 순흥 지동마을, 영주동 자전거 공원 등

○ 조경지 리모델링 : 원당로 수목원 경관조명 설치, 구성공원 쉼터주변 정비, 조암 교차

로 가로화단 정비, 소방서 앞 시민식수지 산책로 조성 등

○ 도시가로경관 유지관리

∙ 가로수 전정(은행나무 외 3종 2,329본), 소나무 전정(1,687본), 조경수목 및 가로수 

병해충 방제(15,341본), 가로화분 관리(152개) 등

○ 영주댐 일주도로변 벚꽃길 조성

∙ 벚나무 가로수 1,321본(13.5㎞) *수자원공사(2014년) 벚나무 외 1종 680본(6㎞)

○ 죽계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352억원, '13~'20)

∙ 순흥면~고현동, 하천개수 8.7km, 자연형 호안조성, 자전거 도로, 교량 개체 6개소 등

○ 남원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153억원, 3.1km,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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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동보 1개소, 하상보호공 및 취수보 1식 완공 

○ 죽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70억원, 1.5km, ’12~’17)
∙ 고현동~창진동, 자연형 호안조성, 비오톱, 여울 등 설치

○ 서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398억원, 7.8km, '13~'20)

∙ 풍기읍 동부리~창진동, 하천개수, 자연형 호안조성 등

2)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국토환경(건축) 디자인 시범사업(146억원, '10~'17)

∙ 도로개설, 공원 및 광장, 물놀이 시설, 화장실설치 등 

○ 곱작골 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65억원, '15~'18) 

○ 금계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1,628백만원, '13~'17)

○ 사그레이 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428백만원, '15~'16)

○ 주민주도형 골목 경제 활성화 시범마을(112백만원, '15~'17)

7. 주민중심의 미래형 생활환경 기반 확충

1)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 

○ 중앙선철도 복선전철화사업(3조6,474억원, '10~'20)

∙ 2015년도까지 4,674억원을 확보하여, 영주댐 철도이설 완료(2,576억원)

○ 국도대체우회도로(가흥~상망)건설(1,575억원, '08~'18) 

∙ 2015년까지 1,049억원, 도로개설 L=6.6km 공사시행 중

○ 국도5호선 도로(풍기~道界)건설(456억원, '08~'16)

∙ 2015년까지 456억원, 도로확장 L=6.0km 공사시행중

○ 국지도28호선 도로(풍기~단산)건설(519억원, '08~'17)

∙ 2015년까지 365억원, 풍기~단산구간 L=9.42km 공사중

○ 3도 연결 국지도 마구령터널 개설(960억원, '12~'23) 

∙ 2015년까지 37억원, 기본 및 실시설계(총액) 중(10.4Km(터널 2.5Km))

○ 동서 5축 국도간선 도로망 구축(5,260억원, '97~'19)

∙ 2015년까지 2,415억원, 영주~소천구간 완료(35.52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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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 신암~두월도로 확포장(27억원, '08~'16)

∙ 2015년까지 26억원, 도로개설 2.8Km 추진중

2) 하수관거 사업 및 재해위험 정비사업 

○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

∙ 2015년까지 81억원, L=5.5km

3) 면소재지 및 농촌마을 정비 추진

○ 부석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91억원, '12~'16) 

∙ 2015년까지 59.54억원, 편입부지 보상 및 만남의 광장 조성

○ 순흥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68억원, '14~'17) 

∙ 2015년까지 26.20억원, 기본계획 수립

○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 3개소 93.47억원

○ 평은면사무소 이전신축 

∙ 준공일자 : ‘15. 2. 10.
∙ 연면적 1,138.3m2

4)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 마을회관 신축 : 1개소, 124백만원

○ 마을회관 증축 : 1개소, 78백만원

○ 마을회관 보수 : 5개소, 16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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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2016년 주요시정 성과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테러, 영국의 브렉시트와 국내 정국혼란으로 인하여 국내·외 

정세가 악화되었으나 우리 시는 국립 산림치유원 ‘다스림’개관과 베어링 클러스터 조성, 

대한민국의 황금 허리를 관통하는 동·서 내륙철도 건설 등 시정의 각 분야에서 많은 만

한 성과를 거둔 한 해였음.

1. 지속적인 창업지원으로 일자리가 있는 영주 건설

1) 투자유치 성과 : 20개 기업 915억원 유치

○ ㈜디와이(구 시외버스터미널, 영화관) 200억원

○ ㈜삼호엔지니어링(갈산일반산업단지, 베어링부품) 61억원

○ 영원정밀(갈산일반산업단지, 베어링부품) 45억원

○ SK머티리얼즈(주)(가흥일반산업단지, 육불화텅스텐 증설) 510억원

○ 기타 제조업 16개 기업 99억원

2) 일자리 창출 성과 : 4,518개

○ 베어링 생산기업 투자유치 : 일자리 117개 창출

○ 특수가스 생산기업 투자확대 : 일자리 62개 창출

○ 영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2016. 9. 20.)

○ 가스설비 및 공정관리 인력 양성사업 : 수료 25명, 취업 20명

○ 전통시장(신영주번개시장)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상인 육성 5명

○ 일자리창출 대통령 표창(SK 머티리얼즈)

○ 경북 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정(선일일렉콤)

○ 경북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나노믹아트, 서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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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주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 중앙선 복선화사업(10,674억원)

○ 국립산림치유원 조성사업(1,480억원, '10~'16)

○ 국립산림약용자원연구소 설립(211억원, ‘13~16)

○ 국지도 28호선 단산~부석사간 도로건설공사(99억원)

 

4) 전통시장 환경개선으로 활력화 지원

○ 풍기토종인삼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11.8억원, 2016. 9. 30 준공)

∙ 비가림시설 및 바닥포장(1,550㎡) 

○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1억원) : 2015 ~ 2016

∙ 전통시장 바닥보수(0.4억원), 전통시장 공동이용시설 유지보수(0.6억원)

○ 풍기인삼홍삼상점가 방수 및 개보수사업(4.6억원) : 2016 ~ 2017

∙ 방수로 인한 지붕 개보수(1,424㎡)

○ 풍기인삼홍삼상점가 상인교육장 신축(5.9억원) : 2016 ~ 2017

∙ 2층 건물(215.91㎡) 신축 / 1층 : 화장실, 휴게시설, 2층 : 상인교육장 및 사무실

○ 풍기선비골인삼시장 상인교육장 설치사업(2.2억원) : 2016 ~ 2017

∙ 1층 건물(127.5㎡) 신축 / 상인교육장, 화장실, 휴게공간

○ 신영주번개시장 환경개선사업(0.3억원, 2016. 5. 10 준공)

∙ LED 보안등 및 간판교체, 방송시설 구매 설치 등

○ 선비골문화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18억원) : 2016 ~ 2018

∙ 지역 관광 자원과 연계한 전통시장 내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살거리 등의 컨텐츠 개발

○ 신영주번개시장 청년상인 육성 지원사업(1.8억원) : 2016 ~ 2017

○ 전통시장 대학협력사업(2.2억원) : 2015~2016

∙ 중앙시장과 동양대학교 연계하여 디자인, 상품개발 등 공동연구

○ 상인대학(3개소), 공동마케팅(2개소), 시장매니저(1개소), 배송서비스(1개소) 

5)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 2016 중소기업 지원실적 평가 최우수상 수상(10년 연속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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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민원 현장처리반」및「1기업 1담당 기업지원 도우미제」운영

∙ 시산하 6급이상 공무원(162명) ⇒ 162개 기업체

○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 확대 : 240억원(이차보전 6.32억원)

○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안동상공회의소(지식재산센터)]

∙ 9개 기업 총17건(국내특허 10, 실용신안 1, 상표 4, 디자인 1, 해외특허 2)

○ 상공회의소내「원스탑 경영애로 지원사업」운영 

∙ 전문가 경영 상담(기업경영, 세무회계, 인사노무, 상사법률)

∙ 정책성 애로 처리(불합리한 각종 규제·관행 개선 요구)

○ 투자기업 및 MOU체결기업 기반시설 지원 : 진입도로 확포장 등

∙ 동절기 농공단지 가로수 정비사업 : 30백만원

∙ 장수농공단지 인도정비공사 : 178백만원

∙ 영주일반산업단지 외 가로등 정비공사 : 119백만원

∙ 휴천농공단지 가로등 정비공사 : 124백만원

∙ SK머티리얼즈(주) 양수장 수중모터펌프 교체 : 19백만원

∙ 농공단지 도로안내표지판 정비공사 : 19백만원

∙ SK머티리얼즈 일반산업단지 비상도로개설공사 : 104백만원

∙ 반구전문농공단지 내 소공원 조성사업 : 54백만원

∙ 봉현농공단지 가로등 기구 교체공사 : 21백만원

6) 풍기인견산업 활성화

○ 지식경제부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 “풍기인견 명품화 사업” 추진

∙ 1단계(3차년도) 사업완료 34억원('10. 7. ~ '13. 2.)

∙ 2단계(3차년도) 사업추진 46억원('13. 3. ~ '16. 2.) 

○ 풍기인견명품화사업 성과활용사업

∙ 1차년도 사업완료 1억원('16. 3. 1 ~ '16. 12. 31)

○ 풍기인견 특산명품 9년 연속 웰빙 인증('16. 4. 15 ~ '17. 4. 14)

○ 풍기인견 페스티벌 서울광장서 개최('16. 6. 15 ~ '16.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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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시아 농업의 중심도시, 잘 사는 부자농촌 건설

1) 귀농·귀촌 2천 가구 유치 프로젝트 추진

○ 2018년까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대기업 

금융기관 퇴직 예정자 유치> 등을 통한 귀농·귀촌 2천 가구 유치 

→ 실질적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2016년, 689가구, 1,158명)

2) 귀농·귀촌 사랑방 운영으로 귀농·귀촌인들의 경제적 자립, 정보교환, 영농기

술상담, 고충처리

3)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

○ 예비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창업의 One-Stop 지원센터로 건립(80억원)

∙ 2015. 1. 5 착공, 2016. 4. 30 준공, 6. 10 개관식 및 운영

4) 부자농촌 기반조성

○ 농업의 6차 산업 조기정착으로 농가소득 증대

∙ 농촌 소득자원 발굴 : 2개소, 652백만원

∙ 6차 산업 사업자 인증제 추진 : 1개소

○ 고부가 향토산업의 전략적 집중 발굴 육성

∙ 영주전통삼계탕산업육성사업(37억원, '13~'16)

∙ 영주콩가공산업육성사업(30억원, '16~'19)

5) 농촌체험휴양마을 조성으로 농촌관광 활성화

○ 2016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후관리지원사업 추진

∙ 안정면 피끝 마을 외 2개 마을 사후관리지원 추진(3억)

∙ 9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추진(1.4억)

∙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2.7만명, 매출액 10.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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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영농산물 도매시장 개장

○ 최신식 시설을 갖춘 민영농산물 도매시장(민자 69억원)

∙ 부지 33,347㎡, 건물 4,812㎡(선별장, 경매장, 저온저장고)

∙ 비파괴당도색채 선별기, 전자식선별기 10대, 전자경매시스템 등

※ 개장식 : 2016. 6. 24

7) 영주 약용작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 경북 북부권역의 약용작물 광역통합 APC건립(45억원)

∙ 부지 10,621㎡, 건물 3,564㎡(지상2, 지하1)

8) 육가공 공장 건립

○ 영주 축산물을 부위별로 가공·포장(20억원)

∙ 육가공 공장 1,710.97㎡(2층), HACCP시설 1식

9)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사업

○ 송아지 생산단지 및 사육시설 지원을 통한 우수형질의 송아지 생산 보급(10억원, '16~'17)

∙ 고품질 영주한우 생산기반 확보 및 영주한우 브랜드 활성화

10) 거점 세척·소독시설 건립

○ 구제역·고병원성 AI 등 국가 재난형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차단방역조치(4.8억원, '15~'16)

∙ 세척·소독시설 상시 운영으로 상시 차단방역 체계 구축 

11) 농기계 임대사업 남부분소 신축

○ 농기계 보관창고 598㎡ 신축 및 경운기 외 22종 96대 농기계 구입(15.6억원)

∙ 영주 남부권역 농업인 임대농기계 이용편이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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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목적 농업인교육관 신축

○ 대교육관, 식품가공교육장, 전산교육장, 세미나실 등(연면적 1,142㎡, 지특 30억원)

∙ 농업인의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3. 자연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힐링관광의 중심도시 건설

1) 영주 힐링 특구 지정 → 전국 최초 힐링을 테마로 하는 특구

○ 전국 최초로 힐링특구 지정(2014년)에 이어 국립산림치유원 다스림 개관, 한국문화 

테마파크 건립 추진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에 인문학적 상상력 결합

2) 이몽룡 영주유적지 관광자원개발사업 관련 둘레길 조성(1.7억원)

○ 조선후기 소설 『춘향전』 이몽룡의 실제 모델인 성이성(成以性, 1595~1664)이 말년에 

기거했던 계서정이 영주시 이산면 신암리 소재

3) 산골철도역사 관광자원화사업 하드웨어(카라반 및 편의시설) 공사 착공

(8.13억원) 

4) 2016 경상북도 영주 풍기인삼축제 

○ 2016년 경상북도 우수축제 선정

○ ‘천년 건강 풍기인삼 세계로’ 라는 주제로 인삼채굴 시기에 맞춰 예년 보다 개막을 10여 

일 늦추어 진행(2016. 10. 15. ~ 10. 23.) 

∙ 영주 소백힐링걷기대회 등 다양한 행사와 연계 진행

5) 2016 영주선비문화축제 

○ ‘선비의 맛, 멋, 흥에 취하다’를 주제(2016. 5. 5. ~ 5. 10.)

○ 선비문화관, 초군청 줄다리기 선비(한복) 체험관, 닥종이 인형 전시 등으로 축제의 차

별화 시도

○ 선비문화축제 기간 중 일본 후지노미야(富士宮) 시 우호교류단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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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뮤지컬 ‘정도전’
○ 뮤지컬 ‘정도전’(2012년 ~ )

∙ 2016년 4회 공연(3.4억원)

4.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생활밀착형 복지 실현

1) 독거노인 공동주거공간인 ‘그룹홈’ 운영 

○ 공동주거생활이 가능한 65세 이상 독거노인 대상(6개소)

2) 孝문화 진흥원 건립 추진

○ 영주시 순흥면 청구리 일원 교육체험관, 연구전시관, 효자리 비각 조성

○ 국가적인 효행장려와 지원 및 세대간 통합역할을 총괄적으로 수행

∙ 효문화 진흥원 공사착공

3) 노인복지관 건립사업(50억원) 

○ 2016년 완공

○ 영주시 원당로 52번길 19(삼각지 마을 일대)

○ 노인계층 상담 및 정서지원사업, 평생교육사업, 견강증진 사업 등 담당

4)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체육관 건립(70억원, '12~'16. 11. 완공)

○ 지역장애인들에게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및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제공 

5)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사업 : 방문교육, 한국어교육 등

○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지원 : 상담 89명, 평가 78명

○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육 : 90회 4,080명

○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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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비정신이 살아있는 미래 인재 육성

1) ‘영주선비 인재양성’을 위한 인성·향토사교육 추진

○ ‘글로벌 영주선비 인재양성 프로젝트’ 업무협약(영주시청↔영주교육지원청)

2) 현대적 선비정신 실천운동과 매뉴얼 보급

○ 선비정신실천운동본부 창립

○ 선비도시 비전 선포식

○ 선비정신 실천매뉴얼 보급 및 인성교육

3)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1,228백만원)

○ 영주미래인재학교 운영, 고교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 24개 사업, 768백만원

∙ 방과후 학교 운영(초등·중학교), 방과후 학교 운영(고교)

∙ 2016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영주 진로체험센터 운영 지원

∙ 영주 스포츠 선비 육성사업 운영 지원

∙ 자율형 공립고 프로그램 운영 지원, 전관방송실 기자재 설치 지원

∙ 건강매점 운영 지원

∙ 과학축전 운영 지원, 수학체험전 운영 지원

∙ 영재교육(창의로봇) 운영 지원, 자기주도학습캠프 운영 지원

∙ 영주과학축전, 자율형 공립고 지원

○ 학교별 시설개선 사업 : 13개 사업, 500백만원

∙ 초등학교 : 5개 사업, 200백만원

∙ 중 학 교 : 5개 사업, 150백만원

∙ 고등학교 : 3개 사업, 150백만원

4) 통합도서관 건립(122억원) 추진(2013~2017)

○ 통합도서관 건립 계획 수립 및 절차 이행(2014~2015)

○ 영주선비도서관으로 통합도서관 명칭 선정 및 건립 공사 시행(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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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주시 인재육성장학회 운영

○ 2016년까지 대학생 및 고교생 1,187명에게 1,402백만원 장학금 지급

6)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

○ 2015년 인문도시지원사업 선정(교육부, 2015. 9. ~ 2018. 8.)

∙ 인문학토크쇼, 인문강좌, 인문체험행사 등 실시

○ 영주아카데미 운영(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 각계 저명인사)

○ 권역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매년 3개 권역)

○ 경로당 순회 실버경제교육 운영(2016)

∙ 100개 읍면동 경로당

○ 마을단위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운영(2015~2016)

∙ 평생학습행복마을 10개소 지원

○ 맞춤형 배달강좌제 운영(2015~2016)

∙ 연간 42개 강좌 운영

○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국도비)

∙ 영주YMCA 및 3개 읍면지역 실시

○ 행복학습센터 지원사업(도비)(2015~2017)

∙ 가흥2동 주민자치위원회 위탁운영

6. 시민이 안전한 도시, 영주 건설

1) 舊 영주역사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선도사업 추진으로 도심환경 개선 및 소상

공인 경쟁력 강화

○ 총사업비 200억원, 2014. 9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용역착수, 2014년 말 본격적인 

사업 시행

○ 2015~2016 용역발주 및 공사시행 

∙ 근대경관복원, 메밀꽃길 조성,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리모델링 사업 등

○ 2016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도시재생분야 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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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망지구 보행환경 조성사업

○ 위    치 : 하망동 일원(중앙약국 ~ 천주교 성당)

○ 사 업 비 : 47억원

○ 주민의 통행빈도가 높은 하망지구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전기·통신 및 가스시설 지중화, 보행쉼터 조성 등

3)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 사 업 비 : 1,195백만원(인건비 572백만원)

○ 2016년 운영성과

∙ 사건·사고 해결 영상제공 : 89건

∙ 청소년 사고·비행 예방 : 226건

∙ 외부기관 수상 : 2건

7. 시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 실현

1) 시민이 주인인 열린시정

○ 시민 시정 평가단 60명 구성

○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 및 주요업무 자체평가

○ 일과 시간 외 민원실 운영 - 매주 월요일 오후 9시까지 민원실 연장 운영)

○ 수요 행복민원실 운영 - 매월 네 번째 수요일 시장이 직접 민원실에서 고충민원, 건의

사항 민원상담 처리

2)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 시민제안 사업(89건)중 우선순위에 따라 2016년 예산 18억원 반영

3) 타운홀 미팅 방식의 ‘시민과 소통·만남의 날’ 운영

○ 운영대상 : 분야별 직능단체 등 일반시민

○ 현장방문 위주로 형식과 절차를 벗어나 자유롭게 의견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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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 상인연합회, 영주 풍기인삼축제조직위, 영주사과발전연구회 등의 단체와 총 

7회 실시

4) 불법·무질서 근절을 위한 기초질서확립 및 시민의식 제고

○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교통질서 계도(릴레이 캠페인)

○ 주정차 금지구역에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주차장 확충,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등 중

장기 계획 수립 추진

5) 청사 건립 및 리모델링

○ 영주 1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신축(3,499백만원, '16~'17(준공 예정))

∙ 부지 4,881m2, 건물 3,885m2(연면적, 지하 1층 ~ 지상 3층)

○ 가흥 1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1,970백만원, '16~'17(준공 예정))

∙ 부지 1,799.7㎡, 건물 1,000㎡(자치센터 포함)

6) 친절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교육 실시

○ 공무원 CS교육(Customer Satisfaction, 고객만족) 실시

∙ 교육기간 : 2016. 3. 24. ~ 10. 27.(연중 8기 진행)

∙ 교육시간 : 1기당 9시간 교육(3시간 × 3일)

∙ 교육 참여인원 : 227명(회당 평균 24.6명)

∙ 교육내용 : 역할극(대민 업무 주제를 선정 후 역할연기 연습 및 공연) 집단상담(감정 

표출을 통한 감정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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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관
(18)

공약실천 평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최우수 2015.5.28 기획감사실

경제활동 친화성 분야 공장설립부문
(외국인투자기업 친화성 부분)

대한상공회의소
S등급
(A등급)

2015.11월 기획감사실

제1회 아름다운 숲길 인증
(소백산자락길)

한국등산트레킹
지원센터

인증 인증서 2015.12.18 관광산업과

영주한우 브랜드인증평가(한우)
(사)소비자
시민모임

인증 인증패 2015.9월 유통지원과

2015 대한민국 한류문화예술대상
(지방자치단체부문 문화대상)

(사)한류문화산업
진흥원

대상
상장

(트로피)
2015.1.27 문화예술과

주거복지 우수사례
(사)한국주거

복지포럼
최우수

상패
(시상금 3백만원)

2015.2.6 도시과

제21회 늘푸름 환경대상
매일신문사

화성장학문화재단
대상

상패
(시상금 4백만원)

2015.4.6 녹색환경과

영주한우 웰빙인증(8년 연속)
한국능률협회

인증원
인증 인증패 2015.4월 유통지원과

풍기인견 웰빙인증(8년 연속)
한국능률협회

인증원
인증 2015.4월 경제활성화실

대구경북국제관광박람회(홍보부문) 경상북도관광협회 최우수 상패 2015.4.26 관광산업과

2015 여성소비자가 뽑은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아이러브 영주사과)
(4년 연속)

한경비즈니스 대상 상패 2015.5.19 유통지원과

제30회 한국국제관광전(마케팅부문)
한국국제관광
조직위원회

최우수 상패 2015.6.14 관광산업과

영주사과 웰빙인증
한국능률협회

인증원
인증 인증패 2015.7월 유통지원과

풍기인삼 웰빙인증
한국능률협회

인증원
인증 인증패 2015.7월 유통지원과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약용작물산업 명품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우수 상장 2015.8.27 축산특작과

2015 대한민국 명가명품대상
(자치단체부문)-풍기인견

명가명품
위원회

대상 표창패 2015.11.25 경제활성화실

2015 영주시정 평가 56개 부문 수상(상사업비 3,064백만원, 시상금 52백만원)

(2015. 12. 23.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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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 부모교육 우수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국청소년상담
복지개발원

인증 인증패 2015.11.27
주민생활
지원과

가족친화인증(기관) 여성가족부 인증 인증패 2015.12.22
주민생활
지원과

중앙
부처
(16)

2015 한국관광의 별
(숙박부문 영주 무섬마을 전통한옥)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상패

(시상금 5백만원)
2015.12.22 관광산업과

2015년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가꾸기사업(왕당천)

국민안전처 최우수
상장

(상사업비 20억원)
2015.6.19 하천과

2015년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행정자치부 선정 (사업비 5억원) 2015.10.6 도시과

2015년 대표적 공연연술제 
관광자원화사업(실경 뮤지컬 정도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사업비 300백만원) 2015.1.23 관광산업과

2015년도 농촌고령자 
공동이용시설지원 
시범사업(공동생활홈)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사업비 60백만원) 2015.2.25 건설과

2014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 환경부 장려 상장 2015.3.6 녹색환경과

보건사업통합성과대회(영양관리 부문) 보건복지부 우수 상장 2015.5.28 건강관리과

제20회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사례 행정자치부 우수 상장 2015.6.4 경제활성화실

전국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행정자치부 장려 상장 2015.6.9 홍보전산실

전국지역자활센터 
평가(영주지역자활센터)

보건복지부 최우수 (사업비 24백만원) 2015.6월 사회복지과

2015년도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연차평가(FTA기금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우수
16년사업비15%증액
(시상금 10백만원)

2015.8.4 농정과수과

2015년 산불예방
(2015 소각 산불없는 녹색마을)

산림청 선정
상패

(시상금 50만원)
2015.8월 산림녹지과

제2회 농촌행복마을만들기 
중앙콘테스트(시군 마을만들기 부문)

농림축산식품부 입선
표창장

(시상금 3백만원)
2015.9월 농정과수과

2015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식품의약품

안전처
우수

상패
(시상금 2백만원)

2015.12.3 관광산업과

통계조사 유공기관 통계청
기재부
장관상

표창장
(시상금 25만원)

2015.12.17 경제활성화실

도시재생 한마당 2015 국토교통부 최우수 (시상금 1백만원) 2015.12.23 도시과

경상
북도
(22)

2015 민원행정 추진 평가 경상북도 대상
표창패

(시상금 2.5백만원)
2015.12.18 종합민원과

2015 경상북도 자원봉사 평가 경상북도 최우수
상장

(시상금 2백만원)
2015.12.22

새마을인재
양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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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저출산 극복사업 평가
(9년 연속 수상)

경상북도 대상
상장

(시상금 3.5백만원)
2015.12.17 보건사업과

전통시장 활성화 평가 경상북도 최우수
상장

(시상금 2.3백만원)
2015.12.15 경제활성화실

2015년 시군 우수축제 등 지원사업
(풍기인삼축제)

경상북도 우수 (사업비 40백만원) 2015.2월 관광산업과

2014년 위생관리사업 평가 경상북도 우수
상패

(시상금 1백만원)
2015.5.15 관광산업과

2015년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사례 경상북도 최우수
상장

(시상금 2백만원)
2015.5.19 경제활성화실

제2회 경북농촌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시·군마을만들기부문)

경상북도 대상 표창장 2015.6.8 농정과수과

제2회 경북농촌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마을분야 경관·환경부문)

경상북도 최우수 표창장 2015.6.8 농정과수과

제2회 경북농촌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마을분야 문화·복지경부문)

경상북도 최우수 표창장 2015.6.8 농정과수과

2014년 도정 역점시책 평가 경상북도 도약
상패

(상사업비 100백만원)
2015.7.1 기획감사실

2015 농식품 수출 정책 경상북도 장려
상장

(시상금 2백만원)
(상사업비 40백만원)

2015.9.8 유통지원과

2015년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상북도 우수
상패

(시상금 2백만원)
2015.9.16 농촌지도과

2015년 경상북도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

경상북도 최우수
상장

(시상금 1백만원)
2015.11월 홍보전산실

2015 산불지상진화경연대회 경상북도 장려
표창장

(시상금 50만원)
2015.11월 산림녹지과

2015년 경상북도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가흥2동 주민자치위원회)

경상북도 최우수 상패 2015.11.25 자치행정과

2015년 경상북도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풍기읍 주민자치위원회)

경상북도 우 수 상패 2015.11.25 자치행정과

2015년 건강새마을 조성사업 평가
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

지원
단장상

상패 2015.12.1 건강관리과

2015년 중소기업 육성 시책 
시군평가(9년 연속 수상)

경상북도 우수
상장

(시상금 1백만원)
2015.12.7 경제활성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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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지역개발사업 평가 경상북도 우수
상장

(시상금 1.3백만원)
2015.12.17 도시과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공동주택 
관리분야(공동주택 관리분야)

경상북도 최우수
상장

(시상금1.5백만원)
2015.12.23 건축과

2015 국공유재산 관리유공 경상북도 장려
상패

(시상금 1백만원)
2015.12.31 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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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관
(13)

2016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도시재생분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우수 2016.7월 도시과

2016 경북 사랑의 열매 이웃돕기 
성금모금

경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우수 2016.10월 사회복지과

전문건설업의 건전한 육성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감사장

감사패
(TV1점)

2016.1월 도시과

제51회 경북최고 체육상 경상북도체육회 특별상 2016.2월 체육진흥과

풍기인견 웰빙인증(9년 연속)
한국능률협회

인증원
인증

2016.4.15~
2017.4.14

2016.4월 경제활성화실

영주한우 웰빙인증(9년 연속)
한국능률협회

인증원
인증

2016.4.29~
2017.4.28

2016.4월 유통지원과

김수근 건축상 프리뷰상
(영주실내수영장, 노인종합복지관)

김수근
문화재단

수상 2016.5월

영주사과 웰빙인증(10년 연속)
한국능률협회

인증원
인증

2016.7.28~
2017.7.27

2016.7월 유통지원과

풍기인삼 웰빙인증(9년 연속)
한국능률협회

인증원
인증

2016.7.28~
2017.7.27

2016.7월 유통지원과

고령운전자 사고위험 안전도 평가
삼성교통안전문화

연구소
1등급 2016.8월 교통행정과

2016 트래블아이 
어워즈(음식관광부문)

트래블아이·트래
블투데이

우수 표창패 2016.11월 관광산업과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사업 평가
(사)소비자
시민의모임

선정
(영주한우)

2016.11월 연구개발과

2016 영주시정 평가 67개 부문 수상(사업비 3,436백만원, 시상금 33백만원)

(2016. 12. 26.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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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전국 정보화마을 페스타
(사)정보화마을

중앙회
최우수 시상금 70만원 2016.12월 홍보전산실

중앙
부처
(35)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선비문화)
(2019년까지 10억원)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16.12월 관광산업과

경량합금 소재부품 기반구축사업 
공모(총사업비 200억원 – 
2020년까지 국비 140억원)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2016.3월 투자전략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선도지구)
(사업비 8,000백만원)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2016.9월 도시과

2016년 도시 주거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관사골 새뜰마을사업 공모)
(사업비 5,696백만원)

국토교통부 선정 2016.2월 도시과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중소기업청 선정 (국비 900백만원) 2016.3월 경제활성화실

2015년 전국사회복지시설 평가
(영주시립양로원 - 만수촌)

보건복지부
최우수
(A등급)

2016.1월
주민생활
지원과

지역융복합 스포츠산업 육성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사업비 84백만원) 2016.1월 체육진흥과

2016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선정(3도 접경 상수도 설치사업)
(사업비 1,200백만원)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선정 2016.2월 수도사업소

2016년 생태녹색관광 자원화 
대상사업(소백산자락길)

문화체육관광부 B등급 (사업비 350백만원) 2016.2월 관광산업과

2015년 지자체 정부3.0추진실적 평가 행정자치부 우수
시상금 1백만원

(사업비 50백만원)
2016.2월 기획감사실

2016년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공모
(실경 뮤지컬 정도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사업비 240백만원) 2016.3월 관광산업과

드림스타트사업 평가 보건복지부
우수

(가등급)
장관표창 2016.3월

주민생활
지원과

2015년 소하천 정비사업 평가 국민안전처 장려 (사업비 700백만원) 2016.3월 하천과

도시재생선도사업 평가
<驛前(역전),逆轉(역전)사업>

국토교통부
S등급
(매우 
우수)

2016.4월 도시과

전국 지역자활센터 
평가(영주지역자활센터)

보건복지부 우수 운영비인센티브지원 2016.5월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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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지역특화문화콘텐츠 개발 
지원사업(마당놀이 덴동어미)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사업비 300백만원) 2016.5월 문화예술과

전국 정보화마을 운영 
평가(풍기인삼마을)

행정자치부 발전마을 2016.5월 홍보전산실

전국 정보화마을 운영 
평가(단산포도마을)

행정자치부 노력마을 2016.5월 홍보전산실

청년상인 창업 지원사업 중소기업청 선정 (국비 150백만원) 2016.6월 경제활성화실

과수거점 APC 경영평가 농림축산식품부
사과부문 

1위
(사업비 20백만원) 2016.6월 유통지원과

지역사랑 크라우드펀딩 대회
(관사골 어르신들의 인생 꽃을 
피워주세요)

행정자치부 최우수 시상금 1백만원 2016.7월
경제활성화실

도시과

산불방지 평가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산림청 인증 현판 2016.8월 안정면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청년학사골목)
(사업비 978백만원)

국토교통부 공모선정 2016.9월 도시과

2016년 지역발전사업 및 
생활권운영 우수사례
(산골철도역사 관광자원화 사업)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기관표창 2016.9월 관광산업과

환경분야 환경부 최우수
표창패

괘종시계
2016.9월 환경사업소

2016년 지역발전사업 및 
생활권운영 우수사례
(약용작물산업명품화지원 사업)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기관표창 2016.9월 축산특작과

2016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사업비 432백만원) 2016.9월 체육진흥과

꼭 가봐야 할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선

행정자치부 선정 2016.10월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2015세계군인

체육대회
조직위원회

국방부장
관표창

시상금 2백만원 2016.10월 체육진흥과

2016 통계조사업무 유공 통계청 장관상 시상금 1백만원 2016.11월 경제활성화실

2016년 나눔숲 조성사업지 
관리평가

산림청(한국산림
복지진흥원)

장려 시상금 30만원 2016.11월 산림녹지과

2016 식중독 예방관리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수 시상금 1백만원 2016.12월 관광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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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협력우수센터 농촌진흥청 선정 시상금 2백만원 2016.12월 연구개발과

2016 전국 환경 
리사이클(재활용수거) 
경진대회 평가

환경구(한국환경
관리공단)

우수 시상금 1백만원 2016.12월 녹색환경과

2016년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성과평가

농림축산식품부 참가 시상금 50만원 2016.12월 농정과수과

경상
북도
(19)

에너지절약 대상 평가 경상북도 대상
시상금 2백만원

(사업비 150백만원)
2016.11월 경제활성화실

새마을운동 시군 종합평가 경상북도 대상 시상금 250만원 2016.12월
새마을인재

양성과

2016년 시군 도민안전시책 
추진실적

경상북도 최우수 시상금 2백만원 2016.12월 안전정책과

2016년 경상북도 지정축제 선정
(한국선비문화축제)

경상북도 우수 (사업비 40백만원) 2016.1월 관광산업과

2016년 야간관광상품사업 선정
(풀내음 가득한 선비고을 야간여행)

경상북도 A등급 (사업비 20백만원) 2016.1월 관광산업과

2015년도 공중위생관리사업 평가 경상북도 우수 시상금 90만원 2016.3월 관광산업과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 경상북도 장려 시상금 1백만원 2016.4월 기획감사실

2015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경상북도 장려 시상금 3백만원 2016.5월 세무과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경상북도 우수 시상금 3백만원 2016.9월 농촌지도과

2016년 경상북도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경상북도 우수 시상금 70만원 2016.11월 홍보전산실

2016년 국가상징 선양평가 행정자치부 장려 시상금 1백만원 2016.12월 자치행정과

2016년 민원행정평가 경상북도 장려 시상금 50만원 2016.12월 종합민원과

2016년 음식문화 개선사업 경상북도 우수 시상금 60만원 2016.12월 관광산업과

2016년 치매극복관리사업 평가 경상북도 최우수 시상금 1백만원 2016.12월 보건사업과

경상북도 투자유치 대상 경상북도 장려 시상금 3백만원 2016.12월 투자전략실

2015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경상북도 우수 표창패 2016.12월 토지정보과

2016년 을지연습 평가 경상북도 우수 시상금 50만원 2016.12월 안전정책과

2016년도 시군 정기보안감사 경상북도 우수 2016.12월 자치행정과

2016년 중소기업 육성 시책 평가
(10년 연속 수상)

경상북도 최우수 시상금 150만원 2016.12월 경제활성화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