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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출범 이후 「힐링중심, 행복영주」건설을 위해 시민 여러

분과 함께 열심히 이룬 2년간의 시정성과를 백서로 발간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민선6기 2015년~2016년은 영주의 새로운 틀을 만드는 소중

한 시간이었습니다. 

활발한 투자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정부 100대 

국정과제 사업 ‘영주 첨단 베어링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초석을 다지

는 기간이었습니다. 

농업 혁신을 위해 사과·인삼·한우 혁신단을 구성하여 괄목할 성과를 이루었고, 베트남·
말레이시아에 영주 농특산물 홍보판매점 개설, 귀농드림타운 개관, 콩세계과학관 개관 

등을 통해 귀농인구 유입과 농산물 판로개척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풍기인삼축제를 산업형 축제로 발전시켰으며, 국립산림치유원 개원, 무섬마을 한국 관광

의 별 선정, 창작오페라 “선비”, 마당놀이 “덴동어미” 공연, 선비도시 비전 선포 등 문화․
관광 분야에서 힐링의 전국적인 중심지로 우뚝 섰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주거의 집, 영주시 자전거공원, 영주시립도서관 증축, 영주 365시장 조성, 

「시민과 소통·만남의 날」운영 등 시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

니다.

이제 영주는 풍부한 일자리가 있고, 전통과 현대가 깃든 품격 있는 문화, 아름답고 

쾌적한 자연환경과 휴양시설을 갖춘 힐링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참여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여러분께 깊이 감사드

립니다. 이 한 권의 백서가 영주시의 더 밝은 미래를 예측하고 전망 할 수 있는 초석이 

되어 많은 시민들에게 유용하고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여러분의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늘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시장  

발간사



사진으로�본�영주

제1편�시정개요
제1장 일반현황

061 제1절 沿革

064 제2절 立地與件

064 1. 위치

065 2. 면적

065 3. 지역특성

066 4. 기후

067 제3절 基本現況

067 1. 2016 일반현황

071 2. 행정조직 

제2장 주요 시정성과

077 제1절 2015년 주요시정 성과

077 1. 투자유치와 국책사업 추진

으로 지역경제 활력 충전

079 2. 농축산물 경쟁력 확보로 

대한민국 농업특구 건설

082 3. 글로컬 컨텐츠와 힐링을 통한 

관광사업의 새로운 지평 개척

083 4.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살맛나는 영주 건설

084 5. 선비정신이 살아있는 

글로벌 교육도시

086 6. 쾌적하고 아름다운 창조적 

디자인 도시

087 7. 주민중심의 미래형 생활환경 

기반 확충

089 제2절 2016년 주요시정 성과

089 1. 지속적인 창업지원으로 

일자리가 있는 영주 건설

092 2. 아시아 농업의 중심도시,

잘 사는 부자농촌 건설

094 3. 자연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힐링관광의 중심도시 건설

095 4.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생활밀착형 복지 실현

096 5. 선비정신이 살아있는 미래 

인재 육성

097 6. 시민이 안전한 도시,

영주 건설

098 7. 시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 

실현

제2편�부문별�시정성과
제1장 일반현황

111 제1절 기획감사

111 1. 기획분야

119 2. 예산관리 

124 3. 감사행정

127 4. 법무 행정 

132 5. 정책평가 

134 6. 내실있는 규제개혁 추진

136 제2절 홍보전산

136 1. 정책홍보

138 2. 정보화사업 및 통신관리

152 제3절 자치행정

152 1.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열린행정 구현

154 2. 자치행정 역량강화

155 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157 4. 일선행정 운영

162 5. 국내ㆍ외 도시간 교류협력 

추진

166 6. 인사․조직관리

173 7.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175 제4절 새마을

175 1. 새마을운동 활성화

177 2. 자연보호운동 전개

178 3. 바르게살기운동 전개



180 제5절 인재양성ㆍ체육진흥

180 1. 글로벌 인재양성 특구사업

190 2. 평생학습

199 3. 시립도서관 운영

205 4. 영주선비도서관 건립

206 5. 체육진흥사업

220 6. 시민운동장 관리

221 제6절 세무

221 1. 지방세정 운영

224 2. 체납세 징수

225 3. 세무조사 및 개별주택가격 

산정

226 4.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227 5. 세외수입

229 제7절 회계ㆍ재산관리

229 1. 결산검사  

231 2. 발생주의 복식부기 제도

232 3. 계약관리

234 4. 물품관리

235 5. 재산관리

237 제8절 민원봉사

237 1. 시민만족 민원행정

242 2. 가족관계등록 관리

243 3. 위생관리

248 제9절 문화ㆍ예술

248 1. 향토문화 예술진흥

252 2. 관광기반 확충

258 3.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운영

제2장 복지ㆍ환경

269 제1절 주민복지

269 1. 주민복지향상

284 2. 보훈업무 추진

285 3. 사회복지시설 운영

288 4. 장애인 복지

296 5. 노인복지

301 6. 여성복지 증진

305 7. 아동복지 증진

311 8. 청소년 육성 및 보호 강화

315 제2절 보건행정

315 1. 보건소 운영

317 2. 보건사업

324 3. 출산장려사업

328 4. 시민건강증진사업

340 제3절 환경관리

340 1. 환경행정 일반

342 2. 환경관리 기반조성

349 3. 환경보전 시책

제3장 산업

375 제1절 산림ㆍ녹지

375 1. 산림자원화 사업

378 2. 산림보호

382 3. 녹지조경

385 제2절 농ㆍ축산업

385 1. 농정관리 

405 2. 양정관리 

409 3. 농특산물 유통

413 4. 특용작물 재배

421 5. 축산행정

434 제3절 농업기술지도

434 1. 농촌지도관리

438 2. 농업기계 현황 및 운영

443 3. 농업인 교육 운영

445 4. 농업경영정보

446 5. 농촌생활 기술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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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1. 식량작물 생산기술 보급

460 2. 지역농업기술개발 

465 3. 원예작물 및 특용작물 

기술보급

467 4. 과수 연구개발 및 신기술 

보급

471 5. 콩세계과학관 운영

473 6. 국제콩연구소 유치

475 제5절 영주사과 경쟁력 향상

475 1. FTA기금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478 2. 과수일반지원사업

481 3. 영주사과 혁신지원단 운영

482 4. 영주사과 공동 포장박스 

지원사업

483 5. 거점산지 유통센터 운영현황

제4장 경제

489 제1절 경제ㆍ교통

489 1. 지역경제 활성화

497 2. 에너지이용 합리화

501 3. 통계관리

506 4. 교통행정

512 제2절 투자유치

512 1. 투자유치 개요

512 2. 기업현황

513 3. 기업유치

515 4. 생동감 있는 투자유치 

마케팅 전개

518 5. 단위사업별 투자유치 

추진상황

제5장 건설ㆍ도시

533 제1절 건설행정

533 1. 건설관리 행정

535 2. 도로관리

538 3. 농촌개발

543 4. 소규모주민숙원사업

544 5. 하천관리

548 제2절 재난안전관리

548 1. 자연재난대책

550 2. 사회재난대책

552 3. 민방위 행정

562 4.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565 제3절 도시개발

565 1. 도시재생(선도)사업

571 2. 도시재생 사업 주요성과

572 3. 도시개발 사업 주요성과

573 4. 국토계획

579 5.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

580 6. 옥외광고문화 발전을 위한 

시설개선 및 불법광고물 
정비

581 7. 소백산풍기온천 현황

584 8. 도시개발 사업 주요성과

595 9. 도시경관 디자인관리 사업 

주요성과

596 제4절 주택ㆍ건축

596 1. 주택사업 건설

598 2. 무허가 건축물 단속

599 3. 건축민원

601 4. 도로명주소 정착 및 활성화

603 5. 영주시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사업

606 6. 지적관리

613 7. 개별공시지가

614 8. 지적재조사 사업

617 제5절 상하수도

617 1. 상수도

635 2. 하수도 



제6장 읍면동 행정

645 제1절 풍기읍

668 제2절 이산면

676 제3절 평은면

684 제4절 문수면

693 제5절 장수면

703 제6절 안정면

714 제7절 봉현면

724 제8절 순흥면

738 제9절 단산면

751 제10절 부석면

762 제11절 상망동

769 제12절 하망동

779 제13절 영주1동

788 제14절 영주2동

799 제15절 휴천1동

807 제16절 휴천2동

819 제17절 휴천3동

829 제18절 가흥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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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의회현황

851 제1절 일반현황

853 제2절 원구성(제7대 후반기)

제2장 의정활동

857 제1절 의회운영 현황

858 제2절 안건처리 현황

882 제3절 시정질문 현황

884 제4절 행정사무감사

891 제5절 기타 의정활동

제4편�유관기관
895 영주경찰서

897 영주소방서

907 영주교육지원청 

912 영주세무서

914 경북농업기술원 풍기인삼연구소

919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

927 영주우체국

932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

935 한국철도공사 경북본부

938 한국전력공사 영주지사

941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944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주봉화지사

946 국민체육진흥공단 영주경륜훈련원

948 NH농협 영주시지부

950 동양대학교

954 경북전문대학교 

971 한국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

975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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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영주시법원

985 영주축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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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 영주시 산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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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기업�투자유치로�일자리�창출

� •�투자유치� :� 2015년� ~� 2016년�총� 1,598억원�유치�

� � � -� sk머티리얼즈(주)� 510억원

� � � -�㈜디와이� 200억원

� � � -�나노믹아트(주)� 140억원�외� 37개�기업� 748억원

�•�일자리�창출� :� 9,065개

� � � -�베어링�생산기업,�나노믹아트,�선일일렉콤�등�투자유치를�통한�일자리�창출�

� � � -� 노벨리스코리아,�나노믹아트,�서궁�일자리�창출�우수기업�선정

� � � -�구인․구직�만남의�장�개최,�영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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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365시장,� 관광명품마켓�조성

� •�위치� :� 선비골전통시장,�영주문화시장,�골목시장�일대

�•�전통시장�내�살거리,�볼거리,�즐길거리�콘텐츠�개발로�문화와�관광을�

함께�즐길�수�있는�명품�시장으로�육성

� � � �※� 2016년�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평가�전국�최우수� S등급�선정�

�•�사업내용� :�공동브랜드�개발,�포차거리�조성,�꾸러미상품�개발,�시장투어,�

상인특화교육,�전통시장�축제�및�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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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댐�완공

� •�댐규모�H55.5m� x� L400m,�총저수용량� 181백만㎡

�•�홍수피해방지,�경북�북부지역의�안정적�용수공급

�•�이주단지,�오토캠핑장,�일주도로�벚꽃길,�평은친환경농업단지,�

용천루�출렁다리�조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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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숯불구이�거리�조성

� •�위치� :�영주시�번영로� 173번길�일대(영주동)

�•�참나무생고기숯불촌~영주한우사랑(115m)� 10개소

�•�상인협의회�구성,�입간판�설치,�앞치마�및�치실�

등�홍보물품�지원,�종사자�교육,�마케팅�홍보사업

�•�우리지역�특화된�숯불구이�거리를�조성하여�

관광먹거리�자원화를�통한�소득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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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인삼·한우�혁신추진단�구성․운영
� •�영주사과�공동�포장�디자인�개발

�•�우량씨암소�증식�및�보급

�•�풍기홍삼�가공제품�품질인증제

�•�영주한우의�경쟁력�확보를�위한�한우수정란연구센터�개설�

�•�우량송아지�생산기지�조성�

�•�농업혁신의�제2부흥기로�발전할�수�있는�기반을�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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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드림타운�개관

� •�위� � � � 치� :� 영주시�창진로� 299-31(아지동)

�•�부지면적� :� 29,900㎡

�•�주요시설� :� 체류형�주택30세대(원룸18,�가족12),�

텃밭,�교육관,�공동실습농장�

�•�귀농드림대학�운영�:�농업창업을�희망하는�도시민에게�

체류�공간과�영농기술교육을�지원해�안정적인�농촌�정

착에�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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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농․특산물�전시․판매장�개설
� •�위� � � �치�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Great� Eastern�Mall� 내

�•�개�관�일� :� 2016.� 7.� 31.

� •�규� � � �모� :� 46㎡(14평)

�•�운영내용� :� 영주시�농특산물�홍보･전시�및�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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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세계과학관�개관�

� •�세계�최초로�콩을�테마로한�과학관

�•�개�관�일� :� 2015.� 4.� 30.

� •�위� � � �치� :�영주시�부석면�영부로� 23

�•�건축면적� :� 2,895.75㎡(총면적�102,833㎡)

� � � � -� 콩과학관� :� 1,525.49㎡

�•�콩체험관� :� 999.26㎡,�

� •�지�하�실� :� 261.89㎡

�•�주요시설

� � � -�전시실,�콩생육장,�콩체험실,�콩실습실,�

회의실,�강당,�수장고,�콩카페테리아,�

실내놀이터,�물놀이시설(바닥분수),�

(콩,�사과)야외테마공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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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공동주거의�집� 운영

� •�운영현황� :� 9개소

� � � � -� 봉현면�노좌3리․대촌2리,�휴천2동�행복,�평은면�지곡1리․천본1리,�
단산면�옥대4리․구구1리,�안정면�내줄리,�가흥1동�한정)

�•�입소인원� :�개소당� 5~9명�정도

�•�대� � � �상� :� 65세�이상�독거노인으로�공동생활이�가능한�사람

�•�조성장소� :�취사시설을�갖춘�경로당�또는�마을회관�등

�•�운영목적� :�공동생활을�통한�외로움�해소�및�정서적�안정으로�삶의�

질�향상,�독거노인�불의의�사고�및�고독사�예방

�•�지� � � �원� :� 운영비,�난방비,�보수비,�물품구입비�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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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행복민원실」,

� 「시민과�소통․만남의�날」� 운영
� •�수요행복민원실

� � � � -� 운영시기� :�매월�네번째�수요일

� � � � -� 운영장소� :�시청�민원실

� � � � -� 상담주관� :�시장(관련�국장,�과장�배석)

� � � � -� 운영내용� :�시민불편사항�및�각종�민원�상담

�•�시민과의�소통� ․ 만남의�날�운영
� � � � -� 시행시기� :�매월�두번째�수요일

� � � � -� 운영대상� :�분야별�직능단체�등�일반시민

� � � � -� 운영장소� :�현장방문위주로�대화�운영

� � � � -� 신청방법� :�인터넷(시청홈페이지)�및�전화,� FAX�

등�만남�신청

� � � � -� 운영방법� :�

� � � � � � ⁕시민들이� 선정한� 주제와� 공약사항� 관련내용을�
형식과� 절차를� 벗어나� 타운홀� 미팅(Town� hall�

meeting)�방식으로�자유롭게�의견�토의

� � � � � � ⁕정책제안� 및� 건의사항을� 해당부서� 통보하면� 해
당부서에서�처리계획을�제안자에게�개별�통보



'선비도시'� 비전�선포�

� •� 전국� 최초로� 4월� 29일� 국회에서� ‘영주시가�선비도시

임을�천명

�•� 현대적� 선비정신� 실천� 운동을� 통하여� 온� 나라� 그리

고�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한� ‘선비도시� 비전� 선포

식’을�가짐

�•� 이배용� 한국학� 중앙연구원� 원장의� ‘선비도시로서의�

위상� 및� 역할’� 강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선비도시�

비전�선포문�및�실천강령�낭독�등의�순서로�진행

30�시정백서� 2015-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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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기인삼축제�산업형�축제로�발전

� •�매년� 10월�개최

�•�장소� :�풍기읍�남원천�일원

�•�풍기인삼의�우수성을�국내외에�홍보하고,� 30만명�이상이�찾는�산업형�축제로�승화

�•�축제내용� :�개․폐막�공연,�삼(蔘)삶�보디빌더대회,�소백산�풍기인삼가요제,�인삼시장별�소공연,�
풍기인삼홍보관,�건강체험관,�인삼캐기,�인삼깎기,�우량인삼�선발,�

한우�연계�홍보행사,�지역문화예술인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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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한국선비문화축제

� •�매년� 5월�개최

�•�장소� :�선비촌�일원

�•�대한민국�대표�정신문화축제의�기틀�마련

�•�경상북도�우수축제�지정

�•�축제내용� :� 선비문화축제고유제,�선비문화마당놀이,�

선비문화골든벨,�초군청줄다리기,�

한복아트공연,�외줄타기�공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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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섬마을�한국�관광의�별� 선정

� •� 2015년�한국�관광의�별�숙박�분야에�선정

�•� 2011년�소백산�자락길,� 2012년�선비촌

에�이어� 3번째�선정

� � � � ※�한국관광의�별�

� � � � � � -�한국관광�발전에�기여한�개인과�단체

를�발굴하고�우수한�국내관광자원을�

알리기�위해� 2010년�처음�제정

� � � � � � -�숙박,�음식,�지역전통관광�등�10개�분

야�선정하여�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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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대규모의�국립산림치유원� ‘다스림’� 개원

� •�세계�최대규모의�국립산림치유원으로� 2016년� 10월�개원�

�•�위치� :� 경북�영주�봉현면�일원�

�•�면적� :� 2,889ha(중심시설지구� 152ha)

�•�시설� :� 건강증진센터,�⽔치유�센터,�안내센터,�수련센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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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오페라� “선비”,�

마당놀이� “덴동어미”� 공연

� •�선비정신을�함축한�창작�오페라� ‘선비’

� •�지역의�설화를�스토리텔링한�마당놀이� “덴동어미”

�•� 선비도시� 영주의� 문화를� 알리며� 국내외에서� 공연�

활발하게�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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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박물관�증축�

� •� 2015.� 5.� 3.�완공�

�•�지하� 1층,�지상� 2층,�연면적� 1,152㎡

�•�사업비� :� 48억원�

�•�시� � 설� :� 전시실,�수장고,�학술세미나실,�강학당,�사무실

�•�소수박물관�특별기획전�개최,�유물�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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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립도서관�증축�개관

� •�사업비� :� 20억원

�•�내용� :�어린이,�청소년을�위한�자료�및�시설�확충

�•�주요시설� :� 자료실,�열람실,�시청갈실,�북카페,�

디지털자료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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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자전거�공원�조성

� •�위치� :�영주시�영주동�영주교�일원

�•�사업비� :� 5,252백만원

�•�시설� :�영주교�일원�바이크�탐방로,�자전거공원,�공공자전거대여소,�

자전거편의시설�조성



48�시정백서� 2015-2016

제53회�경북도민체육대회,�

제25회�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개최

� •�기� � � � 간�

� � � � -� 제53회�경북도민체육대회� :� 2015.� 5.� 8.� ~� 5.� 11.

� � � � -� 제25회�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 2015.� 9.� 18.� ~� 9.� 20.

�•�참가인원� :� 23개시군�선수�및�임원� 12,000명

�•� 1994년과� 2003년�이후� 12년만에�개최

�•�영주시�종합� 3위�달성

�•� 300만�도민�화합의�장으로�성공적�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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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소백힐링걷기대회

� •�일자� :� 매년� 10월(풍기인삼축제와�연계)

�•�유서깊은�영주의�대자연속�힐링코스를�가족이�함께�걷는�축제

�•�코스�

� � � � -� 소백산�코스� :� 풍기읍코스(5km),�금선정�코스(10km),�

곰넘이재�코스(20km),�소백산자락길코스(30km)

� � � � -� 무섬마을�코스� :�한정교�왕복(7km),�적서교�왕복(10km),�

월호교�왕복(20km),�무섬마을�왕복(3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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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은행잎

⦁시목인 은행나무 잎을 시각적으로 단순 표현하여 전통문화가 피어
나는 고장임을 의미

⦁아래에서 위쪽 좌·우로 펼쳐지는 형상은 활기차게 뻗어나가는  
영주인의 높은 기상과 세계화를 추구하는 영주의 영문 첫머리의 
“Y'를 의미

⦁은행나무는 곧게 자라는 성질로 예로부터 서원, 향교 부근에 심어 
왔기에 유학의 본 고장 선비들의 곧은 기상을 의미

⦁은행잎의 둥근 모형은 소백산국립공원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살기
좋고 약동하는 고장을 의미

�시조� -�까치

⦁원산지 : 한국

⦁특  징 : 예로부터 기쁜소식을 예고하는 길조로 알려졌으며 

미래를 나타냄

�시목� -�은행나무

⦁분포지 : 한국, 중국, 일본

⦁특  징 : 수명이 길고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서 지역의 번성과 

발전을 기원함

�시화� -�철쭉

⦁원산지 : 한국

⦁특  징 : 그윽한 향기와 은은한 매력을 발산하는 꽃으로 시민의 

따뜻한 정감을 나타냄

시의�상징
Symbol� of� City



Y E O N G JU C IT Y

시정백서� 2015-2016� 53

�시정목표

�시정방침

�캐릭터� -�영주도령   

      

�브랜드�슬로건

역동적인

지역경제

희망주는

부자농업

세계적인

문화관광

함께하는

나눔복지

감동주는

섬김행정

시의�

구호ㆍ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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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白山의 우람찬 모습을 보라, 저 洛水의 굽이도는 흐름을 보라. 

그리고 저 기름진 들판, 산과 물과 들이 어울려 勝地를 이룩한 여기 우리들 久遠의 보금자리 

榮州市는 아득한 옛날로부터 山川과 人物이 빼어나기로 이름떨쳐 왔거니, 오늘인들 다를 바 있으랴. 

나날이 새롭고 또 새로운 모습이면서 향기롭게 빛나는 文物의 傳統은 세월이 갈수록 넓게 깊게 

흘러넘침을 어찌 우리들만의 자랑이라 하랴.

갖춰야할 바탕이 훌륭하게 다져짐으로 해서 새롭게 뻗어 繁榮을 노래하는 오늘은 더욱 알차고 

보람된 것임을 우리 시민 모두의 기쁨과 자랑으로 간직하자. 

그리하여 우리들의 슬기롭고 의젓한 모습 저 山봉우리 저 물줄기 보다 더욱 힘차게 뻗어 이어질 

것을 우리 모두 다짐하자.

여기 市憲 三章을 엮어 가슴에 새겨둔다. 

1. 우리는 한결같이 자랑스러운 鄕土의 榮譽를 더욱 빛내는 새나라의 일꾼임을 自負한다. 

2. 우리는 한결같이 착하고 슬기롭게 智慧와 勇氣를 뭉쳐 언제 어디서나 模範市民이 되기를 다짐한다. 

3. 우리는 한결같이 正義와 公德을 앞세워 서로 돕고 아끼며 보다 살기좋은 내 고장의 市民들임을 
자랑하자. 

시민�헌장
Charter� of�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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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애 작사
임우상 작곡Moderato 경쾌하고 흥겹게

영주
시민의�노래
Yeongju�Civic� So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