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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연보는 주로 2011년도 1년간 또는 연말을 기준으로 하고 도중에 확정된 통계는     

그 수치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편집한 것입니다.

   (단, 각급 학교의 통계자료는 2012. 4. 1 현재임)

2.  통계자료는 실·과·소 및 각 기관에서 수집한 통계표에 의한 것이며 각 표마다 그 자료의 

출처를 명기하였습니다.

3.  이 연보는 가급적 최근 6년간의 자료를 연도별로 수록하였습니다.

    (단, 통계연보의 표준화로 2007년 이전의 자료를 수록하기 어려운 통계는 수록이 가능한 

년도까지만 수록하였습니다.)

4.  계수 중 단위미만 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였으므로 내용의 합계와 총계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5. 통계연보 중 전년도판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 연보에서 정정된 것입니다.

6.  통계표의 내역에 관하여 의문이 있거나 더 상세히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자료 제출기관이나 총무과 서무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러두기



  우리 영암은 수많은 명승고적과 찬란했던 낭주문화유산을 안고 이 고장의 상징이며 소금강이라 

불리우는 정기어린 월출산 아래 예로부터 강직하고 정의와 예의를 숭상하는 긍지를 지닌    

군민이기에 출중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고 앞으로도 뒤를 이어야 할 것이다.

  우리 영암은 기름진 땅에 많은 개발의 소지를 간직하고 있는 희망에 찬 고장이기도 하다.

  우리는 항상 영예로운 영암군민임을 자랑으로 여기면서 아름다운 마음가짐으로 서로 사랑하고 

도와서 보다 잘사는 새롭고 알찬 영암낙원을 이룩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고 국가사회에 더욱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헌장을 마련하고 다같이 지켜 나아갈 것을 굳게 다짐한다.

1.���우리�영암군민은�인화와�협동이�모든�일을�이루는데�기본임을�잊지�않고�도의심을�드높여�

군민총화를�이룬다.

1.��우리�영암군민은�애향하는�마음이�곧�애국�애족하는�마음임을�깨닫고�상부상조하여�������

내�향토를�지킨다.

1.���우리�영암군민은�체력이�국력임을�명심하여�체육을�진흥시켜�건강한�몸과�건전한�정신을�

북돋아�새�학문과�기술을�배우고�익혀서�내고향을�빛낸다.

1.��우리�영암군민은�부지런히�일하고�물자를�아껴서�알뜰하고�보람된�내살림을�꾸려�우리���

고장을�부흥시킨다.

1.��우리�영암군민은�아름답고�웅장한�월출산의�명승고적�및�문화유산을�길이�가꾸어�관광개발과�

새문화�창조에�힘쓴다.

제정 [1976. 2. 18  조례 제369호]

영암군민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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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출산을 생동감 있고 부드럽게 표현하며 희망찬 달을 이미지화한 심벌과 혼용 로고타입을 

가로조합형으로 배치하여 영암군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표현함

•황색은�달을�상징하는�동시에�군민의�화합을�상징함

•녹색은�월출산과�친환경적인�자연을�상징함

•황토색은�황토와�군의�번영을�상징함

•청색은�영산호를�상징함과�동시에�군의�평화를�상징함

●● 군기의 의미 ●●

“ NEW+영암 : 새로움을 더하는, 日新又日新 ”

•N : NEW  
��새로운�영암,�새롭고�활기찬�영암의�역동성을�표현

•W : Wonderful  
���경이로운�영암,�월출산의�신비와�오랜역사,�놀랍게�발전
하는�모습�표현

•E : Energy  
��힘찬�영암,�강인한�군민성과�힘차게�약동하는�지역을�표현

•+ : Plus
���잘사는�영암,�소득을�창출하고�군민의�살림을�보태주는�
상징을�표현

●● 영암군 브랜드 슬로건 ●●

New plus YEONGAM 영암군의 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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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의 심벌은 월출산을 생동감 있고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으며 

월출산 위로 두둥실 떠오르는 희망찬 달을 이미지화하고 하단에는 

영산호를 균형감있게 배치하여 심벌의 형태적 균형감을 배가시켰다.

  Yellow는 달을 상징하는 동시에 군민의 화합을 상징하고, 

Green은 월출산과 친환경적인 자연을, Orange는 황토와 군의  

번영을, Blue는 영산호를 상징함과 동시에 군의 평화를 상징한다.

● 심볼  Symbol ●

  마스코트는 군화인 매화를 모티브로 삼았으며, 얼굴은 달의 형상

으로 온화하고 평화로운 이미지와 둥근형태에서 군민의 화합과 언제나 

친절하고 의연한 모습이 표현되었으며, 동시에 친근감을 강조하였다. 

기의 고장인 만큼 기찬이와 기순이로 이름 지었다. 마스코트 기본

형은 캐릭터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동작으로 영암군의 CI이미지    

형성에 있어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다.

● 마스코트  Mascot ●

군 목

● 느티나무 Zelkova tree ●

산기슭이나 골짜기 또는 마을 부근에 

서식하는 느릅나무과의 낙엽활엽교목으로 

군민의 질기고 강인한 의지를 상징한다.

군 화

● 매화 Plum ●

군민의 뚜렷한 의지와 강인한 인내성을 

상징한다.

New plus YEONGAM영암군의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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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와 희망의 활기찬 새영암

New plus YEONGAM 군정구호 및 방침

●● 군 정 구 호  ●●

  생명농업 육성으로 소득증대

  소득을 창출하는 관광사업 육성

  군민이 고루 잘사는 복지실현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인재 양성과 열린행정 구현

●● 군 정 방 침  ●●

www.yeongam.go.kr��7 



New plus YEONGAM발간사

  제52회 통계연보 발간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책자가 나오기까지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통계는 사회 모든 분야를 예측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좋은 통계든 나쁜 통계든    

우리는 그 자료를 통하여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수립하며, 다양한 사회 시책을 추진해 

나갑니다. 

  통계가 없다는 가정 하에 일련의 정책들이 수립되고 추진된다면 그 정책은 보나마나 

사상누각(沙上樓閣)이 되어 지역민의 비판은 물론, 유야무야한 정책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만큼 통계는 지역 사회 발전에 기본 밑그림이며, 주춧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52회 통계연보는 민선5기를 출범하고 2년째를 보냈던 2011년을 기준으로 

발간되어 지금까지 우리 영암의 가치나 브랜드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이 책자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2011년 한 해는 그 동안 우리 군에서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일들을 성공적

으로 진행하면서 미래를 알차게 준비한 한 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군민들의  

일치된 단합과 역량결집으로 기적 같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통계 

자료도 어느 해 보다 만족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군에서는 영암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영암군 발전상에 이정표가 되고, 앞으로 지역 발전에 참으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면서, 통계연보가 발간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 12.

영암군수  김  일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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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의�작사

엄�기�돈�작곡

김준•원옥자

MBC�합창단
노래

군민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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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YEONG AM STATISITCAL YEAR BOOK

靈巖의 하루
(Day�of�YEONG�AM)

1.97명

출 생

1.44명

사 망

0.9쌍

혼 인

11,698명

관광객

1058건

민원서류처리

0.3건

화재

887ℓ/인

상수도급수량

3.4명

여권발급

1.8건

교통사고

6.3건

범죄발생

20통

우편물배달

0.2쌍

이 혼

21.5명

전 입

22명

전 출

△�4.4대

차량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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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영암통계연보

1년간의 발자취

▶ 노력의 결실

주  관 수상분야(19개) 수상내역

동아일보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제16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최고경영자상

국 방 대 학 교 공무원 리더십 우수 실천사례 발표대회 국방부장관최우수상

행 정 안 전 부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국무총리상

행 정 안 전 부 지자체 청사 에너지절감 우 수 군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국무총리상

농림수산식품부 2011 FTA 기금 과수분야연차평가 우 수 군

농림수산식품부 2010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단 평가 최 우 수 군

농림수산식품부 2011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 우 수 군

보건복지가족부 2011 전국지자체 위기가구 사례관리사업 보건복지부장관상

통 계 청
2010년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총조사 등
대규모 통계조사

기획재정부장관상

전라남도 2011 전남 10대 고품질브랜드쌀
2위 달마지쌀골드
7위 하늘아래한쌀

전라남도 2011 감염병 관리사업 평가 최 우 수 상

전라남도 2011 정부합동평가 우 수 상

전라남도 2011 농정업무평가 우 수 상

전라남도 새올행정이용활성화 기관 평가 우 수 상

전라남도 2010 위택스 이용 활성화 우 수 상

전라남도 2010 지방세정종합평가 우 수 상

전라남도 아름다운 남도 화장실 인증서 획득 우 수 상

전라남도 지적행정연수대회 장 려 상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2011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국무총리기관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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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YEONG AM STATISITCAL YEAR BOOK

▶ 공모사업 선정

선정기관 사업명(19개)
사 업 비
(백만원)

문화체육관광부 2011 영암왕인문화축제(문화관광축제 선정) 5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1 우리가락 우리마당 130

교육과학기술부 2011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15

행 정 안 전 부 외국인 주민 집거지 환경개선사업 500

보 건 복 지 부 드림스타트(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지원)사업 225

지 식 경 제 부 영암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폐열회수사업 600

지 식 경 제 부 향토산업 육성사업 3,000

농림수산식품부 APC건립사업 10,600

산 림 청 녹색공간조성사업 80

산 림 청 학교숲 조성사업 60

행 정 안 전 부 2011 마을기업육성사업 50

고 용 노 동 부 사회적기업 일자리사업 31

행 정 안 전 부 2011 친환경생활공간조성사업 1,500

교육과학기술부 2011 지역인재육성사업 선정 150

농림수산식품부 권역단위정비사업 6,900

환 경 부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사업 718

보 건 복 지 부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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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시상

상 명 수 상 자

제36회 영암군민의 상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보훈체육회 장순기 회장

자랑스러운 월출인의 상

정준호(영암읍,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이사)

전이곤(삼호읍, 전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

최경주(신북면,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사업단 대표이사)

양무승(군서면, (주)TOUR 2000 대표이사)

자랑스러운 공무원 상 곽준길(시종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교부세과)

감사패 및 공로패

임종수(전 한국자유총연맹 영암군지회 회장)

최문작((주)청호산업 회장)

새마을운동영암군지회

생활개선영암군연합회

효부상 및 효자상 이순애(영암읍), 오연산(신북면)

14  영암군�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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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행사

행 사 명 일  자 비  고

월출산 氣찬랜드 개장 2011. 7. 9 ~ 8. 31.

제2회 영암 F1대회 2011. 10. 14. ~ 16. 입장객 16만명

제36회 영암군민의 날 2011. 10. 30.

상설나눔장터 2011. 11. 8. 영암실내체육관

KBS 전국노래자랑 녹화 2011. 11. 19. 2012년 새해 첫날 방송

▶ 시설물 신축

시 설 명 규  모 준 공 일

삼호고등학교 개교
•면적 : 27.057㎡
•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총 18학급

2011. 3.  4 .

대불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통

•L  : 3.54㎞
•W : 33m, 8차선
•사업비 : 520억원

2011. 6. 30.

한옥호텔 영산재 개관
•면적 : 18,579㎡
•규모 : 지상 2층, 총 객실 21

2011. 9. 23.

달뜨는 집 6호
(시종면 내동길 51)

•면적 : 198.5㎡, 세대당 39㎡
•입주 : 4세대

2012. 3. 16.

미암게이트볼 전천후구장
•면적 : 475.7㎡
•사업비 : 2억600만원

2011. 12. 09.

www.yeongam.go.kr��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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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장흥군

해남군

나주시

춘동리

용앙리

장천리

독천리

도갑사

월곡리

동무리

덕진리

천황사

용흥리
구학리

내동리

월평리

월출산
왕인박사유적지

영암테크노 폴리스
(대불국가산단)

영암 F1 국제
자동차경주장

무 안 군

목 포 시

시종면
도포면 덕진면

신북면
금정면

미암면

군서면

학산면

삼호읍

영암읍

서호면

氣찬랜드

광주

진도

완도

해남

강진

장흥
보성

고흥

여수

순천
광양

구례곡성
담양

장성

나주 화순

영광

함평

무안신안

목포 영암

1. 행정구역 약도

읍 면 행정리 법정리 반 면적

2 9 383 121 712 6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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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목별

임야
233.65㎢

전
60.28㎢

답
162.24㎢

대지 13.57㎢

기타
133.75㎢

601,592㎢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59,809 

87,806

26,231

72,978

48,906

62,005

34,917

57,252

44,005

61,905

47,679미암면

학산면

서호면

군서면

도포면

시종면

신북면

금정면

덕진면

삼호읍

영암읍

2. 토지

▶ 읍•면별 토지현황 [단위�:�㎡]

영암읍 삼호읍 덕진면 금정면 신북면 시종면 도포면 군서면 서호면 학산면 미암면

59,809� 87,806� 26,231� 72,978� 48,906� 62,005� 34,917� 57,252� 44,005� 61,905� 47,679�

www.yeongam.go.kr��17 



제52회 영암통계연보

3. 기상개황

▶ 기  온 [단위�:�℃]

-10

-5

0

5

10

15

20

25

30

평균최저

평균

평균최고

12월11월10월9월8월7월6월5월4월3월2월1월

1.1

-2.3

-5.3

7.3

2.4

-1.4

9.1

4.8

1.3

15.6

10.6

6.2

21.4

17.0

13.4

25.0

21.0 

18.0

28.6

25.3

22.8

27.7

24.6

22.3

26.2

21.7

18.2

20.2

15.2

11.3

16.6

12.5

9.2
6.3

2.8

-1.0

평균최저

평균

평균최고

[단위�:�㎜]▶ 강수량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2011년

2010년

12월11월10월9월8월7월6월5월4월3월2월1월

32.9

15.7

101

61.0

77

25.3

134.5

101.5
98.8

108.7

39.1

173.7

238.8

280.1

358.3

261.7

137.4

12.5

38.7

22.1
9.7

119.3

27

10.9

2011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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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9,252

26,497

미암면

학산면

서호면

군서면

도포면

시종면

신북면

금정면

덕진면

삼호읍

영암읍

2,129

2,260

4,644

4,598

2,718

3,839

2,332

3,767

2,710

4. 세대 및 인구

▶ 총 인 구

▶ 읍면별 인구 [단위�:�명]

영암읍 삼호읍 덕진면 금정면 신북면 시종면 도포면 군서면 서호면 학산면 미암면

9,252� 26,497� 2,129� 2,260� 4,644� 4,598� 2,718� 3,839� 2,332� 3,767� 2,710�

전남 

805,051세대(100%) 

1,938,136명(100%)

영암
27,544세대(3.42%)
64,746명(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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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61,000

63,000

64,000

65,000

62,000

66,000

2010200920082007200620052004200320022001

64,738

65,069

63,267 63,019
62,857 62,968 62,905

64,218

64,508
64,334

2011

64,746

▶ 지역 및 성별인구 [단위�:�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64,738 65,069� 63,267� 63,019� 62,857� 62,968� 62,905� 64,218� 64,508 64,334� 64,746�

▶ 인구추이 [단위�:�명]

읍부
35,749
(55.21%)

면부
28,997
(44.79%)

총
64,746명

남자
34,161
(52.76%)

여자
30,585
(47.24%)

총
64,746명

※�93년이후�:�주민등록인구�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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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회계 결산 [단위�:�백만원]

▶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단위�:�백만원]

세외수입
80,772

지방교부세
122,236

재정보전금
4,410

보조금
119,624

지방세수입
54,466

세입결산
381,508

교육
3,925

문화및관광
26,034

환경보호
24,042

사회복지
47,485

보건
4,381

농림해양수산
71,999

산업중소기업
2,402

기타
42,064

수송및교통
18,422

국토및지역개발
39,477

일반공공행정
15,379 공공질서및안전

6,015

세출결산
301,625

5. 재정

세출세입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2006

2,216

989

2007

3,674

2,392

2008

4,296

1,819

2009

4,932

2,329

2010

5,700

2,069

2011

6,696

3,110

세입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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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세 징수

▶ 읍면별 징수현황 [단위�:�천원]

▶ 세목별 징수현황 [단위�:�천원]

영암읍 삼호읍 덕진면 금정면 신북면 시종면 도포면 군서면 서호면 학산면 미암면 본청

4,762,336� 47,311,316� 719,564� 940,882� 1,715,517� 1,267,555� 853,267� 1,149,154� 615,864� 983,940� 878,614� 15,348,730�

0 1,000,000 2,000,000 5,000,000 25,000,000 45,000,000

본청 15,348,730

4,762,336영암읍

47,311,316삼호읍

덕진면 719,564

금정면 940,882

신북면 1,715,517

시종면 1,267,555

도포면 853,267

군서면 1,149,154

서호면 615,864

학산면 983,940

미암면 878,614

취득세
13,518,683

재산세
5,824,074

자동차세
11,993,246

담배소비세
4,941,124

지역자원시설세 1,312,305

지방교육세
5,481,877

지방소득세
30,899,503

과년도수입 215,857

등록면허세 1,403,172

총
76,546,739

주민세 956,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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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부담액 [단위�:�원]

0

300,000

700,000

900,000

1,100,000

500,000

1,300,000

2010200920082007200620052004200320022001

317,371

539,123
497,000

428,000

539,000

644,000

770,570

1,140,000
1,143,000

990,000

2011

1,273,000

년도 부 담 액

2001 317,371 

2002 539,123 

2003 497,000 

2004 428,000 

2005 539,000 

2006 644,000 

2007 770,570 

2008 1,140,000 

2009 1,143,000 

2010 990,000 

2011 1,273,000 

▶ 지방세 징수액 [단위�:�백만원]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0
2010200920082007200620052004200320022001

34,847

20,546

31,482
32,433

33,464

39,642

46,161

68,133 68,411

59,585

2011

76,546

년도 징 수 액

2001 20,546 

2002 34,847 

2003 31,482 

2004 32,433 

2005 33,464 

2006 39,642 

2007 46,161 

2008 68,133 

2009 68,411 

2010 59,585 

2011 76,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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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인구 [단위�:�명]

0

15,000

25,000

30,000

35,000

20,000

40,000

2010200920082007200620052004200320022001

27,376

23,880
22,893

23,195
24,122

21,340

37,609

21,386

18,765
20,159

2011

19,731

년도 농가인구

2001 27,376 

2002 23,880 

2003 22,893 

2004 23,195 

2005 24,122 

2006 21,340 

2007 37,609 

2008 21,386 

2009 18,765 

2010 20,159 

2011 19,731 

▶ 농가수 [단위�:�가구]

13,000

12,000

11,000

10,000

9,000

8,000

7,000

0
2010200920082007200620052004200320022001

11,399
10,934

9,769
9,926 9,847

9,137

12,561

9,168

9,887

8,785

2011

8,579

년도 농가수

2001 10,934 

2002 11,399 

2003 9,769 

2004 9,926 

2005 9,847 

2006 9,137 

2007 12,561 

2008 9,168 

2009 9,887 

2010 8,785 

2011 8,579 

7. 경지면적 및 농가인구

총면적�22,622ha

(논�:�16,224ha,�밭�:�6,398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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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식량작물 생산량

▶ 작목별 면적 [단위�:�ha]

미곡
15,485

서류
712.4

맥류
758.4

두류 213.3
잡곡 57

총
17,226 작물 면�적

미곡 15,485

서류 712.4

맥류 758.4

두류 213.3

잡곡 57

총 17,226

▶ 작목별 생산량 [단위�:�M/T]

미곡

71,231

서류

12,578.1

맥류

2,296.8

두류

188.4

잡곡

194.1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작물 생산량

미곡 71,231

서류 12,578.1

맥류 2,296.8

두류 188.4

잡곡 194.1

총 86,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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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22

요양병원

1

치과병(의)원

12

한의원

9

보건소

1

보건지소

10

보건진료소

13

0

5

15

20

25

10

▶ 의료시설 [단위�:�개소]

▶ 의료인 [단위�:�명]

의사
46

간호사
73

간호조무사
124

의료기사
68

치과의사 12

총
336

의무기록사 2

한의사 11

9. 의료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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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3,559

공유림
235 사유림

19,411

총
23,205

영암읍 삼호읍 덕진면 금정면 신북면 시종면 도포면 군서면 서호면 학산면 미암면

3,121� 1,471� 810� 5,067� 1,855� 895� 680� 2,119� 1,995� 3,795� 1,397�

▶ 소유별 임야면적 [단위�:�ha]

10. 임야면적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0

3,121

1,471

810

5,067

1,855

895

680

2,119

1,995

3,795

1,397미암면

학산면

서호면

군서면

도포면

시종면

신북면

금정면

덕진면

삼호읍

영암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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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5,400

군도
158,600

지방도
173,350

일반국도
63,674

총
411,024m

▶ 도로종별 [단위�:�m]

11. 도로현황

158,600군도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173,350

63,674국도

지방도

▶ 포장률 [단위�:�m]

■포장합계�:�324,104��■미포장합계�:�50,500��■미개설합계�:�21,020

군 도

포   장 : 130,600  

미포장 :   24,300 

미개설 :    3,700 

지방도

포   장 : 129,830

미포장 :   26,200 

미개설 :   17,320 

국 도

포   장 : 63,674

미포장 :     - 
미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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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동차 분포 현황

[단위�:�대수]

▶ 연도별 추이 [단위�:�대수]

0

5,000

15,000

20,000

25,000

10,000

30,000

2010200920082007200620052004200320022001

16,598

18,084

22,875
19,704

20,623 21,713
23,448

24,110
24,877 26,294

2011

27,885

※�주�:�이륜차�미포함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6,598� 18,084� 22,875� 19,704� 20,623� 21,713� 23,448� 24,110� 24,877� 26,294� 27,885�

승용차
16,591

승합차
1,550

화물차
9,428

특수차
315

이륜차
3,976

총
31,860

관   용 : 64

자가용 : 3,912 

영업용 : -

관   용 : 9

자가용 : 113

영업용 : 193 관   용 : 286

자가용 : 29,736

영업용 : 1,838

관   용 : 73

자가용 : 15,886

영업용 : 632

관   용 : 97

자가용 : 8,375

영업용 : 956

관   용 : 43

자가용 : 1,450

영업용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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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추이 [단위�:�명]

본청
280

의회사무과
11

직속기관 및 사업소
180

읍면
176

총
647

▶ 소속별 [단위�:�명]

13. 공무원 현황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598 611 611 610 684 700 700 687 670 659 647

400

450

550

600

650

500

700

2010200920082007200620052004200320022001

598
611 611 610

684
700 700

687

670
659

2011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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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역대 도(광역)의원 명단 707

8 기초의원(군의원) 명단 708

9 역대 부군수 명단 709

10 군간부명단 710

11 읍면장명단 711

12 행정구역 일람표 712

13 군민의상 수상자 명단 713

36  영암군�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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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황봉

해발 809m의 월출산 최고봉, 이곳에 서면 멀고 

가까운 주변의 산야가 한눈에 들어오며 동쪽

아래엔 우뚝 솟은 사자봉의 우람한 봉우리와 

소백산맥의 여맥이 파도 같은 감동을 선사한다.

▲ 구름다리

지상 120m, 길이 52m, 폭 60cm로 구름이  

왕래할 정도로 높고 아찔한 곳에 설치되어 있다. 

구름다리에 오르면 매봉, 사자봉, 통천문을 거쳐 

천황봉에 오르는 등산로로 연결된다.

(국립공원�제20호)

국립공원 월출산은 천황봉(809m)을 중심으로 산 전체가 빼어난 기암괴석과 

계곡, 그리고 봉우리가 어우러지는 사시사철 신비로움이 극치를 이루고  

있으며 예부터 소금강이라 불리며 전국 제일의 등산코스로 유명하다.

월출산



▲ 월출산 마애여래좌상 (국보�제144호)

월출산 구정봉과 용암사 윗절터 중간 지점에 자리하여 서북쪽을 응시하고 있는 국보 제144호 마애

여래좌상, 고려시대의 지방적 석불양식을 보여주며 높이가 8m나 되는 거불이다.

▼ 氣찬묏길

지상의 기(氣)를 모아 하늘로 솟구치는 형국의 

월출산 기슭을 따라 조성된 월출산 氣찬묏길은 

월출산의 물(水), 숲(林), 바위(巖), 길(路)을 체험

하며 피톤치드가 풍부한 숲속에서 월출산의 기를 

느낄 수 있도록 보도전용으로 개발된 친환경 건강

도로이다.

▼ 구정봉

이 암봉은 금수굴과 동석의 전설을 더해 월출산

에서 가장 이야깃거리가 많은 봉우리로 꼽힌다. 

바위틈을 통해 높이 10여척이나 되는 정상에 

오르면 20여명 가량이 쉴 수 있는 평평한 바닥에 

아홉 개의 웅덩이가 패어 있어 구정봉이라 한다. 

이 웅덩이는 가뭄에도 마르지 않아 신비감을 

더한다.



◀ 석조여래좌상 (보물�제89호)

보물 제89호인 미륵적에 봉안된 

석조여래좌상은 얼굴이나 몸이 

단아하게 표현되었다. 항미촉지인을 

하고 있는 고려시대의 석가모니불

이다.

▲ 도갑사 석조 (지방문화재�150호)

석조는 물을 담아 두거나 곡물을 씻는 

일종의 돌그릇. 도갑사의 석조는 타원형에 

가까운 배모형이다. 석조 밑바닥에는 

구멍을 뚫어 물을 빼내게 되어 있다. 

현재는 도갑사 대웅전 뜰 앞에 있으며 

늘 맑은 물이 찰찰 넘친다.

◀ 수미왕사비 (지방문화재�152호)

영암출신인 수미왕사의 활동과 

내력이 기록된 비로 세조가 그에게 

묘각이라는 호를 내리고 왕사로 

책봉했음이 적혀있다.

▲ 도갑사 해탈문 (국보�제50호)

 국보50호인 해탈문은 조선 성종4년

(1473년)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로 건축

양식이 독특하다. 기본적으로 주심포 

양식이지만 다포 양식이 가미되었다.

◀ 도갑사 5층석탑 (보물�제1433호)

탑은 초기 불교에 있어 신앙의 

중심이었으나 점차 불상이 그 자리를 

대신하였다. 도갑사 5층석탑은 

고려 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조형성과 

예술성이 뛰어나다.

신라시대에 창건된 도갑사는 오르는 길에 아름드리 벚나무가 가득하여 봄철 

벚꽃이 필 때면 월출산과 어우러져 매우 아름답다. 도선과 수미를 추모하기 

위해 1653년에 세운 도선수미비가 있다. 고려·조선시대 3갑사로 유명하였지만 

계속된 화재로 아담하고 고즈넉한 외관만이 남아있다.

도갑사



◀ 왕인묘

이곳엔 왕인박사 

묘가 없는 대신  

영정과 위패가   

모셔져 있다.

◀ 성천

왕인박사 탄생지에서 계곡 쪽으로 

50m 정도 들어가면 조그만 

샘이 있다. 이 샘물을 마시고 

목욕을 하면 성인을 낳는다는 

전설이 있어 인근 마을 사람들이 신성한 샘으로 여긴다.

◀ 문산재•양사재

죽정마을 문필봉 중턱에 있는 문산재는 왕인박사가 공부했던 서당터로 조선

시대 때 다시 서당을 열고 문산재라 했다. 이곳에서 큰 인물이 많이 나와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몰리자 그 옆에 양사재를 지었다고 한다.

◀ 왕인석상

두 손을 소매 안에 넣은 모습의 왕인석상은 높이가 2.75m정도로 왕인의 

제자들이 일본으로 떠나간 스승을 그리워하며 만들어 세웠다고 전해진다. 

석상은 왕인박사가 일본으로 떠났던 돌정고개와 상대포를 내려다보고 있다.

◀ 천인천자문

5세기 초 천자문을 비롯한 백제의 선진문물을 일본에 전하여 고대 아스카

문화를 꽃피워 한·일 문화 교류사를 빛냈던 왕인박사의 천자문을 형상화 해 

후세들의 귀감이 되고자 세워 놓은 왕인박사 유적지를 대표하는 조형물이다.

◀ 상대포  

삼국 시대부터 통일신라와 고려시대를 거치는 동안 영암은 줄곧 중국과 일본을 

잇는 국제항구 구실을 했다. 백제사람으로서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아스카문화의 

시조가 된 왕인은 영암출신으로 이곳 상대포에서 일본으로 떠났다고 전해진다.

(지방기념물�제20호)

구림마을의 동쪽 문필봉 기슭에 자리잡은 왕인박사유적지는 왕인이 새롭게 
조명되면서 그의 자취를 복원해 놓은 곳이다. 유적지 정문인 백제문을    
들어서면 좌측에 일본에서 헌정한 일본정화비가 있고, 맞은편에 전시관이 
있다. 문 하나를 더 들어가면 안쪽에 왕인사당이 있다.

왕인박사
유적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며 제헌 국회의원인 낭산  

김준연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영암읍 교동리의 

생가를 복원하고, 전시관과 사당 등을 마련하였다.

국가보훈처에서 2012년 12월 10일 현충시설로 지정함에 

따라, 올바른 역사의식과 안보관을 함양하고 나라   

사랑의 정신을 일깨우는 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영암군 홍보대사인 재일교포 동강 하정웅 

박사가 평생 수집한 마르크 샤갈, 호안 미로 

등 국내외 유명 작가의 2,500여점 미술품 

기증을 계기로 건립된 종합 미술관이다. 

도기박물관은 고대 영산강 유역의 도자문화유산과 통일신라시대 구림마을의 

도기 생산역사를 보존하면서 한국도기의 역사성과 예술성을 전승·연구·

개발·교육하는 공간이다.

영암
도기박물관

군립 
河미술관

낭산 
김준연 선생

 기념관

◀ 영암요

황토의 입지를 조절하여 거칠면서도 투박한 

자연미가 살아 숨쉬는 영암요 소성작품은 

장인의 물레 손맛과 1250°c 소나무 장작불의 

과학이 만들어낸 명품 도기이다.

▶ 구림도기가마터

구림도기가마터는 영암의 질 좋은 점토와 땔감, 그리고 서남해안과 연결되는 

8~9세기의 대규모 도기 제작장으로 1986년, 1996년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의 

발굴조사에 의해 학계에 널리 알려진 한국최초의 시유도기가마터(사적   

제338호)이다. 가마구조는 아래쪽에서 경사면을 이용해 굴을 파고 들어간 

반지하식 단실가마로 요상평면은 밑부분이 넓고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독사머리형이다.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돌대장식대호, 사각편병, 주판알 

모양의 유병, 단지, 시루 등 생활용기들이다.



영암에서는 봄(4월 초)에 백리벚꽃길과 함께하는 왕인문화축제, 여름(7월

~8월)에는 氣찬랜드 개장, 가을(10월 말~11월 중순)에는 영암 F1코리아 

그랑프리와 왕인국화축제, 겨울(1월 1일) 영암호 해맞이축제가 개최되어  

사계절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 영암호 해맞이축제

영암군은 새해아침 삼호읍 호텔현대 야외광장에서 전국에서 찾아온 관광객들과 함께 영암호에서  

떠오르는 환상적인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영암호 해맞이 축제를 개최한다. 주요행사로는 새해맞이 

희망한마당, 여명의 대북울림, 만세삼창, 시루떡과 떡국 나눠먹기, 고구마 구워먹기, 신년 소원지 

쓰기 등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 왕인문화축제

남도 문화관광의 중심지답게 영암에서는 매년 100리 벚꽃이 만개하는 4월 초순경 5년 연속(2008 

~2012)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영암왕인문화축제’가 열린다. 왕인박사 유적지 일원에서  

왕인박사의 정신을 기리는 춘향대제를 시작으로 향토성 짙은 민속예술 공연과 왕인학생선발대회 등 

축제의 특성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과 ‘도전! 천자문 250계단’과 같은 방문객 참여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축제마당의 막이 오른다. 영암읍에서 삼호읍 용당까지 38km구간 벚꽃거리는 환상의 

벚꽃을 배경으로 달리는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유명하다. 왕인문화축제가 열리는 4월에 벚꽃이 만개해 

드라이브 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다.

영암의 축제



▲ 월출산 氣찬랜드

호남의 소금강으로 한반도의 기운이 응결하여 

빙설옥수가 흐르는 월출산 용추골에 아름답게 

자리한 氣찬랜드는 천연 자연풀장이 조성되어 

수많은 피서객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氣찬랜드에 공급하는 수원(水源)은 천황봉에서 

발원하여 맥반석으로 이루어진 계곡을 따라 

사방댐에 담수하여 천연수만을 사용하므로 

최고의 수질은 물론 각종 미네랄이 함유되어 

건강에도 유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영암 F1코리아그랑프리

영암에 위치한 국내 최초의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는 매년 세계 3대 스포츠 경기 중 하나인 F1국제

자동차경주대회가 개최되고 있다. F1대회는 2010년부터 개최되고 있으며, 매년 누적관중 16만 명이 

영암군을 찾고 있다. 또한 아름다운 영암호를 마주보는 영암 서킷에서 세계 최고의 드라이버들이 

펼치는 짜릿한 스피드와 폭발적인 굉음을 함께 즐길 수 있으며, F1 이외에도 국내외 

자동차 경주가 연중 열리고 대회 기간 이외에는 일반인의 서킷 체험도 가능하다.

▲ 영암 왕인국화축제

영암군은 아름다운 월출산을 배경으로 주옥같은 

시와 오색국화가 어우러진 왕인국화축제를 

매년 10월 말에서 11월 중순까지 군서면 동구림리 

왕인박사유적지에서 개최하고 있다. 이 곳에 

전시된 작품들은 영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재배한 모형작(팔각정, 기린 등), 현애작, 

다륜대작, 옥국, 분재국, 동호회원 출품작 등 

아름다운 작품 수천만 송이를 왕인박사유적지 

일원 및 주전시관에 전시하여 관광객들에게 

가을빛 가득한 낭만의 국화축제를 만끽하도록 

하고 있다.



▲ 氣찬장터 (농축산물�판매장)

비옥한 천혜의 황토에서 생산되는 각종 채소와 과일, 그리고 

남도 바다의 질긴 생명력과 기름진 토양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영암군수가 품질을 보증하여 판매하는 장터이다.

◀ 달마지 선물세트

氣의 고장 영암의 붉은 황토에서 

친환경적으로 재배된 고품질 농산물을 

엄선하여 구매하고 영암군청 간부

공무원 부인들의 모임인 달마지  

회원들이 직접 손질하여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은 달마지 선물세트는 

영암군수가 품질을 보증한다.

◀ 달마지쌀 골드

월출산 맥반석에서 흐르는 맑은 

물과 황토에서 생산된 영암군 

공동 브랜드 쌀. 저농약 유기질 

비료만을 이용하여 재배한 친환경

적인 쌀로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질 좋은 쌀이다.

▶ 영암 매력한우

영암의 대표한우브랜드 영암매력한우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최상의 맛!! 

영암매력한우는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키워 지방이 적고 육질이 아주  

연하여 부드럽고 맛이 고소하며 등급이 뛰어나다.

◀ 대봉

맑고 푸른 산골의 배수가 잘되는 사질토와 무기질이 풍부한 황토에서 생산되는  

대봉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철분 등의 함량이 높은 저공해 과실로 타지역보

다 색깔, 맛, 향이 월등하다.

▶ 영암배

영암들판의 야산을 개간한 황토밭에서 생산하고 있는 영암배는 과육이 유연하고 

부드러워 갈증이나 숙취해소에 아주 좋다. 특히 단백질, 탄수화물, 무기질, 각종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어 소화촉진, 이뇨작용, 기침예방, 해열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다.

◀ 어란

옛날부터 진상품으로 유명한 어란은 영산강에서 나는 숭어의 알을 오랜 전통에

서 얻어진 특수한 제조법으로 만든다. 참숭어알에 참기름을 바르고 건조하기를 

아홉번 거치는 고급품으로 옛 궁중 진상품으로 애용하였던 별미이다.

▶ 무화과

무화과는 해양성 기후에서 자라는데 꽃을 볼 수가 없다하여 무화과라고 한다. 

열매는 쨈이나 과자로 가공되고 생과일로도 판매한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체내 

독제거, 피로회복, 위장질환, 빈혈, 부인병에 좋다고 기록되어 있다.

◀ 황토고구마

대단위 야산 개발지구의 붉은 황토에서 생산되어 당도가 높고 빛깔이 좋아 소비

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무공해 식품이다.

영암군 
    특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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