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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시는 분을 위하여

1.  이 연보는 주로 2007년도 1년간 또는 연말을 기준으로 하고 도중에 확정된 통계

는 그 수치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편집한 것입니다.

    (단, 각급학교의 통계자료는 2008. 4. 1현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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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표마다 그 자료의 출처를 명기하였습니다.

3.  본 연보는 가급적 최근 6년간의 자료를 연도별로 수록하였습니다.(단, 통계연보

의 표준화로 2007년 이전의 자료를 수록하기 어려운 통계는 수록이 가능한 년도

까지만 수록하였습니다.)

4.  계수중 단위미만 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였으므로 내용의 누계와  총수가 합

치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5.  본 통계연보 중 전년도판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본 연보에서 정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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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는 자료 제출기관이나 총무과 서무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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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76. 2. 18  조례 제369호]

우리 영암은 수많은 명승고적과 찬란했던 낭주문화유산을 안고 이 고장의 상징이며 소금강이

라 불리우는 정기어린 월출산 아래 예로부터 강직하고 정의와 예의를 숭상하는 긍지를 지닌 군민

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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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바

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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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

토를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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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돋아 새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내고향을 빛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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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을 부흥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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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새문화 창조에 힘쓴다.

영암군민헌장
New plus YEON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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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 군기
New plus YEONGAM

녹색 :  녹색은 높은 이상과 명산으로서 수려한 경관을 뽐

내는 월출산의 형상으로 푸른 생명의 의지를 담고 

있음

적색 :  떠오르고 있는 적색은 영암의 밝은 미래와 도약하

는 힘을 나타냄

황색 : 군민의 따듯한 정과 청정한 황토를 상징함

청색 :  하단의 유연하게 뻗어있는 청색은 영산호의 풍부

한 물로 생명의 근원과 정통성을 표현함

강한 월출산의 이미지, 살아있는 진취적인 기상을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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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하는 모습 표현

 E : Energy  

       힘찬 영암, 강인한 군민성과 힘차게 약동하는 지역

을 표현

 + : Plus  

       잘사는 영암 , 소득을 창출하고 군민의 살림을 보태

주는 상징을 표현

군기의 의미

영암군 브랜드 슬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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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 상징
New plus YEONGAM

마스코트는 군화인 매화를 모티브로 삼았으며, 얼굴

은 달의 형상으로 온화하고 평화로운 이미지와 둥근

형태에서 군민의 화합과 언제나 친절하고 의연한 모

습이 표현되었으며, 동시에 친근감을 강조하였다.

군민의 뚜렷한 의지와 강인한 인내성을 상징한다.

산기슭이나 골짜기 또는 마을 부근에 서식하는 느

릅나무과의 낙엽활엽교목으로 군민의 질기고 강인

한 의지를 상징한다.

군민의 평화와 단결, 군의 무궁한 발전을 상징한다.

심볼마크의 전체적인 형상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산인 월출산과 비옥한 

향토, 영산호를 모티브로 삼았으며, 중앙의 선은 안정과 상하의 동적의미가 

부여된 형태로 안정속에 변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형상이다. 적색의 떠오르는 

해는 영암의 밝은 미래와 도약하는 힘을 담고 있고, 황색은 군민의 따뜻한 정

과 청정한 황토를 상징하며 청색은 영산호의 풍부한 물로 생명의 근원과 정통

성을 표현하였다. 또한 녹색은 높은 이상과 명산으로서 수려한 경관을 뽐내

는 월출산 형상으로 푸른 생명의 의지를 담고 있어 4색의 조화가 생명의 정통

성 그리고 진취적인 군민의 기상과 도약하는 미래의 힘을 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심 볼 | Symbol

마스코트
Mascot

군화(郡花)
매   화

군목(郡木)
느티나무

군조(郡鳥)
산비둘기



군정구호 및 방침
New plus YEONGAM

군정구호

풍요와 희망의 활기찬  새영암

생명농업 육성으로 소득증대

소득을 창출하는 관광사업 육성

군민이 고루 잘사는 복지실현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인재 양성과 열린행정 구현

군정방침

2008 YEONG AM STATISTICAL YEAR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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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4기가 출범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군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

해온 우리 영암은 많은 분야에서 알찬 결실을 거두어 미래에 대한 비전과 

자신감을 대내외로 보여주었습니다.

  군 재정의 확충과 농업이 희망산업으로 전환되면서 영암의 미래가 밝아

졌으며, 기찬랜드와 왕인국화축제는 우리 영암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확충되었습니다. 영암의 주권

찾기 운동도 소기의 성과를 보이면서, 군민 자긍심이 크게 고취되었습니다. 대불산단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심혈을 기울어 왔습니다. 

  이 같은 우리 영암의 소중한 결실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48회 영암군 통계연보를 발간하게 되

었습니다.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우리 군의 발전상과 우리 군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총망라하여 체

계적으로 수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통계연보를 통해 영암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데 소중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책이 발간되기까지 애써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 12

영암군수  김  일  태

발간사
New plus YEONGAM



2008 YEONG AM STATISTICAL YEAR BOOK

www.yeongam.go.kr   9

군민의 노래
New plus YEONGAM

김준•원옥자
MBC 합창단

노래
이 환 의 작사

엄 기 돈 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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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夏
秋冬

2008 YEONG AM STATISTICAL YEAR BOOK

도표목차
New plus YEONGAM

1. 행정구역 약도  11

2. 토지  12

3. 기상개황  13

4. 세대 및 인구  14

5. 재정  16

6. 지방세 징수  17

7. 경지면적 및 농가인구  19

8. 식량작물 생산량 20

9. 의료현황 21

10. 임야면적 22

11. 도로현황  23

12. 자동차 분포 현황 24

13. 공무원 현황 25



2008 YEONG AM STATISTICAL YEAR BOOK

www.yeongam.go.kr   11

New plus YEONGAM

1. 행정구역 약도

무 안 군

목 포 시

시종면

도포면
덕진면

신북면
금정면

영암읍

군서면

서호면

학산면미암면

해남군

강진군

장흥군

광주

삼호읍
대불국가산단
삼호지방산단

용암리

춘동리

독천리

장천리 왕인박사유적지
도갑사

월곡리

동무리

덕진리

구학리

내동리

월평리

용흥리

천황사

월출산

영암

나주 화순

담양장성
영광

함평

무안

목포

신안

해남

진도

완도

강진

장흥
보성

고흥

순천

곡성
구례

광양

여수

광주

읍 면 행정리 법정리 반 면적

2 9 379 121 708 58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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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plus YEONGAM

2. 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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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59,847

 75,253

 26,233  73,020

 48,920

 62,028

 34,915
 57,258

 43,928

 61,929

 43,802

임야
236,718㎢

전
60,316㎢

[단위 : ㎡]

답
159,494㎢

대지   13,147㎢

기타
117,457㎢

총면적 58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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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plus YEONGAM

3. 기 상 개 황

평균최고

[단위 : ℃]

[단위 : ㎜]

평      균

평균최저

2006

2007

기온

강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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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plus YEONGAM

4. 세대 및 인구

전남
765,729세대(100%)
1,929,836명(100%)

영암
25,643세대(3.3%)
62,905명(3.2%)

[단위 : 명]

총인구

읍면별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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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부
32,365 (51.5%)

면부
30,540 (48.5%)

남자
32,117  (51.1%)

여자
30,788 (48.9%)

[단위 : 명]

[단위 : 명]

지역별 인구

인구추이
※ 93년이후 : 주민등록인구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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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plus YEONGAM

5. 재  정

재정보조금
2,257

보조금
73,587

민방위비 : 159
지원 및 기타경비

786

일반행정비
52,691

사회개발비
92,974

경제개발비
67,283

지방세
25,346

세외수입
68,953

지방교부세
118,264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135,045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350,000

139,064 158,866

210,422
228,788

263,043
281,629 287,672

339,765

98,716 113,125 111,509

152,763 162,592 180,307

211,517 210,706
236,345

[단위 : 백만원]

세입

세출

세입총액 : 288,407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세입 : 22,453백만원

세출총액 : 236,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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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plus YEONGAM

6. 지방세 징수

693,389

821,613

499,683

1,023,400

793,306

1,133,021

1,673,100

1,560,216

730,152

3,368,016

5,000,000
10,000,000

15,000,000
20,000,000

25,000,000

24,286,081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도시계획세 1,484,328

사업소세 1,695,784

취득세
5,855,631

등록세
7,532,075

면허세 70,016

주민세
9,717,444

재산세
3,921,516

종합토지세  -1,190

자동차세 2,689,620

주행세
3,819,339

담배소비세
3,840,068

공동시설세 933,746

지역개발세 11,143 지방교육세
4,591,879

과년도수입 645,352

읍면별 징수현황
(총액 36,581,977)

세목별 지방세 징수액
(46,161,39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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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단위 : 백만원]

80만원

239,870

50,000

15,790 17,341
21,316

20,546

34,847

31,482 32,433 33,464

39,642

46,161
45,000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262,670
327,651

317,371

539,123
497,000

428,000

539,000

644,000

770,570
70

60

50

40

30

20

10

0

1인 부담액

지방세 징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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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단위 : 가구]

40,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31,378

11,366 11,399
10,934 11,399

9,769 9,926 9,847

9,137

12,561

29,684
27,376

23,880
22,893 23,195 24,122

21,340

37,609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New plus YEONGAM

7. 경지면적 및 농가인구

농가인구

농가

총면적 22,810ha
(논 : 17,410ha   밭 : 5,400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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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M/T]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72,910

미곡

17,146

서류

4,702

267
67.9

맥류
두류

잡곡

New plus YEONGAM

8. 식량작물 생산량

합계 : 9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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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단위 : 개소]

의무기록사  1

의료기사 56

간호조무사 76
간호사 49

약사 2

한의사 11

치과의사 8
의사 38

25

병원

1

21

1

8
10

1

10

13

의원 요양병원 치과
병(의)원 한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0

15

10

5

0

New plus YEONGAM

9. 의료현황

의료인 241

의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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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plus YEONGAM

10. 임야면적

[단위 : ha]

사유림  19,740

영암읍

3,368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1,454

816

5,070

1,860

898
685

2,120
1,994

3,805

1,395

삼호읍 덕진면 금정면 신북면 시종면 도포면 군서면
서호면

학산면 미암면

공유림  237국유림  3,488

[단위 : ha]

소유별 임야면적 
(23,465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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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63,674

국도
63,674m

포장   113,830
미포장   31,700
미개설   24,990 

포장    118,900
미포장   40,900
미개설   10,700

지방도
 170,520m

합계
404,694m

군도
 170,500m

[단위 : m]

포장합계     296,404
미포장합계 72,600
미개설합계 65,890

[단위 : m]

170,500

군도

지방도

일반국도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160,000

180,000

170,520

63,674

New plus YEONGAM

11. 도로현황

포장률

도로종별
(총연장 : 404,69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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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88
14,012

15,381
16,598

18,084

22,875

승용차
13,347

승합차
1,533

화물차
8,336

특수차
232

이륜차
3,711

19,704 20,623 21,713
27,159

200720062005200420032002
2001200019991998

5,000

0

10,000

15,000

20,000

25,000

[단위 : 대수]

[단위 : 대수]

관   용  50
자가용  13,137
영업용  160

관   용  35
자가용  1,450
영업용  48

관   용  87
자가용  7,697
영업용  552

관   용  10
자가용  71
영업용  151

관   용  55
자가용  3,656

New plus YEONGAM

12. 자동차 분포 현황

총대수
(27,159대)

연도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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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293

의회사무과 10

직속기관 및 사업소 
204

읍면 193

732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0

629
610 620

598 611 611 610

684 700 700

[단위 : 명]

[단위 : 명]

New plus YEONGAM

13. 공무원 현황

총 700명

연도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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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출산

○ 국립공원 월출산(국립공원 제20호)

     국립공원 월출산은 천황봉(809m)을 중심으로 산 전체가 빼어난 기암괴석과 계곡, 그리고 봉우리가 어우러지는 사시

사철 신비로움이 극치를 이루고 있으며 예부터 소금강이라 불리우며 전국제일의 등산코스로 유명하다.

○ 천황봉

     해발 809m의 월출산 최고봉, 이곳에 서면 멀고 가까운 

주변의 산야가 한눈에 들어오며 한 눈에 들어오며 동쪽

아래엔 우뚝 솟은 사자봉의 우람한 봉우리와 소백산맥

의 여맥이 파도같은 감동을 선사한다.

○ 구름다리

     지상 120m, 길이52m, 폭60cm,로 구름이 왕래할 정

도로 높고 아찔한 곳에 설치되어 있다. 구름다리에 오

르면 매봉, 사자봉, 통천문을 거쳐 천황봉에 오르는 등

산로로 연결된다.



○ 월출산 마애여래좌상(국보 제144호)

     월출산 구정봉과 용암사 윗절터 중간 지점에 자리하여 서북쪽을 응시하고 있는 국보 

제144호 마애여래좌상, 고려시대의 지방적 석불양식을 보여주며 높이가 8m나 되는 

거불이다.

○ 바람폭포 계곡길

     천황사 갈림길에서 다리를 건너 몇걸음 떼기전에 작은 폭포가 하나 나선

다. 오른쪽으로 빠지는 샛길이 장군봉 능선길로 그 경관이 뛰어나다.

○ 구정봉

     이 암봉은 금수굴과 동석의 전설을 더해 월출산에서 가장 이야깃 거

리가 많은 봉우리로 꼽힌다. 바위틈을 통해 높이 10여척이나 되는 정

상에 오르면 20여명 가량이 쉴 수 있는 평평한 바닥에 아홉 개의 웅

덩이가 패어 있어 구정봉이라 한다. 이 웅덩이는 가뭄에도 마르지 않

아 신비감을 더한다.



도갑사
신라시대에 창건된 도갑사는 오르는 길이 아름드리 벚나무가 가득하여 

봄철 벚꽃이 필때면 월출산과 어우려져 매우 아름답다. 도선과 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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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된 화재로 아담하고 고즈넉한 외관만이 남아있다.

○ 도갑사 해탈문(국보 제50호)

     국보50호인 해탈문은 조선 성종4년(1473년)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로 건축양식이 

독특하다. 기본적으로 주심포 집이지만 다포 집 양식이 가미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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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뜰앞에 있으며 늘 맑은물이 찰찰 넘친다.

    ○ 석조여래좌상(보물 제89호)

     보물 제89호인 미륵적에 봉안된 석조여래좌상은 얼굴이나 몸이 단아하

게 표현되었다. 항미촉지인을 하고 있는 고려시대의 석가모니불이다.

○ 도갑사 5층석탑(보물 제1433호)

     탑은 초기 불교에 있어 신앙의 중심이었으나 점차 불상이 그 자리를 점

차 대신하였다. 도갑사5층석탑은 고려 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조형성과 

예술성이 뛰어나다.

○ 수미왕사비(지방문화재 152호)

     영암출신인 수미왕사의 활동과 내력이 기록된 비로 세조가 그에게 묘각이라는 호

를 내리고 왕사로 책봉했음이 적혀있다.



왕인박사 유적지
(지방기념물 제20호)

구림마을의 동쪽 문필봉 기슭에 자리잡은 왕인박사유적지는 왕인이 새롭게 조명되면서 그의 자취를 복원해 놓은 곳이

다. 유적지 정문인 백제문을 들어서면 좌측에 일본에서 헌정한 일본정화비가 있고, 맞은편에 전시관이 있다. 문 하나를 

더 들어가면 안쪽에 왕인사당이 있다.

○ 왕인묘

     5세기초 천자문을 비롯한 백제의 선진문물을 일본에 전하여 고대 아스카문화

를 꽃피워 한·일 문화 교류사를 빛냈던 영암출신 왕인박사. 이곳엔 왕인박사 묘

가 없는 대신 영정과 위패가 모셔져 있다. 

○ 문산재·양사재

     죽정마을 문필봉 중턱에 있는 문산재는 왕인박사가 공부했던 서당터로 조선시

대 때 다시 서당을 열고 문산재라 했다. 이곳에서 큰인물이 많이 나와 공부하려

는 사람들이 몰리자 그 옆에 양사재를 지었다고 한다.

○ 왕인석상

     두 손을 소매안에 넣은 모습의 왕인석상은 높이가 2.75m정도로 왕인의 제자들

이 일본으로 떠나간 스승을 그리워하며 만들어 세웟다고 전해진다. 석상은 왕

인박사가 일본으로 떠났던 돌정고개와 상대포를 내려다보고 있다.

○ 천인천자문

     왕인박사께서 남겨주신 ‘소통과 상생’의 정신을 널리 세계평화의 디딤돌로 삼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의 명사 1,000명이 육필로 천자문 한자씩을 지극정성으로 

쓰고, 이를 다시 영암의 석공이 돌에 새겨 만든 왕인 상징 「천인천자문」 조형물을 

세워 후세 사람들의 귀감으로 삼고자 설치한 왕인박사 유적지의 랜드마크다.

○ 상대포  

     삼국 시대부터 통일신라와 고려시대를 거치는 동안 영암은 줄곧 중국과 일본

을 잇는 국제항수 구실을 했다. 백제사람으로서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아스카

문화의 시조가 된 왕인은 영암출신으로 이곳 상대포에서 일본으로 떠낫다고 전

해진다.



영암도기문화센터
도기문화센터는 고대 영산강 유역의 도자문화유산과 통일신라시대 구림마을의 도기 생산역

사를 보존하면서 한국도기의 역사성과 예술성을 전승, 연구, 개발, 교육하는 공간이다.

▶ 구림도기가마터

     구림도기가마터는 영암의 질 좋은 점토와 땔감, 그리고 서남해안과 

연결되는 8~9세기의 대규모 도기 제작장으로 1986년, 1996년 이

화여자대학교박물관의 발굴조사에 의해 하계에 널리 알려진 한국최

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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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지, 시루 등 생활용기들이다.

▼ 옹관

     영암의 도기전통 가운데 가장 독특하고 경이로운 것이 옹관이다. 입

이 넓은 큰 항아리에 시신을 넣어 매장하는 옹관묘 장례풍습은 3세기

부터 5세기 중반까지 영산강 유역에서 크게 성행하였다. 이곳의 옹관

은 한 봉토 안에 여러개 또는 십여 개가 매장되어 대량으로 발굴되고 있

어서 당시의 옹관이 대형화되고, 대량으로 생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

하게 된다.

▼ 영암요

     황토의 입지를 조절하여 거칠면서도 투박

한 자연미가 살아 숨쉬는 영암요 소성작품

은 장인의 물레 손맛과 1250°c 소나무 장

작불의 과학이 만들어낸 명품 도기이다.



▲ 영암호 해맞이 축제

     영암군은 새해아침 삼호읍 호텔현대 야외광장에서 전국에서 찾아온 관광객들과 함께 영암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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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희망한마당, 여명의 대북울림, 만세삼창,시루떡 및 떡국 나눠먹기, 신년소원지 쓰기 등 관광객

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 월출산 氣찬랜드

     호남의 소금강으로 한반도의 기운이 응결하여 빙설옥수가 흐르는 월출산 용치골에 아름답게 자리

한 氣찬랜드는 세계 최초의 천연 자연풀장이 조성되어 수많은 피서객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기찬랜드에 공급하는 수원(水源)은 천황봉에서 발원하여 맥반석으로 이루어진 계곡을 따라 전국 

최대 사방댐에 담수하여 천연수만을 사용하므로 최고의 수질은 물론 각종 미네랄이 함유되어 건강

에도 유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암에서는 봄(4월초)에 백리벚꽃길과 함께하는 왕인문화축제, 여름(7월~8월)에는 기찬랜드 개장, 

가을(10월말~11월중순)에는 왕인국화축제와 가야금산조축제가 겨울(1월1일)영암호 해맞이축제

가 개최되어 사계절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영암의 축제



▼ 영암 왕인국화축제

     영암군은 아름다운 월출산을 배경으로 주옥같은 시와 오색국

화가 어우려진 왕인국화축제를 매년 10월말에서 11월중순

까지 군서면 동구림리 왕인박사유적지에서 개최하고 있다. 

이 곳에 전시된 작품들은 영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재

배한 모형작(팔각정, 기린등),현애작, 다륜대작, 옥국, 분재

국, 동호회원 출품작 등 아름다운 작품 수천만송이를 왕인박

사유적지 일원 및 주전시관에 전시하여 관광객들에게 가을빛 

가득한 낭만의 국화축제를 만끽하도록 하고 있다.

▼ 가야금산조축제

     영암은 가야금 산조의 창시자 선생과 한성기 선생, 

그리고 인간문화제 故 죽파 김난초 선생, 금암 김병

호 선생의 고향이다. 김창조(1856 ~ 1919)선생은 

음악연주의 보조악기형식으로 사용되던 가야금을 

독립시켜 가야금 산조라는 독창적인 음악형식을 개

척함으로써 민간 기악음악의 새로운 세계를 열었다. 

월출산 자락에서 태어나 빼어나 월출산의 풍치를 즐

기며 자란 그의 음악속에는 월출산의 개성인 바위산

의 기백과 기암괴석의 신비가 녹아흐르고 있다.

▶ 왕인문화축제

     남도문화관광의 중심지답게 영암에서

는 매년 100리 벚꽃이 만개하는 4월초순

경 대한민국 우수관광문화축제중의 하나로 

지정된 왕인문화축제가 열린다. 왕인박사유적

지 일원에서 왕인박사의 정신을 기리는 춘향대제

를 시작으로 왕인박사 도일행렬, 도포제줄다리기, 장

부질노래, 여석산쌍패농악등의 전통만속놀이와 향토성 짙은 

민속예술 공연과 왕인학생선발대회 등 축제의 특성과 문화자원을 활

용한 프로그램과 도전!천자문 250계단 등의 방문객 참여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축제마당의 막이 오른다.  



○ 달마지 선물세트

     氣의 고장 영암의 붉은 황토에서 친환경적으로 재배된 고품

질 농산물을 엄선하여 구매하고 영암군청 간부공무원 부인

들의 모임인 달마지회원들이 직접 손질하여 사랑과 정성을 

듬뿍담은 달마지 선물세트는 영암군수가 품질을 보증한다.

○ 대봉

     맑고 푸른 산골의 배수가 잘되는 사질토와 무기질이 풍부한 

황토에서 생산되는 대봉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철분 

등의 함량이 높고 저공해 과실로 타지역보다 색깔, 맛, 향

이 월등하다.

○ 어란

     옛날부터 진상품으로 유명한 어란은 영산강에서 나는 숭어의 

알을 오랜 전통에서 얻어진 특수한 제조법으로 만든다. 참숭

어알에 참기름을 바르고 건조하기를 아홉 번 거치는 고급품

으로 옛 궁중 진상품으로 애용하였던 별미이다.

○ 황토고구마

     대단위 야산 개발지구의 붉은 황토에서 생산되어 당도가 높고 

빛깔이 좋아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무공해 식품이다.

○ 영암배

     영암들판의 야산을 개간한 황토밭에서 생산하고 있는 영암배

는 과육이 유연하고 부드러워 갈증이나 숙취해소에 아주 좋다. 

특히 단백질, 탄수화물, 무기질, 각종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어 

소화촉진, 이뇨작용, 기침예방, 해열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다.

○ 무화과

     무화과는 해양성 기후에서 자라는데 꽃을 볼 수가 없다하여 

무화과라고 한다. 열매는 짐이나 과자로 가공되고 생과일로

도 판매한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체내 독제거, 피로병환, 위

장질환, 빈혈, 부인병에 좋다고 기록되어 있다.

○ 달마지쌀 골드

     월출산의 맥반석에서 흐르는 맑은물과 황토에서 생산된 영암

군 공동 브랜드쌀, 저농약 유기질 비료만을 이용하여 재배한 

친환경적인 쌀로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질 좋은 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