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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위치

소재지 : 경북 영양군 일원면 용화2리 대티골(댓티)마을

지리적위치 : 영양읍에서 문암리방면으로 일월산(1219 M)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마지막에 위치

용화리(⿓化⾥)는 본래 영양군 북초면의 지역으로서 용화사 절이 있었으므로 붙여진 마을 이름이 용화리이며 용화곡 또는 용화동 혹은 줄여서 용화라고도 하며 19 14년 행정 구역을

고칠 때에 큰거리·절구골·벌매·항골·대티를 합하여 용화리라고 하여 일월면에 들게 했습니다.

마을 특성

옛적부터 골짜기가 깊으며 북쪽과 서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이 합하여 내를 이루며 산의 모양이 아름답게 잘 어우러져 있는 마을입니다.

서쪽 골짜기에는 칡이 온 산을 뒤덮어 밭과 같이 칡, 고사리, 참나물, 산나물 등 산채가 유명하며 봄이 되면 산나물축제로 대티골 마을이 떠들썩하기도 합니다.

마을 기후

기후를 보면 대륙성으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서 기온이 고르지 않습니다. 겨울이 길고 해가 비치는 일조 시간이 비교적 짧고 강우량이 적은 편이며, 10 월 초가 되면 벌써 서리가 내

리기 시작합니다. 일교차가 커서 고추재배에 최적지입니다.

마을둘러보기 > 마을현황마을현황마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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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행사

일월산 산나물축제, 농촌사랑 자매결연식, 일월산 대티골 장승제 시골음악회 등

주요농산물

고랭지 고추와 산마늘, 산나물, 야콘, 감자, 배추, 두메부추등 산채로 일제시대 때는 광산이 폐광이 되면서 산삼, 송이, 복령, 더덕등이 마을의 소득이었습니다.

마을 수질

대티골마을 용화계곡의 수질은 식수로 활용이 가능한 AAAA급의 최상급 수질로 영양군에서 수질이 가장 깨끗합니다. 계곡물을 식수로 이용하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은 천혜의 자연

ì��ì��êµ°ì²(http://www.yyg.go.kr)



대티골마을 용화계곡의 수질은 식수로 활용이 가능한 AAAA급의 최상급 수질로 영양군에서 수질이 가장 깨끗합니다. 계곡물을 식수로 이용하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은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묽이 맑아서 영양고추 중에서 대티골마을 영양고추가 좋은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조시지점수온발견된 생물수질비고용화리 취락의 용수4˚CAAAA음료수로 활용하고 있는 용수로, 맛이 좋았다.용화리 계곡의 하천6 ˚C대형 물벌레, 비단개구리AAA+계곡은 급류이

고, 영양화 되어 있지 않은 물로 최고의 수질입니다. 용화리 수질 조사 계곡에는 수생생물이 풍부하고 겨울에도 수량이 풍부합니다.

용화리 수질 조사

조사지점 수온 발견된 생물 수질 비고

용화리 취락의 용수 4℃ AAAA 음료수로 활용하고 있는 용수로, 맛이 좋았다.

용화리 계곡의 하천 6 ℃ 대형 물벌레, 비단개구리 AAA+ 계곡은 급류이고, 영양화 되어 있지 않은물로 최고의 수질이었다.

※ 수질에서 AAAA는 마실 수 있는 레벨의 물, AAA는 대단히 깨끗한 물, AA는 깨끗한 물, A는 좀 오염된 물, B 는 오염된 물을 의미합니다.

농가현황

이름 주소 전화

한동희 일월면 대티길 115 0 5 4-6 8 3-0 6 6 4

김승규 일월면 영양로 4141-12 0 5 4-6 8 3-0 6 6 9

이상길 일월면 대티길 148 0 5 4-6 8 3-5 0 25

김종수 일월면 대티길 5 9 0 5 4-6 8 3-38 5 7

조영석 일월면 영양로 415 7 0 5 4-6 8 3-0 731

김옥자 일월면 대티길 19 0 5 4-6 8 3-0 6 6 2

조형호 일원면 영양로 4138 0 5 4-6 8 3-0 6 6 6

박주선 일월면 영양로 4141-9 0 5 4-6 8 3-2234

황희철 일월면 대티골 125 -4 0 5 4-6 8 3-0 724

김창훈 일월면 대티길 19 -29

천상희 일월면 영양로 4132-8 2

조선호 일월면 영양로 4248

Co p yrig h t ⓒ  Ye o n g y a n g -g u nYe o n g y a n g -g u n . Al l  R ig h ts

Re s e rve d .

ì��ì��êµ°ì²(http://www.yyg.go.kr)




	ëª©ì°¨
	마을현황
	마을 위치
	마을 특성
	마을 기후
	마을 행사
	주요농산물
	마을 수질
	용화리 수질 조사

	농가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