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편 연혁 홉 �3

오늘의 영양지방에 사람이 처음 살기 시작한 것은 구석기 시대부터로 추정할 수 있지만 �,

아직까지는 이 지방에서 선사 시대의 유적이나 유물이 많이 발견되지는 않고 있다�. 영양지
방에는 청동기 시대부터 어느 정도로 지배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다 �. 이를 뒷받침하는 유적으

로 영양군 영양읍 감천리 지석묘 유적과 영양군 일월면 섬촌리 지석묘 유적을 살필 수 있

다 �. 기원 전후의 시기에 한반도의 남부지방에는 삼한 사회의 여러 소국이 등장하고 있으나 �,

영양지방에서는 어떤 소국명을 발견할 수 없고 �, 영양군 입암면 신구리 고분유적과 영양군

입암면 산해리 고분유적 및 영양군 청기면 고분유적을 통해서 어떤 정치 세력의 존재를 생

각할 수 있다 �.
영양의 변천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내 용

사로국 �(신라 �) 의 영향권에 들어갔으며 �,�5 세기 말에는 고구려 영토가 되었다 �.

도연

기원 �4세기

�5�5�0 년 �( 신라 진흥왕 �1�1�)�1 신라 영토에 편입되고 �, 고은현이 되었다�.

하서주 소속으로 되었고 �, 그후 주의 명칭은 하슬라주에서 명주로 개칭되

었다�. 이 때에 영양지방에는 오늘의 청기면 � 입암면 � 영양읍 일원에 대
청부곡 � 소청부곡이 설치되었고 �, 다시 오늘의 수비면 � 일월면 일원에 수
비부곡과 주곡부곡을 두었다 �.

통일신라 시대

후고구려의 궁예에게 점령되었다가 �9�3�0 년부터 고려 태조 �( 왕건 �) 에게 투항

하여 고려 영토가 되었다 �.

�9�0�5 년

예주에 소속되었고 �, 이전의 �4부곡 외에 창석부곡 � 가하부곡이 추가로 설
치되었다 �.

�9�4�0 년 �( 고려 태조 �2�3�)

영남도에 소속되었고 �, 그 소재지는 상주가 되었다�.�9�9�5 년 �( 고려 성종 �1�4�)

경상도에 소속되었고 �, 동경유수관 소속으로서예주방어사의지휘를 받았다�.�1�0�1�8 년 �(고려 현종 �9�)

수비부곡이 울진군에 이속되었다가 다시 환원되었다 �.

오늘의 영양지방 전체가 영양군으로 승격하였다 �. 이 때에 오랫동안 유지

되었던 부곡제도가 폐지되었다 �.

고려 문종 때

�1�1�7�5 년 �( 고려 명종 �5�)

오늘의 영해지방에 덕원소도호부를 두었다가 다시 예주목으로 승격시켰다 �.�1�2�5�9 년 �(고려 고종 �4�6�)

영양군을 현으로 강등하고 영양현 � 청기현으로 분리하였다 �.

�1�3�1�0 년 �( 고려 충선왕 �2�) �I 예주목이 태저목으로 개칭되었다가 다시 영해도호부로 개칭되었다 �.

고려 충렬왕 때



내 용

영해도호부에 왜구가 침입하여 영양현 � 청기현을 거쳐 부석사 무량수전

을 소실시켰다 �. 이 때에 영양산성 �( 일명 거도산성 �) 이 축성되었다 �.

혀
「

도

공민왕 �7�)

�n 저 �1�1 펀 연

연

�1�3�5�8 년 �( 고려

�4

관찰사 제도를 복구하여 주 � 부 � 군 � 현을 감독하였다 �.�1�3�9�3 년 �( 조선 태조 �2�)

경상도를 좌 � 우도로 분도히였는데�, 영양현 � 청기현은 경상좌도 관할이었다�.

영양현과 청기현을 통합하여 영양현으로 하였다 �. 이 때 영양현은 영해부

의 속현이였다 �.

�1�4�0�7 년 �( 조선 태종 �7�)

�1�4�1�3 년 �(조선 태종 �1�3�)

영양현을 분할하여
�.
읍내면 � 통면 � 남면 � 덕봉면 � 수비면을 진보현에 소

속시켰다�.
�1�6�7�8 년 �(조선 숙종 �4�)

영양현이 복현되고 �, 현갑이 입명되었다 �. 이 때 영양현의 행정구역은 읍내

면 � 동면 � 남면 � 수비면 � 서초면 � 서이면 � 북초면 � 북아면으로 되었다 �.
�1�6�8�3 년 �(조선 숙종 �9�)

영양현은 안동부 소속으로서 영양군이 되었다 �.
전국의 �2�3부를 �1�3도로 개편하였는데�, 경상북도 관할에 영양군을 비롯하여

�4�1 군이 있었다 �.

�1�8�9�5 년 �( 조선 고종 �3�2�)

영양군은 종전의 �8개 변에서 영해군 석보면이 편입됨으로써 �9개 면이 되

었다 �.
�1�9�0�6 년

영양군의 관할구역을 개편하여 이전의 영양군 일원과 진보군 동면과 북

면을 구역으로 하여 �6개 면으로 펀제하였다 �. 이 때에 영양면 � 석보면 � 입

암면 � 청기면 � 일월면 � 수비면이 되었다 �.

�1�9�1�4 년

울진군 온정면 본신동이 영양군 수비변에 편입되었다 �.�1�9�6�3 년 �1월 �1 일

영양면이 영양읍으로 승격되었다 �.�1�9�7�9 년 �5월 �1 일

입암면 방전통 일부와 홍구동 일부가 청송군 진보면으로 편업되였다 �.

석보면 양구통과 수비면 기산동이 영양읍에 편입되었으며 �, 석보면 북계리

가 옥계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 영양읍 서부 �2동이 서부 �2동과 서부 �4동
으로 분리되었다 �.

�1�9�8�3 년 �2월 �1�5 일

�1�9�8�7 년 �1월 �1 일

울진군 서면 왕피리 일부가 영양군 수비면 신암리로 편입되었다 �.�1�9�9�4 년 �1�2 월 �2�6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