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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시대

오늘의 영양지방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 �.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유

적이나 유물에 대한 정멀지표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계획적으로 충분한 발굴조사가 이루어

진 연후에 얻어질 수 있다 �. 지금까지의 고고학적 성과에 의하면 한반도에 처음 사람이 살기

시작한 시기는 지금부터 �5�0만년전 혹은 그 이전으로 소급될 수 았다�. 오늘의 영양지방에서

는 아직까지 선사 시대의 유적이 많이 발견되지는 않고 있다�.
영양지방에서는 구석기 유적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 앞으로 발견될 가능성은 어느 지

역보다도 높다 �. 경상북도 지역에서 조사된 구석기 유적은 칠곡 중동 �( 마�1洞 �) 유적이 유일한

예가 되고 있다 �.
칠곡 중동 유적은 구미공단 건너편의 낙동강 동안 지역으로서 조사된 유물들은 구석기

중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았다 �. 앞으로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더 많은 구석기 유적

이 발견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북부 지역인 영양 � 봉화 등의 지역이 주목된다 �.

그리고 지금까지 한반도 내에서 조사된 신석기 시대의 유적은 �2�0�0 여개소에 이르지만�, 한

반도의 남부 내륙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아직 신석기 유적의 조사가 없었다�. 그
런데 지난 �1�9�9�1 년 �1�0 월부터 �1�9�9�3 년 �8월 사이에 계명대 박물관에서 발굴 조사한 금릉군 구성

면 송죽리 �(松竹里 �) 유적에서 다량의 신석기 시대 유적이 조사되었다 �.
그런데 송죽리에서 신석기 유적이 조사된 사실은 이 시대에 한반도의 내륙에서도 광범위

한 지역에 사람이 살았음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내륙의 다른 지역에서도 신

석기 시대 유적이 발견될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 �. 그러므로 영양지역에서도 선석기 시대

부터 사람이 살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이와 관련한 유적의 조사가 아

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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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금속제품 �(金屬製品 �) 의 사용

오랫동안 계속된 신석기 시대는 서기전 �1�0 세기경 청동기가 들어와 사용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였다 �. 그리하여 이전에 빗살무늬토기를 주로 사용했던 사람들에서 민무늬토기
�[網文土器 �]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새로 등장하였는데 �, 민무늬토기도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형식이 존재한다 �. 한반도 내에서 민무늬토기는 해안지방이나 강 연안에서부터 내륙지방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국에서 발견되고 있다�.
경상북도 내에서 출토된 민무늬토기 중에서 구멍띠토기 �[孔列土器 �] 는 경주시 시동 �( 失洞 �)

� 구황동 �( 九黃洞 �) �. 평동 �( 첼洞 �) 및 천북면 �(�J�I�I 北面 �) 신당리 �(神堂里 �) �. 내남면 �( 內南面 �) 등에서

채집되었는데 �. 아가리 밑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작은 구멍을 가로로 한 줄에 배열하였다 �.
그리고 팽이형토기 �[角形土器 �]는 경주시 내남면의 초등학교 뒷산에서 출토되었는데 �, 기형은

팽이에 작은 바닥을 붙인 것 같고 아가리는 화분처럼 겹으로 되고 그 겹아가리 부분 바깥

에는 서너 줄의 평행사선열이 서로 방향을 바꾸면서 띄엄띄엄 배지되었다�. 이 밖에 붉은 토

기 �[紅關 �]는 경주시 양북면 �( 陽北面 �) 용당리 �(龍堂里 �) �. 청도군 각남면 �( 角南面 �) 화동 �( 華洞 �) �. 대
구 진천동 �( 辰꼈洞 �) �. 대봉통 �( 大鳳洞 �) 등에서 출토된 예가 있는 바 �, 고운 흙으로 만들어졌고 �,

기형은 둥근 바닥의 긴목 단지인데 �, 목이 안으로 가볍게 오므라지는 것이 특징적이다 �. 영양
지방에서는 이 시대를 대표할 만한 토기는 �1�9�9�4 년 수비면 신원리에서 흑도장경호 �(흑색마연

토기 �) 등 출토된 바 있다 �( 아울러 경주박물관에서 청동기 시대 적석 석관묘를 수습조사함 �) �,

청동기 시대의 석기 �(石器 �) 중 일반적으로 민무늬토기에 수반되는 석기는 마제석검 �(睡製石

劍 �) �. 석촉 �(石鍵 �) �. 반월형석도 �( 半月形石刀 �) 등으로 당시의 주거유적이나 묘제에서 출토되었

는데�, 경상북도 내에서는 경주시 � 달성군 � 청도군 � 칠독군 � 성주군 � 구미시 � 김천시 � 문경

사 � 예천군 � 영주시 등 거의 전역에서 출토되고 았으며 영양지방에서도 �1�9�8�7 년 수비면 오기

리에서 돌도끼 �(�2 점 �)�, �1�9�9�2 년 청기면 기포리에서 긁개 �, 찍개 �, 마제석검편 �, 돌칼이 출토되었고

�1�9�9�4 년 수비면 신원리의 흑색마연토기 출토지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수습발굴 조사하여 �3점

의 석촉 등을 발굴한 바 있다 �.
지석묘는 한반도의 거의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대구를 비롯하여

경산 � 영천 � 경주 � 청도 � 고령 � 성주 � 칠곡 등지에 집중하여 분포하였고 �, 그 밖에도 문경 �

안동 � 봉화 � 영덕지방에서 지석묘를 살필 수 있다 �. 영양군 내의 지석묘는 영양읍 감천리 �(�i�t
川멸 �) 에 �3�7�1 가 위치해 있고�, 일월면 섬촌리 �( 刻村멸 �) 에 �1�0�7�1 가 유존해 있다�. 영양지방의 지석

묘는 전형적인 남방식 지석묘 �( 南方式支石幕 �) 에 속한다 �. 이 경우에 지상에는 몇 개의 작은

괴석 �(塊石 �) 을 받치고 그 위에 큰 괴석이나 판석 �(板石 �) 을 덮은 형태로서 그 아래의 지하에

는 석실 �( 石室 �) 이나 석관 �(石相 �) 을 설치하였는데 �, 석실의 크기는 신전장 �(뼈展葉 �) 을 할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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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청동기 시대 및 초기 철기 시대 홉 �1�2�1

규모를 가진 경우도 있고�, 아주 작은 석실로 되어서 굴장 �( 屆賽 �) 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인 것

도 있다�. 그리고 지석묘의 석실 내부에서는 마제석검 � 반월형석도 � 민무늬토기 � 홍도 외에

약간의 청동제품이 출토되기도 한다 �. 영양지방에 지석묘가 분포하고 있음은 이 지방에 적어

도 �3천년 이전에 사람이 살았음을 나타내 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 지석묘의 연구는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

다음은 초기 철기 시대로서 대체로 철기 시대의 상한은 서기전 �4���3 세기경으로 비정되고�,

하한은 기원후 �3세기까지로 비정되고 있으므로 이 시기야말로 여러 부족세력들이 이합하면

서 하나의 소국가로 발전해 가는 중요한 시기이다 �.
초기 철기 시대의 생활상은 철제농구의 사용으로 농업생산력이 증대하였고 �, 연철기술의

보급으로 재산의 축적이 가속화하였다 �. 당시의 농작물은 오곡을 재배하였고 �, 각종의 과수와

말 � 소 � 개 � 돼지 등의 가축이 사육되었으며 �, 동물의 힘을 경작에 이용하였다 �. 이 시대의

집에는 난방을 위하여 온돌장치가 등장하였고 �, 차츰 지상에 목조가옥을 짓고 살았으며 �, 취

락은 경기도 수원 서둔동 �( 西띤洞 �) 유적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백여호 정도로 확대되어

갔다 �. 그리고 묘제는 토광묘에서 점차 석실묘 �(石室흉 �) 로 바뀌어 갔으며 �, 토기에 있어서도

종래의 민무늬토기를 대신해서 물레를 사용하여 높은 온도에서 구워낸 김해식 �( 金海式 �) 유

문토기가 등장하였고 �, 철과 소금은 주요한 교역품이 되었다 �.

제 �2절 소극가 �( 小國家 �) 의 등장

청동기 시대에 이르러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한 도구는 석기였고‘청동기는 일부 특

권층의 소유물에 지나지 않았다 �. 세형동검이나 다뉴세문경을 권위의 상징으로 소유하고 가죽

으로 만든 옷을 입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특권층들은 죽음에 이르러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동

원하여 수십 리의 먼 곳에서 수십 톤에 이를 것으로 짐작되는 큰 돌을 운반해 와서 무덤의

개석 �( 蓋石 �) 을 쓸 정도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영양군 내의 감천리와 섬촌리에서 볼 수 있

는 지석묘의 주인공도 그 당시에 이 지방을 다스렸던 권력층이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 그들은
아마도 신석기 시대 후기에 나타나기 시작한 부족장의 후예로서 그 족적인 전통을 계승한 자

였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청동제의 의기 �(�f義器 �) 를 사용하

였으며 �, 지석묘에도 홍도 �( 紅關 �) 를 부장하거나 시신에 붉은 흙을 덮는 따위로 다음 세계의 재

생을 기원하였고 �. 보다 많은 생산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금속제 무기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특권층의 대두와 함께 일정한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둘러싼 공동체 상호간의

대립과 항쟁이 빈발하였고 �. 마침내 원시적인 형태의 국가 �( 國家 �) 의 성립을 가져왔다 �. 청동기
시대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정치조직을 군장국가 �( 君長國家 �) 혹은 성읍국가 �(城울國家 �) 로 부

르기도 하는데 �, 이 때부터 일정한 범위의 지배 영역이 생기고 �, 재산상 빈부의 차이가 생겼

을 뿐 아니라 지배 � 피지배의 관계가 생겨 부와 권력을 가진 군장의 출현을 보게 되었다 �.
청동기 시대에는 비록 청동기로 농구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 청동제 공구를 이용하여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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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한 농구를 만들고�, 또 농경생활의 정착에 따라 생산력의 증대를 가져왔으므로 재산의

유무에 의하여 빈부의 차이를 낳게 되었다 �. 또한 청동제 무기의 사용은 부족간의 전쟁을 야

기시켜 새로운 예속관계를 초래하였다 �.
군장에 의하여 지배되는 정치적 사회는 만주와 한반도에 걸쳐서 각지에서 출현하였다 �. 기

원후 �3세기 경의 기록인 『삼국지」위지 동이전에 의하면 고조선 �(古朝蘇 �) 과 진국 �( 辰國 �) 의

존재를 볼 수 있게 되었고 �, 이어서 부여 �( 夫餘 �) �. 고구려 �(高句麗 �) �. 옥저 �( 決펴 �) �. 동예 �( 東懷 �) �.

삼한 �( 三韓 �) 등이 등장하였는데 �, 이 중에서도 일찍부터 청동기문화를 수용한 북쪽지방에서

먼저 국가로의 발전이 이룩되었다 �. 고조선의 건국 시조인 단군왕검 �(植君王險 �) 은 실제로는

대동강 유역의 평양에 자리잡고 있었던 소국의 군장을 가리키는 칭호였다 �. 성읍국가 혹은

군장국가는 어떤 지배기구를 갖추고 있지는 않았지만�, 주로 족장 �( 族長 �) 의 전통적인 권위에

의해서 부족집단을 통솔해 가는 국가인데 �, 고조선이나 부여 � 고구려가 모두 이런 단계를 거

쳐서 하나의 국가로 발전하였다 �.
서기전 �2세기경 한반도의 남부지방에는 진국이 성장하고 있었는데 �. 이들 진국사회에는 북

쪽에서 내려온 유이민의 영향으로 철기문화가 보급되면서 수 십개의 소국으로 분립하였다 �.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의하면 오늘의 한강 이남으로 �7�0 여 소국의 존재를 살필 수 있다 �.
오늘의 경기도 � 충청도 � 전라도에 해당하는 마한지역에는 �5�0 여 소국이 있었고 �, 그 규모는

대국이 만여가 �, 소국은 수천가로 총 �1�0 여만호였으며 �, 이 중에서 진왕 �( 辰王 �) 이 목지국 �(�0 支

國 �) 을 다스렸지만 �, 여러 소국에도 각각 장수가 있어 큰 것은 신지라 하고 �, 그 다음은 읍차라

하였던 사실을 보게 된다 �. 오늘의 경상도에 해당하는 변한 �(휴韓 �) �. 진한 �( 辰韓 �) 지역에도 �2�4 개

의 국을 살필 수 있는데 �, 대국은 �4���5 천가 �, 소국은 �6���7 백가로서 총 �4���5 만호였으며 �, 이들

국에도 각각 거수 �( 핏帥 �) 가 있어 세력이 큰 것은 신지라 하고 작은 것은 차례로 험측 � 번예
� 살해 � 읍차 등으로 불리었다 �.
이러한 사정에서 오늘의 경상북도지역에 존재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소국은 모두 �2�0 여

국에 달하며 �. 이 밖에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동 지리지에서도 또 다른 소국들의 존재를 살

필 수 있고 �� 일본서기」를 통해서도 소국을 볼 수 있으므로 오늘의 시 �( 市 �) 혹은 군 �( 那 �) 이

위치해 있는 행정단위에는 대개 하나의 국이 있었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 �� 삼국사기』를 통

해서는 경주의 사로국 �( 斯盧國 �) 외에 고타국 �( 古院國 �, 안동 �) �. 음즙벌국 �( 音什代國 �, 안강 �) �. 압
독국 �( 뼈督國 �, 경산 �) �. 다벌국 �( 多代國 �. 대구 �) �. 이서국 �(伊西國 �, 청도 �) �. 감문국 �(�i�t 文國 �, 김천 �) �.
골벌국 �( 骨代國 �, 영천 �) �. 우산국 �( 予山國 �, 울릉도 �) �. 사별국 �( 沙代國 �. 상주 �) �. 조문국 �( 김文國 �, 의

성 �) �. 고령가야국 �(�� 寧加耶國 �, 상주 함창 �) 등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다 �. 그러나 이들 소국들

은 경주지방에서 일어난 사로국이 성장하면서 하나씩 차례로 그 나라에 병합되었는데 �. 대개
�1���2 세기를 넘기지 못한 경우도 있고�, �5���6 세기까지도 그 존재가 존속하였던 경우도 보게

된다 �. 하지만 문헌자료를 통해서는 ‘있었다’� ‘망했다 �.
정도로 극히 단편적인 사실을 볼 수밖

에 없으므로 그 당시에 조성된 고분 �(古境 �) 에 대한 조사가 절대로 필요하다 �. 오늘의 영양지

방에 어떤 국이 존재했는지는 알 수 없고 �. 다만 입암면 신구리 �(新邱里 �) 에 소재한 �3�0 여기의
고분 유적과 입암면 산해리 �( 山海里 �) 고분 및 청기면 청기리 �(춤센里 �) 고분 등은 그 당시에

어떤 정치세력이 존재하였는지를 밝혀 주는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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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고구려 영토에서 신라 영토로

고구려 � 백제 � 신라 등의 �3국이 처음 성립한 것은 기원전 �1세기의 일이었다 �I�i�' 삼국사기』

에 의하면 고구려는 서기전 �3�7 년에 주몽 �( 朱豪 �) 이 부여에서 내려와 압록강 중류에서 나라를

세웠고 �, 백제는 서기전 �1�8 년에 고구려에서 내려온 온조 �( 溫祚 �) 가 오늘의 한강 유역인 위례성
�(恩禮城 �) 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웠으며 �, 신라는 서기전 �5�7 년에 오늘의 경주 평야에서 �6

촌 세력을 중심으로 박혁거세 �( 朴統居世 �) 를 왕으로 추대하여 나라를 세운 것으로 되어 있다 �.
결국 백제는 마한 �5�4 소국 중에서 백제국 �(伯濟國 �) 이 점차 성장하여 주변의 소국들을 차례로

정복하여 성장한 나라이고 �, 신라는 진한 �1�2소국 중에서 사로국 �( 斯盧國 �) 이 성장하여 점차 세

력을 확대하여 군장국가 혹은 성읍국가 단계를 거치고 드디어 강력한 왕권을 가진 정복국

가로 발전한 것을 알 수 있다 �.
『삼국사기』에 의하면 사로국 �(신라 �) 은 진한의 여러 소국 가운데 그 세력이 가장 강성하여

�1세기 후반부터는 주변의 여러 소국들을 병합하여 영토국가를 이룩하였다 �. 그리하여 탈해왕

때에 우시산국 �( 手 �F 山國 �, 지금의 영해 �) 과 거칠산국 �( 居뚫山國 �, 지금의 동래 �) 을 정복하였고 �,

파사왕 때에는 음즙벌국 �( 품什代國 �, 지금의 안강 �) 과 비지국 �( 比只國 �, 지금의 창녕 �) �, 다벌국 �( 多

代國 �, 지금의 대구 �)�, 초팔국 �( 草八國 �, 지금의 합천 초계 �) 및 굴아화촌 �( 屆阿火村 �, 지금의 울산 �)

을 병합하였으며 �, 실직 �(慧直 �, 지금의 삼척 �) �, 압독 �( 뼈督 �, 지금의 경산 �) 의 두 나라가 항복하여

옴으로써 그 영토를 확장시켰던 것으로 되어 있다 �. 그러나 오늘날의 고분 분포를 통하여 대

구 � 경산 � 창녕 � 합천지방은 이후 �6세기까지도 독자적인 정치세력이 존재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초기 신라의 영토는 동해안 삼척에서 울산에 이르는 지역과 경주 � 안강 일원

이 되었을 것으로 이해한다 �.
이후 �5세기경 삼국의 판도는 고구려가 북쪽으로 만주지방에 크게 영토를 넓힌 연후에 남

쪽으로 한강 유역까지 진출하였고 �, 백제는 남쪽으로 계속 진출하여 오늘의 경기 � 충청 � 전

라도에 이르기까지 영토가 넓어졌으며‘ 신라는 북쪽으로 소백산맥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낙

동강까지 진출하여 오늘의 경상남북도를 거의 장악하였다 �. 오늘의 영양지방이 신라 영토에

편입된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 아달라왕 �3년 �(�5�6�) 에 계립령 �(鎬立領 �, 지금의 문경 새

재 �) 을 개척한 사실과 나해왕 �2�7 년 �(�2�2�2�) 에 우두주 �( 牛頭州 �, 지금의 춘천 �) 에서의 나 � 제충돌

외에 기림왕 �3년 �(�3�0�0�) 에 우두주 태백산 �( 太白山 �) 에서의 제사행사 등을 통해서 이 때에 영양

지방이 신라 영토에 편입되었음은 확실하다 �. 그리하여 한강유역으로 진출하려는 신라와 이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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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수하려는 백제 사이에 잦은 충돌이 있었으나 �, 고구려 장수왕의 남하정책으로 나 � 제의

세력이 위축되고 �, 드디어 신라는 소백산맥 이남의 영토마저 위협받게 되었다 �.
『삼국사기」에 의하면 �5세기 중엽에 신라의 북쪽 경계는 오늘의 강릉 �[何쫓羅城 �] 에서 충주

에 이르는 선이 되었는데 �, 오늘의 경상북도 지역 중에서도 예천 � 문경지방은 백제 영토에

편입되어 있었다�. 그런데 신라 눌지왕 �3�4 년 �( 고구려 장수왕 �3�8 년 �, �4�5�0 년 �) 오늘의 삼척 �[悲直

原 �] 에서 고구려의 변장이 피살된 사건을 계기로 고구려의 남하가 본격화하였다 �. 고구려는
장수왕 �5�6 년 �(�4�6�8�) 에 오늘의 삼척지방을 점령하였고 �. 동왕 �6�3 년 �(�4�7�5�) 에는 드디어 한강을 넘

어 백제의 수도였던 한성 �( 漢城 �) 을 공격하여 백제의 개로왕을 전사시켰다 �. 그리고 장수왕 �6�9

년 �( �4�8�1�) 에는 고구려가 말갈과 더불어 군사를 일으켜 동해안으로 오늘의 흥해 �[弼洙夫 �] 까지

진출하였으며 �, 내륙으로는 청송 �[孤嗚城 �] 을 비롯하여 안동 � 문경 � 예천 � 서산 � 당진까지 이

르게 되었다 �. 그러므로 오늘의 영양지방도 이 때에 고구려 영토에 편입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에 신라에서는 고구려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하여 백제와의 동맹관계를 더욱 굳게 다

지는 한편으로 삼년산성 � 굴산성을 개축하는 등으로 노력하였으나 �, 신라왕의 통치 범위는

오늘의 선산지방善界 �] 에 미치고 있을 뿐이었다 �r�. �J세기 말경의 삼국의 경계는 『삼국사기」

지리지를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 �.
먼저 『삼국사기』지리지에서 소백산맥 남쪽에 위치한 군 � 현들에 대해서 살펴 보면 �, 지금

의 영풍군을 “백제의 나기군 �( 奈己都 �) 으로 �" 지금의 예안면을 “고구려매곡현 �( 買까縣 �)으로 �"

지금의 봉화군을 “고구려의고사마현 �( 古斯馬縣 �) 으로 �" 지금의 풍기읍을 “고구려의 급별산군
�( 及代山那 �)�" 혹은 “고구려의이벌지현 �(伊代支縣 �) 으로”‘ 안동군 임하면을 “고구려의 굴화군 �( 屆

火那 �) 으로 �� �� 청송군 안덕변을 ”고구려의 이화혜현 �(伊火兮縣 �) 으로“ �, 진보면을 ”고구려의조람

현 �( 助擺縣 �) 으로“ �. 청기면을 ”고구려의 청기현 �(좁샘縣 �) 으로“‘ 영덕군을 ”고구려의 야시
�( 也 �F 忽那 �) 으로“‘ 영해변을 ”고구려의 우시군 �( 予 �P 那 �) 으로“ �, 영일군 청하면을 ”고구려의 아

혜현 �( 阿兮縣 �) 으로“ �, 지금의 울진군을 ”고구려의 우진야현 �( 手珍也縣 �) 으로“라는 내용을 살필

수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내용을 『고려사』 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도 볼 수 있으

므로 당시 고구려의 신라 영토 지배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

그후 신라는 고구려에게 점령당한 북쪽의 영토를 수복하기 위하여 끈질기게 노력하였다 �.
신라 소지왕 �1�5 년 �(�4�9�3�) 에는 백제의 동성왕과의 사이에 혼인동맹을 맺고 �, 백제군의 지원을

받아 여러 지역에서 고구려에 대항하였으며 �, 지증왕 �4년 �(�5�0�3�) 에는 나라 이름을 신라 �(新羅 �)

로 정하고 �, 이듬해에는 국경지방에 무려 �1�2 성을 축조하여 국방을 튼튼히 하였을 뿐 아니라

동왕 �6년에는 이사부 �( 異斯夫 �) 장군으로 하여금 동해안으로 진출케 하여 드디어 오늘의 삼척

지방을 수복하고 그 곳에 실직주 �(愁直州 �) 를 설치하였다 �. 이로써 약 �2�5 년간 고구려의 지배를

받았던 동해안이 다시 신라 영토가 되었다 �. 지난 �1�9�8�8 년에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에서 우연

하게 신라 때 만든 비석이 하나 발견되었는데 �. 그 내용에 신라의 동해안 수복 과정이 잘 설

명되어 있다 �.

울진 봉평비는 신라 법흥왕 �1�1 년 �(�5�2�4�) 에 건립되었으며 �, 그 내용 중에 과거에 신라에 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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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백성들이 얼마동안 고구려의 지배를 받았으나 �, 다시 신라에 예속되었으므로 앞으로

는 신라의 법을 따르라는 국왕의 명령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 이에 신라 �6부 사람들이 모

여서 얼룩소를 잡고 술을 빚어 제사하였으며 �, 그 사실을 비에 기록하여 세움으로써 지방민

들을 일깨우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보게 된다 �. 그리하여 동해안으로는 왕이 직접 현장을 순

행할 정도로 평정되었으나 �, 내륙으로는 아직도 고구려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법흥왕 �1�2 년

�(�5�2�5�) 에는 오늘의 상주지방에 진출하였고 �. 동왕 �1�9 년 �(�5�3�2�) 에는 남쪽으로 오늘의 김해지방에

위치한 금관가야 �( 金官빼耶 �) 를 복속시켰으며 �, 서쪽으로도 낙동강 유역까지 진출하였던 것으

로 이해된다�. 그러나 신라가 내륙에서 고구려에 상실한 옛 영토를 다시 수복한 것은 진흥왕

때의 일이었다�.
진흥왕은 신라 역사상 가장 영토를 많이 넓힌 정복군주로서 동왕 �1�1 년 �(�5�5�0�) 에 고구려와

백제가 다투는 틈을 이용하여‘ 고구려로부터 도융성 �( 道或城 �) 을 빼앗고 �, 백제로부터 금현성

�(金뼈城 �) 을 차지한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에는 한강의 상류인 오늘의 청주지방을 점령하고 �,

동왕 �1�4 년 �( �5�5�3�) 에는 백제와 연합하여 한강 유역의 전지역을 점령하여 그 상류에 신주 �( 新州 �)

를 설치하고 김무력 �( 金武力 �) 을 군주 �( 軍主 �) 로 임명하여 그 곳을 방어하게 하였다 �. 이로 보아

오늘의 영양지방이 고구려 지배에서 벗어나 신라 영토로 다시 편입된 시기는 �5�5�0 년 전후가

될 것이므로 무려 �7�0 여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
여기서 다시 진흥왕의 창녕척경비를 통해서 당시의 지방통치구조를 살펴보면 창녕비에는

진흥왕이 이 지방을 순행할 때에 이에 참가한 신하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는데 �, 군주 �( 軍

�4명과 대등 �( 大等 �) �6명 외에 당주 �( 禮主 �) �. 도사 �( 道使 �) �. 외촌주 �( 外村主 �) 등의 관직명을 살

필 수 있다 �. 먼저 군주에 대하여는 처음 지증왕 �6년에 이사부를 실직주 군주로 임명한 것을

계기로 �F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진흥왕의 기록에서 아슬라주군주
�( 何쫓羅州軍主 �) �. 사벌주군

주 �( 沙代州軍主 �) �. 관산성군주 �( 씁
�;
山城軍主 �) �. 신주군주 �(新 �1�+�1 軍主 �) �. 비 열홀주군주 �( 比列忽州軍

� 감문주군주 �(캄文州軍主 �) 등을 살필 수 있고�, 창녕비에는 비자벌군주 �( 比子代軍主 �) �. 한
성군주 �( 漢城軍主 �) �. 비리성군주 �( 牌제城軍主 �) �. 감문군주 �(�i�t 文軍主 �) 등을 보게 되는데�, 군주가

신라 시대에 지방 최고의 관직임을 알 수 있으나 �, 그 설치지역은 일정한 구역이 미리 설정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 필요에 의하여 설치되고 있으므로 �, 지방행정관으로서보다

군사령관의 성격을 가졌음을 알게 된다 �.
다음 대등 혹은 사대등 �( 使大等 �) 의 경우에는 각 주에 �2명씩 배치되고 있으나 �, 그 신분에

차이가 있음에서 각기 다른 임무를 맡은 관리로 추정되고 �, 당주 �( 植主 �) 는 특정 지방에 파견

되어 있는 군단의 지대장 �( 支隊長 �) 의 신분이었을 것으로 추측하며 �, 앞의 사대등과 당주는 관

등상으로 동일한 직급이었음을 알게 된다 �. 그리고 도사 �( 道使 �) 는 남산신성비에서 노함촌도사

�( 如含村道使 �) �. 영점촌도사를 볼 수 있으므로 도사는 일벙 촌주 �( 村主 �) 로도 부르게 된 것을

알 수 있고�, 지방의 행정 및 노력동원을 지휘한 관직으로 이해한다 �. 그런데 신라 당시에 오

늘의 영양지방에 어떤 지방관이 파견되었는지는 파악이 불가능하다 �. 다만 신라의 진흥왕 때

부터 지방에까지 군 � 현이 설치된 사정과 오늘의 안동지방 일부가 열혜현 �( 熱兮縣 �) 이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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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 청송군 진보지방이 칠파화현 �( 浚巴火縣 �) 이 되었으며 �, 오늘의 봉화읍이 고사마현 �( 古斯馬

縣 �) 이였고 �, 영양지방은 고은현 �(권隱縣 �) 이었다�.

제 �2절 부독 �( 部曲 �) 의 설치

삼국통일 이후에 신라의 지방제도는 전국을 �9주 �( 州 �) 로 개편하였다 �. 그 내용을 보면 옛 신

라 영토에 사벌주 �( 沙代州 �, 주치는 尙州 �) �. 삽량주 �( 歡良州 �, 주지는 梁山 �) �. 청주 �(좁州 �, 주치는

팝州 �)를 두었고 �, 옛 고구려 영토에는 한산주 �( 漢山州 �, 주치는 廣州 �) �. 수약주 �( 首若州 �, 주치는

春 �J�,�,�) �. 하서주 �( 河西州 �, 주치는 江俊 �) 를 두었으며 �, 옛 백제 영토에는 웅천주 �( 熊川州 �, 주치는

公州 �) �. 완산주 �( 完山州 �, 주치는 全州 �) �. 무진주 �(武珍 �,�+�I�. 주치는 光州 �) 를 두게 되었다 �. 그리하
여 각 주에는 중앙에서 진골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 도독 �(都督 �) 을 파견하여 다스렸으며 �, 주

밑에는 군 �(那 �) 과 현 �( 縣 �) 을 두고 �, 각각에 군태수 �(那太守 �) 와 현령 �(縣令 �) 을 파견하였는데 �, 이

들도 중앙에서 �6두품 출신을 임명하였다 �. 통일신라 시대에 오늘의 영양지방은 하서주 소속

이었다 �I�f�' 三國벚記 �J �3�5�, 지리지 �2 명주 �( 평州 �) 조에서 보면 “이곳은 선덕왕 때에 소경 �( 小京 �)

으로 하여 사신 �U�t 멀 �) 을 두고 �, 태종 무열왕 �5년 �(�6�5�8�) 에 하슬라의 땅이 말갈에 연접하므로

소경을 파하여 주 �( 州 �) 로 하고 군주를 두어 이를 진수하고 �, 경덕왕 �1�6 년 �(�7�5�7�) 에 명주로 고치

게 되어 그대로 부른다 �" 고 하였다 �. 그리고 하서주 소속의 군현에 임하군�( 臨河那 �. 지금의 좁

松那 �) �. 안덕현 �(安德縣 �, 지금의 좁松 安德 �) �. 영덕군 �(짧德都 �) �. 조랑현 �(助擔縣 �, 지금의 춤松

륨寶 �) �. 청기현 �( 좁렘縣 �, 지금의 좁松 �) �. 우시군 �(子 �F 那 �, 지금의 짧德 寧浦 �) 등이 포함되었다 �.
그리고 『삼국사기�J �3�7�. 지리지 �4의 하슬라주 �( 何촬羅州 �)조에서도 야시홀군 �( 也 �F 忽、都 �, 지금

의 짧德 �) �. 조람군 �( 助짧都 �, 지금의 훌훌寶�) �. 청기현 �( 좁把縣 �, 지금의 좁松 �) �. 굴화현 �( 屆火縣 �, 지

금의 安束 �) �. 이화혜현 �(伊火兮縣 �, 지금의 주륭松�) �. 우시군 �( 予 �P那 �, 지금의 寧海 �) 등의 명칭을

볼 수 있는데 �I�f�'�. 고려사 �J �5�7�. 경상도편에는 “예주�(禮州 �) 본 고구려 우시군 �( 予 �F 都 �) 신라 경덕

왕 개위 유린군 �(有憐那 �)�" 이라 하고�, 그 아래에서 “영양군본 고은현 �" 이라 하였다 �. 한편
조선 시대의 지리서 중에서 세종 �7년 �(�4�2�5�) 에 편찬된 『경상도지리지』 및 단종 �2년 �(�4�5�4�) 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서도 대체로 같은 내용을 살필 수 었고 �, 중종 �2�5 년 �(�1�5�3�0�) 에 편찬

된 『신증동국여지승람 �J �2�4 영해도호부편의 속현조에서는 “영양현은부의 서쪽 �8�4 리에 있다 �.
본래 고은현 �( 古隱縣 �) 이었던 것을 뒤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치고 군 �(那 �)으로 하였다

청기현 �(춤챈縣 �) 은 부의 북쪽 �9�9 리에 있다 �. 본래 대청부옥 �( 大좁部曲 �) 은 예전에 청부현 �( 춤첼

縣 �) 에 속하고 �, 소청부곡 �( 小춤部曲 �) 은 영양현에 속하였다 �" 라고 하여 영양의 역사를 구

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를 수록하였다 �. 오늘의 영양지방이 고은현이였다는 사실은 『경상

도읍지』에 수록된 〈영양현읍지 �( 英陽縣물誌 �) 를 통해서도 살필 수 있다�.

�<�D 建置治華 �: 本新羅古隱縣 �

�@ 古題 �: 首比部曲在縣北四十里本屬英陽 注유部曲在縣北二十里 大좁部曲小

좁部曲皆在좁和 홈얻퍼縣在縣西二十里本大좁部曲舊 �l짧줌첼縣 小춤部曲屬英陽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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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여러 기록을 통해서 영양군이 한때 고은현이었던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

그 설치 시기가 문제인데 �� 삼국사기』 신라본기를 통해서 소지왕 �3년 �( �4�8�1�) 부터 고구려의 지

배를 받아오던 동해안지방은 지증왕 �6년 �(�5�0�5�) 에 이사부의 활약에 힘입어서 오늘의 삼척까지

수복하였으나 �, 내륙으로는 법흥왕 때에 일선군 �( 善那 �, 지금의 선산 �) �, 사벌주 �( 沙代 �1�+�/�, 지금

의 상주 �) 까지 겨우 왕권이 미칠 정도였고 �, 진흥왕 �1�2 년 �( �5�5�1�) 에 이르러 비로소 한강 상류를

차지하여 동왕 �1�8 년에 오늘의 충주지방에 국원소경 �( 國原小京 �) 을 설치하고 있다 �. 그러므로
오늘의 영양지방에 고은현이 설치된 것은 진흥왕 �1�2 년경이 될 것이다 �. 그후 신라는 문무왕

�1�5 년 �(�6�7�5�) 북부지방의 옛 고구려 영토에 대한 주 � 군 정비가 있었고 �, 다시 신문왕 �4년 �(�6�8�4�)

에서 �7년 �(�6�8�7�) 사이에 �9주 �5소경을 설치하고 그 아래에 군 � 현을 두는 등으로 지방제도의

정비가 있었는데 �, 영양지방은 여전히 고은현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신라는

경덕왕 �1�6 년 �(�7�5�7�) 에 이르러 지방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단행하였고 �, 이 때에 영양지

방에도 변화가 있었다 �.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서 “대청부곡은 예전에 청부현에 속하고 소청부곡은 영양현

에 속하였다
�.�.²”
사실과 앞의 인용문 �@에 나타난 〈영양현읍지〉의 내용 �( 本大춤部曲舊屬춤웰

縣 小줍없曲懷英陽縣 �) 은 영양지방이 부곡 �( 部曲 �) 으로 편제되기 이전에 청부현과 영양현이었

음을 설병하고 있다 �. 여기서 부곡의 설치가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였음을 감안하면 청부

현 � 영양현의 설치는 그 이전이 될 것이다 �. 그러므로 자연히 경덕왕 때 설치된 하서주
�( 河西

州 �) 의 �2�5 현 중에 이들이 포함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 오늘의 영양지방에 부곡이 설치된

것은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의 일이다 �. 부곡은 군이나 현보다 작은 규모의 행정단위였으

며�, 그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였으나 �, 통일신라 시대에는 그들이 노동력으로써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았을 것이다�. 영양지방에 대한 부곡 설치는 처음 대청부곡 � 소청부곡

�( 지금의 좁 �;�f�e�r 떠 � 立岩面 � 英陽-몽 일원 �) 을 두었고 �, 다시 어느 시기에 수비부곡 �( 지금의 首比

而 �) 과 주곡부곡 �( 지금의 �B 月 面 �) 을 두었다 �.

통일신라는 제 �3�6 대 혜공왕 때부터 친왕파와 반왕파의 대립이 있었고 �, 제 �3�8 대 원성왕부터

는 국왕의 직계에서 왕권의 분지화를 가져오 �}서 왕족 상호간에 무력적 충돌이 일어나고 �, 여

기에 귀족들도 정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여 왕권의 약화를 가져왔다 �. 한편으로 국왕권이

약화된 사정을 톰타서 일부의 왕족들과 귀족들이 대토지를 소유하여 부를 독점하였으며 �, 전

국에 걸쳐 산재한 수 많은 사원들에서도 사원전 �( 충院田 �) 이란 명목으로 대토지를 소유함으

로써 국가의 경제가 위태로웠을 뿐 아니라 많은 농민들이 정전제 �(�T 머制 �) 등에 기초한 토

지를 상실하고 용전 �( 庸田 �) 이나 노예로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형편이 되었다 �. 이후 제

�5�1 대 진성여왕 시기에는 오늘의 경상도 지방에만 겨우 국왕권이 미치고 있을 정도였는데 �,

마침 흉년이 들어 여러 군현에서 조세를 수송치 아니하였고 �, 이에 세금을 독촉하기에 이르

자 사방에서는 농민들이 도적으로 돌변하여 관리들과 충돌하고 �, 마침내는 국가에 대한 반란

으로 발전하였다 �.

이리하여 진성여왕 �6년 �(�8�9�4�) 에는 지금의 광주 � 전주지방을 중심으로 견훤 �(觀萱 �) 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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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후백제를 건국하였고 �, 효공왕 때에는 궁예 �( 딘젊 �) 의 세력이 강성하여져서 지금의 평안도
� 황해도 � 경기도에 걸쳐 �3�0 여성을 장악하고 다시 국원 �( 지금의 충주 �) 지방의 �1�0 여성을 탈취

하여 동왕 �5년 �( �9�0�1�) 에 후고구려를 건국함으로써 우리 한반도에는 후삼국 시대가 도래하였

다 �. 그후 후백제는 충청도와 전라도의 전역을 차지하였으며 �, 후고구려는 더욱 강성하여서

국호를 마진에서 태봉으로 고치고 강원 � 경기도를 장악하였으나 점차 교만해져서 왕은 미

륙불이라 칭하고 백성들을 혹사하였다 �. 이에 경병왕 �2년 �(�9�1�8�) 에는 왕건 �(王建 �) 이 일어나 궁

예를 타도하고 고려를 건국하였다 �. 여기서 『삼국사기』와『고려사』의기록을 종합하여 경상

북도 북부지방에서 전개되었던 후삼국 상호간의 전투 및 이 지역 호족들의 동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

�.�9�0�4 년 �( 孝悲王 �8�) �7 월‘ 궁예가 상주 등 �3�0 여 주군을 공취하니 공주 �( 公 �j�H�) 장군 홍기 �( 弘

奇 �) 가 와서 항복하였다 �.
�.�9�0�5 년 �( 孝뽕王 �9�) �8월 �, 궁예가 신라의 변방을 침탈하여 죽령 동북에 이르니 효공왕

은 제 성주에게 명하여 삼가 출전치 말고 성벽을 굳게 하여 지키라고 하였다�.
�.�9�0�7 년 �( 孝꿨王 �1�1�) 일선군 �( 지금의 선산 �) 이남 �1�0 여성을 모두 견훤에게 빼았겼다 �.
�.�9�1�8 년 �( 景明王 �2�) �7월 �, 상주의 아자개 �( 阿찮蓋 �) 가 사신을 고려에 보내어 항복하니 태조

�[王建 �] 는 예의를 갖추어 이를 맞이하였다 �.

�.�9�2�2 년 �( 景明王 �6�) �6월 �, 하지성 �( 下技城‘ 지금의 안동 풍산 �) 장군 원봉 �( 元奉 �) 이 태조建 �]

에게 항복하였다 �.�1�1 월 진보성 �( 휠寶城 �, 지금의 청송 진보 �) 장군 홍술 �(洪述 �) 이 태조에게

항복하였다 �.
�.�9�2�3 년 �( 景明王 �7�) �1�1 월‘ 진보성주 홍술이 그 아들 왕립 �(

개를 바치므로 태조는 왕립을 원윤 �( 元尹 �) 으로 삼았다 �.
�.�9�2�4 년 �( 景明王 �8�) �7월 �, 견훤이 그 아들을 보내어 대야 �( 大耶 �) �. 문소 �( 聞핍 �, 지금의 의성 �)

두 성의 군사를 동원하여 조물성 �( 曺物城 �, 금릉 조마 �) 를 공격하니 태조가 애선 � 왕충장

군을 파견하여 구원하였다 �.
�.�9�2�5 년 �( 景哀王 �2�) �1�0 월 �, 고울부 �( 高醫府 �, 지금의 영천 �) 장군 능문 �( 能文 �) 이 태조에게 항복

하였다 �.
�.�9�2�7 년 �( 景哀王 �4�) �1월 �, 고려 태조가 친히 후백제가 장악 중인 용주 �( 龍州 �, 예천 용궁 �) 을

쳐서 항복시킬 때 신라왕은 군사를 내어 이를 도왔다 �. �3 월 �, 고려 태조가 친히 나아가

근암성 �( 近顯城 �, 문경 산양 �) 을 정복하였다 �.�1�1 월 고려 태조가 친히 기병 �5천을 이

끌고 내려와 공산 동수 �( 대구 팔공산 �) 에서 견훤의 군대와 격전을 벌였으나 침패하였다 �.

이에 견훤은 전승의 여세를 몰아 대목군 �( 大木那 �, 칠독 약목 �) 으로 진출하여 논에

쌓아둔 곡물을 모두 불태웠다 �.

고려에 보내어 갑옷 �3�0

�.�9�2�8 년 �( 敬 �J�I�[�� 王 �2�) �8월 견훤이 조어곡 �( 鳥於까 �) 에 병력을 주둔시켜 죽령로를 막았

다 �.�1�1 월 견훤은 병사를 뽑아 부곡성 �( 옮유城 �, 군위 부계 �) 을 함락시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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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년 �( 敬順王 �3�) �7월 �, 견훤이 병사 �5천으르 의성부를 치니 성주인 홍술이 나아가 싸우

다가 전사하였다 �. 또 견훤이 순주 �( 順州 �, 안동 풍산 �) 를 치자 성주 원봉은 이를 막지 못

하고 성을 버리고 달아났다

�1�2 월 �. 견훤이 고창군 �( 古昌那 �, 지금의 안동 �) 을 포위하자 고려 태조는 이를 구원하기

위하여 병사를 일으켜 예안진 �(禮安鎭 �) 에 이르렀다

�.�9�3�0 년 �( 敬順王 �4�) �1월 �, 재암성 �(載擬城 �, 청송 진보 �) 장군 선필 �(善弼 �) 이 고려에 항복하므

로 그를 후히 대접하고 상부 �( 尙父 �) 로 대우하였다 �,�-

�1 월 �2�1 일 �, 고려 태조는 친히 군대를 이끌고 고창군 병산 �(樞山 �, 안동 북쪽 �1�0 리 �) 에 이

르러 후백제와 결전을 벌였다 태조는 이 전승에 공이 큰 고창성주 김선평 �( 金宣

平 �) 을 대광 �( 大탤 �) 으로 삼고‘권행 �( 權行 �) 과 장길 �(�� 동吉 �) 을 대상 �( 大相 �) 으로 삼았으며�, 고

창군은 높여 안동부라 하였다 �. 이에 영안 �( 永安 �, 안동 풍산 �) �. 하곡 �( 河曲 �. 안동 임하�) �. 직
명 �( 直明 �, 안동 일직 �) �. 송생 �( 松生 �, 청송읍 �) 등 부근의 �3�0 여 군현이 차례로 태조에게 항

복하였다 �. �2 월 �1 일 �, 명주 �u했 �'�I ‘ �I�. 지금의 강릉 �) 에서 흥례부 �(興禮府 �, 울산 부근 �) 에 이르는

동해안 일대 �1�1�0 여성이 모두 고려에 항복하였다 �.
�.�9�3�3�1 년 �( 敬順王 �7�) �5월 �, 고려의 정남장군 �(狂南將軍 �) 유금필 �(演원弼 �) 이 의성부를 수비하였다 �.

이에 신라는 오늘의 경주지방을 중심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였다가 대세가 고려에 기울

고 있음을 깨닫고 �9�3�5 년에 스스로 고려에 항복하였고 �, 후백제에서도 견훤과 그 아들들 사이

에 내분이 일어나 국력이 약화되었으며 �, 드디어 �9�3�6 년 �9월에 고려에 의해서 정복되었다 �. 이

제 우리 한반도는 고려에 의해서 재통일을 이루게 되었다 �. 그러므로 오늘의 영양지방은 �9�0�5

년 경에 후고구려의 궁예에게 점령되었다가 �9�3�0 년부터는 고려 태조 �( 왕건 �) 에게 투항하여 고

려 영토가 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한편 통일신라 시대의 사상과 관련하여 영양지방에 대한 불교의 전래를 보면 지금 영양

지방에 남아 있는 통일신라기의 불교 유적으로는 입암면 산해리 �( 山海里 �) 에 소재한 봉감 모

전 �5층석탑 �( 鳳납模熺五層石햄 �, 국보 제 �1�8�7 호 �) 과 영양읍 화천 �1리에 있는 화천리 �3층석탑 �( 化 �J�l�I

里三層石珞 �, 보물 제�6�0�9 호 �) �, 영양읍 현 �l 리 소재의 현리 �3층석탑 �(縣里三層石뺨 �, 보물 제 �6�1�0

호 �) 외에 일월면 용화 �2리에 있는 용화리 �3층석탑 �(龍化里三層石搭 �, 지방유형문화재 제�8호 �) �, 영

양읍 현 �2리 모전 �5층석탑 �(模博五層石搭 �, 지방유형문화재 제 �1�2 호 �) �, 입암면 연당 �1 리 소재의 영

당석불좌상 �( 運熺石佛坐像 �, 지방유형문화재 제 �1�1�1 호 �) �, 영양읍 삼지리의 삼지모전 �3층석탑 �( 느

池模햄三層石搭 �, 지방문화재자료 제�8�3 호 �) 등이 통일신라 시대의 작품이다 �. 이상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바는 영양지방에 걸작의 모전탑이 세워져 있음인데 �, 우리 나라에서는 �8���9 세기에

안동지방을 중심으로 �4기에서 �6�7�1 의 전탑이 조성되었다 �. 그러므로 오늘날 경북의 북부지방

에서 많은 전탑이 남아 있음은 중국에서부터 비롯한 천불천탑을 염원하는 새로운 불교 신

앙이 이 지방에서 유행한 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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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지방제도의 정비

고려 태조 �( 王建 �) 는 신라와 후백제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지방의 최고 유력자에게는

그 지방을 통치케 하였고 �, 또 어떤 지역은 주 �(�j�+�/�) �. 부 �( 府 �) 로 승격시켜 주기도 하였다 �. 그 예

로써 『고려사』지리지 �2�, 풍산현 �( 뿔山縣 �) 조에서는 태조 �6년 �(�9�2�3�) 에 하지현 �( 下技縣 �) 의 원봉

�(�J�t 逢 �) 이 귀순해 온 공으로 그 지역을 순주 �( 順州 �) 로 승격시켰다가 동왕 �1�3 년 �(�9�3�0�) 에 그 지

역이 견훤에게 함락됨을 계기로 다시 하지현으로 강등시켰다는 사실을 볼 수 있고 �, 또 동서

의 안동부 �(安東府 �)조에서는 태조 �1�3 년에 고려에 협조한 공로로서 선평 �( 宣平 �) 에게 대광 �( 大

의 벼슬을 주고 �, 고창군 �( 古昌部 �) 을 안동부로 승격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
그러나 태조 �6년 �, �1�3 년 혹은 �1�8 년에 지방제도에 대한 부분적인 개편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때는 아직 후삼국 �( 後두國 �) 이 각각 자기의 영역을 유지하고 확대시키기 위하여 진퇴를

거듭하고 있을 때였다 �. 고려는 태조 �1�8 년 �(�9�3�5�) 에 신라의 투항을 받아들이고 �, 동 �1�9 년 �(�9�3�6�) 에

후백제의 신검 �( 神劍 �) 세력을 격퇴함으로써 비로소 후삼국의 재통일을 이룩하였다 �. 후삼국을
통일한 태조는 신라의 전통과 권위를 계승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 민족 융합에 힘쓰고 �,

신라 말기 이래로 성장하여 온 호족 �( 豪族 �) 세력을 포섭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 그리하여 건

초기에 반독립의 상태를 유지하던 호족들에 대하여는 유화책을 써서 중앙관직의 위계와

같은 향직위 �(劉職位 �) 를 주었고 �, 중앙정부를 축소시킨 것과 같은 행정조직을 갖게 하여 출신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한편으로 기인제 �( 其 �A制 �) 와 사심관 �(事審官 �) 과 같은 제도를 마련하여

그들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 그 예로서 다음 사료를 참고할 수 있다 �.

�@ 太祖 �, 初置慶州 以鍵英寫州長 팅�n 춤�↑감曾祖也 �(�G�" 고려사」 열전 �7�9�, 金富消傳 �)

�@ 天福고年康子 廣平 �( 評 �)省東 띠文色以 �I徐羅號 寫安東大都議府 물號 慶州읍�]都督

府 大�i文훨慶州堂察」合 �(�G�" 東都歷、世諸子記 �"
�)

이상의 φ은 태조 �1�8 년의 일로서 신라의 경순왕 �( 敬順王 �) 김부 �( 金博 �) 가 투항해 오자 신라

의 수도를 경주로 삼고 김위영 �(金鍵英 �) 을 주장 �(
�j�'�I�'�/ 長 �)으로 삼았다는 내용이고 �,�@ 는 태조 �2�3

년 �(�9�4�0�) 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때에 광평성리인 백문색이 경주사도독부 �( 慶州司都督府 �) 의 당

제 �( 堂쨌 �) �1�0 명을 바꾸었다는 내용이다 �. 여기서 당제라는 직은 그 실체가 분명하지 않으나 �,

일단 호장과 같은 존재로 볼 수 있는데 �, 태조 때에 중앙의 관인에 의해서 지방의 행정기구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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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리가 개편되고 통제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I�T�' 고려사』 지리지 �2의 동경유수관 �( 康京留守

官 �) 조에서 태조 �1�8 년에 경순왕 김부의 투항 사실과 이로써 신라의 수도를 경주로 삼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고 �, 동 �2�3 년에 경주를 대도호부로 승격시켰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 �.
고려 태조의 지방민 회유정책은 관부와 관직을 수여하는 외에 녹읍 �(雄울 �) 을 제공하는 경

우도 있었다 �I�T�' 고려사」 권 �1�. 태조 �1�0 년 �(�9�2�7�) �8월조에서 보면 후백제의 고사갈이성 �( 高思횡伊

城 �, 지금의 聞慶 �) 성주인 흥달 �(興達 �) 이 고려에 귀순해 오자 그에게 청주 �( 지금의 �i페 �'�I�'�I�?�) 를

녹 �( 피옳 �) 으로 수여하고 �, 그 아들 준달 �( 俊達 �) 에게 진주 �(珍州 �, 지금의 升城 �?�) 를 �, 웅달 �(雄達 �) 에게

한수 �( 寒水 �, 미상 �) 를 �, 옥달 �( 玉達 �) 에게 장천 �( 長漢‘ 미상 �) 을 각각 수여하였으며 �, 또 경작지와 집

을 주었다 �. 또 태조 �1�5 년 �(�9�3�2�) 에 후백제의 장군 공직 �( 훨直 �) 이 귀순하자 그에게 백성군 �( 白城

那 �, 지금의 安城那 �) 의 녹을 수여하였다 �. 그런데 여기서 녹은 군읍의 녹사 �( 麻 �i�t�) 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고려 태조는 귀순한 성주 � 장군 등에게 그들의 본읍 혹은 타읍을 녹으료 수여

하여 통치케 함으로써 배신을 막는 동시에 그들에게 부여된 의무를 완수하지 못했을 경우

에는 제거할 수 있는 구실로도 사용하였을 것이다 �.
고려초에 지방제도에 대한 광범위한 개편은 태조 �2�3 년 �(�9�4�0�) 에서 비롯하여 제 �6대 성종 �( 成

宗 �) 때에 본격화하였다 �. 태조 �2�3 년의 개편은 신라 경덕왕 �1�6 년 �(�7�5�7�) 에 채용한 �9주에 대한

구조적인 개편을 단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이전에 신라 땅에 �3주 �, 고구려 땅에 �3 주‘ 백

제 땅에 �3주 등으로 이해되던 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 이와 관련하

여 『삼국사기�o�D �3�4�, 지리 �l 에서 보면
“ �(신라 �) 마지막 임금 김부�( 金傳 �) 가 국가를 들어 고려 태

조에게 귀부하기에 이르자 고려는 신라의 국도를 경주 �( 慶州 �) 로 하였다 �"라고 하였으며 �, 이

전의 양주 �( 良州 �) 는 양주 �( 梁州 �) 로 �, 강주 �( 康 �v�+�l�) 는 진주 �( 팝州 �) 로 �, 한주 �( 漢州 �) 는 광주 �( 뚫州 �) 로 �,

삭주 �( 때 �v�+�!
�) 는 춘주 �(春州 �) 로 �, 웅주 �( 熊州 �) 는 공주 �( 公州 �) 로 �, 무주 �( 武州 �) 는 광주 �( 光州 �) 로 되었

고 �, 상주 �( 尙州 �) �. 병주 �u젠 �+�1�) �. 전주 �( 全州 �) 는 그대로 두었으나 새로 하곡현 �( 河曲縣 �) 이 울주
�( 타�l�r�v�+�l�) 로 �. 김해소경이 금주 �( 金州 �) 로 �, 임고군 �( 臨뿔那 �) 이 영주 �( 永州 �) 로 �, 예천군 �( 醒없那 �) 이 보

주 �( 南州 �) 로 �, 숭선군 �( 홈善那 �) 이 선주 �(善 �v�+�!
�) 로 �, 사수현 �( 꽤水縣 �) 이 사주 �u꿰 �+�1

�) 로 �, 강양군 �( 江陽

那 �) 이 합주 �( 俠州 �) 로 �, 유린군 �(有劉那 �) 이 예주 �(禮州 �) 로 각각 개칭되었다 �.
그러므로 고려 초기에 주의 개념은 일정하게 통치구역을 가진 지방 통치단위가 아니고

태조의 지방통치 수단으로 설치된 것을 알 수 있다 �. 오늘의 영양지방은 태조 �2�3 년부터 예주
�( 禮 �v�+�1�) 소속이 되었다 �. 그러나 이 시기에 오늘의 영양지방이 예주소속이 되었다 하더라도

신라 때부터 설치하였던 대청부곡 � 소청부곡 � 수비부곡 � 주곡부곡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 고

려 초기에 창석부곡 �( 唱石없曲 �) 과 가하부곡 �( 뒷下部曲 �) 이 추가로 설치된 것으로 추정한다 �. 그
리고 예주를 다스리는 인물은 태조에게 귀순한 그 지방의 성주 혹은 장군을 임명히-였을것

이지만 이와는 별도로 중앙에서 각 지방에 직접 파견한 관리가 있어서 이들이 조세의 징수

등을 담당하고 때로는 왕과 지방 호족세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I�T�'고려사 �o�D�n 백관지 외직조에서 금유 �( 今有 �) �. 조장 �(租藏 �) 은 외읍의 사자를 일걷는 이

름인데 �( 고려 �) 국초에 두었으나 �, 성종 �2년 �(�9�8�3�) 에 혁파되었다고 하였다 �.



�1�3�2 몽 저 �1�3편 역 사

금유 � 조장이라는 직에 대해서 그 직무가 무엇이었는지는 문헌자료에서는 더이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다만 한자어의로써 그 직무와 역할을 추측하고 있을 뿐이다 �. 종래의 견해 중

에는 “국왕과지방 호족의 중간에서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일을 했을 것이라”는견해와 “조

세 징수를 담당했을 것이라”는 견해를 볼 수 있는데 �, 결국 고려 초기에는 아직 왕권이 안정

되지 못한 시기였으므로 국왕의 심복들을 수시로 지방에 파견하여 중앙에서 정한 주현의

세공액을 독촉하고 �, 각 지방 촌락의 전정 �(�E�D�n�. 호구
�( 戶口 �) .사원전 �( 좋院田 �) 등을 조사하

고 혹은 지방통치를 감독하였을 것으로 추측한다 �. 그후 성종 �2년에 이르러 외읍 사자인 금

유 � 조장의 제도는 폐지되고 �1�2 목 �( 收 �) 의 제도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 �1�2 목의 설치 배경에

대해서는
�r고려사 �J �9�3�. 최승로 �( 崔잭老 �) 전을 통해서 어느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

최승로의 상서 �( 上書 �) �2�8 조는 비록 성종의 명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지만 �, 그 내용 중에 각

지방의 향호 �( 劉豪 �) 들이 횡포를 일삼고 있으므로 이를 막을 수 있는 외관 �(外官 �) 의 설치를

건의하고 있다 �. 그리고 민폐의 구체적인 예로서 지방의 유력자 �( 豪右 �) 들이 경쟁적으로 큰집

을 지으면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어 그 폐단이 심히 많다는 것이고 �, 의복에서도 신분의 고

하에 관계없이 재력만으로 고급 비단으로 옷을 지어 입었고 �, 가난한 집에서는 관직이 비록

높더라도 관복조차 능히 갖추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지적하였다 �. 그리하여 최승로의 건의가

동기가 되어 �1�2 목이 설치되었는데‘ 그 설치 목적은 지방호족세력을 통제하고 지방행정상의

중요한 거점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
성종 �2년에 설치된 �1�2 목의 구체적인 지명에 대하여는 『고려사』지리지에서 광주

�( 廣州 �) �. 충
주 �( 忠 ���+�j�) �. 공주 �( 公州 �) �. 상주 �( 尙州 �) �. 진주 �( 꼽州 �) �. 해주 �( 海州 �) �. 황주 �( 黃州 �) �. 청주 �( 淸州 �) 등의

�8주가 밝혀져 있으나 �. 성종 �1�4 년 �(�9�9�5�) 에 �1�2주 절도사 �( 節度使 �) 를 설치한 기록에서 앞의 �8주 외

에 양주 �(楊州 �) �. 전주 �( 全州 �) �. 나주 �( 羅州 �) �. 병주 �n했 �-�1�'�1
�) 등을 추가로 파악할 수 있다�. 이제 �1�2

목에 외관을 파견하게 됨으로써 이전의 금유
� 조장의 제도는 혁파되고 각 지방의 방백 �( 方

伯 �) 이나 계수관 �( 界首官 �) 은 각기 목의 외관에 의하여 직임되었다 �. 그리고 고려초의 �1�2 목은

오늘날의 지방 거점도시와 같은 구실을 담당하였는데 �, 조정에서는 이 거점도시의 육성에 많

은 힘을 쏟았다�. 그 예로서 �1�2 목에 각각 경학 �( 經學 �) �. 의학 �(醫學 �) 박사를 파견하여 인재를 양

성하였고 �, 그들을 관리로 등용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한다 �. 그후 성종 �1�4 년 �(�9�9�5�) 에는 다시 주
� 부 � 군 � 현 및 관 �( 關 �) �. 역 �(繹 �) �. 강포 �( 江浦 �) 의 이름을 고치고 �, 드디어 경내를 나누어 �1�0도

�( 道 �) 로 하고 �1�2주 �( 州 �) 에 각각 절도사를 두었다 �w고려사 �J �5�5�, 지리 �1에서 다음 사실을 볼 수

있다 �.

�( 전략 �) 그 �1�0도는 �1은 관내도 �( 關內道 �)�, �2는 중원도 �( 中原道 �)�, �3 은 하남도 �( 河南道 �) �,

�4 는 강남도 �( 江南道 �)�, �5는 영남도 �( 領南道 �)�, �6은 영동도 �(領東道 �) ‘ �7은 산남도 �( 山南

道 �)�, �8은 해양도 �( 海陽道 �)�, �9는 삭방도 �( 剛方道 �)�, �1�0 은 패서도 �( 消西道 �) 이며‘ 그 관할

하는 주 �군은 모두 �5�8�0 여가 되었다 �.



제 �4장 고려 시대 �I�i�i �1�3�3

이 때부터 종전의 �1�2목은 대부분이 도 �( 道 �) 를 소관하였으며 �, 각 주목에는 절도사 �( 節度使 �)

를 파견하여 그 주재지가 되었다 �. 이에 오늘의 영양지방은 그 광역관할구역이 영남도가 되

고 �, 그 소재지는 상주로 되었다 �. 한편 고려 초기의 말단 행정 책임은 성종 �2년의 �1�2 목 설치

와 함께 주군현의 이 �( 更 �) 직을 개편하였으며 �, 성종 �6년 �9월에는 각 촌의 대감 �( 大藍 �) �. 제감
�( 第藍 �) 을 촌장 �( 村長 �) �. 촌정 �( 村正 �)으로 개칭하였다 �. 그러나 고려의 지방제도는 제�8대 현종
�(顯宗 �) 때에 다시 일대 개편을 단행하였으며 �, 이로써 고려 시대의 군현 �(那縣 �) 제도의 획기적

인 발전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향리 �(椰更 �) 층이 중앙의 문벌귀족과 더불어 존

립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f�' 고려사 �d �5�6�, 지리 �l 에서 다음 사실을 볼 수 있다 �.

현종 초에 절도사를 폐지하고 �5도호 �(都讀 �) �7�5 도 안무사 �(安廳使 �) 를 두었다가 이어

안무사를 파하고 �, �4도호 �8목을 두었다 �. 그 이후 �5도 양계로 정하였는데 �. 양광도 �(錫廣

道 �) �. 경상도 �( 慶尙道 �) �. 전라도 �( 全羅道 �) �. 교주도 �( 交州道 �) �. 서해도 �( 西海道 �) 와 동계 �( 東

界 �) �. 북계 �( 北界 �) 로서 총괄하면 �4경 �. �8목 �.�1�5 부 �.�1�2�9 군 �. �3�3�5 현 �.�2�9 진이 되었다 �.

여기서 고려 현종 때의 영양지방은 일차적으로는 경상도의 관할구역이 되지만 �. �4경 중의

동경유수관 �( 東京留守官 �) 소속으로서 예주 �(禮 �1�+�1
�) 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 현종 �9년 �(�0�1�8�) 에 예

주에 방어사 �( 防獲使 �) 를 파견하여 이 지방을 통치하였다 �. 이 때에 경상도의 구역에는 동경유

수관 외에 상주목 �( 尙 �1�+�1 ���5�0 �. 진주목 �( 꼽州收 �) 이 포함되었고 �, 예주목의 범위는 오늘의 강릉 �

삼척 � 울진 � 영덕 � 영양지방으로 비정해 볼 수 있다�. 그후 수비 부곡 �( 首比部曲 �) 은 문종 �( 文

宗 �, �1�0�4�7 �� �1�0�8�3�) 때에 울진으로 이속하였다가 환속되었고 �. 다시 명종 �( 明宗 �) �5년 �0�1�7�5 �)에는

오늘의 영양지방 전체가 영양군 �( 英陽都 �)으로 승격하여 감무 �( 藍務 �) 를 두었다 �. 영양은 달리

익양 �(益陽 �) 이라고도 불렀다 �. 한편 고려 명종때 영양 출신의 남홍보 �( 南洪輔 �) 는 고려 조정에서

중대광 도첨의찬성사 �( 重大탤都했議贊成事 �) 를 역임하였다 �.

제 �2절 영양군 �(英陽那 �) 의 설치

오늘의 영양지방이 문헌상 군 �( 那 �)으로 기록된 것은 『고려사』로부터비롯한다고려사」

�5�7�, 지리 �2의 예주조에서 보면 예주 관할의 군현으로 보성부 �( 南城府 �) �. 영양군 �( 英陽郞 �) �. 평
해군 �( 平海那 �) �. 영덕군 �( 찮德那 �) �. 청부현 �( 줍잖縣 �) �. 송생현 �( 松生縣 �) 등을 기록하였다 �. 그런데
오늘의 영양지방이 군으로 승격된 시기가 문제다 �. 이전 통일신라 때부터 고려 초까지 영양

지방에는 대청부곡 � 소청부곡 � 수비부독 � 주곡부곡 � 창석부곡 � 가하부곡이 설치되어 있었

다 �. 그후 고려 태조 �2�3 년에 예주 �( 禮州 �) 소속이 되었으나 �, 영양지방에는 부곡제가 그대로 존속

하였으며 �, 다시 성종 �1�4 년에 �1�0도를 설치하면서 영남도에 소속되었고 �, �1�2 목의 절도사가 이

지방을 관할하였으나 부곡제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니었다 �.

그 후에 현종 �9년에는 �5도양계제도를 채택하여 영양지방은 경상도 관할의 동경유수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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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되었으며 �, 다시 고려 제 �1�9 대 명종 때에 이르러 비로소 오랫동안 지속하였던 부곡제도

를 폐지하고 군 �(那 �) 으로의 승격을 단행하였다 �. 여기서 다시 문제가 되는 것은 영양군이 어

느 시기에 어떤 사정으로 현 �(縣 �) 으로 강등하였는가인데 �r 고려사 �J �5�7�, 지리 �2에서 고려 고종

�4�6 년 �(�1�2�5�9�) 에 왕이 예주를 위사공신 �(衛社功닮 �) 박송비 �( 朴松따 �) 의 고향이라 하여 덕원 소도

호부 �(德原小都議府 �) 로 승격시켰다는 기록과 그 아래의 속현조에서 청기현 �( 좁램縣、 �) 은 고려

충렬왕이 대 � 소청부곡을 합하여 설치하였다는 사실에서 고종 이후 충렬왕 때에 이전의 영

양군이 영양현 �( 英陽縣 �) 과 청기현 �( 줌 �E縣 �)으로 분리되어 강등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

고려 제 �2�3 대 고종 �( 高宗 �) 때는 최충헌 �( 崔忠默 �) 등의 무인들이 정권을 독단하였던 시기인

데 �3�0 년간 몽고와의 항전을 벌이는 우리 민족사상 가장 큰 국난을 겪었다�. 고종 �4년 �(�2�1�7�)

몽고군은 지금의 철원 �( 東州 �) �. 춘천 �( 春州 �) �. 원주를 차례로 함락시키고 여주 �[黃購縣 �] 를 공격

하였으나 고려의 반격으로 대파하였으며 �, 다시 경상도지방으로 남하하기 위하여 지금의 강

릉 �[�t젠 �+�I�J 을 공격하다가 북쪽으로 퇴각하였다 �. 고종 �5년에는 몽고군이 다시 남하하여 철령

이북의 땅을 유린하고 다시 강동
�( 江東城 �) 에 들어가 저항하였다 �. 이어 고려에서는 최충헌이

죽고 그의 아들 최우 �( 崔理���) 가 뒤를 이어 정권을 잡았으나 �, 고종 �1�2 년 �(�2�2�5�) 에 몽고 사신 저

고여 �(著古與 �) 의 피살사건을 계기로 이를 트집잡아 고종 �1�8 년에 다시 고려를 침범하였다 �.
그후 몽고는 �3�0 년에 걸쳐 대소의 침입을 계속하였는데 �, 고종 �1�9 년에 고려는 강화 천도를

단행하여 몽고의 침입에 대비하였으나 �, 고종 �2�2 년 �(�2�3�5�) 에 �3차로 고려에 침입한 몽고군은

�3�.�4 년 동안 거의 전국을 짓밟아 이 때에 경주 황룡사의 �9층탑이 소실되고 대구 부인사에 보

관했던 대장경판이 소실되었다 �. 그후 고종 �3�6 년 �(�2�4�9�) 에는 최우가 죽고 그의 아들 최항
�( 崔

沈 �) 이 뒤를 이어 집권하였으며 �, 고종 �4�0 년 �(�2�5�3�) 에 몽고의 �4차 침입이 있었다 �. 이에 최항은

각 지방의 백성들을 산성과 섬으로 피난하도록 조치하고 결사항전하였는데 �, 이 때 몽고군은

지금의 철원 � 춘천 � 양평을 함락하였다 �. 그후 고종 �4�1 년에는 몽고의 �5차침입이 있었으며
�, �6차 �

�7차 침입을 계속하였다 �. 그 사이에 고려에서는 최항이 죽고 그의 아들 최의
�( 崔핸 �) 가 뒤를 이었

으나 �, 그는 나이가 어리고 사람됨이 용렬하여 부하들의 미움을 사게 되어 고종 �4�5 년 �(�1�2�5�8�) 에

대사성 유경 �(柳璥 �) 등에게 살해되었고 �, 이로써 최씨정권은 �4대 �6�0 여년만에 몰락하였다 �.
그런데 최의의 살해에 크게 공을 세운 인물에 덕원 �( 德原 �, 지금의 寧海 �) 출신으로 고려의

장군이었던 박송비가 있었다�. 그는 최씨 정권을 몰락시킨 공으로 대장군이 되고 �, 뒤이어 위

사공신이 되었다 �. 조정에서는 오늘의 영해지방에 소도호부를 설치하였다가 다시 예주목
�(禮

州收 �) 으로 승격시켰다 �. 그는 그후 원종 �3년 �(�2�6�2�) 에 공신당 �( 功많堂 �) 을 준공하면서 그 벽에

도형되었고 �, 그해 동지추밀원사 우산기상시 �( 同知樞密院事右散騎常待 �) 가 되었다 �. 원종 �9년

�(�2�6�8�) 에는 수사공태자소부좌복야 �( 댄司초太子少傳左燒射 �) 가 되었고 �, 충열왕 �4년 �(�2�7�8�) 에 참

지정사 �(參知政事 �) 에 이르러 죽었다 �.
그리고 고려 제�2�5 대 충렬왕대부터 고려의 제왕은 원의 공주를 정비 �( 正뻐 �) 로 맞이하는 것

이 관례로 되었고 �, 역대의 세자들은 원의 인질 �[컸휩花 �] 로서 원의 수도에 머물러 있다가 즉

위하는 것이 하나의 통례가 되었다 �. 그리하여 고려의 왕은 몽고식 이름을 갖게 되고 �. 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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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변발 �( 辯髮 �) 을 하였으며 �, 몽고식 의복에다 몽고어를 사용하는 등으로 원과 고려 사이에는

주종의 관계가 성립하였다 �. 이에 고려 왕실은 격하되어 왕에 관련한 용어도 낮아지고 �, 왕의

즉위도 원에 의하여 좌우되었으며 �. 때로는 고려의 귀족들이 원과 결탁하여 왕을 모략하여

축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 그리고 관제도 개편하여 �3성 �( 省 �) 을 통합하여 첨의부 �(혔議府 �) 로 하

고 �, 중추원은 밀직사 �( 密直司 �) 로 하였으며 �, �6부를 대신하여 전리사 �(典理司 �) �. 판도사 �(版圖司 �)

� 군부사 �( 軍博司 �) �. 전법사 �( 典法司 �) 를 두었다 �.
그 밖에 원은 정동행성 �(狂東行省 �) 을 두어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였으며 �, 고려의 영토 일부

도 원이 차지하여 철령 이북의 땅에 쌍성총관부 �(雙城뺑원
�;

府 �) 를 두고 �, 자비 령 이북에는 동녕

부 �( 東寧府 �) 를 �, 그리고 오늘의 제주도에는 탐라총관부 �(짧羅뺑쉽
�;

府 �) 를 두었다 �. 뿐만 아니라

원의 고려에 대한 경제적인 요구도 오랫동안 전란에 황폐된 고려를 괴롭혔다 �. 그 당시에 원

은 고려에서 생산되는 금 � 은 � 세포 � 곡물 � 인삼 � 해동청 �( 매 �) 등을 요구하였고 �, 심지어 처

녀 � 환관까지도 요구하였다 �. 그 결과 고려에서는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하여 수 많은 농민들

이 유민 �( 流民 �) 으로 전락하였다 �. 그러나 더러는 몽고에 아부하여 출세하거나 막대한 농장 �( 農

莊 �) 을 소유한 자도 있었다 �. 그 당시에 농장의 소유주인 권문세족
�(權門勢族 �) 들은 개경에 살

고 있는 부재 지주들이었고 �, 농장의 경작은 전호 �( 個戶 �) 나 노비 �( 如牌 �) 가 담당하였다 �. 이에

지방의 농민들은 극도로 가난한 생활을 면치 못하였다 �.
영양지방에 대한 통치제도는 충렬왕에 이어 충선왕 때에 다시 변화가 있었다 �I�i�' 신증동국

여지승람 �� �2�4�, 영해도호부조에서 보면 오늘의 영해지방은 고려 고종 이래로 예주목이었다가

그후 어느 시기에 태저목 �u太諸收 �) 으로 개칭되었으며 �, 충선왕 �2년 �(�3�1�0�) 에 다시 영해도호부

�( 寧海都護府 �) 로 개칭된 사실을 기록하였다 �. 그리고 영해도호부의 속현으로 영양현과 청기현

을 밝혀 놓았다 �. 그후 고려는 제 �3�1 대 공민왕이 즉위하여 반원정책과 권문세족의 억압을 단

행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 정동행성은 폐지되고 친원파 세력을 일소하였으며 �, 옛

관제를 복구시키고 쌍성총관부를 무력으로 회복하였다 �. 그리고 이전에 권문세족들이 빼앗은

토지와 노비는 그 원소유주에게 반환하거나 해방시켜 주었다 �.
한편 고려 말에는 해안으로 왜구들이 출몰하여 백성들의 재물을 노략질하고 마을을 불사

르는 등으로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었다 �. 공민왕 �7년 �(�3�5�8�) 에 왜구들이 영해도호부의 축산도

�(표山島 �) 로 침입하여 영양현과 청기현을 거치고‘북진하여 순흥부 �(順興府 �) 에 이르러 부석사

의 무량수전을 불지르고 이어서 지금의 단양과 제천까지 진출한 일이 있었는데 �, 이 때에 많

은 관아 건물이 불타고 재산을 약탈당하였으며 �, 심지어 부녀자를 능욕하는 일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 이러한 사정에서 조야에서는 왜구의 재침을 방어하기 위하여 산성 �( 山城 �) 의 축성이

논의되었을 것이다 �I�i�' 신증동국여지승람』 영해도호부조에서 보면 “영양산성�( 英陽山城 �) �: 부

의 서쪽 �6�6 리에 있다 �. 돌로 쌓았으며 �, 둘레가 �2천 �7�8 척이고 �, 높이가 �7척으로서 높고 험준하

며 군창 �( 軍용 �) 이 있다 �"라는 기록이 있고 �, 같은 내용을 『영양읍지』에서도살필 수 있으나 �,

후자에서는 성의 이름을 거두성 �(學頭城 �) 으로 하였다 �. 이 산성은 일명 거도산성 �( 瓚刀山城 �) 으

로도 불리어지며 �. 고려 공민왕 때에 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 풍
」를훌되

대
내

제
�1절 조선 전기의 영양 �(英陽 �)

�1�3�9�2 년에 새롭게 조선을 건국한 태조 �[李成桂 �] 는 즉위 직후 모든 법제 � 문물은 전조의 고

사에 따르겠다고 선포하였지만 �, 이는 민심을 회유하기 위한 것이었고 �, 실제로는 고려의 구

신을 제거하고 등장한 신정권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새로운 정치 기반의 조성이 필요하였

다 �.
통치기구의 개편은 지방제도에 대해서도 취하여졌다 �. 태조 �2년 �0�3�9�3 년 �) 에 관찰사 �(觀察使 �)

제도를 복구하여 각 도에 전임행정기관을 배치하였는데 �, 이는 각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

려는 일련의 조치였다 �. 한편 지방 군현의 행정기관인 수령 �( 守令 �) 의 자격을 �6품 이상인 참상

관 �(參上官 �)으로 고정시키고 �. 지금까지 수령이 파견되지 않았던 속현이나 향 � 부곡 � 소 등에

대해서도 주현에 통합시키는 등으로 군현제를 재조정하였다 �. 조선 초기의 도 �( 道 �) 설치를 보

면 종래의 경기 좌도 � 경기 우도 � 경상도 � 전라도 외에 태조 �4년 �(�3�9�5�) 에 충청도 � 풍해도

�( 지금 황해도 �) �. 강원도가 설치되고 �, 다시 태종 �1�3 년 �(�4�1�3�) 에 평안도 � 영길도 �( 함경도 �) 가 설

치되었으며 �, 이듬해에 경기 좌도 � 경기 우도를 합하여 경기도로 함으로써 비로소 �8도체제
�( 八道體制 �) 가 확립되었다 �. 그리고 각 도 밑에는 주 �( 州 �) �. 부 �( 府 �) �. 군 �( 那 �) �. 현 �(縣 �) 으로 구획

되고 거기에는 부윤 �( 府尹 �) �. 목사 �( 收使 �) �. 지군사 �( 知那事 �) �. 현령 �( 縣令 �) �. 감무 �( 藍務 �) 등을 두

었다 �.
그리고 경상도�(慶尙道 �) 의 설치에 관한 「경상도선생안」에 의하면 우왕 �1�4 년 �(�1�3�8�8�) 위화도

회군으로 실권을 장악한 이성계 일파는 종전의 안렴사 대신에 도관찰출척사 �(都觀察點防使 �)

를 임명하였는데 �, 그들은 도내의 민생 � 풍속 � 수령의 치정을 관찰하여 그 근무 성적을 평가

� 출척하는 동시에 도내의 창고 감독�, 주민 안집 �, 조세 � 공물의 수송 �, 권농과 교학 등의 업

무를 감독하고 형옥과 군사문제는 국왕 또는 중앙정부에 품신하였다 �. 그런데 경상도는 다른

도에 비하여 그 지역이 넓고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태종 �7년 �0�4�0�7 �)에 낙동강을 경계로 그

서쪽을 우도 �(右道 �) �, 동쪽을 좌도 �(左道 �) 로 분도하였고 �, 그 이듬해부터 동왕 �1�4 년까지에 �4명의

경상도 감사는 평안 � 함경도처럼 감영 소재지의 읍관인 상주목사 �( 尙州收使 �) 를 겸임하였다 �.
그후 세종 �5년 �0�4�2�3 �)에는 각 도의 관찰사에게 부쳐진 장황한 직함 �1�2자를 삭제하고 �, 그

직을 모두 경관 �( 京官 �)으로 겸직케 하였으며 �, 세종 �1�6 년에는 감사를 다시 전임관 �( 專任官 �) 으

로 파견하는 동시에 이전 삭제했던 �1�2 자의 직함도 다시 부활되 었다 �. 그 후에 세종 �3�0 년
�(�4�4�8�) 부터 단종 �2년 �(�4�5�4�) 사이에 �4명의 감사는 다시 겸목 �( 寒收 �) 을 폐지하였고‘세조 �1�1 년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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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9월부터는 위의 장황한 직함이 다시 없어지고 �, 관찰사 �(觀察使 �) 로 고정되어 조선 후

기까지 변동이 없었다 �. 한편 경상도의 관할 구역은 고려말 이래로 변동이 없었으나 �, 태종 �1�3
년 �(�4�1�3�) 에 상주목 소관의 옥천 �(�j 天 �J �I�I�) �. 영동 �( 永同 �) �. 황간 �( 黃潤 �) �. 청산 �( 춤山 �) �. 보은 �( 報恩 �)

등지를 경상도에서 충청도로 편입시켰고 �, 같은 시기에 충청도 소속의 �5읍은 경기도로 이속

되었다

한편 태종 �1�3 년 �(�4�1�3�) 에 전국의 행정구역을 새로 편제하는 과정에서 영양현과 갱기현은

하나의 행정단위로 통합되어 영양현이 되었으며 �, 그 소속은 영해도호부 �( 寧海都護府 �) 였다 �.
영해도호부는 고려 충선왕 �2년 �(�3�1�0�) 에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나 �, 조선 태조 �6년 �(�3�9�7�) 에는

진 �( 鎭 �) 을 두고 �, 병마사 �( 兵馬使 �) 가 부사 �( 府使 �) 를 겸임하였으며 �, 다시 태종 �1�3 년에 도호부로

고쳐졌다 �. 그리고 태종 �1�3 년에는 지방의 수령에 대한 명호를 현감�(縣藍 �) 으로 개칭하였는데 �.
이런 조치의 원인은 지금까지 수령을 천시하는 폐습을 뜯어 고치려는 목적에서였다 �. 고려말

에서부터 수령들은 그 지체가 낮고 출신이 한인이므로 중앙에서 내려온 감사들이 예로써

대우해 주지 않고 식사나 침실 시중까지 들게 하였다 �.

그리하여 태종 �6년에는 각 읍의 유향소�( 留劉所 �) 가 수령을 비방하고 인물을 진퇴하는 등

으로 간섭한다 하여 이를 혁파하였고�, 동왕 �1�1 년에는 향원추해법�(劉感推컸法 �) 이란 것을 만

들어 토착세력의 횡포를 규제하였다 �. 그후 세종 �2년에는 부민고소금지법�( 部民告訴禁 �1�1�: 法 �) 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는데 �, 그 내용 중에 감사와 수령을 고발하는 자는 비록 고발 내용이 사실

일지라도 종사안위나 비법살인 �( 非法殺人 �) 에 해당되지 않으면 피고소자는 불문에 붙이고 만

약 사실이 아닐 때는 고소자는 가중처벌한다는 등으로 수령의 권위를 높이는 일에 기여하

였다 �. 이에 수령들의 권위는 어느 정도로 보장되었지만 �, 그 반대로 수령의 비행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세종은 다시 중앙관리를 수시로 지방에 파견하여 수령의 횡포를 탐문

하고 감사들에게도 수령의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독려하였다 �.
그리고 속현은 원칙적으로 외관 �( 外官 �) 이 파견되지 않고 �, 외관이 있는 주읍 �( 主물 �) 에 종속

되어 있는 경우인데 임내 �(任內 �) 혹은 겸현 �( 蘇縣 �) 등으로도 불리었다�. 속현은 소속 주읍의

관내에서 독자적인 구역과 주민을 가지면서 향리 �(劉更 �) �. 관노비 �( 官如牌 �) �. 향교 �( 劉校 �) 등도

보유하였다 �. 속현은 여말 선초에 이르러 대대적인 정비작업이 실시되었는데‘속현의 정리는

중앙집권력의 강화와 토착세력의 약화라는 두 현상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비로소 실효를 거

둘 수 있었다�. 그리하여 고려 현종 �9년에 전국적으로 �3�6�4 곳의 속현을 볼 수 있으나 �, 조선 중

종 �2�5 년에 이르러서는 �7�2 곳만이 남게 되었는데 �, 그 중에서도 경상도지역에 �4�4 곳의 속현이

남아 있어서 압도적이었다 �. 그리고 조선 중기까지 존속해 있었던 �7�2 곳의 속현은 �1�7세기에

이르러 대부분이 주현 �( 主縣 �)으로 승격되고�, 나머지는 변 �( 面 �)으로 개편되었다 �.
오늘의 영양지방은 �1�7 세기 중반까지 영해부의 속현이었다 �. 그 당시에 경북지방에는 내륙

에 속현이 많았고 �, 그 중에서도 경주부 소속의 자인현 �( 慧仁縣 �) 과 영해부 소속의 영양현은

가장 늦은 시기인 조선 후기에 주현으로 승격하였다 �. 그러나 영양지방은 주현이 되기 전에

도 현내에 변이 편제되고 그 아래에 리 �( 里 �) �. 동 �( 洞 �) �. 촌 �( 村 �) 이 있었다 �. 여기서 리 �촌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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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촌을 대상으로 편성되었으나 �, 취락의 규모에 따라 대소의 차가 있었으며 �, 산곡소촌일 경

우에는 �1�0 호 미만도 있었다 �. 한편 조선 전기의 지방군제로서 경상도 지역에서 영해 � 울산 �

동래 � 합포 등지에 진 �( 鎭 �) 을 설치하고 침절제사 �( 했節뽑 �I�j 使 �) 를 두어 지키게 하였다 �. 그리고
영해부의 축산포천호 �(표山浦千戶 �) 수영에는 병선 �1�2 척과 �4�2�9 명의 군인을 배치하였는데 �, 축

산포 외에 대진포 � 별정포 � 차여포 � 병곡포 � 강곡포에도 군대를 배치하였다 �. 그 밖에 영해

부의 대소산 �( 大所山 �) 과 광산 �( 廣山 �) 에는 봉수가 설치되었다 �.
�1�6 세기 후반에 이르러 조선사회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를 맞이하였다 �. 제 �1�4 대

선조 �( 宣祖 �) 때에 마침 이조전랑직을 둘러싸고 기성관료와 신진관료 사이에 반목하여 서인
� 동인으로 분열하였고�, 이후에는 붕당 간의 상호 비판과 견제를 원리로 하는 붕당정치가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분당 초기부터 동인에는 이황 � 조식을 비롯한 문인들이 많았으므로

나름대로 학연에 의한 정치집단의 색채를 가지고 있었고�, 주리론에 입각해서 원칙에 충실하

였으며�, 사럼정치가 구현된 뒤에는 훈구세력의 철저한 배제를 주장하여 그 세력을 확대하였

다�. 여기에 열세에 몰려 있던 서인에는 기호지방을 대표하는 이이가 가담하여 수적 열세를

만회하는 동시에 학연을 보다 분명히 할 수 있었다 �.
이 당시 일본에서는 그 동안 �1�0�0 여년간의 전국시대가 끝나고 풍선수길 �( 뿔닮秀吉 �) 에 의해

서 통일국가가 성립하였다 �. 이 때에 풍신수길은 아직도 자기에게 반대하는 영주들의 군사력

을 약화시키고 해외무역의 이득을 목적으로 조선 침략을 계획하였다 �. 선조 �2�5 년 �(�1�5�9�2�) 에 일

본은 육군 �1�5 만여명과 수군 �9천여명으로 부산에 상륙하였는데�, 이 때 부산 첨사 정발과 통

래 부사 송상현이 상륙하는 왜군을 맞아 사투를 벌였으나 실패하였고 �, 다시 충주에서 신립

이 항전하였으나 실패함으로써 왜군의 서울 점령이 임박하였다 �. 이에 션조 임금은 평양을

거쳐 의주로 피난하였고 �, 같은 해 �5월 �2일 서울을 점령한 일본군은 다시 �6월 �1�3 일에 평양에

입성하였다 �.
한편 피난길에 션조는 실정을 비난하는 민중들의 압박 속에서 관계 대선을 문책하고 �8도

에 교서를 내려 널리 의병을 모집하였고 �,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원병을 요청하였다 �. 그리
하여 명에서는 �6월 �1�5 일에 �1차 원병으로 �6천여명을 파견하였으나 �, 일본군에게 크게 패하여

퇴각하였다 �. 이에 명과 일본 사이에는 화의를 논의하였으며 �, 같은 해 �1�2월에는 명에서 �4만�3

천여 병력으로 �2차 원병을 보냈으며 �, 화의 교섭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 이 무렵 조선의 관

군은 전라 순찰사 이광 등의 지휘하에 경기도 용인에서 일본군과 접전하였으나 패전하였으

며 �. 광주 목사 권율은 전라도 장정들을 모아 훈련을 강화하고 있던 중에 금산지방에서 일본

군을 격퇴하여 호남지방을 보전할 수 있게 되었다�.
임란 중에 유생들과 농민은 정부의 모병에는 소극적이었지만 자기 가족과 재산 및 마을

을 지키기 위하여 용전하였다 �. 그 중에서도 곽재우�(郭再祐 �) 는 경상도 의령에서 기병하여 의

령 � 창녕 등지에서 왜적을 섬멸하고 진주에서도 김시민 �(金時敏 �) 과 함께 공을 세웠으며�, 김

천일 �( 金千銀 �) 은 수원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왜군을 격파하고는 제 �2차 진주전에서 전사하였

다 �. 그리하여 수군의 승리와 의병의 활동으로 전세가 반전되어 가고 있을 때에 명의 원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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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하여 평양을 탈환하였고 �, 권율은 행주산성에서 왜군과 싸워 대승을 거두었는데 �, 드디어

일본은 서울을 포기하고 경상도 해안 일대로 퇴각하여 명과의 화의에 응하였다 �. 임란시 영

양지방에서도 여러 우국충절들이 있어서 크게 활약하였다
�[�J
영양군지 �d �0�9�7�0 년 간행 �) 에 의하

면 오수눌 �( 吳뚱’調 �) 은 김성일의 휘하에서 공을 세웠고 �, 남윤조 �( 南鳳曺 �) 는 곽재우의 휘하에서

용전하다 하왕산에서 전사하였다 �. 그리고 권춘란 �(權春蘭 �) 은 안동에서 김윤명의 의병에 가담

하였고 �, 조광의 �( 趙光義 �) 는 나라에 군량미를 헌납하였으며 �, 오극성 �( 吳克成 �) 은 왕명을 받들어

적정을 정탐하여 공을 세웠고 �, 또 오윤성 �( 吳允成 �) 은 이순신의 막하에서 크게 무공을 세웠

다 �.

제 �2절 조선 후기의 영양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이어지는 �7년간의 전란은 조선 사회를 그 밑바닥으로부터 붕괴

시켰다 �. 난후 전국의 경작지는 종전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으며 �, 그 중에서도 왜군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은 경상도의 경우에는 겨우 �6분의 �1 에 불과하였다 �. 그리하여 농민의 생활은 비

참하였는데 �, 인구가 감소하고 기근과 질병이 만연하였으며 �, 사회적으로는 양인이 양반이 되

고 노비가 양인이 되는 등으로 신분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 전쟁이 끝난 뒤 조선과 왜

의 국교도 일시 단절되었으나 �, 이에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게 된 대마도주가 교역의 재개를

요청하였고 �; 또한 덕천막부에서도 수교를 요청하였으므로 선조 �4�0 년 �(�6�0�7�) 에 국교를 회복하

였다 �.
한편 왜란 중에 명의 세력에서 벗어난 여진족은 마침내 강대한 세력으로 성장하여 후금

을 건국하고 �(�6�1�6�) 명을 압박하기에 이르렀는데 �, 조선에서는 선조의 뒤를 이어 광해군이 즉

위하였다�. 그리하여 성곽과 무기를 수리하고 전쟁으로 피폐된 산업을 재건하고 양전사업을

통한 국가재정을 확충하였으며 �, 외교에서도 신중한 중립 외교를 견지하였다 �. 그러나 조정

중신들 사이의 반목으로 인조반정 �(仁祖反正 �) 이 일어나 지금까지 정권을 주도하였던 북인이

몰락하고 �, 대신에 서인이 집권하면서 친병배금의 외교노선을 택함으로써 후금을 자극하였

다 �. 이에 이괄 �( 李造 �) 의 난으로 조선 조정이 어수선한 틈을 이용하여 인조 �5년 �(�6�2�7�) 에 후금

이 �3만의 군대로써 조선을 침략하여 정묘호란을 일으키고 �, 이어 인조 �1�4 년 �(�6�3�6�) 에는 청 태

종이 직접 �1�0 만군으로 내침하여 병자호란을 일으켰다 �. 패전한 조선은 청의 요구대로 청에

대한 신하의 예를 취하고 조공을 약속하는 한편 명과 단교하였으며 �, 두 왕자가 인질로 잡혀

가고 주전파를 비롯하여 수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등으로 조선의 자존심은 여지

없이 실추되었다 �.
조선 후기의 지방행정제도는 본질적으로 전기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 경우에 따라

서는 속현의 분치로 인한 새로운 행정구역의 설정이나 속현의 이속으로 인한 영역 변경 혹

은 역모 등으로 군현이 혁파되는 경우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 �. 그리하여 오늘의 경북지

방에는 크고 작은 �4�1 개소의 지방행정구역이 있었는데 �, 여기에 파견된 지방관은 품계나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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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 상호 병렬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감사
�( 藍司 �) 와는 수직적인 행정 체제

를 맺고 있었다�. 조선 후기 지방관 파견을 직급별로 살펴 보면 종 �2품 부윤
�( 府尹 �) 이 있는 곳

은 경주 �( 慶 �j�+�! �) 이고‘ 정 �3품의 대도호부사 �(大都護府使 �) 가 있는 곳은 안동 �(安束 �) 이었으며 �, 정 �3

품 목사 �( 收使 �) 가 있는 곳은 상주 �( 尙州 �) 와 성주 �( 星州 �) 의 �2곳이었다 �. 또 종 �3품 도호부사 �(都護

府使 �) 가 있는 곳은 대구 �( 大표 �) �. 영해 �( 寧海 �) �. 선산 �(善山 �) �. 청송 �(춤松 �) �. 인동 �(仁同 �) �. 순흥
�(順興 �) �. 칠곡 �( 深까 �) 의 �7개소이고 �, 종 �4품의 군수 �( 那守 �) 가 있는 곳은 청도 �( 淸道 �) �. 영천 �( 永川 �)

� 예천 �( 體폈 �) �. 영천 �( 榮 �J �I�I�) �. 흥해 �(興海 �) �. 금산 �( 金山 �) �. 풍기 �( 뿔基 �) 의 �7개소였다 �. 그리고 종�5

품 현령 �( 縣令 �) 이 있는 곳은 경산 �( 慶山 �) �. 의성 �(義城 �) �. 영덕 �( 찮德 �) 의 �3개소였으며 �, 종 �6품 현

감 �(縣藍 �) 지역은 개령 �( 開寧 �) �. 하양 �( 河陽 �) �. 용궁 �( 龍宮 �) �. 봉화 �( 奉化 �) �. 진보 �( 員띤 �) �. 문경 �( 聞

慶 �) �. 함창 �(威昌 �) �. 지례 �( 知禮 �) �. 현풍 �( 玄風 �) �. 군위 �( 軍威 �) �. 비안 �( 比安 �) �. 의홍 �( 義興 �) �. 신령 �(新

寧 �) �. 예안 �( 禮安 �) �. 연일 �( 延日 �) �. 장기 �(長響 �) �. 자인 �( 慧仁 �) �. 영양 �( 英陽 �) �. 청하 �( 淸河 �) 의 �1�9 개소

였다 �.
조선 후기에 영양현의 변천을 보겠다 �. 먼저 『여지도서 �( 與地圖書 �)�� 와 『읍지�( 물誌 �)�� 에서 자

료를 얻을 수 있는데 �� 영양현읍지』에서 조선후기에 관련하여 다음 사료를 볼 수 있다 �.

因몽民趙頻等 ���m 請 許令復設도‘年還童復屬予寧海府四年又因民情分춤 �U울內

而東南 �r�I�f�f 德뿔首比面 �1협훌 �E릎縣좁 �1�'�2 石保 �R힘屬寧海 �7�1�.�, 年更因둠 �R南時짧等 �l陳없特 命復

設置縣藍石保仍 �I폈寧 海주륭�1�'�2�l 뚫 �l鎬本縣 �.

영양현은 조선초 이래 영해부 �( 寧海府 �) 의 속현이었다 �. 그러므로 영양지방에서 관부가 위치

한 영해까지는 너무나 먼 거리일 뿐 아니라 도중에 읍령
�( 파領 �) 이라는 험준한 고개를 넘게

되어 있었으므로 현민들의 고통이 막심하였다 �. 그러나 영양인들은 오랜 세월 이를 감내하면

서 조세의 운반과 노역 등을 담당하였는데 �, �1�6 세기 말에 이르러 임진왜란을 계기로 백성들

의 의식이 깨우쳐지고 애향심이 깊어짐을 계기로 그들의 사정을 조정에 호소 진정하기에

이르렀다 �. 그리하여 인조 �1�1 년 �(�6�3�3�) 에 처음으로 지역민들이 설관
�( 까까 �) 송�l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으며 �, 인조 �1�8 년 �0�6�4�0 �)에 다시 상소를 올렸으나 가납되지 않았다 �. 그후 숙종 �2년 �(�1�6�7�6�)

에 지역민을 대표하여 조책 �( 趙碩 �) 등이 상소하여 영해부에서의 분리를 주청하였으며 �, 조정

에서도 이를 가납하여 관사 �( 官舍 �) 의 건축에 착수하였으나 �, 도중에 다시 인구가 적고 현민들

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지하고 영해부에 잔류시켰다 �.

그후 숙종 �4년에는 현인 남시하 �( 南時夏 �) 등이 상소하여 영양현을 분설하거나 �, 거리가 가

까운 진보현으로의 이속을 진정하였으며 �, 이에 영양현을 분할하여 읍내면
�( 울內而 �) �. 동면 �( 東

面 �) �. 남면 �( 南面 �) �. 덕봉면 �(德輩面 �) �. 수비면 �( 首比面 �) 을 진보현에 소속시키고 �, 청기면 �( 춤샘面 �)

� 석보면 �(石保面 �) 은 영해부에 그대로 존속시켰다 �. 그러므로 현민들은 다시 궐기하여 영양현

의 복현을 요구하였고 �, 수년을 두고 상소와 진정을 거듭하였는데 �, 숙종 �9년 �(�6�8�3�) 에 현민 남

시직 �( 南時獨 �) 등의 진정 상소를 조정에서 가납하여 영양현이 복현되고 현감
�( 縣짧 �) 을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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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설관분사 �( 設官分司 �) 의 뜻을 관철하였으며 �, 이 때는 청기면이 영양현에 환속되었으

나 �, 석보면은 여전히 영해부에 소속하였다 �. 그리고 당시에 영양현의 현감은 안동도호진병마

첨제위 �(安東都護鎭兵馬췄밟 �I�j周 �)를 겸하였으므로 �r 여지도서」에 안동진관영양현 �(安東鎭管英陽

縣 �) 으로 기록되었다 �I�I 여지도서」에 수록된 영양현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

�C�D 東至寧海界三十里 西至禮安界주十里 南至힐띤界二十五里 北至江 �}형道願珍界八

十里 距京六 百표十六里七 日程 南距藍營三百二十里주 日程 南距兵쓸三 �B七 「里四日

程 �i휩距水營四 �E 八十里 五日程 南距統쓸五百六十里六 �B 程
�@�:�t�}�j 里둠內面距官門二里 南�i폐距官門二十里 東떼距官門十멸 西面初度距官門十里

二度距官門주十里 北며初度距官門十里二度距官門二十里 首 �l�t�Y�m 距官門四十里
�@ ζ �.�g�p 式 �7�L�: 戶二千七 �E二十五戶 人口-萬四百十三口 內명四千六 �E七十七口 女五

千七百三十六口

이상의 �@에서 보면 영양현의 행정구역으로 읍내면 � 동면 � 남면 � 수비면 외에 먹봉변을

대신하여 서초면 �( 西初面 �) �. 서이변 �( 西二며 �) �. 북초변 �( 北初面 �) �. 북이면 �( 北二而 �) 이 되었으며 �,

�@에서 을묘년은 숙종 �2�5 년 �(�6�9�9�) 에 해당한다 �. 한편 『여지도서』의아래 기사에서는 영양현

의 관직을 열기하였는데 �, 현감 �l 인 �, 별감 �( 別藍 �) �2 인 �, 군관 �( 軍官 �) �3�8 인 �. 이 �( 更 �) �5�2 인 �. 지인 �( 知

印 �) �2�1 인‘ 사령 �( 使令 �) �2�3 인 �, 관노 �( 官如 �) �1�2 인 �, 비 �(牌 �) �1�4 인이었음을 밝혀 놓았고 �, 현의 북쪽

으로 십리에 향교를 두었으며‘ 현의 서쪽으로 �1리에 사직단 �( 社짧펄 �) 을 두고 �, 현의 남쪽으로

�2리에 성황단 �(城탱펄 �) 이 있었던 것을 밝혀 놓았다 �. 영양 향교는 숙종 �5년 �(�6�7�9�) 에 건립되었

다 �. �1�7 세기에 영양현에는 총 �3�6 리 �( 里 �) 로 구성되었는데 �,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읍내변에 �4리 �,

남변에 �3리 �. 동변에 �5리 �, 서초변에 �7 리 �. 서이면에 �3리 �, 북초면에 �7리
�-
북이변에 �4리 �, 수비면에

�3리 등이었다 �.
조선의 지방제도 개편은 종래의 속현 �( 國縣 �) �. 속진 �(�I 짧鎭 �) 및 향 � 소 � 부곡 등의 임내 �(任

內 �) 가 직촌 �( 直村 �) 으로 정비되기 시작하면서 면 �( 面 �) 이 설치되고 �, 그 아래에 리 �( 里 �) 를 두게

되었다 �. 그리하여 임내의 소멸은 중앙집권화 작업과 병행하여 추진되었는데 �. �1�5 세기 중엽에

전국에 �7�2 개소의 속현과 �1�3 개의 향 � 소 � 부곡이 남아 있었을 정도로 면 � 리제의 실시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 그리하여 설치 당시의 면은 단순히 읍치 �( 울治 �) 를 기준으로 동서남북의

방위를 나타내는 정도였으나 �. 점차 방위명을 버리고 고유 명칭을 사용하는 지역촌으로 발전

하였으며 �. 점차 리 � 동의 상급행정구역으로 정착하였다 �. 그러나 면 � 리제가 정착되기까지에

는 많은 시일이 소요하였으며 �. �1�7 세기에 이르러서 비로소 전국적인 단위에서의 시행을 보게

되었다 �. 그러므로 영양현에서 면 � 리제의 실시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더욱 늦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적어도 석보면 � 수비면 등은 이전의 부곡 �( 없曲 �) 에서 면으로의 개편을 상정해 볼

수 있으나 �. 그 후에 약간의 변동을 거쳐서 영양현에 현감이 파견되었던 숙종 �9년에 비로소

�8변 �. �3�6 리의 행정체계가 이룩된 것을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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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1�7 세기에 영양지방의 도로 �( 道路 �) 와 역�(繹 �) 및 봉수 �( 峰隨 �) 에 대해서 살펴 보겠

�; 다 �w여지도서』에 의하면 관문에서 동쪽으로 대천 �( 大川 �) 까지 �1�0 리 �, 대천에서 영해계까지 �2�0

리 �, 관문의 서쪽으로는 청기창까지 �2�0 리 �, 청기창에서 예안계까지 �1�0 리 �, 관문에서 남쪽으로는

남면까지 �2�0 리 �, 남변에서 진보계까지 �5리 �, 관문에서 북쪽으로는 수비면까지 �4�0 리 �, 수비변에

서 강원도의 울진계까지 �4�0 리의 도로가 있었다 �. 일반적으로 도로는 지방의 물자를 중앙으로

신속하게 수송시켜 주는 동시에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 그러므로 도로는 그

중요도에 따라서 대로 �( 大路 �) �. 중로 �( 中路 �) �. 소로 �(小路 �) 의 구별이 있었으나 �, 여기서 대로는

경기도에만 �1�2 개로 한정되어 있고�, 그 밖에는 중로
� 소로의 구분이 있었을 뿐인데 �, 영양지방

으로는 안동 혹은 진보에서 책가 �(冊街 �) 로 연결하여 통하는 소로가 있었고 �, 그 아래에 영양

의 각 지방으로 이어지는 달구지길이 있었다 �. 그리고 중요 도로에는 원
�( 院 �) 이라는 유숙소가

분포되어 있었으나
�w여지도서』에서 영양현에는 원이 설치되지 않았고 �, 다만 중 � 소로에서

매 �3�0 리마다 설치된 역은 영양현 내에 �6개소가 있었다�.

조선 말기에 지방제도 개편은 고종 �3�2 년 �(�8�9�5�) 에 갑오경장의 마지막 개혁으로서 단행되

었다 �. 그리하여 �1�8�9�5 년 �5월 �2�6 일에 지방제도 개정령이 공포되었고 �, 이 조치는 그해 윤 �5월 �1

일 �( 양력 �6월 �2�3 일 �) 부터 시행되었다 �. 그 내용으로서 종래의 �8도체제는 �2�3부 �( 府 �) 로 개편하였

는데 �, 오늘의 경상남북도에는 대구부 �( 大邱府 �) �. 안동부 �(安東府 �) �. 동래부 �( 東菜府 �) 를 두었고 �,

각 부에는 관찰사 �(觀察使 �) 를 두었다 �. 그리고 부 밑에는 군 �(那 �) 을 설치하였으며 �, 이 때에 영

양현은 안동부 소속으로서 영양군이 되었고 �, 군에는 군수
�(那守 �) 를 두었다 �. 한편 이 때에 지

금까지 지방 수령이 장악하고 있던 사법권과 경찰권을 독립하여 재판에 관련한 일체의 사

무는 재판소 �( 我判所 �) 가 맡게 하였으며 �, 경찰제도는 서울에 경무청 �( 響務廳 �) 을 두고 �, 지방에

는 각부의 관찰사의 관할하에 경무관을 두어 그 지방의 치안을 맡아보게 하였다 �.

그러나 구한말에 조선은 고종 �3�1 년 �(�8�9�4�) 부터 동학혁명과 갑오개혁이 진행된 이래 대내

외적으로 급격한 혼란을 가져왔다 �. 그리하여 이듬해에는 일본이 주도한 을미사변과 을미개

혁이 있었고 �, 이에 반발하여 일어난 의병운동으로 민심이 동요하였으며 �, 그 이후의 아관파

천과 러시아의 내정간섭 외에 열강의 이권 쟁탈 등으로 혼란이 계속하였다 �. 이에 �1�8�9�6 년에

는 서구의 근대사상과 개화사상을 가진 일부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독립협회를 조직하여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고 �, 백성들을 계몽하는 일에 노력하였다 �. 그 결과로 근대적이고 자주

적인 국민의식을 형성하는 일에 크게 도움을 주었으며 �, 나아가 일제의 침략에 대항하여 민

족운동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사상적 기반과 민주주의가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었다 �.
그 이후의 지방제도는 �1�8�9�6 년에 다시 개편하여 전국의 �2�3부를 �1�3도로 만들었는데 �, 경상북

도에는 �4�1 군이 소속되고 �, 경상남도에는 �l 부와 �2�9 군이 소속되었다 �. 그 후에 지방제도는 다시

�7부 �. �1목 �.�3�3�1 군으로 재편하였으나 �, 이 때 경상북도에는 부 � 목이 설치되지 않고 모두 군으

로 조직되었으며 �, 각 군은 그 영역의 대소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되었다 �. 여기에 �l등군은 상

주 � 경주이고 �, �2등군은 대구 � 성주 � 의성 � 영천 � 안동이고 �, �3 등군은 예천 �금산
�선산 �청

도이고 �, �4 등군은 청송 �인동
�
영해

�
순흥

�칠곡
�
풍기

�
영덕

�용궁
�
하양

�영주
�
봉화

�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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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 � 고령 � 장기 � 문경 등이었다 �.

이때부터 현재의 경상북도 윤곽은 대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 그 후에 부분적인 개

편은 있었으나 �. 그 윤곽은 유지되었다 �. 한편 지방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는 그 이후에도 계

속되었으나 �. 지방민들의 이해가 상충하여 번번이 좌절하였고 �, �1�9�0�6 년에 지방구역정비건이라

는 칙령을 공포하여 전국을 �1�3도로 다시 개편하였는데�, 경상북도는 �4�1 개군 �5�0�7 면으로 펀제

되었다 �. 이 때에 영양군은 종전의 �8개면에서 �9개면으로 되었다 �-
한편 약 �1년여동안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러 있던 고종은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강력하게 환궁을 요구함으로써 마침내 경운궁 �( 處週宮 �)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 때에 조선

조정은 독립국가로서의 면모를 내외에 선양하기 위하여 국호를 대한제국 �( 大韓帝國 �) 이라 하

고 �, 연호를 광무 �( 光武 �) 라 하였으며 �, 왕호를 황제라 고쳤다�. 이에 조정에서는 자주적인 외교

활동을 추진하고 �. 군제를 개편하였으며 �, 민생의 안정과 국가재정의 확보를 위하여 전정을

개혁하였다 �. 그 밖에 상공업의 육성에도 적극 노력하여 섬유 � 철도 � 운수 � 광업 � 금융 부문

에 근대적 회사들이 설립되었으며 �, 교육 부문에서도 외국에 유학생을 파견하여 근대 산업기

술을 습득하게 하였고�, 기술학교 � 상공학교 � 광무학교 외에 의학교 � 외국어학교 � 모범양잠

소 � 공업전습소 등을 설립하였다 �.

그려나 이 시기에도 열강들의 조선에 대한 이권 쟁탈이 더욱 노골화하였는데�, 그 중에서

도 러시아는 적극적으로 남하정책의 본심을 하나씩 실천해 갔으며 �, 이에 위협을 느낀 일본

은 영국과 동맹하여 청에서의 영국의 이권을 인정해 주는 대신 조선에서의 일본의 권익을

승인받기에 이르렀다 �. 그러나 러시아도 프랑스와 동맹을 맺고�, 남하정책을 계속하였으므로

�1�9�0�4 년 �2월에 일본과 러시아는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다 �. 그리하여 러 � 일전쟁이 점차 일본

의 우세로 나타나자 일본은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을 구체화하기 시작하였으며 �, �1�9�0�4 년 �8월
에는 제 �1차 한일협약을 체결하여 일본의 추천을 받은 재정고문과 외교고문을 채용하고 �, 드

디어 궁내부 � 군부 � 내부 � 학부에까지 일본인 고문이 들어와 이른바 고문정치가 시작되었

다 �. 뿐만 아니라 일본은 �1�9�0�5 년 �1�1 월에 제 �2차 한일협약 �( 을사조약 �) 을 체결하여 우리 나라의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동시에 이듬해에 통감부가 설치되고 초대 통감으로 이등박문이

부임하여 통감정치가 시작되었다 �.
그리하여 통감부의 주도로 �1�9�0�6 년에 지방제도에 대한 정비를 단행하였다 �. 지방관의 숫자

와 관련해서 도에는 관찰사 �l 인 �, 참서관 �(參훨官 �) �1 인‘ 경무관 �l 인 �, 주사 �( 主事 �) �5인 �, 총순 �( 폈

파 �) �4인 이하를 두었고 �, 군 �(那 �) 에는 군수 �1 인 �, 주사 �1언을 두었으며 �, 면 �( 面 �) 에는 면장을 두

었는데 �, 면장의 임기는 보통 �1년 정도였으나 �. 전국적으로는 고르지 못하였다�. 한편 을사조약

체결에 대하여 전국 각지에서 이를 반대하는 의병이 봉기하였고 �. 고종은 �1�9�0�7 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하여 을사조약 체결의 부당성을 호소케 하였

는데 �, 일본이 이것을 문제삼아 고종의 퇴위를 강요하자 �. �1�9�0�7 년 �7월 고종이 퇴위하고 순종이

즉위하여 연호를 융희 �( 隆熙 �) 로 고치게 되었다 �. 이에 전국에서는 격렬하게 반일 시위를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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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 일제는 다시 한일신협약의 체결을 강요하여 통감이 조선의 내정을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을 분명히 하고 �, 각 부의 차관에 일본인을 임명하여 이른바 차관정치를 시작하였으며 �,

조선의 군대를 해산하고 사법권을 박탈하였을 뿐 아니라 �. �1�9�1�0 년 �8월 한일합병조약으로 대

한제국은 종말을 고하였다 �.
일제 치하 �3�5 년의 기간에도 지방제도에 대한 개편이 꾸준히 추진되었다 �. 한일합병 당시에

조선의 지방행정구역은 �1�3도 �. �1�2부 �, �3�1�7 군이었고 �, 같은 해 �9월 �3�0 일에 조선총독부 지방관관

제 �( 官制 �) 를 공포하여 지금까지 법적 근거가 없었던 면 �( 面 �) 을 부군 �( 府那 �) 의 하부 행정단위

로 삼았으며 �. 이 때에 전국의 면은 �4�.�3�2�2 개소였다�. 그 후에 �1�9�1�3 년 �1�2 월 �2�9 일에 총독부령 제

�1�1�1 호에 의거 도의 관할구역과 부군의 명칭 � 위치 � 관할구역이 개편되었다 �. 이로써 지방행

정구역은 �1�3도 �. �1�2부 �, �2�2�0 군 �, �2�.�5�2�1 면이 되었으며 �, 이 때에 영양군도 그 관할구역을 개편하여

영양군 일원과 진보군 동면과 북면을 구역으로 하여 여기에 영양면 �(英陽面 �) �. 석보면 �(石保

面 �) �. 입암면 �( 立岩面 �) �. 청기면 �(좁챔面 �) �. 일월변 �( 日月面 �) .수비면 �( 首比面 �) 등의 �6개변을 두

었고�, 그 아래로 �7�3 리동을 구획하였다 �. 그리고 �1�9�1�4 년 �9월 �1일부로 도내의 �1�2군에 경찰서 �(警

察뽑 �) 를 두었으나 �, 영양군에는 경찰서가 없고 �. 인근의 안동경찰서가 관할하였다 �. 그후 지방

조직은 별로 변동이 없었으나�. �1�9�3�2 년 �5월 �1일에 �1군 �1경찰서 원칙에 따라 새로 영양경찰서

가 개청되었다 �.
그리고 일제 치하의 지방관 배치를 보면 �. �1�9�1�0 년 �9월부터 각 도의 책임자를 지금까지의

관찰사에서 도장관 �( 道長官 �) 이라 개칭하고 �, 그 아래에 참여관 �(參與官 �) �1 인 �, 참사 �(參事 �) �3인을

두어 도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으며‘도행정의 집행기구로서 도장관 밑에 장관관방 �(長

官官房 �) 과 내무부 �( 內我部 �) �. 재무부 �( 財務짧 �) 의 �2부를 두어 사무관인 부장을 두었다 �. 그리고
경찰에 관련해서는 통감부 직속으로 경무통감부를 두고 각 도에 경무부를 두어 지방행정기

구에서 분리 독립시키고 �, 각 도의 경무부장은 그 지방의 헌병대장이 겸직토록 하였는데 �,

�1�9�1�5 년부터는 도기구로서 종래의 내무부 � 재무부를 제�1부 � 제 �2부로 개칭하였으며 �, 도의 경

무부장이 경무부령을 발할 때에는 도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였다 �. 그후의 도기구로는

�1�9�1�9 년 �8월에 종래의 도장관을 도지사 �(道知事 �) 로 개칭하고 �, 제 �1부 � 제 �2부도 다시 내무부 �

재무부로 환원되었으며�. �1�9�2�0 년 �1�0월부터는 도평의회 �(道評講會 �) 를 두었다 �. 그 이후에도 필요

에 의하여 도지사 아래에 산업부 � 식량부 � 광업부 � 농상부 퉁이 추가되었다 �. 한편 일제하의

영양군에서는 행정기구로 군수 아래에 서무과 � 내무과 외에 서무계 � 재무계를 두었다 �.
�1�9�4�5 년 이후의 지방제도 개편은 �. �1�9�6�3 년 �1월 �1 일에 행정구역을 일부 개편하여 이전의 울

진군 온정면 본신리가 영양군 수비면에 편입되었고 �, �1�9�7�9 년 �5월 �1일에는 군청 소재지의 면

을 읍으로 승격시키는 조치가 있었는데 �. 이 때에 영양면이 영양읍으로 승격되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