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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f

면대까 �A�I 의 산업

저�i�l�l 절 고려말까지의 산업

제 �1 항 농 업

동물을 사냥하거나 물고기를 잡고�, 나무 열매와 뿌리를 채집하여 식생활을 영워하던 구석

기 시대부터 우리 민족은 한반도에 살았다 �. 간석기와 토기로 특징지워지는신석기 시대부터

농경생활이 시작되었다�.
청통기 시대에 들어서며 생산이 늘고 �. 분엽이 이루어지고 �, 철기를 사용하면서 농경이 크

게 발전하였는데�, 팽이로 땅을 개간하여곡식을 심고 돌칼로 이삭을 잘라 추수를 하였다�.

고조선의 건국 신화에는 그 당시 농경의 중요성이 반영되어 있다 �. 위만 왕조 때 철기문화

가 본격적으로 수용되어 농업과 무기 생산을 중심으로 한 수공업이 성하게 되어 �, 상업과 무

역도 발전되었다 �.
만주 송화강 유역의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성장한 부여는 농경과 목축을 주로 하였고 �, 왕

아래에 마가 � 우가 등 가축의 이름을 딴 관리가 있었다 �. 부여에서 남하한 주몽에 의해 고구

려가 건국되었고 �, 함경도와 강원도 북부 동해안 지방에 옥저와 동예 부족이 있었다�. 옥저는
어불과 소금 등 해산물이 풍부하였고 �, 동예 역시 토지가 비옥하고 해산물이 풍부하여 농경
� 어로 등 경제생활이 윤택하였다 �. 특히 누에를 쳐서 명주를 짜고 �, 삼베도 짜는 등 방직기

술이 발달하였다 �.
한강 이남 지역에 진 �( 辰 �) 이 성장하고 있었고 �, 마한 � 진한 � 변한이라는 부족 연맹체들이

나타났다 �. 삼한 사회에서는 철제 농기구의 사용으로 농경이 발달하였고�, 벼농사가 널리 행

하여졌으며�, 수리를 위한 저수지도 많이 만들어졌다 �.
연맹 왕국의 단계를 거쳐 고구려 � 백제 � 신라의 삼국이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였다 �. 이

시대의 경제생활의 중심이 농업이었기에 모든 국토는 왕토라는 사상이 나오게 되었으며 �, 따

라서 전쟁에서 공을 세운 장군이나 귀족에게는 식읍이나 녹읍의 명목으로 토지와 노비를

주었다 �. �7�5�5 년에 신라로 왔다는 영양 남씨 시조의 고사에 그가 영양을 식읍으로 받았다고

한다 �. 일반 국민은 대부분 자영농민이었으며 �, 곡식과 베 등을 세금으로 바치고 군역의 의무

와 제방을 쌓는 등 부역에 동원되었다�.
지방 호족 세력이 주체가 되어 건국된 고려는 이들이 문벌 귀족화되면서 정치 � 경제 � 사

회 � 문화의 주인공이 되어 봉건적 사회 구성을 철저히 하고 �, 광대한 토지를 소유하면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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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반을 구축하였다�. 고려에서는 개간에 의한 경지 확대를 꾀하고 �, 수리공사와 치수�( 治水 �)

에도 힘을 기울였다�.
고려에서도 벼 재배가 중심이었으며 �, 그 외 곡식으로 맥류�조�기장�수수� 귀리 �피등

과 콩 � 팔 등의 두류가 많이 재배되었는데 �, 이들 밭곡식은 �2년 �3작식인 윤작법으로 재배되

었다�. 채소류로는 무 � 배추 � 마늘 � 부추 � 오이 � 가지 �순무 � 아욱 � 박 등이 재배되어 생식

이나 양념 또는 김치 재료로 이용되었다 �. 양잠을 위한 뽕나무와 배 � 복숭아 � 대추 등의 과

수도 재배되었다 �. 의류원료는 주로 삼과 모시 � 잠사였다�. 고려 말인 �1�3�6�5 년에 문익점 �(文益

漸 �) 이 중국에서 가져옹 변화는 조선 시대에 널리 재배되었다 �.

제 �2항 임 업

농업은 흙과 물을 이용하는 산업이며 �. 흙과 물을 다루기 위해서는 산을 다루어야 한다 �.
따라서 산이 많고 �, 농업이 중심이었던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와 조선을 통하여 치산치수 �( 治

山治水 �) 를 국정 �( 國政 �) 의 근본으로 삼았다 �.

신라와 고려 � 조선 시대까지 산은 국가의 소유였￡나 �, 백성들은 산에서 탤감과 농용 자재

등을 비교적 자유로이 이용하였으며 �, 따라서 무주공산 �(無主公山 �)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다�.

예외적으로 사찰이나 공신 등에게 소유를 허락한 적이 있었고�, 왕권이 약해졌을 때는 권력

자가 사유화한 적도 있었다 �. 그러나 고려 말까지는 나무의 부족은 별로 심각하지 않았을 것

이므로�. 국가에서도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단지 농민의 수익을 올리거나 공물

등으로 특산물을 거두기 위해 과일나무나 윷나무 � 뽕냐무 등의 조렴과 관리는 때때로 이루

어졌을 것이다�. 종이를 만드는 닥나무도 옛날부터 중요한 나무였는데‘중국의 채륜에 의하

여 발명되었다는 제지법은 �6�1�0 년경 우리 나라에 도입되었다고 한다 �.
�7�5�5 년에 지금의 청주 지방의 �4개 마을에 왕의 율령으로 조림한 기록이 았다 �. 즉 한 마을

의 호구 수는 약 �1�0 호인데 �, 잣나무 �4�2�-�1�2�0 본 �. 호두나무 �4�8�-�1�1�2 본 �, 뽕나무 �7�3�0�-�1�.�2�8�0 본으로 �,

이들 나무의 수를 �3년마다 통계를 낸 것을 보면 �, 그 당시 이 나무들의 조림과 관리에 관심

을 기울였음을 알 수 었다 �.
고려말까지 영양 지역에서 엄업이라고 부를 만한 특별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 산

지가 많고 지금까지도 우수한 나무들이 많으므로 임업은 다른 지역보다 발달하였으리라 짐

작된다 �.

저 �1�3항 축 산 업

원시 시대에 인구가 증가하게 되자 산야의 동물은 인류의 포획으로 그 수가 감소되었다 �.
따라서 동물의 사육이 시작되었으며 �, 이것이 축산의 시작이었을 것이다 �. 야생 동물이 가축

이 되려면 사람이 필요로 하는 고기나 젖 �모피 등 형질을 가져야 하고 �, 사람의 접근을 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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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하지 않아야 되고 �, 사육하기 쉽고 튼튼하며�, 번식력이 강하고 �, 집단적 사육이 쉬워야 된다 �.
이러한 조건에 맞는 동물의 수가 많지 않아‘동물의 사육이 �2만년 전에 시작되었다고 하지

만 가축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 �.

우리 나라의 농업은 유목시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정주시대로 들어갔고‘ 오랜 기간 불교

와 유교의 영향으로 축산물 이용을 기피하였으므로 축산의 발달은 느리게 진행되었다 �. 따라
서 조선 이전의 축산은 산업적 위치가 낮았고 �, 축력의 확보 �, 군마 육성�, 제물용 등 보완적

영역에 머물렀다 �.

우리 나라에서는 개를 가장 먼저 사육하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 개는 수렵의 수단으

로 �, 군사 목적으로 �, 도난 방지 또는 예물용으로 사육하였고 �, 식용으로도 사육하였을 것이다�.
군사용 � 통신용으로 중요한 말도 우리 나라의 석기 시대 유적에서 나오고 있다�. 한우는 적

어도 �2천년 전부터 사육되었고 �, 식용 � 제사용 � 점술용 � 교통수단으로 이용하였고�, 농경의

발달에 따라 농사용으로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 소는 그 외에도 가죽이 이용되었으며�, 최소

한 조선 초기에는 우유도 이용되었다고 한다 �. 돼지와 닭도 오래 전부터 사육되었으나 그 규

모는 크지 않았던 듯하다 �. 그 외 산양 � 토끼 � 나귀 � 오리 � 거위 등도 소규모로 사육된 듯하

다 �.

통일신라 때에는 소 � 말 등의 수를 �3년마다 통계를 내고 있었고 �. 고려 때의 목마 �(收馬 �)사

업은 몽고족의 침입으로 피동적인 성황을 이루었으며 �, 제주도 � 함경도 및 남해 각 도서에서

활발하였다 �. 마필의 증식은 지방에서 종마를 얻어 국가관리 하에 이루어졌으며 �, 이들 말은

교통과 통신에 이용되어 역마제 �( 關馬制 �) 도 생겼다 �.

저 �1�4항 공업과 상업

인간은 연장을 만들고 연장을 사용하는 동물이라고 한다 �. 이 연장을 만드는 것이 공업의

시작일 것이며 �. 수렵이나 채취로 얻은 생산물이나 자기가 만든 연장을 서로의 필요에 따라

바꾼 것이 상엽의 시작일 것이다�. 연장을 만드는 재료나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생산물도 많아

지고 교환의 규모도 커지게 됨에 따라 교환 장소 �( 시장 �) 가 생기고‘이 일을 전업으로 하는

상인이 출현하여 상업이 발달하였다 �.

시장이 문헌에 처음 나타나는 것은 삼한 시대이다 �. 그리고 신라 지증왕 �1�0 년 �(�5�0�9 년 �) 에

경주에 동시 �( 東市 �) 를 설치하고 감독관을 두었다고 하며 �, 지방에도 향시�( 劉市 �) 가 있었다고

한다 �. 시장은 인구 증가와 산업의 발달로 각처에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여 발전하게 되었

다 �.
삼국 시대에는 방직기술과 금은세공 � 나전칠기 등의 공예품 제조기술이 발달하였고 �, 고려

시대에는 칠기 �( 잖器 �) 등 목공예품 제조와 제지 �( 製紙 �) 가 융성하였고 �, 고려청자 등 자기 제조

가 발달하여 상업도 이루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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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조선 시대의 산엽

제 �1 항 농 업

건국 이전인 �1�3�9�1 년에 이미 토지개혁을 단행했던 조선에서는 권농과 수리
�( 水利 �) 에 힘을

기울였다 �. 따라서 양민의 수가 증가하고 �, 자영농의 수도 늘고 �. 경작권이 보장되었다 �. 서울 동

쪽 근교에서 왕이 친경 �( 親짜 �) 을 하였으며 �. 농서 반포 �(農書碩 �;�:�(�j�j�) 와 구황 �(救克 �) 에도 힘을 쏟

았다 �. 세종 때에는 측우지 발명 �, 역서 �(歷書 �) 간행 �w농사직설 �(農事直說 �)�� 의 반포가 있었다 �-
이러한 중농정책이 연산군 때 해이하게 되었다가 �, 중종 때에 다시 언해 �( 證解 �) 농서의 간행

과 향약법 �(椰約法 �) 이 제정됨으로써 중농정책이 지속되었다 �.
�1�5�9�2 년에 시작되어 �7년간 계속된 임진왜란은 조선의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 농

업에도 역시 큰 영향을 미쳤다 �. 인구가 격감되었고 �, 농촌이 황폐되었으며 �, 식량 부족이 심각

하였다 �. �1�5 세기 중엽에 전국의 경지면적이 �1�6�0 여만 결이었으나 �, 왜란 직후에는 �3�0 만결뿐이었

다�. 이후 경작지 확충과 농지를 개간하여 광해군 때 �5�4 만결이 기록되었으며 �, 정조 때에서야

�1�4�5 만결이 되었다 �.
임진왜란 때 영양에는 왜군 부대가 오지 않은 듯하나 �, 많은 사람들이 의병에 참여하였으

며 �, 영양창고의 곡식을 온전히 보존하여 인근 고을에 종자로 공급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 병

자호란 때에도 이 지역 유지들이 많은 곡식을 국가에 헌납하였다고 한다 �.
조선 시대는 농민이 국민의 절대다수였으나 �, 사농공상 �( 士農�l 商 �) 의 계급사회에서 국가에

대해 전세 � 공물 � 역의 의무를 부답하였고 �, 이동이 억제되었다 �. 대부분의 농민은 소작농이

었고 �, 소작농의 수익은 수확량의 �2분의 �l 이었다 �. 농민은 소작료 외에 왕실과 각 관청에 공납

이라는 명목으로 지방특산물과 수공업제품을 바쳤다 �. �1�6�8�3 년 영양현으로 복현되기 전에는

영양이 영해부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 전세와 공물을 지고 영해로 운반하였고 �, 그 길이 워낙

험하여 ‘울며넘는 재’�[江領 �] 라고 불렀으며 �, 끈질기게 복현을 상소한 것도 이 일을 감하고자

한 듯하다 �. �1�6�7�5 년 �( 숙종 원년 �) 에 복현 상소를 하며 영양현의 역량을 과시하여 �, 전부 �( 머麻 �) 가

�2천여 결 �( 結 �) �( 결은 변적을 헤아리는 단위가 아니라 비옥도 등을 감안하여 생산량과 세금을

정하기 위한 단위로 �, 논 �1결의 수확고는 �8�0 말 정도였고 대동세는 쌀 �1�2 말이었다고 한다�( 김

성우 �, �1�9�9�6�»�. 창고의 곡식이 일천 여 석 �, 인구가 �4���5 천인 �( 숙종 �4년의 조선 인구는 총 �5�2�5 만

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호구통계에 한계가 있어 이 시기에는 �1천만명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 고동환 �, �1�9�9�6�»�, 군정 �( 軍 �T�) 이 �2���3 백인이라고 하였다 �. 그 외에 쌀

과 조 �[米뽕 �] 가 공물을 부담할 만하며 �, 마사 �( 施料 �) 가 열읍에 으뜸이라고 하였다 �.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며 토지대장과 호적이 거의 소실되어�, 조세와 요역의 정발과

신분의 구분이 곤란해졌다�. 아울러 조세제도의 개편 필요성도 생겨 �, 대동법 실시로 공납이

토지 소유의 정도에 따라 미곡 � 포목 � 전 �(錢 �) 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 영조 띠�} 에 균

역법이 시행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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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신정변 �0�8�8�4 년 �) 후 �, 청과 일본의 침략이 더욱 심해졌고 �, 지배층의 농민에 대한 수탈도

심해졌다 �. 이에 농민들은 동학의 교세를 바탕으로 투쟁을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 그 후 러일

전쟁과 을사조약을 계기로 대한제국은 일제의 보호국이 되었고 �, 일본은 농토를 저당잡거나

해서 토지 소유를 시작하여 철도 부지와 군용지 확보 �, 황무지 개간과 역둔토의 수용으로 토

지를 대량으로 약탈하여 �, 국권 피탈 무렵에는 일본인이 소유한 토지가 �1 억 �5천만평
�( �5�0�,�0�0�0�h�a�) 에 이르렀다 �.

저 �1�2항 임 업

조선 시대에도 산은 공용림의 성격이었으나 �, 차츰 산주 관리가 이루어졌다 �. 태종 �5년
�0�4�0�5 년 �) 에 정부기관으로 공조에 산택사 �( 山澤司 �) 가 설치되었고 �, 금산 �(禁山 �) 을 정하여 밸감

채취 �, 개간과 화전을 금하고�, 특히 소나무를 보호하였으며 �, 과실나무와 윷나무 � 닥나무 등의

특수용도 수종을 식재 관리하였다 �.
연산군의 폭정과 임진 � 병자 두 전쟁을 치르면서 농촌이 피폐해져 소나무 숲도 보호가

되지 못하고 �, 농민이 산에 들어가 화전을 일구게 되었다 �. 따라서 효종 �9년 �0�6�5�8 년 �) 에는 화전

을 금하는 교칙이 반포되었다 �. 영조 �1�9 년 �(�1�7�3�4 년 �) 에 금산에 상당하는 명칭으로 봉산 �( 封내 �)

이란 용어를 만들었는데 �, 봉산은 소나무의 보호를 위한 입산 금지의 산으로 『속대전�(�1�7�4�6

년 �)�.�!�I 에 의하변 경상도에 �7개 읍에 있었는데 �, 영양도 이에 포함되었다 �( 박봉우 �, �1�9�9�6�)�. 이 봉

산에는 지방에 파견하는 임시직인 순산원을 파견하여 �1�0 년에 한번 벌채하여 �, 재궁감 �( 관곽

재 �) 을 골랐다 �. 조선의 임업정책이 이렇게 소나무에 치우친 것은 소나무가 전함이나 세금으

로 거둔 곡식을 운반하는 세곡선의 건조 �, 궁궐이나 왕족과 고관의 저택이나 사찰의 중건을

위한 건축재로나 관곽재로 널리 쓰였기 때문이다 �. 그러나 조선 시대의 임업정책은 형벌에

치우쳤고 �, 심고 가꾸는 일은 등한히 하였다 �. 예를 들면 금산에서 열 그루 이상의 소나무를

벤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한 반면 �, 기술을 중요시한 실학자의 대표격인 정약용의 『목민심서

�(�1�8�1�8 년 �)�.�!�I 에도 “소나무는해치지만 않으면 되는데 �, 무엇 때문에 심을 것인가 �?�" 라고 하여 심

고 가꾸어야 할 필요성을 알지 못한 것이다 �.

유교가 존중된 조선에서 선조의 묘를 잘 모신다는 것은 중요한 일로 관가의 능원묘의 해

자림 �( 埈字林 �) 과 서민의 묘지림도 소중하게 취급되었다 �. 아울러 관공서에서 소요되는 밸감을

공급하기 위한 관용 밸감 시장 �[官用架場 �] 이 인정되었고 왕족과 권세가들이 밸감 시장 �[뽕場 �]

을 점유하게 되었다 �. 영조 정조 시대에 서민들이 줄어드는 산을 공동체 조직으로 대처하고

자 계를 만들어 공동 보호 � 공동 이용하기도 하였다 �.
청일전쟁 이후 조선에 대한 열강의 경제적 침탈은 한층 더 강화되어 �, 철도 부설권 � 광산

채굴권과 아울러 삼림 벌채권도 빼앗아 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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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1�3항 축 산 업

고려 시대에 힘쓰던 목마사업은 조선 시대에도 계승되어 태종과 세종 시절에 제계가 갖

추어져 각지에 목장이 설치 운영되었다 �. 말은 전마 � 역마 � 농경 � 승마 � 수령 � 육식 � 무역용

으로 이용되었으며 �, 특히 무역용 �( 명나라에 보내는 공물용 �)으로 중요하였는데 태조 원년부터

세종 �1�0 년까지 �3�6 년간에 �5�8�,�6�1�1 마리나 보냈다고 한다 �. 마정 �( 馬政 �) 을 위한 조직으로 병조에

사복시 �( 司樓놓 �) 를 두었으며 전국에 �1�5�9 개의 목장을 설치하여 �2�4�.�0�0�0 두 이상의 말을 유지하

였다�.
그 외에 소는 여전히 농업에 중요시 되었고‘돼지 � 닭 등 가축을 길렀으나‘농가 부업 수

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 예를 들면 닭은 �1�9�0�0 년도 초까지도 연간 �4�0���5�0 개의 달갈을 산란

하였다고 한다 �.

저 �1�4 항 잠 업

우리 나라의 잠업은 기자가 조선의 왕이 되어 누에 치기와 베 짜기를 가르쳤다는 『한서

지라지 �( 漢書地理志 �)�0�1 의 기록으로 보아 약 �3�0�0�0 년 전에 시작된 것으로 추측된다 �. 삼한 시대

를 거쳐 고려 시대에 이르기까지 역대의 왕들이 누에 치기와 베 짜기를 장려하였다�.
조선 시대의 잡업은 왕조의 중요사업으로 장려되었다 �. 태종 �0�4�0�1�-�1�4�1�8�) 은 ‘후비친잠�(�f�a 犯

親露 �) 의 예법 �(禮法 �) ’을 정하여 궁중에서도 누에를 사육하게 하였으며 �. 세조는 종상법 �( 種蔡

法�)을 공포하고 『잠업주해�(露꽃註解 �)�J 를 편찬하여 잠엽의 보호와 육성에 힘을 쏟았다 �. 그러
나 조선 말기에 사회가 혼란해짐에 따라 잠업도 쇠퇴되었고 �, 중국에서 비단을 많이 수입하

였다 �.

제 �5항 공 업

조선 전기의 공업은 수공업 중섬이었고 �. 관영수공엽과 민영수공업으로 나눌 수 있다�. 관
영수공업은 왕실의 수요에 대응하여 �. 관장적 �( 官닫籍 �) 에 등재한 장인들이 사역되는 것으로 �,

중앙의 각 관청에 속해 있는 경공장 �( 京工 �i�l�J�:�) 과 지방의 도나 군현에 속해 있는 외공장 �(外工

�i�l�J�:�) 으로 나누어진다 �. 경공장은 �1�3�0 엽종에 �1�.�8�4�1 명이 �, 외공장에는 �2�7 업종에 �3�,�6�5�6 명이 속하여

있었다 �.
민영수공업은 전업적 수공업과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부업적 수공업자가 있었다�. 조선

전기의 관영수공업은 명목에 불과하였으므로 민영수공업의 비중과 역할은 매우 컸다 �. 민영
수공업자들의 활동은 주로 농그릇 � 농기구 � 모자 � 장도 �( 뺨刀 �) 제조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
그러나 �1�4 세기 이래 장인들은 이른바 공상천예 �( 그그쩌健慧 �) 로서 사회의 최하급으로 대우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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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며 �, 이런 대우는 �1�7 세기 이후까지 계속되었다 �. 그러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며 수

공업제품의 수요가 급증되었고‘대통법의 실시로 실물화폐제도가 발전되어�, �1�7 세기 후기에

는 제조업이 크게 발전하였다 �. 그러나 최하급 신분으로 처우받던 장인들은 그들의 직업에

긍지를 갖지 못하였고 �, 문자를 해독한 사람도 드물어 기록물을 거의 남기지 못했다 �.

수공업 제품의 유통 및 수요의 증가는 그 원료 생산을 위해 광업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
조선 초기 이래로 광업은 국가가 직접 경영하였으나 �, �1�6 세기 이래 개인의 채광이 허용되었

고 �. 특히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은의 수요가 늘어나변서 은광의 개발이 활기를 띄어 �1�7 세기

말엽에는 거의 �7�0 개소의 은점 �( 銀店 �) 이 설치되었다 �.
청일전쟁 이후 조선에 대한 열강의 경제적 침탈은 한층 더 강화되어 여러 곳의 광산채

권을 빼앗겼다 �.

저 �1�6 항 상 업

조선 시대에는 사농공상 �( 士震 �I 댐 �) 의 인위적 계급의 구분으로 상엽은 천시를 받았다 �. 그

러나 물자의 교류는 어느 시대에도 필요한 일이었으므로 �, 국가를 경영하기 위한 물자의 조

달을 위하여 서울에는 시전 �( 市댈 �)
‘ 지방에는 향시 �( 생 �1�\市 �) 가 있었다�.

일정한 장소와 일정한 날에 모여 거래를 한 것이 시장이며 �, 이런 시장은 성종 초에 생겼

다고 한다 �. 성종 초 전라도에서 기근을 계기로 ‘장문�( 場門 �) ’을 열어 물자의 교환과 판매

하였다 �. 이어 중종과 병종조에 이 장문이 충청도와 경상도에 두루 파급되었고 �, 닷새만에 여

�'�5 일장’이 대부분이 었다 �. 각 장시는 �3�0 리 혹은 �4�0 리 정도로 떨어져 있어 �, 보부상인 �( 찌�%負쩌

�A�) 들이 하루만에 장을 보고 다음 장으로 옮겨갈 수 있었다 �.

상엽의 발달에는 화폐의 발달이 필수적이었는데 �. 대체로 조선 중기까지는 농산물을 화폐

대신으로 사용하여 물물교환이 이루어지다가 차츰 주화 �( 짧貨 �) 를 사용하게 되었다 �. 당시는
주로 봇짐장수들이 농어촌을 돌아다니며 각종 상품을 사고 팔았다 �. 그러나 조선 말기에 접

어들면서 각 지방마다 상업을 전업으로 하는 지방 상인이 늘어나며 점포를 가지는 상업인

이 늘어났다 �. 상품으로는 일상생활용품을주로 하여 곡물 � 옹기 � 가축 � 직물 � 어물 � 생약품

등이 있었다 �.
�1�7 세기 이후에 농업생산력이 증대되고 �. 수공업 생산이 활발해졌으며‘농촌에서 유리된 인

구의 도시 유입으로 상업 인구가 늘어났다 �. 시전 상인 외에 사상 �( 私商 �) 이 생겼는데 �. 이들은
각 지방의 장시를 연결하면서 물화를 교역하고 �. 각지에 지점을 두어 상권을 확장하였으며 �,

청나라와 일본과의 대외 무역에도 참여하여 부를 축적하였다 �.

조선 시대 후기에 각지에 장시가 더욱 발달하여 교역의 장소로 �, 정보 교환과 오락 장소로

쓰였으며 �, 도시에서는 상공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나타나‘도고 �( 都質 �) 라는

독점적 도매 상인도 나타났다 �. 대동법의 실시로 상품 조달을 위한 공인의 활동으로 장시도

성장하여 갔다 �. 장시는 �1�8 세기 중엽에 전국에 �1천여 개소가 있었는데 �. 인근 주민들이 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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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수공업 제품 등을 교환하였으며 �, 이 시기에 안동이 상업도시로 발달하였다 �. 이와 더불

어 객주나 여각이 나타났고 �, 거간도 생겨났다 �.

개항 후 �, 외국 상품의 수입과 미곡의 유출로 농촌 경제는 물론 �, 상업도 심한 타격을 받았

다�. 청일전쟁 이후 �, 일본은 무역 독점 �, 이권 탈취 �, 금융 지배 �, 차관 제공 �, 토지 약탈 등의 수

법으로 우리 나라의 경제를 장악해 갔다 �. 이에 대응하여 �, 우리 민족은 방곡령 시행 �, 이권 수

호 투쟁 �, 국채 보상 운동 등 경제적 침탈을 저지하려는 운동을 벌였다 �. 그리고 각종의 근대

적 회사와 공장 � 은행 등을 설립하여 민족자본에 의한 근대적 경제 체제를 이룩하려는 노

력을 하였다 �.
개항 이전에 일부 형성되었던 상업자본은 외국 자본주의의 침략 앞에서 상권 수호 운동

을 전개하였고 �, 근대적 생산공장의 경영에 투자하기도 하였다 �. 자본 축적에 성공한 일부 상

인은 상회사 �( 商會社 �) 를 설립하였고 �, 우리 자본에 의한 은행도 설립되었다 �. 그러나 이런 움

직임은 일제의 정치적 압력과 경제적 침탈에 의하여 큰 발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제 �3절 일제 시대의 산엽

국권 찬탈 후 각종 산업은 일제의 식민지 경제 체제로 개편되었다 �. 그 중 핵심적인 것은

전국적인 토지조사사업 �(�1�9�1�2 �� �1�9�1�8�) 을 벌여 �, 전국 농토의 �4�0�% 를 탈취하였다 �. 이 토지는 동

양척식주식회사 등에 넘겨져‘ 일본인에게 싼 값에 불하되었다 �. 일제의 식민지 경제 정책은

우리 나라의 미곡과 각종 원료를 헐값에 사 가고 �, 일본에서 만든 제품을 비싸게 팔았다 �. 우

리 산업 경제권은 금융조합 � 농공은행 등을 통해 통제되었고 �, 허가제인 회사령에 의하여 민

족기업의 성장이 억제되었다 �. �3 �. �1 운동 이후 민족기업이 생성되었고 금융업에도 한국인의

진출이 활발하였다 �. 동시에 물산장려운동도 일어났다 �.
일본 내의 공업화 추진에 따라 생산이 부족하게 된 식량을 한반도에서 착취하기 위하여

소위 산미증식계획을 �1�9�2�0 년부터 추진하여 쌀을 일본으로 수탈하여 갔다 �. �1�9�3�0 년대에 이르

러 일제는 공업원료 증산 정책으로 방향을 바꾸어 목화의 재배와 변양의 사육을 우리 농촌

에 강요하였다 �. 이런 강압에 대하여 우리 농민들은 소작쟁의를 하였고 �, 공장 등에서는 노동

쟁의가 빈번하였다 �. 이 시기에 영양군에서는 항일운동단체를 중심으로 토산장려회기 �- 조직되

어 일본 상품을 비롯한 외제품을 배격하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이 적극적으로 일어나 �,

일본 상품 불매운동으로 유명했던 개성에 이어 ‘제�2의 개성’이라는 평판도 얻었다 �. �1�9�3�7 년에

시작된 중일전쟁과 �, �1�9�4�1 년에 시작된 태평양전쟁이 �1�9�4�5 년에 끝날 때까지 우리 나라는 전쟁

물자와 인력을 공급하는 기지가 되었다 �.
일제 시대 영양군의 산업은 �1�9�3�0 년에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조선국세조사보고 �( 朝蘇國勢調

호報告 �) 제 �3호 �( 경상남북도 �) 에 의하여 각 직업별 종사자 수 �( 표 �5�-�1�) 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

아울러 �1�9�3�1 년 �( 소화 �6년 �) 의 조선총독부 경북통계연보에 수록된 영양군 통계와 �I�T�' 교남지 �(�i�l�l 참

南誌 �)�� 권 �2�7�( 정원호 �, �1�9�4�0�) 을 참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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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암면 �7�.�4�1�2 �2�,�9�1�0 �1�4�1 �7�3 �4 �1�7 �? �4�,�1�6�4

청기면 �9�.�1�9�9 �4�.�4�9�5 �6�0 �1�3�5 �1�4 �? �4�.�4�4�0

일월면 �7�.�7�8�6 �4�,�3�6�3 �4�3 �9�0 �0 �2�2 �? �3�.�1�7�5

수비면 �6�,�6�4�9 �3�,�5�0�3 �2�0 �6�8 �0 �1�2 �? �3�,�0�2�5

석보면 �7�,�7�9�7 �3�,�5�1�8 �4�2 �8�3 �0 �1�4 �? �4�,�0�5�8

짧각섣 합 계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가구 인구 가 구 (비율) 인구 가구 그上이〕가구 인구

합계 �8�,�5�8�1 �4�7�,�5�3�9 �8�,�5�3�9 �0�0�0�.�0�) �4�7�,�3�9�7 �4�1 �1�3�8 �4

농림축산 �7�,�6�1�8 �4�3�.�7�3�4 �7�,�6�1�8 �( �8�9�.�2�) �4�3�.�7�3�4

어업, 제염 �3 �1�1 �3 �( �0�.�0�) �1�1
공업 �1�5�2 �6�1�1 �1�5�1 �( �1�.�8�) �6�0�1 �1�0
상업‘ 교통업 �3�7�3 �1�,�2�6�9 �3�6�8 �( �4�.�3�) �1�,�2�5�1 �4 �1�4 �4
공무원, 자유업 �2�3�9 �1�.�1�6�5 �2�0�3 �( �2�.�4�) �1�,�0�5�1 �3�6 �1�1�4

기타 직업 �6�9 �2�9�1 �6�9 �( �0�.�8�) �2�9�1

무직, 직업 미상 �1�2�7 �4�5�8 �1�2�7 �( �1�.�5�) �4�5�8

제 �l장 근대까지의 산업 �I�I�I �2�6�7

〈표 �5�-�1�) 을 보면 총인구 �4�8�.�1�8�9 명 중에 무직이 �2�4�.�4�9�6 명 �(�5�1 �%�) 으로 조사되어 있는데�, 어린

이와 노약자도 무직으로 기록된 것이다 �. 직업을 가진 �2�3�,�6�9�3 명 중 농림어업에 �2�1�,�7�4�0 명

�(�9�2�%�)�, 공업에 �3�8�8 명 �0�.�6�%�)�, 상업에 �7�8�0 명 �(�3�.�3�%�) 이 종사하고 �, 수산업과 광업 종사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 그 당시에도 영양면이 군의 중심이었던 듯 상업과 공무 � 자

유업 종사자는 이 곳에 많았고 �, 공업 종사자 �3�8�8 명 중에 입암변에 �1�4�1 명이 있는 것이 특이

하다 �.

〈표 �5�-�1�) �1�9�3�0년의 영양군의 직업별 인구 �( 단위 �: 명 �)

조선총독부 경북통계연보에 있는 �1�9�3�0 년의 영양군 국적별 직업별 가구 수와 인구는 〈표 �5�-

�2�>와 같다 �. 이 표에서는 〈표 �5�-�1�) 과 달리 가구를 중심으로 가구주의 직업에 따라 인구를

표시하였다 �. 총 가구는 �8�,�5�8�1 호이며 외국인이 �4�2가구 있다�. 한국인은 �8�,�5�3�9 호에 �4�7�,�3�9�7 명으로

�1�9�7�0 년대 후반의 영양 인구와 비슷하다 �. 인구는 농림축산이 �8�9�%�, 공업에 �1�.�8�%�, 상업과 교통

업에 �4�.�3�% 이며 �, 무직과 직업 미상이 �1�.�5�% 였다 �.

〈표 �5 �2�) �1�9�3�0 년의 국적별 직업별 가구 수와 인구

그 당시 영양에는 일본인이 �4�1 가구에 �1�3�8 명이 살았으며 �, 중국인이 한 가구에 �4명이 살았

다 �. 일본인은 영양변에 �3�4가구가 �, 그외 변에 �1���2 가구씩 살았으며 �, 공무원 혹은 자유업에 �3�6



뇨:
구 합계

�L�- 닙l
1모작 2모작

E응

면적 �(�h�a�) �8�.�3�6�3 �8�9�5 �1�.�2�1�1 �6�,�2�5�7

자 작
λ 자
�-�L�.�. �"�-�;

승} i二 님} 승} 뇨; �t�H
�t�=�I �L�- �I�E �t�=�I �L�- E응

�4�.�0�5�6 �9�3�6 �3�.�1�2�0 �4�.�3�0�7 �1�.�1�7�0 �3�.�1�3�7

�2�6�8 �.�. 저 �1�5편 산업 � 경제

가구 �, 상업 및 교통업에 �4가구 �, 공업에 한 가구였다 �. 중국인은 영양변에 살았으며 상업에 종

사하였다 �.
『교남지』에는 �1�9�4�0 년의 영양군 가구 수는 �8�,�6�9�7 호에 인구 �4�5�,�5�2�1 명으로 기록되어 있으므

로 �, �1�9�3�0 년보다 가구 수는 �1�5�8�7�} 구가 늘었으나 인구는 오히려 �1�.�8�7�6 명 이 줄었다 �.

저 �1�1 항 농 업

일제는 강화도조약 �0�8�7�6 년 �) 을 계기로 그들의 상업자본과 금융자본을 한국 농촌사회에 침

입시켜 그 때까지의 자급자족 농업과 가내수공업을 파괴하였다 �. �1�9�0�5 년의 토지조사사업 �,

�1�9�1�2 년의 토지조사령 �, �1�9�0�0 년 이래 �3차에 걸친 산미증식 �(塵米增植 �) 계획 �, �1�9�3�0 년 이후 농어촌

의 진흥운동으로 농민은 더욱 착취되어 영세화되었다 �. 일제 �3�5 년간의 농업은 일본의 항구적

식량 부족과 구조적인 산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탈 목적의 식민지 농업정책이었다 �.
�1�9�1�0 년 �3월부터 �8년여간 거액을 들여 시행한 토지조사사업은 토지소유권을 확립하고 공

평한 지세를 물게 할 목적이라고 표방하였으나 �, 실은 일본인에게 토지를 소유하게 하기 위

한 것이 목적이었다 �. 이 사업은 신고를 원칙으로 하였으므로 �, 글을 모르던 대부분의 농민과

일제의 정책을 거부하던 사람들이 땅을 잃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 그러나 영양에서는 영양

출신 남정석 �( 南廷哲 �) 과 오현팔 �(吳鉉八 �) 등의 강연을 듣고 군민들이 한 평의 땅도 일본인에

게 팔지 않았다고 한다 �. 그러나 일본은 상당수의 농업 경영자를 한국에 침투시켰고�. �1�9�1�3 년

부터 전국 전답의 �7�% 이상을 차지하였다 �. 이렇게 일본인 농업 경영자의 증가로 우리의 지

주는 몰락하여 자작농 또는 소작농이 되어 농민의 궁핍이 가속되었다 �.
�3 차에 걸친 산미증식계획 �(�1�9�2�0�� �1�9�2�5�. �1�9�2�6�� �1�9�3�4�. �1�9�4�0�-�1�9�4�5�) 은 토지개량사업과 농사개

량사업으로 아루어졌으며 �, 일본의 쌀 수업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 산미증식운동으로 �2�5 년 사

이에 쌀 생산량은 배 정도 늘었으나 �, 생산량의 �4�0�% 이상을 일본으로 수출하게 되어 �, 한국인

은 연간 �0�.�7 석 정도만 소비할 수 있었다 �. 따라서 생산자인 한국 농민은 춘궁기에 초근목피로

연명하거나 만주나 일본으로 떠나게 되었다 �.
영양군의 �1�9�3�0 년 경작지와 농가 상황은 〈표 �5�-�3�> 과 같다 �. 논은 �2�,�1�0�6�h�a 이고 �, 밭은

�6�.�2�5�7�h�a 이다 �. 논은 절반 이상이 �2모작을 하였으며�, 자작이 �9�3�6�h�a 이고 �, 소작이 이보다 많은

�U�7�0�h�a 이다 �. 밭은 자작과 소작이 반반이었다 �.
농가는 총 �7�,�3�1�2 호이며 이 중에 지주는 �2�5�5 호로 �3�.�5�% 이며 �, 자작농은 �1�.�2�4�8 호로 �1�7�.�1 �%밖에

되지 않고 �, 소작농은 �2�.�4�9�8 호로 �3�4�.�2�% 나 되었다 �( 표 �5 �- �4�)�,

〈표 �5�-�3�> �1�9�3�0 년의 경작지와 농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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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년의 농가 상황〈표 �5 �-�4�>

※ 지주 �( 갑 �) 은 소유지 전체를 소작을 준 지주이며 �, 지주 �( 을 �) 은 소유지 일부를 소작을 준 지

드드。 �1
�1 디 �.

�1�0 년 후인 �1�9�4�0 년의 토지는 전체 �7�5�,�7�9�7 정보 중 논이 �1�.�9�8�1 정보 �(�2�.�6�%�)�, 밭이 �6�,�0�7�5 정보

�(�8�.�0�%�)�, 임야가 �6�8�,�3�1�9 정보 �(�8�9�.�0�%�)�, 대지 � 묘지 � 도로 � 하천 � 호수 � 잡종지 등이 �4�2�2 정보

�(�0�.�5 �% �)로 『교남지』에기록되어 있다 �( 표 �5�-�5�)�. �1�9�3�0 년의 기록보다 논과 밭이 다소 줄었다 �.

임야가 �8�9�.�5�% 를 차지하는 산간지대이며 �, 따라서 논보다는 밭이 �3배 정도 많다 �. 토지 형질은

쉽게 바뀌지 않으므로 이 비율은 지금까지도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산업 특히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표 �5�-�1�) 의 영양군 직업별 인구중 농업 인구를 세분하면 〈표 �5�-�6�> 과 같다 �. 농림어업인

구 �2�1�.�7�4�0 명중 농업인구는 �2�1�.�2�0�2 명 �( �9�8 �% �)이며 �, 임업이 �7�3 명 �, 축산이 �8명 �, 잠업이 �4�5�7 명 �(�2�%�)

이다 �.
농업인구 �2�1�.�2�0�2 명은 〈표 �5�-�7�> 과 같이 농경업주 �7�,�7�9�7 명 �, 농업 조수 �1�0�,�5�3�4 명 등이며 �, 화전

경작자도 �1�.�3�9�3 명이나 되었다 �. 농경업주는 미작 �( 자작농 �+소작농 �+자작 겸 소작농 �) 이 �4�,�8�3�8 명

�( �6�2 �%�) 이고 �, 자작농 �( 미작 �+ 기타 �) 이 �2�,�8�8�1 명 �( �3�7 �% �) �, 자작 겸 소작이 �1�.�5�3�7 명 �(�2�0 �%�) �, 소작농이

�3�.�3�7�9 명 �(�4�3�%�) 이었다 �. 이 때까지 전업적 과수 재배자는 없다 �.
�1�9�3�0 년의 농산물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표 �5�- �8�>과 같다 �. 벼는 주로 메벼를 재배하였고

약 �2천정보에서 �3만석을 생산하였다 �. 보리와 밀 � 콩 � 조를 재배하였으며 �, 고구마는 재배되

지 않았다 �. 그 당시에는 목화와 삼도 재배되었다 �.

�1�9�4�0 년의 영양군의 토지이용 구분〈표 �5�-�5�>

�1�9�3�0 년의 영양군의 농업 � 임업 � 축산업 � 잠업의 직업별 인구〈표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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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옵 저 �1�5 펀 산업 � 경제

〈표 �5�-�7�) 농경 종사자 분류

〈표 �5�-�8�) �1�9�3�0 년의 농산물 재배면적과 생산량

단위 �. 면적 �; �h�a�. 생산량 �; 석

농업 관련 단체로는 군농회 �(那農會 �) 가 있었고 임원 �8명 �, 직원 �5명이 있었고 조합원은

�9�.�1�1�5 명이었다 �. 이 외에 연초경작조합이 있었으며 이 조합에는 임원 �9명 �. 직원 �9명에 조합원

은 �2�,�6�6�5 명 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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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1�2항 임 업

임업부문에서도 임야조사 사업이 실시되어 �, 막대한 국유림과 공유림 �, 소유주가 명확하지

않았던 산림이 거의 일본인에게 넘어갔다 �. 그 결과 전 산림의 �5�0�% 이상이 조선총독부와 일

본인 소유가 되었다 �.
�1�9�0�6 년 �1�0 월에 압록강 두만강 유역의 삼림을 벌채하기 위한 한 � 일간 삼림협약이 맺어지

고 �, 그 실행을 위해 통감부 영림창이 설치되고 함경북도 회령에 제재공장이 설립되었다�.

�1�9�0�8 년에 대한제국은 삼림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 이 법은 한일합병 후에 조선삼림령으로 이

어졌으며 �, 계출에 의한 소유권 확립과 조림대부제도가 도입되었다 �. 무주공산 개념으로 계출

이 없는 임야는 모두 국유가 되었고 �, 조림대부제도는 일본 자본가와 일본인의 산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조치였다 �.

�1�9�2�1 년에 주요 산주들의 모임인 조선산림회가 결성되었고 �. �1�9�2�2 년에 임업시험장이 설치되

었으며 �. �1�9�2�4 년에 임야조사사업이 종료되었고 �. �1�9�3�3 년에 사방사업령을 공포하여 본격적인 사

방사업이 실시되었다 �. 중일전쟁으로 목재 수요가 늘자 �1�9�4�2 년에 목재통제령을 공포하고 벌

채 수속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 조선재 �( 造船材 �) 의 공급을 위하여 풍치림 � 사찰림 � 수원림 �

방풍림 등의 나무도 벌채하였으며 �, 전쟁 말기에는 솔방울과 관솔의 수집도 하였다 �.
일제 시대 영양군의 임업상황은 총인구 �4�8�.�1�8�9 명중 임업 종사자는 �7�3 명 �( 표 �5�-�6�) 으로 총

인구의 �0�.�1�5�% 이며 �, 직업을 가진 자의 �0�.�3�% 이다 �. 그나마 숭을 굽는 제탄부가 절반 이상이고

임업업주는 단 한명으로 여자였는데 �( 표 �5 �-�9�) 아마 일본인이었으리라 짐작된다 �.
임야면적 �6�8�.�5�2�0�h�a 중 국유림이 �3�2�% 이고 공유림이 �1�4�%�. 사유림이 �5�4�% 였다 �( 표 �5 �-�1�0�)�. 공

유림은 대부분 면유림이었다 �. 구 『영양군지�J �(�9�7�0�) 에 의하면 지금의 영양읍 서부리 송계산
�( 松曉山 �) �2백수십정보를 총독부에서 국유림으로 편입할려는 것을 남규원 씨가 완강히 저지

하여 동유림으로 보존하게 되었다고 한다 �.
임상별 면적 〈표 �5�-�1�1�> 은 성림지가 �2�9�%�. 어린 나무가 있는 치수지 �(雅樹地 �) 가 �5�9�%�. 조림

이 필요한 곳인 미입목지 �( 未立木地 �) 가 �1�1�% 였다 �. 성림지가 �2�9�% 에 그친 것을 보면 조선 말

기와 일제 초 � 중기에 산림벌채와 산림훼손이 극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
�1�9�3�0 년에 조림 〈표 �5 �- �1�2�> 는 �6�3�8�h�a 에 �2백만본 이상을 심었으며 �, 주로 소나무를 중심으로

곰솔 � 낙엽송 � 밤나무를 심었다 �. 상수리나무 �3�.�0�0�0 본을 심은 것이 특이하며 �, 벚나무 �2�0본은
관공서 등에 조경수로 심었을 것이다 �.
조림에 필요한 묘목은 개인묘포와 면묘포 � 산림조합에서 생산하였는데 �, 개인묘포와 면묘

포에서 절반 정도씩 생산하였고 �( 표 �5 �-�1�3�) 산림조합은 양묘보다는 조림과 무육 등에 치중한

듯하다 �. 산림조합에는 임원이 �1�5 명 �, 직원이 �9명 �, 조합원이 �3�.�9�2�0 명이었다 �.

〈표 �5�-�9�> �1�9�3�0 년의 영양군 임업 종사자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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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1�3항 축 산 업

축산도 일본 수탈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1�9�1�1 년에 우역혈정제조소 �( 牛俊血精製

造所 �)를 부산에 설립하고�, �1�9�1�5 년에 수역 �( 戰授 �) 예방령과 중요물산동업조합령을 공포하여 축

산동엽조합을 조직하게 하였다�. 그리고 �1�9�2�9 년부터 국고 보조와 �1�9�3�1 년부터 축우 저리자금

의 융자로 우리 나라 축산 �, 특히 축우의 증식에 큰 성과를 가져왔다 �. 그 결과 �1�9�0�8 년에 전국

에서 약 �4�6 만두였던 소가 �1�9�4�0 년경에는 �1�7�0 만두를 상회하였다�. 그러나 태평양전쟁의 발발로

축산은 사양화되었으며 �, 특히 축우가 큰 피해를 입었다 �.
면양은 남면북양 �( 南網北후 �) 정책에 의하여 도업되었고 �. 꿀벌은 밀납과 함께 우리 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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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근대까지의 산업 �I�I�I �2�7�3

특수한 수요가 있어 오래 전부터 전국에서 사육되었는데 �, �1�9�1�0 년에 꿀은 �2�8 만�k�g�, 밀납은 �4만

�k�g 이 생산되었다 �. 개량종 벌도 수입되어 �1�9�2�5 년에는 재래종이 약 �1�2 만통 �, 개량종이 �1만 �5천

통 사육되었다 �. �1�9�3�3 년에는 전체 통수가 �2�0 만 통으로 증가되었고 �, 개량종의 비율이 높아졌다 �.
일제 시대 영양군의 축산업 상황은 축산업 종사자 �( 표 �5 �-�1�4�) 가 단 �8명뿐이며 �, 축산업주는

�2명뿐이고 �, 이 축산업주도 양금 � 양봉업자인 것으로 나타나 �, 축산은 농가의 부업 수준에 머

문 듯하다 �. 사육 가축 �( 표 �5 �-�1�5�) 은 주로 소 �( �5�,�2�3�6 마리 �) 였고 �, 말이 �5�2 마리로 의외로 많고�, 돼

지는 �3�1�3 마리로 적었다�.
생산된 축산물은 개량건피 �( 改良乾皮 �) 가 �3�,�8�3�0 근 �(�7�6�6 원 �) �, 봉밀 �2�.�4�3�2 근 �( �1�.�8�7�7 원 �) �, 밀납 �7�2�5 근

�(�4�0�3 원 �) 으로 가축 사육에서 기록되지 않은 양봉에서 봉밀과 밀납을 상당량 생산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표 �5�-�1�4�> �1�9�3�0 년의 영양군 축산업 종사자의 분류

〈표 �5�-�1�5�> 가축사육

저 �1�4 항 잠 업

일제는 우리 나라가 천혜의 잠업지임에 착안 �, �1�9�1�9 년에 각 도에 모범 잠실을 설치하여 잠

엽의 본격적인 육성시책을 펼쳤다 �. 일제는 �1�9�2�5 년부터 적극적으로 일본에서 뽕나무 묘와 잠

종 �(露種 �) 을 수입하여 무상으로 분배하고 �, 뽕나무 식재에 대하여 보조도 하고 �, 각 도에 잠업

기술관을 배치하여 잠업기술을 보급하였다 �. �1�9�3�9 년에는 고치 생산량이 �6�6 만석에 달하여 세

계 �4위의 잠업국이 되기도 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시책들은 강제성을 띄었고�, 중일전쟁으로

인해 미국으로의 생사 수출이 막혔고 �, 인조견의 개발로 견사의 수요가 줄어 가격이 떨어졌다 �.
일제 시대 영양군의 잠업 상황은 잠업 종사자가 �4�5�7 명으로 총인구의 �0�.�9�% 이며 �, 직업을 가

진 자의 �1�.�9�% 이었다 �(표 �5 �-�1�6�)�, 그러나 여자 양잠업주가 �1�1�5 명 �, 여자 잠업조수가 �3�0�8 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므로 �. 잠업도 역시 농가의 부업 수준에 머문 듯하다 �( 표 �5 �-�1�6�)�. 상전 �( 청田 �)

�( 표 �5 �-�1�7�) 은 그 당시에도 밭에 집단적으로 심은 것은 적고 �, 밭둑 등에 많이 심은 듯하다 �.

견적 �( 見積 �) 이라고 표시된 것은 밭둑 같은 곳에 심은 뽕나무를 면적으로 추정한 것일 것이

다 �. 아울러 산상이용 �( 山청利用 �) 이라는 것은 산뽕나무를 이용한 것이거나 �, 집 주변 얄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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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상전 �(�h�a�) 신설 ÀÁÈ��(�h�a�)
합계

산상이용 뽕나무 묘목 생산

기존 견적 계 신설 견적 계 견적 생산가구 실생묘 접모디�.�.�, �.�i�l�-

�8�.�3 �2�2�2�.�6 �2�3�0�.�9 �1�.�6 �1�9�.�6 �2�1�.�2 �2�5�2�.�1 �? �3 �1�5�0�.�0�0�0 �6�0�.�0�0�0

양잠가구 춘잠(매)추잠(매)겨I �(¹ä�)
수매고(석) 생 사

�2�S�.�"�� ���;Ç• 겨l 생산가구 생산량(관)�o�rSã �-�,�- �[�:�]

�4�.�0�4�8 �2�.�5�6�2 �7�3�0 �3�.�2�9�2 �1�.�4�7�4 �2�8�9 �1�.�7�6�3 �6�0�7 �1�8�9

�2�7�4 흩 저 �1�5 편 산업 � 경제

에 뽕나무를 심은 것으로 이해된다 �. 뽕나무는 생산농가 �3호에서 실생묘 �(實生혐 �) �1�5 만본과

접목묘 �6만본을 생산하였다 �.
양잠은 �4�.�0�4�8 호에서 �3�.�2�9�2 매를 사육하였으며 주로 춘잠 �( �7�8 �% �)을 사육하였다 �. 생산된 고치

는 �1�.�7�6�3 석을 수매하였고 �. �6�0�7�?�} 구에서 생사 �1�8�9 관도 생산하였다 �.

〈표 �5�-�1�6�) �1�9�3�0 년의 영양군 잠업 종사자의 분류

〈표 �5�-�1�7�) 상전과 뽕나무 생산

〈표 �5�-�1�8�) 양잠가구 �, 양잠 및 생산량

제 �5항 광 업

광업부문에서도 전국의 광산 자원이 치밀하게 조사되어 일본인 재벌에게 넘겨졌다 �. 한국
인에게 허가된 광구 수는 일본인에게 허가된 광구 수의 �5분의 �1 에 지나지 않았다 �. �1�9�3�0 년에

영양군에 광업 종사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보아 광엽은 별로 발전하지 않은 듯하다 �.

저 �1�6 항 공 업

우리 나라의 공업은 조선말기에 공업화의 제요인이 싹트기 시작하였으나 �, 일본의 침략으

로 기형적인 발달을 하게 되었다 �. 그후 �1�9�2�0 년까지는 공업화의 상당한 기반을 굳혔고�, 이후

연평균 �1�0�% 의 높은 성장을 보였으며 �. �1�9�3�0 년대에는 연평균 �1�3�.�5�% 의 높은 성장을 하였다 �. 그
러나 일제의 전쟁 준비로 군수공업만 발전된 기형이었고 �, 공업시설이 북한지역에 편중되어

해방 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
�1�9�3�0 년에 조사한 영양군의 공업 인구는 �3�8�8 명으로 총인구의 �0�.�8�% 이며 �, 직업을 가진 자의

�1�.�6�% 이다 �. 공업 인구의 소분류는 〈표 �5 �- �1�9�> 와 같다�. 공업 종사자 중 남자는 �1�9�0 명 �, 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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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 �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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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곡 � 제분 � 전분 제조업 �1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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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제조업주 �2 �2 �0

정곡 � 제분 � 전분 제조공 �3 �3 �0

두부 제조공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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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l 장 근대까지의 산업 �!�I�I �2�7�5

�1�9�8 명으로 여자가 많다 �. 이것은 여자 직물업자가 �1�5 명 �, 여자 기직공이 �1�5�4 명을 차지하기 때

문이다 �. 여자 직물업자 �1�5 명은 개인이 집에서 무명이나 삼베 � 명주 등을 깐 것으로 짐작되

며�, 남자 직물업자 �1명에 여자 기직공이 �1�5�4 명이다 �.

〈표 �5�-�1�9�) �1�9�3�0 년의 영양군 공업 인구의 소분류 �( 단위
�

명 �)

공업종사자중 요업 �7명 �, 옹기장 �9명 �. 야직 �1�3 명 �, 주물 �1�2 명 등을 보면 농기구와 생활용품

등을 만든 듯하며 �, 자전차제조공 � 시계조공 각 �1명은 제조라기보다는 수리를 하였을 것이

며�, 사진사를 공업에 포함시킨 것이 특이하다 �.
�1�9�3�0 년의 공산품 생산액은 〈표 �5 �- �2�0�) 과 같다 �. 총 생산액은 �4�8�.�3�6�9 원이며 �, 이 중 직물생산



생산불 생산액(원)

?제품 �7�,�8�8�0

직물 �1�4�,�5�5�8

편직물 �1�7�0

종이, 종이제품 �2�.�7�6�0

요업제품 �1�5
효}디제폼 �1�2

생산풀 생산액(원)

대자리 등 �2�,�0�5�7

짚제품 �2�,�2�6�0
�>�o�J �1�:�:�: �4�4�4�x �Ä�r

�1�.�'�-
�1�1�t�:�:�:²¦�;�;�:�-�.�.�.�.�c τr �5�.�1�7�7

구카시노。 �2�,�5�4�0

양잠기구 �1�. �9�9�0

생산울 생산액(원)

우마구 �m
어구 �7�5
�"�"�-�'�2 �5�,�2�0�0�,�"�I�T
�»�.�)�:�;�; 亡 �2�5�1「조τ

제분 �1�1�.�9�3�1

곡식가루 �5�,�9�3�0

�2�7�6 톨 저 �1�5 편 산업 � 경제

액이 �1�4�,�5�5�8 원으로 전체의 �3�0�% 이며 �, 다음이 제분으로 �1�1�,�9�3�1 원으로 �2�5�% 이다 �. 공업종사자 수

와 생산액 �(표 �5 �- �2�0�, �2�1�)�, 일본인 거주자 수와 직업 � 가족 수 �( 표 �5�- �2�) 등을 보면 이 당시

입암면에 일본인 한 가구 �1�0 명의 가족이 직물공장을 경영한 것이 틀림없다 �. 나머지 공산품

은 대부분 농산물을 가공하는 일이나 가사나 농사일에 필요한 간단한 기구 등을 만드는 일

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표 �5 �- �2�0�) �1�9�3�0 년의 공산품 생산액

생산품 �! 생산액 �( 원 �)

봉밀 �I �1�.�8�7�7

동물성유지 �I �1�.�2�0�7

식물성기름 �I �3�,�3�2�3

합계 �1
�4�8�,�3�6�9

〈표 �5�-�2�1�)

총계

�3�8�8공업 인구

저 �1�7항 상 업

조선총독부가 �1�9�3�0 년에 조사한 조선국세조사보고 �( 朝蘇國勢調효報告 �) 제 �3호 �( 경상남북도 �)

에 의하면 영양군의 직업별 인구중 상업 연구는 �7�8�0 명으로서 �( 표 �5 �- �2�2�) 전체 인구 �4�8�.�1�8�9 명

의 �1�.�6�% 이며 �, 직업을 가진 자의 �3�.�3�% 에 지나지 않는 수준이다 �. 이 중에는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상업으로 보기 어려운 이발사와 미용사 � 자동차 운전사 등도 포함되어 있다�.
상업 인구의 소분류는 〈표 �5 �- �2�2�> 와 같다 �. 상업 종사자 중 남자는 �5�0�2 명 �, 여자가 �2�7�8 명으

로 남자가 많고 �, 물품판매업주가 �1�7�2 명 �(�2�2�%�)�, 노점상인과 행상얀이 �2�9�3 명 �(�3�8�%�) 이다�. 물품판
매업주는 주로 콕물 � 채소 � 어류 � 주류 � 과자� 직물 � 양품 등을 팔았고 �, 노점 상인과 행상

인은 어물 등을 팔았다 �. 면별 상업인구를 보면 영양면이 �3�3�1 명으로 상업인구의 �4�2�% 이므로 �,

그 당시에도 영양면이 상업의 중심이었음을 알 수 있다 �.

�1�9�3�0 년의 영양군 �l 년간 시장의 매매 상황은 〈표 �5 �- �2�4�> 와 같다 �. 개사 회수는 �3�6�2 회로 군

전체로 보면 �5일장이 매일 열린 셈이므로 이 때 �5개면에 시장이 개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매매액은 총 �1�0�0�,�5�1�5 원으로 공산품 생산액의 �2배쯤 되며 �, 축산물이 �5�4�,�5�8�6 원으로 �5�4�.�3�% 를 차

지하여 축산이 농촌경제와 농가경제에 크게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그외 수산물 � 직

물 � 농산물 등의 순이었다 �.
�1�9�4�0 년의 『교남지』에는 시장을 영양시장 �(�4 일과 �9일 개시 �) 과 수비시장 �( 개시일 미표시 �) 만



업 종(소분류) 껴l 남 여

물품판매업주 �1�7�2 �1�1�9 �5�3

곡류�분류 �5 �5 �0

채소�과일류 �3 �3 �0
�C�B�a �2�T�T�"�l�T

어류�조개�해초 �2�2 �2�2 �0
Èp�A�� �o�_�a

�1 �0®0�-�.�.�Ä�"�I�T

주류 �조미료 � g료 �2�9 �9 �2�0

과자�면류 �3�5 �6 �2�9

기타 음 식류 � 기호 �5 �5 �0

연료 �0

목재�죽재 �2 �2 �0

대자리�황물류 �7 �5 �2

도자기 �4 �4 �0

금속재료�금속기구 �4 �4 �0

직물�피복류 �1�3 �1�2
양효E �5 �5 �0�W�"�l�T

드}ν산。T �2 �2 �0

약품 � 염료 �화장품 �1�1 �1�1 �0

각종물품 �2�1 �2�1 �0

업 종(소분류) 계 남 여

중매인�주선인 �1�1 �1�1 �0

점원 �2�7 �2�7 �0

상업조수 �5�6 �2�1 �3�5

집금인 �1 �0

노점상인 �2�9�3 �2�6�0 �3�3

채소�과일류 �1 �0

어c �C
�1�6�6 �1�5�7 �9�2�: �Ä�5�"

기타 �1�2�6 �1�0�2 �2�4

기타 상업적 직업 �1 �0

대금업주�전당포 �3 �3 �0

여관�하숙업주 �4�6 �3�5 �1�1

요리점 � g식점엽주 �2�1 �6 �1�5

여관�요리점 고용인 �1�4�0 �1�0 �1�3�0

요리인 �2 �2 �0

이발사 � 미용사 �5 �4

기타 운수업자 �0

자동차 운전수 �2 �2 �0

합 계 �7�8�0 �5�0�2 �2�7�8

영양면 입암면 청기면 일월면 수비면 석보면 총계

상업인구 �3�3�1 �7�3 �1�3�5 �9�0 �6�8 �8�3 �7�8�0

구분 합 계 농산물
ιA‘

�H�eø�I�'�L�.�!를 �A�I�� 축산물 기타「를

금액(원) �1�0�0�.�5�1�5 �7�.�2�6�4 �1�4�.�9�4�7 �1�3�.�5�2�7 �5�4�.�5�8�6 �1�0�.�1�9�1

¾DÇ(�(�%�) �1�0�0 �7�.�2 �1�4�.�9 �1�3�.�5 �5�4�.�3 �1�0�.�1

제 �1장 근대까지의 산업 �.�2�7�7

기록되어 있다 �. 다른 변에서도 개시가 되고 있었는데도 기록이 되지 않았는지�, 일제 말기의

어려운 시기에 개시가 되지 않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 그러나 〈표 �5 �- �2�3�> 에서는 청기변에

상업 인구가 많은 것은 청기시장이 영양시장 다음으로 번성하였음을 나타낸다�.

〈표 �5�-�2�2�> �1�9�3�0 년의 영양군 상업 인구의 소분류

〈표 �5 �- �2�3�> �1�9�3�0 년의 영양군 면별 상업 인구

〈표 �5 �- �2�4�> 시장 개시 횟수와 �1 년간 매매상황



톰 �[ 때 �0�1 후의 산업

제 �1절 농 업

저 �1�1 항 우리 나라 농업의 변화

농업은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 정착한 이래 �1�9�6�0 년대 후반 본격적인 산업화와 공업화가

진전되기 전까지 우리 민족의 주된 산업이었다 �. 구체적인 통계는 없으나 삼국 시대부터 지

난 �2�0�0�0 년간의 농업 생산성은 약 �1�0 배 정도의 발전도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박효근 �,

�1�9�9�5�)�. 우리 조상들이 농업을 등한시한 것은 아니나 �, 환경에 절대적으로 지배받은 농업 �, 인

력과 다소의 축력에 의한 농업 노동 �. �1�0�0�0 년 이상이나 거의 기본틀이 변하지 않은 농기구 �,

관리와 양반 등 비생산적 계층들의 수탈에 의해 농업의 확대 재생산이 어려웠고 �, 결과적으

로 �1�9�6�0 년대까지 춘궁기에는 기본 식량까지 부족한 보릿고개를 겪어야 하였다 �.

광복 이후�, 우리 민족은 국토 분단과 정치 사회적 혼란 �, �6�.�2�5 전쟁으로 인해 많은 시련을

겪었다�. �1�9�5�0 년대의 우리 경제는 빈곤의 악순환 �, 만성적 인플레이션 �, 외국의 원조에 의존하

는 구조였다 �. 그러나 �1�9�6�0 년대 이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단계적 추진으로 경제 성장이

지속되었고 �, 따라서 농업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
우선 우리 나라 농업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산업화가 시작된 �1�9�6�5 년을 기점으로 �1�9�9�4

년까지의 �3�0 년간의 제반 통계치를 보면 〈표 �5 �- �2�5�)�( 박효근 �, �1�9�9�5�) 와 같다 �.
지난 �3�0 년간 총인구는 �1�,�5�7�4 만명이 증가하였지만 농촌 인구는 �1�,�0�6�4 만명이나 농촌을 떠나

�1�9�9�4 년 현재 농촌에는 �5�1�7 만명이 남았다 �. �1�9�6�5 년에 �5�5�% 이던 농가 인구가 �1�9�9�4 년에는 �1�2�% 로

줄어들었다 �. 농촌의 인구 구조에도 급격한 변화가 생겨 �2�0 세 미만의 비율이 �1�9�7�0 년의 �5�7�%

에서 �1�9�9�4 년에는 �2�5�% 로 줄었다 �. 농가 호수도 �3�0 년동안 �9�5 만호가 줄었다 �. 경지 면적도 줄고

있는데 �, 특히 실제 경지이용면적은 무려 �1�3�5 만 �h�a 나 줄었다 �. 생력화의 필요에 따라 농기계

의 보급은 늘고 있다�. 그러나 농촌 인구의 감소와 경지 이용의 감소 등으로 식량 자급도는

�1�9�6�5 년의 �9�4�% 에서 �1�9�9�4 년에는 �2�8�% 로 줄었다 �. �1 인당 �G�N�P는 �7�2 배 늘었고 �, �G�N�P 에 대한 농

림수산업의 비중은 �1�9�7�0 년의 �2�7�% 에서 �1�9�9�4 년의 �7�%로 줄었다 �.
농가의 소득도 상당히 향상되긴 하였다 �. 농가 호당 총소득은 �1�8�5 배나 늘었고 �, 컬러 �T�V�,

냉장고 � 전화기 � 세탁기 등 문화 생활 편의용품들이 급속히 보급되었고 �, 자동차도 최근에

급격히 보급되어 �2�4�% 의 농가가 보유하고 있다 �.
국민의 농산물 소비측면에서도 지난 �3�0 년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 쌀을 포함한 양곡의

소비량은 �1�9�7�0 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나 채소는 �3�.�3 배 �, 과일은 �4�.�3 배 �. 화

�2�7�8



�-�;�<�;�f 묘프 �1�9�6�5�(�A�) �1�9�7�0 �1�9�8�0 �1�9�9�0 �1�9�9�4�(�B�) �B�/�A�<�:�> �.�.�.�,

총인구 (만명) �2�.�8�7�1 �3�.�2�2�4 �3�.�8�1�2 �4�,�2�8�7 �4�,�4�4�5 �1�.�5�5
농가인구 (만명) �1�.�5�8�1 �1�,�4�4�2 �1�. �0�8�3 �6�6�6 �5�1�7 �0�.�3�3

전체인구중 비율 �( �%�) �5�5 �4�5 �2�8 �1�6 �1�2 �0�.�2�1

농가인구중 �2�0Á8 미만 비율 미상 �5�7 �4�5 �3�2 �2�5 �?

농가인구중 �5�0Á8 이상 비율 미상 �1�6 �2�0 �3�4 �4�4 �?

농가호수 (만호) �2�5�1 �2�4�8 �2�1�6 �1�7�7 �1�5�6 �0�.�6�2

전업농 비율 �( �%�) �9�1 �8�4 �7�6 �6�0 �6�0 �0�.�6�6

경지면적 (만 �h�a�) �2�2�6 �2�3�0 �2�2�0 �2�1�1 �2�0�3 �0�.�9�0

이용면적 (만 �h�a�) �3�5�6 �3�4�9 �2�7�7 �2�4�1 �2�2�1 �0�.�6�2

경지이용률 �( �%�) �1�5�8 �1�5�1 �1�2�5 �1�1�3 �1�0�7 �0�.�6�8

�G�N�P 대비 농림수산업 비중 미상 �2�7�.�2 �1�4�.�9 �8�.�7 �7�.�1 �?

l인당 �G�N�P �(�$�) �1�0�5 �2�5�2 �1�.�5�9�2 �5�,�8�8�3 �7�,�5�1�3 �7�1�.�5�5

농가호당 총소득 (만원) �1�1 �2�6 �2�6�9 �1�.�1�0�3 �2�,�0�3�2 �1�8�4�.�7�3

농가호당 농업소득 (만원) �9 �1�9 �1�7�6 �9�0�8 �1�.�5�3�5 �1�7�0�.�5�6

농외소득 구성비 �( �%�) �2�1 �2�4 �3�5 �2�6 �3�1 �1�5�.�5�0

전체 식량자급도 �( �%�) �9�4 �8�1 �5�6 �4�3 �2�8 �0�.�3�0

농기계 보급 이앙기 (천대) �1�.�1 �1�1�.�9 �2�8�9�.�8 �7�5�6�.�5 �8�3�6�.�8 �7�6�0�.�7�3

-콤바인 (천대) �1�.�2 �4�3�.�6 �7�0�.�2 �5�8�.�5�0

국민 1인당년간 소비량

양독(합계) �(�k�g�) �1�8�9 �2�1�9 �1�9�5 �1�6�7 �1�6�1 �0�.�8�5

채소 �(�k�g�) �4�6 �6�0 �1�2�0 �1�3�3 �1�5�3 �3�.�3�2

과일 �(�k�g�) �1�1 �1�3 �2�2 �4�1 �4�7 �4�.�2�7

화훼 �(�k�g�) �1�9�0 �5�3�1 �5�,�6�4�6 �1�1�.�1�7�0 �?

。E �(�k�g�) �3�,�4 �5�.�2 �1�1�.�3 �1�9�.�9 �2�5�.�8 �7�.�5�8�1Ð¤�i�"�T�T

계란 �(¬��) �3�0 �7�7 �1�1�9 �1�6�7 �1�8�1 �6�0�.�3�3
。 。 �(�k�g�) �0�.�3 �1�.�6 �1�0�.�8 �4�2�.�8 �4�6�.�8 �1�5�6�.�0�0�T�"�T�T

농가 편의용품 보급률

컬러TV �( ³��/�1�0�0Ö8�) �9�6 �1�3�0 �?

냉장고 �(³��/�1�0�0Ö8�) 미상 미상 �1�3 �1�0�0 �1�0�8 �?

세탁기 �(³��/�1�0�0Ö8�) �3�7 �7�7 �?

전화 �(³��/�1�0�0Ö8�) 미상 미상 �1�4 �9�8 �1�0�0 �?

지동차 �(³��/�1�0�0Ö8�) �5 �2�4 �?

제 �2장 근대 이후의 산업 �I�I�I �2�7�9

훼는 �1�9�7�0 년에 비해서도 무려 �5�9 배 �, 육류는 �7�.�6 배 �, 계란은 �6�0 배 �, 우유는 �1�5�6 배가 늘었다�.

〈표 �5 �- �2�5�> 한국 농업의 �1�9�6�5 년 이래 �3�0 년간의 변화 �(�1�9�6�5���1�9�9�4�)



�2�8�0 �I�I�I 저 �1�5펀 산업 � 경제

이러한 내부적인 변화 외에도 �1�9�9�2 년의 우루과이 라운드의 시행으로 농산물 수입자유화

가 이루어져 농업은 새로운 국변을 맞고 있다 �. 정부는 �1�9�9�6 년부터 농민을 농업인으로 불러

농업이 산업의 하나이며 �,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도 전문산업 종사자라는 인식을 갖게 하

였으며�, 농업인의 날도 제정하였다 �.

저 �1�2항 농업의 일반적 환경

농엽의 일반적 환경으로 지형 � 기후 � 토양을 들 수 있으나 제 �2편 제 �2장에서 자세히 기

술되었으므로 이 곳에서는 간단히 기술하고자 한다 �. 한반도의 등뼈 백두대간이 태백에서 갈

라져 한 줄기는 남으로 달리고 �, 다른 한 줄기는 남서로 달려 소백산맥을 이루며 이 소백산

맥이 경상북도와 강원도 �, 경상북도와 충청북도의 경계를 이룬다�. 남으로 달리던 태백산맥이

울진의 통고산 �( �l�,�0�6�7�m�) 에서 다시 나누어져 남으로는 백암산 �( �l�,�0�0�4�m�) 과 주왕산 �( �1�2�1�m�) 을 이

루고 �, 남서방향에 일월산 �( �1�,�2�1�9�m�) 을 이룬다�.

영양군은 일월산과 백암산 사이의 고지대에 워치하여 경상북도에서 고도가 가장 높은 지

역이며�, 일월산에서 발원하여 군의 중앙을 관통하여 흐르는 반변천은 낙동강의 동쪽 원류이

다�. 북동은 울진과 봉화에�, 북서는 봉화군에 접하고 �, 남서는 안통시에 �, 남에는 청송군에 �, 남

동에는 영덕군에 접한다 �. 군 경계에는 대소 산악과 산맥이 군계를 이루었으나 �, 반변천이 흘

러가는 청송군 진보면 쪽이 트인 콧이며 �, 진보에서 동으로 영덕 �, 남으로 청송과 대구 �, 서쪽

으로 안동과 통한다 �.
영양군의 기후는 위도상으로 온대에 속하나 �, 산악이 높고 고도가 높아 여름과 겨울이 길

며�, 한서의 차가 섬하고 �, 낮과 밤의 변화가 크고 �, 일조시간이 짧다 �. 연 평균기온은 �l�l�O�C 이고 �,

강우량은 연평균 �8�0�0 �� �9�0�0�m�m 로 적은 편이다 �. 서리는 대개 �1�0 월초에 내리고 마지막 서리

는 �5월 초순까지 간다 �.
영양군에 분포되어 있는 지질은 대부분 쥐라기의 편마암과 수성암계에 속하는 선캠브리

아기의 경기변성암 복합체로 광물자원이 빈약한 지질구조를 갖고 있다 �.

저 �1�3항 농업인 � 농지

제 �1목 농업인

�1�. 농업인

농가는 �1�9�7�0 년의 �9�,�7�9�7 호 �( 군 전체 가구의 �8�5�%�) 를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4 년에

는 �4�,�9�1�7 호 �(군 전체 가구의 �6�1�%�) 로 줄었다 �. 지난 날에는 전업농이 대부분이었으나 �1�9�9�4 년에



上l 가
뇨; 가 인 구

연 도
ζ그 〈그

계(비율) 전 업 �7�" �0�1 계 (비율) 전업 겸 업C그 \=j

�1�9�6�5 �8�,�6�1�9 �(�?�) �8�,�2�8�6 �3�3�3 �5�4�.�4�0�8 �(�?�) �? �?

�1�9�7�0 �9�.�7�9�7 �(�8�5�) �9�.�5�9�5 �2�0�2 �5�9�,�3�5�2 �(�8�7�) �5�6�.�4�8�0 �2�,�8�7�2

�1�9�7�5 �9�,�2�6�7 �(�7�8�) �8�.�8�1�3 �4�5�4 �5�4�,�8�4�8 �(�8�1�) �5�2�.�4�0�5 �2�.�4�4�3

�1�9�8�0 �7�,�3�2�8 �(�7�1�) �? �? �3�9�.�7�7�9 �(�7�5�) �? �?

�1�9�8�5 �7�,�2�5�4 �(�7�2�) �? �? �? �? �?

�1�9�9�0 �5�.�4�6�5 �(�6�2�) �? �? �1�9�,�3�5�9 �(�6�2�) �? �?

�1�9�9�4 �4�,�9�1�7 �(�6�1�) �3�.�6�9�0 �1�.�2�2�7 �1�5�.�6�4�8 �(�5�8�) �? �?

제 �2징 근대 이후의 산업 �I�i�i �2�8�1

는 겸업농이 �2�5�% 까지 증가되었다 �. 농가 인구도 �1�9�7�0 년을 기점으로 감소하여 �1�9�9�4 년에는

�1�5�,�6�4�8 명이며 군 전체 인구의 �5�8�% 이다 �. 전국적으로는 농가 인구가 �1�2�% 이며 �, 앞으로 선진국

수준인 �5�%까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 영양군에서도 농가수와 농가 인구는 당분간 계

속 감소될 것이다�.
농가 인구는 양적인 감소와 더불어 질적인 변화도 겪게 되었다�. 즉 청장년층의 이농으로

농업인의 고령화가 가속화되었고 �, 이는 새로운 농법의 시도나 농기계의 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

〈표 �5 �- �2�6�> 언도별 농가와 농가 인구의 변화

※ 비율은 군 전체 가구수 및 인구에 대한 비율임�.

�2 전업농

감소되는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업농을 선정하여 기술 지도와 금융 지원을 하고 있

는데 �, 영양군의 전업농은 �1�9�9�2 년 �3명으로 시작되어 �1�9�9�5 년에 �1�3 명 �, �1�9�9�6 년에 �1�6 명이 선정되

어 총 �3�8 명이다 �. 작목별로는 채소가 �2�0 명으로 단연 가장 많고 과수 �6명 �. 밭작물 �5명 �, 복합 �4

명 �, 축산 �2명이다 �.

�3�. 농업경영인

청장년층의 농촌 정착을 위해 농업경영인을 선정하여 기술지도와 상속세 변제 등의 혜택

을 주고 있다�. 영양군의 농업 경영인은 �1�6 년간 �2�5�8 명중 남자가 �2�3�7 명이며 여자가 �2�1 명이다 �.

이들의 작목별 현황은 〈표 �5 �- �2�7�>과 같은데 �, 농업이 �1�9�9 명이고 복합영농과 경종이 많으며 �,

축산 �5�9 명중 �5�7 명이 한우이다 �. 이들 �2�5�8 명의 지역별 현황은 영양읍 �4�6 명 �, 입암면 �5�1 명 �, 청기

면 �3�4 명 �, 일월면 �2�9 명 �, 수비면 �3�9 명 �, 석보면 �6�5 명 이 있다 �. 이들은 축산과 고추 등 시설채소 �,

특용작물을 기계를 이용하여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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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5�8 �2�3�7 �2�1 �1�9�9�(�1�0 �) �3�2�(�1�) �1�4�6�(�9�) �6 �1�0 �5 �5�9�(�1�1�) �5�7�(�1�1�)

 ��8�1 �3 。니 �2 �2

 ��8�2 �3 �3 �2 �1 �l

 ��8�3  ��'�I �4 �2 �2

 ��8�4 �1�3 �1�4 �1�2 �3 �8 �2 �l

 ��8�5 �1�9 �1�6 �3 �1�7�(�2�) �6�(�1�) �9�(�1�) �2 �2 �2

 ��8�6 �1�3 �1�1 �2 �1�3�(�2�) �6 �7�(�2�)

 ��8�7 �1�2 �1�2 �1�2 �2 �9 �1

 ��8�8 �6 �6 �2 �3

 ��8�9 �5 �4 �2 �?

 ��9�0 �6 �6 �5 �3 �2 �l

 ��9�1 �4 �4 �4 �l �3

 ��9�2 �2�6 �2�5 �2�2 �(�1�) �4 �1�3�(�1�) �2 �3 �4 �4

 ��9�3 �3�0 �2�9 �l �2�1 �(�1�) �2�1�(�1�) �9 �9

 ��9�4 �3�3 �3�1 �2 �2�3 �2�2 �l �1�0�(�2�) �1�0�(�2�)

 ��9�5 �3�6 �3�6 �l �2�9 �(�1�) �2�1�(�1�) �3 �5 �8 �7

 ��9�6 �4�5 �3�3 �1�2 �2�7�(�3�) �2�5�(�3�) �l �1 �1�8�(�9�)�(�9�) �1�8�(�9�)

�2�8�2 �I�I�! 저 �1�5 펀 산업 � 경제

〈표 �5 �- �2�7�> 작목별 농업경영인 현황

※괄호 안은 여성 농업경영인 �.

제 �2목 농 지

영 양군은 총면적 �8�1�A�9�6�h�a 중 농지는 �1�9�9�5 년말 현재 논이 �1�.�6�5�1�h�a�(�2�.�0�%�)�, 밭이 �5�,�3�0�1�h�a

�(�6�,�5�%�) 로 농지는 �8�.�5�% 밖에 되지 않으며 �. 산간지이므로 밭이 논의 �3배쯤 된다 �. �<표 �5 �- �2�8�>을

보면 농지면적은 �1�9�7�5 년까지는 꾸준히 증가되었으나 �1�9�7�5 년을 전환점으로 감소되고 있다�.
이것은 산업화로 인한 농촌 인구의 감소로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나 �, 영양군의 경우는 그 현

상이 더욱 빨리 더욱 급하게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 그러나 농가의 감소로 가구당 경지면

적은 꾸준히 증가되어 �1�9�9�5 년 현재 �1�.�4�8�h�a 이다 �.

이렇게 농지가 감소되어 국가적으로 �1�9�6�5 년에 식량자급도 �9�4�% 가 �1�9�9�4 년에는 �2�8�% 로 떨어

졌으며‘ 세계 곡물시장도 불안하게 되어 농지를 보호할 필요가 생겼다 �. 아울러 산업용지의

필요성도 증대되어 농업진흥지역과 농업보호구역을 정하여 이 지역들에는 경지 정리 등 지

원을 해 주고 있다 �. 본 군에서는 이 면적이 �2�,�7�2�3�h�a 인데 군 경지면적의 약 �3�8�% 이다
�( 표 �5 �- �2�9�)�.



구분 겨I (ha)
가구당 경지면적 �(�a�)

뇨: 님}
」 �E 겨| 上ζ 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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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 �7�,�5�8�3 �1�.�9�3�6 �5�,�6�5�1 �8�8 �2�2 �6�6

�1�9�7�0 �9�.�3�2�5 �2�,�0�4�7 �7�.�3�5�7 �9�5 �2�1 �7�4

�1�9�7�5 �9�.�3�4�0 �2�,�0�9�0 �7�,�2�4�9 �m �2�3 �7�8

�1�9�8�0 �7�,�8�5�0 �2�,�1�7�2 �5�,�6�7�8 �1�0�7 �3�0 �7�7

�1�9�8�5 �8�.�2�5�2 �2�.�0�3�5 �6�,�2�1�7 �1�1�4 �2�8 �8�6

�1�9�9�0 �7�,�6�3�7 �2�,�0�5�2 �5�,�5�8�5 �1�4�0 �3�8 띠1‘

�1�9�9�5 �6�,�9�5�2 �1�.�6�5�1 �5�.�3�0�1 �1�4�8 �3�5 �1�1�3

계 �(�h�a�) 논 (비율) 밭 (비율)
여야。。

。
�g �1�,�3�8�3 �3�1�7 �(�2�3�) �1�.�0�6�6 �(�7�7�)

입암면 �1�,�3�7�4 �4�8�7 �(�3�5�) �8�8�7 �(�6�5�)

청기면 �1�. �4�6�3 �3�5�3 �(�2�4�) �1�.�1�1�0 �(�7�6�)

일월면 �1�,�2�2�6 �2�9�7 �(�2�4�) �9�2�9 �(�7�6�)

수비변 �1�.�0�6�7 �3�3�8 �(�3�2�) �7�2�9 �(�6�8�)

석보면 �1�,�4�5�1 �3�6�5 �(�2�5�) �1�,�0�8�6 �(�7�5�)

승} 겨l 농업진흥지역 농업보호구역
�"�"구 분
지 면적 (비율) 고l 지 먼 �A�1 고l 지 면 �A�1¬à�1

E므 E프 �-�,
�"�"

�-�,

�1�9�9�2 �1�6�.�5�9�2 �2�,�4�2�3�.�0 �(�3�3�) �1�3�,�6�6�6 �2�.�0�0�4�.�1 �2�,�9�2�6 �4�1�8�.�9

�1�9�9�3 �1�7�.�9�1�5 �2�.�7�2�3�.�5 �(�3�8�) �1�4�,�8�9�7 �2�.�2�2�0�.�7 �3�,�0�1�8 �5�0�2�.�8

�1�9�9�4 �1�7�,�9�1�5 �2�.�7�2�3�.�5 �(�3�8�) �1�4�.�8�9�7 �2�.�2�2�0�.�7 �3�,�0�1�8 �5�0�2�.�8

�1�9�9�5 �1�7�.�9�1�5 �2�.�7�2�3�.�5 �(�3�8�) �1�4�.�8�9�7 �2�,�2�2�0�.�7 �3�,�0�1�8 �5�0�2�.�8

여야。。
。 �a �3�,�0�5�0 �4�7�9�.�2 �2�.�6�9�4 �4�0�8�,�1 �3�5�6 �7�1�.�1

입암면 �5�,�3�2�6 �7�1�0�.�2 �3�,�5�3�3 �4�7�4�,�1 �1�,�7�9�3 �2�3�6�,�1

청기면 �2�.�6�4�8 �4�2�4�.�8 �2�.�5�9�2 �4�0�2�.�2 �5�6 �2�2�.�6

일월변 �2�.�1�1�3 �3�3�4�.�2 �2�.�1�1�3 �3�3�4�.�2

수비변 �1�.�2�2�3 �1�9�9�.�5 �1�,�0�7�3 �1�8�0�.�8 �1�5�0 �1�8�.�7

석보면 �3�.�5�5�5 �5�7�5�.�6 �2�.�8�9�2 �4�2�1�.�3 �6�6�3 �1�5�4�.�3

제 �2장 근대 이후의 산업 �i�i�i �2�8�3

〈표 �5 �- �2�8�> 연도별 농지와 가구당 경지면적의 변화

※ 각 면 �( 읍 �) 의 면적은 �1�9�8�6 년말 자료임 �.

〈표 �5 �- �2�9�> 농업진흘지역 및 농업보호구역

※ 비율은 군 경지면적중 비율임 �. 각 변 �( 읍 �) 의 자료는 �1�9�9�5 년 말 자료이며 �. 이후 동일한 형태

의 자료는 모두 마지막 연도의 자료임 �.



연 도 면 적 �(�h�a�) �l�O�a 당 생산량 �(�k�g�) 총 ÀÝÀ°·É�(�t�o�n�)
�1�9�6�5 �1�8�,�5�2�4 �1�7�7 �3�.�2�8�4

�1�9�7�0 �1�8�.�6�9�5 �3�1�0 �5�.�8�0�0

�1�9�7�5 �2�.�1�8�5 �3�9�9 �8�.�7�0�8

�1�9�8�0 �1�. �8�8�3 �8�5 �1�.�6�0�3

�1�9�8�5 �1�.�6�5�8 �4�4�1 �7�.�3�1�2

�1�9�9�0 �1�.�6�0�0 �4�1�9 �6�.�7�0�0

�1�9�9�5 �1�.�1�6�0 �4�4�9 �5�.�2�1�8

여야。Q
。 �)�c�j �1�8�0 �4�5�7 �8�2�2

입암면 �2�8�5 �4�5�9 �1�.�3�0�8

청기면 �1�9�5 �4�4�8 �8�7�3
일월면 �1�8�0 �4�4�0 �7�9�2
수비면 �1�7�0 �4�4�0 �7�4�8
석보면 �1�5�0 �4�5�0 �6�7�5

�2�8�4 �m 저 �1�5 편 산업 � 경제

저 �1�4 항 식량작물 샘산

제 �1목 미 곡

정부는 �1�9�7�0 년대 이후 농업정책의 목표를 주곡의 자급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두고 이

를 위하여 다수확 품종의 개발 보급 �, 주요 곡물의 수매제도 도입 등 식량증산시책을 추진하

여 왔다 �. 이런 노력으로 단위당 생산량은 크게 늘었으나 �, 인구 증가 �, 도시의 비대화와 산업

시설의 확대에 따른 농지의 잠식 �, 상업화 경영에 따른 원예작물의 재배 확대로 식량작물의

생산량은 별로 증가하지 않고 있다�.
영양군의 연도별 미곡의 경작 면적과 생산량은 〈표 �5 �- �3�0�>과 같다 �. 경작면적은 �1�9�7�0 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줄고 있다 �. 이것은 영양군의 농업 수입이 쌀 생산보다는 고추나 담배 등

특작물 수입이 높고 �, 수리 안전답이 적기 때문이기도 하다 �. 현재 영양군의 총 논면적

�1�.�6�5�1�h�a 중 수리 안전답은 �1�.�2�9�0�h�a 로 �7�8�% 밖에 되지 않는다 �. 그러나 �l�O�a 당 생산량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1�9�8�0 년에는 기상이변으로 수확량이 크게 줄었다 �. 미곡 생산은 모두 논벼이며

밭벼는 전혀 재배되고 있지 않다 �.

〈표 �5 �3�0�) 연도별 미곡의 경작 면적 �, �l�O�a 당 샘산량 및 총 샘산량

제 �2목 맥 �'�2�.�I�T

맥류에는 겉보리 � 쌀보리 � 밀 � 호밀 � 맥주보리 등이 있으나 최근에는 겉보리만 재배될

뿐 쌀보리와 밀 종류는 재배되지 않는다 �. 보리는 벼와 �2모작이 가능하나 �, 맥류 재배 수익의



연 도 면 적 �(�h�a�) �1�0�a 당 생산량 �(�k�g�) 총 ÀÝÀ°·É�(�t�o�n�)
�1�9�6�5 �4�,�2�7�2 �7�2 �3�,�0�9�6

�1�9�7�0 �4�.�5�3�1 �1�7�8 �8�,�0�7�0

�1�9�7�5 �3�,�5�0�9 �2�1�7 �7�,�6�1�1

�1�9�8�0 �1�9�0 �2�1�0 �4�0�0

�1�9�8�5 �2�3 �2�4�0 �5�5

�1�9�9�0 �6�7 �2�2�7 �1�5�2

�1�9�9�5 �4�.�3 �2�3�2 �1�0

입암면 �3�.�8 �2�3�0
청기면 �0�.�5 �2�3�2 �1

Â¹�} ¬¨�l �.�:�:�E �-�"0� ι~ 오λλ
Sã�1�1

�0�1 기 타
연도

�I�=�J �I �I
�=�'�l�" �<�=

디;
�}�<®¼�'�-�'�-�, 생산 면적 생산 면적 생산 면적 생산 면적 생산 면적 생산

�1�9�6�5 �2�7�0 �7�6�5 �2�4�4 �6�7�9 �2 �7 �1�1 �4�9 �9 �2�1 �3�3 �9

�1�9�7�0 �9�5 �6�2�7 �8�2 �5�5�9 �5 �2�4 �l �8 �6 �3�0

�1�9�7�5 �2�3�7 �1�8�2 �1�2�4 �1�0�4 �3�3 �2�3 �3�6 �2�5 ”ι �7 �3�2 �2�3

�1�9�8�0 �1�5�0 �1�9�6 �1�6 �2�1 �9 �1�1 �1�9 �9�4 �9�7 �6�0 �9 �1�0

�1�9�8�5 �2�0�1 �3�7�9 �1�1 �1�4 �2�1 �2�8 �7�1 �2�4�7 �9�4 �8�6 �4 �4

�1�9�9�0 �4�9�2 �2�1�5 �9 �9 �1�5 �2�5 �3�6�0 �2�0�1 �1�0�0 �9�9 �8 �8

�1�9�9�5 �2�3�8 �9�8�4 �3 �4 �4 �6 �2�0�3 �9�4�4 �2�6 �2�7 �2 �3
여。E。。

。
�g �4�6�.�4 �1�9�3 �0�.�5 �0�.�6 �0�.�5 �0�.�7 �4�0 �1�8�6 �5�.�0 �5�.�1 �0�.�4 �0�.�6

입암면 �2�9�.�4 �1�1�0 �0�.�5 �0�.�6 �0�.�5 �0�.�7 �2�2 �1�0�2 �6�.�0 �6�.�1 �0�.�4 �0�.�6

청기면 �4�6�.�8 �2�0�2 ζιo �0�.�7 �1�.�0 �1�.�4 �4�2 �1�9�6 �3�.�0 �3�.�2 �0�.�3 �t�;�¹�o

일월면 �4�0�.�6 �1�7�9 �0�.�2 �? ��o �0�.�1 �0�.�1 �3�8 �1�7�6 �2�.�0 �2�.�0 �0�.�3 �0�.�4

수비변 �2�7�.�8 �1�0�6 ζιo �0�.�6 �1�.�0 �1�.�4 �2�1 �9�8 �5�.�0 �5�.�2 �0�.�3 �0�.�5

석보면 �4�7�.�3 �1�9�4 �1�.�0 �1�.�3 �1�.�0 �4�0 �1�8�6 �5�.�0 �5�.�3 �0�.�3 �0�.�4

제 �2장 근대 이후의 산업 �I�I�I �2�8�5

감소와 타 작물재배의 수익 증가로 �1�9�7�0 년대 후반부터 재배가 거의 중단되었는데 �, �1�9�9�5 년에

는 입암면과 청기변에서만 보리가 재배되었다 �.

〈표 �5 �- �3�1�) 연도별 맥류의 경작 면적 �, �l�O�a 당 생산량 및 총 생산량

제 �3목 잡 독

잡곡이라고 부르는 조 � 수수 � 옥수수 � 메밀 � 기장 등은 벼 재배를 하기 전부터 우리 나

라에서 재배되었으나‘벼 재배가 본격적으로 된 이후에는 심한 가뭄으로 벼 재배를 할 수

없을 때나 그런 장소에 재배하였다�. 따라서 재배면적이나 생산량에도 연도에 따라 심한 차

이가 있다�. 영양군의 생산 상황을 보변 조
� 수수 � 메밀 등은 생산이 줄고 옥수수는 생산이

늘고 있다�.

〈표 �5 �- �3�2�> 언도별 잡곡의 경작 면적 및 생산랑
면적 �: �h�a�, 생산량 �: �t�o�n



승} 겨| 三크 μL 上I �t�:�:�:
기 타

연도 �"�"

〈그 �E �-�, �T

면 적 생산 면 적 생산 Sã�e�:�! �<�S�:�I 생산 면 적 생산 면 적 생산

�1�9�6�5 �1�4�3 �6�8�8 �1�3�7 �6�6�6 �4 �1�4 �0 �0 �2 �8
�1�9�7�0 �2�1�9 �1�.�5�8�4 �1�8�9 �1�.�4�1�7 �1�5 �8�2 �4 �1�4 �8�1
�1�9�7�5 �1�. �9�0�3 �2�.�4�1�2 �1�.�7�6�7 �2�.�3�0�9 �2�9 �2�6 �1�0 �6�6 �9�7 �1�1
�1�9�8�0 �8�6�0 �1�.�1�5�5 �7�9�1 �1�.�0�9�1 �7 �9 �5�0 �4�0 �1�2 �1�5
�1�9�8�5 �5�9�1 �8�1�0 �4�3�7 �6�2�5 �1�2�7 �1�5�2 �4 �4 �2�3 �2�9
�1�9�9�0 �1�.�9�9�7 �2�.�8�4�7 �1�.�8�5�2 �2�.�6�8�3 �7�5 �8�2 �7 �8 �6�2 �7�5
�1�9�9�5 �1�.�6�3�1 �2�.�4�7�5 �1�.�5�6�4 �2�.�3�9�7 �5�3 �6�0 �2 �3 �1�2 �1�5
여 。E。o

。 겁 �2�7�7 �4�2�3 �2�6�6 �4�1�0 �9 �1�0�.�0 �0�.�4 �0�.�6 �2 �2�.�5
입암변 �3�4�9 �5�3�6 �3�3�5 �5�1�9 �1�0 �1�2�.�0 �0�.�5 �0�.�7 �3 �3�.�8
청기변 �2�8�3 �4�3�0 �2�7�3 �4�1�8 �8 �9�.�0 �0�.�2 �0�.�3 �2�.�5
일월변 �1�8�3 �2�6�6 �1�7�3 �2�5�4 �8 �9�.�0 �0�.�3 �0�.�5 �2 �2�.�5
수비면 �2�0�9 �3�1�9 �2�0�0 �3�0�8 �8 �9�.�0 �0�.�2 �0�.�3 �1�.�2
석보면 �3�2�9 �5�0�2 �3�1�7 �4�8�8 �1�0 �1�1�.�0 �0�.�4 �0�.�6 �2�.�5

�2�8�6 �I�i 저 �1�5편 산업 � 경제

제 �4목 두 류

두류는 근류균과 공생하므로 토양에 대한 요구도가 낮으며 �, 귀중한 단백질 공급원이므

로 오래전부터 재배되어 왔다 �. 두류는 콩이 중심이며 �, 콩은 품종도 많이 분화되었고 �, 용도도

다양하다 �. 팔과 녹두는 품종 분화도 적고 생산량도 적으나 팔죽을 끓인다거나 녹두전을 부

치는 등 특수 용도가 있으므로 �, 재배가 계속되고 있다�.

〈표 �5 �- �3�3�> 연도별 두류의 경작 면적 및 생산량

면적 �: �h�a�. 생산량 �t�o�n

제 �5목 서 �'�2τ�T

서류인 고구마와 감자는 외래작물이지만 오래 전에 우리 나라에 전래되어 전국에서 재배

되고 있다�. 고구마는 조선 영조 �3�9 년 �0�7�6�3 년 �) 에 조염이 대마도로부터 가져 왔고 �, 감자는 조

선 순조 �2�4 년 �0�8�2�4 년 �) 에 간도지방에서 도입되었다고 한다 �. 따라서 고구마는 따뜻한 지역이 �,

감자는 서늘한 곳이 적지이다�. 영양에서는 서류 생산도 감소되고 있다�.

저 �1�5 항 채소류 샘산

채소는 종류가 많고�, 생육기간이 짧으며 �, 가격 변동이 많기 때문에 농가 수입을 올리기

위해 많이 재배되고 있다 �. 더욱이 비닐하우스 재배로 대부분 연중 생산되며 �, 편리해진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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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 �6�6 �3�,�6�3�1 �? �5�.�7 �5�3�9 �? �6�0�.�7 �3�.�0�9�2 �?

�1�9�7�0 �9�0 �7 ��8�0�1 �1�.�6�1�5�.�0 �5�.�5 �4�9�8 �1�5�4�.�4 �8�5�.�0 �7�,�3�0�3 �1�.�4�6�0

�1�9�7�5 �6�3�1 �8�.�4�0�9 �1�.�7�0�9�.�0 �1�4�.�5 �2�5 �7�7�.�6 �6�1�6�.�9 �8�.�1�5�9 �1�.�6�3�2

�1�9�8�0 �3�1�6 �3�,�9�2�7 �1�.�1�9�2�.�0 �1�4�.�0 �2�5�1 �5�0�.�2 �3�0�1�.�6 �3�,�6�7�6 �1�.�1�4�2

�1�9�8�5 �1�6�5 �1�.�8�8�4 �3�8�9�.�0 �9�.�8 �1�0�7 �3�3�.�3 �1�5�5�.�2 �1�.�7�7�7 �3�5�6

�1�9�9�0 �1�1�6 �8�5�1�.�0 �1�1�.�9 �9�6�.�3 �1�0�4�.�2 �7�5�5

�1�9�9�5 �7�1 �1�.�2�9�8 �3�0�7�.�0 �1�0�.�0 �1�7�6 �5�1�.�0 �6�1�.�0 �1�.�1�2�2 �2�5�6

영양읍 �1�3 �2�3�4 �5�6�.�0 �3�.�0 �5�2 �1�5�.�0 �1�0�.�0 �1�8�2 �4�1

입암면 �1�3 �2�3�5 �5�7�.�0 �3�.�0 �5�3 �1�6�.�0 �1�0�.�0 �1�8�2 �4�1

청기면 �1�0 �1�8�3 �4�2�.�8 �1�.�0 �1�8 �5�.�0 �9�.�0 �1�6�5 �3�8

일윌면 �1�0 �1�8�3 �4�2�.�8 �1�.�0 �1�8 �5�.�0 �9�.�0 �1�6�5 �3�8

수비면 �9 �1�6�4 �3�7�.�4 �1�.�0 �1�8 �5�.�0 �8�.�0 �1�4�6 �3�2
석보면 �1�6 �2�9�9 �7�1�.�0 �1�.�0 �1�7 �5�.�0 �1�5�.�0 �2�8�2 �6�6

연도
。� �j�:�H�f�f�-�¹0��1�1�1�1 배추 시금치 양배추 �A�H�.�I�¶ø�/0��1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D�o
�7�'¬p�'�-�'�-�, 생산량 면적 생산량

�1�9�7�0 �1�5�3�.�6 �1�.�4�5�1 �1�5�1�.�5 �1�. �4�3�8 �2�.�1 �1�3�.�2 �? �? �? �?

�1�9�7�5 �3�9�.�1 �5�0�9 �3�8�.�0 �5�0�2 �1�.�1 �6�.�9 �? �? �? �?

�1�9�8�0 �2�1�9�.�4 �1�2�.�2�6�2 �2�1�9�.�4 �1�2�.�1�9�9 �? �? �0�.�5 �1�4 �3�.�4 �4�9�.�0
�1�9�8�5 �1�6�1�.�5 �1�1�,�0�7�8 �1�5�6�.�6 �1�0�.�9�9�9 �1�.�9 �2�4�.�8 �3�.�0 �5�4�.�1

�1�9�9�0 �1�8�2�.�0 �1�1�.�2�8�6 �1�7�9�.�8 �1�1�. �2�5�3 �1�.�5 �1�9�.�5 �0�.�7 �1�2�.�7

�1�9�9�5 �3�2�3�.�2 �1�9 ��6�0�9 �3�0�6�.�3 �1�9�.�1�4�9 �0�.�2 �4�.�0 �8�.�5 �3�2�0�.�0 �8�.�2 �1�3�5�.�6

여야‘。。。

�'�"

�8�8�.�9 �4�.�7�3�0 �8�6�.�9 �4�.�7�0�0 �2�.�0 �3�0�.�0

입암면 �4�4�.�8 �2�,�5�0�5 �4�1�.�0 �2�.�3�9�8 �2�.�0 �7�6�.�0 �1�.�8 �3�0�.�6

청기면 �1�9�.�2 �1�,�2�2�1 �1�6�.�0 �1�.�1�4�5 �0�.�2 �4�.�0 �1�.�0 �3�8�.�0 �2�.�0 �3�4�.�0

일월면 �4�5�.�9 �2�.�8�5�8 �4�4�.�1 �2�.�7�9�9 �1�.�5 �5�4�.�0 �0�.�3 �5�.�0

수비면 �1�7�.�2 �8�5�8 �1�7�.�0 �8�5�5 �0�.�2 �3�.�0
석보면 �1�0�7�.�2 �7�.�4�3�7 �1�0�1�.�3 �7�.�2�5�2 �4�.�0 �1�5�2�.�0 �1�.�9 �3�3�.�0

제 �2장 근대 이후의 산업 �I�I�I �2�8�7

과 소득의 증가로 소비도 늘었으며 �, 채소는 신선도가 필수적이므로 수입 자유화에도 경쟁력

이 있는 작목으로 지목되고 있다 �. 채소는 주로 먹는 부분을 중심으로 엽채류 � 과채류 � 근채

류 � 조미채소류로 나눈다 �.

〈표 �5 �- �3�4�> 언도별 서류의 경작 면적 및 샘산량

면적 �: �h�a�, 생산량 �: �t�o�n

〈표 �5 �- �3�5�> 언도별 엽채류의 경작 면적 및 샘산량

면적 �: �h�a�, 생산량 �t�o�n



과채류
�.�A²Ù�}

참외 오이 승바 가지
연도

�I�=�; ���-�,

면적 생산 면적 생산 면적 생산 면적 생산 면적 생산 면적 생산

�1�9�7�0 �1�1�7�,�0 �1�.�2�1�3 �1�5�,�9 �1�2�6 �1�.�5 �1�3�.�0 �0�.�1 �1�.�4 �9�9�.�5 �1�.�0�7�3

�1�9�7�5 �2�0�3�.�5 �2�,�8�8�1 �2�9�.�4 �6�9�1 �5�.�2 �5�4�.�6 �1�.�9 �2�4�.�8 �1�6�4�.�2 �2�,�0�6�9 �2�.�8 �4�0�.�9

�1�9�8�0 �2�8�.�0 �5�5�2 �1�6�.�2 �4�0�4 �2�.�1 �3�4�.�0 �0�.�8 �1�9�.�0 �8�.�0 �8�4 �0�.�9 �1�1�.�0

�1�9�8�5 �1�0�7�.�5 �2�,�5�2�1 �9�8�.�4 �2�,�3�4�4 �1�.�2 �2�2�.�5 �3�.�1 �8�5�.�6 �4�.�8 �6�8

�1�9�9�0 �1�7�9�.�4 �4�.�9�8�5 �1�7�5�.�1 �4�,�9�0�3 �0�.�7 �1�1�.�9 �1�.�2 �2�7�.�6 �2�.�4 �4�2

�1�9�9�5 �1�7�0�.�0 �4�.�5�3�8 �1�5�1�.�5 �4�.�1�8�4 �1�.�1 �1�8�.�4 �2�.�6 �6�7�.�4 �9�.�1 �1�4�4 �3�.�3 �5�2�.�6

。킥 0��1�:。。。 �a �2�4�.�9 �6�4�3 �2�2�.�0 �5�9�4 �0�.�4 �6�.�0 �0�.�2 �3�.�6 �2�.�0 �3�2

입암면 �7�6�.�5 �2�,�0�9�3 �7�1�.�0 �1�.�9�8�8 �0�.�3 �5�.�4 �1�.�0 �2�7�.�0 �2�.�0 �2�8 �1�.�5 �2�4�.�6

청기면 �4�.�1 �9�9 �2�.�0 �5�6 �0�.�2 �3�.�4 �0�.�4 �1�1�.�1 �1�.�0 �1�6 �0�.�2 �3�.�5

일월면 �6�.�6 �1�2�6 �3�.�0 �6�0 �0�.�1 �1�.�9 �0�.�5 �1�2�.�5 �2�.�0 �3�4 �0�.�8 �1�2�.�8

수비변 �3�.�0 �5�2 ζι이t, �4�3 �0�.�2 �3 �0�.�3 �5�.�8

석보면 �5�4�.�9 �1�.�5�2�4 �5�1�.�0 �1�.�4�4�3 �0�.�1 �1�.�7 �0�.�5 �1�3�.�2 �1�.�9 �3�0 �0�.�5 �8�.�5

�2�8�8 힘 저 �1�5편 산업 � 경제

엽채류의 경작 면적과 생산량은 앞의 〈표 �5 �- �3�5�> 와 같다 �. 엽채류에는 배추 � 양배추 � 시금

치 � 상추 � 쑥갓 � 부추 등이 있으며 �, 최근에는 아스파라거스 � 셀러리 등도 재배되고 있다 �.
그러나 김치 재료로 쓰이는 배추가 생산량에서 단연 많으며�, 석보와 영양 � 일월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다�. 상추는 육류와 생선회 소비의 증가에 따라 연중 소비되므로 꾸준히 생산되고

있다 �.
과채류의 경작 면적과 생산량은 〈표 �5 �- �3�6�>과 같다 �. 과채류에는 수박 � 참외 � 오이 � 호박

� 가지 � 토마토 � 딸기 등이 있으며 �. 콩 � 완두 � 강낭콩 등의 두류도 채소로 사용되기도 한

다 �. 그러나 과채류 중에서는 수박이 생산량에서 단연 많은데�, 대부분이 입암면과 석보면에

서 생산되고 있다�. 그 외 과채류로 각 변에서 토마토를 소량 생산하고 있다 �.

〈표 �5 �- �3�6�) 연도별 과채류의 경작 면적 및 생산량

면적 �: �h�a�, 생산량 �: �t�o�n

근채류의 경작 면적과 생산량은 〈표 �5 �- �3�7�>과 같다 �. 근채류에는 무 � 당근 � 토란 � 우영 �

연근 � 마 등이 있다�. 그러나 근채류 중에서는 역시 김치에 많이 사용되는 무가 생산량에서

단연 많은데 �, 석보면과 영양읍 순으로 생산되고 있다 �. �1�9�8�5 년도에 토란이 많이 생산되었는

데 �, 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 그 외 근채류로 우영이 소량 생산되고 있다 �.

조미채소류에는 고추 � 파 � 양파 � 마늘 � 생강 등이 있는데 �, 조미채소류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우리 나라 음식문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조미채소류는 김치에 ‘다양하게 이용

되어 맛을 낸다 �. 영양은 조미채소인 고추 산지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으므로 특산물 항

에서 다시 언급될 것이다 �. 조미채소류의 경작 면적과 생산량은 〈표 �5 �- �3�8�>과 같다 �. 영양의
특산물 고추는 경작 면적과 생산량이 꾸준하며 �, 파와 마늘의 생산도 꾸준한 편이나 생강은



연도
조미채소 �.�J�:�!�.�� 파 마늘

Sã�;�7�'¬p�'�-�'�-�,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1�9�7�0 때1ι �3�.�6�5�0 �9�5�5 �3�.�4�3�9 �5�.�0 �5�0�.�8 �4�4�.�8 �1�5�9�.�9

�1�9�7�5 �1�.�2�6�0 �2�.�2�5�2 �1�.�2�0�2 �1�.�8�8�7 �1�0�.�0 �1�1�9�.�9 �4�8�.�1 �2�4�4�.�8

�1�9�8�0 �2 ��1�3�0 �4�.�2�5�2 �2�.�0�3�2 �3�.�3�3�2 �1�0�.�6 �2�8�3�.�0 �8�7�.�2 �6�3�7�.�0

�1�9�8�5 �2�.�6�6�0 �5�.�0�6�9 �2�.�5�6�0 �4�.�2�2�4 �9�.�0 �2�5�5�.�2 �9�1�.�0 �5�8�9�.�6

�1�9�9�0 �2�.�6�3�3 �7�.�3�5�7 �2�.�5�4�4 �6�.�4�1�0 �1�3�.�1 �3�2�3�.�5 �7�6�.�0 �6�2�3�.�2

�1�9�9�5 �2�.�3�6�0 �6�.�2�7�7 �2�.�3�0�6 �5�.�6�0�4 �1�6�.�0 �3�7�4�.�0 �3�8�.�4 �2�9�9�.�3

여야0��c�;�c�; �g �4�2�0 �2�.�6�6�8 �4�1 �4�1�0 �5�.�0 �1�1�0�.�0 �5�.�2 �3�3�.�8

입암면 �3�8�4 �1�.�0�9�4 �3�6�4 �8�7�4 �5�.�0 �1�1�5�.�0 �1�5�.�0 �1�0�5�.�0

청기변 �5�3�5 �1�.�4�2�1 �5�2�3 �1�.�2�8�1 �2�.�0 �5�0�.�0 �1�0�.�0 �9�0�.�0

일월변 �3�3�0 �8�4�2 �3�2�6 �7�9�2 �1�.�0 �2�4�.�0 �3�.�3 �2�6�.�4

수비면 �2�4�1 �6�0�4 �2�4�0 �5�9�5 �1�.�0 �9�.�0

석보면 �4�5�0 �1�.�1�9�6 �4�4�3 �1�.�0�8�6 �3�.�0 �7�5�.�0 �3�.�9 �3�5�.�1

제 �2장 근대 이후의 산업 용 �2�8�9

소비량이 적어 거의 재배되지 않고 있다 �. �1�9�8�0 년대까지 양파가 다소 재배되었으나 그후 거

의 재배되지 않아 파와 합쳐 표시하였다 �.

언도별 근채류의 경작 면적 및 생산량〈표 �5 �- �3�7�>

면적 �: �h�a�. 생산량 �: �t�o�n

될꽉패잔

�I 그�.�.

�6�.�0

�3�2�7�.�9

�0�.�3

�2�4�.�1

�3�1�.�0

�5�8�.�3

�1�9�.�8

�7�2�.�0

�1�8�.�0

�5�4�.�0

�1�.�7

�3�.�0

�1�.�2
�4�.�0

�3�.�0

�1�.�0

생산량

�1�.�5�0�0

�4�6�8

�9�.�7�6�0

�5�.�4�0�5

�3�.�3�6�1

�3 ‘ �2�1�0

�1�.�1�4�9

�2�7�4

�3�2�3

�1�2�8

�1�0�1

�1�.�2�3�5

면적

�1�3�9�.�9

�3�1�.�1

�2�7�4�.�2

�1�1�3�.�3

�7�5�.�9

�6�6�.�3

�2�1�.�9
�6�.�0

�7�.�0

�3�.�0

�3�.�0

�2�5�.�4

근채류

생산량

�1�.�5�0�0

�4�6�8

�9�.�7�6�0

�5�.�4�6�3

�3�.�7�0�9

�3�.�2�8�2

�1�.�1�4�9

�2�9�2

�3�2�3

�1�2�8

�1�0�1

�1�.�2�8�9

�O�;�A�1

�'�-�'

�-�,

�1�3�9�.�9

�3�1�.�1

�2�7�4�.�2

�1�1�6�.�3

�1�0�1�.�2

�7�0�.�3

�2�1�.�9

�7�.�0

�7�.�0

�3�.�0
�3�.�0

�2�8�.�4

연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영양읍

입암면

청기면

일월변

수비면

석보면

언도별 조미채소류의 경작 면적 및 샘산량〈표 �5 �- �3�8�>

면적 �: �h�a�. 생산량 �: �t�o�n



합계 사과 배 복숭아 쏘도 �7�� 기타
연도

�[�:�:�:�J

면적 생산 면적 생산 면적 생산 면적 생산 �0�'�;�;�<®¼�L�.�.�!�, 생산 Sã�,�;�;�<¬Œ�L�.�.�!�, 생산 면적 생산

�1�9�6�5 �3�5�.�4 �1�3�.�1�3�3 �4�.�5 �5�2�4 �2�4�.�3 �7�.�5�3�0 �0�.�4 �1�1�3�.�0 �5�.�4 �2�.�7 �4�0 �0�.�8 �3�9�3�.�0

�1�9�7�0 �1�.�3�9�1 �5�4�1 �1�1�1 �1�5�3 �1�.�0�0�2 �3�0�2�.�7 �1�2�.�0 �3�.�4 �2�6�4 �8�0�.�5 �2�.�0 �1�.�0

�1�9�7�5 �1�2�9�.�9 �5�4�0 �1�1�7 �4�3�0 �.�1 ��1 �8�.�0 �5�2�.�1 �0�.�5 �6�.�9 �3�.�8 �1�5�.�2

�1�9�8�0 �1�5�0�.�1 �3�7�8 �1�0�5 �1�3�0 �2�.�1 �9�.�0 �1�1�.�7 �1�0�8�.�3 �3�.�0 �1�1�.�4 �2�0�.�2 �9�5�.�1 �8�.�5 �2�4�.�9

�1�9�8�5 �1�1�1�.�3 �1�.�1�1�5 �1�0�0 �1�.�0�3�0 �1�.�0 �7�.�0 �3�.�0 �3�2�.�6 �1�.�0 �4�.�0 �3�.�0 �2�0�.�0 �3�.�0 �2�1�.�0

�1�9�9�0 �2�2�8�.�9 �2�.�3�0�0 �1�9�7 �2�.�1�6�7 �0�.�1 �1�.�0 �1�.�5 �9�.�9 �1�.�3 �8�.�5 �2�9�.�0 �1�1�3�.�0

�1�9�9�5 �3�6�0�.�8 �4�.�3�2�0 �3�1�5 �4�.�0�9�6 �1�0�.�7 �4�1�.�6 �0�.�9 �7�.�9 �2�.�0 �1�4�.�3 �1�.�1�¹ �4�.�4 �3�1�.�1 �1�5�6�.�1

여야。。
。 �a �7�4�.�1 �8�1�2 �5�2�.�6 �7�3�6 �4�.�7 �0�.�8 �7�.�2 �1�6�.�0 �6�8�.�8

입암면 �9�1�.�7 �1�.�0�6�7 �8�6�.�4 �1�.�0�3�7 �0�.�4 �0�.�5 �3�.�8 �4�.�4 �2�6�.�5

청기면 �3�5�.�3 �4�3�3 �3�3�.�4 �4�1�8 �1�.�3 �1�3�.�5 �0�.�1 �0�.�7 �0�.�5 �0�.�3

일월면 �4�2�.�0 �4�0�2 �2�9�.�0 �3�3�4 �1�.�2 �1�.�0 �7�.�0 �1�.�1 �4�.�4 �9�.�7 �5�7�.�2

수비면 �1�0�.�2 �1�1�7 �9�.�5 �1�1�4 �0�.�2 �0�.�5 �3�.�3

석보면 �1�0�7�.�5 �1�.�4�8�9 �1�0�4�.�1 �1�.�4�5�7 �2�.�9 �2�8�.�1 �0�.�5 �3�.�5

�2�9�0 얻 저 �1�5 펀 산업 � 경제

저 �1�6 항 과일류 샘산

생활의 향상으로 과일의 소비가 늘고 새로운 과일에 대한 욕구도 높다 �. 영양군의 과일 경

작 면적과 생산량 �( 표 �5 �- �3�9�) 을 보면 �1�9�6�5�� �1�9�7�0 년에는 복숭아의 생산이 많았으나 �, 그후 사

과의 생산량이 과일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 배는 석보면과 청기변에서 �, 복숭

아는 영양읍에서 �, 포도와 감은 일월면에서 소량 생산되고 있다�. 기타 과일에는 자두 등이

포함되는데 �, 영양읍과 일월변에서 많이 생산된다 �.

〈표 �5 �- �3�9�> 연도별 과일류의 경작 면적 및 생산량

면적 �: �h�a�. 생산량 �: �t�o�n

저 �1�7 항 특용작물 샘산

특용작물 혹은 공예작물로 옛날에는 목화와 삼
� 모시 � 왕골과 골풀 � 유채 � 참깨와 들깨

� 아주까리 � 해바라기 � 호프 � 인삼 등이 재배되었으나 �, 영양군에서는 이제 참깨와 땅콩만

소량 재배되고 있다�. 참깨는 영양읍에서 �, 땅콩은 사질토에서 잘 되는 특성에 따라 입암면과

청기변에서 생산되고 있다�.

제 �1목 약용작물 생산

영양군은 일월산을 포함한 높은 산이 많아 자연산 약초도 많고 �, 재배도 많이 하였다 �. 그
러나 약초는 손이 많이 가고 가격의 변동이 심하여 �1�9�8�0 년대 중반부터 재배가 급격히 줄었

다 �. 연도별 약용작물의 경작 면적 및 생산량
�( 표 �5�-�4�1�) 을 보면 �1�9�8�5 년까지는 지황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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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근대 이후의 산업 를 �2�9�1

생산되었으며 �, 목단 � 당귀 � 작약 � 천궁 � 시호 등이 생산되었다 �. 그러나 �1�9�9�5 년에는 천궁이

많이 생산되었고 �, 그 외 더덕 � 두충 � 독활 등이 다소 생산되었다 �. 표에서 합계가 정확히 맞

지 않는 경우는 표시된 약용식물 외의 길경
� 황기 � 구기자 � 감초 � 산수유 등이 연도에 따

라 다소 생산되었기 때문이다�. 아직도 영양에서는 약초의 채취 및 재배가 다소 되어 봄철에

는 약초를 산나물과 구별하지 않고 파는 것을 볼 수 있다�.

언도별 특용작물의 경작 면적 및 생산량〈표 �5 �- �4�0�>

면적
‘ �h�a�. 생산량 �: �t�o�n

연도별 약용작물의 경작 면적 및 생산량

면적 �: �h�a�. 생산량 �: �t�o�n�0�9�9�5 년도 생산량은 근 �)
〈표 �5 �- �4�1�)



�2�9�2 �i�i�i 제 �5펀 산업 � 경제

제 �2목 특산물

�1�9�4�0 년의 『교남지』에는 토산 �( 특산 �) 물로 봉밀 � 송이버섯 � 오미자 � 당귀 � 복령 �( 深쭈
� 소

나무를 벤 자리의 소나무 뿌리에 기생하는 버섯의 일종 �. 한방에서 이뇨제로 쓰임 �) �. 목적 �( 木

戰 한방에서 속새를 이르는 말 �) �. 작약 � 창출 �(蒼따 �: 한방에서 삽주의 뿌리를 이르는 말 �)

� 남초 �( 담배 �) �. 번초 �( 審淑 �: 고추 �) 를 열거하고 있어 �, 주로 한약재를 포함하고 있으며 �, 고추와

담배도 언급하고 있다�.
�1�9�7�0 년에 발간된 『영양군지』에는 영양군의 특산물로 고추 � 산나물 � 지황 � 숫돌 � 아연광

� 형석광 � 구리광을 들고 있으나�, 고추와 산나물은 여전히 특산물로 명성을 얻고 있지만 나

머지 것은 옛 명성을 잃어가고 있다�. 반면에 새로 영양의 특산물로 명성을 쌓아가는 것도

있다�.

�1�. 고

고추아가씨 선발대회

현재 영양군이 전국적 명성을 얻고 있는 것은 고추 덕이라고 생각된다 �. 고추는 김치를 담

글 때에 꼭 필요한 재료인데�, 그 밖의 우리 나라 음식에는 고추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 몸집
이 작은 사람이 당찬 일을 할 때 “작은 고추가 맴다”든지�, 혹은 한국인이 외국에 나가 장

한 일을 하였을 때 “한국인은매운 고추를 먹기 때문”이라는말도 듣는다 �.

영양 고추는 타지역 고추보다 색채가 붉고 윤기가 나며 �, 감미가 있다 �. �1�9�7�0 년에 발간된

『영양군지』에의하면 그 당시에 벌써 연간 생산량이 �3�.�7�0�0 톤이고 �, 약 �2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고 한다 �. 고추 홍보를 위하여 �1�9�8�4 년부터 고추아가씨 선발대회도 열고 �, 고추가루 가공공장도

건립하였으며�, 고추장 공장도 가동중에 았다�.
〈표 �5 �- �4�2�>를 보면 영양군의 고추 재배면적과 고추생산량은 경상북도의 �1�0�% 를 조금 념으

며�,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경상북도와 영양군 모두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이다 �. 비슷한 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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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 �(�h�a�) 생산량(to �n�) 면 적 �(�h�a�) �(�%�) ÀÝÀ°·É�(�t�o�n�) �(�%�)

�1�9�7�0 �7�.�3�7�3 �9�.�7�5�0 �9�5�5 �(�3�) �1�.�4�3�3 �(�5�)

�1�9�7�2 �8�.�1�5�3 �1�3�.�5�4�0 �? �(�3�) �? �(�3�)

�1�9�7�4 �8�.�2�6�4 �1�2�.�6�1�6 �? �(�3�) �? �(�1�3�)

�1�9�7�6 �1�0�.�7�5�1 �1�6�,�8�7�5 �? �(�3�) �? �(�1�3�)

�1�9�7�8 �1�1�.�8�2�2 �1�2�.�1�4�2 �? �(�3�) �? �(�3�)

�1�9�8�0 �2�1�.�3�4�5 �2�2�.�7�0�1 �2�,�0�3�2 �(�0�) �2�,�9�2�6 �(�3�)

�1�9�8�2 �2�7�,�4�3�5 �2�9�,�0�3�9 �2�.�8�9�1 �(�1�) �2�.�6�8�3 �( �9�)

�1�9�8�4 �2�4�.�1�0�1 �3�2�,�9�9�8 �2�.�5�0�0 �(�0�) �4�,�0�5�0 �(�2�)

�1�9�8�6 �3�5�.�5�6�8 �6�0�,�4�2�9 �? �(�3�) �? �(�1�3�)

�1�9�8�8 �2�8�,�7�1�4 �6�7�J�1�5 �3�,�3�0�1 �(�1�) �7�,�4�2�7 �(�1�)

�1�9�9�0 �1�8�,�9�2�6 �4�7�,�9�7�9 �2�.�5�4�4 �(�3�) �6�,�4�1�0 �(�3�)

�1�9�9�2 �2�2�.�5�3�7 �? �2�.�8�0�1 �(�1�2�) �6�.�7�2�3 �(�3�)

�1�9�9�4 �2�2�,�3�2�5 �4�9�,�9�0�5 �2�,�2�6�0 �(�0�) �4�.�1�3�6 �( �8�)

�1�9�9�5 �2�0�.�1�6�7 �4�4�.�7�5�2 �2�,�3�0�6 �(�1�) �5�.�6�0�4 �(�1�2�)

�1�9�9�6 �2�0�.�5�0�0 �4�8�,�9�0�0 �2�.�5�4�0 �(�1�2�) �5�.�9�3�7 �(�2�)

구 분 가구수 면적 �(�h�a�) �l�O�a²ù Â�·É�(�k�g�) ÀÝÀ°·É�(�t�o�n�) 수납대금(백만원)

�1�9�6�5 �3�,�3�0�9 �5�9�2 �? �1�.�6�7�5 �?

�1�9�7�0 �4�,�0�0�7 �1�.�7�3�4 �1�7�3 �2�.�9�9�8 �7�4�1

�1�9�7�5 �4�,�2�7�8 �2�,�3�0�3 �1�9�8 �4 ��5�5�7 �2�.�6�6�6

�1�9�8�0 �2�,�4�8�3 �1�.�4�0�2 �2�0�2 �2�.�8�3�6 �4�,�4�8�2

�1�9�8�5 �1�.�5�6�6 �1�.�0�1�0 �2�0�0 �2�.�0�2�3 �5�.�1 �0�3
�1�9�9�0 �1�.�3�2�9 �8�6�8 �2�1�0 �1�.�8�2�0 �7�.�3�0�1

제 �2장 근대 이후의 산업 �i�i�i �2�9�3

고추를 이웃 청송군에서도 생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영양 고추는 생산량에서보다 고추의

품질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5 �- �4�2�> 경상북도와 영양군의 고추 재배면적과 고추 샘산량

배에

담배는 �1�4�9�2 년 컬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였을 때 옛 쿠바인들이 피우는 것을

보고 유럽에 퍼뜨렸으며 �, 우리 나라에는 광해군 �1�0 년 �0�6�1�8 년 �) 에 일본으로부터 전래되었다고

한다 �. 담배는 �1�9�1�0 년부터 홍삼 � 소금과 함께 전매사업이 되었으며‘�1�9�2�1 년에는 조선전매령이

제정되었다 �. �1�9�6�5 년에는 �1�8�8 억원의 전매수익에다 �4�,�0�0�0 톤의 엽연초를 수출하였고 �, �1�9�6�6 년에는

�2�5�0 억원의 전매수익에다 �. �8�.�4�0�0 톤의 엽연초와 �1�4�0 만갑의 제조연초를 수출하였다 �. 영양군의
엽연초 경작 현황은 〈표 �5 �- �4�3�) 과 같다 �. 담배 종류는 황색종과 청주엽 � 갈태엽 � 향초 등이

있으나 �, 영양에서는 황색종만 재배하여 왔다 �.

다
口

끼
�/
」

엽연초 경작현황〈표�5 �- �4�3�>



�2�9�4 톨 저 �1�5편 산업 � 경제

�1�9�7�0 년에 발간된 『영양군지』에는 영양 담배가 유명하게 된 일화가 다음과 같이 소개되

어 있다 �. 조선 숙종 �( 재위 �1�6�7�4�-�1�7�2�0�) 때 청기면 구매동 �( 구통 �) 에 살던 박명순이란 분이 잎

담배를 지고 안동읍 진압루 앞에 가 팔려고 하였으나 �, 팔리지 않았다 �. 그는 진압루에 올라

가 “발매구통박명순네 차조밭머리 담배 맛 좀 보소 �"라고 외치며 담배를 뿌렸다 �. 그 잎담배

를 주워 피워 본 사람들이 향기가 좋고 맛이 있어 �, 그 후부터 영양 담배가 전국적으로 유명

하게 되었다고 한다 �.

또한 정약용 �0�7�6�2�-�1�8�3�6�) 이 지은 『여유당전서 �( 與獨堂全書 �)�d�j 권 �4 �<장기농가
�(長혈農歌 ≫ �1�0

장 중에 다음과 같은 시가 있다 �.

마흙 �f�f�j�� 흉熾合種 �� 댐 �/ 셔댐園移提小離邊 �( 효우염직합종연 연묘이삽소리 변 �)

今春別學英陽法 �/要眼金絲度-年 �( 금춘별학영양법 요판금사도일년 �)

새벽 비 부슬부슬 담배심기 안성맞춤 �/ 담배 모종 옮겨다가 울 밑에 심어두지

금년 봄엔 영양법을 따로 배워두었다가 �/ 금쪽 같은 담배팔아 일년동안 살아야지
�( 번역은 『소설목민심서 �d�j�( 황인경 저 �) �4권 �, �9�1 쪽 인용 �)

이 시의 제목이 〈장기농가〉 인 것을 보면 이 시는 �1�8�0�1 년 정약용이 경북 영일군 장기꽂

으로 귀양왔을 때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 이 시에서의 ‘영양법 �( 英陽法 �) ’의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재배법과 건조법일 듯하다 �. 그 당시 이미 담배묘는 묘판에 심었다가 이식한 것과 �,

“금쪽 같은 담배”라고 하였으니 재배종은 황색종일 것이며 �, 팔 때는 위의 박병순의 경우와

달리 담배잎을 가늘게 잘라 �, 즉 금실 �[金絲 �] 같은 담배를 팔았던 듯하다 �. 그 당시에도 담배

수익은 매우 높았던 듯 �, 담배 농사를 잘 지어 팔면 일년 지내기가 쉬웠나 보다 �. 이보다 앞선

�1�6�5�3 년에 제주도에 표류하여 표류기를 쓴 하벨의 기록에는 담배 한 근에 은 한 냥이나 되었

다고한다 �.

제 �8항 비료 공급과 농기구 보유 등

제 �1목 비료 공급

농산물 생산량의 증가는 품종개량과 재배법의 개량 외에도 비료와 농약의 사용 �, 농기계의

사용에도 영향을 받는다 �. �1�9�7�0 년대 초반까지는 비료를 외국에서 수입하였으므로 계획량만큼

공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 그 후 비료공장을 만들어 비료 공급이 원활하게 되었다 �.
비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때와 �. 토양 개량을 위하여 퇴비 증산이 독려되고 있으나 퇴

비 생산은 점점 감소되고 있다�. 그러나 �1�9�9�3 년 경상북도 퇴비증산대회에서 영양군이 우수군

으로 �, 입암면 방전마을이 최우수 마을로 선정되어 �2천만원의 상금을 받기도 하였다 �.



�'�"

닙 닙j �Ä�3�'�;�. �E 닙i
구분

�C�> �i�:�!�:�" 己 �C�> �1�T
�g

계 �A�l�A
인산 가리 겨| 유안 。A 용성인비 염화가리 용과린 복합비료 토양개량

�2�-�'�- �4�¹�-�'�-

�1�9�6�5 �1�.�2�7�5 �6�3�9 �4�6�5 �1�7�1 �? �? �? �? �? �? �? �?

�1�9�7�0 �1�.�9�2�9 �1�.�0�7�8 �5�2�5 �3�2�6 �? �? �? �? �? �? �? �?

�1�9�7�5 �3�,�7�3�9 �1�.�8�2�0 �1�.�0�3�7 �8�8�2 �9�,�3�1�8 �? �2�,�9�6�0 �1�. �0�2�7 �6�2�6 �? �? �?

�1�9�8�0 �4�,�4�9�4 �1�.�9�4�7 �l�,�2�7�9 �1�.�2�6�8 �1�0�,�8�7�6 �1�8�8 �1�.�7�8�0 �1�3�7 �1�6�4 �8�,�6�2�7

�1�9�8�5 �3�.�5�5�1 �1�.�6�9�0 �8�6�7 �9�9�4 �8�,�4�7�5 �7�2 �1�.�6�9�3 �1�0�9 �1�6�0 �5�5 �5�.�1�8�7 �1�.�1�9�1

�1�9�9�0 �2�,�3�3�2 �1�.�1�0�0 �5�7�2 �6�6�0 �4�,�5�6�0 �1�2 �1�.�0�0�8 �1�0�5 �2�0�4 �5�3 �3�.�1�7�6

�1�9�9�5 �1�.�9�5�5 �8�5�4 �5�0�3 �5�9�8 �6�,�0�3�7 �3�2 �5�2�8 �4�8 �1�2�8 �2�6 �3�,�3�9�0 �1�. �8�8�5
여야。。

。
�g �4�7�4 �2�9�3 �6�6 �1�1�5 �9�6�6 �7�3 �7 �1�6 �2 �6�4�5 �2�1�4

입암면 �3�8�8 �1�4�8 �1�1�3 �1�2�7 �1�.�2�3�5 �5 �1�2�8 �5 �2�2 �4 �6�7�1 �4�0�0
청기면 �3�3�8 �1�2�9 �9�9 �1�1�0 �9�8�2 �7 �7�4 �9 �1�8 �6�1�8 �2�5�5
일월면 �2�4�5 �9�2 �7�3 �8�0 �7�3�2 �7�2 �6 �1�6 �4�4�8 �1�8�7
수비면 �1�8�3 �7�4 �5�0 �5�9 �6�7�3 �3 �3�3 �1�1 �9 �3�9�2 �2�1�9
석보면 �3�2�7 �1�1�8 �1�0�2 �1�0�7 �1�,�4�4�9 �1�4�8 �1�0 �4�7 �1�2 �6�1�6 �6�1�0

구 �I�=�i 경운기 E랙터 이앙기 양수기 탈곡기 건조기 파종기 관리기
�'�i�:�!�:�"

�1�9�6�5 �5�7 �8
�1�9�7�0 �1�7 �5�0 �4�4
�1�9�7�5 �1�0�4 �6�6 �1�7�6

�1�9�8�0 �7�1�6 �1�0 �2�1�2 �3�0�3
�1�9�8�5 �1�.�7�8�6 �5 �1�5 �6�9�6 �3�1�0 �3 �2
�1�9�9�0 �2�,�7�3�3 �1�0 �7�3 �8�8�6 �4�7�7 �3�,�4�9�3 �8�2
�1�9�9�5 �3�.�3�6�6 �1�0�7 �2�0�0 �7�8�1 �2�2�4 �3�,�9�2�8 �2�0 �1�.�3�0�3

여야‘。。。 �B �4�9�1 �1�7 �4�5 �9�8 �6�8 �7�4�0 �1�0 �2�5�0
입암변 �6�3�3 �2�2 �4�4 �1�4�1 �3�8 �6�3�1 �1 �2�6�4
청기변 �5�1�0 �1�6 �4�2 �1�5�7 �4�4 �6�7�0 �2 �1�5�2
일월면 �4�8�7 �1�2 �3�8 �1�0�2 �3�3 �5�8�7 �3 �2�0�9
수비면 �4�3�9 �2�0 �1�3 �8�4 �4�4�9 �2 �1�6�1

석보면 �8�0�6 �2�0 �1�8 �1�9�9 �4�1 �8�5�1 �2 �2�6�7

제 �2장 근대 이후의 산업 �i�i�i �2�9�5

〈표 �5 �- �4�4�> 서닙벼 �. 조근벼 �H�I 己 고그
。 �"�'�i�:�!�:�"�2�' �o�T�r 르 �W�I�.�I�L ζ〉닙

제 �2목 농기구 보유

농가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로 인력이 부족하자 농기구의 사용이 증가하게 되었다 �. �1�9�6�5 년

영양군의 주요 농기구 보유 현황에는 쟁기 �4�,�6�6�9�7�R�, 인력 분무기 �1�9�9 개 �, 동력 분무기 �8개 �, 인

력 탈곡기 �1�,�0�0�2 개 �, 동력 양수기 �5�7 개 �, 동력 탈곡기 �8개 등이 기재되어 있다 �. �1�9�7�0 년에는 제

초기 �2�,�9�7�4�7�R�, 인력 풍구 �4�8�6�7�R�, 수동식 가마니기구 �9�0�5�7�R�, 리어카 �1�.�1�6�2 개 등도 기록되어 있

다 �. �8�0 년대에 들어와 경운기가 보급되고 �, 이어 트랙터 � 이앙기 � 건조기 � 파종기 � 관리기 등

이 보급되었다 �. 이러한 급속한 보급에는 위의 이유 외에도 정부의 농기구 반값 공급과 농업

용 유류 저가공급정책도 큰 역할을 하였다 �.

〈표 �5 �4�5�> 농업용기구 및 기계 보유



닙τ구
위 �E�' �O�� 上드등§t�� �� ��。 ζ) .... 사 기계화 영농단 기계화전업농

계 주식회사유한회사합자회사 합명회사 겨l 대규모 소규모 계 수도작 전작 과수트자�.�,�.�,
�1�9�8�8 �1�2 �3 �9

�1�9�9�0 �3�5 �6 �2�9

�1�9�9�2 �1 �3�0 �1�4 �1�6

�1�9�9�5 �5 �3 �2 �1�1�8 �4�7 �7�1 �4�5 �1�4 �9 �2�2

영양읍 �2�3 �1�3 �1�0

업암면 �1 �2�6 �1�6 �1�0

청기면 �2�0 �6 �1�4

일월면 �1�8 �6 �1�2

수비면 �1 �1�8 �4 �1�4
석보면 �1 �1 �1�3 �2 �1�1

�2�9�6 �. 저 �1�5편 산업 � 경제

이러한 고가 농기구를 구입하였지만 소규모 농가에서는 활용 효율이 낮았다�. 따라서 공동

이용을 위하여 기계화 영농단을 만들고 �, 부재지주와 고령자를 위하여 위탁영농회사를 만들

어 고가의 농기구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 아울러 기계화 전업농을 육성중인데 �, 이들은 전업

농과 농업경영언을 중심으로 과수와 특작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

〈표 �5 �- �4�6�> 농기계 이용 조직

저 �1�9 항 농업관련기관

제 �1목 극렵 농산물검사소 경상북도지소 영양출장소

농산물검사소 영양출장소는 �1�9�7�3 년에 영양읍 서부 �2리 현위치에 자리잡고 �, 출장소장 이하

�4명이 근무하고 있다 �. 아전에는 정부 양곡의 수매검사 빛 정부 양곡의 보관 � 관리를 주로

담당하였으나 �, 지금은 농축산물의 품질인정제도 � 표준규격화제도 � 원산지 관리 등 많은 일

을 하고 있다 �.

제 �2목 경상북도 농촌진흥원 영양고추시험장

고추 특산지인 영양의 업지를 살려 전국 유일의 고추시험장언 경상북도 농촌진흥원 영양

고추시험장이 �1�9�9�5 년 �4월에 설립되어 �. �1�9�9�6 년 �1�1 월에 영양읍 대천리에서 문을 열었다 �. 이 시

험장에서는 고추 신품종 육성 연구 �, 고추 성력 재배 및 병충해 방제 기술 개발�, 고추 고품질

화 가공 이용 연구를 하여 �, 영양고추의 명성을 더욱 높일 것이다 �.



제 �2장 근대 이후의 산업 �I�I�I �2�9�7

제 �3목 농림부 경상북도 농수산통계사무소 영양출장소

농림부 경상북도 농수산통계사무소 영양출장소는 �1�9�7�4 년에 발족되어 정원 �8명으로 농수

산 통계업무를 맡고 있다 �.

제 �4목 농엽협동조합중앙회 영양군지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영양군지부는 신용사업에 중점을 두며 �, 농업인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료와 농약 판매 �, 구매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1�9�9�6 년 �3월 현재 정조합원 �5�,�0�7�5 명 �, 준조합

원 �5�.�4�7�3 명이며 �, 지역조합 �6개소로 직원은 군지부에 �2�4 명 �, 지역조합에 �1�0�6 명이 일하고 있다 �.

제 �5목 농촌지도소

영양군 농촌지도소는 �1�9�9�6 년 �1�1 월에 영양읍 대천리로 옮겨 농촌지도사업에 매진하고 있

으며 �, 지역농업개발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고추 � 사과 � 산채 � 약초 등 지역

특화작목을 개발하여 적응시험을 하고 �, 조직배양실과 가축질병진단실�, 농작물 종합병원등

첨단시설 활용으로 안전영농을 정착시키고 �. 생활과학관도 운영한다�. 또한 농업전문인력 양

성을 위해 �4�-�H 회 � 농업경영인 � 전업농 � 농촌지도자 � 병역특례산업기능요원 � 생활개선회원

을 육성하고 농업인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연간 �5�,�0�0�0 명의 농업인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따라서 본 지도소는 농업인이 찾아와서 보고 배우는 실기교육장이 되고 �, 실증시험을

통한 새 작목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전달하는 기관이 될 것이다�. �1�9�9�6 년 현재 정규직 �3�1 명 �,

기능직 �7명이 일하고 있으며 �, 각 읍면에는 농업인 상담소가 있다�.

제 �6목 영양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영양 엽연초생산은 경작농가가 �7�3�9 호로 면적이 �9�0�0�h�a 이며 예상수량은 �2�.�1�3�0 톤이다 �. 이 조

합에서는 합리적인 원료 수급을 위해 생산관리지도를 강화하고 �, 영농기계화를 실현하고 �, 국

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 향상을 꾀하고 있다�. �1�9�9�3 년에는 �1�7�2 평의 잎담배 공동 건조장

및 저장창고를 설치하여 협업화하고 기자재를 지원하여 담배 전업농가를 육성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 �.

제 �7목 청송농지개량조합 영양출장소

현재 청송농지개량조합 영양출장소로서 농지개량업무를 맡고 있다 �.



면 지구명 몽리면적(ha) 조합원(명) 공원수A
�-�"�"

¬à�C�>ÆÐ�A�-�IÈp¼ô º½¹¬lÅí

Æ�Å‘ÇM Å‘ÓÉ �1�6�.�3 �5�1 보 0��E¬����"�'�f�'�7�.�J�- 。 현 1리
감천 �1�5�.�8 �6�8 보 감천1리

입암면 신구 �8�.�1 �2�1 �O�J�:¬��-�,Ç•�0�,
。 저수지 신구 2리

산해 �9�.�9 �2�3 양수장 저수지 산해 1리
노달 �6�1�.�5 �1�2�0 0��E¬q���"�'�f�'�7�.�J�- 。 저수지 노달리

방전 �1�9�.�8 �7�2 。t각->샤。I
。 저수지 방전리

청기면 기포 �9�.�9 �1�6 보 기포리

계 �7 지구 �1�4�1�.�3 �3�7�1

�2�9�8 �I�I�I 저 �1�5 펀 산업 � 경제

〈표 �5 �- �4�7�> 지구별 수원공별 현황

제 �2절 임 업

저 �1�1 항 개 황

광복과 더불어 국토의 분단으로 북한지역에 편재한 풍부한 산림자원을 상실하게 되었다�.
일본의 전제주의 통제에서 벗어났고 �, 북한 주민의 남하로 인구가 급증하여 무질서한 벌채와

도벌로 산림의 황폐가 가속되었다�. �1�9�4�6 년 남한의 임야는 �6�.�8�1�4 천 �h�a 였고 �, 축적은 �6천만�?�m�-로

정보당 �8�.�8�m�2 에 지나지 않았는데 �, 경상북도는 。 �l 보다도 적은 �7�.�5�m�2 였다 �.
�1�9�4�8 년 정부 수립후 농림부에 산림국이 있었으며 �, 임업경영의 협동화를 위하여 산림조합

연합회가 창립되고 도 � 시군 � 마을까지 산림계가 조직되었다 �. �1�9�5�0 년 �6�.�2�5 전쟁으로 산림

사업은 중단되었을 뿐 아니라�, 온 국토가 더욱 황폐해졌다 �. 전쟁이 끝난 후 황폐된 국토를

복구하기 위하여 산림보호임시조치법을 공포하여 산림을 보호하고 �, 범국민적인 애림운동을

전개하였으며 �, 식목일 행사도 거행하였다 �.
산림피해 방지의 항구적 대책은 국민의 연료 해결이 지름길이었으므로 �1�9�5�9 년부터 도시

에는 무연탄 사용을 장려하고 �2�0 개 주요 도시에는 임산연료의 반업을 금지하고 �, 농촌의 연

료대책으로는 연료림 조성 �5개년계획을 세웠다 �.
�1�9�6�0 년대는 엄정 기반의 건축기라고 할 수 있다�. �1�9�6�1 년에 산림법이 �. �1�9�6�2 년에 사방사업법

이 제정되고 �, 임야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 �. �1�9�6�4 년에 국유림의 경영계획이 시작되고 �, 다음 해

에 민유림 영림계획이 시행되었다 �. �1�9�6�5 년부터 화전 정리를 하여 �5천호 정도가 정리되었다 �.
�1�9�6�7 년 초에 농림부 산림국에서 산림청으로 독립하였으며 �. �1�9�7�3 년에는 산림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이 내무부로 이관되면서�, 제 �1차 지산녹화 �1�0 년계획이 시작되었다 �.
�1�9�7�9 년부터 제 �2차 치산녹화 �1�0년계획이 수립되어 산림의 자원화를 지향하게 되었다 �. �1�9�8�8 년

부터는 산지자원화정책을 추진중이며 �, 산지를 국민휴양지로 제공하고 았다�.
우리 나라는 국토의 �6�5�% 가 산림이고 �, 전쟁으로 황폐된 산림을 복구시킨 대표적 나라이



연도 합 계 국 유 림 �(�%�) 군 유 림 �(�%�) 사 유 림 �(�%�)

�1�9�6�5 �7�0�.�1�3�2 �2�9�,�6�2�4 �(�4�2�.�2�) �6�,�0�6�7 �(�8�.�7�) �3�4�.�4�4�2 �(�4�9�.�1�)

�1�9�7�0 �7�0 ��7�7�9 �2�9�.�7�0�8 �(�4�2�.�0�) �6�,�3�7�3 �(�9�.�0�) �3�4�,�6�9�8 �(�4�9�.�0�)

�1�9�7�5 �6�9�,�5�3�4 �2�9�,�8�7�7 �(�4�3�.�0�) �6�,�3�7�3 �(�9�.�2�) �3�3�,�2�8�4 �(�4�7�.�9�)

�1�9�8�0 �7�0�,�3�0�3 �2�9�,�7�7�1 �(�4�2�.�3�) �6�,�3�7�9 �(�9�.�1�) �3�4�.�1�5�3 �(�4�8�.�6�)

�1�9�8�5 �6�5�.�7�2�0 �2�9�,�7�1�6 �(�4�5�.�2�) �6�,�3�7�9 �(�9�.�7�) �3�0�,�0�1�2 �(�4�5�.�7�)

�1�9�9�0 �6�5�,�6�8�7 �3�1�,�9�6�7 �(�4�7�.�5�) �6�.�4�2�6 �(�9�.�8�) �2�7�.�2�9�4 �(�4�1�,�6�)

�1�9�9�5 �6�5�,�8�3�3 �3�4 ��1�8�2 �(�5�1�,�9�) �6�.�4�2�6 �(�9�.�8�) �2�5�,�2�2�5 �(�3�8�.�3�)

제 �2장 근대 이후의 산업 �i�i�i �2�9�9

다 �. 그러나 아직 나무가 어려 목재 수요량의 �9�0�%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산림 소유도 사유

림이 �7�1�% 이고 �, 산주당 소유면적은 �2�.�4�h�a 에 불과하고 �, �1�0�h�a 미만을 소유한 영세 산주가 �9�6�%

에 달한다 �. 산주의 영세성뿐만 아니라 �, 임엽은 투자회임기간이 길어 �, 정상적인 경제림이 이

루어지기까지에는 오랫동안 투자와 육성이 필요하다 �.
�1�9�9�2 년 리우환경개발회의 이후 세계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산림벌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외국으로부터의 목재 수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 한편 산림은 목재와 부산물 뿐 아니라 �,

맑은 물 �, 깨끗한 공기�, 아름다운 경치 등 여러 가지 환경과 공익적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공기와 물의 오염이 심각해지는 지금 공기와 물을 정화하는 숲의 중요

성은 더욱 강조되어질 것이다�.

저 �1�2 항 산림자원

임업의 모체는 산림 �( 山林 �) 이며 �, 산림은 임야에서 형성된다�. �1�9�9�5 년 말 현재 영양군의 총

면적 �8�1�.�4�9�6�h�a 중 임야는 �6�9�,�9�7�3�h�a�( 지적과 자료 �) 로서 총 면적의 �8�6�% 이다 �. 우리 나라 전체로

보면 임야가 �6�5�% 이므로 영양은 임야가 특히 많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 �. 경상북도에서 영양

군 외에 임야면적이 �8�6�% 에 달하는 군은 울진군뿐이다 �.
영양군의 소유별 임야면적은 〈표 �5 �- �4�8�> 과 같다 �. 총 임야면적 �6�5�,�8�3�3�h�a �(산림과 자료 �, 지목

은 임야이나 타 용도로 사용중인 면적은 제외한 면적 �) 중 국유림은 �3�4�.�l�8�2�h�a 로서 �5�2�% 이며 �,

군유림이 �6�.�4�2�6�h�a �0�0�%�)�, 사유림이 �2�5�,�2�2�5�h�a �( �3�8 �% �)이다 �. 전국적으로는 국유림 �2�0�%�, 공유림

�8�%�, 사유림 �7�2�% 인 것과 비교하면 국유림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국유림은 주로 수

비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림청 남부지방 산림관리청 �( 안동 �) 영덕국유림관리소 영양경영센

터와 수비경영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다 �.

〈표 �5 �- �4�8�) 소유별 임야면적 단위 �: �h�a

임상별 임야면적은 〈표 �5 �- �4�9�>와 같다 �. 임야면적중 입목지 �( 立木地 �) 는 �9�9�% 에 달하며 �, 무입

목지는 �1�% 에 지나지 않는다 �. 입목지에는 소나무를 중심으로 한 침엽수안 순림이 절반 정도

이고�. 활엽수림과 침엽수와 활엽수가 섞여 있는 혼효림이 각각 �2�5�% 정도 된다 �. 영양군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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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침。jλ 활여A 흔효림 계 미임목지 황폐지 개간 기타�t�=�J�, 벼,
�1�9�6�5 �7�0�.�1�3�3 �6�2�.�3�5�6 �3�7�.�0�3�3 �1�0�.�2�6�2 �1�5�.�0�6�1 �7�.�7�7�7 �5�.�5�9�1 �2�0�7 �1�.�9�7�9

�1�9�7�0 �7�0�.�7�7�9 �6�6�.�3�5�0 �4�6�.�1�1�1 �9�.�0�4�1 �1�1�.�1�9�8 �4�.�4�2�9 �9�3�0 �9 �1�.�3�0�3 �2�.�1�8�7

�1�9�7�5 �6�9�.�5�3�4 �6�3�.�8�5�1 �4�5�.�2�6�0 �8�.�0�0�9 �1�0�.�5�8�2 �5�.�6�8�3 �1�.�4�8�1 �1�9�8 �4�.�0�0�4

�1�9�8�0 �7�±�3�0�3 �6�8�.�5�3�1 �4�0�.�5�5�9 �8�.�2�5�6 �1�9�.�7�1�6 �1�.�7�7�2 �1�.�0�7�8 �4 �4�9 �6�4�1

�1�9�8�5 �6�5�.�7�2�0 �6�5�.�2�2�6 �4�3�.�3�2�2 �9 ��1�8�5 �1�2�.�7�1�9 �4�9�4 �4�0�0 �9�4
�1�9�9�0 �6�5�.�6�8�7 �6�3�,�2�0�7 �3�0�.�6�5�4 �1�6�.�6�2�0 �1�5�,�9�3�3 �2�.�4�8�0 �2�.�2�9�7 �1�8�3

�1�9�9�5 �6�5�.�8�3�3 �6�5�.�1�1�9 �3�2�.�7�6�7 �1�6�.�4�8�1 �1�5�.�8�7�1 �7�1�4 �4�2�6 �2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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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 �t�=�J �,
jξ X페 Í•È��/�h�a �=�*

저 Í•È��/�h�a �2�S�. "체 Í•È��/�h�a �=�*
저 Í•È��/�h�a

�"�"
�'�.�.�, 그누 「

�"�"
�'�.�.�, :휴 -.

�1�9�6�5 �1�.�5�7�0�.�0�0�7 �2�2�.�4 �1�.�3�3�2�,�5�9�6 �3�6�.�0 �1�0�0�.�0�0�0 �9�.�7 �1�3�7�.�4�1�1 �9�.�1
�1�9�7�0 �2�.�0�9�5�.�7�3�0 �2�9�.�6 �1�.�6�0�7�.�7�6�2 �3�4�.�9 �2�1�0�.�0�4�3 �2�3�.�2 �2�7�7�.�9�2�5 �2�4�.�8

�1�9�7�5 �1�.�2�6�4�.�5�7�6 �1�8�.�2 �1�.�0�7�7�.�0�0�0 �2�3�.�8 �2�8�.�6�2�3 �3�.�6 �1�5�8�.�9�5�3 �1�5�.�0

�1�9�8�0 �2�.�4�7�6�.�8�5�3 �3�5�.�2 �1�.�1�4�6�.�6�8�5 �2�8�.�3 �4�7�1�.�3�1�5 �5�7�.�1 �8�5�9�.�2�2�3 �4�3�.�6
�1�9�8�5 �3�.�2�8�6�.�3�6�'�0 �5�0�.�0 �2�.�3�8�7�.�5�9�7 �5�5�.�1 �3�4�5 ��9�5�2 �3�7�.�7 �5�5�2�.�8�1�1 �4�3�.�5

�1�9�9�0 �3�.�1�1�1�.�5�3�4 �4�7�.�4 �1�.�4�5�0�.�4�9�7 �4�7�.�3 �8�4�2�.�8�3�0 �5�0�.�7 �8�1�8�.�2�0�7 �5�1�.�4
�1�9�9�5 �3�.�7�3�4�.�7�3�8 �5�4�.�5 �1�.�7�5�9�.�5�6�1 �5�1�.�6 �9�9�6�.�5�5�1 �5�8�.�0 �9�7�8�.�6�2�5 �5�9�.�2

�3�0�0 �D 저 �1�5편 산업 � 경제

는 소나무는 강원도 삼척 �, 경상북도 울진 � 봉화에 있는 소나무와 같이 곧게 자라고 품질이

좋다 �. 이런 소나무를 금강송 혹은 춘양목이라고도 부르며 �, 우리 나라의 우수한 소나무 원형

을 그대로 간직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임상별 임목 축적 �(林木養積 �)은 〈표 �5 �- �5�0�> 과 같다�. 총 �3�.�7�3�4�.�7�3�8�m�2�( 약 �1�0�0 억재 �)로서 침엽

수가 절반에 조금 못 미친다 �. 최근에는 면적이나 축적에서 활엽수와 혼효림의 중요성이 커

지고 있다 �. �h�a 당 축적은 �5�4�. �5�m�2 로서 전국 평균의 �4�6�m�2 보다 많다�.

〈표 �5�-�4�9�> 임상별 임야면적 단위 �: �h�a

〈표 �5 �- �5�0�> 。 �I�M�t�:�I�� �0�1�£ 츠효 �;체
�C�O�E 극 �I 그 �.�.�.�, �.�.�.�"

단위 �?�:�m�-

저 �1�3항 조 림

우리 나라는 식목일을 공휴일로 정하여 전국민의 조림운동을 벌여와 세계에서 가장 성공

적인 조림국가에 속한다 �. 특히 �1�9�7�3 년부터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으로 속성수를 조립하여 전

국토의 녹화에 성공하고 �. �1�9�7�9 년부터 제 �2차 치산녹화 �1�0 개년 계획으로 장기수를 조림하였다 �.
영양군에서도 �1�9�8�0 년까지는 포플러 등 속성수를 넓은 면적에 심었으나 �, 그 후 잣나무 등

장기수를 많이 심었으며 �, 심은 나무의 관리가 점점 더 중요하여 조림면적과 조림본수는 급

격히 줄게 되었다 �.



�Ä�z�s�. 겨l 국
�a 리 리군 사 유 림

연도
C그 IT 口 �I�T 口

면 적 보 λ
면 적 보 λ

면 적 �.�A�-�I¼ø 면 적 보 〈
�C �I �C �I 」 끼-

�1�9�6�5 �2�7�8 �7�3�8 �7 �2�1 �2�2 �7�6 �2�4�9 �6�4�1

�1�9�7�0 �9�3�4 �2�,�4�9�3 �3�2�3 �9�6�6 �3�2 �9�6 �5�7�9 �1�.�4�3�1

�1�9�7�5 �1�.�4�1�8 �3�,�9�8�0 �5�3�4 �1�,�2�8�1 �1�9�8 �8�4�8 �6�8�7 �1�,�8�5�?

�1�9�8�0 �1�.�0�1�3 �1�,�5�5�0 �2�2 �6�5 �9�9�1 �1�.�4�8�4

�1�9�9�0 �9�2�1 �2�,�7 �0�5 �1�0 �3�0 �9�1�1 �2�,�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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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1�,�1�1�5 �1�,�3�5�0 �5�4�0 �1�,�3�2�4 �5�7�2 �2�4�.�0 �3 �2
�1�9�8�2 �7�3�8 �1�.�2�5�1 �3�5�5 �1�.�0�6�5 �3�8�0 �1�8�4�.�0 �3 �2
�1�9�8�4 �6�3�5 때1 �5�1�2 �1�.�5�3�6 �1�0�3 �5�4�.�0 �2�0 �8�.�0 �5
�1�9�8�8 �6�3�4 �1�.�8�5�2 �6�1�2 �1�.�8�3�5 �2�0 �8�.�0 �2 �1�.�0 �5
�1�9�9�0 �9�2�1 �2�,�7�0�5 �8�9�8 �2�,�6�9�4 �1�0 �3�.�3 �1�1 �5�.�5
�1�9�9�2 �2�8�4 �7�7�2 �2�5�2 �7�5�6 �2�5 �8�.�3 �3 �1�,�2

�1�9�9�4 �1�6�1 �4�3�4 �1�4�1 �3�2�4 �1�3 �4�.�3
�1�9�9�6 �1�1�5 �3�2�2 �1�0�0 �3�0�0 �1�5 �2�2

합 계
�I 버 무허가 벌채 �l 산림훼손 산 불 기타

연도
�.�.�.�L "므

건수
�0�;�7�i®¼�L�.�.�!�-�, 건수 면적 스l커〕면적 수l커〕口;�;Åð�L�.�.�!�-�, 수‘거」 면적 건수 며

È��L�.�.�! �-�,

�1�9�8�9 �5 �2�.�1�4 �0�.�1 �2 �0�.�0�4 �l �2�.�0
�1�9�9�0 �0�.�3�0 �0�.�3�0�0

�1�9�9�1 �3 �2
�1�9�9�2 �1 �5

�1�9�9�3 �6 �0�.�3�7 �0�.�1�½ �l �0�.�0�0�2 �4 �0�.�2�5

�1�9�9�4 �3 �0�.�1�3 �2 �0�.�0�3 �0�.�1
�1�9�9�5 �4 �0�.�4�0 �0�.�1 �3 �0�.�3�0

제 �2장 근대 이후의 산업 를 �3�0�1

〈표 �5 �5�1�> 임야소유별 조림 현황 단위 �: �h�a�, 천본

〈표�5 �- �5�2�> 수종별 조림현황 �(�1�9�8�0���1�9�9�6 년 �) 단위 �: �h�a�, 천본

저�1�4항 산림보호

임엽의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각종 위해 �( 危害 �) 로부터 산림을 보호하여야 한다 �. 옛날
에는 도별과 무허가 벌채 등 인위적 피해가 많았으나 �, 근래에는 소나무에 솔잎혹파리의 피

해가 심하다 �. 숲이 우거지면서 산불이 나면 그 피해도 매우 크게 되므로 산불 예방이 필요

하다 �. 영양군에서는 주민들의 투철한 애림사상으로 인위적인 산림 피해는 거의 없다�.

〈표 �5 �- �5�3�> 산림피해 단위 �: �h�a



등} 겨| 산지사방 야계사방 사 방 댐
연도

�I�=�J

면적 수1본 공사비 면적
보λ 공사비 ÅðÇ¥�(�m�) 공사비 개소 공사비�c�:�- �T

�1�9�8�9 �2�.�0 �7�7�.�4�8�3 �2�.�0�0�0 �7�7�.�4�8�3

�1�9�9�0 �0�.�3 �3�9�.�0�6�1 �1�.�0�0�0 �3�9�.�0�6�1

�1�9�9�1 �7�3�.�6�5�1 �1�. �0�0�0 �4�8�.�0�5�1 �l �2�5�.�6�0�0

�1�9�9�2 �1�.�4 �3�.�1 �6�8�.�4�7�5 �1�.�4 �3�.�1 �3�.�1�5�9 �1�. �0�0�0 �6�5�.�3�1�6

�1�9�9�3 �2�.�0 �1�2�.�0 �7�8�.�7�5�5 �2�.�0 �1�2�.�0 �3�8�.�3�5�6 �1 �4�0�.�3�7�9

�1�9�9�4 �2�.�0 �8�.�0 �6�4�.�0�8�3 �5�.�4 �8�.�0 �4�3 ��5�4�6 �l �2�0�.�5�3�7

�1�9�9�5 �3�.�0 �1�2�.�0 �1�8�5�.�5�5�1 �3�.�0 �1�2�.�0 �6�2�.�6�5�9 때1ι �8�1�.�0�7�7 �4�1�.�8�1�5

용재 연료 녹비 퇴비원료 사료 수지 섬유원 탄닌원 산나물 토서E

연도
�-�1 �I�T

�m �(�k�g�) �(�t�o�n�) �(�t�o�n�) �(�t�o�n�) �(�k�g�) ¸Ì�(�k�g�) ¸Ì�(�k�g�) �(�k�g�) �(�t�o�n�)

�1�9�6�5 �3�8�.�2�4�3 �4 ��9�0µ0�4�. ��0�0�0 �4�.�2�0�0 �7�.�2�7�0�.�0�0�0 �3�.�0�4�9�.�0�0�0 �2�3�6�.�8�0�0 �1�0�5 �3�7�0 �2�.�2�8�0

�1�9�7�0 �4�1�.�2�8�4 �4�7�.�3�5�8 �3�.�0�2�0 �4�5�0 �3�.�2�5�9 �1�1�1�.�9�0�0 �3�6�4 �3�.�6�1�5 �5�7�0

�1�9�7�5 �3�3�.�9�1�1 �3�9 ��0�1�7 �9�.�8�2�6 �1�0�3�.�2�4�3 �1�3�.�9�3�4 �4�5�.�2�5�2 �4�1�0 �6�.�4�0�0 �3�3�5

�1�9�8�0 �1�7�.�8�2�1 �1�5�.�7�0�4 �2�0�4�.�3�0�0 �1�4�.�4�0�0 �1�7�.�3�6�6 �6�9�0 �6�.�8�4�7 �7�2�3

�1�9�8�5 �3�5�.�5�4�7 �2�1�.�6�7�8 �1�0�7�.�0�0�0 �1�6�.�7�0�8 �2�6�0 �1�4�5 �1�6�.�7�4�0 �4�2�0

�1�9�9�0 �3�1�.�2�1�0 �1�0�.�0�1�2 �9�2 �4�8 �8�6�6 �8�1�.�7�3�4 �3�0�.�0�0�0

�1�9�9�5 �9�5�0 �4�.�1�6�8 �1�6 �3 �8�3�.�1�8�8 �4�.�3�6�0

�3�0�2 �i�i�i 저 �1�5 펀 산업 � 경제

저 �1�5항 사방사업

우리 나라는 산림 모암이 대부분 풍화침식이 쉬운 화강편마암이고 �, 산지의 경사도가 심하

고 �, 강우량이 장마기와 태풍시기에 집중되므로 산지의 토사 유출이 심하다 �. 그러나 영양군

에서는 숲이 우거져 산지사방 � 야계사방 �( 野演妙防 �) �. 사방댐의 건설이 많지 않다 �.

〈표 �5 �5�4�> 사방사업 단위 �: �h�a�. 천본 �.�m

저 �1�6항 임산물 샘산

산에서는 많은 것이 나오는데 �, 그것들이 대부분 나무가 있기 때문에 생산되는 것이므로

나무를 주산물이라고 하고 �, 다른 것을 부산물이라고 하지만 �, 지역에 따라서는 특정 부산물

이 주산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 용재 � 연료 � 녹비 � 퇴비원료 � 사료 � 수지 � 탄닌원료 등의

생산은 줄고 있지만 �, 산나물과 토석류는 생산이 늘고 있다�.

〈표 �5 �- �5�5�> 용재 등 임산물 샘산량

야생종실 중 밤은 �1�9�8�9 년 이후 격감하였고 �, 호두 � 잣은 생산이 늘며 �, 대추 생산은 꾸준하

다 �. 야생종실은 풍흉이 있긴 하지만 종실의 가격과 인건비에 따라 수확이 크게 바뀐다 �. 버



연 도 합계
닝}

�-�=�-
�r�:�:�:

잣 대 추 도토리 ε 행 기 타I그 �.�£�,
�1�9�8�9 �5�5�.�0�6�5 �1�3�.�0�0�0 �2�.�2�4�4 �5�5�0 �3�4�.�5�6�6 �4�.�2�1�5 �1�7�0 �3�2�0

�1�9�9�0 �9�3�.�3�7�3 �2�.�8�6�1 �1�.�9�9�4 �6�1�0 �7�4 ��0�9�5 �5�.�5�9�5 �3�0�5 �7�.�9�1�3

�1�9�9�1 �5�1�.�8�0�1 �2�.�0�0�3 �4�.�3�7�8 �1�.�7�2�0 �3�9�.�1�9�7 �3�.�6�8�1 �2�6�2 �5�6�0

�1�9�9�2 �6�1�.�0�0�5 �3�.�8�2�3 �4�.�7�6�2 �2�,�6�2�3 �4�4�.�2�8�4 �5�.�5�1�3

�1�9�9�3 �4�0�.�4�6�0 �3�.�5�5�4 �4�.�1�3�9 �1�.�6�4�5 �2�1�.�6�1�3 �4�.�6�3�3 �3�1�8 �4�.�8�6�3

�1�9�9�4 �5�3�.�0�7�0 �3�.�3�4�9 �4�.�0�1�6 �1�.�6�6�8 �3�3�.�9�9�5 �1�0�.�0�4�2

�1�9�9�5 �5�3�.�7�1�7 �3�.�0�1�6 �3�.�7�1�2 �1�.�5�0�5 �3�7�.�8�3�8 �7�.�5�5�6 �9�0

연 도
승} 겨l �2 ��=

�O�J
�:�I�T 고 �.�2�. �O�J

」
타 �2�.�j 기 타�t�o�! C그 ..u... -,

�1�9�8�9 �6�.�4�2�7 �3�.�5�8�3 �2�.�8�4�4

�1�9�9�0 �4�.�4�4�0 �3�,�9�5�4 �4�8�6

�1�9�9�1 �1�.�3�6�0 �4�6�3 �8�9�7

�1�9�9�2 �3�.�3�3�5 �2�.�2�0�9 �1�.�1�2�6

�1�9�9�3 �1�.�5�4�0 �1�2�5 �1�0�9 �5�8 �1�.�2�4�8

�1�9�9�4 �3�5�2 �9�4 �1�0�5 �1�5�3
�1�9�9�5 �2�.�6�9�5 �2�,�2�8�8 �1�0�1 �1�1�8 �1�8�8

연도 업체수
연간 원목소비량

제품생산실적
생산능력 합계 사」국 외국산

�1�9�7�5 �6 �? �2�.�8�9�8 �2�.�8�9�8 �2�,�5�1�7

�1�9�8�0 �7 �? �4�.�3�2�0 �4�,�3�2�0 �2�.�8�8�4

�1�9�8�5 �7 �? �1�.�1�1�4 �1�.�1�1�4 �9�2�2
�1�9�9�0 �D �1�5�0 �2�.�3�1�1 �2�.�3�1�1 �2�.�1�2�6

�1�9�9�4 �4 �3�.�2�8�0 �1�. �2�3�8 �7�0�7 �5�3�1 �1�.�1�0�8

�1�9�9�5 �4 �3�.�2�8�0 �1�.�2�4�0 �1�.�0�3�0 �3�1�0  ��1�.�3�0�5

제 �2장 근대 이후의 산업 �I�I�I �3�0�3

섯 생산은 줄고 있지만 품목은 다양해지고 있다 �. 송이버섯은 재배가 되지 않으므로 가격은

비싸지만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송이버섯의 생산을 위해서도 소나무림의 관리가

필요하다�.

〈표 �5 �- �5�6�> 종실류 임산물 생산량 단위 �: �k�g

〈표 �5 �- �5�7�> 버섯류 임산물 생산량 단위 �: �k�g

저 �1�7항 제재공장

제재소에서는 주택건축용 또는 가구용 제재목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합판공업의 성장

으로 제재업은 그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어�, 영양군에서도 업체수가 줄고 있다�. �1�9�9�4 년부터는

외국산 원목도 제재하였다 �.

〈표 �5 �- �5�8�> 제재공장 및 샘산 단위 �?�:�m�-



�3�0�4 홉 저 �1�5편 산업 � 경제

저 �1�8 항 임업관련기관과 임업인

제 �1목 남부지방산림관리청 �( 안동 �) 영덕극유림관리소 영양경영센터와

수비경영센터

산림관리청은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는데�, �1�9�9�6 년부터 남부지방산림관리청
�( 안동 �) 영덕국유

림관리소 영양경영센터와 수비경영센터가 영양군의 국유림을 관리하며 �. 영양경영센터는
�8�.�l�4�4�h�a�, 수비경영센터는 �9�,�9�1�5�h�a 를 관리하고 있다 �.

제 �2목 영양군임엽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은 군의 산림면적중 약 �3�9�% 를 차지하는 �2�5�,�8�1�4�h�a 의 사유림의 개발과 소득

증대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 �. 마을 단위로 조직되어 있는 산림계를 흡수하여 산림보호 �, 위탁

림 경영관리 �, 양묘사업 �, 송이버섯 공판 등을 하고 있다�.

제 �3목 독럼가와 임엽후계자

독림가는 산에 나무를 심고 가꾼 개인이나 법인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독림가는 모

범 � 우수 � 자영 독림가로 나누는데 �, 모범 독림가는 소유산림 �3�0�0�h�a 또는 조림실적 �1�0�0�h�a 이

상을 가진 자며 �, 우수 독림가는 소유산림 �1�0�0�h�a 또는 용재림은 �5�0�h�a 이상 또는 유실수는

�2�0�h�a 이상의 조림실적을 가진 자며 �, 자영 독럼가는 소유산림 �5�0�h�a 또는 용재림은 �2�0�h�a 이상

또는 유실수는 �1�0�h�a 이상의 조림실적을 가진 자이다 �. 임업 후계자는 농업에서의 농업경영인

과 같은 제도이다 �. �1�9�9�5 년말 현재 전국에는 모범 독립가 �5�6 명 �, 우수 독림가 �1�1�5 명 �, 자영 독립

가 �1�5�2 명과 �, 법인 독림가 �1�3 기관이 있으며 �, 임업 후계자는 �2�6�6 명이 있다 �.

영양군에는 모범 독림가 김응구 씨와 자영 독립가 김영호
� 문기수 씨가 있으며�. 임업 후

계자는 엄정철 단 한 명만 있다 �. 모범 독립가 김응구 씨는 �1�9�2�6 년 대구 동촌에서 태어나 과

수원을 경영하며 나무와 인연을 맺었다 �. �1�9�6�2 년 제재소를 경영하며 영양애 정착하였고 �, �1�9�6�5

년부터 조림을 시작하였다 �. �1�9�9�1 년까지 �2�7�7�h�a 에 �8�0 여만본의 나무를 심 었고 �, �1�. �0�0�0 여 �h�a 의 육

림작업을 하였다 �. 이러한 공로로 도지사 표창 �(�1�9�7�6 년
�) �, 산림청장과 내무부장관 표창 � 대통령

표창 �(�1�9�8�7 년 �) 을 받았다 �.

제 �3절 축산업 � 잠업 � 수산엽 � 광엽

저 �1�1 항 축산업

제 �1목 개 황

해방 후의 혼란기와 �6�.�2�5 전쟁으로 축산업 특히 소와 돼지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정부



학교명 소재지 연외이 연 등4 역대 교장 졸업생수
�"�" �"�"

�-�,

�2�2³� 이 인 섭

�2�3³� 이 중 순

�2�4³� 김 수 암

�2�5³� 이 명 우

�2�6³� 박 송 봉

�2�7³� 김 덕 희

�2�8³� 이 진 호

29대김해용

30대박효기

�3�1³� 김주복(현)

%섬 경북 영양 �1�9�3�4�. �5�. �1�2�. 청기공립보통학교 당동간이학교 1대 이유석
초등학교 군 청기면 설립 인가 2대 변창규

당리 �5�3�6 �1�9�4�4�. �3�. �1�. 당동공립국민학교로 승격 3대 신현철
번지 �1�9�4�7�. �4�. �1�. 청북공립국민학교로 교병 변경 4대 김화섭

�1�9�5�1�. �4�. �1�. 청북국민학교로 교명 변경 5대 김재철
�1�9�6�2�. �3�. �1�. 행화분교장 설립인가 6대 정휘만
�1�9�7�1�. �1�. �1�. 기포분교장 설립 인가

�1�9�7�4�. �3�. �1�. 기포분교장 기포국민학교로승격
7대 김재운

�1�9�8�2�. �3�. �1�. 기포국민학교 폐교로 본교에 통 8대 유세영

합(아동 �3�5º…�) 9대 김석기

�1�9�9�3�. �3�. �1�. 행화분교 본교와 통합 �1�0³� 김용백

�1�9�9�6�. �3�. �1�. 청북초등학교로 교병 변경 �1�1³� 권학영

�1�9�9�7 �. �2�. È��4�9ÖŒ 졸업 �1�2³� 권세운

�1�3³� 최재섭

�1�4³� 금석봉 종

�1�5³� 노용규 �2�.�2�8�2º…

�1�6³� 금석봉

�1�7³� 박용호

�1�8³� 천석호

�1�9³� 조주한

�2�0³� 김기복

�2�1³� 이병세

�2�2³� 한운석

�2�3³� 강기달

�2�4³� 금석봉

�2�5³� 이상택

�2�6³� 정동훈

�2�7³� 이 �g 호
�2�8³� 김성곤(현)

�4�9�4 �I�I�I 제 �7펀 교육 � 체육

�(전면에서 계속�)



제1장 교 육 �i�i�i �4�9�3

(전변에서 계속)

소재지 연 외 。l 연
등j

역대 교장 싼편E므 E르 �-�,

바처。'-' �-�r�1²Ý�/�d
�Ä�'�1 �1�9�4�7�. �4�. �5�. 입암국민학교 병옥분교장으로 개교 1대 。 서;ζ닉1

�T 。

�?�:�. �Z 하�3�'�:�'�o���.�l�i�L 영양군 �1�9�4�9�. �9�. �2�0�. 병옥국민학교로설립 인가 2대 이 정 호

입암변 �1�9�5�2�.�1�0�. �3�0�. 방전국민학교로 교병 변경 3대 배 수 암

방전리 �1�9�5�4�. �3�. �2�2�.�. 제 1회 졸업 4대 전 해 특

�4�8�9¼ˆÉÀ �1�9�5�5�.�1�2�. �3�1�. 군원에 의하여 교실6간및 현관신축 5대 금 병 연
�1�9�7�6�. �3�. �1�. 학구변경(삼산동 입암학구로) 6대 오 해 수
�1�9�8�4�. �6�. �1�5�. 병설유치원 개원 7대 신 해 진

�1�9�8�6�.�1�1�. �3�0�. 수세식화장실 신축 8대 전 수 목
�1�9�8�7�. �7�. �2�4�. 간이상수도 설치 9대 조 희 갑

�1�9�9�6�. �3�. �1�. 방전초등학교로 교병 개명 �1�0³� 정 동 수

�1�9�9�7�. �2�. È��4�4ÖŒ 졸업 �1�1³� 여 희 윤

�1�2³� 박 전 서

13대홍천석

�1�4³� 이 종 하

15대정원락

�1�6³� 박 만 서

�1�7³� 곽 봉 희

�1�8³� 강 성 부

�1�9³� 김해용(현)

�1�9�3�2�. �2�. �1�9�. 청 기공립보통학교로 설립 인가 l대 일본인교장
초g학교 영양군 �(�4±DÈ��) 2대 박노 일

청기면 �1�9�3�2�. �5�. �5�. 개교 3대 김 용 택

정족리 �1�9�3�4�. �4�. �2�0�. 부설당동간이학교 설립 4대 이 유 석

�1�3�9¼ˆÉÀ �1�9�3�6�. �5�. �2�0�. 부설상청간이학교 설립 5대이원재
�1�9�3�8�. �4�. �1�. 6년제 보통학교로 승격 6대 조 우 석

�1�9�3�8�. �4�. �8�. 청기공립심상소학교로 교병변경 7대김세진
�1�9�4�1�. �4�. �1�. 청 기공립국민학교로 교병 변경 8대 김 덕 휘
�1�9�4�7�. �1�. �2�7�. 청 기동에 분교장 설치 9대 최 민 식
�1�9�4�9�.�1�2�. �3�1�. 청 기국민학교로 교병 변경 �1�0³� 이 정 호

며。떼총3,
�1�9�8�1�. �3�. �1�1�. 병설유치원 개설 �1�1³� 김 진 성

�1�9�9�6�. �3�. �1�. 청기초등학교로 교명 변경 �1�2³� 배 수 암
�1�9�9�7�. �2�. È��6�2ÖŒ 졸업 �1�3³� 금 석 봉

�1�4³� 안 택 양

15대김진기

�1�6³� 이 판 경

�1�7³� 노 용 규

�1�8³� 정 채 용

�1�9³� 이 혁 도

20대이일우

�2�1³� 임 문 석



학교명 소재지 연 밍 。l 연
승j 역대 교장 조。4새λ르

닙 。TE크

""
�-�,

�1�9�6�0�.�1�2�. �8�. 후편 별동교실 �5�0ÓÉ 증축 �1�1³� 조 우 석

�1�9�6�4�.�1�0�. �3�0�. 후편 별관2개교실 증축 �1�2³� 금 병 연

�1�9�8�0�. �8�. �3�0�. 본관동편2개교실중축(콘크리 �E �) �1�3³� 배 문 수

�1�9�8�1�. �3�. �1�. 병설유치원 설립 인가 �1�4³� 김 용 백

�1�9�8�2�. �6�. �2�1�. 상수도 공사 준공 �1�5³� 송 춘 근

�1�9�8�4�.�1 �O�. �8�. 서편 목조4개교실철거 �1�6³� 김 문 현

�1�9�8�5�. �3�. �1�. 특수학급 개설 �1�7³� 박 찬 주
�2�E�o

�1�9�9�5�. �3�. �1�. 청남국민학교와 통합(7학급편성)�1�8³� 천 석 호

�1�9�9�6�. �3�. �1�. 입암초g학교로 교명 변경 �1�9³� 최 기 원
�4�.�4�3�1º…

�1�9�9�7�. �2�. È��6�1ÖŒ 졸업 20대하순호

�2�1³� 문 원 택

22대박근출

23대조덕호

24대이상택

�2�5³� 이상호(현)

신사 �7�8��속 영양 �1�9�4�7�. �4�. �1�. 입암 국민학교 신사분교로개교 1대 안 병 룡

초등학교 군 입암면 �1�9�4�8�. �9�. �1�. 신사국민학교 개교 2대 배 수 암
신사리 �6�1�0 �1�9�5�4�. �5�. �7�. 금학분교장 개교 3대 금 병 연

번지 �1�9�8�5�. �9�. �1�. 병설유치원개원 4대 강 영 달

�1�9�9�3�. �3�. �1�. 금학분교 통합 5대 권 태 영
�1�9�9�6�. �3�. �1�. 신사초등학교로 교병 변경 6대 박 인 덕

�1�9�9�7�. �2�. È��4�5ÖŒ 졸업 7대 길 석 보

8대 배 수 암

9대 정 운 헌

�1�0³� 이 문 제

�1�1³� 차 영 필 도ξ。

�1�2³� 정 해 장 �2�.�2�9�1º…

�1�3³� 이 원 술

�1�4³� 안 영 효

�1�5³� 김 종 수

�1�6³� 권 영 선

�1�7³� 강 채 관

�1�8³� 김 하 경

�1�9³� 김 병 기

20대황병걸

�2�1³� 이 시 우

�2�2³� 황익구(현)

�4�9�2 �i�l�l 저 �1�7 편 교육 � 체육

�( 전변에서 계속 �)



승}�Ä�£�t�.�i�l�L�� 소재지 연외 。l 연 승4 역대 교장
조。4새λ

E프 a -, E긍 벼 。T
�1�9�3�8�. �4�. �1�. 영양서부공립심상소학교로 개칭 �1�8³� 김 소 암

�1�9�4�1�. �4�. �1�. 영양서부국민학교로 교명 변경 �1�9³� 지 인 택

�1�9�4�9�.�1�2�. �3�1�. 영 양국민학교로 교병 변경 �2�0³� 조 희 용

�1�9�6�0�. �8�.�1�0�. 영양동부분실개설(5학급) �2�1³� 임 영 백

�1�9�7�3�. �3�. �1�. 특 수학급인가(1학급) �2�2³� 박 정 균
�1�9�7�9�. �5�.�3�1�. 영양동산교보창간 �2�3³� 조 동 기

�1�9�8�1�. �3�. �1�. 병설유치원 개원 �2�4³� 김 봉 술
�1�9�8�9�. �3�. �1�. 감천분교장 폐교 �2�5³� 석 한 진
�1�9�9�6�. �3�. �1�. 영양초등학교로 교명 변경 26대김현각

총

�1�9�9�7�. �2�. È��8�4ÖŒ 졸업 �2�7³� 정 동 구
�1�0�,�6�8�4º…

�2�8³� 금 석 봉

�2�9³� 곽 구 섭

30대권윤락

�3�1³� 윤 영 복

32대김기하

�3�3³� 조덕호(현)

여야Z야。CJe。 경북 영양군 �1�9�6�0�. �8�. �1�0 영양국민학교 분실(5학급)인가 l대 조 우 석

초g학교 여야。a�-�c�r�1�:�f �1�9�6�5�. �4�. �3 영양동부국민학교로 개교 2대김용백

동부리 �1�9�7�0�. �7�. �1 영 양중앙국민학교로 교명 변경 3대김용백

�1�0�3�-�1¼ˆÉÀ �1�9�8�1�. �3�. �1 병설유치원 개원 4대 전 수목

�1�9�9�1�. �3�. �1 상원국민학교가 분교장으로 격 5대 김 현 각

하되어 본교에 편입 6대금석봉

�1�9�9�4�. �3�. �1 상원분교장 본교로 통폐합 7대 배 문 수

�1�9�9�6�. �3�. �1 화천국민학교와 무창분교장 본 8대 김 건 소 종
교로 통폐합 9대 곽 구 섭 �3�,�6�6�4º…

�1�9�9�6�. �3�. �1 영양중앙초등학교로 개명 �1�0³� 권 윤 락
�1�9�9�7�. �2�. È��2�9ÖŒ 졸업 �1�1³� 윤 영 목

�1�2³� 최 종 탁

�1�3³� 김 기 하

�1�4³� 이 문 규

�1�5³� 조 덕 호

�1�6³� 정동춘(현)

0��]�0�1�- 경북영양군 �1�9�3�3�. �5�. �1�5�. 입암공립보통학교개교(4년제) 1-5대까지 일본닙디

초등학교 입 암면 신구 �1�9�3�7�. �3�. �2�5�. 제1회 졸업 인 교장

리 �2�7�2¼ˆÉÀ �1�9�3�8�. �4�. �1�. 입암공립심상소학교로개명 6대 이 봉 화

�1�9�4�0�. �4�. �1�. 수업연한4년에서6년으로연장 7대 이 정 우

�1�9�4�1�. �4�. �1�. 입암공립국민학교로 교병 변경 8대 조 필 영

�1�9�4�5�.�1 �O�. �3�1�. 신교육제도에 따라 개교 9대 최 기 영

�1�9�5�0�. �6�. �2�5�. �6�. 25사변으로 수업중단 �1�0³� 김 달 생

제 �l장 교 육 연 �4�9�1

�( 전면에서 계속 �)



등}
교 ι~ 승} 二그 ιι

�<�"�;�� λ” �-�»�-

구 �1�=�J
�.�.�.�, �T �.�.�.�, �1�=�J �T �.�.�.�, �C�> �T

�= 공립 사립 겨l �.�3�2 �2�.�1 사립 겨| NŒ�;�:�L �2�.�1 사립 겨l�C�> �t�=�I �o �1�=�J

유치원 �1�3 �1�4 �1�3 �3 �1�6 �1�9�9 �9�0 �2�8�9

초등학교 �1�3�(�1�) �1�3�(�1�) �7�7 �7�7 �1�.�3�9�0 �1�.�3�9�0

�<�"�;�1�-���Ä�)�" �� �.�J�.�J�l�- �5 �6 �2�3 �8 �3�1 �7�8�4 �3�1�5 �1�. �0�9�9

고g학교 �3 �1�0 �9 �1�9 �3�9�2 �3�7�8 �7�7�0

계 �3�3 �(�1�) �3 �3�6�(�1�) �1�2�3 �2�0 �1�4�3 �2�.�7 �6�5 �7�8�3 �3�.�5�4�8

학교명 소재지 연뭐이 연
승j 역대 교장 Ç<�"�,�"�0�1�A�H�:�:�:�:�:�:

�"�"

�2 �.�.�.�, �E»À 닙 ζ〉기-

여아。6 경북 영양군 �1�9�0�8�.�1�1�. �1�. 사립영흥학교 창설 1-13대까지일본

초g학교 여아。셔§�o�J�: �g �A�P�1�'�-�- �1�9�1�1�. �3�. �5�. 4년제 공립 보통학교 설치 인가 인교장

리 �3�8�1¼ˆÉÀ �1�9�1�1�. �4�. �1 영양공립보통학교 개교 �1�4³� 장 주 환

�1�9�2�1�. �4�. �1�. 6년제 공립 보통학교 인가 �1�5³� 김 기 형

�1�9�2�3�. �4�. �1�. 4년제 여자부 병설 �1�6³� 최 민 식

�1�9�2�6�. �4�. �1�. 여자부를 6년제로 연장함 �1�7³� 김 창 휘

�4�9�0 �I�I�I 저 �1�7 편 교육 � 체육

제 �3절 학교교유

교육청 관내 학교 및 학생의 수는 주민의 이농현상 때문에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학교수
의 경우 �1�9�8�6 년 �4월에 초등학교 �2�2 개교 �(분교 �1�5 개교 �) �. 중학교 �6개교 �, 고등학교 �3개교로써 �, 초

등학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는 이웃의 군에 비해 그 정도가 더 심하다 �. 초등학교를
비교해 보면 �, 안동시의 경우 �3�4�.�9�% 의 폐교율을 보이고 있고 �, 영덕군의 경우 �4�4�.�2�% 의 폐교율

을 보인데 비해서 영양군의 경우는 �5�6�.�8�% 의 폐교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
학생수에 있어서도 �1�9�8�6 년 �4월에 �1�5�,�8�8�4 명 �( 유치원 �5�6�5 명 �, 초등 �9�.�7�9�5 명 �, 중학 �4�,�1�3�8 명 �, 고등

�1�.�4�6�1 명 �) 이던 것이 �1�9�9�6 년 현재 �3�.�5�4�8 명 �( 유치 �2�8�9 명 �, 초등 �1�.�3�9�0 명 �, 중학 �1�.�0�9�9 명 �, 고등 �7�7�0 명 �)

으로 줄어서 �1�0 년전에 비해 약 �1�/�4�(�2�2�.�3�%�) 에 불과하다 �.

〈표 �7 �-�7�) 학교 및 학생수 �1�9�9�6 년 �1�2 월 �3�1 일 현재

※ �( �) 안은 분교장 수 �.

최근 �2�. �3년 사이에 매년 �5�. �6개의 초등학교 또는 분교가 폐지되고 있으며 �1�9�8�9 년 영양 국

민학교 감천분교장의 폐교 이래 총 �2�3개교가 폐지되었다 �( 제 �3항 폐지학교 현황 참조 �)�.

저 �1�1 항 각급학교 연혁

제 �1목 초등학교

〈표 �7 �-�8�) �* 드하꾀 여혀
�-�1�-�0

�-�,�.�.�.�w�.�.�:�.�.



〈표 �7 �6�>

제 �l장 교 육 훌 �4�8�9

영양교육청 언혁

연 도 비고

�1�9�5�2�. �5�.�2�4�.

�1�9�5�2�. �6�. �4�.

�1�9�5�2�. �8�. �1

�1�9�5�2�. �8�. �8�.

�1�9�5�2�. �8�.�2�0�.

�1�9�5�2�. �1�2�.�2�9�.

�1�9�5�4�. �5�.�3�0�.

�1�9�5�6�. �5�.�2�1�.

�1�9�5�6�. �1�2�.�2�1�.

�1�9�5�8�. �5�.�2�0�.

�1�9�5�8�. �8�.�2�8�.

�1�9�6�0�. �2�.�1�5�.

�1�9�6�0�. �5�.�2�0�.

�1�9�6�1�. �5�.�1�6�.

�1�9�6�1�. �1�2�.�2�8�.

�1�9�6�2�. �1�.�1�4�.

�1�9�6�4�. �1�. �1�.

�1�9�6�4�. �1�. �4�.

�1�9�6�6�. �8�.�2�9�.

�1�9�6�6�. �1�1�.�3�0�.

�1�9�6�6�. �1�2�.�2�2�.

�1�9�7�2�. �7�. �8�.

�1�9�7�2�. �1�1�.�2�0�.

�1�9�7�3�. �7�.�1�4�.

�1�9�8�0�. �3�.�1�0�.

�1�9�8�0�. �7�. �1�.

�1�9�9�1�. �3�.�2�6�.

�1�9�9�1�. �1�0�.�1�1�.

연혁

초대 교육위원 선출

제�1회 교육위원회 소집 및 초대 김홍배 �(金鴻培 �) 교육감 선출�, 교육구 사무 개시
�( 교육감 직무대리 영양군수 박재양 �( 朴현陽 �) �. 청사는 군청 사무실로 일부 차용 �)

교육구 청사 이전 �( 구일인 소학교사 �l 실 �1동 �2�5 평 �, 영양군 영양읍 서부동 �3�7�2 의

�2번지 �)

교육감 김홍배 피명

교육감 취임식 거행 �( 교육감 직무대리 영양군수 박재양으로부터 교육감 사무 인수�)

개청식 거행

제�2차 교육위원 선거 �(과반수 위원 �)

제 �3차 교육위원 선거 �(과반수 위원 �)

교육구 직제 조례제정 �( 과장제를 교육장 사무장으로 변경 �)

제 �4차 교육위원 선거

교육세법 공시 �( 법률 제 �4�9�6 호 �: 지방교육세는 교육구에서 부과 징수�, 호별세 부

과금 및 특별 부과금제 폐지 �)

교육구 직제 조례 환원 개정으로 과제 설치 �( 교육장 및 사무장을 학무과장 및

서무과장으로 변경 �)

제 �5차 교육위원회 선거

군사 혁명으로 구 교육위원회 위원 해체 및 기능 정지 �(본 기능 도지사 주관 �)

교육법 개정 �( 교육구별 폐지�, 교육장제 신설 �, 도 � 시에 교육위원회 설치 �)

영양군수 산하 편입과 동시 교육과 설치 �( 정원 �7 명 �)

교육법 개정 �( 법률 제 �1�4�3�3 호 �, �1�9�6�3�. �2�. �1�. 공포 �) 교육자치제 실시로 군수 산하로

부터 독립

개청식 거행 �( 군수로부터 사무 인수�)

영양군 교육청사 신축 기공

영양군 교육청사 준공 �( 건축면적 �3�4�0�.�4�9�m�2�, 건면적 �5�3�2�.�2�3�m�2 영양군 영양읍 서부

�3 리 �3�7�2 �- �2�)

신청사로 이주

영양군 군립 도서관 착공

군립 도서관 준공

영양군립 도서관 개관

교육청 청사 증축 �( 회의실 �) 준공

교육장 하부조직 규칙 개정으로 관리과 직제를 서무계 � 관리계 � 경리계 � 시설
계로 개편 �)

경상북도 영양교육청으로 명칭 변경

신축청사 준공식 지하 �1층 지상 �3층 �( 건축면적 �6�1�9�.�7�m�2 ‘ 건변적 �1�.�8�9�0�m�2�, 영양군

동부리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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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0�1 큼 재 임 기 간 순서 �0�1 릅 재임기간

金鴻培 �1�9�5�2�. �8�. �2�0�. �� �1�9�5�7�. �5�. �2�9�. �1�3 金鳳大 �1�9�8�1�. �7�. �2�3�.�-�1�9�8�3�. �2�. �2�8�.
�2 金 n폼 職 �1�9�5�7�. �5�. �3�0�. �� �1�9�6�1�. �4�. �3�. �1�4 楊 i홉 漢 �1�9�8�3�. �3�. �1�. �-�1�9�8�5�. �2�. �2�8�.
�3 趙 파합容 �1�9�6�1�. �4�. �4�.�-�1�9�6�4�. �3�. �2�6�. �1�5 嚴在現 �1�9�8�5�. �3�. �1�. �-�1�9�8�7�. �8�. �3�1�.
�4 金鎭煥 �1�9�6�4�. �3�. �2�7�. �� �1�9�6�8�. �8�. �3�0�. �1�6 尹錫曉 �1�9�8�7�. �9�. �1�. �-�1�9�8�9�. �2�. �2�8�.
�5 崔珠煥 �1�9�6�8�. �8�. �3�0�. �� �1�9�6�8�. �1�2�. �1�9�. �1�7 ÉÚ�t �샀年 �1�9�8�9�. �3�. �1�. �-�1�9�9�1�. �2�. �2�8�.
�6 김헌수 �1�9�6�8�. �1�2�. �2�0�. �-�1�9�7�0�. �7�. �3�0�. �1�8 鄭 輝 강홉 �1�9�9�1�. �3�. �1�. �-�1�9�9�2�. �8�. �3�1�.
�7 장도기 �1�9�7�0�. �8�. �1�. �� �1�9�7�2�. �3�. �9�. �1�9 錢相福 �1�9�9�2�. �9�. �1�.�-�1�9�9�4�. �2�. �2�8�.
�8 권태정 �1�9�7�2�. �3�. �1�0�. �� �1�9�7�5�. �2�. �2�8�. �2�0 郭 泰 피↑:�1�9�9�4�. �3�. �1�. �-�1�9�9�5�. �2�. �2�8�.

�9 김섭동 �1�9�7�5�. �3�. �1�. �-�1�9�7�6�. �8�. �3�1�. �2�1 李尙烈 �1�9�9�5�. �3�. �1�. �-�1�9�9�6�. �2�. �2�8�.
�1�0 全 學f몹 �1�9�7�6�. �9�. �1�. �- �1�9�7�8�. �2�. �2�8�. �2�2 金明煥 �1�9�9�6�. �3�. �1�. �-�1�9�9�7�. �2�. �2�8�.
�1�1 �奎찢폈 �1�9�7�8�. �3�. �1�. �� �1�9�8�0�. �8�. �3�1�. �2�3 朴 源 �E�J�3 �1�9�9�7�. �3�. �1�.�-Ö�Ç¬
�1�2 朱王祚 �1�9�8�0�. �9�. �1�. �-�1�9�8�1�. �7�. �2�2�.

실영컨 여。t。C>
�0 �t�=�J 입암면 청기면 일월면 수비면 석보면 비고

초대 姜東- 金東興 朱奉錫 趙‘進泳 琴時淵 李亨i告 �1�9�5�2�. �2�. �2�4�.
2대 金相九 權兌� 吳昌洙 趙進泳 李相喆 李亨i깜 �1�9�6�1�. �1�2�. �2�8
3대 후힐成i原 ↑짧兌** 趙秉萬 趙進泳 金燦廷 °€�5�'¬w���1�J�i�*‘ 디 교육구제 폐지까지

英陽那 敎育委員任命,趙禮容,李秉i原,李秉台,ùáÆTŸ��(�1�9�6�2�. �9�. �2�1�-�1�9�6�3�. �1�2�. �3�D 慶尙北道知事 任命

道敎育쫓員 Æ©QC—H�0�9�9�2�. �8�. �1�-�1�9�9�5�. �8�. �3�1�) k
ÓÉY'�0�9�9�5�. �9�. �1 �-�1�9�9�8�. �8�. �3�1�)
기초위원 추천, 도

의회에서 선출

�4�8�8 �. 저 �1�7편 교육 � 체육

〈표 �7�-�3�) 영양교육청 행정조직표

〈표�7�-�4�) 역대 교육장

〈표 �7�-�5�) 역대 교육위원



제 �1장 교 육 �I�I �4�8�7

게 이루어져서 �, 영양군과 같은 농촌지역은 교육의 규모나 질에 있어서 �, 크게 위축되는 현상

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

앞의 기간 �(�1�9�6�1 �� �1�9�7�3�) 에 �7개의 초 � 중등학교가 신설된 것에 비하면�, 이 기간에는 수비고

등학교 �(�9�8�4�) 와 영양여자고등학교 �(�9�7�4�) 가 신설되는데 그치는 부진이 드러난다 �. 결국 앞의

초 � 중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때문에 생기는 고교 신설이었던 것이다 �.
이러한 �1�9�8�0 년대의 군내 인구 전출 및 학생수의 감소는 결국 �1�9�8�9 년대의 영양초등학교 감

천분교장의 폐쇄를 시작으로 �, �1�9�9�0 년대에 들어 급격히 이루어져서 �, 예컨대 �1�9�9�3 년에 �5개교
�(초등 �)�, �1�9�9�4 년에 �5개교 �, �1�9�9�5 년에는 �6개교가 통폐합하는 폐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9�7�0�, �8�0 년대는 군사정권 아래 정부가 경제발전에 지나치게 매달림으로써 조국 광복의 이

념이었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여망과 그 동안에 쌓아온 기반을 해쳤고 �, 국민의 자

유와 권리와 특성을 지나치게 무시 � 억제했기 때문에 �, 드디어 �1�9�9�0 년대에는 그 체제가 붕괴

되고 문민정부로 대체되기에 이르렀다 �.
물질적 풍요만큼 정신적 풍요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 그것을 교육이 감당해야 하는데 �, 이

러한 기본원리에 합당하지 못한 그 동안의 학교 및 사회교육은 이제 �1�9�9�0 년대를 맞이하여

또다른 일대 개혁을 목전에 두고 있다�. 차제에 �, 우리가 흔히 스위스나 일본 등에서 그 선례

를 목격할 수 있듯이�, 농어촌이 진정 보람있고 아름다운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되게 하고 �, 그

래서 고도의 정보화 사회인 새 시대에 걸맞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교육제도와 �, 구습을 과감

히 탈피하고 거듭나는 새로운 이 지역의 학교가 재창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 지역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농촌인구의 이농현상의 병폐에서 탈피하고

자 �, 경상북도 교육청이 주관이 되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농촌지역 종사학교로 육성 � 발전

시키기 위해 영양중고등학교와 영양여자중고등학교를 학력중심 학교 및 특수목적고교 수준

으로 끌어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

제 �2절 교유행정 현황

저 �1�1 항 교육 행정

영양군의 교육은 영양교육청에서 그 행정 및 재정 전반을 소관하여 주무한다 �. 영양교육청
은 경상북도 교육청의 산하 행정기관이다 �.
영양교육청은 �1�9�5�2 년 �5월 �2�4 일 초대 교육위원을 선출하여 출범하였고 �, 같은 해 �6월 �4일

초대 교육감을 선임하여 당시 영양군청 안에 사무실을 빌려 집무를 시작해서 �8월 �1 일 영양

읍 서부동 �3�7�2 의 �2번지로 청사를 이전하였다 �. �1�5 년 후인 �1�9�6�6 년 �1�2 월 �2�2 일에는 새 청사를 준

공하여 신청사로 이주했고�, 다시 �2�6 년 후인 �1�9�9�1 년 �1�0 월 �1�1 일에는 영양읍 동부리 �9�6 번지에

현대식 새 청사를 준공하고 이전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



�4�8�6 �I�I�I 제 �7펀 교육 � 체육

과 비능률이 시정되고 체계가 잡혀 나갔다 �. 물론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창의성이 희생되는 수가 많았고 �, 그래서 �1�9�7�0 년대 유신체제 이후 대학생층을 중심으

로 한 광범한 사회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다 �.
그러나 �1�9�6�0 년대는 초기의 혁명정부가 주도하는 가운데 �, 재건국민운동을 전국에 걸쳐 강

력하게 전개해 나갔고 �, �1�9�6�3 년에는 사립학교법을 제정 � 공포했고 �, 그간의 일제의 잔재가 고

스란히 남았던 각급 학교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했으며 �, �1�9�6�4 년에는 �1�9�6�1 년부터 폐지된 교육

자치제를 부활시켰다 �. 그리고 �, �1�9�6�8 년에는 폭발적인 교육혁신을 정부 주도하에 전개했는데 �,

예컨대 중학교 무시험 진학 �, 국민교육헌장의 선포 �, 대학입학 예비고사제 실시 �, 통신교육제도

시행 등이다 �. 그리고 �1�9�7�0 년에는 장기종합교육계획 �0�9�7�2�-�1�9�8�6 년 �) 이 발표되고 �, �1�9�7�2 년부터

국적있는 교육 운동이 전개되었다 �. 요컨대 경제 발전을 지향하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교육

이 제공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혁신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 �1�9�6�0 년대 전반을 통해서 �, 초기에

향토학교 � 지역사회학교 � 산학협동 운동 등으로 전개되던 사회교육이 새마을교육으로 발전

되어서 �, 전국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고�, 이것이 �1�9�7�0 년대에는 조국근대화의 중요한 변

인으로 평가될 만큼 정부 주도하에 활발히 전개되었다 �. 요컨대 �1�9�6�0 년대는 군사정부 하에서

국가 발전을 위한 강력한 교육계획의 실천으로 학교 및 사회교육이 탄력성 있게 그 기본의

개선과 기능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셋째는 �1�9�7�0 년대와 �1�9�8�0 년대로서 �, 이는 유신체제와 신군부에 의한 독재가 있던 기간이다 �.

이 기간에는 보다 강력한 정부주도의 강압적 통제에 의해서 교육이 질보다는 양적으로 급

격히 팽창 � 개선되는 특징을 나타냈다�. 이 �1�9�7�0�, �8�0 년대 기간에는 이미 �1�9�5�0�,�6�0 년대에 함양 �

축적된 교육인력에 의해서 국력이 급격히 신장되고 �, 국내외적으로 눈부신 발전이 경제를 비

롯하여 여러 부문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

예컨대 �1�9�7�7 년은 �1�0�0 억불 수출이 기록되고‘유엔에서도 국위가 크게 선양되며 �, 농공업 등

산업에서 자신감이 확인되었다 �( 쌀 생산 �4�0�0 만섬 돌파 �)�. �1�9�8�0 년대에는 소위 신군부의 �5공화

국이 출범하여 강력한 억압과 통제로 박 대통령 서거 이후의 내외의 도전을 극복하면서 �, 경

제 발전을 지속시켰고 �, 북방 외교를 전개했으며 �, 제 �1�0 회 아시안 게임과 �8�8 서울 올림픽을 성

공적으로 마쳤다 �.
이 기간에는 교육의 여건을 개선하고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발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

예컨대 �, �1�9�7�0 년대는 주로 과밀학급의 해소 �( 학교 신설�, 교사 증원 �, 학급 인구 축소 �) �, 고교입시

평준화의 문제점 개선 �, 대학 평가방안 탐색 �, 실업교육 강화�, 편수행정의 쇄신 �, 특수교육진흥

법 제정 등이 주요 해결 과제였다�. 또한 �1�9�8�0 년대에는 �, 예컨대 교육과정 개편 �0�9�8�2�, �8�7 �: 고

도산업사회 대응 �) �, 교과용 도서 개편�, 교육여건 개선 �( 학습방법 개선 �, �5천개의 교실 신개축 �, �2

부제 수업 해소 �) �,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 교복자율화 �, 대입제도 개선 �( 학력고사 �, 내신 �, 면접 �/

중앙교육평가원 출제 �) �, 대학교육 여건 개선 �, 방송통신 고교 � 대학 확대 및 내실화 �, 교원 연

수 강화 등이 해결 주요 과제였다 �.
그러나 �, 이 기간에는 아동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 또한 대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급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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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혁명이 있기까지 약 �8년간 국민들의 혼신을 기울인 복구로 생계 및 산업 기반을 구축

하는 노고가 이어졌다�. 이제 정치적으로는 대내적으로 부정 � 독재 � 무질서 � 무능을 척결하

기 위한 소요가 계속되었다�. 즉 �1�9�6�0 년 �3월 �1�5 일의 부정선거 �, 같은 해 �4월 �1�9 일의 학생의거 �,

민주당 정권의 제�2공화국의 수립 �, 그리고 �1�9�6�1 년 �5월 �1�6 일의 군사혁명이 이어졌던 것이다 �.

이러한 격동의 시기에 우리의 교육은 무엇을 성취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민주주의 교

육제도의 기초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기간의 우리 교육계의 중요한 성취를 보면 �,

�1�9�4�5 년 �9월의 공립초등학교와 중등학교 수업 개시 명령 �. �1�9�4�5 년 �1�2 월에 유억겸 �(兪憶蘇 �) 학

무국장 임명 �. �1�9�4�6 년 문교부 설립 �( 학무국에서 승격 �)�, �1�9�4�7 년 오천석 �(吳天錫 �) 문교부 장관의

취임 �, 한국교육위원회 � 교육심의회의 조직 � 운영 �, �6�, �3 �. �3 �. �4제 학제의 채택 �, �1�9�4�9 년 교육법

공포 및 홍익인간 교육 이념의 제시 등이 �6�.�2�5 이전까지 숨가쁘게 진행되었다 �.
�6�.�2�5 동란 중에도 �1�9�5�1 년 전시하 교육특별조치 요강의 발표와 수업 재개 �, �1�9�5�1 년 백락준

�( 白樂溶 �) �2대 문교부 장관 취임 �, 같은 해 유네스코의 지원에 의한 전시 교과서 개발 � 보급 �,

연합대학 설치�, 멸공 � 도의 � 기술교육의 강조 등의 주요 사업이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도 진

행되었다 �.
이 기간 중에 민주주의 교육의 기초를 수립하기 위한 또 하나의 대표적인 노력이 교육지

방자치제의 실현이었다 �. �1�9�4�9 년의 교육법에 의해서 �, 전쟁 후 �1�9�5�2 년에 시 � 읍 � 면 의회선거

가 실시되고 이어서 도의회 의원 총선거가 있었다 �. 이로써 지방자치 제도가 가동되고 �, 따라

서 교육구 � 시 � 도 � 특별시 교육위원이 �1�9�5�2 년 �5월 �2�4 일에 선출되어 시 � 군 교육구 및 교육

위원회가 발족되었던 것이다 �.
영양군의 경우�, �1�9�5�2 년 �5월에 초대 교육위원을 선출했고 �, 같은 해 �6월 �4 일 제 �1 회 교육위원

회를 소집 초대교육장을 선출했고 �8월 �1 일에 영양군 청사 일부에서 교육구 사무를 개시했

다 �. �1�9�5�2 년 �8월에는 교육구 청사 �( 옛 소학교 �l 칸 �) 를 내었고 �, 이 때 초대 교육감이 취임했다 �.
�1�9�5�4 년과 �5�6 년에 �2차 �, �3차 교육위원을 선출했고 �, �1�9�5�7 년에는 �2대 교육감이 취임했다 �. 이렇게

본군의 교육자치가 계속되다가 �, �1�9�6�1 년 군사정부 이후 �1�9�6�4 년 다소 성격을 달리하며 다시

부활되기까지 교육자치제는 폐지되었다 �.
광복후 조국이 홍익인간이라는 교육이념 아래 민주주의적 새교육을 시작했고 �, 이에 따라

본군에서도 초 � 중등학교가 속속 설립 � 개교되어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2�0 세기에 걸

맞는 새로운 학교 교육을 전개해 나가기 시작했다 �.
둘째는 �1�9�6�1 년의 �5�.�1�6 군사혁명으로부터 유신 �(維新 �) 체제가 출범하던 �1�9�7�3 년까지의 기간이

다 �. 앞의 기간은 정부 수립과 동란 및 자유당 집권의 부정 � 부패로 인한 �4�, �1�9 혁명 등 주로

자유민주주의가 정착하기 위한 혼란의 시기였다 �. 그런데 이런 기간에 자유민주주의에 입각

한 교육의 기본틀이 그런 대로 형성되었던 것이다 �. 이제 �1�9�6�0 년대는 군사정권이 들어서서

국토 개발 � 인간 개조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 소위 개발주의 �( �d�e�v�e�l�o�p�m�e�n�t�a�l�i�s�m�) 에 입각한

조국근대화를 국가중심의 기획과 강한 통제의 강압적 방식으로 전개해 나갔다 �. 여기서 불과

�1�0 년여 동안의 비교적 단기간에 그 간의 혼란 속에서 무너졌던 사회질서가 바로잡히고 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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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교육이 진행되었다 �. 예컨대 �, 초 � 중등학교에서 일본어교육을 더 강화하고�, 일본 역사 � 지

리 � 실업 교육을 강조하며 �, 한국인에게는 단순 � 저질의 기술 � 노작 교육을 중시했다�.
그러나 �, �6�, �1�0 만세 사건 �(�9�2�6�) �. 광주학생 사건 �(�9�2�9�) 등이 보여주듯이 �, 한민족의 독립정신

은 회유 � 소멸되지 않고 더욱 팽대해 갔다 �. �1�9�2�0 년에는 조선교육회가 결성 � 개최되어 �, 우리

국민에 의한 종합대학의 설립운동이 전개되고 �1�9�2�3 년 발기인 대회와 기성회 조직이 국내외

에 크게 일었다 �( 그러나 �, 이것은 일제 식민지주의 엘리트 양성을 의도하여 �1�9�2�4 년에 세운 경

성제국대학 �( 현 서울대학교 �) 에 예과를 개설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 �.�)

제 �3기에는 세계 대전에 뛰어든 일본제국주의의 야망을 위해서 한국민을 가차없이 희생시

키는 황민화 �( 휠民化 �) 교육을 강행했다�. �1�9�3�1 년의 만주 침략 �. �1�9�3�7 년의 중국 캠공 �, �1�9�4�1 년의

태평양전쟁 등으로 일제의 만행은 확대되었고 �, 한민족은 수탈과 기아와 죽음으로 희생되어 �,

교육은 이제 전혀 순기능을 할 수 없었다�. ‘�우리 모두가 황국신민이라는 의식에 기초하며 �,

약진 황국의 부담을 감당할 자질을 단련하자 �"는 것이 일본 제국주의를 위해 목숨을 건 희

생을 강요하는 이 시기의 교육 목표였다 �. 조선어 교육이 폐지되고�, 수신과 �(修身科 �) 로서 황

국신민의 충성을 강요하고 �, 전쟁 � 전투를 위한 학교의 학동 � 학생을 통한 물자의 징발과 연

신의 무차별한 정용이 강행되었다 �.

이러한 식민지 시대의 살인적 교육 제도와 그 실천 속에서도 조국 광복의 의지와 사상이

꺼지지 않고 더욱 불붙어 �, 광복과 더불어 오늘의 현대화된 조국 건설의 밑거름이 된 것이다 �.

제 �3목 광복 이후의 교유

광복 �(�1�9�4�5�. �8�. �1�5�.�) 이후의 교육을 크게 셋으로 나누어 살펴 보기로 한다 �. 그 하나는 광복

이후 �5�, �1�6 군사혁명 이전의 기간이다�. 이 시기는 정부가 수립되고 교육 제도가 형성되던

중에 �6�. �2�5 동란이 발발하여 정지 상태에 있다가 �1�9�6�1 년 군사혁명이 았기까지 �, 당시 민주주

의 교육의 틀이 잡혀가던 민주주의 교육 정초기라고 할 수 있다 �. 그 둘은 �5�.�1�6 군사혁명

이후 �1�0 년간으로서 �, 국가경제 개발을 중심으로 한 사회개조 운동이 과감하고 폭넓게 이루어

지던 개발 지향의 변혁의 시가라고 할 수 있다 �. 그 셋은 유신 체제 이후 �1�9�7�0�� �1�9�8�0 년대의

기간으로서 �, 앞의 개발주의에 입각한 교육의 발전기라고 할 수 있다 �. 부연컨대 �, 오늘의 �1�9�9�0

년대는 이러한 과거의 변혁 �(�1�9�6�0 년대 �)과 교육의 외형적 � 양적 발전 �(�1�9�7�0�� �1�9�8�0 년대 �) 이 가져

온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 � 극복하고 �, 미래의 고도 산업사회에 적응하고 도약하기 위한 교육

개혁의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첫째 �, 광복 이후 �1�9�5�0 년대 말까지이다 �. 이 시기는 구한말에 비유할 만한 격동의 시기였다 �.

우선 정치적으로 �1�9�4�5 년 �8월 �1�5 일 해방 �, �1�9�4�6 년 모스크바 회담과 반탁통치 운동 �, �1�9�4�7 년의

한국 문제 유엔 상정 �, �1�9�4�8 년 �5월 �1�0 일의 남한만의 총선거 �. �1�9�4�8 년 �8월 �1�5 일의 대한민국 정

부 수립 �. �1�9�5�0 년 �5월 �3�0 일 선거와 �2대 국회 개원 �, �1�9�5�0 년 �6월 �2�5 일 �6�.�2�5 동란 �, �1�9�5�3 년 �7월 �2�7

일 휴전이 이뤄졌다 �. 공산주의로 인해 민족이 갈등한 비극적인 전쟁을 치르고 나서 �, �1�9�6�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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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선구적이고도 강렬했으며 �, 이 점에서 당시 경상지역의 사회교육 및 학교교육의 근대화

와 주체화에 남다른 영향을 미쳤다고 여겨진다 �. 실제로 을사보호조약 �(�9�0�5�) 이후 거국적인

항일운동이 박상범 �( 朴尙範 �) �. 조병희 �( 趙秉禮 �) �. 김도현 �(金道셨 �) �. 이하현 �( 李夏鉉 �) �. 유시연 �(柳

時淵 �) �. 김성운 �( 金成雲 �) �. 조언찬 �( 趙彦瓚 �) �. 조인석 �( 趙寅錫 �) 등 무수히 많은 본군 출신 인사

들이 항일투쟁 � 종교 � 문화 및 교육 사업 등 다양한 방변으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 당시의

우리 민족의 사회 및 교육의 독립과 발전에 직접 영향을 미침은 물론 �, 이후 식민지 시대의

항일 � 독립 운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

제 �2목 식민지 시대의 교유

식민지 시대의 교육은 크게 �3�7�1 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1�7�1 는 �1�9�1�0 년부터 �3�, �1 운동이 있

던 �1�9�1�9 년까지의 식민지 교육 추진의 시기요 �, �2�7�1 는 �1�9�1�9 년부터 우리 국민을 더욱 옥죄는

제 �3차 조선교육령이 있던 �1�9�3�8 년까지로 식민교육이 본격화 되던 시기이고 �, �3�7�1 는 �1�9�3�8 년 이

후 광복까지 한민족을 일황제의 신민화 �( 멀民化 �) 하고 전쟁 소모품화 하던 극도의 반인륜적

폭압의 시기다 �.

이러한 식민지 시대에 영양군에서는 앞에서 말한 영흥학교가 �1�9�1�1 년에 폐지되고 영양보

통학교로 되어 오늘의 영양초등학교 �(�9�1�1�) 가 되었다 �. 당시 각 변에서도 �1개씩의 초등학교가

생겨났는데 �, 예컨대 오늘의 석보초등학교 �(�9�2�0�) �. 일월초등학교 �(�1�9�2�7�) �. 청기초등학교 �(�1�9�3�2�)

� 입암초등학교 �(�9�3�3�) �. 수비초등학교 �(�9�3�3�) 및 간이학교 �6개교 �( 화천 � 상청 � 당동 � 문암 � 송

하 � 화매 �) 가 그러하다 �. 또한 인근의 도시나 서울 � 대구 � 부산 등지로 중등교육을 위해 유학

하는 이가 허다했다 �.
앞의 제 �1�7�1 에는 �, 무단정치 체제 밑에 우리 민족을 일제의 식민화하여 일정 �( 日政 �) 에 순응

하는 식민지적 인간상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 ‘조선교육령’을 위시하여 신학제
�( 보통

� 실업 � 전문 교육 등 �) 를 만들고 행정의 기틀을 전개했으나 �, 고등교육을 제외하는 등의 차

별 교육 �, 일본어를 국어라 하고 한국어를 조선어라고 하여 억제 � 금지시키는 등 억압과 차

별 교육이 주종을 이루었는데�. 성균관 폐지 �, 향교 재산 박탈 �, 서당교육 통제 �, 외국어학교 폐

지�, 사학 탄압�, 교과서 검인정제 등은 당시 그들의 철저한 식민지화 의도를 말해 준다 �. 한일

합방 당시 �2�,�2�5�0 을 넘던 사립학교가 �1�9�1�9 년에 �7�4�2 개교에 불과한 것이 단적인 증거이다 �. 이
러한 억압 밑에서 �, 본군에서도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교육구국의 이념을 성취하려는 민족교

육이 사라지지 않고�, 음성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 � 문화 � 교육활동을 통하여 활발히 전개된

것은 오늘의 교육에 그 뜻을 반영할 만하다 �.
그리고 제�2�7�1 에는 �,�1�7�1 때의 무단정치에 의한 식민지화 교육이 별효과가 없음이 �3�.�1 운동

으로 증명되자 �, 문화정치라는 융화정책으로 전환했다 �. 교사가 제복과 대겁을 차지 않도록

하고 �, 언론 � 출판의 통제를 다시 완화하며 �, 사립학교 탄압을 늦추고 �, 대학교육 학제를 마련

하는 등의 외면적 � 형식적 유화책을 썼다 �. 그러나 내면적 � 질적으로는 좀더 본격적인 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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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8�7�5�) �. 한일수호조약 �(�8�7�6�) 이후 일본과 중국을 비롯하여 미 � 영 � 독 � 불 � 이 � 로 등

서방 강국들과의 다면적 국제 교류로 이어졌다 �. 이로써 전통의 유교 사상은 그간의 병폐의

반작용에 기인하여 크게 흔들리게 되었고 �, 개화의 욕구가 혁신적인 사상으로 기회를 잡기

시작하였다 �. 이러한 사회 저변층의 욕구와 기운은 임오군란 �(�1�8�8�2�) �. 갑신정변 �(�8�8�4�) �. 동학혁
명 �(�8�9�4�) �. 대한제국의 선포 �(�8�9�7�) 등의 정치 � 사회의 대격변으로 이어졌다 �. 특히 임오군란

은 박영효 � 김옥균 � 홍영식 등 젊은 개혁세력의 등장을 초래하여 �, 계속된 개화운동 및 정변

을 낳게 하고 �, 이는 당시 국민대중에게 광범하게 개화 � 혁신의 사상을 수용 � 동조케 하는

기반을 형성했다 �. 여기다 비록 실패로 끝났으나 �, 동학혁명은 해묵은 반상 차별과 이로 인한

구악을 일소키 위한 평등 사상을 고취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는 민족역량 �( 民族力量 �) 의 신장이다 �. 당시의 외세의 발호와 국권 침탈은 �,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민족적 자존 � 자립의 자각과 대응 역량으로 민족 스스로 극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 이로써 서재필 � 박영효 등이 세운 독립협회 �, 안창호의 신민회 등 수 많은 애국선

각자들의 민족계몽 운동은 당시의 팽배했던 교육구국 �(敎育救國 �) 사상의 중요한 기반세력으

로 등장했다 �. 이는 곧 이어 경향 각지에 사립학교 설립으로 이어졌는데 �, �1�8�8�3 년의 원산학사

�( 元山學舍 �) 를 필두로 해서 �, 합방전 �1�9�0�9 년에는 전국에 �2�,�2�5�0�7�H 교에 달했다 �. 순수 한국인의

자본으로 설립된 학교도 �1�.�4�0�2�7�H 교나 되었다�. 본군의 영흥학교도 바로 이런 운동의 일환이었

다고 볼 수 있다 �. 당시 사립학교는 개화 � 애국 � 자주독립 � 항일 사상교육의 주요 거점이 되

었고 �, 후일 식민정책에 항거하는 민족교육의 중심이 되었다 �.
또한 종교계의 교육사업이다 �. 즉 기독교와 불교계가 학교를 설립하여 �, 민족 역량을 함양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 기독교의 알렌 �( �1�8�8�6�, 광혜원 �) �. 아펜젤러 �0�8�8�5�, 배재

학당 �) �. 언더우드 �0�8�8�6�. 경신학교 �) �. 스크랜턴 �0�8�8�6�, 이화학당 �) 등의 교육사업과 불교계의 명

진학교 �( 明進學校 �, 오늘의 동국대학교 �) 설립 등은 학교 근대화라는 외형적 기여에 못지 않

게 �, 일본의 직접적 간섭과 억압을 배제하면서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 역량을 기르는 데 매우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 �.
셋째는 교육의 근대화이다 �. 다분히 일본을 중심으로 한 외세의 간섭과 영향이 있기는 했

으나 �, 어떻든 과거 유교 중심의 교육제도와 내용을 일신하여 �, 근대화된 신식 교육의 기본

구축했다는 점이다 �. 위에서 말한 종교계의 학교 설립 이전에 이미 �1�8�7�6 년 한일수호조

약의 여파로 세계 여러 나라와 국교가 전개되고 �, 따라서 외국어 교육의 필요성이 일찍이 대

두되었고 �, 이런 필요에 입각하여 �1�8�8�3 년에 통변학교 �(通辯學校 �)�, �1�8�8�6 년에 육영공원 �(育英公

院 �) 이 생겼다 �. 이어서 �1�8�9�5 년에 소학교와 사범학교의 설립 의지의 고시 �, 같은 해 고종황제의

교육입국조서 �(敎育立國認書 �) 에 의한 지 �( 知 �) �. 덕 �(德 �) �. 체 �(뽕 �) 의 조화적 인격 육성 및 실용

교육의 중시 �, 같은 해의 신학제 도입 및 교육규정의 설정 등은 우리 나라에 근대화된 학교

제도와 학교 교육과정의 근대화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
영양군의 경우 �, 개화기의 교육은 지리적으로 외진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 본군 출신 선각

자 및 애국 지사들의 인권운동 � 계몽운동 � 항일독립운동 � 문화운동 등은 타 지역의 그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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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는 영양군 및 인근 지역의 당시 역사도 역시 격랑과 상혼을 그대로 닮아 있다 �. 영
양군에서의 근현대 교육은 크게 구한말 �( 갑신정변 이후�) 로부터 광복 때까지의 교육과 광복

이후 현재까지의 교육으로 대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본절에서는 광복 이전과 이후의 교육

을 개관하기로 한다 �. 광복 이전의 교육은 다시 대한제국 시대를 중심으로 한 개화기와 식민

지 시대의 교육 �, 그리고 광복 이후 �1�9�8�0 년대까지의 교육 등 셋으로 갈라 그 흐름의 맥을 고

찰해 보기로 한다 �.

제 �1목 개화기의 교유

앞에서 조선 시대의 교육을 언급했으므로 �, 대한제국 시대의 개화기는 그것과 산술적으로

중복되는 감이 있다�. 고종 �( 高宗 �) 이 국호를 대한 �( 大韓 �) �, 연호를 광무 �(光武 �) 라 고친 것이 �1�8�9�7

년이요 �, 다시 한일합방 �( 韓日合해 �) 이 �1�9�1�0 년에 이뤄졌으니 �, 대한제국은 불과 �1�3 년간인데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조선 시대의 연장인 것이다 �. 결국 태조가 건국한 이래 �5�1�9 년의 조선 시

대가 한일합방에 의해 일제 식민지로 끝나버린 것이다 �.
그런데 이러한 대한제국 시대를 하나의 시대 구분으로 보려는 것은 바로 이 시기가 우리

나라로서는 사상적으로 근대화되는 개화기 �( 開化期 �) 였기 때문이다 �. 이 개화의 사상은 좀더

정확하게는 김옥균 �( 金玉均 �) 등이 갑신정변 �( 甲申政變 �) 을 일으킨 �1�8�8�4 년부터 시작되어 �, 동학

혁명 �(�8�9�4�) �. 갑오개혁 �(�8�9�4�) �. 대한제국의 선언 �(�8�9�7�) �. 한일협약 �(을사보호조약 �, �1�9�0�5�) 등으로

이어지는 대격동의 개혁기였다�. 여기서 개혁이란 “오래된 유교정치의 고질인 퇴영적 � 비생

산적 경향과 붕당정치의 유산인 민족의 분열 � 대립 � 질시 미개발 등 국제문명의 진보

발전에서 스스로 낙후되고 국세가 여지없이 쇠퇴하여 쇠망의 길을 걷고 외세에 시달려 독

립자존할 기력을 잃게된 구악을 탈피하고 �, 경향을 막론하고 태서 �(泰西 �) 의 교육제도를 본받

아 과학적인 현대교육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1�9�7�0�,
�W
영양군지 �J�) �.

영양군에서는 이 시기에 사립 영흥학교 �( 英興學校 �) 를 �1�9�0�8 년 �6월에 개교하여 �, 근대학교의

출발을 보이게 되었다 �. 이 시대의 근대학교 설립도 중요하지만 �, 그만큼 일본을 중심으로 한

당시 외세의 침투와 압제에 대한 본군 군민 및 본군 출신 인사들의 거국적 항일 � 구국 독

립투쟁 활동도 중요한데 �, 바로 이 점이 이 시기 및 식민지 시대의 교육을 보는 주요 관점이

되어야 한다 �. 이 개화기는 경향간에 다음의 세 가지가 당시 교육 변혁의 주요 배경을 이루

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
첫째는 개화사상 �( 開化思想 �) 및 평등 �( 平等 �) 사상의 정초이다 �. 이미 중국에서는 �1�8 세기에

서양 문물이 도입되어 실학 �( 實學 �) 이 성립 � 발전되기 시작했고 �, 일본 또한 이 때 서구 문명

을 도입하여 근대국가의 틀을 갖추었다 �. 우리 나라는 뒤늦게 �1�9 세기에 들어서서 중국을 통

하여 박제가 �( 朴齊家 �) 를 비롯한 일군의 선각적인 학자들이 실학을 통하여 조국을 근대화해

야 함을 주창하고 있었다 �. 이런 내외의 강한 사상 및 문물 도입의 동향은 대원군의 쇄국정

책이 무너지고 일본을 중심으로 한 외세의 영향으로 크게 강화되고 있었다 �. 이어서 운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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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免홈 �) �. 이인훈 �( 李仁博 �) 등이 설립했다 �. 이러한 �8 개의 서당 외에도 여러 연유로 현재 철폐

되고 기록마저 없는 서당도 상당수 있었으리라 믿어진다 �.
그리고 �, 그 밖에 조선 시대 이후 일제 식민 시대에 건립된 서당도 있는데 �, 예컨대 학천

�(學川 �)서당 �0�9�3�6 년 �, 영양 남씨 등 �8문중 건립 �; 청기면 상청리 소재 �)과 서계�( 西演 �) 서숙

�0�9�2�5 년 �, 남규원 건립 �: 영양읍 서부리 소재 �) 이 았다 �.
여섯째로 기술 �( 技術 �) 교육이다 �. 유학이 본시 인문 �(�A 文 �) 중심의 교육이라서 �, 오늘의 실업

�(實業 �) 이나 기술 �( 技術 �) 에 해당하는 교육이 행해질 수 없었고 �, 그 폐해가 조선 시대의 종말

로 이어졌음을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 그러나 인간 및 사회의 생활은 학문이나 이론

이 설명하는 원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제 그 자체의 메카니즘이 있고 그에 의해서 운영되

는 것이기에 �, 유학이라는 학문과는 별도로 생활의 실제라는 세계로서 존재한다�. 이런 점에

서 �, 유학과 관련이 없이 또는 그와 관련을 가지면서 �, 조선 시대에는 전국적으로 잡학 �(雜學 �)

과 공장 �(工 �1�l�I�) 이라는 이름으로 그 교육이 이루어졌다 �. 이런 생활 �(개인이나 사회기관과 관련

한 �) 의 실제에 필수불가결했던 기술 계통의 교육으로는 역학 �(譯學 �) �. 율학 �( 律學 �) �. 의학 �(醫

學 �) �. 천문 �( 天文 �) �. 지리 �( 地理 �) 및 명과학 �(命課學 �) �. 산학 �( 算學 �) �. 화학 �(畵學 �) �. 도학 �( 圖學 �) �.

악학 �(樂學 �) �. 무학 �( 武學 �) 등이 있었다 �. 아 중에서 역학은 사역원 �( 司譯院 �) �. 천문지리 및 명과

학은 관상감 �(觀象藍 �) �, 산학은 호조 �( 戶뽑 �)�, 화학은 도화서 �( 圖畵훌 �)�. 도학은 소격서 �( 昭格뽑 �) �.
악학은 장악원 �( 뿔樂院 �) �, 무학은 병조 �( 兵뽑 �) 등으로 중앙에서 관장했다�. 그리고 �, 나머지 율학

은 중앙의 형조 �( 제햄 �) 가 담당하면서�, 지방은 지방대로 행정구역의 소관 관아 �(官衛 �) 에서도

필요한 관리를 양성키 위한 교육을 했고�, 의학은 중앙의 전의감�(典醫藍 �) 과 지방에서 �, 행정

구역에서 필요한 만큼의 의원을 양성했다 �. 결국 �, 율학과 의학에 해당하는 기술을 지방에서

실시했는데�, 당시 때때로 영양군의 상위 행정기구였던 관청에서 수행했거나 �, 또는 영양군이

직접 수행하기도 했을 것이다 �. 특히 오늘의 영덕군 지역의 해산물과 본군 및 안동시 지역의

농축산물이 상호 교류되는 영양군으로서는 상당한 상업이나 기술 계통의 사회적 수요가 컸

을 것이고 �, 따라서 그에 필요한 실제적인 교육이 위와 같은 형식적 � 제도적인 교육이나 또

는 실제적 � 잠재적인 형태로 수행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 그리고 �, 오늘날에도 양질의 토질

과 그것을 이용한 토기와 제와의 흔적이 뚜렷한 군내의 몇몇 도요지 �( 關뚫地 �) 가 있는 것이

라든가 �, 구리 �[鋼 �] 와 연철�( 짧鐵 �) 이 채굴되었던 것으로 보면 �, 그것을 다루는 가능공 즉 공장

�(�I�I�l�I�) 의 교육도 이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공장의 교육은 조선조 당시

그 종류가 �9�8종에 달할 만큼 다양하게 분화 � 발전되었는데 �, 본시 중앙의 경공장 �( 京工 �I토 �) 과

지방의 외공장 �(外工 �1�l�I�) 으로 구분해서 �, 외공장은 일정한 수로 통제되면서 지방 관청에 소속

되고 또 도제교육 형태로 양성되었다�.

저 �1�3항 근 � 현대의 교육

파란만장했던 대한제국 및 일제 식민지 시대였던 근대의 정치사와 그 속에서 풍량을 겪

어야 했던 교육의 흐름은 자못 그 실상을 형언키 어렵거니와 �, 그러한 난맥의 한 편린이라고



서원명 소재지 설립 연도 설립 주체 기타

봉람(鳳魔)서원 영양읍 산해리 �1�5�9�9±D
이정회(李底樹) 구 옥동서원의 개칭.
�0�5�4�2�� �1�6�1�2�) 퇴계 이황을 제향함.

영산(英山)서원 영양읍 현리 �1�6�5�5±D 이시명
퇴계 를 제향. 영산서당의 개칭.

숙종 사액.(현재 ÅÆ�&�-�)

운곡(렵깜)서원 영 양읍 감천리 �1�7�8�9±D 지역 사림 송시열을 È�Õ¥Õh�.�0�8�7�1±D 철폐)

명고(明뿔)서원 일월면 도곡리 �1�8�2�8±D
지역 사림과 야성 명고서당의 개칭.

정씨후손 정담을 봉안.

여남(뼈南)서원 영양읍 동부리 �1�8�3�0±D
지역 장로 및 남영 �1�6�7�7±D 영의공의 향사우를 서
의고 융소 원。로 창설함.0��-�r�'�C

서원명 소재지 설립연도 설립주체 기타

영산(英山)서당영양읍 서부리 �1�5�7�7±D 김진(金隨) 등 �1�6Çx �1�6�5�5±DÅÐ 영산서원으로 개칭

도부(道후)서당일월면 도계리 한양 조씨 일문 순조대 이전.현재 철폐.

금계(金홉)서당 석보면 소계리 �1�7�4�4±D 중건 김두행(金斗行) �1�7�9�2±D 금계서당아라 칭함.

임산(驚山)서당청기면 정족리 �1�7�9�6±D 향토 사림등 근덕전의 묘우.�1�8�9�0±D 개축

병고(明많)서당 일월면 도곡리 英�표祖代 야성 정씨 문중 �1�8�2�8±D 병고서원으로 개칭.

석천(石JII)서당석보면 원리리 �1�8�2�2±D 이만교(李脫홉) �. �1�8�3�1±D 준공

이인훈(李仁博)

월록(月麗)서당일월면 주곡리 �1�8�2�5±D 한양 조씨 � 야성 정
씨�함양오씨문중

한송(寒松)서당수비면신원리 純祖代 박복태 �( 朴짧泰) 석계 이시명을 추모하여 건

립. 현재 철폐됨.

제�1장교 육 �I�I �4�7�9

익히고 어느 정도 숙달되면 편지 쓰기 � 원고 쓰기 �( 冊妙 �) 등을 다루었다 �.
서당은 조선 시대 서민의 자녀가 쉽게 교육받을 수 있는 학교로서�, 대중의 문자 교육과

유교 중심의 국민윤리교육의 역할을 폭넓게 수행했다 �. 이는 이미 삼국 시대의 경당에서 비

롯된 것으로 �, �1�4 세기부터의 조선 시대에는 이처럼 폭넓게 국민대중의 저변에 자리잡고 학교

기능을 수행한 것임을 의미하는데 �, 이것은 세계의 교육사에서 그 예가 드물다 �.

〈표 �7�-�1�> 영양군 서원 일람

〈표�7�-�2�> 영양군 서당 일람

영양군의 경우는 조선 시대의 본군의 대표적인 것으로 영산서당 � 석천서당 등 �8개의 큰

서당이 현존 또는 기록되고 있다 �. 예컨대 김진 �( 金鐘 �) 등 �1�6 인이 중심이 되어 �1�5�7�7 년에 건립

한 영산 �( 英山 �) 서당 �( 영양읍 서부리 �) 은 나중에 �0�6�5�5 년 �) 이시명에 의해 영산서원으로 개칭되었

고 �, 석천 �(石川 �) 서당 �( 석보면 원리리 �)은 석계 이시명 �( 李時明 �) 을 추모하여 �1�8�2�2 년에 이만교 �( 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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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업 등도 포함되는 수가 있었다 �. 영양군의 향교는 �1�6�8�4 년에 창건 �, 매 �3년마다 많은 인재를

중앙에 천거 �, 과거에 응시케 했다 �. 영양군의 향교가 �1�6�8�4 년에 준공되었으나 �, 고려말의 명필

인 유항 �(柳흉 �) 이 쓴 한유 �( 韓愈 �) 의 글로 된 현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 고려 때에 이미 이 향

교의 전신 �( 前身 �) 이 어떤 형태로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 건축은 교육과 행사를 할 수 있

도록 대성전 �( 유교 성현의 위패를 모신 조우 �) �. 명륜당 �(교수 � 학습하는 교실 �) �. 육영루 �( 지역

의 사회교육을 행사하던 곳 �: 현재 폐사 �) 가 기본 구조를 이루고 있다 �( 이하 ‘영양향교’관련

자료는 경상북도 편 『경북향교지�( 慶北椰校誌 �) �� �(�9�9�1�) 참조 �)�.

넷째로 �, 서원 �( 書院 �) 은 조선 시대 각 지방에 널리 보급된 사립 중등 교육기관이다 �. 그 기

원은 �1�6 세기 �(�5�0�3�) 에 주세붕 �( 周世願 �) 이 고려 때의 유학자 안향 �(安뼈 �) 을 모신 백운동서원 �( 白

雲洞書院 �) 에서 비롯 �( 퇴계가 풍기 군수로 재직하던 �1�5�5�0 년에 명종 �( 明宗 �) 이 紹修書院이라 사

액함 �) 되는데 �. 선조 때는 그 수가 전국에 �1�0�0 을 넘었고 �, 대원군이 서원의 부폐와 역기능을 일

소하기 위해 전국의 서원을 �4�7 개만 남기고 모두 철폐할 때는 �6�7�9�7�R 에 달했었다 �. 그만큼 서

원은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이었다고 볼 수 있다�.
서원의 교육 목적은 인성 교육과 진학 교육의 두 가지로 집약된다 �. 즉 �, 공 � 맹 �( 孔굶 �) 을

중심으로 한 유교 선현을 존숭 �(尊뿔 �) 하여 군자 �( 君子 �) 의 도덕적 품성을 본받는 일이 그 하

나요 �, 궁극적으로 유교의 이념을 치세로 구현하기 위하여 과거 준비를 하게 하는 교육이 그

둘이다 �. 서원 교육의 내용은 대체로 『소학』과사서 � 오경을 중심으로 한 교과와 제사 �( 諸史 �)

�. �� 근사록 �� �. �� 심경 �( 心註 �) �� �. 성리학 �( 性理學 �) 등을 가르쳤다 �.
서원은 대체로 그 위치가 학문 � 수양에 적합한 곳에 설립되고 �, 성균관이나 향교와는 달

리�, 어느 한 사람의 명유 �(名댐 �) 를 모시고 비교적 까다로운 규칙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수신
� 학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전국의 각 지방 사림 �( 士林 �) 들이 서원을 중심으로 공

부하여 지방 문화와 유학을 진흥하는 중심 역할을 했다 �. 그러나 �, 국방과 산업이 진흥되지

못하고 �, 조선 말기에 다다를수록 서원 설립의 남발과 나라의 군역 � 부역을 피하는 도피처가

된다든지�, 비생산적인 공론 � 파벌의 거점이 되어 당쟁의 근원지가 되기도 하고 �, 백성 위에

군림하는 등 각종 폐해가 누적 � 범람하게 되자 �, 대원군은 대부분의 서원을 강제로 철폐시켜

버리기에 이르렀다 �.

다섯째로 �, 서당 �( 書堂 �) 이다 �. 이는 거의 마을마다 있을 정도로 서원보다 더 널리 세워진 초

등 정도의 사설 교육기관이다 �. 서당은 교사인 훈장 �( 訓長 �) 자신이 설립 � 운영하는 경우 �, 마

을의 유지가 설립하고 훈장을 초빙하는 경우 �, 마을의 유지 몇이 세워서 운영하는 경우 등으

로 그 종류가 다양했다 �. 서당은 마을의 학동을 모아 가르치는 학교 기능과�, 부락의 웃어른

들을 모셔 춘추로 향회를 여는 등의 사회교육의 기능을 했다 �.
교육 내용은 주로 강독 � 제술 � 습자 등이 중심이 되었다 �. 강독 �( 講讀 �) 은 『천자문�� �. ��동몽

선습��
�. �� 통감 ��

�. ��소학 ��
�. �� 사서 ��

�. ��
삼경 �����. .사기 ��

�. �� 당문율 �(�J함文律 �)�� 등을 가르쳤다 �. 제술
�( 製述 �) 은 글을 짓게 하는 학습으로서 �, 오언절구 � 칠언절구 � 사율 �( 四律 �) �. �1�8 구시 �( 十八句詩 �)

� 작문 등이 주가 되었다 �. 습자 �( 習字 �) 는 글씨 쓰기로서 �, 한문의 해 � 행 � 초서 �(階行草書 �)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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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고닦아 도덕적 품성을 도야하여�, 국가 � 사회에 봉사하는 주자 �( 朱子 �) 사상을 기본으로 하

는 수기치인 �(修 �E 治 �A�) 이 국가나 지방 및 가정의 기본 교육 이념이요 실천 강령이었다고

볼 수 있다 �. 중앙은 물론 지방의 교육에서도 그 이념 � 제도 � 실제 � 평가 등에서 그것은 확

연하고 또 잡다한 변양을 허락치 않는 통일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고려 때에 비할 바는 아니라 하더라도 �, 조선 시대 역시 대외적으로는 병자호란이

나 임진왜란과 같은 대란이 있었고 대내적으로도 무수한 정쟁이 있었으며 �, 조선 말기에는

숭문하는 유교의 병폐가 깊어서 국운이 쇠하고 �, 뒤늦게 실학에 눈을 뜨지만 결국 먼저 개화

된 일본에게 패망하고 만다 �. 요컨대 조선 시대의 교육은 유교 중심이었고 �, 국제적인 사회변

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폐쇄적 교육이 한 나라의 역사를 마감하고 그 국민의 운명을 불행하

게 한다는 결과를 보여준 하나의 드라마였다 �. 영양군의 교육에서 유의 � 고찰해야 할 점은�,

교육은 과거에서 긍지를 되살리고 미래에 대해 비전을 가지고 대비하는 조망적 노력이 있

어야 한다는 점이다�. 교육은 과거 지향이 아니라 미래 지향에 그 중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다 �.
조선 시대의 교육 제도는 관학 �( 官學 �) 과 사학 �(私學 �) 으로 대별된다 �. 관학으로는 중앙의 성

균관 �(成均館 �) 과 사학 �( 四學 �) 과 그리고 지방의 향교 �( 椰校 �) 가 있다 �. 사학으로는 서원 �( 書院 �) �.

서당 �(書堂 �) 이 대표적이다 �. 이 밖에 서민의 실제 생활이나 관청의 여러 가지 기술과 관련된

일과 그 일을 맡아 할 사람을 기르는 잡학 �(雜學 �) 과 공장 �(工 �[�)�I�) 의 교육이 있고 �, 서민대중 속

에 여전히 뿌리내리고 있는 불교 관련의 사회교육이 잠재적인 형태로 존속했다 �.
먼저 �, 성균관 �(成均館 �) 의 교육이다 �. 태조 때 �(�3�9�8�) 건립된 성균관은 당시 유일 � 최고의 국

가의 인재를 양성하여 관리에 임용하는 수도원 겸 국립대학으로서 �, 생원 � 진사 이상의 국가

고시 합격자 약 �2�0�0 명 이내의 인재가 �4���8 년간 입교 � 수학했다 �. 교육 내용은 사서 �( 四書 �)

� 오경 �( 五經 �) �. 제사 �( 諸있 �) �. 제술 �( 製述 �) �. 서법 �( 寶法 �) 등이 중심이었다 �. 영양군의 조선조 인

재 가운데는 성균관 출신이 다소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다음으로 �, 사학 �( 四學 �) 은 고려 때의 �5부 학당 가운데 �, 북학당을 제외한 세종 때의 동 � 서

� 남 � 중 �4 개 학당을 말한다 �. 이는 성균관의 부속 학교로서 �, 중등 교육기관이었다 �. 성균관

을 모형으로 하는 일종의 작은 성균관으로서 �, 각각 약 �1�0�0 명 정도의 청년을 교육했다 �. 조선
조 당시 본군의 사대부 집안의 자제 가운데 입교 � 수학한 이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셋째로 �, 향교 �( 짧 �g校 �) 는 태조가 즉위하면서부터 장려 � 진흥한 교육기관으로서 �, 주 �( 州 �) �. 부

�( 府 �) �. 군 �( 那 �) �. 현 �(縣 �) 에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보편화된 지방의 중등 교육기관이었다 �. 향
교는 세개의 목적을 가진 교육기관이다 �. 즉 �, 그 첫째는 지방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기관

이요�, 둘째는 그 지방의 유교의 제례와 행사를 지내는 수도원이며�. 셋째는 그 지방의 윤리

� 도덕의 기풍을 진작하는 사회교육기관의 기능을 감당했다 �. 본군 향교의 경우 �, 주로 �2�0 세

에서 �4�5 세까지의 양반 자제의 유생과 일반서민 자제의 교생을 중심으로 �1�7�-�1�9 세기에 걸

쳐 매년 �3�0 명 안쪽의 지역 인재를 교육했다 �. 교육 내용은 『소학�(小學 �)�.�,�D 과 사서 �( 四書 �) �. 오
경 �(五經 �) �. �I�I 심경 �( 心經 �)

��
�. �I�I근사록 �(近思錄 �)�� 을 중심으로 했고�, 제사 �( 諸史 �) 와 실업 즉 농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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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의 교육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다 �.
향교의 시설이나 교육 내용은 국자감의 축소판으로 볼 수 있다 �. 즉 향교는 학교인 동시에

유교제례를 치르는 사당의 기능을 함께 했다 �. 이 점에서 조선 시대의 향교의 기본 전형이라

고 보여진다 �. 지방에 향교가 있음으로 해서 그 교육의 내용이 백성에게 직간접으로 전달 �

교육되고 �, 그래서 향풍 �( 椰風 �) 을 교도 � 순화 � 발전시키는 원천이 되어�, 소위 사회교육적 기

능도 발휘하였다 �. 그러나 �, 당시 고려조가 국내외적으로 불안정하여 �, 국자감과 같이 교육의

질이나 양이 크게 진작 � 발전되지 못했다 �.
학당 �(學堂 �)은 중앙에 있던 관립의 중등 교육기관이었다 �. 주로 국자감 입학을 준비하고 �,

일반 생활방식이나 지식 및 인성 � 도덕 교육을 하는 학교의 기능을 가졌다 �. 유교 사당의 기

능이 없었다는 점에서 순수한 유교 중등학교였다고 볼 수 있다 �. 학당은 지방의 향교 교육과

대응되는 중앙의 교육기관아었으므로 �, 경향간의 유교 교육의 균등한 확산과 보급을 목적으

로 설립되었던 것 같다 �. 학당은 기록상 �1�2�6�1 년 �( 원종 �2 년 �) 에 처음 설립되었다고 전해지는데 �,

동부 � 서부 학당을 개설하고 �, 별감 �( 別藍 �) 이 교학 업무를 책임지게 했다 �. 고려 말기에는 정

몽주 �( 鄭평周 �)가 다시 남 � 북 � 중부 학당을 더 설치해서 �5부 학당을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남 � 중부 학당 등 �4부 학당만이 있었다�.
위의 국자감 � 향교 � 학당이 모두 국공립인데 반해 사립 학교도 있었는데 �, 그것이 곧 �1�2도

�( 十二徒 �) 라 불리는 지방의 주요 �1�2사학들이다 �. 대체로 고급관료 출신 학자나 은거하는 지방

의 거유 �( 巨協 �)가 설립하여 가르치는 사립 고등교육기관이다 �.
�1�2 도는 아니더라도 �, 이에 준하는 지방의 서당 �(書堂 �)도 무수히 많이 았었을 것으로 사가들

은 추정하고 있다�. 즉 경향 각지의 고을마다 오늘의 초 � 중등학교 교육에 해당하는 사립학

교가 있었을 것이다 �. 예컨대 중국 �( 宋 �) 의 서긍 �( 徐就 �) 은 �1�2 세기초에 우리 나라의 경향을 두루

둘러보고 �, 마을마다 경관 �( 經館〉과 서사 �(書社 �)가 �2�,�3�7�R 씩 있고 �, 민간의 자제들이 어려서부터

마을 선생에게 글을 배운다고 하였다 �. 이로써 고려 시대에 이미 고구려의 경당과 유사한 서

당들이 무수히 많이 열려 오늘의 초중등교육을 감당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 이 점에서 영양

군의 여러 마을에도 고려조에는 최소한 오늘의 면소재지 정도의 큰 마을에는 서당이 �1�,�2�7�R

쯤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저 �1�2항 조선 시대의 교육

영양군의 경우 �, 조선 시대의 교육은 매우 활발했고 �, �1�7세기 이래의 그 기록과 유물 � 유적

이 상당수 보존되고 있다 �. 영양 향교를 위시해서 서원 � 서당 �1�3개소가 현존하고 있으며�, 거

기서 보존 또는 발굴된 사료들이 위의 사실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 영양군이 설현 � 설군되기

。 �l 전에 인근의 영해 � 진보 등에 편입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 발굴 � 분석되지 않은 관계 사료

는 더 많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
조선 시대는 유교 �(偏敎 �) 를 기본 정치 이념으로 하는 사회였으므로 �, 유교 션현의 가르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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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무 �( 藍務 �, 군수 �) 를 두어 현청을 개설했다 �. 그러나 �1�3�5�8 년에는 왜구가 침입하여 영양군 및

인근을 황폐화시키고 �, 이어서 부석사 무량수전까지 불태우고 단양
� 제천까지 유린한 바 있

다 �. 몇 차례의 이러한 왜의 침입과 이후의 몽고의 �7차에 걸친 침입으로 �, 그리고 숱한 고려조

의 내란 등으로 신라 및 고려조의 주요 유물
� 유적과 교육 관계의 그것도 거의 훼손 � 망실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
그러나 신라의 제도와 문물이 본 고장에서 대체로 그대로 존속 또는 발전되었다변�, 그러

한 형세로 교육 또한 유지 � 발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이런 점에서 �, 고려의 일반적인 중

앙 및 지방의 교육기관은 영양군 일원에 상당한 직간접의 영향을 미쳤다고 여겨지는 것이

다 �. 예컨대 영양군에 조선 시대의 향교
�(椰校 �) 가 많이 있는데�, 그 전신이 고려의 향교이고 보

면 �, 신라와 조선 시대 중간의 고려조에도 어떤 형태로든 유사한 교육기관이 있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국자감 �( 國子藍 �) 은 중앙의 관학으로서 �, 오늘의 국립대학이다 �. �9�9�2 년 창설 이후 양현고

�(養

賢庫 �) 라는 재단을 두는 등 제도를 정비했고 �, 교육과정도 완비했다 �. 예컨대 �, �1�1�0�9 년 �( 예종 �4

년 �) 에는 �7과목 즉 재 �( 짧 �) 를 두고 각각 교재를 정했다 �. �7 재 가운데 무학
�( 武學 �) 이 새로 설정

되었는데 �, 고려가 초기에 무언을 육성하려 한 것은 허약한 국방에 대한 관심 때문으로 보인

다�. 그러나 다른 재에 비해 �1�/�1�0 정도여서 �, 유학 고유의 숭문사상이 중심이 됨은 여전했다�.

이어 인종 �(仁宗 �) 때는 �6학 �(朱子學 � 太學 � 四門學 � 律學 � 書學 � 算學 �) 이 사회신분 계층별

로 정해져서 이수케 하는 일종의 종합대학 방식으로 교육과정이 정비되었다 �. 그리고 중앙의

국자감은 곧 이어 지방의 교육기관인 향교 �(椰校 �) 로서 한 축소 모형이 되어 �, 고려 시대 교육

전개의 표본이 되었다는 의의도 중요하다 �. 이 지방에서도 그것을 모방하여 교육하기 위한

향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 또한 여기서 상당한 인재가 양성되었을 것이다 �. 그리고 �, 당

시 영양현에 부임한 지방행정관리 중에도 국자감 출신이 있었을 것이고 �, 그들은 그러한 자

신의 교육 경험에 입각해서 이 지방의 교육에 관여했을 것이다�. 이 점에서 �, 중앙의 국자감

은 직간접적으로 많은 지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 �.
향교 �( 椰校 �) 는 중앙의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에 버금가는 지방의 관립학교였다 �. 향교 설

립의 기록은 �1�1�2�7 년 �( 인종 �5년 �) 이지만 �, 대체로 이즈음이나 조금 앞서 설립된 것으로 보는 것

이 일반적 견해이다�. 그러나 �, 이미 고구려 때 경당 �( 텀堂 �) 이라는 후일의 서원이나 서당에 해

당되는 사학 �( 私學 �) 이 각 지방 고을마다 있었던 것으로 보면 �, 지방에서는 �1�2 세기 훨씬 이전

에 이미 그 나름대로 중앙의 국자감에의 입학을 준비하거나 그에 버금가는 소규모의 교육

방식이나 기관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진다 �.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
�( 東

部里 �) 여기봉 �(女技뿔 �) 인근에 향교동 �(劉校洞 �) 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 이는 고려 병종 �( 明宗 �)

때 군수인 감무 �( 藍務 �) 를 둘 당시 이미 향교가 있었다는 증거의 일단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
고려 때 향교가 주현 �( 州縣 �) 에 이르기까지 번창했으나 �, 나라에 내우외환이 거듭되면서 말기

에는 거의 폐쇄되어 버린 것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 영양군에도 일찍이 향

교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일로 여겨진다 �. 아무튼 고려조에서 이러한 향교가 상당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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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년대에 �1�0 만에 가깝던 영양군의 인구가 �2�0 년여만에 �3만을 밑도는 오늘의 현상도 결코

이와 무관하지만은 않은 것이다 �.
셋째는 불교의 영향이다 �. 신라 시대의 교육이 화랑 교육과 국학 교육으로 대변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 또하나 �, 불교의 지대한 영향이 있는 것이다 �. 불교는 신라의 국교일 뿐만 아니

라�, 일반대중의 생활 � 인생관 � 세계관을 좌우하는 중요한 개인 및 사회교육의 지침이었다 �.
불교는 삼국 통일 후에는 백화만개의 형국으로 크게 성했고 �, 그 중 명승과 명찰이 무수히

배출되고 지어졌다 �. 영양군에도 많은 사찰이 있거니와 �, 그보다도 흥림사 �(興뚫후 �) �. 용화사
�(龍化풍 �) �. 천화사 �( 天華풍 �) 등 유실된 대찰이 더 많으며 �, 군내의 산재한 무수한 석탑 � 전탑
� 탑파와 기타 사찰 유적지들은 그것을 말해 준다 �. 농경사회의 일반 대중에게는 경주를 중

심으로 한 국학의 유교적 영향보다는 대중의 생활 깊숙이 파고든 원광 � 원효 � 의상 등의

불교의 가르침이 좀더 그 교화의 힘이 컸을 것임은 쉽게 짐작이 간다 �. 더구나 일찍이 유학

과 도학을 섭렵하고 불교를 깨우친 원광 �( 圓光 �) 이나 �, 불교의 핵심을 인간의 자아상실을 막는

사람의 마음 가짐 즉 일심 �(�- 心 �) 으로 보고 중생의 교화에 전념한 사회교육 사상가 원효 �(�5�C

曉 �) �. 그리고 그의 아들이며 불교와 유교를 동시에 깨우치고 뒤에 우리 나라 유학의 대종 �( 大

宗 �) 이 된 설총 �( 羅聽 �) 등은 �, 유 � 불교의 조화를 통한 교육이념을 신라 사회전반에 확산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던 것이다 �. 실제로 오늘날 삼국 시대의 불교가 미친 교육적 영향은

국민정신교육 �, 사원의 교육적 기능 �, 예술 진흥에의 영향 등을 드는 교육사가 �( 朴先榮 �. �1�9�8�8�)

가 많다�. 돌이켜 보면 �, 지배계층의 흥망과 관계 없이 대중은 언제나 착한 마음씨로 성실하

게 살아가고 그러다가 국난이 닥칠 때변 분연히 일어서는 우리 국민의 특유한 애국정신도

그 근원에는 이러한 불교와 유교의 숨은 교육적 영향이 있는 것이다 �.

제 �2목�- 고려 시대의 교유

신라 멸망 후 고려는 교육적으로 초기에는 신라를 계승했다 �. 그것은 신라가 이미 당나라

의 교육제도를 모방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무리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 그러나 신라멸망의 먼

근원이 교육의 문제점과 무관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는 고려조에서는 �6대 성종 때부터 고려

조에 합당한 제도를 수립 � 실시하게 되었다 �. 고려조는 전반을 통하여 네 종류의 교육기관이

대표적이었다�. 즉 중앙의 국자감 �( 國子藍 �) 과 학당 �(學堂 �) �. 그리고 지방의 향교 �( 劉校 �) 와 십이

十二徒 �) 가 그것이다 �.

영양군이 고려에 들어와서 �9�4�0 년 �( 태조 �2�3 년 �) 에 비로소 영양현 �(英陽縣 �) 이라는 이름을 얻

게 되었던 것으로 보아서 �, 고려 시대에는 영양군이 신라 시대에 이어서 그 세가 작지 않았

음을 엿볼 수 있다 �. 이로 보건대 �, 교육에 있어서도 중앙의 개성 �( 開城 �) 과는 간접적인 통로로 �,

또 이 인근의 타 주요지역과는 직접적인 통로로 교육 교류 및 생활 � 정치 � 문화 � 산업 등

에 제반 영향이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 행정 구역면에서도 수비 � 가하 �( 뤘下 �) �. 주곡 � 창석

�- 대청 � 소청 등 �6 부곡 �( 部曲 �)으로 이루어져 �, 신라의 그것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 �1�1�7�9 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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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검마산 �( 劍魔山 �) 과 울련산 �(節運山 �) 이 있는데 �, 검마산은 화랑이 무예를 닦던 곳이요 �, 울련

산의 울련사는 화랑이 수도하던 곳으로 전해진다 �. 이로써 영양군은 화랑이 상주하며 수련하

던 곳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 실제로 공식적으로 원화를 만들기 �1�4 년 전인 서기 �5�6�2 년 �( 진흥

왕 �2�3 년 �) 에 이미 가야의 싸움터에서 사다함 �(斯多含 �) 이 그 용맹을 날렸다는 기록이 있을 뿐

만 아니라 �, 당시 낭도가 무려 �2�,�0�0�0 명이나 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 화랑은 신라 중기

이전에 벌써 전국적으로 폭넓게 존재한 국가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비형식적 교육기관

이었는데�, 다만 진흥왕 때 그것이 공식화되고 강화되었고�, 이는 뒤에 삼국 통일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
그 둘은 국학 �( 國學 �) 의 설립 � 운영이다 �. 고구려의 경우는 서기 �3�7�2 년 �(소수림왕 �2년 �) 에 태

학 �( 太學 �) 이 설립되었다 �. 이는 중국 전진 �( 前奏 �) 의 그것을 모방 � 설립한 것으로 �, 귀족의 자제

를 관리로 양성하여 등용키 위한 일종의 국립대학이었다 �. 교육 내용이 오경 �(五經 �) 과 삼사
�( 三있 �) 로서 중국의 유교를 그 골격으로 삼고 있는 유학의 최고 교육기관인 것이다 �. 신라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늦게 중국과 교류가 이루어졌고 �, 서기 �6�4�0 년 �( 선덕왕 �9년 �) 에 당나라

국학에 그 자제를 유학시켰다 �. 그리고 �4�2 년쯤 뒤인 �6�8�2 년 �( 신문왕 �2년 �) 에는 당시 당 �( 폼 �) 나라

국자감 �( 國子藍 �) 을 모방하여 국학을 세웠다 �. 이는 유학의 연구와 보급을 위한 국립대학과 같

은 인재를 양성하는 최고 교육기관이었다 �. 경덕왕 �( 景德 띠�} 태학감 �( 太學藍 �) 이라 개칭했으

나 혜공왕 �( 훨、꿨王 �) 띠�} 다시 국학으로 불렀다 �. 국학은 �7�1�7 년경 �( 성덕왕 �1�6 년 �) 에는 당나라에서

공자와 십철 �( 十哲 �) 및 �7�2 제자의 화상 �( 畵像 �) 을 가져 와 국학에 안치하고 �, 유교의 교육 � 보

급에 힘을 쏟았다 �.
신라가 국학을 중시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 당나라의 힘을 빌려 �3국을 통일한 신라는 발

달한 당나라의 제도와 문물을 배우려 했고 �, 또한 왕족 중심의 정치 체제에서 전제왕권 �( 專制

王權 �) 체제로 전환하며�, 여기서 보다 정치 체제를 강화하고 사회의 상하 질서를 존중 � 강화

하기 위하여 유교적 체제가 필요했던 것이다 �. 정치 체제가 유교적 바탕을 배경으로 하고 있

기 때문에 �, 국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 체제나 내용 � 방식 역시 유교적 성격을 띄게 되었다 �.
우리는 여기서 대중의 정신 내변에는 불교의 신앙이 �, 그리고 국가 � 사회의 틀은 유교적 제

도가 중심이 되어 �, 통일신라를 유지 � 발전시킨 아이러니한 조화를 다시 엿보게 된다 �. 이 즈

음 소규모의 비형식적인 정서 중심의 화랑도 교육은 자연히 쇠퇴했다 �.
이러한 신라 관학 교육제도의 성립 � 발달 � 쇠퇴는 국가 � 사회 전반의 가치관에 큰 영향

을 미친다 �. 따라서 가정 및 지역 사회의 생활 전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 그러므
로 �, 경북의 북부 산악 지역과 영양군에도 직 � 간접적인 교육적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학교가 인격 및 학문의 연구에 그 본질적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그보다는

입신출세라는 소위 ‘사회이동’의주요 수단으로 인식 � 활용됨을 당시 일반 대중은 절실하

게 느끼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조선 시대 유교사회에서 다시 한번 반복됨으로써 �,

대중의 의식에 돌이킬 수 없이 깊게 박혔고 �, 그래서 현대 이후에 교육을 위해서 농어촌을

버리고 좋은 학교가 있는 도시로 이주하는 현상의 원초적 동기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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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생활 � 도덕 � 풍습의 교육과 사회 일반의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저이다�. 아무

튼 이러한 샤머니즘적 일상생활 및 사회집단생활의 교육에 의해서 �, 가정 � 마을 �부족� 국가

의 사회질서가 유지 � 발전되어 왔을 것이다 �. 오늘날에도 이 지역에 남아 있는 각종 기우제
� 산신제 � 동제 �, 그리고 자연을 대상으로 한 계절마다의 각종 제례는 그것을 간접적으로 증

언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 초기 유교 문화의 영향이다 �. 좀더 정확히 말하면 �, 초기 유교 문화와 초기 불교문

화의 조화적 영향이다 �. 낙랑 시대에 이미 황해도 지방에서 지필묵의 유물이 있었음이 발견

됨으로써�, 한자와 그 필기 문화가 삼국 시대 훨씬 이전에 있었음이 증명된 바 있다�. 이로써 �,

삼국의 불교 문화가 공식화되기 훨씬 이전에 중국으로부터 한문화 �(漢文化 �) 가 전래되고�, 그

것이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 한반도 전역에는 삼국 이

전에 유교 문화가 수입 � 전파되어서 지방이나 마을의 유력한 가문을 중심으로 지역 나름의

언어 � 예절 � 의식 � 사회규범 � 농축산 등 생산방식 � 생활도구의 제조 등 가정 및 사회 교육

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만�, 실제로 중국과 연접해 있던 부여 �(技餘 �) 와 그 문화를 계승한 고구려 및 백제

는 보다 일찍부터 한자 및 한문화의 영향권에 든 데 반하여 �, 신라는 고구려 � 백제로부터의

육로 전래와 해로를 통한 한문화의 직접적 전래가 있었을 것이다 �. 적어도 이는 앞의 고구려

� 백제보다 백년 이상의 시차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시차만큼 신라는 두

나라에 비해 그 나름대로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 �. 그리고 생활 및 교육의 방식이 있었을 것

이다�.
이 점에서 한문화의 유교적 영향 이전에 신라 특유의 자생적 언어방식이나 문화가 존재

하고 있었고 �, 그것과 중국의 유교 문화가 조화를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 고구려의 경우 국

초에 한자가 있었고 �, 백제의 경우 왕인 �( 王仁 �) 이 일본에 『천자문』을 전한 것이 서기 �2�8�5 년이
고 보면 �, 신라의 경우 늦어도 �3세기 경에는 어떤 경로든 이미 한자와 그 문화가 수입 � 전파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형식적 교육이나 그에 가까운 교육의 방식이 있었음을 암

시하기도 한다�. 요컨대 신라는 고구려 � 백제보다 한문화의 유입이 지체되었으나 �, 결과적으

로 한문화에 맹종하기보다는 �, 고유의 자생적 문화와 서로 조화 � 발전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따라서 교육에 있어서도 신라 특유의 새로운 방식을 창출할

수 있는 동기와 가능성이 삼국 중 가장 넓게 잠재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신라 초기의 잠재력은 신라의 통일 이전 서기 �6�4�0 년대부터 두 결정체로

드러난다 �. 그 하나는 화랑도 �( 花郞道 �) 교육이다 �.

영양군에서도 화랑의 교육장이라고 전해지는 화랑골 �( 花郞까 �) 이 수비변에 있는데 �, 이는 신

라 전성기에 화랑의 무리가 와서 수련하던 곳으로 볼 수도 있고 �, 영양군과 같이 풍경이 수

려한 곳에는 으레 한두 곳쯤 그 지방의 유수한 청소년들이 모여 신체 단련과 무술 연마를

비롯하여 학문과 예절 등을 익히는 비상설 교육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영양군 수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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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교욱의 변천

저 �1�1 항 삼국 및 고려 시대의 교육

제 �1목 삼극 시대의 교유

영양군은 이미 삼국 시대 이전부터 예컨대 정랑국 �( 표郞國 �) 이라는 부족국가가 청기리 �( 좁

램里 �) 에 있었던 것으로 사가들이 추정하는 바와 같이 �, 상당한 문명과 세력을 가진 지방이었

다고 전해진다 �. 또한 통일신라 이전에 이미 하나의 현으로서 �(신라 초기 古隱 �, 신라 말기 英

陽縣 �) 지방행정 구역으로 설정 � 존속돼 왔기 때문이다 �. 게다가 조선 시대에는 퇴계가 본군

과 인접한 진보 �( 힐寶 �) 태생인데다 �. 그와 관련 깊은 서원이 �2�,�3 군데 있다는 것만으로도 �, 본

군이 예로부터 교육에서 인근 경상지방 및 나라 전역에서 직간접의 중요한 영향을 주고 받

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
삼국 시대까지의 본 지역의 교육은 다른 지방이나 지역의 경우와 거의 같은 교육의 제도

와 방식에 의존해서 가정 � 학교 � 사회의 교육이 이루어졌으리라고 추정된다 �. 원삼국 시대에

청기변에 정랑국이 있었다면 �, 그보다 들이 넓은 입암이나 영양읍 일대에도 그만한 부족이

살았을 것이고 �, 그만큼 영양군의 생활 � 문화 � 교육의 수준은 높았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

다 �. 신라 초기에 고은이라는 현이 설정된 것은 그것을 증명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

신라 초기 이래로�, 특히 통일신라 시대에 이르기까지 �, 우리 나라의 고대 및 삼국 시대의 교

육 배경과 같은 양상의 발전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함은 결코 무리가 아니다 �. 삼국 시대 이

전까지의 교육은 다음의 세 가지 생활 및 종교적 영향에 입각해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

할수 있다 �.
그 하나는 샤머니즘적 영향이다 �. 샤머니즘은 인간이 아직 자연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복하

지 못했을 때�, 초자연적인 힘이 있다고 보고 그런 대상이나 그 상징에 대해 종교적인 바람

을 표현하던 믿음의 한 양식이다�. 영양군을 비롯한 경북 북부 지방에서도 동신 �( 洞神 �) �. 삼신
�( 三神 �, 山神 �) �. 성주신 �( 城主神 �) 등의 샤머니즘적 신앙의 흔적들이 무수히 전해지는 것으로

보아서 �, 이러한 샤머니즘이 생활에 깊숙이 박혀서 삶의 양식에 영향을 미쳤고 �, 아울러서 아

직 형식적인 교육은 아니더라도 교육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 특히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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