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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토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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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를 마무리하는 이즈음 군민여러분께 전해드릴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과 같이 시간 역시 역동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잡을 수 없는 시간이지만, 기록

된 사진으로나마 군민 여러분께 영암의 지난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

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영암군에서는 이번에 『사진으로 본 영암군 근·현대사』 화보집을 발간하게 되

었습니다.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소중한 책자를 발간하기까지 자문위원으로 수고해주신 최남호 영암향교 전교님, 

김한남 문화원장님, 김희태 전 전라남도 문화재전문위원님, 문배근 영암신문사 대표

님, 이봉영 영암군 체육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화보집은 1910년대부터 역사적 발자취의 재조명을 통해 영암의 과거와 현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역사적인 대기록물입니다. 근현대의 격변기의 영암의 모습이 기

록된 사진 한장한장은 우리영암군의 과거이자 현재이며, 또한 미래로 전달해줄 좋은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영암의 행정,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별 시대 변화상을 기록으로 보존하여 

군민들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미래세대에 남겨주는 소중한 역사자료로 크게 활용되

기를 기대합니다. 과거 영암의 모습이 담긴 흑백사진에서부터 최근의 모습이 기록된 

사진까지 영암의 전반적인 분야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에서 우리군민들의 생활사부

터 군 전반의 변화된 모습을 한눈에 느껴보실 수 있으리라생각됩니다.

옛말에 세월이 지나감은 광음유수(光陰流水)라 하였고, 세월의 흐름은 막을 수 없

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카메라의 등장과 함께 사진이라는 좋은 기록물을 통해서 우

리는 과거를 느끼고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사진으로 본 영암군 근·현대사』 화보집은 우리 영암군정사에 길이 남을 역사가 될 

것입니다. 본 화보집 발간함에 있어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귀중한 자료를 아낌없이 

기증해주신 故 전판성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페이지 한장한장을 넘기다 보면, 과거 영암의 모습과 옛 군민분들의 미소, 여유 그

리고 정겨운 영암의 향취를 느끼실 수 있으실거라 믿습니다. 그 고유한 영암의 향취

가 현재를 거쳐 미래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영암 군민 여

러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영암군수

『사진으로 본 영암군 근·현대사』를 펴내며



축  사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근현대사 속에서 변화 되어온 영암군의 발자취를 사진으로 엮어 『사진으로 본 영

암군 근·현대사』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 하며 6만 군민과 함께 진심

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소중한 책자가 발간되기까지 수고해주신 영암군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

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책자 발간을 위한 자료 수집과 감수, 자문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군민, 출향

민 등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과거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

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책자에 영암군의 생활, 문화, 산업, 공공기관 등을 시

간의 흐름에 따라 분야별로 정리 되었고, 축제, 재난현장 등 우리 군민들의 희노애락

과 삶의 현장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사진으로 본 영암군 근·현대사』가 영암군의 지나온 과거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군민에게 힘이 되는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

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책자 발간에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영암군의회 의장

『사진으로 본 영암군 근·현대사』 발간을

 6만 군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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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청

영암군의회

경찰서, 교육청 및 2개 대학 등

1. 기관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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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변천사

영암군청사 준공(1981년 3월 31일) | 단층 슬라브형 청사에 3층 현대식으로 지었으며, 

당시 군정지표는 “和合으로 새 靈巖을” 이었다. 이 무렵 1실[공보실], 9과[내무·새마을·

재무·농산·산림·식산·건설·민방위] 32계, 2사업소[보건소·지도소], 1읍 10면이었고 

공무원 수는 182명이었다.

>> 영암군청

>> 영암군의회

>> 경찰서, 교육청 및 2개 대학 등

군청 앞전경(1970년대) | 싸우며 건설하자는 표어와 방첩 표기가 시대를 나타내준다. 

왼쪽 1960년대와 본청 외관은 같으나 입구의 담장과 홍보판 등은 달라졌다.

군 자치제 실시 군청 앞(1961년) | 1961년 9월 1일 법률제787호로 공포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농촌의 기

초 단체를 읍·면에서 군으로 개정하였다.

영암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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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사 - 현민원실 증축 의회본회장 및

 의원사무실 사용(1992년)

군청사 - 1993년 의회동 신축과 군수관사(2005년)

군청사(2019년) | 군수·부군수 산하에 본청에는 1실[기획

감사], 15과[투자경제·총무·재무·문화관광·홍보체육·종

합민원·주민복지·여성가족·환경보전·친환경농업·산림해

양·축산·안전총괄·건설교통·도시개발], 76팀 체제이다. 

사업소는 문화시설·수도·테크노폴리스·기업도시지원사

업소가 있다. 산하 읍면은 2읍 9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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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 개원(1991년 4월 15일)

군청앞에서 32대 김광진 군수와 초대 김원정 의장과 현판식(1991년 4월 15일) | 1990년 12월 31일 법률제4310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1991년 3월 26일 시군의회의원 선거를 실시, 1991년 4월 15일 정수 11명으로 영암군의회가 개원하였다. 제1대 의회 

의장은 전반기 김원정, 후반기 최철환·전종배였다.

영암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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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 의장과 의원 취임선서(1991년 4월 15일)

개원식후 다과회(1991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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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1970년) | 당시 경찰의 지표는 “1970년은 착실한 전진의 해”이고 대외적으로 “승공”, 대주민 관련해서는 “봉사”

가 시대 상징이었다.

경찰서(1952년) | 영암경찰서 신구서장 환송환영식. 8월 23일자로 13대 서장 정의식, 14대 서장 구서칠 발령이 있었

다. 한국전쟁 직후 경찰서 본서 건물은 트러스트 구조로 지은 건물이었다.

영암경찰서

1946년 영암경찰서 개청, 1950년 

청사 전소로 인해 가건물을 임시 사

용하다 1956년 서남리 청사준공, 

1986년 현 위치에 청사 확장 신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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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1994년)

경찰서(2020년) | 영암읍 남문로 19 소재, 본관 3층 별관 2층이며 서장실과 청문감사관, 112치안종합상황실, 4과[경무·정보안보외사·수사·

생활안전교통], 7계, 4팀, 1지구대[삼호], 5파출소[시종·신북·읍내·군외·학산], 6치안센터[대불·도포·금정·덕진·서호·미암] 체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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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지서 청사, 건평 18평, 준공년월일 1956년 7월 20일 - 소장자 영암경찰서 서장 관사, 건평 22평9홉, 준공년월일 1963년 6월 28일

금정지서 청사, 건평 27평7홉2작, 준공년월일 1958년 8월 15일

덕진지서 청사, 건평 16평, 준공년월일 1960년 10월 10일 삼호지서 청사, 건평 13평3홉6작, 준공년월일 1963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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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과장 관사, 건평 13평, 준공년월일 1945년 8월 15일 경무과장 관사, 건평 7평2홉, 준공년월일 1945년 8월 15일

서호지서 청사, 건평 16평6홉, 준공년월일 1968년 10월 31일시종지서 청사, 건평 23평, 준공년월일 1964년 8월 18일

도포지서 청사, 건평 16평6홉6작, 준공년월일 1969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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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교육지원청 전경(2007년)

영암 교육지원청 전경(1991년) | 1990년대 영암 교육의 지표는 “자아실현의 추구, 교육경영의 민주화”였다.

영암 교육지원청 전경(2020년)

영암교육지원청

1952년 5월 24일 교육자치제 출범

에 따라 6월 4일 영암교육구청이 발

족했다. 초대 교육장 유민홍. 1960

년 12월 3일 청사를 신축했다. 1991

년 3월 26일 전라남도 영암교육청

으로 변경되었고, 1998년 1월 16일 

12,355㎡ 부지에 연면적 2,039㎡ 청

사를 신축하여 11월 13일 이전했다. 

2010년 9월 1일 전라남도 영암교육

지원청으로 변경하였다. 관할학교는 

유치원 15[공립15·사립1], 중학교 

12[공립10·사립2], 고등학교 6[공립

5·사립1], 특수학교 2개소이다. 폐지

학교는 10개소이다. 교육장 아래 2과

[교육지원·행정지원], 1센터[학교지

원], 10팀 체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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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원 -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하는 홍보역활을 하는단체 (1957년도) | 7칸 팔작지붕형 건물로 전통한옥에 창

문이나 벽체 정면 포치 등 개량식 시설물이 덧대어졌다. 

문화원사 전경(1960년도) | 영암문화원은 1965년 「지방문화사업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사단법인으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 건물에는 

영암향토재건중학교·재건국민운동 영암군위원회·대한상이군경회 전남지회·영암군분회사무실이 있었다. 재건국민운동은 5 16 군사정

변 정권에 의해 설립된 국가재건최고회의 산하기관으로 1961년 6월부터 1964년 8월까지 했던 관주도 국민도의, 재건의식을 높이기 

위한 국민운동이었다.



20

농업기술센터(1985년)

농업기술센터(1980년)

농업기술센터 조성전(1992년)

농업기술센터

농업 관련 기술의 보급·농민교육 

및 지도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다. 

1957년 12월 「농사교도법」에 따라 

1958년 3월 1일 영암읍 역리에서 영

암농사교도소로 출범하였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따라 영암읍 춘양리 

525번지에 영암군농촌지도소로 이

전하였다. 1990년 12월 1일 농촌진

흥원 산하에서 영암군수 산하 지방직

으로 하고 농업기술센터로 개칭하였

다. 2003년 3월 1일 덕진면 장선리 

626번지로 이전하였다. 2과[농촌지

원·연구개발] 7팀 체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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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2006년)

농업기술센터 - 영암군 덕진면 금호길 11 소재(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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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이전 준공식(1984년 6월 1일)

보건소등 복지행정타운(2005년)

보건소등 복지행정타운(2021년)

보건소

1962년 군 청사내에서 운영되었고, 

1984년 춘양리로 이전 및 모자보건

센터가 준공되었으며, 2001년 현 부

지에 증축하여 운영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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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대학교 전경(1994년)

대불대학교 전경(2004년)

세한대학교

원래 1993년 12월 17일 대불공과대

학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1994년 3월 

10일 개교하였다. 1995년 3월 1일 

대불공과대학교로 변경하였고 1996

년 1월 9일 종합대학인 대불대학교

로 승격했다.2012년 5월 23일 세한

대학교로 교명 변경인가를 받아 6월 

18일부터 사용하였다. 대학본부는 영

암과 당진에 있고 6개 학부[항공·경

찰안전·IT·예술·건강보건·교양], 24

개 학과가 있다.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1113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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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한대학교(2013년) 

세한대학교(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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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인재대학(1998년)

동아보건대학교

학산면 독천리 일원에 1993년 동아인

재대학 설립 인가 후 2016년 동아보건

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동아인재대학(2005년)

동아보건대학(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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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향교(1970년)

영암향교(1963년) | 영암읍 교동리 356 소재. 향교는 조선시대 관학 교육기관이다. 교육기능과 함께 공자와 동

국·18현 등 현유를 배향하고 석전대제를 모신다. 

영암향교(2020년)

영암향교

경인년(庚寅年:1950)에 6.25동란이 

일어나 또 다시 전교궁(全校宮)이 전소

(全燒)되었고 향교소유재산인 일부 농

토전답(農土田沓)과 임야(林野)를 영암

심상소학교(靈巖尋常小學校)로 영암군 

학무과에서 임의 이전(任意 移轉) 하였

으며 학전(學田) 1결 40여두락(1結 40

餘斗落)을 국책(國策)에 의거 농지분배

(農地分配)를 당하였다.

그 후 계사년(癸巳年:1953)에 대성전, 

명륜당, 양사재, 우인재(友仁齋:儒林會

館) 및 제기고(祭器庫)와 청화루(淸化

樓) 그 밖에 부속사(附屬舍)를 연차적

(年次的)으로 신축하였고 갑신년(甲申

年:2004)에 경서학원(經書學園)을 개

설(開說)하여 경서반(초등반:천자문, 중

등반:논어)과 서예반을 운영해오며 신

묘년(辛卯年:2011)에 동, 서무를 신축

하여 협착한 대성전으로부터 각각 이

안(移安)하였으며 명륜당과 전사청(典

祀廳)을 중건(重建)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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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립도서관

2006년 10월 20일 신축하여 

이전 개관하였다. 영암읍 교동

로 89-5 소재. 총 보유 장서는 

164,677권이다. 비 도서자료 

현황은 DVD 2,885점·전자책 

9,333점 등 12,689점이다.

 영암군립 도서관(영암읍 역리) 

 - 현재는 철거,  쉼터로 조성(1994년)

 영암군민회관(영암읍 역리) 

- 현재는 철거(1993년)

영암군립 도서관(2010년) 



사진으로 본 

영암군 근·현대사
The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 Yeongam-gun



영암읍 | 삼호읍 | 덕진면

금정면 | 신북면 | 시종면

도포면 | 군서면 | 서호면

학산면 | 미암면

2. 11개 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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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읍면

영암면사무소(1970년)  - 동무리 군청앞 위치, 현재는 철거

영암읍 개청식(1979년 5월 1일)영암읍 개청식(1979년 5월 1일)

영암읍

오늘날의 영암읍은 1979년에 영암

면에서 승격하였다. 영암면은 1914

년 4월 1일 군시면과 군종면을 합하

면서 부르게 된 지명이다. 군시면의 

23개마을·군종면의 44개마을은 15

개리로 통폐합되었다. 1973년에 군

서면 송평리를 편입하여 회문·교동·

서남·동무·역·남풍·춘양·용흥·개신·

송평·망호·대신·장암·농덕·학송·한

대 16법정리, 41행정리, 114반이다. 

읍사무소는 낭주로 133[동무리 47-

3] 소재.

>> 11개 읍면 과거와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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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읍사무소(1991년)

영암읍사무소(1981년)

- 철거후 공원으로 조성

영암읍사무소(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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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읍 전경(1984년)

영암읍 전경(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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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읍 전경(2020년)

영암읍 전경(19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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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 항공(1992년)

 영암 항공(19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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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시장(1970년대) | 1960년대부터 역리에 조성되었다.송평리 평장마을(1960년) | 송평리는 원래 군서면에 속하다가 

1973년 7월 1일 당시 영암면(현 영암읍)에 속하였다.

영암 5일시장(1970년대) | 조선후기 1770년(영조 

46)에 편찬한 『동국문헌비고』에 동문외(東門外), 독

천, 쌍교, 송지 4개소가 나온다. 송지는 지금의 해남

군 송지면 지역이다. 영암읍 시장은 5일·10일장인

데 영암읍 동무리 333번지 장터마을에 있다. 1770

년 기록의 ‘동문외’라 한 위치이다.

군청앞 대한건설 주 영암출장소 - 최초 2층건물(1958년) 구교육청 주변 서남리와 역리 - 소장자 고 김학용(19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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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에서본 교동지구와 월출산(1970년)

 공원에서본 역리(1970년)

영암 남풍리(1970년대) | 군시면에 속하다가 1914년에 영암면(현 영암읍)에 속하게 된다. 영암 회문리 녹암(197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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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망호1리 마을안길(1972년)

영암 망호1리 마을안길(1972년)

영암 망호1리 마을안길 작업(1972년) | 

군종면 망호정마을이 1914년에 영암면 

망호리로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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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회(1972년)5일시장 앞 사거리(1972년)

군청 입구(1972년) 금성식당(19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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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앞 사거리(1972년) 소재지 우리식당, 2층 은하수다방(1972년)

영암 장암리 마을(1972년)영암농협 군지부 앞(1972년) | 영암농협 군지부는 1972년 5월 16일 설

립하여 1974년 8월 동무리 19-3번지에 농협종합청사를 건립하였다. 

농협군지부 앞 당시 화물을 운반하는 리어커들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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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한대리 하천(1972년) 영암 한대리 하천(1972년)

10번 택시대기소와 금성여객 정류소(1972년)

영암읍 5일시장 입구(19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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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 후정마을 공동마을 공사(1972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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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에서 삼거리간 중심도로(1972년)

 현재 군 농협앞 상가(1972년)

삼거리에서 사거리간 도로(197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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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우체국 앞(1978년)

정신약국에서 본 서남리(1976년도)

영암면사무소 주변 상가와 도로(197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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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잠곡동 마을과 영암여중고(1978년) 

잠곡마을은 군종면 잠곡에 속하다가 1914년 영암면 춘양리로 개편된다. 

영암 잠곡동 마을과 영암여중고(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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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경찰서와 남풍리(1978년)

 영암 남풍리(19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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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읍 교동리 야산을 개간 취락개선사업 일환으로 조성된 마을. 현재는 새 마을로 불리고 있다.(1980년)

구 영암농협입구 삼거리(1980년대) 구농업기술센터 입구(19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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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 서남리 구교육청과 주변마을(1980년대)

 서남리 구교육청 주변 정미소(1980년대)

1914년에 군시면 서문내리와 남문내리가 

합해져 서남리가 된다.

 영암 서남리 읍 교회와 주변 마을(19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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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버스 정류장(1980년대) | 영암군 영암읍 동문로 8

(남풍리 4-1번지) 소재

영암읍 역리에 위치했던 공용버스 정류장(1980년대) 영암버스 정류장(1980년대) 

영암읍 역리에 있다가 철거후 남풍리로 이전 운영중에 있다.

정신약국 앞에서 사거리간 도로(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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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민회관에서 본 동무지역(1985년)

 영암읍 외곽도로와 진입도로(1983년)

정신약국 사거리에서 등기소간 도로 확장(19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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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구 의용소방대사에서 본 서남리(1988년)영암 5일시장 입구(1988년)

영암경찰서 앞 서남리(1988년) 영암여고 입구 정미소(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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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읍 전경(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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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의용소방대사에서 본 서남리(1991년)

김승관내과와 정신약국간 도로조성전(1991년)

영암 현 중앙교회 주변마을(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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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풍리 월출연립 주변(1991년)

영암 회문리 회의촌마을(1991년) | 

군시면 회의촌마을이 1914년에 

녹문리와 합해져 회문리가 된다.

실내체육관과 무등아파트 조성전(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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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항공(1992년)

영암읍(1992년) 영암읍 회문리(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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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5일시장(1993년)

영암무등아파트 공사현장(1992년)

영암읍 남풍리1(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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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읍 역리(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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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읍사무소 주변(1994년)

 영암 5일 시장정비(1994년)

 무등아파트에서본  소재지(199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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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읍 역리 전경(2002년) | 역리는 고려

~조선시대 교통관련 국가기관이던 영보

역이 있어 지명이 유래되었다. 군서면 역

리에 속하다가 1914년 영암면 역리가 되

었다.

영암읍 역리(200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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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읍 전경(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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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읍 사무소 주변(2007년)

천황사지구 주차장(2006년)

개신리는 1914년에 군종면의 영신기·영신정·용계리·장등리와 군시면의 내동·사자리·월봉리·개월리·쌍정리가 합해진 지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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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읍 입구(2009년도)

터미널 인근(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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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읍(201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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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읍(201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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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읍 전경(2017년)

영암 잠곡마을(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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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교동리(2005년) | 교통리는 조선시대 지방관학 교육기관인 향교가 있어 유래된 지명이다. 

군시면 교리와 동리가 1914년에 교동리로 합해졌다.

영암 교동리(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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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중·고등학교(2005년)

망호리 2구 후정마을 전경(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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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여중고(2020년)

영암여중고(2006년)

영암읍 5일시장(2020년)

영암읍 5일시장(2006년)

영암여고는 1970년 7월 9일 영암고등공민학교로 설립된다. 

1974년 2월 27일 영암여고 설립인가(6학급)가 되고, 

1975년 3월 8일 개교한다. 

2021년 2월 44회 졸업생을 냈고 모두 8,08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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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읍 망호천과 학교(2020년)

영암초등학교(2020년)

영암읍 망호천과 학교(2005년)

망호천은 영암읍 회문리에서 발원하여 교동리를 거쳐 

망호리에서 영산강이 합류하는 지방2급 하천이다.

영암초등학교(2009년)

영암초등학교는 1898년 낭남(浪南)학교로 설립되었

다. 1908년 4월 1일 영암공립보통학교로 인가되어 6월 

11일 개교하였다. 1996년 학신초등학교와 통폐합되었

다. 2020년 기준 108회 졸업생이 나왔고 모두 17,873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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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무지구

영암 동무리(1970년대)

동무리는 1914년에 군시면 동문내

리, 동외리 무학리가 합해진 행정지명

이다.

 영암군청 앞(1994년도)

공원에서 본 동무지구(1970년대)

동무지구(2020년)군청옥상에서본 동무지구(2009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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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읍사무소(1991년)

삼호읍사무소(2020년)

삼호읍

조선시대에 곤일종면(昆一終面) 지역

이었는데 1917년 9월 30일 삼호면

으로 개칭하였다. 2003년 5월 1일 

삼호읍으로 승격되었다. 서창·망산·

동호·서호·산호·용앙·난전·삼포·용

당·나불 등 10개 법정리와 70개 행

정리, 151반 42개 자연마을이 있다. 

현대삼호중공업과 대불국가산업단지

(영암테크노폴리스)가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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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면 청사 준공1(19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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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읍 승격 개청식(2003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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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읍(2010년)

삼호읍(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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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 나불리 전경(1992년도) | 나불리는 원래 나불도·외도·문도·계도·오가리교 등 5개섬 지역인데 1914년에 나불리라 하였다. 

무안군 지도면에 속하다가 1917년에 영암군으로 편입되었다.

삼호 나불리 전경(2019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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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면사무소 앞에서 교육이수자의 단합대회 장면 

(1962년 12월 2일)

삼호면 나불리(1970년대)

용당부두 낭산 김준연(1967년) | 용당부두

는 삼호면과 목포를 연결하는 부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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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 산호리 금곡마을회관(1972년)

삼호 산호리 금곡마을(1972년) | 금곡마을은 곤일종면 금곡리에 속하다가 1914년에 곤일종면 산호리, 1917년에 삼호면에 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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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 삼포리(1991년) | 삼포리는 곤일종면 삼봉리·비죽리·엄포리·간내리·영호정이 1914년에 합해진 행정지명이다. 1917년 삼호면에 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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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산단 주거단지(2005년) | 대불산단은 

서남권 개발 촉진을 통한 국토의 균형 발전 

도모와 중국이나 동남아 진출을 위한 전진

기지 구축을 위해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이

다. 대아산과 나불도에서 따서 지명이 되었

다. 1988년 7월 12일 지정하였고 1989년

부터 1995년까지 공영개발로 추진하였다. 

지정면적은 1,802,95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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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 용당리(1991년) | 용당리는 곤일종면 

가지리·모밀항·용당리·아산리·중흥리·산

은리가 1914년에 합해진 지명이다. 곤일

종면은 19197년에 삼호면이 된다.

삼호읍 전경(2005년)

 삼호읍 소재지 전경(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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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불랜드(2006년)

삼호읍 소재지(2006년)



사진으로 본 영암군 근·현대사  81

주거단지 전경(2007년)대불산업단지와 주거단지 전경4(2007년)

삼호읍(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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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주거단지(2017년)

삼호 고등학교 주변(2014년 1월) | 삼호고등학교는 2010년 12월 30일 설립인가(6학급, 완성 18학급)받아 2011년 3월 4일 개교하였다. 

2021년 기준 8회 졸업생 모두 1,210명이다.

삼호읍 소재지(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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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읍(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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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산단 주거지(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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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읍 소재지(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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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 한마음 회관에서본 서중학교 앞(2020년)

삼호 한마음 회관에서본 서중학교 앞(2013년) | 삼호서중학교는 1996년 5월 19일 설립인가(12학급)를 받고 1997년 9월 1일 개교하였다. 

2021년 기준 24회 졸업생 총 2,07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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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불랜드(2006년)

나불리 한옥호텔 영산재 조성(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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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면사무소(1974년)

덕진면사무소(1991년) | 덕진면 예향로 1731 소재

덕진면

조선시대 북일시면에 속하여 52개 

마을을 관할하였는데 1914년에 북

이종면 일부를 합하여 9개리 41개 

마을로 개편하였다. 1929년 덕진면

으로 개칭하였다. 노송·운암·영보·

백계·영등·덕진·금강·장선·용산리 

등 9개 법정리, 27개 행정리, 38개 

자연마을을 관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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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면사무소(2012년)

덕진면사무소(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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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면 영등1구 하천개보수(1972년)

덕진면 금강4구 하천(1972년)

덕진면 영보리(1970년대) | 영보리는 조선시대 교통시설 국가기관인 영보역이 있던 곳

이다.

덕진면 금강4구 안길확장공사(1972년)

덕진면 송석정 마을 두꺼비바위 - 신중열씨 제공(1963년도) 

두꺼비바위로 불리는 고인돌이다. 청동기시대 무덤유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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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진면 영등리(1972년)

덕진면 운암3구(1973년)

덕진면 노송3구(1973년)

덕진면 금강4구 제설작업(197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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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면 객토작업(1974년)

덕진면 덕진교(1974년) | 큰[德] 나루[津]에 

있던 다리[橋]라하여 덕진교라는 이름이 유래

되었다. 덕진이라는 여인이 다리를 놓았다고 

전하며 덕진교 비석이 있다.

덕진면 노송보(1974년)

덕진교 주변 하수구 설치작업(19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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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면사무소 앞(1974년)

덕진면 장선천 공사(1974년)

덕진면 영보리 수리설치 작업(1974년)

덕진면 영등천 공사(1974년)



94

덕진 금강3구 마을진입로 작업(1975년)

덕진면 금강교 설치작업전(1975년) 덕진면 금강교(1975년)



사진으로 본 영암군 근·현대사  95

덕진면 덕진2구(1975년)

덕진면 보수작업(1975년)

덕진면 직원 양수기 점검(197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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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 영보마을길(1980년대)

덕진면사무소(197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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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면 소재지(2006년)

덕진면 영보리 전경(2005년) | 영보리는 조선

초기 전주최씨가 입향하면서 영보정[보물]·

존양루 등이 건립되고, 고택은 민속문화재이

고 최덕지 초상은 보물이다.

덕진면 영보리 전경(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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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면 영보리 전경(2020년)

덕진면 소재지(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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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 초등학교(2009년) 덕진 초등학교(2020년)

덕진초등학교는 공립초등학교로 1930년 9월 19일 덕진공립보

통학교로 개교하였다. 1938년 4월 1일 덕진공립심상소학교로 

개칭했다가 1996년 3월 1일 덕진초등학교로 개칭하고 영보분

교장을 통합하였다. 2021년 기준 88회 졸업생 총 4,289명이다.

덕진면 소재지(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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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면사무소(1970년대)

금정면사무소(1991년)

금정면

조선시대에 나주에 속한 금마면과 원

정면, 세화면 일부 지역이었다. 1906

년 영암군으로 편입하였고 1914년 

금마(金磨)와 원정(元井)에서 한 글자

씩 따서 금정면이 되었다.1973년에 

용산리를 신북면에 넘겨주고 남송·세

류·쌍효·아천·안노·연보·연소·와운·

용흥·월평·청용 등 11개 법정리, 23

개 행정리, 51반 65개 자연마을로 형

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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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면사무소(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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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의 어느마을(1970년대)

금정면 용흥리 유정마을(1970년대)

금정면과 신북면을 잇는 아용선 개설작업(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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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 마을진입로 공동작업(1970년도)

금정면 안노리 금대다리 - 국도23호선(1972년)

안노리는 1914년에 원정면의 원평·금장·모정·

금산·연지·수곡·동아·서아·상무·감산·신월리 

등이 합해진 행정지명이다. 이 일대에 있던 고려

시대 안노현(安老縣)에서 유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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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면 월평리 취정마을 안길포장 하수구 설치(1972년)

금정면 월평리 취정마을 지붕개량(1972년) | 취정

마을은 원래 나주군 금마면에 속했다가 1906년에 

영암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에 금정면 원평리에 

속했다.

금정면 월평리 취정마을 안길포장 전(1972년)

 금정면 어느마을 하수구 설치작업(19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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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면 취정마을(1972년)

금정면 월평리 취정마을(1975년)

금정면 소 경진대회(197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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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면 소재지(2014년)

금정면 월평리 석산마을(2006년)

금정면(2006년)

금정면 월평리 석산마을(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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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면 소재지(2021년)

금정 초등학교(2021년) | 1924년 2월 5일 금정

공립보통학교로 개교하였다. 1996년 3월 1일 

금정초등학교로 개칭했고 1999년 9월 1일 금

정초·중학교로 통합운영하고 있다. 2021년 95

회 졸업생 총 6,49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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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면사무소 사무실 풍경(1970년대)

신북면사무소(1990년)

신북면

영암군의 관문으로 모산리 영팔정과 

갈곡리 삼충각, 호산 망월사 등 오랜 

역사문화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고장

이다. 

영암군 북이종면 지역과 1906년에 

영암으로 편입된 나주 비음면이 합

해져 1914년에 신북면이라 하였다. 

1973년에 금정면 용산리가 신북면

에 편입되었다.

면적은 48.9㎢로 모산·금무·유곡·갈

곡·학동·양계·장산·명동·용산·이천·

월평·행정·월지 등 13개 법정리, 48

개 행정리, 48개 자연마을로 구성되

었다.

신북면사무소(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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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면 소재지(2006년)

신북면 소재지(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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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면 우시장(1970년대)

신북장은 1964년경에 개설되었고 

우시장도 매우 컸다.

신북면 전경(1970년대)

유곡리 옥정마을(1970년대초)

북이종면에 속했는데 1914년에 

신북면 유곡리로 합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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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면 시가지 전경(197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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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면 시가지(197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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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면 시가지(197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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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 황금동다리에서 친구들과(1972년 6월)

신북면 금수1리 전경(19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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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면 금수1리 원금수마을 하수구 개수공사(1972년)

새마을운동은 1970년에 제창되어 1971년에 전국 행

정리에 시멘트를 지원하여 마을정비를 하고 1972년에

도 지원한다.

신북면 금수1리 원금수마을(1972년)

신북면 금수리 박망동마을 안길 확장공사

후 하수구 설치후 모습(1972년)

신북면 금수리 박망동마을 안길 확장공사(19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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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면 금수리 박망동 마을 소하천 가꾸기(1972년 )

신북면 덕림정마을(19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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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2리 원월평 마을입구(1976년)

신북면(197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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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 문화마을 전경(2003년 5월 2일)

유곡리 옥정마을(1980년대)

신북 문화마을(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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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면 소재지(200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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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 모산마을(2006년) | 모산은 북이종면에 속하다가 1914년에 구만·산정·신기·모산 등과 합해진다.

신북면 5일시장(2006년) | 3일, 8일 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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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면 소재지(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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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면 소재지 전경(2014년)

신북면 소재지(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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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면 5일시장(2017년)

전남에너지고등학교(2021년) | 전남에너지고등학교는 2021년 9월 1일부터 부른 교명이고 원래 1972년 12월 27일 신북고등학교로 설립

인가(6학급)되었다. 1992년 신북공업고등학교, 1997년 신북전자공고, 2009년 영암전자과학고로 바뀌었다. 2021년 기준 44회 졸업생 총 

5,24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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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 소재지(2021년)



사진으로 본 영암군 근·현대사  125

신북초등학교, 중학교(2021년) | 신북초등학교는 1922년 10월 1일 신북공립보통학교로 인가를 받았고, 

1938년 4월 1일 신북공립심상소학교, 1996년 신북초등학교로 개칭하였다. 2021년 기준 96회 졸업생 모두 

9,878명이다. 신북중학교는 1954년 5월 19일 개교하였고 2021년 기준 67회 졸업생 모두 9,37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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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종면사무소(1970년)

시종면사무소(1991년대)

시종면

고대고분이 다수 분포하여 마한왕국

의 중심지이다. 영암 북이시면 지역

과 1906년에 나주관할에서 영암으

로 편입된 종남면과 진도관할에서 영

암으로 편입된 명산면 등이 1914년

에 합해진 행정지명이다. 북이시면의 

‘시’와 종남면의 ‘종’을 따서 시종면이

라 했다. 월롱·금지·월악·신흥·신연·

옥야·와우·용흥·남송·연소·쌍효·세

류·청용 등 14개 법정리 30개 행정

리 70개 자연마을로 형성되었다.

시종면사무소(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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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종면 소재지(2006년)

 시종면 소재지(2021년)



128

시종면 만수리 농로개설작업(1972년)

시종면 신연리 방축마을 마을 진입로 작업(1972년)

시종면 신연리 방축마을 농로개설 작업(1972년) 시종면 신연리 방축마을 농로개설 작업 후(19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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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종면 원만수 농로 확장공사(1972년)

시종면 원만수마을(19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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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종면 5일시장(2006년)

시종면 소재지(2006년)

시종면 5일장(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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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종면 5일시장(2021년)

시종초등학교(2021년) | 시종초등학교는 1925년 4월 2일 시종공립보통학교로 개교하였다. 1996년 3월 1일 

시종초등학교로 개칭했고 2013년 종남분교장을 통폐합했다. 2021년 기준 94회 졸업생 모두 9,13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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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종면 소재지(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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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종면 소재지(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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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포면사무소(1991년)

도포면사무소(2020년)

도포면

1906년에 나주에서 영암으로 편입한 

종남면이 1914년에 합해져 북일종면

이라 하다가 1932년 도포면이 되었

다. 원항·덕화·봉호·도포·구학·영호·

성산·수산 등 8개 법정리와 26개 행

정리 40개 자연마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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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포면 수산리 조감마을 진입로 공사(1972년)

새마을사업

도포면 수산리 조감마을 진입로 공사 후(1972년)

도포면 조감마을(19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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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도포 중학교(2017년) | 1972년 3월 9일 개교하였고 

2020년 기준 47회 졸업생 모두 4,056명이다.

도포면 도포리(2005년도)

도포면 도포리(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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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포면(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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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포면 소재지(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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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포초등학교(2021년) | 1925년 4월 11일 도포공립보통학교로 개교하였다. 1996년 원호분교장 통폐합, 수산분교장 편입, 도신·영농

분교장 편입, 2008년 수산·도신 분교장 통폐합, 2016년 영농분교장을 통폐합하였다. 2021년 기준 86회 졸업생 모두 5,418명이다.

도포 중학교(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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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화리 명당머리(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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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화리 인덕마을(2021년)

동도포 마을(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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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서면사무소(1980년초)

군서면사무소(2020년)

군서면

백제시대 일본에 학문을 전파한 왕인

박사와 통일신라시대의 도선국사 출신

지이다.

군서면은 서종면과 서시면이 1914

년에 합해진 행정지명이다. 1973년 

송평리는 영암면으로 이관하고 동구

림·서구림·도갑·모정·양장·동호·성

양·월곡·마산·도장·해창 등 11개 법

정리, 31개 행정리, 41반을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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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서구림공고 주변(1992년)

군서면(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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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림마을 전경(2021년)

군서중학교와 구림마을(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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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서면 도갑리 죽정마을(1980년대) | 죽정

마을은 서종면에 속했다가 1914년에 군서

면 도갑리로 합해졌다.

군서면 죽정마을(1970년대)

군서면 도갑리 죽정마을 전경(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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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갑사 주차장(2006년)

군서면 도갑리(2000년)

 군서면 도갑사 상가 전경(1970년대)군서면 도갑리 전경(196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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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서면 월곡 느티나무 747-2번지(1970년대)

마을 당제를 지내오며 1992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도갑사 가는길(1970년대 5월)

군서면 월곡리 호동마을(1970년대)

군서면 모정리 전경(197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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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서면 구림사거리(1970년도)

군서면 구림(1970년도)

군서면 마산리 오산마을(19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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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서면 월곡리 호동마을 입구(1980년)

군서면 도갑리 죽정 벚꽃길(1980년대)

군서면 월곡리 호동마을 야개사방공사(19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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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서면(1992년)

군서면 소재지(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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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서면 구림리(2002년)

군서면(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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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서면 소재지(2002년)

군서면 도갑리 죽정마을 전경(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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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림마을 전경(2006년)

군서면 구림소재지(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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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서면 도갑리 죽정마을(2006년)

군서면 구림리 전경(2006년)

군서면 구림마을 전경(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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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서면 구림리 전경(2007년)

군서면(2009년)

구림한옥체험관(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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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서면 구림마을(2017년)

구림초등학교(2019년) | 1907년 4월 1일 구림사립보통학교로 설립 인가되었다. 1917년 4월 20일 구림공립보통학교로 개교하고 

1996년 3월 1일 구림초등학교로 개칭하였다. 2021년 기준 103회 졸업생 모두 6,60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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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림마을(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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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림마을(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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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서면 도갑리 평리마을과 종자원(2009년)

종자원은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영암사무소로 2019년 10월 29일 개청하였다. 군서면 평리길 67-45(도갑리 840-1) 소재.  전남지역에

고품질 벼·보리·밀·콩·보급종 생산·공급과 종자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종자정선센터, 온실 등을 갖추고 있다.

군서면 도갑리 평리마을과 종자원(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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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면사무소(1981년)

서호면사무소(1991년)

서호면

원래 곤이종면 지역인데 1932년에 

서호면으로 개칭되었다. 몽해·화송·

청용·엄길·장천·쌍풍·소산·성재·금

강·태백 등 10개 법정리, 27개 행정

리, 38반을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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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면사무소(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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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면 성재리 무송동 수문(1960년대) 서호면 금강리 금강마을(1966년)

서호면 태백마을(1940년대)



사진으로 본 영암군 근·현대사  163

 서호면 성재리 마을농로정비(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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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면 몽해1리 마을안길 작업(1972년)

서호면 대섬(197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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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면 소재지(2006년)

서호면 소재지(2002년)

서호면 엄길리(2002년) | 청동기시대 지석묘와 

집자리[주거지]가 발굴조사된 지역이며 철암산

에 고려시대 매향암각명(보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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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천초등학교·영암서호중학교(2006년) | 영암 서호중학교는 1974년 1월 5일 설립인가를 받아 3월 5일 개교하였다. 2021년 기준 45회 

졸업생 모두 3,453명이다. 2021년 초·중통합운영학교 연구학교로 지정되었다. 장천초등학교는 1924년 9월 24일 장천공립보통학교로 

개교하였다. 1996년 장천초등학교로 개칭했고 1999년 서호북초등학교를 통합하였다. 2021년 기준 94회 졸업생 5,141명이다.

서호면 엄길마을(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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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면 소재지(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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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면 소재지(2021년)

서호 엄길리 학파1저수지(2021년)

1939년 엄길리와 몽해리 사이의 아천포 어귀에 당시 호남은행장 현준호님이 추진한 서호간척사업(학파농장)의 관개용수 공급용으로 만들었다. 

제당길이 1,362m, 높이 6.52m이며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에서 관리한다. 학파농장은 1994년에 불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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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암산과 엄길마을(2021년)

장천초등학교·영암서호중학교(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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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산면 복지회관(1991년)

학산면사무소(1991년)

학산면

영암에 속한 곤이시면 지역이었다. 

1932년 곤이시면이 학산면으로 개칭

되었다. 용산·상월·목동·학계·용소·독

천·금계·신덕·은곡·매월 등 10개 법정

리 24개 행정리 42반을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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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산면사무소(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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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산면 독천리 전경(1970년대) | 독천리는 학산면 소재지이며 원래 영암 곤이시면 산직촌·덕수정·벽계동·구흥리·영복리·광산리가 

1914년 독천리로 합해진다. 1932년 학산면이 된다.

학산면 독천리 망월교(1970년대)

학산면 매월선 개설(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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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산면 독천리(1980년대)

학산면 상월리 부곡마을 소하천 개수장면(1972년)

학산면 독천시장 전경(1970년도) | 독천시장은 독내장이라고도 하며 4일과 9일장

이다. 1770년(영조46)에 간행된 『동국문헌비고』 시장조에 영암읍 동문외시장과 

함께 기록이 나온다. 영암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이고 소시장으로 유명하다.

학산면 독천하천 제방작업(197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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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산면 매월리 마을전경(1981년)

학산면 매월리 마을회관 준공(1981년)

학산면 독천리(1986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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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산면 독천리(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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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산면 소재지(1998년)

학산면 독천리 광산 및 영흥마을(2005년)

학산 독천 5일시장(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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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산면 독천 소재지 전경(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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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천 5일시장(2019년)

학산면 독천 낙지골목거리(2007년) | - 호롱낙지와 - 갈낙탕을 비롯해 서해안 갯벌의 토속음식을 맛볼 수 있다. 

4일·9일장이 서는 독천 오일장 주변에 수십개 낙지음식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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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천 소재지(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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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산면 독천리 광산 및 영흥마을(2021년)

영암낭주고등학교(2021년) | 1976년 12월 28일 설립인가(6학급)되어 1977년 3월 15일에 개교하였다. 2021년 기준 42회 졸업생 모두 4,406

명이다. ‘낭주’는 영암의 고려시대 군명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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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산 초·중학교(2021년) | 학산초등학교는 1926년 6월 11일 학산공립보통학교로 설립인가되어 9월 28일 개교하였다. 1996년 학산초등학교

로 개칭했고 2021년 기준 92회 졸업생 모두 6,372명이다. 학산중학교는 1970년 3월 5일 동신여자중학교로 개교하였고 1997년 4월 1일 학산

여자중학교로, 2006년 3월 1일 학산중학교로 변경하였다. 2021년 기준 49회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독천 낙지거리(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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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암면사무소(2020년)

미암면사무소(1991년)

미암면

영암 곤일시면에 속하다가 1928년

에 미암면으로 개칭하였다. 두억·미

암·선황·남산·춘동·채지·신한·신포·

호포 등 9개 법정리, 28개 행정리, 47

반을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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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암면 소재지(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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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암면 소재지(2017년)

미암면 춘동리 안길 공사(19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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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암면 남산리(2021년)

영암 미암중학교(2021년) | 1978년 12월 29일 설립인가를 받아 1979년 3월 10일 개교하였다. 2021년 기준 39회 졸업생 모두 2,150명이다.



사진으로 본 

영암군 근·현대사
The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 Yeongam-gun



천년고찰 도갑사

천황사

왕인박사유적지

왕인문화축제

도기박물관

마한문화공원

3. 문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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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분야

>> 천년고찰 도갑사

>> 천황사

>> 왕인박사유적지

>> 왕인문화축제

>> 도기박물관

>> 마한문화공원

도갑사 대웅보전 - 박재광 제공(1940년도)

도갑사 대웅보전 - 강학용 제공(1970년) 도갑사 대웅보전(일제시대) - 소장자 국립중앙박물관

천년고찰 도갑사

신라말에 도선국사가 창건했다고 하

며 고려후기에 크게 번성했다. 조선초

기 수미와 신미가 중건하였다. 이 당

시 12개 암자를 거느리며 966칸의 

큰 사찰이었다.해탈문은 1473(성종)

에 건립한 전각으로 국보로 지정되었

다. 정유재란에 피해를 입었고 1835

년 호암화상이 중건하였다. 한국전쟁

기와 1977년 화재로 대웅보전이 소

실되었다가 최근에 중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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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갑사 도선수미비(일제시대) - 소장자 국립중앙박물관

도갑사 5층석탑(일제시대) - 소장자 국립중앙박물관

도갑사 해탈문(일제시대) - 소장자 국립중앙박물관

도갑사 오층석탑(보물)과 대웅보전(1997년)

도갑사(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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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갑사 대웅보전 중창불사 기공식(2006년)

도갑사(2003년)

도갑사 발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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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갑사(2008년)

도갑사(2014년)

도갑사(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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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황사

영암읍 개신리 월출산에 있는 사찰로 

신라말에서 고려초에 창건된 것으로 

전하며 원래 절 이름은 사자사(師子寺) 

유물이 나왔다. 1597년 정유재란 때 

소실되었다가 1646년 중창 뒤 소규모 

절로 명맥을 유지하다가 1953년 인법

당을 건립했다. 목탑지가 있는데 고려

초기로 보고 있으며 전라남도 기념물

이다. 

천황사(1988년)

천황사(2009년)

천황사(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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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인박사유적지

1973년 8월 왕인박사유적지 조사단 

구성 뒤 왕인박사현창협회가 창립되었

다. 1976년 군서면 성기동 일원에 왕

인박사유허비 제막식과 함께 유적지 

정화사업 기공식이 열렸다. 1976년 9

월 왕인박사유적지가 전라남도 기념

물 제20호로 지정되었고 1985년부터 

1987년까지 정화사업을 하여 매년 왕

인춘계대제를 봉행하고 있다. 

왕인박사 행차 재연(1976년)

왕인박사 행차 재연 - 광주 광역시 강대식 제공(197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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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인박사 유적지 기공(1976년)

왕인박사 유허비 - 고 박찬우 소장자료(1976년) 백제왕인박사 유허비 제막식(고건 전남도지사) 
- 고 박찬우 소장자료(1976년 11월 11일)

왕인박사 유적지 입구(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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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인박사 유적지(1989년대)

왕인박사 유적지 준공(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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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 영암여성회원과 함께 왕인박사 대제을 봉행하고 있다(1990년)

사천왕사 왔소 성토제(1990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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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인유적지와 군서면(2000년)

왕인박사 유적지(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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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인박사 유적지 전경(2009년)

왕인박사 유적지 전경(2003년)

왕인박사 유적지 전경(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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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포와 정자(2020)

상대포(2009년)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와 고려시대를 거치는 동안 상대포는 줄곧 중국과 일본을 잇는 국제 항구였다. 백제 사람으로서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아스카문화의 시조(始祖)가 된 왕인은 영암출신으로 이곳 상대포에서 일본으로 떠났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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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인 벚꽃축제 축제장 전경(1995년)

왕인 벚꽃축제 구림고등학교 왕인클럽 시가행진(1996년)

영암 왕인문화축제는 1992년 군

서벚꽃축제로 출발했다. 왕인박사 

유적지 일대의 아름다운 벚꽃 길

을 관광자원으로 축제를 열다가 

1997년부터는 왕인의 탄생을 기

념하고 업적을 기리는 문화축제로 

열고 있다. 1997년은 4월 9일~13

일 열렸는데 왕인박사춘향대제, 벚

꽂아가씨선발대회, 왕인학생선발

대회, 마당극, 왕인가요제 등 27종

이었다. 2009년에는 천인천자문, 

왕인예술단 국악콘서트, 왕인학문

의길 답사, 왕인 문해학교 등 7종 

91개 행사가 열렸다. 왕인문화축

제는 왕인박사유적지 일대에서 벚

꽂이 피는 4월 초에 열리며 우리나

라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가 되

었다.

왕인문화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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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인 벚꽃축제 가야금산조 병창(1995년)

글짓기백일장(1995년)

농악놀이(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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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인 벚꽃축제 국악공연(1996년)

민속놀이(1996년)

벚꽃아가씨 선발대회(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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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을 지나고 있는 왕인호(2001년)

왕인박사 도일 고대항로 대탐사(2001년)

일본근해을 지나가고 있는 왕인호

왕인호 일본 도착(2001년)
일본 간자키 가라쯔항에 도착한 왕인호를 

현지 주민들이 환영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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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인 문화축제 - 벚꽃길 왕인박사 도일 행렬(2001년)

도포제 줄다리기 시연(2001년)

천인천자문 영암지역 1,000명의 학생들이 천자문 등불을 들고 
행사에 참석(2001년)

상대포행렬(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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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인축하행렬(2001년)

왕인 문화축제 - 왕인설화 마당극(2001년)

왕인묘(廟)와 참배객(2001년)

축제장전경(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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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인 문화축제 - 백제의상 패션쇼(2002년)

한일 대고 공연(2003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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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인 문화축제 천자문행렬 - 조정에 앉아 좋은 의견을 물어 다스리니 옷자락을 드리우고 팔짱을 
끼고 있어도 공정하고 밝은 정치가 되었다[좌도문도 수공평장 坐朝問道 垂拱平章](2003년)

왕인박사 일본가오(2004년 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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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인문화축제 개막(2006년)

개막행사(2006년)

축하한마당(2006년)

도일시가행렬(2006년)

축제장(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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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인 문화축제 - 왕인의 빛 문화의 길(2010년)

소원성취 달집태우기(2010년)

오래된 미래 왕인(2010년) 농악놀이(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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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인 문화축제 - 왕인박사 유적지와 구림일대(2015년)

축하공연(2006년)

왕인 학문의길 답사 – 성천에서 상대포까지(2006년)

민속줄타기놀이(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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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인 문화축제 - 왕인박사 유적지(2019년)

상대포 왕인호(2019년)

과거 재현(2019년)

왕인박사 일본가오(2019년)

가야금 병창(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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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박물관

국내 최초 고화도의 유약도기를 입힌 

'구림도기'를 제작했던 국가 사적 제

338호 구림도기가마터의 역사성을 토

대로 전시와 교육 및 체험을 하며 영암

의 황토를 이용한 영암도기 상품을 생

산하여 판매한다. 군서면 서구림리의 

폐교된 구림중학교를 매입해 1999년 

10월 9일 영암도기문화센터를 개관하

였다. 2008년 4월 도기문화센터 건물

을 신축하고 2009년 4월 영암도기박

물관으로 등록(전남 제10호 제1종 전

문박물관)하였다. 시설규모는 건축면

적 3,027㎡에 3개 층의 전시실·공방·

체험실·판매장·현관홀 등이다.

군서 구림중학교와 구림마을(1992년도)

도기문화센터와 구림마을(2003년도)

도기문화센터 전경(2004년도)



사진으로 본 영암군 근·현대사  213

도기문화센터와 구림마을(2006년도)

도기박물관 전경(2008년도)

도기박물관과 구림마을(2017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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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한문화공원

마한왕국의 중심지인 영암을 알리고 영

산강 유역에 분포되어 있는 고대 옹관 

고분을 이해함으로써 영산강유역의 독

자성이 있는 고대사를 조명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시종면 옥야리(남해당로 

65)에 있으며 2003년 8월 마한문화공

원 관광지 지정고시를 했고 2006년 6

월 13일 준공식이 열렸다. 부지면적 18

만 9,090㎡에 건축물은 월지관·몽전·

남해신사·남초당·북초당·국토미니어

처·연못·팔각정 등이 있다.

마한문화공원 조성현장(2004년)

마한문화공원 조성현장(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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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한문화공원 조성현장(2007년)

마한문화공원 조성현장(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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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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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 일제강점기~현대

영암군립보통학교운동회(1909년) | 전통 한옥 4칸 팔작지붕의 교사에 학생들이 농악놀이하는 모습이
다. 현재의 영암초등학교 전신으로 1908년 영암공립보통학교로 인가되어 6월 11일 개교하였다. 1938
년 4월 1일 영암공립심상소학교로 개칭하였다.

덕진공립심상소학교 졸업기념(1930년) | 덕진초등학교의 전신으로 1930년 9월 19일에 영보정에서 
덕진공립보통학교로 개교하여 1938년 4월 1일 덕진공립심상소학교로 개칭하였다.

일제강점기 이래 현대까지의 각급 학교

에 대한 기록 사진이다.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 없는 목조 건축물 교사나 각종 

시설물들을 사진을 통해 볼 수 있다. 졸

업식이나 교육 수료식, 건축 공사 장면

이나 시가지 경관과 함께 찍은 사진 등

을 볼 수 있다. 

졸업 기념사진 풍경은 개인의 생활사와 

관련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당시의 복장

이나 의자 등 교구, 교사 건물, 학교 주변

의 경관을 알 수 있어 말 그대로 향토사

의 현장 기록유산 자료로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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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공립보통학교 제12회 졸업생 - 소장자 삼호면 
서창초등학교(1933년 8월 3일) 서창초등학교 전신
으로 1921년 11월 11일 서창공립보통학교로 개교
하였다. 1996년 서창초등학교라 하였다.

서호장천공립보통학교 졸업 
- 소장자 서호면 장천초등학교(1933년)

1924년 개교, 1996년 장천초등학교

서창공립보통학교 1학년 기념 - 소장자 삼호면 서창초(1935년 3월) 서창공립보통학교 수학여행중 광주역에서 기념 
- 소장자 삼호면 서창초(1935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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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면 장천공립학교 제8회 졸업(1935년 3월)

서창공립보통학교 제15회 졸업생 
- 소장자 삼호면 서창초
(1936년 3월)

영암군립공립보통학교(193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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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림공립보통학교(1917년 4월 20일 개교)의 군서 구림 회사정에서 기념사진 
- 구림초 백녀사에서 인용(1938년)

덕진공립심상학교 제8회 졸업
(1930년 9월 19일 개교)

(1940년 3월)

장천공립보통학교(1924년 9월 24일 개교) 졸업(1938년)

운동회(19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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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서공립 국민학교(1940년대)

군서 구림심상 소학교(1940년대)

영암동공립국민학교 졸업기념(1945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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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서공립 국민학교(1940년대)

구림 국민학교 제28회 졸업 
- 구림초 백년사에서 인용(1946년)

 영암공립서국민학교 제35회 졸업기념
(1947년 6월)

영보 공립국민학교 제1회 졸업기념(1948년 6월) 영암국민학교 - 제38회 졸업(19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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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중학교 제3회 졸업(1951년 7월 18일)

서호 장천국민학교 제27회 졸업기념 - 소장자 장천초등학교(1954년)

도포국민학교 제16회 졸업 
- 소장자 도포초등학교(1951년 7월)

영암중학교 2학년 학급기념 - 소장자 영암읍 고 김학용(1954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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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국민학교 제30회 졸업 - 소장자 신북초등학교(1955년 3월 22일)

신북국민학교 제32회 졸업 - 소장자 신북초등학교(1957년 3월 20일)

신북국민학교 군원 신축교사 전경 - 소장자 신북초등학교(1957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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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국민학교(1922년 10월 1일 설립인가) 부지 
- 소장자 신북초등학교(1960년대)

영암 국민학교(1960년도)

구림국민학교 전경(1960년 4월 2일 
서구림리에서 동구림리 93-1로 이전) 
- 구림초 백년사에서 인용(196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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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국민학교 운동회 
- 소장자 신북초등학교

(196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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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서 남국민학교 제11회 졸업 
- 구림초 백년사에서 인용(1963년)

신북초등학교 신축부지 (5개교실) - 소장자 신북초등학교(1962년 3월 17일)

신북서국민학교 제15회 동창회기념 
- 제공 신북면(1963년 2월 12일)

신북국민학교 태풍피해 - 소장자 신북초등학교(1962년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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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림국민학교 3학년생 도갑사 소풍 도선수미비 앞 
- 구림초 백년사에서 인용(1965년)

신북국민학교 소풍 - 소장자 신북초등학교(1969년)

구림 국민학교 밴드부와 집단체조 - 구림초 백년사에서 인용(1966년) 덕진영보국민학교 제20회 졸업 - 소장자 덕진초등학교(1967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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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국민학교 운동회 - 소장자 신북초등학교(1969년)

신북국민학교 전경 - 소장자 신북초등학교(1969년)

군서 남국민학교 운동회 - 구림초 백년사에서 인용(197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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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서 남국민학교 정문앞 - 구림초 백년사에서 인용(1970년대 5월)

서호 장천국민학교 제50회 졸업기념 
- 소장자 서호면 박인수(1977년)

 군서 중앙국민학교 운동회 - 구림초 백년사에서 인용(1970년대)

영암여중 본교(1975년) 
1971년 3월 8일 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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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국민학교 리듬밴드 경연대회
(1985년 10월 6일)
제12회 군내 주체 영암문화원, 
주관 영암청년회의소

영암여고 제1회 졸업(1978년 1월)
1975년 3월 8일 개교

 영암 초등학교 운동회(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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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포 수산분교 전경(소장자 도포초등학교)
1996년 3월 1일 도포초등학교 편입됨

영암초등학교 운동회(2013년)

영암초등학교 운동회(2006년)

 영암 초등학교 운동회(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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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혼상제, 장례문화

마을 공동우물

새마을운동

주택

군민 생활사

농경사회

군민의 날

5. 군민의 삶과 생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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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삶과 생활사

>> 관혼상제, 장례문화

>> 마을 공동우물

>> 새마을운동

>> 주택

>> 군민 생활사

>> 농경사회

>> 군민의 날

전통혼례

관혼상제, 장례문화

관례(冠禮)는 남자가 성년에 이

르면 어른이 된다는 의미로 상투

를 틀고 갓을 쓰게 하던 의례이

다. 계례(笄禮)는 15세가 된 여

자나 약혼한 여자가 올리던 성인

의식으로 땋았던 머리를 풀고 쪽

을 찌었다. 혼례(婚禮)는 혼담·납

채·납기·납폐·대례·우귀의 절차

로 이루어진다. 납채는 신랑의 사

주를 신부측에 보내는 것, 납기

는 신부측에서 혼인 날짜를 알리

는 것, 납폐는 신랑측에서 예물을 

보내는 절차이다. 상례는 초종과 

습·소렴·대렴·성복·치장의 절차

로 하고 3년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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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혼례(2019년)
군서면 서구림 회사정을 

지나가는 전통혼례

전통혼례(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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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면 태백마을 장례문화 
- 소장자 서호면 박공년(1950년대)

영암읍 장례문화(1960년대)

장례문화(1970년대)

상여와 장례행렬이 군청입구를 지나 삼거리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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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문화 - 소장자 서호면 박인수(1972년도)

장례문화 - 소장자 서호면 박인수(1970년대)

장례행렬(197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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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공동우물

우물은 생명·정화·부활·농경 등의 상징성

을 갖는다. 물자를 교환하고 정보를 주고

받는 마을생활의 중심공간이었다. 공동우

물 정화를 위해 두래패를 결성해 공동노

동도 하고 정초에 제의를 모시기도 한다.

덕진 영보 공동빨래터(1970년대)

영암 남풍리 우물청소(1970년대) 영암 우물청소(1970년대)

서호면 엄길리 공동빨래터(1972년)덕진면 우물(19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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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면 화송리 화소마을 공동 빨래터 정비(1972년)

영암 한대리 우물(1972년)

서호면 화송리 화소마을 공동 빨래터(1972년)

신북면 방망동 공동빨래터와 공동목욕탕(1972년)

금정 우물 공동빨래터(197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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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

지역사회 주민의 자발적이며 자조적인 

협동 노력에 의해 주민들 스스로가 생활

태도와 정신 자세를 혁신하고 경제적·사

회적·문화적 생활 환경을 개발 발전 개선

해나가는 지역사회개발 운동이다. 1970

년에 제창되어 마을정비와 지붕개량·정

신개조 등을 추진한다. 1971년에는 전국 

33,267개 행정리 동에 시멘트 335포대

씩을 균일적으로 무상지원한다. 마을안길

이나 농로·담장 등을 정비하는데 실적을 

평가하여 1972년에는 16,600개 마을에 

시멘트 500포대와 철근 1톤씩을 무상 공

급한다.

군서면 송평리 골재채취 - 1973년 송평리는 영암면으로 편입(1972년)

시종면 신연리 방축마을 농로개설 작업(1972년)

1978년 객토작업 송평리 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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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 학파1저수지 새마을 운동 공동 객토작업(1978년)덕진 송내제 새마을 운동 공동 객토작업(1978년)

새마을 운동 공동 보리베기(1978년)

덕진 송내제 새마을 운동 공동작업 (19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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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운동 마을진입로 공동작업(1978년) 새마을운동 공동작업(1978년)

농약빈병 수거(1980년대)

울력(19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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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모으기 운동(1980년대)

폐비닐수거 경진대회(1987년)

벼베기(1983년)

폐비닐 수거(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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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초가집이 마을 전체를 거의 둘러 싸고 있

다. 중간 중간 한집씩 기와집이 보인다. 

어느 한 집은 마을 정자이고 저 뒤 기와집

은 김진사댁 종가집이다. 초가지붕 이엉

잇기 날은 동네 잔치가 열린 날이다. 일하

는 사람만이 아니고 동네 사람은 너나없

이 나서서 힘을 보탠다.

1960~1970년대에 들어 서면서 초가집

은 헐리거나 지붕을 스레트로 갈아 치운

다. 기둥이 튼실한 어느 집은 시멘트 기와

를 올린다. 

어느 가정집(1970년 후반)

주거환경(197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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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1970년대)

송평리에서 해창가는 도로(1970년대) 신북 아천4리 강미숙이장님 본가(197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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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면 금강1구 지붕개량후(1974년)

덕진면 노송2구(1974년)

어느가정의 화장실(197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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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면 덕진2구 지붕개량후(1974년) 덕진면 장선3구 지붕개량후(1974년)

어느가정집 부엌(1980년대)

덕진 영보 최성호가옥(1990년대) - 1984년 영암 최성호가옥으로 국가민속
문화재로 지정되었다가 영암 삼성당고택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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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생활사

영암읍오거리 잡화점 가게와 가족 - 소장자 영암읍 회문리 조동현(1928년)

음력 정월에 줄다리기를 위해 영암읍 서문밖에서 모여있다(1930년대)

덕진 청년대 공동경작 장면(1930년대)

- 일제 강점기 영암공원에는 신사본전이 있었다(1932년)

덕진면 목화따기 작업(1943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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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정기념(1932년) 문산재(1940년대)

 군서 구림 회사정에서 - 구림초 백년사에서 인용(1942년 4월 9일)

일하는 모습(1940년대)

 장등마을 육지면 공동경작조합10주년(1943년 9월 15일)

 학생들의 모내기(194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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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공출(1945년)덕진 목화 공동작업 - 신용승 제공(1943년도)

생활사(혼례기념사진)(1950년대) 아버지와 아들들 모임기념

영암공원에서 애향회 결성기념(1946년) 유도(儒道)교도원 1회 졸업 때 때 영암향교 대성전 앞(1949년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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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가족사진(1950년대)

생활사(회동의 친구들 모임)(1953년 1월 19일) 영암읍교회에서 주관한 영암 YMCA 단원 제3회 영어강습회 기념(1953년 8월 22일)

 서호 태백에서본 영산강(195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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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청사 락성식 기념 면직원 일동 
- 소장자 경남 진주시 최경택(1954년 5월 15일)

면장·지서주임·면의장·의원·면직원들과 함께(려우계) 
- 소장자 경남 진주시 최경택(1954년 7월 7일)

영암군교장단, 낭산 김준연 국회의원과 창덕궁에서 기념촬영(1955년) 중앙 묘판 심사를 마치고 월출산자락 쌍룡마을에서(1956년 6월 6일)

영암읍 교동리 낭산 김준연선생(1895~1971) 회갑(1955년) 려우계 제14회 광신회(미암면) 
- 소장자 경남 진주시 최경택(1955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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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무정 제1회 전남 5개 시군 친선 궁도대회(광주·목포·완도·장흥·영암) 
- 소장자 영암읍 고 김학용(1961년)

광신회 모임 기념(미암면) - 소장자 경남 진주시 최경택(1957년 11월 23일)

 영암군청 앞 - 소장자 영암읍 고 김학용(1960년대)

 게시판(196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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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동네 꼬마들(1960년대)

돼지 사육(1960년대)

토끼(1960년대) 신랑신부가 트럭 앞자리에 타고 뒤쪽에는 우인들이 함께 이동,
트럭 앞에는 치장테이프와 꽃이 장식 되어 있다(1960년대)

문패 찾기(1960년대)

토끼 먹이주기(196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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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건강검진(1960년대)

도포면 앞바다(1960년도) 군서 구림대동계 후입 기념 - 구림초 백년사에서 인용(1963년 음력 4월 9일)

영암 봄나들이(1960년대) 벚꽂길 나들이(196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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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읍 서남리에 위치한 3층건물에 신신다방과 신신여관 등이  
있었으며 초갓집은 찐빵집이었다(1965년)

군청앞 홍보물전시회(1965년 2월 2일)

금정면 와용선 기공(1966년) 금정면 취정마을 4H회원 마을안길 청소(1966년)

광복 기념 경축 고전가요대회 장면(1966년 8월 15일)
(공동주최 영암문화원, 동호시범마을)

포스터 등 각종 홍보물 관람(196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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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도사업 - 흙과 자갈을 걸러내는 작업(1966년)

송충이 구제(1966년)

영암 장암리 농로신설(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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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창다리 준공 - 소장자 영암읍 고 김학용(1966년)추수 감사 8회 종합체육회(영암군체육회 주관)(1966년)

가족 기념촬영 모습 - 소장자 문화원(1967년 3월 5일) 영암국민학교 교실에서 겨울철 영농교육(1967년)

덕진 영보전신전화취급소 준공(1966년) 추수감사 시가행진(1966년도)



사진으로 본 영암군 근·현대사  261

영암 침빗(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인간문화재 이식우의 젊은 시절)(1970년)전통 수공예작업(1970년)

미암면 남산제(1967년도)

궐기대회(1968년도)고교 브라스 밴드부 시가 행진



262

도포면 동도포 앞바다(1970년대)남풍리 월출어버이회 불우청소년돕기 모금운동(1970년대)

송충이 방제작업(1970년대) 시종면 월악리 구판장(1970년대)

새마을운동 거리 청소(1970년대) 서호면 소재지 전파사앞 - 소장자 서호면 박인수(197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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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남풍리 어린이 궐기대회 - 영암읍 하태현(1970년대)

배수로 정화

남풍리 월출 어머니회(영암초등학교) 벽보

남풍리 월출애향단 반공시가행진

반공시가행진

거리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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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학당(1970년대) 영암읍 서남리 소방훈련(1970년대)

영암읍 거리 정화(1970년대) 영암읍시가지 소도읍 가꾸기(1970년대)

영암읍 소비절약 캠페인(1970년대) 영암읍 시장 청소(197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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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시설 경계시범(1970년대)운동회(1970년대)

영암군 상설 중고품 거래센터(1970년대 후반)

군서면 해창만 전경(1970년도) 금정면 가마니 짜기 경진대회(1970년도)

퇴비모으기(197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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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풍리 월출 어머니회 불아돕기 모금(1970년대)

영암 향토재건학교 강습회(1970년대)

고육영수여사 2주기 추모(1975년) 군서면 송평리 평장마을 기간농로 확장공사(1973년 송평리는 영암면으로 편입)(1972년)

덕진면 국민투표 노약자 유권자 수송(1972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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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암 호포리 굴 체취작업(1972년)금정 월평리 취정마을 새마을 거리청소(1972년)

덕진면 1조 저축 추진 여성지도자 대회 - 덕진면(1974년) 김두호 부군수 송별기념 사진 - 소장자 서호면 박춘호(1975년 11월 1일)

덕진면 금강4구 복차사업(1974년) 덕진면 1조 저축 추진 여성지도자 대회 - 덕진면(19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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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면 북한만행 규탄 가두행진(1975년) 4H회원 동네 어르신에게 올리는 합동 세배(1976년)

농번기 탁아소 보모 훈련교육(1976년) 덕진면 송충이 제거작업(1976년)

군서 공동작업(197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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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면 영등리 정자 (1976년)

삼호면 공산당 타도 멸공 궐기대회 (1976년 8월)

신북 오송 4H회원들의 퇴비증산(197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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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작업(1976년도) 마을진입로 공동작업(1976년도)

도립공원 월출산 구름다리 준공(1978년 12월 11일) 월출산 구름다리

못줄만들기 공동작업(1977년) 삼호면 송신소 준공식(1977년도)



사진으로 본 영암군 근·현대사  271

민방위 창설 3주년 기념일 시범 경연대회(1978)민방위 창설 3주년 기념일 시범 경연대회(1978)

질서지키기 캠페인(1978년 4월)

질서지키기 캠페인(1978년)영암 새마을 대청소(19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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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앞 통일염원 서명 운동(1970년대) 군관민 합동 시범훈련(1980년 9월 28일)

국민건강 체조(1980년대) 국민건강 체조(1980년대)

군관민 합동시범훈련(1980년) 북한만행궐기대회(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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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놀이터(1980년대)군청앞(1980년대)

반공희생자 합동 위령제1(1980년대)

소독(1980년대) 어느 가정집 축사(1980년대)

제4회 방공희생자 합동 위령제(19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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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1980년대) 영암중학생 퇴비모으기(1980년대)

영암하천 청소(1980년대) 향교 한문수업(1980년대)

영암 장암(1980년대) 장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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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여고생들의 봉사활동(1980년도)생활사(1980년대)

공원화 운동에 따른 꽃길 걷기캠페인(1985년 10월 12일)

영암-독천간 도로 확장과 포장 공사 설명회
(1981년 2월 7일~10월 31일, 시행 전라남도)

영암읍 밝은사회 캠페인 전개(1981년)

영암읍사무소 앞 시가행렬(198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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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올림픽 영암구간 성화봉송(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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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올림픽 붐 조성 봉송로 달리기대회(1988년)

군청앞 청소(1990년)

구 축협앞 한민족 함께 달리기대회(1989년)서울올림픽 붐 조성 호돌이 방문(1988년)

열무정 활쏘기(19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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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공원 청소(1990년대) 이엉엮기(1990년대)

제4회 영암군 세시풍속 경연대회 - 농악 시연(2006년) 세시풍속놀이 - 투호(2006년)

대보름 달집태우기(2006년) 세시풍속놀이 - 널뛰기(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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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읍 5일장(2006년)

독천 5일시장(2020년)

영암 5일시장(2018년)군서 5일장(2018년)

 시종 5일시장(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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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표 - 문화원풍물

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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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대패

수동식 전화기

초등학교 교과서



282

모내기(1940년대)

영암의 옛모습(1960년대)

농경사회

1940년대 ~ 현재

지금은 대불국가산업단지와 현

대삼호중공업이 들어서 지역의 

산업구조가 바뀌었지만 영암군

은 전형적인 농업군이었다.

남도의 젓줄 영산강이 만들어낸 

드넓은 농경지와 갯벌을 삶의 터

전으로 살아온 군민들은 가난했

을지언정 마음만은 풍요로웠음

은 옛 사진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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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종면 가마니 저장(1960년도)

농경 써래질 작업(1960년대)

객토작업(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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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충해 방제(1966년) 학산들녁 공동방제(1970년)

공동방제(1970년대)

미암면 미암리 마을울력(197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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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충해 방제(1970년대)

모내기(1970년대)

 보리베기(197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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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벼집단 재배단지 증산요원반 교육수료기념(1971년 3월 24일) 군서면 춘파작업(1972년)

덕진면 금강4구 합동보리갈이 작업(1972년)

덕진면 보리밭 깝무기 제거 작업(19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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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회문리 녹암마을 들녁 보리 제초 작업(1972년)

영암 회문리 들녘 보리 밟기(1972년)

학산들녁 춘파작업(1972년)

신북면 금수1리 원금수마을 연초 비배관리(1972년) 신북면 금수1리 뽕나무 비배관리(1972년) | 금수1리 원금수마을은 
북이종면에 속하다가 1914년에 신북면 금수리로 합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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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방제(1974년)

농기계 사용 교육(19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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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H 회원들 보리베기 봉사활동(1975년)

보리파종(1974년)

덕진면 덕진2구 합동 작업(19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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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 공동작업(1975년) 금정 월평리 취정마을 공동작업(1975년)

농촌 지도소에서 농기계 순회 정비수리소 운영(1975년)

농촌지도소에서 농기계 사용 교육(197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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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 냉수 온탕칭법교육(1975년)

덕진면 깐부기병 제거작업(197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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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 집단재배단지 평가회(1975년) 금정 월평 공동보리단지(1976년)

농촌지도소 도포지소 청사 준공(1976년 7월)

덕진 농경지 피뽑기(197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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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내기(197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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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베기(1976년)

농기계 벼 타작(197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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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충해 방제(1976년)

시종 가마니 공판(1976년)서남리 추곡 공판(197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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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종 연초 공판(1976년) 회문리 보리삼답(1976년)

군서지역 보리 월동관리 연시대회(1977년)

객토작업(19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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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 들녘 보온못자리 설치(1978년)

모내기(1978년)

논갈이(19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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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베기(1978년) 보리베기(1978년)

덕진 영보 송내저수지 들녁 객토작업(1978년)

벼농사 평가대회(19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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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대동제 제방 정비(1978년대)

저수지 제방울력(1978년)

퇴비증산을 위해 들녁에서 교육장면(19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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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내기(1980년대)

농사(1980년대) 도포 야산개발(1980년대)

군서지역 공동방제작업(19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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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읍 송평지구 집단 객토사업(1982년)

보리베기(1980년대)

못자리 물대기(1980년대)

홀태작업 - 벼 탈곡(19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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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세우기 작업(1984년)

모내기(1983년) 모내기 후(1983년)

벼베기(1983년)



사진으로 본 영암군 근·현대사  303

하곡수매 현장(2006년)

항공방제(2005년)

광역 살포기 시연(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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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수확(2010년)

모내기(2007년도)

자운영 파종(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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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망호리 들녘(2012년)

군서면 학파 들녘 벼 수확(2012년)

덕진 영보 추곡수매(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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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읍 추곡수매현장(2016년)

군서 평리들녘 유체사료 수확(2014년) 군서 양장 벼직파 현장(2015년도)

드론 벼 병해충 방제 연시회(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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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시연회(2017년)

추곡수매현장(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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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군민의 날 가마니 짜기대회(1976년)

제1회 군민의날 민속놀이 시연(1976년)

군민의 날

제1회 군민의 날 ~ 현재

영암군민의날은 10월 30일로 군

민의 화합과 출향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영암군의 이미지를 드

높이기 위해 제정했다. 10월 29

일에는 영암군 산악회 주관 월출

산 바우제·영암국화축제 개막·월

출인 고향의 밤·축하쇼 및 전야

제, 10월 30일에는 기념식·읍면

대항·줄다리기·윷놀이·씨름·축

구 등 문예체육행사가 열린다. 기

념식은 군민의상·자랑스러운 월

출인의상·자랑스러운 공무원상·

효자상·효부상이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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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군민의날 입장식(1976년)

군기입장(1976년) 가마니짜기 대회(1976년)

제1회 군민의 날 시상(197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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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군민의날 농악놀이(1976년)

민속놀이(1976년)

달리기(1976년)

논노래(1976년)

태권도경기(197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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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군민의 날 그네뛰기(1977년)

제2회 군민의날 시가행진 - 소장자 덕진면(1977년)

개막식(197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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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군민의날 선수단 입장식(1977년)

씨름경기(1977년)

달리기(1977년)

입장식 (밴드)(1977년)

무장하고 달리기(197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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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군민의날 입장식(1977년)

면대항 가마니들고 달리기(1977년)

배구경기(197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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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군민의날 개막식(1978년)

입장식(1978년) 군기 입장(19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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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군민의날 마스게임(1978년)

그네뛰기 경기장(19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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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단 입장식(1983년)

선수단 입장(1983년)기수단 입장식(19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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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야제(1989년)

제14회 군민의 날(1989년)

달리기(1989년)

달리기(1989년)

선수단(1989년)

줄다리기(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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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군민의날 입장식(1991년)

시가행진(1991년)농악놀이(1991년)

선수단 입장식(1991년)

달리기(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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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궁대회(1991년)

제16회 군민의날 장사 씨름대회(1991년)

선수단(1991년)선수단(1991년)

농악놀이(1991년)널뛰기놀이 경연(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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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군민의 날 개막식(2005년)

농악놀이(2005년)

농악놀이(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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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군민의 날 시가행진(2005년)

씨름대회(2005년)

농악놀이(2005년)



322

제43회 군민의 날(2018년)

제43회 군민의 날(2018년)

제30회 군민의 날 전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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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군민의 날(2018년)

제43회 군민의 날(2018년)

제43회 군민의 날(2018년)



사진으로 본 

영암군 근·현대사
The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 Yeongam-gun



영산강 하굿둑 

대불산업단지

영암호 하굿둑

현대삼호중공업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

농공단지

6. 산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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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야

>> 영산강 하굿둑 

>> 대불산업단지

>> 영암호 하굿둑

>> 현대삼호중공업

>>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

>> 농공단지

영산강(1979년)

하구둑물막이공사(1981년 2월 28일)

영산강 하굿둑

영산강 유역 전역을 전천후 농토로 

바꾸기 위한 대역사를 추진하기 위

해 1978년 1월에 착공하여, 1981년 

12월 8일 준공되었다. 영산강지구 종

합개발계획 제2단계 사업의 핵심사

업으로 삼호읍 나불리와 목포시 옥암

동을 잇는 길이 4.315m, 높이 20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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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산업단지

삼호면 나불리·난전리에 있는 국가산

업단지이다. 영산강 하굿둑 준공으로 

농경지로 사용되었으나 1988년 대

불산업단지 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1989년 9월~1992년 5월 1단계 공

사, 1990년 8월~1995년 5월 2단계 

공사로 조성이 완료되었다. 총면적은 

11,524㎢, 산업시설 구역은 6,668㎢

이다. 입주업종은 음식료·섬유의복·

목재종이·석유화학·비금속·철강·기

계·전기전자·조선 등이다. 현재 삼호

중공업·현대미포조선과 관련된 선박

업체가 주요 구성기업이다.

 대불산단 공사전(1983년)

 대불산단 농경지(1989년)

 대불산단(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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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산단 전경(1992년)

대불산단(1991년도)

대불산단 전경(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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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항(1992년) | 삼호읍 난전리에 있는 대불국가산업단지(영암테크노폴리
스) 지원항구이다. 목포지방 해운항만청이 총괄관리하고 선석은 대한통운과 

세방에서 운영한다.

 대불산단 전경(2003년 5월 2일)

영산호 전경(2003년 5월 2일)

 대불항 전경(2003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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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산단(2004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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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불항과 목포
(2004년 7월 21일)

대불산단과 주거단지(2004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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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산업단지 전경(2006년)

노무현 제16대 대통령 대불산단 방문
(2004년 7월 29일)

서남권 신산업철도 개통식(2004년 3월 12일) 
삼호면 난전리 대불역 – 무안군 삼향읍 맥포리 
일로역간 12.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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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산단(2006년 7월)

대불산단 항공(200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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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불산업단지(2011년)

대불산단(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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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호 하굿독 전경(2006년)

영산호 하굿둑 전경(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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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삼호 해남산이면 최종물막이공사(1991년)

영암호 하굿둑

영암호는 영산강유역종합개발계획 

3-2단계 사업으로 영암군 삼호읍·미

암면과 해남군 산이면·계곡면·마산면 

일대에 조성된 호수이다. 영암호 하굿

둑은 삼호읍 삼포리 옛 황도에서 해남

군 산이면 구성리 민가도를 연결했는

데 깊이 2,219m, 높이 32.3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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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 가지마을 위성사진 - 현대삼호중공업 제공

삼호 용당리 가지마을 전경

현대삼호중공업

영암 방조제가 조성됨에 따라 1992

년 삼호지방공업단지 기공식을 갖고 

한라중공업에서 조선업을 이어오다 

1997년에 현대삼호중공업이 인수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 계열 조선업체로 삼

호읍 용량리에 분사와 본공장이 있고 

대불산단에 사외공장 등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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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지방공업단지 조성현장(1991년)

삼호지방공업단지 기공(1992년 6월 26일) 한라중공업 공사현장(1992년도)

한라중공업 공사현장(1993년)



사진으로 본 영암군 근·현대사  339

한라중공업 공사현장(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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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중공업(1995년)

한라중공업 골리앗크레인 가동식(1995년 7월)

한라중공업 공사현장(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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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중공업 첫 진수식(1996년 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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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로코 호텔 전경 - 호텔현대로 변경했다가 2017년 한앤컴퍼니에 매각되어 호텔현대 바이라한목포로 변경. 
삼호읍 대불로 91소재, 객실 208실(2003년 5월 2일)

현대 삼호중공업(2003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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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삼호중공업 전경(2017년)
(사진제공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전경(2010년대)

현대삼호중공업 사원아파트(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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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경주장 조성 전(2005년 4월)

자동차 경주장 조성 전(2006년)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코리아 인터내션날 서킷)

영암방조제 조성 뒤 서남해안관광레저

도시개발 계획 일환으로 2006년 착공, 

2010년 10월 22일 개장하여 2012년 

첫 F1국제자동차경주가 열렸다. 삼호읍 

에프원로 2(삼포리)에 있으며 수용인원 

12만 4천명, 설계자는 헤르만 틸케이

다. 서킷은 F1코스와 상설코스 두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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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공사장 항공사진(2009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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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2019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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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국제 자동차경주장

영암 F1경주

영암 F1경주 열띤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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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 농공단지(2008년)

신북 농공단지(2020년)

군서 농공단지(1994년)

신북농공단지

군서농공단지

신북면 갈곡리 일원에 1986년 8월 

착공, 1988년 5월 10일 준공 뒤 현

재 12개 업채가 가동중이다. 1986

년 8월 2일에 농공단지로 지정되었

으며 관리면적은 132㎢이며 산업시

설 구역은 120㎢이다.

군서면 월곡리 일원에 1991년 4

월에 착공, 1991년 12월 27일 준

공한 뒤 14개 업체가 가동중이다. 

1990년 7월 13일 농공단지로 지정

되었으며 관리면적은 134㎢, 이 가

운데 산업시설 구역은 10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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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특화농공단지

영암읍 망호리 48번지 일원에 공영

개발로 2014년에 착공, 2017년 6

월 12일 준공 뒤 8개 업체가 가동

중이다. 2014년 2월 13일 농공단

지계획이 승인고시 되었고, 단지면

적은 116,311㎡이고 유치업종은 

식품제조업·금속가공제품·제조업 

등이다.

군서 농공단지(2020년)

영암읍 특화농공단지 조성전(2020년)

영암읍 특화농공단지 조성전(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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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에서 바라본 남악신도시와 도청

기찬랜드와 금정뱅뱅이골

해창다리 기공식·준공식

신금대교

활성산 변천사

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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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삼호에서 바라본 남악신도시와 도청

무안 남악 전경 - 영암군 삼호면 나불리 하늘에서 본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일원(남악 신도시 개발 이전)(1991년)

남악 신도시(2020년)

남악신도시는 2005년 11월 11일 전라남도청과 

유관기관이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일대로 이전하

면서 계획된 신도시이다. 이전결정은 1993년이

다. 남악신도시 지역은 조선시대에는 나주목에 속

했다가 1906년에 무안군으로 편입되었다. 목포

시 부주동·옥암동·삼향동과 무안군 삼향읍 남악

리, 일로읍 오룡리 일대 간척된 땅에 조성하였다. 

면적은 14.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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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신도시 주거지구(2006년 4월)

전라남도청 – 2005년 11월 11일 이전 개청식을 했다.(200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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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회문리 용치골 항공사진(2006년 8월 16일)

영암읍 회문리와 월출산(200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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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치골 작업현장(2008년 4월 11일)

회문리 용치골 항공(2007년 4월 1일)

용치골 개장식(2007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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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치골 유원지 조성현장(2008년 5월 22일)

월출산 기찬랜드(2009년)

월출산 기찬랜드

2006년 영암읍 회문리 94번지 일원을 중심으로 착공하여 

2007년 7월 개장 후 현재에 이른다.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국립공원 월출산의 왕성한 기(氣)

와 천황봉 자락 계곡의 맥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청정수를 

활용하여 조성하였다. 67,000㎡ 부지에 자연형 풀장, 산림

욕장, 가야금테마공원 한국트로트 가요센터, 조훈현 바둑

기념관, 웰빙 기 도로, 펜션, 체육시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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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금산조기념관

조훈현 바둑기념관한국트로트 가요센터

월출산 기찬랜드(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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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뱅뱅이골(2009년)

금정 뱅뱅이골(2011년)

금정 뱅뱅이골 기찬랜드

금정면 연소리 뱅뱅이골은 조성 전에

도 많은 사람이 찾던 곳으로 계곡과 숲

을 이용하여 2009년부터 조성하여 

2013년 개장했다. 삼림욕장과 물놀이

시설, 자연학습, 생태체험을 할 수 있

다. 풀장, 물놀이, 미끄럼틀, 평상 28동 

정자 8동 등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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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면 뱅뱅이골 현장(2012년 4월 20일)

금정 뱅뱅이골 기찬랜드 풀장(2013년)

금정 뱅뱅이골(2018년)

뱅뱅이골 기찬랜드(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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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창다리 기공식(1963년 6월 26일) 

해창교 준공식(1966년)

해창교 준공식(1966년 9월 16일)

해창다리 통행(1966년)

해창다리 통행 첫 버스(1966년)

해창다리 기공식·준공식

군서면 해창리 원해창 마을에서 

덕진면 용산리 우도마을로 연결

된다. 1963년 6월 16일 기공식

을 하고 1966년 9월 16일 준공

식을 하였다. 해창(海倉)은 조선 

후기의 세곡 창고로 영암군 일대

에서 생산된 대동미 등 세곡을 해

창에 모았다가 한양으로 출발한 

곳이다. 

일제강점기 초기에 해창 제방이 

만들어졌으나 중앙은 터놓은 상태

에서 나룻배가 다녔다. 1970년대 

초반까지 목포를 왕복하는 여객선

이 하루 2회 운항했는데, 약 두 시

간 반이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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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공원(1978년)

현충일 기념식(2019년) | 1960년 
3월 1일 충혼탑, 1984년 4월 영암 
3·1운동 기념비, 1993년 융성정
(隆成亭), 1998년 2월 23일 6·25 
수복기념비, 4월 무공수훈비를 건
립했다.

현충일 기념식(1978년)

영암공원(1975년) | 영암읍 동무리에 있는데 200여 그루 해송숲
으로 둘러있다. 조선시대 영암군의 군수와 전라도 관찰사 등의

공적비가 모아져 있다가 현재는 영암향교로 이전 보전되어 있다.

현충일 기념식(19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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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금대교

시종면 신학리와 서호면 금강리를 

잇는 다리로 2006년 3월 2일 착공, 

2012년 1월 30일 준궁하였다. 총연장 

680m, 다리너비는 13.5m이다.

신금대교 착공전(2006년)

신금대교 공사(2009년)

신금대교 준공(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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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산 변천사(구 서광목장)

금정면 연소리 산340번지 활성산(해발498m) 

일대에 660만㎡ 규모의 목장으로 운영중 

1998년 외환위기로 도산 후 2004년 영암목장

으로 바뀌었다가 현재는 풍력발전소와 태양광

발전소 부지가 되었다.

활성산 서광목장(2000년)

풍력발전소 변화된 활성산(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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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출산(1973년) | 영암군에는 영암-순천간 고속도로와 국도 13호선·2호선·23호선, 
지방도 49호선·801호선·806호선·819호선·821호선·820호선·810호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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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월출산 | 월출산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명산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라때부터 국가에서 제사를 지냈다. 호남의 소금강으로 
일컬어지며 월내악(月奈岳), 월생산(月生山), 월내산(月奈山), 조계산(曹溪山) 등으로 불린다. 영암읍과 군서면, 강진군 성전면에 걸쳐있다. 
1972년 1월 29일 전라남도 기념물, 1988년 6월 11일 국립공원 제20호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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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스포츠 인프라

전라남도민체육대회

8. 스포츠 인프라



368

영암군 스포츠 인프라

>> 도민체육대회 

  경기 장면 등

영암실내체육관 준공(1992년)  | 영암읍 영암로 1527 (교동리). 1992년 9월 16일 완공하였다. 
부지면적 13,213㎡, 건축연면적 8,751㎡, 경기장면적 1,968㎡로 당시 호남지역 최대이다. 관람석은 2,540석이다. 
2008년 제89회 전국체전 때는 세팍타크로 경기장으로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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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운동장 조성전 영암읍 구더리 방죽(1977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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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공설운동장(2007년)

영암군 공설운동장(2009년)

영암읍 공설운동장(2013년도)

영암읍 공설운동장(200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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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읍 공설 운동장(2019년)

영암읍 공설운동장(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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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 아크로 골프장(2006년) | 금정면 안적동길 403(세류리) 소재. 2003년 10월 1일 회원제 골프장으로 개장하였다. 
개장 당시 18홀[72파] 규모 6,863m 코스였고, 2005년 3월 퍼블릭코스 9홀이 준공되었다. 2008년 1월부터 대중골
프장으로 전용하였다. 면적은 138만 8,9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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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주거단지 스포츠 구장(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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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한문화공원 야구장부지(2013년)

마한문화공원 야구장부지(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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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 삼포지구골프장 조성현장(2014년)

삼호 삼포지구골프장 조성(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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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 파크골프장(2020) | 36홀(야간경기는 
18홀, 12시까지 개장, 전국최초)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2016년 9월 9일 개관)(2020년)

영암 장암 파크골프 부지 전경
(장암초등학교터)(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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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체육대회

전남도민의 체육축제인 제57회 전라

남도 체육대회가 최초로 영암에서 열

렸다. 체육인의 화합 한마당의 축제는 

22개 시·군에서 7천여 명의 선수단

이 참가한 가운데 2018년 4월 19일

부터 22일까지 4일간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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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 채화식 및 봉송

전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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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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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 현재

9. 재난재해

가뭄피해 극복(1968년) 100년이래 큰 작년가뭄의 상처도 거의 아물려는 요즈음 또다시 가뭄이 

겹쳐와 농민들은 장비와 인력을 총 동원하여 또 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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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재해

>> 1960년대 ~ 현재

금정 한해지구 공동노동(1963년)

한해대책(1966년)

가뭄

자연재해 가운데 가뭄은 1967년 9월 

영암군 논의 80% 이상이 타격을 입

었다. 두 달 이상 계속된 가뭄으로 대

흉작이 들었다. 1978년 5월에는 봄

가뭄이 들어 피해가 심했고 덕진면 덕

진리 영암천에 간이댐을 건설했다. 

1982년 6월 가뭄은 전남지역 강수

량이 282.1㎜에 불과하여 영암군도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 1994년 7월

에는 전남 강수량이 예년 절반수준의 

195㎜에 불과해 영암군 일대에 겨우 

모내기를 마친 논과 고추·콩·채소 등 

밭작물에 큰 피해를 입었다. 2008년 

9월 이후 비가 거의 오지 않고 고온 

현상까지 겹쳤고 일부 저수지는 5% 

아래로 저수율이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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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 양수작업으로 산을 넘고 있다(1968년)

덕진면 지역 한해 들샘파기(1967년)

가뭄으로 어렵게 양수작업한 논에 햇불을들고 이앙작업(1968년) 광목호수를 만들어 양수작업(196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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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을 동원 한방울의 물이라도(1968년)

들샘을 파고있음(1968년) 논에 릴레이 식으로 물을나름(1968년)

물을 품고있는 농민(196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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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굴착(1968년)

하천 굴착을 위해 소까지 동원(1968년)

삼호 서창지역 양수작업(196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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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하천굴착장면(1968년)

학생들까지 동원 양수작업(1968년) 호미 모를 심고있는 학생들(196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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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 다리에서본 한해대책(1970년대)

가뭄극복(1970년대)

관정개발(197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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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면 가뭄극복현장(197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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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면 한해대책 현장(197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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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읍 가뭄극복(1970년대)

한해대책(1970년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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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대책(1970년초)



392

가뭄극복을 위한 다단식 양수작업 - 영암춘양리(1978년)

양수작업(1978년) 한해대책(1978년)

덕진면 금강1구 한해 - 소장자 덕진면(19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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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극복(1978년대)

가뭄(1980년대)

다단 양수작업(19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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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대책(1981년)

못자리 물대기(19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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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대책(19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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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수해 - 군서면 모정리 앞들 농경지 침수(1989년)

7월 수해 - 군서면 양장리 학파들 농경지 침수(1989년) 7월 수해 - 군서면 모정리 검주리들 농경지 침수(1989년)

7월 수해 - 금정면 연소리 세월교(마을진입로) 침하(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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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수해복구 - 금정면 월평리 금천천(1989년)

7월 수해복구 - 금정면 용흥2구 금천천 제방 응급복구(1989년)

7월 수해복구 - 도포면 봉호2구 도로유실 응급복구(1989년)

7월 수해복구 - 금정면 아천리 비알보 유실 응급복구(1989년)

7월 수해복구 - 금정면 안로3구 새마을도로 응급복구(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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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극복 현장(199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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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극복 현장(199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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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산 가뭄극복 현장(199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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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대책(199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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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종 구산 하구둑제방 복구 현장(2004년)

태풍메기 덕진에서본 영암읍 들녘(2004년 8월 18일)

태풍메기 영암 대신리 침수(2004년 8월 18일)

수해복구장(2004년)

태풍

제15호 태풍 메기는 2004년 8월 18

일 영암군 일대에 평균 326㎜, 최고 

금정면 431㎜ 강우량을 보였다. 71

세대 87명의 이재민 발생, 시종면 8

㎢, 도포면 6.4㎢ 등 논 34.35㎢가 잠

기고 온실 8만 5,000㎡가 피해를 보

았다. 영산강둑 두 군데가 무너졌다. 

피해액은 240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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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읍 소재지 침수현장(2004년)

 태풍메기 금정면 소재지 침수현장(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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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메기 영암대신리 침수(2004년)

태풍 메기 수해복구(2004년)

태풍 메기 영암대신들녘 침수(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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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피해 복구(2005년)

폭설

2005년 12월 4일부터 20일 동안 내

린 기록적인 폭설로 97.8㎝의 눈이 내

려 약 396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특히 

도포·시종·신북면 등을 중심으로 하

우스농가·인삼밭·오리농가·특용작물 

재배농가 등이 큰 피해를 입었다.



406

폭설피해 복구(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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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종 원만수 인삼밭 폭설 피해복구(2008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방역 소독(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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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제현장(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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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피해 복구(2011년)
2010년 12월 3일부터 2011년 1월 1일 사이 
40.1㎝의 눈이 내려 비닐온실·인삼재배시설·

축사 등이 무너져 약 68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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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라벤 태풍피해(2012년)

태풍

2012년 8월 28일부터 30일에 걸쳐 

제18호 태풍 볼라벤, 제14호 태풍 덴

빈이 연달아 영암 일대를 덮쳤다. 볼

라벤은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을 동

반했다. 두 번의 태풍으로 313.8㎜의 

폭우가 내려 주택 41동 전파 또는 반

파되고 25세대 70명 이재민, 과수농

가에서 대봉감 6.2㎢, 배 4.8㎢, 무화

과 2.07㎢, 벼 17.65㎢가 물에 잠기

거나 피해를 보았다.



사진으로 본 영암군 근·현대사  411

볼라벤 태풍피해(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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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포 AI발생지역 현장(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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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피해복구(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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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후기

“어제도 역사가 된다”라는 말이 있다. 지나간 시절은 그 어느 것, 그 어떤 때이든 돌아

보면 역사자료가 된다는 말일 게다. 특히 사진은 바로 볼 수 있고, 비교할 수 있고, 회상

할 수 있기에 그 “어제”의 자료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진 한 장이 

중요한 역사문화 현장을 고증하고 복원하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 그만큼 사진은 근현대

사 자료로서 중요하다.

영암군에서는 이 같은 사진자료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수집과 정리에 관심을 

기울였다. 1991년에는 그 시점까지 영암군청에 보관 중이던 홍보기록사진을 정리하여 

분리하였다. 

 필름을 찾고 모으는 작업에서부터, 인화한 사진을 토대로 일시와 장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적어 나갔다. 그리고 오래된 영암 사진이 있다고 하면 달려가서 모으거나 “접

사” 방식의 재촬영을 하였다. 그래서 조금씩 모여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기간을 정해 

놓은 게 아니고, 일상업무를 하는 도중에 틈틈이 작업을 하였기에 일의 추진은 생각보

다는 더디었다. 이렇게 시작한 “영암 사진 자료 모으기 작업”은 “사진으로 본 영암 근현

대사” 발간 사업 계획이 수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전판성선생의 유족은 그가 평생 담아온 영암 사진 자료를 조건 없이 내주었다. 

처음 함께 시작하고 지금도 기록사진 촬영에 여념이 없는 강평기가 분류하면서 사진 

속에 담긴 이야기를 읽어냈고, 편집하였다. 

청 내 실과에 통지하여 옛 사진을 모아 달라고 하였고, 읍면과 문화원, 향교, 학교, 기

관 등지에도 통문을 보냈다. 소식을 들은 주민은 물론 출향민이나 영암에 연고가 있던 

분들도 동참해 주었다. 멀리 경상도에서도 사진을 보내왔다. 

문제는 사진 속의 정보를 읽어내는 작업이었다.  지역의 원로를 비롯한 몇몇 분

을 자문위원으로 모셨다.  개설이나 사진 설명은 디지털영암문화대전(yeongam.

grandculture.net)이나 각종 향토지와 학술조사 자료, 각급 기관단체의 누리집 등을 

참고하였다.

사진에 담긴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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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진도 모으면 내일의 영암 역사가 된다.

“사진으로 보는 영암 근현대사” 정리를 계기로 그 안에 실린 “사진”에 대한 역사문화

정보와 사회사정, 생활사의 현장 이야기를 개관해 보았다. 보다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본문에 실은 개별 사진의 해설도 낱낱이 검토를 했지만 아쉬운 점

은 남는다. 그때그때 촬영 당시의 기록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 지역의 어르신들을 통

해 사진의 정보를 더 알아보았으면 하는 아쉬움, 더 오래된 사진이나 희귀한 사진도 있

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 좀 더 시간을 갖고 차분히 진행했으면 하는 것도 하나의 아쉬움

이다. 그런데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이렇게 사진을 모아 한 권으로 향토의 근현대사를 

풀어내는 일은 어디에 내놓아도 드러낼 만하다. 그것도 영암 군정의 중심이라 할 영암

군청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성과라 박수를 보내고 싶다. 

부족한 것은 깁고 꿰메어 나가면 될 것이다. 혹자는 “지난번에 우리 집에서 이 사진 보

다 오래된 것을 보았는데”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 그런 걸 계속해서

또 모아야 한다. 그리하여 제2, 제3의 “영암 근현대사 사진 향토사”가 발간되어야 한

다. 아울러 기록사료관을 만들고 인터넷 시스템을 통한 자료관, 보통 “디지털아카이브”

라고 하는 그런 체제를 도입하여 누군들 어느 곳에건 영암 향토학 현장을 사진으로 보았

으면 한다. 당연히 영암 군민이 주인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오늘의 사진도 모으면 내일

의 영암 역사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암 군민은 영암 역사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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