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연 혁
History



연 혁

연 대 연  혁

B.C   3-4세기경 ㅇ 삼한(三韓)중 마한(馬韓)에 속함

A.D  350 ㅇ 근초고왕 5년 백제영역

475 ㅇ 장수왕 63년 국원성 (일명 미을성, 완장성)

550 ㅇ 진흥왕 11년 국원성에 목(牧)설치

557 ㅇ 진흥왕 18년 국원소경으로 개칭 

685 ㅇ 신문왕   5년 중원소경으로 개칭

757 ㅇ 경덕왕 16년 중원경으로 개칭, 신라의 중앙표방

940 ㅇ 고려태조  23년 충주부로 개칭

983 ㅇ 성종   2년 12주(州)중 하나인 충주목으로 개칭

995 ㅇ 성종  14년 중원도를 설치 절도사(節度使) 배치

1018 ㅇ 현종   9년 8목(牧)중 충주목 설치

1254 ㅇ 고종  41년 국원경으로 개칭

1277 ㅇ 충열왕   3년 충주성 개축때 성벽에 연화를 조각하여 예성이라     

     부르게됨

1395 ㅇ 조선태조 4년 충청도로 개칭 충주에 도감영(道監英) 설치

1449 ㅇ 세종  31년 충청좌도, 우도를 변경 좌감사 배치 (목사를 겸함)

1602 ㅇ 선조  35년 충청도 감영을 공주로 이전

1896 ㅇ 고종  33년 관찰사를 배치 충청북도 도청 소재지가 됨

1908. 6. 5 ㅇ 순종   2년 도청을 청주로 이전, 군수 배치

1956. 7. 8 ㅇ 충주군 충주읍에서 충주시로 승격 (법률 제389호)

     그외 지역은 중원군으로 분리되었음

1995. 1. 1 ㅇ 도, 농복합 형태의 충주시 발족 (법률 제4774호)

     충주시와 중원군이 충주시로 통합되었음

1. 충주시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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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Brief History Chronological

ㅇ Belonged to Ma-han out of sam(three) Hans B.C    3rd-4th

century

ㅇ King Geunchogo 5th year belonged to the region of Baekje A.D 350

ㅇ King Jangsu 63rd year named Gukweon-Seong 475

    (or Mieul-Seong, or Wanjang-Seong)

ㅇ King Jinheung 11th year stationed Mok in Gukweon-Seong 550

ㅇ King Jinheung 18th year renamed Gukweon-Sogyeong 557

ㅇ King Sinmun 5th year renamed Jungweon-Sogyeong 685

ㅇ King Gyeongdeok 16th year renamed Jungweon-Gyeong signifing 757

    the center of Silla

ㅇ The founder of Koryeo 23rd year renamed Chungju-Bu 940

ㅇ King Seongjong 2nd year renamed Chungju-Mok out of 12 Jus 983

ㅇ King Seongjong 14th year stationed Jungweon-Do and posted governor 995

ㅇ King  Hyeonjong 9th year stationed Chungju-Mok out of  8Moks 1018

ㅇ King Gojong 41th year renamed Gukweon-Gyeong 1254

ㅇ King Chungyeol 3rd year called Yeseong because in rebuilding 1277

     Chungju castle caved the lotus on the wall of the castle

ㅇ The founder of Yi dynasty 4th year renamed Chungcheong-Do and 1395

    stationed provincial government

ㅇ King Sejong 31st year changed to Chungcheong Jwado Wudo, stationed 1449

    Jwa governor and hold Mok governor at the same time

ㅇ King, Seonjo 35th year moved to Gongju Chungcheong provincial 1602

    government

ㅇ King Gojong 33rd year stationed provinicial governor of
   Chungcheongbuk-Do

1896

ㅇ King Sungjong 2nd year moved provincial government to Cheongju and 1908. 6. 5

     posted governor in Chungju-Gun

ㅇ Raised to Chungju-Si (The law No.389) 1956. 7. 8

     The other area separated from it, named Jungweon-Gun

ㅇ Starting of Chungju-Si of urban & rural mixed form 1995. 1. 1

     (The law No. 4774)

1. The Brief  History of  Chungju-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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