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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 연혁

나주시의 삼한시대, 통일신라, 고려시대, 조선시대, 1900년대 초, 1980년대,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에 관한 나주시의 정보를 소개합니다.

삼한시대

마한 54개 소국에 속하고, 백제시대에는 발라�통의라 칭하였

다.

통일신라시대

금성군(일명 금산)이라 칭하다가 903년(효공왕 7)에 나주라

개칭 되었으며 후삼국시대에는 후백제의 영지였다.

고려시대

983년(성종 2)전국 12목(�) 중의 하나로 나주목이 설치되었으며 995년(성종 14)에 이르러 병마절도사를 두어 군대의 칭호를 진해군이

라 하였다.

1011년(현종 2) 거란의 침입으로 잠시 피난왕도가 되었으며(기간 1011년 1월 13일�1월31일까지) 1018년 전국8목중 하나로 나주목

이 되어 1895년까지 계속되었다.

조선시대

세조 2년(1457년) 병영의 하부조직인 거진(��)을 설치하고 진장(��)인 병마사(���)는 목사(��)가 겸임하였으며.

효종 8년(1657년) 나주거진(����)을 전라우영(��우��)으로 개편함으로써 우영장(���)을 두어 2군 8현의 군비를 장악하

게 한바, 관할 구역이 확대되어

고종 32년(1895년) 5월 갑오경장 후 근대적인 지방행정제도 개혁에 따라 목사(��)와 우영장(��� )을 없애고 나주군수(���

�)를 두고 나주관찰부(�����)를 설치하였다..

1900년대 초

1914년 3월 1일 행정구역 변경으로 남평군(���) 일원과 함평군(���)의 적량(��),장본(��). 여황(��)과 광산군 소지면 송

록리(��� ��� ���), 송하리(���)를 편입(43�).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1913.12.29.공포)로 부군면(���) 폐합에 따라 19�이 됨

1929년 4월 나주(��),나신(��) 양면을 병합하여 나주면이 됨(18�)

1931년 11월 1일 부령 제132호(1931.10.20 공포)로 나주면이 나주읍으로 승격하여 1� 17�이 됨.

1937년 7월 1일 부령 제80호(1937.6.28.공포)로 영산면이 영산포읍으로 승격하여 2� 16�이 됨.

8�15 해방후 1949년 8월 14일 대통령령 제161호(1949. 8. 13 공포)로 삼도면, 평동면, 본량면이 광산군으로 편입되어 2� 13�이

됨.

1971년 5월 19일 나주군조례 제385호(1971. 5. 19 공포)로 다도면 다소출장소와 봉황면 남부출장소가 설치되어 2� 13� 2� 출장

소 188동리 435운영동리 671자연마을로 됨.

1980년대

1981년 7월 1일 법률 제3425호(1981. 4. 13. 공포)로 나주읍·영산포읍이 금성시로 승격하여 나주군에서 분리 (� : 11동, � : 13면 2

개 출장소)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1983.1.10. 공포)로 나주군 문평면 청정리 ·운봉리·신광리 및 옥당리 일부를 다시면에 편입

1986년 1월 1일 법률 제3978호(1985.12.28. 공포)로 금성시를 나주시로 시 명칭 변경

1990년대

1995년 1월 1일 법률 제4774호(1994.8.3. 공포)로 나주시·나주군 통합 13면 11동 2개 출장소

1995년 3월 1일 법률 제4789호 (1994.12.20. 공포)로 남평면이 남평읍으로 승격 1읍 12면 11동 2개 출장소

1996년 2월 10일 나주시조례 제169호(1996.2.10. 공포)로 나주시 삼도동 일부를 금천면에 편입

1996년 6월 24일 나주시조례 제184호(1996.6.24. 공포)로 반남면 하촌리를 성계리로, 다시면 신풍리를 회진리로 리 명칭 변경

1998년 10월 1일 나주시조례 제314호(1998. 9. 14. 공포)로 향교동·금남동· 남산동을 금남동으로, 성북동·송현동을 성북동으로, 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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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0월 1일 나주시조례 제314호(1998. 9. 14. 공포)로 향교동·금남동· 남산동을 금남동으로, 성북동·송현동을 성북동으로, 영산

동·부덕동을 영산 동으로, 이창동·가야동을 이창동으로 통폐합 나주시조례 제313호(1998.9.14. 공포)로 다도면 다소출장소, 봉황면 남

부출장소를 폐지(1읍 12면 6동)

1999년 9월 28일 나주시조례 제360호(1999. 9. 28. 공포)로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 일부를 남평읍 평산리로, 산포면 등수리 일부를 남

평읍 교원리로, 왕곡면 신원리 일부를 세지면 죽동리에 편입

2000년대

2001년 5월 2일 나주시조례 제424호(2001. 5. 2. 공포)로 노안면 학산리 5개 리를 7개리로 분구

2003년 7월 1일 나주시규칙 제310호(2003. 7. 1. 공포)로 성북동 22개통 98개반을 23개통 108개반으로, 이창동 22개통 74개반을 22

개통 79개반으로 조정

2005년 5월 20일 나주시조례 제574호(2005. 5. 20. 공포)로 남평읍 교원리 3구를 3구와 4구로 분구

2007년 3월 7일 나주시규칙 제375호(2007.3.7. 공포)로 성북동 10통3반을 성북동 24통 25통으로 통 신설

2008년 11월 3일 나주시조례 제745호(2008.11.3.공포)로 세지면 내정리 1구를 1구와 3구로, 산포면 등수리 1구를 1구와 2구로 분구

2009년 11월 20일 나주시규칙 제443호(2009.11.20.공포)로 영산동 23통을 영산동 23통, 24통으로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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