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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시대

삼한의 부족국가시대에는 마한의 세력권에 있었다.

삼국시대

백제의 세력확장으로 근초고왕 연대(346~375)에 백제에 병합되어 물아혜 군이였고, 신라 경덕왕대에는 면주에 속했다. 삼국말엽 고려
태조가 수군을 이끌고 이곳을 거쳐 영산강을 거슬러 올라가 나주에 이르렀다는 기록이 있다.

지명의 유래는 나주의 남쪽 포구(남포)라 하여 이곳을 목포(남포→맑포→목포)라 부르게 되었다는 설이 있지만 그보다는 지형이 마치 목
처럼 중요한 역할을 해서 목개라고 부르던 것을 한자로 써서 목포라고 하는 설이 더 유력하다. 
※ 실제로 목포입구에 큰목(대항), 작은못(소항)이라는 지명이 있다.

고려시대

혜종 3년(946)에 물양군이라 개칭하였다가 6대 성종조(995)에는 해양도 원라주목 무안현에 속했으나 그후 제8대 현종조(1018)에 전라
도의 한 지역이 되었다. 고려말에 이르러 나주 수진이 외방으로 나오면서부터 이곳은 전략상 요충지로 지목되었다.

조선시대

예종조(1632)에 전라주도, 인조조에 광남도, 영조조(1728)에 전광도의 행정구역에 속했는데 나주지방에 이르는 해로의 입구인 이 곳 목
포지방에는 임진왜란때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숱한 전설과 수군진영의 유적을 남겼다. 수군진영의 수장은 만호라 하였는데 목포만호는
전라 15만호 중 수문장이라 일컫고 고하, 비금, 팔금, 도초, 안좌(기좌), 안창, 자은, 장산, 하의, 암태, 우이, 흑산의 12도를 관리했다.

1895년(고종 32년)에 무안군에서 성립하고 1897년 10월 1일(광무 원년)에 개항하여 무안항 또는 목포부라 부르게 되었다. 목포만호는
진영소재지역의 일반행정도 장리했는데 직접 관할에 속했던 곳은 관해, 용당, 산정, 죽교(쌍교), 목포의 5구역이었으며, 이즈음에 외국
인의 거주와 무역을 허락하여 일본을 비롯한 영국, 미국인 등 외국인 다수가 입주하게 되었다.

1899년 호안석축공사가 일부 완공되었으며 1905년에는 해상교통에 처음으로 기선을 사용하였고, 1906년 목포~서울간 도로공사를 착
공하여 1911년 서울까지 도로가 개통되었다.

상수도는 1898년 개항 이듬해 유달산남쪽의 계곡에 소규모의 제방을 쌓고 목관 또는 죽관으로 급수시설을 갖춘 것이 처음이었으나 충
족치 못하고, 1908년에 비로소 상리에 제1수원지, 금동 소재 유달산 계곡에 제2수원지를 만들어 1911년 5월 상수도시설이 완비되었다.

일제식민시대

1910년 10월 1일 목포부로 개칭하였고 관할구역은 위 목포에 한하였으나 1932년 무안군 이로면 죽교리 전역 산정리 일부를 병합하여
8.6㎢의 면적으로 확장인구 6만으로 전국 6대 도시의 하나가 되었다.

1호남선 철도의 부설은 개항시부터 각계의 관심사가 되어 1904년에 서연순이 부설특허를 받았으나 일본인의 한국진출에 따른 이득권
개입으로 좌절되고 우여곡절 끝에 1910년 1월 대전에서 구간착공을 하고 목포에서는 1911년 학교까지의 구간을 착공하여 1913년 5월
15일에 준공을 보았으며 1914년 1월 14일에 전선이 개통되었고 1921년에는 영업용 자동차가 등장하였다.

8·15 광복 이후

1948년 4월 1일 왜색이 농후한 (정)을 동으로 단위구역명칭을 개정하였고, 1949년 8월 15일 지방자치법의 공포시행에 따라 목포부를
목포시로 개칭하고 1952년 4월 25일 제1회 지방선거로 시의회 구성과 함께 민선시장을 선출했다.

1960년도의 시면적은 10.4㎢, 행정동은 23개동, 22,878가구, 129,667명이었다.

1963년 1월 1일 무안군 이로면 일부를 합병하여 용당리, 상리를 이로동으로, 도서부인 달리, 눌도동 13개 도서를 충무동으로 편성하였
으며 1970년 7월 1일 산정1동의 남부를 분동, 연동을 신설하였다.

목포소개 > 역사/지명유래/문화재 > 역사/지명유래역사/지명유래

(http://www.mokpo.go.kr)

/www/introduce
/www/introduce/history
/www/introduce/history/origin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호) 무안군 삼향면 석현리를 이로동으로 합병하였고, 1975년 7월 5일 해방이후 사용하던 재건반을 통
단위로 반편성을 새로이하여 301개통, 1382개반으로 설정하였으며, 1979년 5월 1일 용당동을 국도간선도로를 경계로 용당1․2동으로
분동하여 시행정동은 27개동 352개통 1720개반으로 증설되었다. 또 1987년 1월 1일 대통령령 제12007호(1986년 12월 23일 공포)로
무안군 삼향면 대양리, 옥암리를 편입하였다.

대양동, 옥암동, 석현동 일부를 합하여 1994년 7월 6일 과대동인 이로동을 용해동과 상동으로 분동하여 시행정동은 29개동 508개통
2,353개반으로 증설되었다.

1997년 1월 1일 목포시 조례 제1805호에 의거 용당1동, 용당2동, 산정2동을 제외하고 기존의 29개동을 26개동으로 조정되고, 2006년 8
월 7일 목포시 조례 제2322호에 따라 용당1동․산정2동을 용당1동으로, 북교동․무안동․남양동을 목원동으로 유달동․충무동을 유달동으
로 통합하여 기존의 26개동을 22개동으로 조정되었으며, 2011년 12월 26일 목포시 조례 제2715호에 따라 옥암동을 옥암동과 부주동으
로 조정되었다.

또 시의 면적은 지적법 제15조에 의거 삽진산업단지 매립 및 신도심 2단계 택지 개발 사업으로 0.89㎢, 2001년 북항동 신안비치아파트
뒤편 공유수면 매립으로 0.17㎢, 2002년 소삼학도 호안축조공사로 0.11㎢, 해변로 공유수면 매립으로 0.06㎢, 충무동 신항매립으로
0.67㎢, 2006년 영산강하구언 도로확장 공사로 0.03㎢가 증가하였으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목포신외항
연결도로 사업으로 0.04㎢, 북항 해경 어업지도선 부두공사로 0.04㎢가 증가해 총면적 51.58㎢이며, 시행정동은 23개동 591개통 2,554
개 반이다.

그동안 일반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고, 인구증감 및 아파트 신축과 세대 증가 등으로 통반신설 및 재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주민 편
의와 효율적인 행정조직 관리를 위하여 통반을 조정하여 온 결과 2017.3.20.기준 현재 시행정동은 23개동 591통 2,559개 반으로 조정되
었다.

요약

상고시대
삼한의 부족국가시대에는 마한의 세력권에 속함

삼국시대
백제 근초고왕 연대(346~375) 백제에 병합되어 물아혜군에 속함 신라 경덕왕대 면주에 속함
지명의 유래는 나주의 남쪽 포구(남포)라 하여 이곳을 목포(남포→맑포→목포)라 부르게 되었다는 설이 있지만 그보다는 지형
이 마치 목처럼 중요한 역할을 해서 목개라고 부르던 것을 한자로 써서 목포라고 하는 설이 더 유력하다.
※ 실제로 목포입구에 큰목(대항), 작은못(소항)이라는 지명이 있다.

고려시대
혜종3년(946) 물양군이라 개칭
6대성종조(995) 해양도 원라주목 무안현에 속함
8대현종조(1018) 전라도의 한 지역이 됨
* 고려말 이르러 나주 수진이 외방으로 나오면서부터 이곳은 전략상 요충지로 지목되었다.

조선시대
예종조(1632) 전라도에 속함
인조조 광남도
영조조(1728) 전광도에 속함
고종32년(1895) 무안군에서 성립
1897.10.1 개항하여 무안항 또는 목포부라 부름
1906~1911 목포~서울간 도로 개통
1911년 5월 상수도 시설 완비

일제식민시대
1910.10.1 목포부로 개칭
1932. 무안군 이로면 죽교리 전역 산정리 일부 병합 (전국 6대도시의 하나가 됨)
1914.1.22 호남선 철도 개통

8·15 광복 이후
1948.4.1 동으로 단위구역명칭 개정
1949.8.15목포부를 목포시로 개칭
1952.4.25 제1회 지방선거로 시의회 구성과 함께 민선시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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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4.25 제1회 지방선거로 시의회 구성과 함께 민선시장 선출
1963.1.1 무안군 이로면 일부를 합병
1973.7.1 무안군 삼향면 석현리를 이로동으로 합병
1987.1.1 무안군 삼향면 대양리, 옥암리를 편입
1994.7.6 이로동을 용해동과 상동으로 분동 (29개동)
1997.1.1 29개동을 26개동으로 조정
1998.8.25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2004.4.1 KTX 서비스
2006.8.7 26개동을 22개동으로 조정
2011.12.26 옥암동을 옥암동과 부주동으로 조정 (23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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