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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연

혁

1. 전주(全州)의 연혁(沿革)

■ ～3세기 (三
■ ～6세기말 (百
■ 660년 (
■ 685년 (新羅
■ 757년 (新羅
■ 892년 (新羅
■ 936년 (高麗

韓
時
濟
時
義慈王
神文王
景德王
眞聖王
太祖

代)
代)
20년)
5년)
16년)
6년)
19년)

북방 20㎞ 지점에 마한이 도읍함
완산이라 부름
나당군, 백제왕도를 함락함
완산주를 둠
완산주를 전주라 개칭함
견훤(甄萱)이 도읍하여 「후백제」라 부름
왕건(王建)이 후백제를 멸하고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를 둠

(高麗
(高麗
(高麗
(高麗

太祖
成宗
成宗
成宗

23년)
2년)
12년)
14년)

다시 전주로 개칭
전주목을 둠
승화절도사(承化節度使)를 둠
강남(江南) 해양(海陽)의 2도로 나누고 전주는 순의군(順義軍)이라 하여 강남도에 속함

■ 1005년 (高麗
■ 1018년 (高麗

穆宗

8년)

顯宗

9년)

전주 절도사를 둠
강남, 해양,양도를 합하여 전라도라 하고 전주는 안남대도호부(安南都護附)
라부름

■ 1338년 (高麗
■ 1392년 (朝鮮朝
■ 1403년 (朝鮮朝
■ 1410년 (朝鮮朝

辛禑王
太祖
太宗
太宗

)
원년)
3년)
10년)

최유경(崔有慶) 전주 부성을 쌓음
완산 유수부를 둠
전주부라 부름
이태조 어용진전(御容眞殿)을 창건(동왕 12년 진전이라 부름)

■ 1439년 (朝鮮朝
■ 1442년 (朝鮮朝
■ 1473년 (朝鮮朝
■ 1592년 (朝鮮朝

世宗
世宗
成宗

21년)
24년)
1년)

宣宗

25년)

전주 실록각(實錄閣)을 설치
진전을 경기전으로 개칭
전주사고 건립
태조 영정, 사고전적(史庫典籍)을 묘향산(妙香山)으로 옮김. 7월, 이치, 웅
치에서 왜병을 막음이라 부름

■ 1597년 (朝鮮朝

宣宗

30년)

8월 왜군이 입성, 경기전등 파괴함

■ 1641년 (朝鮮朝
■ 1675년 (朝鮮朝
■ 1734년 (
■ 1767년 (

光海君
肅宗
英祖
英祖

6년)
원년)
10년)
43년)

경기전 중건
위봉산성 창축
부성의 개축, 남문을 명견루(明見樓)라 부름
정해년 대화(丁亥大火)로 성문루 소실, 남문․서문․중건․풍남문(豐南門)․패서문(沛西門)으로 고침

■ 1771년 (

英祖

47년)

조경묘 창건, 이씨 시조 위패를 봉안

英祖
■ 1775년 (
純祖
■ 1812년 (
高宗
■ 1894년 (
■ 1906년 (光式
■ 1914년 10월 1일
■ 1930년 6월 26일

51년)
12년)
31년)
10년)

완동문(完東門) 공북문(拱北文) 준공
남고산성 중건
동학혁명군 전주 점령
부성(浮城)을 철거함
전주면을 설치
완주군 상관면 중 9개리를 전주로 편입

■
■
■
■

940년
983년
993년
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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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of Jeonju City

■Third Century (Age of Samhan)
■At the close of Six Century(Age of Baekje)
■ A.D. 660 (20th year of King Eija)
■ A.D. 685 (5th year of King Shinmoon, Shilra)
■ A.D. 757 (16th year of King Kyungduk, silra)
■ A.D. 892 (6th year of King Jinsung, Shilra)
■ A.D. 936 (19th year of Taejo, founder of Korea)

Capialized Mahan Dinasty to the north 20㎞
Named as Wansan
Defeated baikje Royal Capital by Nadang Army
established Wansan-ju
Renamed wansan-ju to Jeonju
Capitalized by kyunhurn and named it Hoo Baikje
Defeated Hoo Baikje by wangkeon and
Annamdohoboo

set

up

■
■
■
■

A.D.

940 (23rd year of Taejo, Korea)

A.D.

983 (2nd year of Sung Jong, Korea)

Being governed by Jeonju Governor

A.D.

993 (12th year of Sung Jong, Korea)

A.D.

995 (14th year of Sung Jong, Korea)

Appointed official post, Seunghwa Juldosa
Divided two castles, Kangnam-do and Heiyang-do;Jeonju
was governed by Kangnam-do named as Soonuigun

■
■

A.D.

1005 (8th year of Mokjong, Korea)

A.D.

1018 (9th year on of Hyun Jogn)

Appointed official post, Jeonju Juldosa
Combined two provinces, Kangnam-do and Heiyang-do,
and called Jeonju Annamdeidohoboo

■
■
■
■

A.D.

1388 (King Shinwoo, Kojong)

Choi Yoo-Kyung built a castle of Jeonju-boo

A.D.

1392 (first year of Taejo, Lee Dinasty)

Appointed Wansan Yoosoo-boo

A.D.
A.D.

1403 (3rd year of Taejong, Lee Dinasty) Called Jeonju-boo
Built up the Eoyongjinjun, temple of Lee Dinasty(12th year
1410 (10th year of Taejong, Lee Dinasty)
of the Dinasty;it called Jinjun)

■
■
■
■

A.D.

1439 (21st year of Seijong, Lee Dinasty)

Built up Jeonju Silrokak

A.D.

1442 (24th year of Seijong, Lee Dinasty)

Changed name Jinjun to Kyungkijun

A.D.

1473 (First year of Sungjong, Lee Dinasty)

A.D.

1592 (25th year of Sunjong, Lee Dinasty)

■

A.D.

1597 (30th year of Sunjong, Lee Dinasty)

Built Jeonju Storehouse to Keep its history books
Moved the painted portrait of Taejo, founder of Lee
Dinasty, and historic books etc, to the Mountain Myohyang.
Defended Japanese army at Ichi and Woongchi in July
Japanese army marched on to the City in August;and
Kyungkijun and somewhere were destroyed

■
■
■
■

A.D.

1614 (6th year of Kwanghaegun)

rebuilt Kyungkijun

A.D.

1675 (First year of Sookjong, Lee Kinasty)

Weebong Stronghold was built

A.D.

1734 (10th year of Yungjo)

A.D.

1767 (43rd year of yungjo)

■

A.D.

1771 (47th year of yungjo)

Rebuilt the boosung;called Nammoon-Myungkyunru
Sungmoonru was burned out by the great fire in the year
Junghae Rebuilt Nammoon and seomoon
Renamed Poongnammoon to Peiseomoon
Built Jokyungmyo
enshrined the tablet of the founder of Lee Dinasty

■
■
■
■
■
■

A.D.

1775 (51st year of yungjo)

Completed Wandongmoon and Kongbukmoon

A.D.

1812 (12th year of Soonjo)

Rebuilt Namkosansung

A.D.

1894 (31st year of Kojong)

Captured the City by the Donghak Revolutionary Army

A.D.

1906 (10th year of Kwagmoo)

Withdrew the Boosung

Oct. 1, 1914
Jun. 26, 1930

renamed to Jeonju

set up Jeonju-myon
Incorporated 9 ries of sangkwan-myon, Wanju-gun into
Jeon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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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1년

4월

1일

부령 제103호(1930. 12. 29 공포)로 전주면이 전주읍으로 승격

■ 1935년

10월

1일

부령 제112호(1935. 9. 28 공포)로 전주읍이 전주부 승격되어 완주군으로 분리

■ 1949년
■ 1957년

11월

6일

■ 1973년

7월

1일

■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1983. 1. 10 공포)로 완주군 상관면 대성리, 색장리 일원과 용진
면 산정리 일부를 전주시에 편입

■ 1987년

1월

1일

대통령령 제12007호(1986. 12. 23 공포)로 완주군 조촌읍이 전주시에 편입

■ 1988년

7월

1일

시 조례 제1541호(1988. 6. 30 공포)로 전주시에 출장소 설치(완산․덕진)

■ 1989년

1월

1일

대통령령 제12557호(1988. 12. 22 공포)로 완주군 용진면 산정리, 금상리 및 구이면
중인리, 용복리, 석구리, 원당리를 전주시에 편입

■ 1989년

5월

1일

시 조례 제1591호(1989. 3. 28 공포)로 구제실시
완산․덕진출장소 ⇒ 완산구․덕진구 설치

■ 1990년

7월

1일

시 조례 제1681호(1990. 5. 18 공포)로 효자동을 효자1동과 효자2동으로 행정동 분
동(39개동)

■ 1990년

8월

1일

대통령령 제13046호(1990. 7. 9 공포)로 완주군 이서면 상림리, 중리를 전주시 완산
구 상림동, 중동으로 편입

■ 1992년

5월

1일

시 조례 제1836호(1992. 4. 14 공포)로 효자2동을 효자2동과 효자3동으로 행정동 분
동(40개동)

■ 1994년

8월

8일

■ 1994년

12월

1일

■ 1994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14434호(1994. 12. 22 공포)로 김제군 용지면 남정리 일부, 김제군 백구
면 도도리․강흥리․도덕리 일원을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 ․도도동․강흥동․도덕동으로 편입

■ 1995년

4월 12일

시 조례 제1994호(1995. 4. 12 공포)로 완산구 중화산동 일부를 효자동, 덕진구 전미
동 일부를 호성동으로 동간 경계 조정

■ 1995년

4월 20일

시 조례 제1981호(1995. 3. 28 공포)로 완산구 서신동, 삼천1동, 삼천2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을 관할하는 효자출장소 설치

■ 1996년

2월 26일

시 조례 제2024호(1996. 1. 29 공포)로 완산구 평화동을 평화1동과 평화2동으로 행
정동 분동(42개동)

■ 1996년

3월

시 조례 제2031호(1996. 2. 29 공포)로 완산구 경원동 일부를 중노송2동, 태평2동 일
부를 다가동, 동완산동 일부를 서서학동으로 편입 동간 경계 조정

8월 15일

4일

법률 제32호(1949. 7. 4 공포)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전주시로 개칭
법률 제453호(1957. 11.6 공포)로 완주군 초포면, 우전면의 일원, 조촌․용진․상관면 일
부가 전주시로 편입
대통령령 제6542호(1973. 3. 12 공포)로 완주군 용진면 산정리 중 일부를 우아동에
편입

시 조례 제1940호(1994. 8. 8 공포)로 삼천동을 삼천1동과 삼천2동으로 행정동 분동
(41개동)
시 조례 제1962호(1994. 11. 24 공포)로 덕진구 서노송동 ․덕진동 일부를 완산구 경
원동․서신동으로 남노송동 일부를 경원동, 중화산동 일부를 서신동, 서신동 일부를 덕
진동, 동산동․고랑동․송천동 일부를 팔복동 4가, 고랑동 일부를 전미동으로 구․동간 경
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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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Oct.
■Aug.

Elevated to Jeonju-eup, from Jeonju-myon in accordance with an Ordinance No. 103 of the
goverment ministry(Announced Dec. 29, 1930)
Elevated to Jeonju-boo, from Jeonju-eup and divided from Wanju-gun in accordance with an
1 1935
Ordinance No. 112 of the government ministry(Announced Sept. 28, 1935)

1 1931

15 1949 Renamed to Jeonju Cith in accordance with the Local Autonomy Law enforced, No.
32(Announced Jul. 4, 1949)

■Nov.

6, 1957 Incorporated into Jeonju city : Chopo-myon from Wanju-gun, Whole area of Woojun-Myon,
Parts of Myons-Jochon, Yongjin, Sangkwan, in accordance with the Law No.
453(Announced Nov. 6, 1957)

■Jul.

1, 1973

■Feb.

15, 1983

■Jan.

1, 1987

■Jul.

1, 1988

■Jan.

1, 1989

■May.

1, 1989

■Jul.

1, 1990 Branched Hyoja-dong by two parts-Hyoja 1-dong and Hyoja 2-dong, Making 39 villages,
according to a Municipal ordinance No. 1681(Issued on May 18, 1990)

■Aug.

1, 1990 Incorporated sangrim-ri and Joong-ri into sangri-dong and Joong-dong of Wansan-gu Jeonju,
city according to the presidental Decree No. 13046(Announce Jul. 9, 1990)

■May.

1, 1992 Branched Hyoja 2-dong, Making Hyoja 3-dong according to a municipal ordinance No.
1836(ssued Apr. 14, 1992)(Made 40 villages)

■Aug.

8, 1994 Branched Samchun-dong by two-Samchun 1-dong and Samchun 2-dong, according to a
municipal ordinance No. 1940(Issued aug, 1994)(Made 41 villages)
Defined boundaries between boroughs(gu) and villages(dong), according to a municipal
1, 1994 ordinance No.
1962(Issued Nov. 24, 1994):seonosong-dong and a Part of Dukjin-dong Kyungwon-dong and
Seoshin-dong of Wansan-gu;a part of Namnosong-dong to Kyungwon-dong;a part of
Joonghwasan-dong to Seoshin-dong;a part of Seoshin-dong to Dukjin-dong;each part of
Dongsan-dong, Korang-dong, and Songchun-dong to Palbok-dong 4 Ka; a part of
Korang-dong to Chunmi-dong
Incorporated bellow areas into borough of dukjin-gu, Jeonju City, according to the
26, 1994
Presidental decree No.
14434(Announced Dec. 22, 1994);Some area of Namjung-ri Yongji-myon Kimje-gun;whole
areas of Dodo-ri, kanghong-ri, Baikoo-myon Kimje-gun
12, 1995 In accordance with municipal ordinance No. 1994(promulgated on April 12, 1995), a part of
Chunghwasan-dong, Wansan-Ku is incorporated into Hyoja-dong and a part of Chonmi-dong,
Tokjin-ku is incorporated into Hosong-dong for borders adjustment between Dongs
20, 1995 In accordance with municiapl ordinance no. 1981(promulgated on March 28, 1995), Hyoja
Branch Office is established to be in charge of Seoskin-dong, Samchon 1-dong, 2-dong
Hyoja 1 dong, 2-dong and 3-dong of wansan-ku

■Dec.

■Dec.

■Apr.

■Apr.

■Feb.

■Mar.

Incorporated one part Sanjung-ri, Yongjin-myon, Wanju-gun to Wooa-dong by the
presidental decree No.
6542(Announced March 12, 1973)
Following areas are incorporated into Jeonju City according to the Presidential decree No.
11027(Announced on Jan. 10th, 1993) : Daeseong-ri
and Saekjang-ri in Sanggwan-myeon(Wanju-gun), some areas of Sanjeong-ri in
Yongjin-myeon(Wanju-gun).
Jochon-eup from Wanju-gun was included into Jeonju city, according to the presidental
decree No.
12007(Announced Dec. 23, 1986)
Set up two Branch offices according to a municipal ordinance No. 1541(Wansan and
Dukjin)(Issued on Jun. 30, 1988)
These areas were incorporated into Jeonju City from Wanju-gun, according to the
Presidental decree No. 12557 : Sangjung-ri from Yongjin-myon, Yongbok-ri, Sukoo-ri,
Wondong-ri(Announced Dec. 22, 1988)
Set up borough offices according to a municipal ordinance No. 1591(Issued on Mar. 28,
1989)-from Wansan and Dukjin Branch offices to Wansan-gu and Dukjin-gu Borough Offices.

Branched pyounghwa-dong, Wansan-gu two parts-Pyounghwa 1-dong and pyounghwa
2-dong according to a municipal ordinance No. 2024(Issued on Jan. 29, 1996)(Made 42
villages)
In accordance with a municipal ordinance No. 2031(Issued Feb. 29, 1996), a part of
4, 1996
Kyoungwon-dong, wansan-gu is incorporated onto Chungnosong 2-dong, a part of
Taepyoung 2-dong into Taga-dong and a part of tongwansan-dong into sosohak-dong for
borders adjustment between dong.

26,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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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9월 1일

시 조례 제2043호(1996. 6. 26 공포)로 완산구 중앙동 ․다가동․고사동을 중앙동, 경원
동․풍남동․전동을 풍남동, 태평1동․태평2동을 태평동으로 통합.
완산구 중화산동을 중화산1동․중화산2동․덕진구 우아동을 우아1동․우아2동, 송천동을 송
천1동․송천2동으로 효자출장소 효자3동을 효자3동․효자4동, 삼천2동을 삼천2동․삼천3동
으로 행정동 분동

■ 1996년

9월 2일

시 조례 제2051호(1996. 8. 26 공포)로 완산구 경원동 일부를 풍남동, 평화동(흑석골)
일부를 서서학동, 덕진구 진북1동 일부를 금암2동, 금암1동 일부를 덕진동, 우아동 일
부를 인후3동으로동간경계 조정

■ 1997년

10월 4일

시 조례 제2136호(1997. 10. 4 공포)로 완산구 서완산동, 삼천1동 일부를 완산동 효자
1동으로 완산구 효자1동 일부를 완산구 삼천1동으로 동간경계조정

■ 1998년

7월 1일

시조례 제2178호(1998. 5. 15 공포)로 완산구 중노송1동 일부를 남노송동으로 완산구
서완산동 1가 일부를 효자1동으로 완산구 중화산2동 일부를 서신동으로 완산구 서신동
일부를 중화산2동으로 완산구 중노송1동 일부를 덕진구 인후3동으로 덕진구 우아2동 일
부를 덕진구 인후3동으로 덕진구 우아2동 일부를 인후3동으로 덕진구 우아2동 1가 일
부를 우아2동 2가로 덕진구 우아2동 2가 일부를 산정동으로 덕진구 산정동 일부를 우아
동2가로 완산구 평화동 1가 일부를 평화동 2가로 완산구 평화동 2가 일부를 평화동 1
가로 동간 경계조정

■ 1998년

8월 1일

전주시 조례 제2187호(1998.
전주시 조례 제2190호(1998.
․완산구 동서학동, 남고동 →
․덕진구 전미동, 송천 2동 →

■ 2000년

2월 21일

전주시 조례 제2280호(2000. 2. 21 공포)로 완산구 효자동1가 일부를 완산구 삼천동1가
로
완산구 효자동2가 일부를 완산구 효자동 1가로 완산구 중동일부를 완산구 상림동
으로 경계조정

■ 2005년

8월 1일

전주시 조례 제2552호(2005. 7. 15공포)로 덕진구 서노송동 일원을 완산구 서노송동으
로 덕진구 진북동 일부를 완산구 태평동으로 덕진구 인후동1가 일부를 완산구 중노송동
으로 완산구 전동 일부를 완산구 중앙동 4가로 완산구 중노송동 일부를 완산구 남노송
동으로 완산구 남노송동 일부를 완산구 중노송동으로 완산구 삼천동1가 일부를 완산구
평화동 2 가로 덕진구 인후동2가 일부를 덕진구 금암동으로 덕진구 우아동3가 일부를
덕진구 인후동1가로 덕진구 송천동2가를 덕진구 송천동1가로 덕진구 도도동 일부를 덕
진구 남정동으로 덕진구 도덕동 일부를 덕진구 남정동으로 덕진구 성덕동 일부를 덕진구
남정동으로 덕진구 남정동 일부를 덕진구 도도동으로 덕진구 도덕동 일부를 덕진구 도도
동으로 덕진구 성덕동 일부를 덕진구 도도동으로 구·동간 경계조정

■ 2005년

8월 1일

전주시 조례 제2553호(2005. 7. 15공포)로 덕진구 서노송동 일원을 완산구 서노송동으
로 조정

■ 2005년

8월 1일

전주시 조례 제2555호(2005. 7. 15공포) 로 행정동 통합
․완산구 중앙동, 태평동 → 완산구 중앙동
․완산구 풍남동, 교동 → 완산구 풍남동
․완산구 중노송1동, 중노송2동, 남노송동, 덕진구 서노송동 → 완산구 노송동
․완산구 동완산동, 서완산동 → 완산구 완산동
․덕진구 진북1동, 진북2동 → 덕진구 진북동

■ 2007년

6월 1일

전주시 조례 제2667호(2005. 5. 31공포) 로 완산구 중화산1동 일부를 완산동으로
덕진구 덕진동 일부를 진북동으로 덕진구 송천동2가 일부를 송천동1가로 동간 경계조정

■ 2010년

11월 18일

전주시 조례 제2845호(2010. 11. 18공포)로 완산구 중노송동 일부를 남노송동으로 완산
구 평화2동 1가 일부를 환산구 평화1동 1가로 완산구 효자동3가 일부를 효자동 2가 일
부를 효자동 3가로 경계조정

8. 1 공포)로 효자출장소 폐지
8. 1 공포)로 행정동 통합
동서학동
송천 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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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 1996

According to a municipal ordinance No. 2043(Issued Jun. 26, 1996), Chungang-dong, Taga-dong and kosa-dong,
Wansan-gu were consolidated into Chungang-dong, Kyongwon-dong, Pungnam-dong and chon-dong into
Pungnam-dong and Taepyoung 1-dong and Taepyoung 2-dong into taepyoung-dong, Branched
chunghwasan-dong, wonsan-gu by two parts-cwanghwasan 1-dong and Chunghwasan 2-dong, Branched
Ua-dong. Dukjin-gu by ua 1-dong and ua2-dong and songchon-dong by songchon1-dong and songchon2-dong
In Hyoja Branch Office, Hyoja 3-dong was Branched by Hyoja 3-dong and Hyoja 4-dong and Samchon 2-dong
by Samchon 2-dong and 3-dong.

■Sep.

2, 1996

Defined boundaries between villages(dongs), According to a municipal ordinance No.
2051(Issued Aug.26,1996);a part of Kyoungwon-dong,Wansan-gu to Pungnam-dong,a part of
Pyounghwa -dong (Huksok-gol) to Sosohak-dong a part of Kumam 1-dong to Tokjin-dong and
and a part of Ua-dong to Inhu 3-dong.

■Oct.

4, 1997

Defined boundaries between villages(dongs), According to a municipal ordinance No.
2136(Issued Oct. 4. 1997)；a part of Sowansan-dong and Samchon 1-dong,
Wansan-gu to Hyoja 1-dong Wansan-gu, a part of Hyoja 1-dong, to Samchon 1-dong.

■Jul.

1. 1988 Defined boundaries between Dong according to a municipal ordinance No 2178(May.15.
1998), a part of Chungnosong 1-dong to Namnosong-dong Wansan-gu, a part of Sowansan
-dong to Hyaja 1-dong, a part of Chungnosong 2-dong to Soshin-dong, a part of Soshin
-dong to Chunghwasan 2-dong, a part of Chungnosong 1-dong Wansangu to Inhu 3-dong,
a part 2-dong 2-ga, a part of Pyonghwa-dong 2-ga to Ua 2-dong to Inhu 3-dong, a part
Ua 2-dong to Sanjung-dong, a part of Pyonghwa-dong 1-ga to Pyonghwa-dong 2-ga, a
part of Pyonghwa-dong 2-ga to Pyonghwa-dong 1-ga.

■Aug. 1. 1988

Abolished Hyoja branch office according to municipal ordinance No. 2187.(98.8.1)
Consolidate municipal dong according to municipal ordinance No. 2190.(98.8.1)
․ Tongsohak-dong and Namgo-dong to Tongsohak-dong Wannsan-gu
․ Chonmidong and Songchung 2-dong to Songchung 2 Dong Deokjin-gu

■Feb. 21. 2000

Defined boundaries according to a municipal ordinance No. 2280(2000. 2. 21), a part of
Hyoja-dong 1-ga Wansan-gu to Samcheon-dong 1-ga Wansan-gu, a part of Hyoja-dong
2-ga Wansan-gu to Hyoja-dong 1-ga Wansan-gu, a part of Jung-dong Wansan-gu to
Sangrim-dong Wansan-gu.

■Aug. 1. 2005

Defined boundaries between gu,dong according to municipal ordinace No. 2552(2005. 7.
15), a part of Seonosong-dong Deokjin-gu to Seonosong-dong Wansan-gu, a part of
Jinbuk-dong Deokjin-gu to Taepyeong-dong Wansan-gu, a
part of Inhu-dong 1-ga
Deokjin-gu to Jungnosong-dong Wansan-gu, a part of Jeon-dong Wansan-gu to
Jungang-dong 4-ga Wansan-gu, a part of Jungnosong-dong Wansan-gu to Namnosong-dong
Wansan-gu, a part of Namnosong-dong Wansan-gu to Jungnosong-dong Wansan-gu, a part
of Samcheon-dong 1-ga Wansan-gu to Pyeonghwa-dong 2-ga Wansan-gu, a part of
Inhu-dong 1-ga Deokjin-gu to Geumam-dong Deokjin-gu, a part of Ua-dong 3-ga
Deokjin-gu to Inhu-dong 1-ga Deokjin-gu, Songcheon-dong 2-ga Deokjin-gu to
Songcheon-dong 1-ga Deokjin-gu, a part of Dodo-dong Deokjin-gu to Namjeong-dong
Deokjin-gu, a part of Dodeok-dong Deokjin-gu to Namjeong-dong Deokjin-gu, a part of
Seongdeok-dong Deokjin-gu to Namjeong-dong Deokjin-gu, a part of Namjeong-dong
Deokjin-gu to Dodo-dong Deokjin-gu, a part of Dodeok-dong Deokjin-gu to Dodo-dong
Deokjin-gu, a part of Seongdeok-dong Deokjin-gu to Dodo-dong Deokjin-gu.

■Aug. 1. 2005

According to Jeonju municipal ordinance No. 2553(2005. 7. 15) alteration the whole area
of Seonosong-dong Deokjin-gu to Seonosong-dong Wansan-gu.

■Aug. 1. 2005

Consolidate municipal dongs according to municipal ordinance No. 2555(2005. 7. 15)
․Jungang-dong, Taepyeong-dong to Jungang-dong Wansan-gu.
․Pungnam-dong, Gyo-dong to Pungnam-dong Wansan-gu.
․Jungnosong 1-dong, Jungnosong 2-dong, Namnosong-dong, Seonosong-dong to Nosong-dong Wansan-gu.
․Dongwansan-dong, Seowansan-dong to Wansan-dong Wansan-gu.
․Jinbuk 1-dong , Jinbuk 2-dong to Jinbuk-dong Deokjin-gu.

■Jun.

Defined boundaries between Dong according to a municipal ordinance No. 2667(2005.5.31),
a part of Chungwhasan 1-dong Wansangu to Wansan-dong, a part of Deokjin-dong
Deokjin-gu to Jinbuk-dong, a part of Songcheon-dong 2-ga Deokjin-gu to
Songcheon-dong 1-ga

1. 2007

■Nov. 18. 2010

Defined boundaries between Dong according to a municipal ordinance No. 2845(2010.11.18),
a part of Jungnosong-dong Wansangu to Namnosong-dong , a part of Pyonghwa 2-dong 1-ga
Wansangu to Pyonghwa 1-dong 1-ga, a part of Hyoja-dong 2-ga Wansangu to
SHyoja-dong 3-g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