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의 도시3— 홍성군

조선시 대 충청우도의 으뜸 고을인 홍주（현 홍성）은 공주 

와 함께 현 충청남도 지 역을 관할하는 행정중심지 였다. 그 

러나, 해로에서 육로로의 교통수단의 변화와 경부축을 중 

심으로 한 공업화로 인해 소외되면서 쇠퇴하게된 홍성은 

이제 서해안 시대의 도래와 내포문화권의 개발로 새로운 

문화 • 환경 도■시 로서 도약하고 있다.

홍성의 역사적 배경

신라 말부터 20세기까지 홍성은 내포의 내륙과 섬들을 

통괄했던 거 점 고을로서, 북동 방향으로는 삽교천을 따라 

아산만에 접근이 용이하였고, 남서방향으로는 광천 등지를 금북정맥《山經表』에 나타난 홍주（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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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천수만에 접근이 용이하여 조선시대 

에는 서부지역 지방행정의 중심지, 군사적 

요충지로서, 근대에는 외세의 침입에 저항하 

는 전투의 중심지로서 치 열한 의 병운동이 전 

개하는 중심지 였다.

역사문화적 의미에서 홍성은 조선시대 서 

부지역 행정의 중심지, 서해안 방어를 위한 

군사적 요충지 , 義문화의 중심지 , 호국 • 충 

절인물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다.

개항 후에는 공주지방법원 홍성지원(1896), 대전지방검찰청 홍성검찰지정(1909) 등이 설치되어 행정 

중심지의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홍주군과 결성군이 합쳐져 오늘날에 홍성군 

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교통수단의 변화는 해로의 쇠퇴와 함께 육로의 발달을 가져왔으며 , 공업화과정 에서 경부축을 

중심으로한 천안-(청주)-대전축의 개발은 내포의 중심지인 홍성군세를 약화시키는 계기가된다.

최근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지 역 접근성의 개선 및 지 역산업 활성화, 2003년 소도읍 육성도시로의 

선정,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의 종합적 인 개발추진으로 홍성은 서해안시대 내포문화의 중심도시로 웅비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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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의 일반현황

홍성은 국토공간상 충청남도 서 해의 중앙에 위치하여 

동북쪽에 예산군, 서북쪽에 서산시,남동쪽에 청양군, 남 

쪽에 보령시와 접하고 있으며 , 서해안고속도로, 국도21 

호（보령〜천안）, 국도29호（서산〜청양）, 지방도609호, 

장항선 등의 광역교통체 계를 가지고 있다.

행정구역상 면적은 443.59faif로 2읍（홍성읍, 광천읍） 

9면（홍북면, 금마면, 홍동면, 장곡면, 은하면, 결성면, 서 

부면, 갈산면, 구항면으로 구성되 어 있다.

홍성군에서 읍면별 위치를 보면 동단에 장곡면, 서단 

에 서부면, 남단에 광천읍, 북단에 홍북면 등이 입지하고 

있으며, 동서간이 29km로 남북간 23.5灿로서 동서방향

이 남북방향보다 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군의 지 형지세를 보면 북쪽으로는 용봉산, 서쪽으로는 봉수산, 남쪽으로는 오서산이 입 지하고 있으며,

산악과 구릉으로 연결된 지 대 외 에 금마천 주변을 따라 평 지를 형 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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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 총 인구는 2003년 현재 94,658명으로 충남 총 인구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8년 

99,088명 에서 2003년 현재 94,658명으로 지난 5년 동안 연 평균 0.91% 인구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1998년〜2002년 인구감소추세를 보이다 2003년 증가세로 돌아섬으로서 서해안의 중심도시로서의 활 

력을 되찾고 있다.

군 도시지 역 인구는 94,658명 이며 33,598세대로서 읍면별 인구밀도는 홍성읍（1,298.7인/成）, 광천읍

（385.9인面）, 금마면（140.4인伽）, 구항면（136.8인/成）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타 충남 시군과 마찬 

인구수 현황도 인구밀도 현황도

열린충남 2005• 가을 143



충남의 도시3_ 홍성군

군 산업구조는 지역총생산 기준으로 1차 산업이 47.2%, 2차산업이 3.0%, 3차 산업은 49.8%를 차지 

하여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군 내 에는 정 기시장 3개（50,315囲, 

일반시장 ！개（4,294瑚, 대형점 1개（9,818廿） 등 총 5개（65,192囲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산업단지로는 2003년 현재 홍성군 농공단지를 포함하여 총 5개가 조성되어 있으며, 60여개의 입주업 

체와 1,381명이 종사하고 있다. 군내 농공단지로는 구항, 광천, 은하등 3개의 농공단지가 있으며 32개 

의 기 업이 입주하여 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홍성은 과거 내포의 역사도시로서 다양한 역사자원과 인물을 보유한 곳으로서 현재 군내에는 총45점 

의 지정문화재를 비롯하여 다양한 민속 • 자연경관 • 관광자원들이 있으며, 대하축제, 새우젓 • 조선김축 

제, 만해제, 김좌진장군 청산리전투 기념 및 한우리축제 등 다양한문화예술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이러 

한 역사문화기반을 바탕으로 2003년 현재 외부로의 홍성군 관광수요는 1,577천명으로서 1995년부터 

2003년까지 9개년 동안 연평균 1.2%의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홍성군 문화관광자원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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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는 장기적으로 군 내에 입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역사문화자원（홍주성, 애국 • 충의인물, 민속 

등）과 해양관광지구（궁리 • 어사 • 남당지구）를 거점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거점자원간 교통 및 정보 네 

트워크 구축하여 홍성의 독특한 관광자원을 연계한 4대 관광루트（역사문화유적, 해양거점, 특산품, 산악 

자연휴양등）를 개발할 예정이다.

거점관광;다원 및 4대 관광루트 개 발 구성

전통문화와 청정환경을 살려 새롭게 도약하는 문화 • 환경도시 , ”홍성”

2003년 육성 소도읍으로의 선정된 홍성읍은 지 역의 거 저소도읍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 기를 마련하고, 

홍성읍 육성전략으로서 21C 문화의 세기를 선도하는 전통문화관광도시, 쾌적한 정주환경과 맑고 푸른 

전원도시, 활력있게 성장하는 상업 • 서비스 중심도시, 새로운 지식과 문화를 창조하는 교육도시로의 육 

성을 추진하고 있다.

홍성읍은장기발전구도로서 4대 거점지역을 개발하고 기존시가지 정비 및 신시가지 조성, 친환경적인 

생태환경 조성 등을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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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읍의 종합육성을 위해서 1단계(초기3 
개년:03〜05)에는 홍주역사공원 조성, 홍성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역사문하의 거리 및 

도시 배후 주차공원 조성 , 홍성 천 친수환경 조 

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2 - 3단계 

(06~12)로 홍주성 및 관아복원, 중심상업지 

환경 개선 및 온천지구 개발, 역재방죽공원화, 

월계생태하천 조성 등을 추진할 예정 이다.

이중 홍주성 및 관아복원은 과거 행정 • 군 

사요충지로 옛 모습을 복원하고 역사문화도 

시로발돋움하기 위한시발사업으로서 공공 

건물의 이전과 주변환경정 비, 중심시가지 활 홍성읍의 장기발전구상도

성 화와 연 계되 어 역 사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하는 기 폭제 가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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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군에서는 2005〜 
2025년까지 추진할 홍주성 복원 

기본계획 수립하였으며, 1단계（기 

반조성기）에는 홍주역사공원 조성 

및 홍주성 복원계획 수립, 공공기 

관 이전 착수, 2단계岛성기）에는 

공공건물 이전 및 법원터 관아복 

원, 3단계（부흥기）에는 관아시설 

물 복원 완료, 4단계（발전기）에는 

관아시 설복원완료 및 전통민속마 홍주성 복원 및 정비구상 홍주성 및 주변지역의 단계별 정비

을 조성 등 단계별 • 연차별로 사 

업을추진할 예정이다.

- 홍주성 복원 계획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

구분 사업 내용 관련내용

기반조성기

20 03〜 20 09넌

20 03〜2 005

•홍주역사공원 조성

• 사유지 및 민가 매입 （1, 2단계사업지구）

• 홍주성 복원 및 문화재정비 계획 수립

홍주 역사공원

20 06〜2 009
• 역사공원조성, • 사유지 및민가 매입

• 공공기관이전착수 • 현존유적보수
역사공원조성

육성기

2010〜2014넌

• 공공건물 이전

• 홍주 역사교육공간조성

• 법 원터 관아복원 및 홍주성 주변환경 정비

홍주성 및 관아복원 

역사관건립

부흥기 

2015〜2019 년

• 발굴조사실시

• 목사관련 관아시설물 복원완료

• 행정관련 시설물착수

발전기

20 20〜 20 24년

• 전 영관련 괸아시설물 복원

• 객사 및 행정관련 시설불완료

• 전통민속마을 조성 및 조경 및 주변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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