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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성안동의 옛 가로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ld Roads and Alleys lasting more than 100 years in Historic 
Urban Area(Seongan-dong) of Cheongju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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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imed to clarify the transitional characteristics of old roads and alleys lasting more than 100

years(1915-2015) in traditional urban area(Seongan-dong) of cheongju, historic inland and castle city of Korea.

Cheongju castle had been completely destroyed In 1915, and urban structures been also altered last 100 years

from 2015 now. Periodically, after destruction of castle, existing roads were extended and transformed to straight

line for connecting with around. Expanding urban area to all directions of castle boundary in 1930-40s, town

planning were created. These projects were completed in 1960-70s, the street network was built as they are.

Since the 1980s, changes had been occurred in the details such as an extension of the unexecuted roads, the

opening of fire lane in a block, and etc.

In change and construction of roads, urban district plan in 1939 and reorganization since 1967 were planned

and established with the type, location, and width of the large, medium and small roads based on data before

destruction of castle. Except the width of 25m Sajikro(large3-1) and Sangdangro(large3-8,9,10), the width of 15m

Namsaro(medium2-1) and Namjuro (medium2-4) as an extension of the roads, the other roads were small roads

equivalent to the existing roads, and so remain intact figure of streetscape.

As such, roads of east-west and north-south cross type, roads showing the outline of Cheongju castle

fortress, and alleys outside the south gate are sustained in Seongan-dong of cheongju as historic urban area, and

also present roads are delicately executed to the existing urban fab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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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중부 내륙지방의 유서 깊은 청주지역은 예전부터 읍성

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었다. 1911년 청주읍성 파훼 이

후 사방으로 형성된 마을의 거주지는 해방 전후를 거쳐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오늘날과 같은 공간구조로

완성되었다.

청주의 역사적 도심지구인 구도심의 대표적인 특징이

라고 한다면, 조선시대 이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가로와

가구(街區), 그리고 필지체계로 이루어진 공간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마을 및 건축물 경관과 관련하

여 가장 두드러진 것이 가로망이라 할 수 있다.

청주 구도심의 가로망은 예전 그대로의 폭원을 지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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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로와 소로, 그리고 골목길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

들 가로망은 1967년 도시재정비계획에 의해 정비되었으

나, 이후에도 커다란 변화 없이 기존 가로망의 선형을 유

지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으로는 청주의 역사적

도심지구인 성안동 일대를, 시기적으로는 청주읍성이 파

훼된 1915년 이후 2015년 현재를 대상으로 하여, 조선시

대 청주 읍성 설축(設築) 당시의 옛 가로망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에 착안하면서,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가에

대하여 상세하게 파악하고자 한다.1) 시기적 범위가 100여

년을 넘고 있어, 철도 이설과 남북대로(大路)인 상당로

개설로 인하여 주변 가로망이 변경된 1960년대 후반을

중심으로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2)

1) 선행연구로 <원세용, 김태영, 청주 구도심 지역의 가로·가구·필지

체계의 형성과 변천, 한국농촌건축학회 논문집 제5권 2호, 2003.

6, 10-19쪽>이 있다. 본 연구는 이를 기초로 하여 역사적 도심경

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옛 가로망을 중심으로 시기별, 구역별,

장소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변화에 초점을 두고서 전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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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면 지적원도(총무처, 1913) 청주지형도(정신문화연구원, 1918) 청주시가도(대청주, 1922)

청주시가도(국가기록원, 1934) 청주시가지 계획구역 가로도(1939) 청주 도시계획도(청주시, 1967)

Figure 1. Urban planning drawings related to change of roads and alleys in Seongan-dong of Cheongju Korea

본 연구는 역사적 도심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청주

성안동에 현존하고 있는 수많은 옛 가로망에 대하여 구

한말과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시기의 변천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청주시가 현대도시로 탈바꿈한 시기인

1960년대의 가로망 구조를 물리적으로 재현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새로운 도로의 개설이라든가 건축물의 배치

와 형태 표현에 있어서 옛 가로망의 구조와 형태를 고려

함으로써 전통성과 현대성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방향

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와 가치를 찾을 수 있

을 것이다.

2) 100년의 시기구분은 청주읍성파훼가 끝난 1915년 당시, 일제강점

기를 거쳐 오늘날의 청주 도심의 모습을 갖추고, 청주도시계획재

정비가 처음 시행된 1967년 까지(1915-1967), 그리고 이후 가로망

의 재정비가 이루어진 현재까지(1967-2015)로 하였다.

가로망을 복원하기 위한 자료로는 그림1(Figure1) 에서와

같이 청주면 지적원도(1913), 청주지형도(1918), 1920․

1930년대 시가도, 청주시가지 계획구역 가로도(1939), 청

주도시계획도(1967) 이외에, 1960년대 후반에 작성된 지

적도와 1968․1976․1989․1999년 항공사진, 청주도시계

획도와 가로망 제원, 기타 관련 문헌을 참조하기로 한다.

2. 청주읍성 파훼직후의 가로망

2.1 읍성곽 가로망

청주읍성곽의 파훼 직후 작성된 청주면 지적원도(1913)

에는 읍성지(邑城址)의 윤곽선이 가로망의 형태로 나타나

있다. 도로 안쪽 면을 기준으로 추정한 수치는 약 1,77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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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이는 여지도서(輿地圖書)에 나타난 1,783m 45㎝와

거의 정확한 주회(周回)3)이며, 이원근씨가 1977년 3월 1

일 읍성의 노정(路程)을 따라 실측한 치수인 1,773m와 유

사하다.

성벽의 구조는 같은 평지성이며 축성연대가 비슷한 현

존 해미읍성(1491년)의 성벽구조4)를 통하여 추측 가능하

다. 내탁공법(內托工法)5)의 계체식 성벽으로서 여장(女墻)

의 유무와 관계없이 성벽의 폭은 약 7m 내외의 규모이었

던 것으로 보아, 가로망의 폭원 역시 6-10m 내외에서 형

성되었다.

성곽의 형태에 맞춰 형성된 도로의 형태는 장방형 성

곽의 사각 부분을 말각방형(抹角方形)으로, 우각 부위를

둥그스름하게 처리하고 있다. 성곽을 따라 교서천의 지

류가 흐르고 있었으며, 특히 북서쪽의 우각부는 교서천의

지류와 무심천이 합류하는 곳으로 도로의 폭원이 비교적

넓었다. 또한 읍성의 동서남북에 각각 문을 설치한 것으

로 기록된바 벽인문(闢寅門), 청추문(淸秋門), 청남문(淸南

門), 현무문(玄武門)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 4개의 문을

중심으로 사거리, 혹은 오거리의 갈래 길이 우선적으로

형성되었다. 서․남․북 3개의 문 앞 뒤쪽으로는 정연한

직교형의 가로망이나, 동문만은 비정형의 가로망으로 주

변 마을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래서인지 서․남․북 세

개의 성문에는 홍예를 틀고, 층루(層樓)가 있었으나, 동문

에는 없었다. 4문중 청남문의 규모가 가장 커서 옹성과

함께 청주읍성의 정문 역할을 하였는데, 이 곳 역시 폭원

이 넓었다.

2.2 읍성 내 가로망

청주읍성내의 가로망은 남문(淸南門)과 북문(玄武門)을

연결하는 현 성안길6)을 중심축으로 하여, 동서방향으로는

동문에서 객사 및 동헌의 진입으로 이어지는 가로망, 서

문 방향으로 난 가로망, 그리고 병영공간의 시작점이며,

현존하는 충청병마절도사영문(閉門樓)으로 진입하는 가로

망으로 크게 3등분 된다. 이는 1790년대 측도된 청주읍성

도에서 알 수 있듯이 읍성 내 가로망의 원형이다.7) 이외

에도 동서방향의 직선 가로망은 도청(현 중앙공원)에서

무심천으로 이어지는 남사로 일부 구간, 소학교와 보통학

3) 이원근, 청주읍성고, 서원학보 창간호, 1981. 45쪽

4) 심정보, 한국 邑城의 연구, 학연문화사, 1985, 300쪽 성체는 외벽

의 4단～7단까지는 장방형의 대형 자연석괴로 축조하고, 그 이상

은 상대적으로 작은 자연석을 성석으로 사용하여 네모 막돌 바른

층 쌓기 수법으로 축조하였으며, 그 높이는 4.9M인데 미석(眉石)

이 20㎝정도 돌출되어 있다. 내측은 토축하여 내탁하였는데 그 상

부 폭이 210㎝이며, 노출된 석루(石壘)의 폭은 80～90㎝이다.

5) 성곽의 외부는 석재를 사용하여 석벽을 구축하고, 성내쪽은 토석

을 채워서 쌓아올려 보강(積心)하는 내탁공법(內托工法)을 취하였

을 것으로 추정된다.

6) 가로망의 명칭은 현 명칭을 기준으로 하여 설명하고, 명칭 변경은

가로망별로 설명하거나, 주석으로 표기한다. Figure 2의 가로명은

Figure 3․4도면 참조

7) 김동식, 청주읍성 관아공해의 규모와 위치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1998, 28쪽

교 뒤쪽의 서문로, 철당간으로 진입하는 가로망 등이 있

었다.

이들 동서방향의 가로망과 직교하는 남북 방향의 가로

망들은 중앙의 성안길 이외에 현 중앙공원길과 철당간길

이 있다. 남북방향의 중앙공원길은 현재 직선도로이지만,

읍성파훼 당시는 도청사 서측의 기울어진 담장을 끼고

개설된 가로망과, 청주면사무소(구 동헌) 서측의 담장을

끼고서 난 가로망8)으로 구분되어 있다. 철당간길 역시 동

문으로 난 굴절된 길에서 서로 단절되어 있다.

남문을 제외한 동․서․북문 안쪽으로 골목길 형태의

가로망이 조성되어 있는데, 동문 안쪽의 가로망은 성벽

안쪽으로 축조된 토석(土石)을 따라서 형성된 것으로 보

이며, 서문 및 북문 안쪽의 가로망은 성문 안을 들어서자

마자 직선도로에서 갈라지면서 주거지를 연결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일제강점기 청주의 도심부는 1921년에 시행된 행정구

역내에서만 시구개정사업이 이루어졌을 뿐이며, 그 이후

의 변화는 1960년대 후반까지 기다려야 한다. 1934년 6월

20일자 조선총독부령 제18호 ‘조선시가지계획령’이 제정

발포되면서 시역을 넓혔으나, 시구개정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개성, 광주 등과 같이 도심부에 최소한도의

가로 계획선을 넣었으나, 그 폭은 조선시대의 노폭을 가

급적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신규 투자는 최소한도로 억제

하는 방침으로 시행되었다. 청주읍성 내 남북 및 동서방

향의 가로망은 이러한 정책 때문에 조선시대 지방도시의

대표적인 가로의 모습을 오늘날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9)

2.3 남문 밖 가로망

청주읍성 4대문 밖에는 주변 마을과 연결되는 가로망

이 형성되었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남문 밖 주거지는 일

찍부터 형성되어 있었다. 읍성 내 중앙의 성안길이 남문

밖으로 그대로 연장되어 남석교까지 이어졌으며, 이외에

남북로에 해당되는 가로망으로는 읍성 내 중앙공원길과

연결되는 남주시장길, 서문에서 남주시장으로 연결되는

남주상가로, 그리고 구 상당로 구간의 일부 가로망 등이

있었다.

남주시장길은 남문길에서 현 은행나무길에 해당하는

뚝방길까지 이다. 근대기에 들어서 ‘이소아과 골목’으로

불리기도 한 이 길은 성안길 이전에는 은행로로 이어지는

‘ㄴ’자 모양의 시장 길로서 가장 성시를 이루었다고 한다.

남주상가로는 북쪽으로는 서문 5거리에서 시작하여 남

쪽으로는 구청과물시장(현 신일아파트)에 이르는 전장

500m의 길이다. 남주동에 시장이 들어서게 된 것은 병오

8) 객사로의 진입 시 홍살문을 통하여 동헌 내의 집사청의 남서쪽의

담장 모서리에서 객사의 외삼문에 이르는 동선이 읍성도에 표현

되어 있는데, 이것은 1913년 청주면지적원도(Figure 1)에 나타난

도로와 일치한다.

9) 손정목,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연구, 일지사, 1994, 2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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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oads and Alleys of Traditional Urban Area(Seongan

-dong) after destruction of Cheongju castle at 1915

년(1906)의 5일간 홍수로 인하여 기존의 석교동 상설시장

과 우시장이 유실되어 남주동으로 옮겨오면서부터이다.10)

남문 밖 주거지는 가장 외곽의 구 상당로 일부 구간 동

측으로 형성되면서, 동문에서 나와 보은 방향으로 가는 석

탑길에 이르기까지 점차 확장되어 갔다.

동서로는 남문길, 가구점길, 그리고 은행나무길이 있다.

남문길은 청주 구 읍성곽 남쪽 부분을 헐면서 형성된 도로

로, 이전에는 성남로(城南路)로 불리었다. 이 길은 성문밖

에 위치한 저잣거리로 예전부터 생활필수품을 파는 봇짐장

수와 간이 점포가 자리를 잡으면서 언제나 북새통을 이루

던 곳이었다고 한다. 육거리의 5일장과는 달리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의 외곽에서 연속적으로 열렸던 시장이었다.

가구점길은 남주동 시장 내 가구점이 몰려 있는 곳이

다.11) 근대기에 들어서는 약전(藥廛), 즉 약을 파는 가게들

이 있었던 골목이다. 이 골목에는 한약방이 많았고, 특히

청주 장이 서는 2일과 7일에는 한약재 매매가 성황을 이루

었다고 한다. 성안길과 만나는 곳에서 굴곡진 형태로 구 상

당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청주 구 읍성 내 도로의 패턴은 격자형을 근간으로 전개

되어 왔으나, 동서방향의 남문길과 가구점길이 약간 각도

를 달리하여 개설되어 있다. 이는 아마도 성곽 형태를 따라

도로가 조성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문길은

남문이 옹성으로 형성되어 있어 동서 양 굴곡점을 연결하

면서 생겨난 각도로 생각되며, 가구점길 역시 이 각도를 따

른 것으로 생각된다.

은행나무길은 무심천 제방에 은행나무가 있어 붙여진

도로 명칭으로, 옛 뚝방길이다. 이 뚝방길은 구 청과물시장

(현 신일마트)에서 북쪽 방향으로 굴절하여 남주상가로와

서남로로 이어졌었다. 은행나무길에는 주거지로 진입하는

어귀에 행복길, 국화길, 보람길의 안길이 접하여 있다. 행

복길과 보람길로의 입구는 읍성 남문 밖 마을의 주호들을

연결해 주는 가장 주요한 옛길이었다.

이외에도 남문 밖 주거지에는 예전의 물길을 따라 자연

스럽게 형성된 골목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각각의 주호로의 진입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 행복길, 바른

맘길, 국화길, 세간로, 보람길, 그리고 서원로로 대표되는 6

개의 골목길은 전형적인 옛길로서 폭원 4m 남짓하며, 가구

내 상가와 주호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12)

10) 읍성의 서문과 남문 밖 쪽으로 무심천 하천의 모래사장을 메워

서 만들어진 시장거리는 서문 5거리에서 시작하여 남주로 외곽

의 남주동 시장과, 은행로변의 육거리시장까지 기다란 대상(帶

狀)을 형성하면서 발전하여 왔다. 예전부터 청주시장으로 대표되

었던 남주동 시장은 2일과 7일의 장날이 되면, 성남로(城南路)변

의 아래싸전과 은행로변의 윗싸전 사이에 채소전․약전․피전․

쇠전․나무전․어물전 및 떡전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상거래가

이루어졌었다.

11)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궁전가구(남문로1가187-3)를 비롯하여

많은 가구점이 개점하면서 약전 골목은 가구점골목으로 탈바꿈

하게 된다.

12) 폭원 4m의 옛 골목길은 건축법에 의한 도로지정 공고를 통하여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음

3. 시가지계획과 가로망(1915-1967)

3.1 시가지계획 이전의 가로망

1915년 시구개정사업 준공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직교 가로망에 대해서는 1918년의 청주지형도(Figure 1)

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당시에 개설된 가로망은 공공건

물을 중심으로 충북도청, 경무부 청주면, 그리고 청주우편

국 전면 가로망의 선형조정, 확장 및 신설이 이루어졌다.

성안길에서 충청병마절도사영문으로 진입하는 가로망

에서 충북도청 정문 앞으로 이어지는 남사로 일부 구간,

경무부 정문 앞에서 읍성 곽 서쪽 가로망으로 이어지는

율곡로 일부 구간, 청주면사무소 앞 서문로 구간, 그리고

우편국에서 읍성 곽 동쪽 가로망으로 이어지는 구간 일

부 등의 동서로가 직선화되었다. 또한 율곡로와 서문시장

서로와 이어지는 중앙공원길 연장 구간의 남북로도 개설

되었다. (Figure2)

1920년 4월 청주면이 지정면으로 승격되면서, 기존의

읍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청주면은 남서로는 무심천, 동으

로는 당산으로 둘러싸여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없

어 주변 사주면의 일부를 편입하면서 시가지의 확장을

시도하였다. 이와 동시에 1921년 11월에는 북문 밖 중앙

동 방면으로 청주, 조치원간 철도가 개통되면서 본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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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 시도되었다. 신시가지(현 중앙동)의 가로망 주축

은 성안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신시가지와 연계되면서, 경무부 서측 담장을 끼고서 형

성되었던 가로망은 중앙공원길의 선형과 맞추기 위해 새

롭게 개설되었으며, 교차하는 서문로의 선형도 직선화되

었다. (Figure1 1920년대 도면 참조) 이와 함께 근처 구

청주 객사에 입지하였던 소학교(청주농고의 전신)와 구

망선루에 입지하였던 보통학교(주성초등학교의 전신) 등

의 교육시설은 이전하였다.

북문 밖 신시가지뿐만 아니라 동문 밖 문화동과 인근

서운동 지역으로의 주거지 확장계획, 그리고 동문 밖 잉

어배미 부지로의 도청 이전계획에 따라 성안길에서 동문

밖까지의 율곡로 연장선이 개설되었다.13) 이 가로망의 연

장 개설과 1936년 도청 이전으로 말미암아 동문 밖으로

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28년 4월 청주면이 청주읍으로 승격되었으며, 이어서

1931년 2월 17일부터 1932년 12월 12일까지 2개년에 걸

쳐 무심천 궁민구제(窮民救濟) 개수공사14)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면서, 석교동 일대의 제방 축조공사가 완공되었다.

이곳이 본격적으로 시가지가 조성되기 시작한 것은 1940

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었으며, 1960년대 대부분 완성되

었다.

3.2 시가지 구역의 가로계획

1934년 6월 20일자 조선총독부령 제18호에 ‘조선시가지

계획령’이 제정․발표되었고, 동년 7월 27일자 조선총독

부 제78호에 시행규칙이 발포되어 충청북도 도청 소재지

인 청주 역시 이의 적용, 혹은 준용도시로 지정되었다.

1939년 10월 31일자 조선총독부 고시 제899호 청주시

가지계획구역, 동 가로 및 토지구획지구 결정 안은 청주

시가지계획구역을 청주읍 일원으로 구획면적 약 18,292,000

㎡, 계획인구 60,000인이었으며, 계획사항은 가로 및 구획

정리이었다. 15개의 광장과 시가지계획가로 중 대로 제3

류(폭원 25m) 11개 노선, 중로 제1류(폭원 20m) 7개 노

선, 중로 제2류(폭원 15m) 25개 노선, 중로 제3류(폭원

12m) 18개 노선으로 계획되었으나, 신규 투자가 전혀 없

어 시행되지 않았다가, 해방 이후 1967년 1월 10일자 건

설부고시 제7호로 대폭 수정, 변경되었다.

본 계획안은 청주 도심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법정 도

시계획이며, 시가지계획의 구역, 가로, 그리고 토지구획정

리사업이 고시된 것이다. 이 당시에 결정 고시된 가로망

도는 현 가로망의 토대가 되었으며, 1963년 청주시역이

확대되기 이전까지 가로망의 시점과 종점, 그리고 폭원을

결정하는 기준이었다.

13) 1934년 ‘청주시가도’에 표기되어 있어 이전에 개설되었음

14) 국가기록물 무심천 국부 개수 공사 국고 보조 서류, 소화 6년 소

화 7년 제1차 궁민구제사업 무심천국부개수공사 실시설계인가의

건(도면)(청주읍), 조선 총독부 기록물출처: 국가기록원 CJA0013833

3.3 1960년대 후반의 가로망

1939년 청주시가지계획 이후 별다른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해방 이후 전쟁을 겪고

나서 청주시의 가로망은 대체로 폭이 협소하고 무질서한

형태이었다. 도로상태도 대부분 미 포장도로로, 그 비율

이 청주시의 경우 1962년 현재 94.1%에 달하였다.

1967년 본격적인 도시계획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직전,

청주역 이전과 상당로 개설사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

면서, 청주 도심은 오늘날과 같은 도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1968년 청주시 지적도 및 항공사진을 참조로

한 당시의 가로망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Figure 3)

충북도청 앞으로 연장된 율곡로와 동문 앞으로 난 직

선도로인 문화로를 중심으로 문화동의 주거지가 조성되

었으며, 남문 밖 주거지의 동서로가 동쪽으로 연장되어

서운동 교도소 쪽으로도 주거지가 조성되었다. 구 상당로

와 망선로가 만나는 곳에 일찍부터 조성된 주거지는 망

선로를 따라 호두나무골까지 연장되었다.

1940년대부터 주거지가 입지하기 시작한 석교동 일대

는 기존 남북방향의 도로와 동서방향의 뚝방길(은행나무

길) 패턴에 맞춰 구획 정리되었다. 읍성 동문에서 보은으

로 이어지는 옛길 석탑길로 경계지면서, 예전 하중도(河

中島) 당시부터 형성된 시장 길이 그대로 존치된 채 구획

정리가 완성되었다. 무심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서

남로와 남사로 일부 구간만 개설되어 있었을 뿐, 나머지

는 대지조성 사업만 진행되고 있었다.

기타 상당로가 개설되기 이전까지는 대성로가 남북방

향의 주간선도로 역할을 하여 왔으며, 도청 이전으로 인

하여 서문대교에서 향교까지 이어지는 서문로와 향기로

가 단절되었다.

4. 가로망의 재정비(1967-2015)

4.1 최초의 가로망 재정비계획

1963년 1월 1일 청주시는 청원군 사주면을 편입하면서

계획구역면적이 당초 18.3㎢에서 70.2㎢로 대폭 확대되었

으며, 이에 따라 가로망 역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기본 골격은 1939년 청주시가지 계획구역 가로망도를 골

격으로 하면서 변화한 시계 영역을 고려하여 재정비하였

으며, 구시가와 신 편입구역을 결합시킨 전체적인 구상이

요구되어 해방이후 최초로 1967년 1월 16일 도시계획재

정비(건고 7호)가 결정 고시되었다.

기존의 가로망은 구도심을 중심으로 조치원, 충주, 보

은 3개 방면을 T자형으로 방사시키고, 다시 대전과 진천

방면으로 구분 방사되어 이를 근간으로 하여 격자형의

가로망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 5개의 방사선을 각각

연장하고, 지역이 광활하여진 것만큼 4개의 순환선을 배

치하여 방사선과 상호연계를 기도하고, 이를 근간으로 보

조 가로의 배치를 고려하여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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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Roads and Alleys of Traditional Urban Area(Seongan-dong) in Late 1960s Cheongju

이와 같은 구상 하에 가로망이 재편성됨으로 인하여

기정(旣定) 가로의 일부가 위치, 폭원, 연장 등에서 변동

이 있었다. 그림 1(Figure 1) 청주도시계획도(1967)에 결

정 고시된 가로를 보면, 광로(폭원 40m) 2개 노선, 대로

1류(35m) 4개 노선, 대로 3류(25m) 11개 노선, 중로 1류

(20m) 9개 노선, 중로 2류(15m) 15개 노선, 중로 3류

(12m) 12개 노선이다.

이 가운데 구도심인 성안동과 중앙동을 지나는 노선들

중 대로로는 1류인 무심동로(대1-2,3), 3류인 사직로 일부

(대3-1), 상당로(대3-8), 방아다리길(대3-2), 단재로(대

3-9)와 청남로(대3-10) 일부가 결정 고시되었는데, 이를

대로들은 청주역과 시청사의 이전과 동시에 곧 바로 시

행되어 오늘날의 구도심의 근간을 이루었으며, 현 내덕

칠거리의 3호 광장에서 육거리의 9호 광장에 이르는 연

장 3,180m에 이르는 상당로의 개설은 청주를 남북방향으

로 성장하는 기본 틀을 제공하게 되었다.

폭원 15m에 해당되는 중로 2류는 교서로와 남주로에

해당되는 남북방향의 도로(중2-4) 이외에 도립병원 앞 남

사로(중2-1), 청여고 앞 도로(중2-2), 우암산 순환로로 이

어지는 영화로(중2-3), 역삼서로(중2-4), 청중 앞 도로(중

2-5), 대성여상에서 방아다리길과 이어지는 도로(중2-6)

의 동서방향 도로들, 그리고 육거리(9호 광장)에서 11호

광장으로 이어지는 도로(중2-11)이다. 폭원 12m에 해당하

는 중로3류는 청원군청이 입지한 율곡로(중3-1)와 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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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Roads and Alleys of Traditional Urb an Area(Seongan-dong) in 2015 Cheongju

성로(중3-2)이다.

대중로류 이외에 소로 1류(폭원 10m), 소로 2류(8m),

소로 3류(6m), 소로 4류(4m)들은 1969년 2월 3일(건고

106) 결정 고시되었으며, 이들 중 소로 1, 2류는 동서 및

남북방향의 간선도로의 역할을 하였으며, 소로 3, 4류는

보조가로의 역할을 하였다.

4.2 가로망 재정비계획의 시행

1967년 이후에도 1976년, 1985년, 1992년, 2002년에 도

시계획 재정비 도로망계획이 수립되면서, 기정의 가로망

이 변경, 폐지, 신설을 반복하면서 현재와 같은 가로망의

체계를 갖추었다. 이러한 도로망 재정비계획의 시기는 경

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의 건설과 연계되면서, 청주의

교통 거점으로서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지역 내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가로망 재정비계획의 시행은 예산의 집행이라든가, 시

급성의 차이 등으로 말미암아 공사가 연기된다든가, 혹은

구분공사가 이루어지면서, 매우 복잡한 관계를 가지면서

진행된다. 성안동 지역의 시기별 가로망의 정비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Figure 4)

1970년대 들어서면서 무심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가

로망이 완료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성안길까지만 개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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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었던 남사로 구간을 남궁병원 앞과 구법원 사거리

까지 연장하였으며, 남주 1로 일부 구간의 소방도로도 개

설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앙공원 옆 도로가 확장되어

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남사로와 만나는 청주 YMCA까

지의 폭원 15m, 전장 750m의 남주로가 완공되었으며, 인

근 서문동 주거지내 가로망의 정비도 이루어졌다.15)

이와 함께 가구 내 소방도로가 본격적으로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가구점길에서 은행나무길로 이어지는 소방도

로가 개설되면서, 청주 YMCA에서 석교 2로와 무심동로

가 만나는 곳까지의 폭원 8m의 남주 1로가 완성되었다.

이외에도 남북방향의 소방도로로는 도청 앞 구법원길, 서

원로의 연결로, 서운동의 명아주길, 그리고 육거리 시장의

석교 2로 일부 구간, 석교 초등학교 앞 주거지 일대이다.

동서방향의 도로는 망선로의 남문로 1가동 가구로의

연장 구간, 석교 2로의 육거리 방향으로의 연장구간, 서

운동의 서운 3, 4로 등이다. 2,000년대 들어서는 로데오거

리와 석교 초등학교 서측 일부 구간이 개설되었다.

4.3 2010년대 가로망 현황

동서방향의 사직로와 남북방향의 상당로를 주축으로

구성된 청주 구도심의 가로망은 남북로와 동서로가 정연

하게 구분된 격자형 가로체계를 지니고 있다. 이는 청주

읍성 설축 당시 남북문을 잇는 성안길을 근간으로 도시

의 발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로의 연장선은 서쪽의 무심천과 동쪽의 우암

산과 방향을 같이 하고 있어 더욱 뚜렷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남북로에는 가장 기다란 연장 3km에 이르는

성안길-중앙로, 상당로, 대성로가 도심의 중심부를 가르

고 있으며, 연장 2km에 이르는 중앙공원길-삼충로, 남주

로-교서길, 그리고 연장 1km 내외의 철당간길 등이 있다.

동서로는 북문 밖 사직로를 비롯하여 청주 읍성 내에

는 예전 청주 향교 앞 향기로와 이어졌던 서문로, 동헌

이 위치한 청원군청 앞 율곡로, 서문으로 이어지는 서문

시장 서로, 그리고 중앙공원 앞을 지나 명암로와 당고갯

길로 이어지는 남사로와 남문을 가로지르는 남문길이 있

다. 남문 밖으로는 구 모충교와 이어지는 가구점길, 그리

고 은행나무길, 그리고 석교로 등이 있다.

또한 도심 안쪽, 읍성 남문 밖으로 갈래져 있었던 수많

은 골목길이 여전히 현존하고 있다. 행복길, 바른맘길, 국

화길, 세간로, 보람길, 서원로가 그것이다. 이들 골목길과

함께 사이사이에 난 샛길을 이으면 커다란 타원형 모양

의 그야 말로 환상적인 가로망이 나타난다. 아무데서나

볼 수 없는 청주 남문 밖의 커다란 특징이다.

5. 결 론

15) 폭원15m 남사로(중2-1)와 남주로(중2-4)의 연장 공사이외에 개

설된 모든 도로는 소로에 해당하여 예전부터 지닌 가로경관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청주읍성이 파훼되면서 시구개정사업이 진행된 1915년

이후 100년이 지난 2015년 현재 역사적 도심지구인 청주

시 성안동을 대상으로 옛 가로망의 변화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본 바, 아래의 내용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역사적 도심지구인 청주 성안동에는 조선시대부터 이

어져 내려온 동서와 남북 방향의 직교형 가로망, 파훼된

청주읍성의 윤곽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는 가로망, 남문

밖 주거지에 나타난 나뭇가지 형태의 가로망이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의 가로망 역시 예전의 도시공간구조에 맞춰

미세하게 변화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시기별로 구분하여 볼 때, 청주읍성파훼 직후인 1915년

경에는 읍성곽 도로, 혹은 주변과의 연계를 위해 예전의

가로망 일부를 직선화하거나 선형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는 동서남북문 밖으로 도심 영

역이 확장되면서 시가지계획이 입안되었다. 1960년대 들

어서 철도 이설과 상당로 개설을 통하여 현재와 같은 가

로망과 주거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후에는 미

집행된 가로망의 연장이라든가, 가구 내 소방도로의 개설

등 미세한 부분들에서 변화를 보이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가로망의 변경 및 신설에 있어서, 1939년 시가지계획과

1967년 이후의 가로망 재정비계획에 수립된 대중소로(大

中小路) 가로망의 유형, 위치, 폭원은 읍성파훼 이전 가로

망의 제원에 근거를 두면서 입안, 시행되었다. 폭원 25m

사직로(대3-1)와 상당로(대3-8, 대3-9, 대3-10), 폭원 15m

남사로(중2-1)와 남주로(중2-4)의 연장 공사이외에 개설

된 모든 도로는 기존도로의 폭원에 준한 소로에 해당되

어 예전부터 지닌 가로경관의 모습 대부분을 그대로 유

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근대기 10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속되

고 있는 청주 성안동의 옛 가로망은 내륙지방 성곽도시

청주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전해주면서 도심경관

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야말로 청주의 정체성을 깊은 데에서 뿜어내

고 있는 매우 중요한 도시공간구조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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