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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城郡은 上古時代에 穢國이 자리잡고 있었다고 전해오며, 그후 漢武帝의 침략으로 衛滿朝鮮의
統治가 끝나고 漢西郡의 설치로 臨屯郡의 관할하에 있었다.
三國時代에는 高句麗의 彊城에 편입 되었으며, 新羅의 三國統一로 北部邊彊을 이루었고 眞興王
29년(568) 達忍州로 하여 軍主를 두었으나, 景德王 16년(757) 지방행정구역을 九州五小京으로 하게
됨에 따라 高城, 䢘城(杆城)郡으로 분립, 溟州에 속하였다.
고려 成宗 14년(995) 전국을 10도로 할 때 朔方道에 편입되어 高城은 豊岩, 杆城은 䢘城縣이 되
었다가 高城은 朝鮮世宗때 杆城은 世祖때 郡이 되었으며, 朝鮮中宗 24년(1529) 豊岩을 高城으로
䢘城을 杆城으로 改稱하였고 杆城郡은 仁祖 7년 (1629) 縣으로 낮추어 졌다가 同王 16년(1638) 다
시 郡이 되었다.
高宗 32년 刺令 제98호(1895. 5. 26 공포)에 의거 23府制實施로 江陵府에 속하였다가 刺令 제36
호(1896. 8. 4공포)에 의한 13道制 실시로 江原道의 고성군과 간성군으로 복귀되었으나 1914. 3. 1
府令 제111호(1913. 12. 21 공포) 府.郡.面 폐합시 고성군이 간성군에 병합되고 고성군의 7개면(安
昌. 東面. 一北. 二北. 西面. 南面. 水洞)을 병합하여 9개면(郡內. 梧垈. 竹旺. 高城. 新北. 西面. 水
洞. 土城. 縣內)을 관할하다가 1919. 5. 15 부령 제88호(1919. 5. 9공포)에 의거 杆城郡을 폐지하고
高城郡으로 改稱하면서 竹旺․ 土城面을 襄陽에 넘겨주고 7개면을 관할하였다.
1937. 7. 1 부령 제80호(1937. 6. 28공포)에 의거 外金剛面 長箭․ 城北里 일원이 長箭邑으로
1941. 10. 1 부령 제252호(1941. 9. 29공포)에 의거 高城面이 高城邑으로 승격되어 2邑 6面을 관할
하였다.
1945년 8월 15일 解放과 더불어 38선을 경계로 南北으로 兩斷되면서 전 행정구역은 북한에 편
입되었다가 1950년 10월 3일에 국군의 失地脫還이 있었으나 1953년 7월 27일 休戰協定으로 以南
4개면(杆城. 巨津. 縣內. 水洞)이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1954. 10. 21 법률 제350호)시행에 따라
대한민국 행정권내에 들게 되었다.
또한 수복지구와 동 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1178호(1962. 11. 21)에 의거
1963년 1월 1일자로 襄陽郡의 竹旺․ 土城面이 高城郡에 편입 6개면을 관할하게 되었다.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호(1973. 3. 12 공포)로 土城面 沙津 章川里가 속초시로 편입되고 그
해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3호(1973. 3. 12공포)로 巨津面이 邑으로 승격되고, 1979년 5월 1일 대
통령령 제9409호(1979. 4. 7공포)로 杆城面이 邑으로 승격되어 현재 2개읍 4개면(수동면은 주민 미
거주)을 관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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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고성군 및 간성군이었음.
○ 칙령 제98호(1895. 5. 26 공포) 23부제 실시로 강릉부에 소속
○ 칙령 제36호(1896. 8. 4 공포) 13도제 실시에 따라 강원도 고성군과
간성군으로 복귀
○ 부령 제111호(1913. 12. 21 공포)로 군면 폐합시 고성군이 간성군에
병합 (9개면)
○ 부령 제88호(1919. 5. 9 공포) 간성군을 폐지하고 고성군으로 개칭
○ 죽왕․토성면이 양양군에 편입됨(7개면)
○ 해방과 동시 전 행정구역이 공산치하에 들어감
○ 법률 제350호(1954. 1. 21 공포)수복지구 임시행정 조치법 시행에
따라 휴전선 이남 4개면(간성, 거진, 현내, 수동)을 관할함.
○ 법률 제 1178호(1962. 11. 21 공포)로 양양군 죽왕면, 토성면을 고성군에
편입(6개면)

1973. 7. 1.

○ 대통령령 제6542호(1973. 3. 12 공포)로 토성면 사진리, 장천리가
속초시로 편입
○ 대통령령 제6543호(1973. 3. 12 공포)로 거진면이 읍으로 승격

1979. 5. 1.

○ 대통령령 제9409호(1979. 4. 7 공포)로 간성면이 읍으로 승격
(2읍 4개면 관할)
○ 고성군 조례 제1615호(1997. 6. 5 공포)로 토성면 아야진7리를
금화정리로 명칭 변경 및 법정리 신설
○ 고성군 조례 제1630호(1998. 3. 19 공포)로 간성읍 흘리출장소 폐지

1997. 6. 5.
1998.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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