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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 이 책은 경기도와 파주시의 의뢰로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에서 진행한 대성동마을
민속조사보고서이다.
- 현장조사는 2014. 5.~2014. 11.까지 진행하였으며 DMZ 내에 위치한 마을의 특수성을 감안
하여 제보자의 이름은 비공개로 하였다.
- 책에 수록한 내용은 연구진들이 문헌 · 구술조사를 통해 작성하였기에 본지의 내용을 무단
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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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대성동마을 문화자원조사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한반도에 DMZ(비무장지대)가 설정된 이래, 파주 대성동 ‘자유의 마을’은

또한 대성동 마을은 그 오랜 역사만큼 수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외부의 출입이 차단되었습니다. 그 사이 주민들은 제약과 불편을

도토리를 줍다가 이북으로 끌려갔다 온 이야기는 DMZ 안에서만 일어날 수

감수해 왔습니다. 반면 반세기동안 고립된 관계로 자연생태 환경과 옛 마을의

있는 경험들로 대성동마을이기 때문에 채록할 수 있는 경험담입니다. 이 이야

전통이 잘 보존되었습니다. 통일 후 변화를 대비하는 경기도에서는 DMZ 안

기들을 기록으로 남겨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도 바로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

대성동마을의 현재 상태를 기록하고 마을의 자연, 고고, 역사, 민속 등 문화자원을

입니다. 또한 문화콘텐츠 활용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그 혜택이 대성동 주민들

발굴하고자 종합적인 마을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대성동마을이 경기도

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몫일 것입니다.

의 대표 마을로 조성될 수 있을 만큼 문화 자원이 풍부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대성동 마을의 문화자원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파주시 관계자
및 대성동마을 주민들 그리고 경기문화재연구원 직원과 외부 연구진께도 감사의

파주 대성동마을에는 한성백제시대로 추정되는 토성과 조선시대 강릉 김씨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원군파묘역 등 많은 유적이 있습니다. 이 유적들은 대성동 마을의 오랜 역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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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계화되기 이전의 옛 농기구들도 원형 그대로 잘
남아 있습니다. 이 유물들은 역사유적과 함께 잘 보존하여 방문객들에게 교육
자료로 활용하면서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남경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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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유일한 문화자원의 보고(寶庫) 대성동마을

파주에는 지구상에 남아 있는 유일한 분단국가의 상징인 DMZ이 있습니다.

대성동마을의 생생한 생활사를 증언해 줄 어르신들이 고령으로 이제 몇 분

DMZ은 분단의 고통과 단절의 의미가 아닌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이미지가

안계십니다. 더 늦기 전에 마을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작업입니다.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런 평화와 생명의 DMZ의 중심에 민간인 마을 대성동마

이제 우리는 이 기록을 토대로 세계유일의 분단역사 현장을 에코뮤지엄으로

을이 있습니다. 분단역사 현장인 대성동마을을 조사하고 기록한 「대성동마을

만들어 세계적인 안보관광의 명소로 만들어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문화자원조사 보고서」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소중한 문화자원으로 활용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1년간 대성동마을의 주민 한분 한분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땀으로 기록을
만들어 내는데 애쓰신 경기문화재단의 연구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대성동마을에는 50여 가구 200여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근접 거리에서 정전협정 후 60여 년 동안 출입이 통제된 불안정한 상황에서

파주 대성동마을과 주민들을 위해서 이 보고서가 기반이 되어 파주의 자긍심이
되는 훌륭한 문화자원개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생활 하면서도 평화통일의 날을 염원하며 마을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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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결혼을 하고 민속생활 풍습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 삶의
공간 자체가 세계유일의 문화자원을 보유한 마을박물관인 것입니다.
파주시장

이 재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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