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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동의
마을환경과 역사

고 있다. 북반부에 수룡산(秀龍山 ; 해발 717m)이 있고 남반부는 낮은 지대를 이루고
있어 사천(沙川)과 임진강연안에 비옥한 평야가 펼쳐져 있다.1) 대성동마을을 중심으로
동북쪽으로 대덕산(大德山 ; 해발237m), 동쪽으로 군내면 정자리와 진서면 금릉리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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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백학산(白鶴山 ; 해발 229m), 남쪽으로 도라산(都羅山 ; 해발 267m), 서쪽으
로 진봉산(進鳳山 : 해발 400m), 서남쪽으로 덕물산(德物山 ; 해발288m), 군장산(軍
藏山 ; 해발 278m), 여니산(如尼山 ; 해발241m) 등의 산지가 형성되어 있다. 이 산들은
모두 해발 200m가 넘는 산들로 군사시설이 들어서 있고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렵다.
대성동 서쪽의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분지천은 연천군 왕징면 고왕산(高旺山 ; 해발
355m) 부근에서 발원하여 소사미천을 이루며 남쪽으로 흐르다가 사미천(沙彌川) 본
류와 합류하여 진서면 어룡리를 가로지르며 흐른다. 이 분지천은 개성 동부에서 흐르
는 지류와 도평리 판문교(板門橋) 부근에서 합류하여 사천(沙川)을 형성하며 남쪽으로

1-1 마을의 자연·지리적 환경

흘러 가다가 임진강으로 들어간다. 사미천(沙彌川)의 수원(水源)은 대둔산(大屯山)에
서 시작하여 내려오면서 정석산(定石山)·수룡산(秀龍山) 등에서 발원한 여러 지류와 합
쳐 대강면(大江面)으로 들어와 임진강으로 흘러들어간다.2) 사천(沙川)의 수원(水源)

1) 지리적 환경

은 경기도 개성군 영남면이고 개성의 남면과 장단의 진남면을 관통하는 수로 연장길이는
30.0km, 유역 면적은 366.0㎢이다.3) 이 분지천(分地川)과 사천(沙川)을 경계로 동쪽

파주 대성동 자유의 마을은 한반도 비무장지대 북위 37°56′28.03″, 동경 126°40′

의 장단군과 서쪽의 개풍군으로 구분된다. 이 하천의 주변에는 충적평야가 형성되어 있어

44.92″에 위치해 있으며 행정구역으로는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에 해당된다. 이

도작농경(稻作農耕)에 적당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임진강 하류는 하안 침식평야가 전

마을은 자유의 다리로부터 북으로 약 12.5km, 개성시로부터 남으로 약 11.5km 정도

개되어 곡창 지대를 이루고 있다.

떨어져 있다. 마을 동북쪽 약 1km 지점에는 판문점이 위치하며 서쪽의 군사분계선과는

장단지역의 지질은 경기육괴(京畿陸塊)의 북단에 속하고 선캠브리아기의 경기변성암

400m 정도 거리에 있다. 군사분계선 건너편에 위치한 기정동마을과의 거리는 1.8km

복합체가 형성되어 있다. 임진강 이북의 초리, 용산리, 석곶리 일대에는 화강편마암, 안구

이다.

상편마암이 분포하며 오랜 기간 침식작용으로 낮고 평평한 구릉지를 이루고 있다. 신생

대성동마을의 북쪽으로는 휴전선을 경계로 북한의 개풍군 진서면 어룡리와 마주하고
서쪽으로는 개성의 백전리, 서남쪽으로는 풍덕군 봉동면 지금리, 남쪽으로는 파주시 장

대에 형성된 현무암류의 대지는 플라이스토세(홍적세)에 만들어 졌고 현무암이 냉각되면
서 갈라져 솟아오른 암괴들로 이어진 구릉 들이 분포되어 있다.4)

단면 동장리, 동쪽으로는 연천군 백학면 사매리와 접해 있다. 대성동자유의 마을은 북쪽

대성동마을은 한반도 중서부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어 북부의 대륙성 기후와 남부의 난

으로 어룡리, 서쪽으로 발송리, 남쪽으로 조산리, 동쪽으로 금릉리와 송현리로 둘러싸여

온대 기후의 점이지대(漸移地帶) 특색을 지니고 있다. 장단의 연평균 기온은 10.4°C, 1

있다. 이 지역은 접경지역(DMZ) 내부로 사람들의 출입이 통제되어 자연 생태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다.
대성동마을이 있는 장단의 북부에는 마식령산맥(馬息嶺山脈)이 황해도와 분수령을 이
루고 그 지맥이 장단내부 영역에 뻗어 있어 지형은 동남을 향하여 완만하게 경사를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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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단군지편찬위원회, 『장단군지』, 1980, p.36.
2) 앞의 책, p.42.
3) 경기도박물관, 경기도 3대 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임진강』 Vol.1-임진강의 환경과 삶, 2001, p.234.
4) 경기도박물관·육군박물관·서울지방국토관리청, 『남북연결도로(통일대교∼장단간) 문화유적 시굴조사보고서』, 2001,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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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기온은 -6.2°C, 8월 평균기온은 25.3°C이며 연 강수량은 1,184㎜이다.5)

『신증동국여지승람』 「장단도호부(長湍都護府)」 토산조12)에 실(錄), 삼(麻), 송이(松

사천(沙川)을 끼고 있는 대성동과 그 주변 지역은 사람들이 살기 적합한 주거환경에

覃), 웅어(蓽魚), 눌치(訥魚), 쏘가리(金隣魚), 숭어(秀魚), 은어(銀魚), 게(蟹), 석창포

조성되어 있어 선사유적과 삼국시대의 산성이 남아 있다. 대성동마을은 이러한 자연·지

(石菖蒲)가 기록되어 있어 대성동과 장단지역의 서쪽으로 흐르는 사천에 물고기와 식물

리적 배경으로 형성되었다. 조산리 대성동마을은 개성군 동면 백동리 마을의 사철 내개울

의 양상을 알 수 있다. 『여지도서(輿地圖書)』 「長湍府」 물산(物産)조13)에는 백어(白魚),

모래가 쌓여 산을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조산리가 되었다. 대성동 지역은 대덕산 발용산

금어(金魚), 숭어(秀魚), 눌치(訥魚), 웅어(葦魚), 금(金), 은(銀), 석창포(石菖蒲), 화생

에서 흐르는 냇물이 늘무리(板門里) 다리 밑으로 흐르고 송도에서 흐르는 냇물과 합류

해(花生蟹;게)가 기록되어 있어 조선시대에 이 지역의 식생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하여 사천(沙川)이 되었다. 고려말 대홍수로 개울 모래가 내려와 부락 앞의 개울 변 높은

웅어, 눌치, 숭어, 석창포 등이 장단지역에 나는 특산물로 알려져 있다. 1849년(憲宗15

6)

산이 성같이 둘러싸였다고 하여 대성동이라 하고 그 하천의 이름을 대성천(臺城川)이

년)에 편찬된 『장단지(長湍志)』 「토산(土産)조」14)에는 실(絲), 삼(麻), 웅어(葦魚), 눌치

라 하였는데 조선시대에 사천(沙川)으로 바꾸었다.7)

(訥魚), 숭어(鯔魚), 잉어(鯉魚), 백어(白魚), 하순(河肫),15) 쏘가리(錦鱗魚), 게(蟹), 석

1747년에서 1750년 사이에 그려진 『해동지도(海東地圖)』 장단부 지도에 태성(台城)8)

창포(石菖浦)16), 금은화(金銀花), 산약(山藥)이 기록되어 있고 암게(雌蟹), 오가피(五

이라는 지명이 표기되었다. 1911년에 작성된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9)와 1918

加皮), 금은화줄기(金銀花叢莖)를 진상(進貢)하였다. 장단지역의 특산물 중에 실(錄),

10)

년에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에 의해 작성된 개성(開城) 지도 에 대성동이 표기되어 있

삼(麻), 웅어(蓽魚), 눌치(訥魚), 쏘가리(金隣魚), 숭어(秀魚), 게(蟹), 석창포(石菖蒲)

다. 따라서 대성동마을은 1747년 이전에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는 조선시대 초기부터 말기까지 지속적으로 산출되었음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러
한 조선시대의 특산물들은 지금까지도 자연생태환경이 잘 보존되어 이어지고 있다.

2) 자연 · 생태 환경
(1) 포유동물(哺乳動物)

DMZ 지역은 약 반 세기동안 수많은 생명을 품고 있는 자연의 모습을 간직한 “식물과
동물의 낙원”이 되었다. 산에는 떡갈나무와 신갈나무의 2차 식생과 물억새·억새초지가

조사지역인 대성동 팔각정에서 집박쥐의 분(糞)이 확인되었고 이 종은 주로 빈집이나

발달해 있다. 산 계곡에는 달뿌리풀과 갈대가 풀 바다를 이루고 있다. DMZ 일원에는 사

나무구멍 등에서 서식하고 박쥐무리 중에 인가와 가까이 살고 있는 종으로 그 수도 많다.

향노루, 산양, 삵과 같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비롯한 생물이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

대성동에서는 오소리가 서식하고 있는 굴이 발견되고 오소리는 잡식성으로 번식력이 강

다. 장단반도 일원에는 두더지, 오소리, 너구리, 대륙족제비, 고양이, 멧돼지, 고라니, 청

하다. 또한 대성동의 삼림지대에는 힌 넓적다리 붉은 쥐가 분포하고 있다.17)

설모, 다람쥐, 멧밭쥐, 멧토끼 등 10과 12종, 법정보호종인 삵이 출현하고 있다.11) 이 지
역에는 식물 2237종, 포유류 45종, 조류 260종, 양서·파충류 31종, 어류 143종 등 2710
여종이 서식하고 있다.

5) 백종오, 「파주 비무장지대(DMZ) 주변지역 문화유적 현황」, 『통일촌마을조사 보고서-통일촌 사람들, 그 삶의 이야기』, 경기문화
재단, 2013, p.115.
6) 파주문화원, 『파주지명유래와 전설지』, 1997, p.192.
7) 주6 앞의 책, p.473
8) 서울대학교 규장각, 규장각자료총서 『해동지도』 상, 경세원, 1995, p.73.
9)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조선지지자료-경기도편』, 2008, p.424.
10) 경기도·경기문화재단, 『경기도의 근현대지도』, 2005, p.42.
11) 경기개발연구원, 「한강하구 습지 및 수변 생태자원에 관한 연구」, 위탁연구 2007-22, 2008,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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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민족문화추진회, 『신증동국여지승람 2』, 고전국역총서 41, 1982, p.337.
1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료총서 제20 『여지도서』 상, 1973, p.58.
14) 주2 앞의 책, pp.317∼318.
15) 하순은 물가에서 잡은 물고기를 얇게 저미어서 양념을 하여 말린 고기이다. (http://hanja.naver.com/hanja)
16) 석창포는 천남성과의 상록이고 여러 해 살이 풀로 뿌리줄기는 옆으로 뻗고 마디가 많으며, 잎은 뭉쳐나고 선 모양이다. 6~7
월에 잎처럼 생긴 꽃줄기 끝에 누런 녹색 꽃이 수상(穗狀) 화서로 핀다. 뿌리와 줄기는 청량 건위제나 구충제로 쓰고 관상용
으로 재배한다. 흐르는 물가에 자라는데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등지에 분포한다. 뿌리는 의식이 혼미하거나 소화 불량, 건망
증 따위에 쓰인다.(http://krdic.naver.com/detail)
17) 파주군, 『파주군지』 상-역사와 인물, 1995, p.79.

1. 대성동의 마을환경과 역사

15

(2) 조류(鳥類)

얼룩동사리 등이 서식하고 있다. 대성동마을의 구성저수지와 여기에서 유출되는 임진강
지류인 사천수계의 수로(水路)는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고 여기에는 피라미, 끄리, 붕

참갯지렁이와 말똥게 등 다양한 생명체가 살고 있는 임진강 하구 습지보호구역에는 동

어, 묵납자루, 점줄종개, 동자개, 얼룩동사리, 잉어 등이 살고 있다.22)

아시아 철새이동 경로의 중간기착지로 천연기념물인 저어새·흰꼬리수리·검독수리·개리·재
두루미 등 수 만 마리가 강변의 하천습지와 농경지 등에 서식하고 있다.18) 파주 군내면에

(4) 식물(植物)

서는 39종으로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이면서 천연기념물199호인 황새를 비롯하여 천연
기념물 327호인 원앙, 천연기념물 201호인 큰고니, 고니 그리고 독수리(천연기념물 243

파주의 민통선지역은 대부분 500m이하의 야산과 평야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초지,

호), 흰꼬리 수리(천연기념물 243호), 빛개구리매(천연기념물 323호) 등 5종의 희귀 맹금

아까시나무림, 조림지 등으로 덮여 있다. 조사지역의 군남면 대성리에는 상수리나무가

류가 관찰되어 이곳이 두루미류 뿐만 아니라 맹금류의 도래지로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

주로 우거져 있다.23) 파주시 장단면일대 민통선지역은 물박달나무림, 신갈나무림, 상수

이다.19)

리나무림으로 구성되었고 거곡리 일대는 염습지가 조성되어 있다. 장단반도 일대에 산재

1996년 국제적 멸종위기 조류 “저어새” 종 보존 국제협력사업에서 홍콩과 대만에서 방

하고 있는 구릉성 산림 지역의 식생은 참나무류, 아까시나무 식생군집이 광범위하게 발

사한 “저어새” 5마리 중 4마리가 서해 해상의 DMZ 지역에 번식을 위해 정착하였음이 위

달하고 있다. 상층으로는 수고 6m 내외의 상수리나무, 갈참나무, 아까시나무가 자라고

성추적 발신기 탐사에 의해 밝혀졌다. 대성동 자유의 마을 북쪽에 위치한 자연습지는 조

있고, 중층으로는 진달래, 산사나무, 산뽕나무, 콩배나무 등이 출현하고 있다. 하층으

류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계절에 따라 오리류, 백로류, 뜸부기류, 도요새

로는 상수리나무 치수, 찔레, 멍석딸기, 싸리, 쥐똥나무 등이 서식한다. 이 지역은 전체적

류 등의 조류와 겨울에는 천연기념물 조류인 두루미류, 알락개구리 매 등 희귀조류가 찾

으로 상수리나무, 보리수나무, 개암나무, 산뽕나무, 산벚나무, 생강나무, 신나무, 개옻

아오고 있다. 대성동 야산에는 딱새류를 비롯하여 뻐꾸기류, 딱따구리류, 까마귀류, 대

나무, 국수나무, 팥배나무, 두릅나무, 찔레꽃, 노박덩굴 등이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20)

성동의 경작지 부근에는 할미새류, 멧새류, 도요새류 등 이 관찰된다. 대성동 자유의 마

특히 해발 50m미만인 군내면 대성동 주변의 구릉지는 상수리나무 숲이 형성되어

을 인근 농경지에는 1966년 2월과 1979년 1월에 국제적 멸종위기 종인 “따오기” 1개체가

있다. 상수리나무의 열매는 신석기시대이래로 농경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식물

관찰되었다. 대성동마을 저수지에는 여름철에 백로류인 덤불해오라기, 가을부터 겨울,

이다.24) 이 대성동마을의 상수리나무 군락은 숲지붕층(林冠層)에 우점하고 있고 키가

봄에 오리류, 겨울에 천염기념물인 두루미, 재두루미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21) 이와 같이

작은 나무층(관목층)은 상수리나무, 갈참나무, 떡갈나무, 신갈나무 등의 참나무류와 개

조사지역은 멸종위기의 따오기, 저어새 등의 삶의 터전으로 자연 생태환경이 잘 보존되어

옻나무, 보리수나무, 붉나무, 노린재나무, 회잎나무 등의 식물군락이 생육하고 있다. 숲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닥에는 상수리나무의 실생(seedling)을 비롯하여 낙엽활엽수림을 구분하는 진단종
(diagnostic species)인 반상록성 초본 노루발풀이 존재한다. 대성동마을 내에는 향나

(3) 어류(魚類)

무, 은행나무 등이 심어져 있고 주변 야생 숲정이에는 아까시 나무가 생육하고 있다. 하
천 가장자리를 따라 신나무와 족제비사리, 부락 근처의 야산에 가래나무와 귀룽나무가

군내면 조산리에 위치한 대성동 자유의 마을 신설저수지와 여기에서 유출되는 임진강

생육하고 있다.25)

지류인 사천수계의 소수로(小水路)에서는 피라미, 끄리, 누치, 참마자, 미꾸리, 동자개,
18) 이동화, 『이야기 京畿 600년 경기는 명당이다』, 2014, pp.170∼179.
19) 주3 앞의 책, p.87.
20) 주17 앞의 책, p.80.
21) 경기개발연구원, 「DMZ 일원 자연환경보존 및 생태관광 추진방향 설정 연구」, 2007,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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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17 앞의 책, p.82.
23) 박은지 외, 『DMZ가 말을 걸다-평화와 생태의 상징, DMZ의 모든 것』, 2013, pp. 111∼113.
24) 주17 앞의 책, p.85.
25) 주17 앞의 책,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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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본류로는 자귀풀, 단풍잎돼지풀, 새팥, 망초, 강아지풀, 억새, 새잎꿩의비름, 애기쉽

(5) 곤충류(昆蟲類)

싸리, 비쑥, 깨풀, 큰엉겅퀴, 가는잎쐐기풀, 병풀, 닭의장풀, 애기똥풀, 무릇, 등골나물,
갈퀴꼭두서니, 괭이밥, 야산고사리, 층층이풀, 차풀, 새 등이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다.

파주 대성동마을에서 2010년에 새로 조사된 곤충은 4목 22종으로 멸종 위기의 2급 곤

장단반도 일대의 습지는 크게 논과 자연습지로 구분되며, 자연습지는 부분적으로 갈대,

충인 애기뿔소소똥구리(Copris tripartitus)와 왕은점표범나비(Fabriciana nerippe)가

부들, 달뿌리풀 등이 우점하는 하천변 습지성 초지식생군집과 개망초, 쑥 등의 초본들이

서식하고 있다.28)

있다. 하안변 습지는 임진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갈대 군락, 물억새 군락, 개망초 군
락, 강아지풀, 매듭풀 군락이 발달하고 있으며 수로를 따라 부분적으로 고랭이류의 군락
이 발달하였다. 장단반도 내륙 안쪽으로는 대면적 초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논과 구릉성
산림이 산재하고 있다. 광범위한 초지는 망초 군락이 우점적으로 발달한 가운데, 개망

1-2 마을의 고고 · 역사적 환경

초, 비쑥, 사철쑥, 물억새, 달뿌리풀 군락이 발달하여 있다. 부분적으로 웅덩이에는 애기
부들, 올풀, 송이고랭이, 쇠돌피, 피, 애기괭이사초, 고랭이 등의 습지식생 군락이 발달하

1) 고고 · 역사적 환경

였다.
독수리 월동서식지 부근에는 갈대 잔존 군락과 망초 군락이 광범위하게 발달하였고

(1) 구석기시대

내륙 쪽으로는 부분적으로 매듭풀, 전동사리, 차풀, 가락지나물, 꽃 향유 등의 소규모
군락과 달뿌리풀 군락이 형성되어 있다. 가장자리에는 돌콩, 토끼풀, 환삼덩굴 군락이 집

구석기시대는 신생대 제3기 말 플라이오세(Pliocene)에서 제4기 갱신세 말 빙하기가

중되어 있으며, 또한 주기적인 임진강 범람으로 인해 웅덩이가 형성되고 습지 식생이 발달

종식되는 1만년 무렵까지 400만년 이상 지속된 시기이다.29) 파주 지역은 임진강과 그 지

하였다. 내륙 초지 전체에 걸쳐 족제비싸리, 갯버들, 아까시나무의 치수들이 자라고 있으

류를 따라 주변에 구석기시대부터 역사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적들이 확인된다. 파

나 발달정도가 미미하다. 산림지와 인접 논, 도로와의 경계부에는 논두렁의 식생이 형성

주 지역은 우리나라의 구석기 유적들이 밀집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이다. 이 지역의 구석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산뽕나무, 보리수나무, 아까시나무 군락과 물억새, 족제비싸리

기 유적으로는 임진강유역의 장산리, 가월리, 주월리, 동파리, 금파리, 노상리, 와동2리,

26)

군락, 그리고 개망초 군락이 있다.

장터거리, 구리동, 야당리, 동패리 등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고 있다.30) 이 유적 중 장단

대성동 부근의 저습지에는 큰고랭이가 우점종이며, 세모고랭이, 갯하늘지기, 송이고랭이,

면 노상리와 진동면 동파리는 조사지역의 마을 인근에 위치해 있다. 최근에는 파주 운정

바늘골, 달뿌리풀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신설저수지의 초본류는 김의털이 지면을 덮고

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교하읍 와동리 일대의 시굴조사에서 구석기 유적의 존재가 확인된

있고 고삼, 양지꽃, 개싸리, 억새, 무릇, 비수리, 애기붓꽃, 활나무, 개솔새, 미역취, 산개

바 있다.31)

고리, 구절초, 마타리, 파리풀 등이 자라고 있다. 이 중에 북미원산의 미국 미역취는 화분
27)

병 의 원인으로 UN군이 대성동지역을 관리하면서 들어온 품종이다.

파주 대성동마을의 인근지역인 경의선 연결도로(통일대교~장단)구간내 유적 제 4지구
에서 흑요석제 긁개가 수습되었다. 이 유적에서는 흙요석제 긁개와 규질암과 석영질의 격
지 등이 수습되었는데 우리나라 후기 구석기시대 유물과 비교하면 비교적 큰 편에 속한다.32)

26) 경기개발연구원, 「DMZ 일원 자연환경보존 및 생태관광 추진방향 설정 연구」, 2007, pp.47∼48.
27) 주17 앞의 책, pp.8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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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이진구 등, 「경기북부 DMZ 접경지역의 곤충생태 조사 결과」, 한국응용곤충학회 추계학술발표회, 2011, p.49.
29) 경
 기문화재연구원·경기도박물관, 경기문화재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 『경기 발굴 10년의 발자취』, 2009, p.7.
30) 경기도박물관, 『월롱산성』, 2004, p.485.
31) 기전문화재연구원, 『파주 운정(1)지구 문화재 시굴조사 약보고서』, 2006, pp.124∼126.
32) 주4 앞의 책, pp.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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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석기 유적의 분

무문토기와 함께 즐문토기편이 수습되었다. 파주에서는 적성 주월리와 문산 선유리, 교

포로 볼 때 대성동 인근지

하 다율리, 월롱 덕은리 옥석동(玉石洞) 일대에서 주거지 및 빗살무늬토기, 마제석촉 등

역은 구석기시대이래로 사

이 출토되었다. 주월리 유적에서는 지표에서 마제석부, 마제석촉, 옥제장신구 등이 수습

람들이 삶의 터전을 잡고

되어 신석기 후기에 편년되고 있다. 옥제 장신구는 중국의 요하유역 신석기시대 홍산(紅

살아 왔음을 알 수 있다.

山)문화와 관련된 것이다. 이 외에 조리면 봉일천리, 적성면 독서동, 파주읍 백석리 등에

파주에서는 임진강이
도면 1. 경의선 연결도로(통일대교~장단)구간 제4지구 출토 흑요석제 긁개

서도 즐문토기편이 수습된 바 있다.36)

흐르는 적성, 파평, 문산

특히 월롱면 덕은리 옥석동 유적에서는 빗살무늬 토기 파편들과 고인돌 밑에서 발견된

등지에서 비교적 많은 구

수혈 주거지는 신석기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수혈 내부에는 기둥구멍이

석기 유적 · 유물이 확인되

나 노지와 같은 시설이 없고 즐문토기 편들이 발견되었다. 토기의 문양은 어골문을 구성

고 있어 구석기인들이 임

하는 평행 사선문, 호형문, 복선사격자문, 점열문, 복선거치문이 있고 저부는 첨저이다.37)

진강을 끼고 집단적으로

파주지역에서 출토되는 빗살무늬토기는 한반도 중서부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생활했음을 알 수 있다.

丸底土器群(환저토기군)에 속해 있다.38) 이러한 즐문토기편이 수습되는 신석기 유적은

적성 율포리 지역과 파평

임진강을 따라 연천 학곡리와 우정리 등에서도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39) 임진강을 주변으

금파리 지역들에서 돌을

로 조사지역에도 신석기시대 사람들이 살았음을 알 수 있다.

이용해 만든 석기들이 대
경의선 연결도로(통일대교~장단간)구간 제4지구 출토 흑요석제 긁개

량 발견되고 있으며 특히
33)

금파리 구석기 유적에서는 타원형으로 생긴 움집터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3) 청동기시대

파주에서 발

견되는 구석기 유적·유물을 통해 이 지역에서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은 움집에서 어로·수
렵·채집생활을 하며 살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청동기시대는 무문토기와 마제석기가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청동기가 제작되는 시기로
정형화된 지석묘와 석관묘가 등장하고 농경을 생계경제로 삶을 영위한 시대이다. 경기도
의 청동기시대의 시기는 B.C.13~15세기에서 B.C.300년까지로 볼 수 있다.40) 청동기 시

(2) 신석기시대

대는 인류가 청동으로 도구나 무기를 만들어 쓰기 시작한 때로부터 철기를 만들어 쓰기
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청동기시대에 들어와 임진강 유역 일대는 청동기 문화의 중심지가

한국 신석기시대는 B.C.8,000년경 제주도 고산리 유적에서 토기가 출토된 이래로

되었다. 파주지역의 청동기 유적은 교하리, 다율리, 당하리, 옥석리, 덕은리, 야동리 유적

B.C.6,000년경에 남해안 일대에 신석기토기가 등장하고 경기도 지역에서 청동기시대가

등이 있고 임진강유역에서는 선유리, 식현리, 장산리, 하포리, 노상리 등이 청동기시대 유

34)

개시되는 B.C.15~14세기까지로 볼 수 있다.

신석기시대는 농경생산을 통한 잉여 생산

적으로 알려져 있다.41) 청동기시대 역시 강가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었음을 알 수

물의 저장과 인구증가가 이루어진 사회이다. 파주의 신석기유적은 적성의 율포리 유적이
알려져 있다.35) 그 외에 교하 다율리의 지석묘 조사과정에서 주변의 장방형 주거지에서
33) http://www.pajucc.or.kr/main/about_paju.php
34) 주29 앞의 책, p.26.
35) 주30 앞의 책, p.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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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韓永熙, 「新石器時代, 韓國考古學의 半世紀」, 제19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문, 韓國考古學會, 1995, p.42.
37) 김재원·윤무병, 「한국지석묘연구」,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6책, 1967, pp.26∼28.
38) 한영희, 「신석기시대-지역적 비교」, 『한국사론』12 - 하, 국사편찬위원회, 1993, pp.496∼506.
39) 주19, 앞의 책, pp.94∼125.
40) 주29 앞의 책, 2009, p.50.
41) 주30 앞의 책, p.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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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 노하리, 군내면 정자리,47) 그리고 파주 주월리 유적48)이 대표적이다. 주월리 유적

있는 것이다.
교하리 유적에서는 지석묘 4기와 지석묘 하부에서 장방형의 수혈주거지 2기가 조사되

은 1996년 주거지 3기를 포함한 7개의 유구, 1997년에는 주거지 6기를 포함한 총 17개

었으며 공렬토기·석검·석촉 등이 출토되었다. 다율리·당하리 유적에서는 지석묘 25기와

의 유구가 조사되었으며 주거지는 凸자형 및 방형의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유적의 연대는

주거지 1기가 조사되었으며, 이외에 적성면 식현리, 문산읍 당동리에서 주거지가 확인되

96-7호 주거지의 목탄 시료의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중심연대는 A.D 4세기대로 나타났

었다. 이외에 지표조사로 산남리, 야당리, 와동리, 선유리, 진동면 하포리와 초리 등지에

다. 이 유적에서는 장란형토기, 심발형토기의 개체가 확인되고, 본격적인 직구단경호 등이

서도 지석묘가 확인되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대체로 시기를 3세기 중반을 전후한 시기로 파악하고 있다. 최
근 와동리 일대에서도 원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유적이 조사된 예가 있어 앞으로 이 시기의

(4) 초기철기시대

자료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초기철기시대는 중국 동북지역에 자리 잡았던 연(燕)나라의 영향으로 주조철기가 보

(6) 삼국시대

급되고 점토대토기, 세형동검, 적석목곽묘 등과 같은 새로운 문화가 유행한 시대이다. 청
동기시대가 막을 내리는 기원전 4세기말~3세기 초에서부터 한군현(漢郡縣)의 영향으로

백제는 도성의 위치에 따라 한성기(기원전18년~475), 웅진기(475~538), 사비기

단조철기가 대량으로 보급되는 본격적인 철기시대인 원삼국시대가 시작되는 기원전 1세

(538~660)로 삼분된다. 마한 54국 중 서울의 백제국이 주변의 세력을 통합해 가면서 강

42)

기까지 초기철기시대로 설정할 수 있다.

초기철기시대에 해당하는 점토대토기 단계의
43)

력한 고대국가를 세우고 4세기 중엽 최전성기를 맞는 백제는 경기, 충청, 전라, 강원, 황해

갈현리 유적에서는 원형점토대

도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 파주는 마한(馬韓) 54국 중 원양국(爰襄國)과 상외국(桑外

토기 편과 회백색토기 옹 등이 다량 출토되었으며44) 당하리 유적 1호 토광묘에서는 원형

國)에 속했고, 1849년(憲宗15년)에 편찬된 『장단지(長湍志)』 「건치연혁(建置沿革)」조

유적으로는 최근에 조사된 갈현리, 당하리 유적이 있다.
45)

이외에 적성면 주월리, 문산읍 선

에 장단은 삼한시대에 습천군(隰川郡)49)이라는 기록이 있다. 한강 유역인 위례성을 중심

유리, 문산리, 독서동, 조리면 뇌조리, 조산동, 문산읍 내포리 등지에서 점토대토기와 우

으로 한 초기 백제가 점차 성장하면서 이 일대를 장악하게 되었다. 백제 근초고왕 시대의

각형파수부토기 등이 수습된 바 있다. 주월리 유적에서 출토된 부뚜막시설은 철기문화의

장단지역의 지명은 야야현(耶耶縣) 또는 야아현(夜牙縣)이었다.50) 이 일대를 중심으로

보급과 더불어 유입된 것이다.

백제와 말갈과의 전투기록이 삼국사기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면 삼국초기에 고구려

점토대토기와 흑도장경호가 각각 1점씩 출토되었다.

세력 하에 있던 말갈이 백제 영토를 자주 침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조사지역인 군내면
대성동에 토성지의 흔적이 있으나51) 백제시대의 토성인지는 고고학적 조사와 확인이 필요

(5) 원삼국시대

하다.
경기지역의 원삼국시대는 기원전 1세기 무렵부터 백제가 초기국가로 출현하는 기원후
46)

3세기 중반 후반 무렵까지의 시기이다.

원삼국시대 유적은 조사예가 많지 않으며 장

42) 주29 앞의 책, p.80.
43) 기전문화재연구원, 『파주 당하리 유적』, 경인 M＆B, 2006, pp.70∼71.
44) 주36 앞의 책, pp. 70~72.
45) 주43 앞의 책, pp.70∼71.
46) 주29 앞의 책,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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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는 건국초기 중국의 요동·요서지방과 부여지방으로 영토 확장에 주력하다가 4
세기초반 낙랑군과 대방군을 축출하고 황해도 일원으로 진출한 이후 본격적인 남하를

47) 주30 앞의 책, p.486.
48) 경기도박물관, 『파주 주월리 유적』, 1999, pp.247~266.
49) 徐有耒, 『長湍志』 卷之上, 建置沿革, 三韓時爲隰川郡, 1849, p.14.
50) 파주군·파주문화원, 『파주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5, p.16.
51) 주50 앞의 책, p.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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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한다.52) 4세기에 접어들면서 대외팽창에 주력한 광개토왕 1년(391)은 한강 유역 점

성 주변에 높은 산이 없어 넓은 지역을 관망할 수 있는 군사적인 요충지이다. 덕진산성의

령 후 백제계 지명을 고구려 식으로 개명하여 파주의 금촌 · 교하 · 탄현 일대를 천정구현

남동쪽에 위치한 초평도는 임진강을 건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중요 교통로로 이용

(泉井口縣), 파주 · 문산 일대를 술이홀현(述爾忽縣), 장단 · 군내 지역을 장천성현(長

되고 있다. 덕진산성은 이 교통로의 길목을 통제할 수 있다. 초평도의 서쪽에 수내나루

淺城縣), 파평 일대를 파해평사현(坡害平史縣), 적성에는 낭비성(娘臂城)을 설치하였

는 동쪽의 임진나루와 함께 임진강을 건너 개성으로 가는 주요 교통로였다. 이 덕진산성

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지리지」에는 임강현(臨江縣)을 고구려의 장항구현(獐項口

은 4~5세기경 고구려시대에 초축한 후 통일신라, 조선시대에 이르기 까지 보축이 이루어
진 산성이다.57) 덕진산성 내부에는 우물터가 있고 덕진단이 내성 가운데 제일 높은 표고

53)

縣) 으로 표기하였다.
신라는 6세기 초 법흥왕 대에 중앙집권적인 귀족국가를 이룩하여 6세기 중엽 진흥왕

65m 지점에 있다58)고 전한다.

대에는 대규모의 영토 확장이 이루어졌다. 한반도 동남부에서 국가로 성장한 신라가 소
백산맥을 넘어 한강유역으로 진출한 것은 진흥왕 때인 6세기 중엽이다. 서기 551년 신라

(7) 통일신라시대

와 백제는 동맹을 맺어 한반도 중부지방에서 고구려를 축출하고 신라는 죽령을 넘어 한
강 상류지역을 점령하였고 백제는 한강하류지역을 되찾게 된다. 553년 신라는 백제로부

신라는 660년에 백제, 668년에는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675년 당과 매초성 전투에서

터 한강하류 지역을 탈취한 후 신주(新州)를 설치하고 555년에 북한산에 진흥왕순수비

승리하고 이듬해 기벌포(伎伐浦)에서 당의 수군을 격멸함으로 삼국을 통일한 것은 676

를 세웠다.54) 그러나 파주를 비롯한 임진강 유역은 7세기 초까지도 여전히 고구려의 소유

년의 일로 태종 무열왕을 거쳐 문무왕대에 이루어 졌다. 이후 신문왕은 중국 제도를 모

였던 것으로 보인다. 임진강 남안 일대가 신라의 판도에 들어온 것은 칠중성이 신라 김유

방하여 중앙관직과 지방 행정조직을 대폭 정비하였고 경덕왕은 주·군·현의 명칭을 중국

신 장군의 대활약으로 신라의 소유가 된 진평왕 51년(629) 이후의 일로 보인다. 한편 칠

식으로 바꾸었다. 신문왕 5년(685)에 전국을 9州 5小京으로 개편하였는데 파주는 한산

중성 내에서 백제. 고구려 와편만이 아니라 신라계 와편 또한 다수 출토되는 사실은 이

주(漢山州)에 속하게 되었다. 이어 경덕왕(景德王) 16년(757)에는 전국적으로 지방 군

55)

현의 명칭을 한식(漢式)으로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현 파주 일대인 파해평사현을 파평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파주지역의 관방유적을 살펴보면 동북쪽으로 문산천 변에

현(坡平縣)으로 술이홀현을 봉성현(峰城縣)으로 낭비성을 중성현(重城縣), 천정구현

봉서산성과 서남쪽으로 오두산성이, 곡릉천 변으로 장명산보루, 심학산보루, 명봉산성

을 교하군(交河郡)으로 그리고 장천성현은 장단현(長湍縣)으로 각각 그 명칭이 바뀌었

이 위치하며 동북쪽으로 임진강 북안으로 당포성, 아미리보루, 호루고루, 덕진산성, 도

고,59) 우봉군(牛峰郡)60) 영현(領縣)61)에 속하게 되었다. 나말여초의 혼란기에 신라 중앙

라산 봉수, 조랑진보루가 위치해 있다. 임진강 남안으로는 육계토성, 금파리성, 이잔미

의 통제가 약화되면서 파주지역은 철원에 근거지를 두고 있던 궁예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일대의 소유가 백제에서 고구려로, 고구려에서 신라로 바뀌어 갔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성, 임진진, 장산진, 그리고 임진강 남안 내륙으로 아미성과 수철성, 칠중성, 감악산보루,
무건리보루, 노고산보루 등 다수의 관방유적이 분포하고 있는 것이다.56) 이러한 산성과

(8) 고려시대

보루는 임진강 유역이 삼국시대 접경 지역의 양상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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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지역 인근에 위치한 덕진산성은 파주시 군내면 정자리 산13번지에 있고 초평도

918년에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후 936년에 후삼국을 통일한 후 태조(太祖) 23년

의 서북쪽, 임진강의 북안에 해발 65m인 야트막한 산의 정상부에 축조하였다. 덕진산

(940)에 주(州)·군(郡)·현(縣)의 명칭을 개편하였는데 이 때 파주는 광주(廣州)로, 중성

52) 주40 앞의 책, p.186.
53) 이병도 역주, 『삼국사기국역편』, 1993, p.538.
54) 주40 앞의 책, p.216.
55) http://www.pajucc.or.kr/main/about_paju.php
56) 주 35 앞의 책, pp.45∼46.

57) 주19 앞의 책, pp.397∼402.
58) 국립문화재연구소, 『군사보호구역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경기도편』, 2000, p.259.
59) http://www.pajucc.or.kr/main/about_paju.php, 2008.1.4.
60) 파주군사편찬위원회, 『파주군사』 상권, 파주군, 1984, p.115.
61) 주1 앞의 책,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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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은 적성현으로 개칭되었다. 995년에는 장단·적성·파평 등이 개성부에 속하게 되었다.

암질은 화강암이다.66) 고려시대의 수도가 개성이었기 때문에 조사지역은 그 인근에 위

이후 10도(道)가 5도(道)로 바뀌면서 파주 지역은 양광도(楊廣道)에 속하였다. 고려(高

치해 있으므로 왕의 릉(陵)과 귀족들의 분묘가 분포되어 있는 것이다.

麗) 목종(穆宗) 4년(1001)에 시중(侍中) 한언공(韓彦恭)의 고향이 장단지역이었던 이유
로 단주(端州)로 승격시켰다.62)

조사지역 인근에 위치해 있는 고려시대 불교유적으로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56호로 지
정된(1995년 8월 7일) 파주 마애사면석불(坡州 磨崖四面石佛)은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이어 현종 9년(1018)에는 전국을 4도호부 8목 56주군으로 개편하면서 파평현과 적

산 31-1번지에 있고 해발 191m의 일월봉 정상 아래쪽으로 800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성현을 장단현에 예속시키고 현령(縣令)을 두어 상서도독(尙書都督)의 소관으로 만들

다. 높이는 동면상 111㎝, 남면상 99㎝, 서면상 90㎝, 북면상 126㎝이다. 불상은 네 구

었다. 문종(文宗) 16년(1062)에는 장단현을 직접 개성부에 편입시켰다. 명종(明宗) 4년

모두 가부좌를 틀고 앉은 좌상으로 원형두광과 신광을 갖추고 연화좌 위에 결가부좌한

(1174) 장단 지역에 궁궐을 조영하면서 봉성현을 서원현(瑞原縣)으로 바꾸어 감무를 두

자세를 알아볼 수 있다. 현재 남아있는 상태에서 파악하기로는 동면상이 약합(藥盒)을

었다. 공양왕 2년(1390)에는 경기도를 좌도와 우도로 나누면서 장단·적성·파평현을 경

들고 있으며 남면상은 오른손을 밖으로 하였고 북면상은 오른손을 가슴부근에, 왼손은

기좌도에, 교하·서원현을 양광도에 속하게 하였다.

무릎 위에 두고 연화대좌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는 모습과 원형두광 및 신광을 명확

장단지역에 존재하는 고려시대 왕릉 유적은 경릉(景陵)과 영릉(英陵), 지릉(智陵)이
63)

있다.

경릉(景陵)은 고려 11대왕 문종의 능으로 장남면에 위치해 있고 영릉(英陵)은

하게 확인할 수 있다. 연화대좌의 모습이나 원형 두광과 신광 표현은 북면상 만큼 명확
하지는 않으나 다른 상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67)

고려 15대 숙종의 능으로 진서면 판문리에 있다. 지릉(智陵)은 고려 19대 명종의 능으로
장남면에 있고 서북쪽으로는 개풍군과 인접하여 있다. 장남면에는 신라 경순왕릉(敬順

(9) 조선시대

王陵)이 있다.64) 개성은 고려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 인근 지역에 왕릉이 존재하는 것이다.
진동면 서곡리 산 112번지에 위치한 벽화고분은 서곡리 마을의 동남쪽으로 해발 90m

우왕 14년(1388)에 이성계는 요동정벌을 포기하고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병권을 장악

야산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린 구릉의 능선 상에 존재한다. 1991년 문화재연구소

한 후 공양왕 3년(1391) 사전개혁을 단행하였다. 1392년 이성계는 조선을 개국한 후 행

에 의해서 발굴 조사된 벽화고분은 길이 394cm, 너비 202cm, 깊이 103cm의 장방형 수

정구역을 다시 개편했는데, 태조(太祖) 2년(1393) 서원현이 군으로 승격되었고 태조 3년

직 토광 안에 석곽을 마련하고 그 안에 목관을 안치하였다. 이 석곽 판석에 그려진 벽화

(1394)에 수도를 개경에서 한양으로 옮기고 교하군을 현으로 강등시켜 한양에 속하게

의 내용은 천장에 북두칠성과 삼태성(三台星)을 표현하였고 네 벽에는 십이지(十二支)

하였다. 그 다음해에 개성부를 유후사(留後司)로 개칭하였고 1398년에는 파평현과 서

를 나타낸 전신인물상이 그려져 있다. 동벽과 서벽에는 5인의 인물상이, 남벽에는 1인의

원현을 합하여 원평군(原平郡)을 만들었다. 태종(太宗) 13년(1413)에는 교하현이 원평

인물상이 그려져 있고 묘지석이 출토되어 고려 공민왕(1352년)때 축조된 권준의 무덤임

군에 소속되었고 교하현 소속의 심악은 고양현(高陽縣)에 속하게 되었다.

65)

을 알 수 있었다.

태종(太宗) 14년(1414)에는 장단현을 임강현과 합하여 장임현(長臨縣)이라 한 후 장

파주시 군내면 점원리의 박석명의 묘에서 동북구릉 상부에 고려석실분(高麗石室墳)이

임현은 임진현과 합하여 임단현(臨湍縣)으로 하고서 나중에 임강현을 두었다. 세종(世

노출되어 있다. 석실의 크기는 동서 130cm, 남북 66cm, 높이 60~70cm이며 내부는 2단

宗) 원년(1419)에 다시 장단현령(長湍縣令)을 두었다가 세조(世祖) 2년(1456)에 장단·

의 석괴로 쌓았다. 현재 남아 있는 개석의 길이는 165cm, 너비 56cm, 두께 18cm이며

임강을 없애고 임진현에 예속시켰다. 세조 4년(1458)에 다시 임강(臨江)·임진(臨津)을
장단현으로 소속시켰고 세조 5년(1459)에 중궁(中宮)의 증조, 고조, 현조의 세 무덤이

62) 주12 앞의 책, p.326.
63) 주4 앞의 책, p.7.
64) 주1 앞의 책, p.239.
65) 주4 앞의 책, pp.117∼118.
66) 주58 앞의 책, p.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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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1469)에는 진(鎭)을 설치하고 도호부(都護府)로 승격시켰다.68) 이와 같이 조선 전기

驛)이었다. 이 역은 동쪽10리 진동면(津東面)에 있으며 연서역(延曙驛)에 소속되어 있

에는 파주 관내의 행정 구역 개편이 잦았으나 대체로 파주목·장단도호부·교하군·적성현

었다. 상등마 4필, 중등마 6필, 하등마 4필과 이(吏)32명, 노(奴)15명, 비(婢)6명이 있

의 골격을 잡게 되었다.

었다. 도원역(桃源驛)은 동도면에 있었으며, 역도로서 구화역·백령역·옥계역·단조역·상

임진왜란을 거친 후 광해군대에 이르러 교하(交河)로의 천도(遷都)가 제기되었다.

수역을 속역으로 하고 있었다. 현재 파주시 군내면 점원리 도두머리에 있었다고 한다. 이

광해군(光海君) 4년(1612)에 술관(術官) 이의신(李懿信)이 한양의 왕기가 쇠하였으니

지역은 지금도 역촌 또는 역말이라고 부른다. 상등마 1필, 중등마 3필, 하등마 5필과 이

길지(吉地)인 교하로 천도하자는 상소를 올렸다. 이에 광해군은 교하 지역을 살피고 형

(吏)32명, 노(奴), 비(婢)6명이 소속되어 있었다. 구화역(仇和驛)은 북쪽 50리 강서면

세를 그려오게 하는 등 관심을 보였으나 반대의견이 많아 천도가 실행되지는 못했다. 그

(江西面)에 있으며, 도원역에 소속되어 있었다. 중등마 2필, 하등마 1필과 吏3명, 奴8명,

러나 교하천도론은 유사 이래에 파주를 포함한 임진강 일대의 전략적·지리적인 비중이 얼

婢2명이 소속되어 있었다. 백령역(白嶺驛)은 동쪽 50리 장동면(長東面)에 있으며, 도원

마나 높은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역에 소속되어 있었다. 상등마 2필, 중증마 5필, 하등마 2필과 吏16명, 奴18명, 婢11명

전략적 위치에 있는 조사지역의 도라산 봉수는 임진강과 인접하여 서쪽에는 고려시대

이 소속되어 있었다. 발소(撥所)인 동파발첨(東坡撥站)은 동쪽 15리 진동면 동파리에

수도 개성과 가장 인접해 있다. 도라산 봉수는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산 14번지의 해

있었으며, 발장(撥將)1인과 발군 5명, 말 5필이 있었다. 초현발첨(招賢撥站)은 서쪽 13

발 167m인 도라산 정상에 위치해 있다. 도라산 일대에서는 동남쪽으로 3km 거리를 두

리 진북면 조산리(造山里)에 있었으며, 발장 1인과 발군 5명, 말 5필을 두고 있었다.72)

고 임진강이, 동쪽으로 6km에는 덕진산성이 전략적 요충지인 초평도의 모습이 관망된

장단 지역의 사천에는 판적교(板積橋), 사천교(沙川橋), 사미천교(沙彌川橋) 등의 교

다. 이 봉수에 대하여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임진현(臨津縣)」조에는 “경

량이 있고 고량진(高浪津), 덕진도(德津渡), 용산도(龍山渡), 저포(猪浦) 등의 도진포

69)

기 임진현 서쪽에 소재하며 북쪽으로 임강 천수산, 동쪽으로 원평 성산에 응한다” 고 기

(渡津浦)가 존재한다. 교량은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석교(石橋)는 주의 관아건

록되어 있다.

물 남쪽에 있었다. 대천교(大川橋)는 임단관(臨湍館) 동쪽에, 금릉교(金陵橋)는 송남면

도라산 봉수에서 사천강 너머로 개성과 마주보고 있고 도라산 동남쪽에는 봉수대 축

(松南面)에, 초현교(招賢橋)는 초현발소(招賢撥所)에 있었다. 판문교(板門橋)는 송남

조에 사용된 화강석 축대가 있다.70) 도라산 봉수 맞은편 동남쪽에는 파주 성산(城山)·

면에 있었는데, 예전에는 판재(板材)로 다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사천교

대산(大山) 봉수가 남북으로 2km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 노선의 도라산·성산·대산 봉

(沙川橋)는 중서면(中西面)에, 삼미천교(三彌川橋)는 강서면(江南面)에 있었다. 물이

수는 모악(母岳)의 동봉(東峰)에 응하는 봉수로 평안도와 황해도에서 오는 육로(陸路)

크게 불어나면 선박이 왕래할 수 있었다고 한다. 두현교(頭峴橋)는 장동면(長東面)에

봉수이다. 파주읍 봉서리 성산봉수는 봉서산성내에 위치하는 봉수이고 파주읍 봉암리

있었다73)고 한다.

대성봉수는 봉서산성과 2km 인접하여 있다. 봉서산성에서 남쪽으로 월롱산성이 위치하

1849년(憲宗15년)에 편찬된 『장단지(長湍志)』 방리(坊里) 호구(戶口)조74)에 의하면

고 월롱산성 남동쪽에 위치한 기관봉에 기관봉 봉수71)가 위치해 있다. 이 봉수 라인을 타

조사지역의 진북면 조산리에는 35호에 남자 37명, 여자 21명이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 한양까지 도달했던 것이다.

1930년대에 조사지역인 장단군 군내면 조산리에는 21세대의 강릉김씨75)가 살고 있었다.

조선시대 출판된 『신증동국여지승람』·『대동지지』·『여지도서』·『읍지』에 의하면 장단부
는 교통의 요지로 역참과 발소가 존재하였다. 역참의 규모가 가장 큰 것은 동파역(東坡
68) 주12 앞의 책, p.327.
69) 國史編纂委員會, 『朝鮮王朝實錄』 5, 世宗實錄(4), 探求堂, 1986, p.618.
70) 김주홍, 「경기북부지역 봉수의 고찰 – 도라산 봉수를 중심으로-」, 『남북연결도로(통일대교∼장단간) 문화유적 시굴조사보고
서』, 경기도박물관 · 육군박물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01, pp.219∼234.
71) 주30 앞의 책, pp.43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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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주3 앞의 책, p.293.
73) 주3 앞의 책, pp.293∼294.
74) 주1 앞의 책, p.315.
75) 주60 앞의 책, pp.63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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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마을의 인문환경

(10) 근대

한반도 서해안에 이양선(夷洋船)이 출현한 이후 한국은 근대화의 여명이 비추기 시작

현재(2014년 7월 기준) 마을에는 48가구 51세대 20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남자

하였다. 1894년 갑오경장(甲午更張)의 단행으로 지방제도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다.

가 100명, 여성이 108명이다. 마을의 주요 생업은 농업이며 그 이외의 생업으로는 2가구

헌종(憲宗) 15년(1849)에 간행된 『장단지(長湍志)』 「방리조(坊里條)」에 장단군은 20개

가 문산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파주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1명 있다.

76)

면 63개리로 구성되어 있고 대성동마을은 진북면 조산리에 속해 있었다.

고종(高宗)

대성동마을은 강릉 김씨 집성촌으로 마을에 강릉 김씨는 14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강

32년(1895)에 기존의 군현제(郡縣制)에 입각한 8도제(道制)가 폐지되고 전국을 23부

릉김씨의 입촌 시기와 배경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강릉 김씨로 마을에서 살아온 주민

(府) 336군(郡)으로 개편하였다. 이에 파주목이 한성부 파주군이 되었고, 적성현과 장단

김О래 씨는 12대조 산소와 13대조 산소가 마을 근처에 있는 것으로 보아 300-400년 전

현은 군으로 승격되었으며 교하군은 파주군에 속하였다가 복구되었다. 이듬해인 1896

에 강릉 김씨 선조가 이 마을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년에는 23부제를 폐지하고 13도(道)가 설치되었는데 파주는 경기도 관할에 속하게 되었

학교의 유일한 교육시설인 대성동초등학교의 전교생은 유치원을 포함하여 한 학년에

다. 일제 강점 직후에 파주 지역은 파주군·교하군·장단군·적성군의 4개의 군으로 나누어

5명씩 총 35명이고 재직 중인 교사는 26명이다. 이 중 대성동에 살고 있는 학생은 유치원

져 있었다. 1911년에 장단군은 20개면 68개리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통

생 2명, 초등학생 3명으로 총 5명이다. 올해(2014년)는 9월 18일에 운동회를 개최하였고

폐합에 따라 장단군은 전체 10면 67리의 체제가 되었고 장단면 지역이 진남면에 편입되

학교에서 가장 크게 치러지는 행사는 졸업식이다.

었다. 이때 조사지역인 대성동은 진북면 조산리, 송산리일부와 개성군 동면 백동음리 일
부지역을 병합하여 군내면 조산리가 되었다.77) 1934년에 장단군이 10개면 66개리로 구
78)

성된 이후에도 대성동마을은 군내면 조산리에 소속되었다.

해방 직후인 1945년에는 적성현과 장단현이 군으로 승격되었고 국토분단과 함께 5
개면이 북한에 편입되고 5개면 41개리만 남게 되었다. 1962년 11월 21일자 법령(法令)
79)

1178호에 의해 연천군과 파주군이 폐합(廢合)된 후

군내면은 1963년 1월 1일 법률 제

1178호에 의하여 파주군 임진면(현 문산읍)에 편입되었다. 1972년에는 장단군 장단면,
군내면, 진동면, 진서면을 편입하여 15면으로 조정되었으며 이듬해에는 아동면이 금촌읍
으로, 임진면이 문산읍으로 승격되면서 2읍 13면의 행정구역을 갖추게 되었다. 1977년

표1. 대성동마을 개요
구분
명

칭

내용
자유의 마을(대성동마을)

행정구역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

위

치

북위 37°56′28.03″, 동경 126°40′44.92″

생

업

농업

기

후

연평균기온 10.4°C, 강수량 1,184㎜

주변 주요시설
자연환경

DMZ, 판문점, 도라산전망대, 남북출입국사무소, 자유의 다리, 군사분계선
대덕산(大德山, 해발237m), 백학산(白鶴山, 해발229m), 도라산(都羅山, 해발 267m), 진봉산(進
鳳山, 해발 400m), 덕물산(德物山, 해발288m), 군장산(軍藏山, 해발 278m), 여니산(如尼山, 해발
241m), 분지천, 사천(沙川)

11월에 장단, 군내, 진동, 진서 4개면이 파주군으로 편입되었다.80) 1979년 5월 1일 군조
례 제610호에 의하여 출장소가 설치되어 백연리와 조산리를 포함한 4개 면을 관할하고

1) 대성동마을 사람들의 생활

81)

있다.

현재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대부분 휴전협정 당시 마을주민으로 기록에 남아
76) 주1 앞의 책, pp.25∼26.
77) 주50 앞의 책, p.243.
78) 주1 앞의 책, p.28.
79) 주1 앞의 책, p.30.
80) 주60 앞의 책, p.116.
81) 주50 앞의 책, p.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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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다. 그 이외의 주민들은 거주권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 남쪽
에는 자유의 마을 대성동을, 북쪽에는 평화의 마을 기정동을 하나씩 만들기 위해서 휴전
직전 내보냈던 마을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여 마을을 조성했다.
대성동주민의 경우 군에 입대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1. 대성동의 마을환경과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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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지 않지만 경작권은 인정되며 지방세 등을 면제 받는다.
대성동마을의 주민으로 인정이 되면 출입증이 발급되어 신분증 대신에 출입증을 가지
고 신원확인을 받는다. 통일대교의 출입은 24시간 가능하고 JSA의 출입은 주민의 경우
주간에는 자유로운 편이다. 마을 주민 이외에는 경호병의 호위를 받으며 출입해야 하기
때문에 매 시 30분에 JSA부대 앞에서 함께 모여 출입한다.
일 년에 240일(8개월 정도)을 마을에서 거주해야 거주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을 마을에서 보내는지 확인하고자 매일 민정반에서는 마을주민 인원체크를 한다.

표2. 대성동마을 주변 옛 지명
구분
谷名
嶺峙峴名
野坪名
江川名

마을주민 인원체크는 동절기와 하절기 다른 시간에 진행된다.
마을 밖에서 지내지만 거주권이 유지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첫째는 병원에 입원

洞里村名

한 경우, 둘째는 군에 입대한 경우, 셋째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 외지 생활을 하는 경우이
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될 때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마을을 담당하고 있는 부대 대장의
허가를 받아 거주일수가 부족해도 거주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기타

『朝鮮地誌資料』
조산리

발송곡(鉢松谷)

송산리

오산곡(烏山谷)

조산리

연봉현(蓮峰峴)

송산리

경시현(敬是峴), 굴암현(窟岩峴)

조산리

단포평(短浦坪), 방하평(方下坪)

송산리

빙시평(氷矢平), 장안평(長安坪), 석우평(石隅坪)

조산리

태성천(台城川), 방하천(方下川)

송산리

전초천(前峭川), 석우천(石隅川)

조산리

태성동(台城洞)

송산리

광명동(光明洞), 냉정동(冷井洞),
방축동(防築洞), 율천동(栗串洞),
마산동(馬山洞)

조산리

-

송산리

초현주막(招賢酒幕), 장안평보(長安坪洑)

한국땅이름학회

비고

태성산
갓굴재, 서낭당고개, 솔재, 성재
가마뚜들기, 굿논, 쉰배미,
장구배미, 재롱갯들 찬재
대성동
구파발(구파발 장터), 솔재,
초현장거리, 방축골(防築洞),
찬우물(冷井洞)
삼신우물

마을 안에는 초등학교만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을 밖
으로 나가야 한다. 대부분 문산에 있는 학교로 진학하며 이전에는 대성동초등학교 졸업

한다. 조산리의 서쪽 대덕산 발용산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하천은 분지천, 판적천이라고

시 전국의 어떤 학교라도 지원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공동학군제를 실시하여 파주 관내의

하는데, 마을의 서쪽에 위치하여 북에서 남으로 흐른다. 이 물은 개성에서 내려오는 사천

학생 중 추첨을 통해 대성동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여 중고등학교도 문산 등 파

과 합류하여 임진강으로 흘러간다.

주 관내의 학교로만 진학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금은 대부분의 가정에 자가용이 있어서

대성동마을 주변으로는 이 지역 중심 마을인 조산리가 있고, 이를 비롯한 구파발, 솔

마을에서 통학을 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교통수단이 없던 시절에는 진학을 위해서 무조

재, 초현장거리, 방축골, 찬우물 등이 있는데, 구파발은 초현장거리 남쪽에 있던 마을로

건 마을 밖에 거주해야만 했다.

파발(把撥)이 있던 곳이라 하여 붙은 이름으로, 장이 섰다 하여 구파발 장터라고도 불렀
다. 그 북쪽의 초현장거리는 조선시대에 초현참이 있었던 곳이라 전해지며, 찬우물은 마

2) 대성동마을의 지명유래

을의 차가운 우물에서 비롯되었다. 이밖에 이곳에는 갓굴재, 서낭당고개, 솔재, 성재 등
의 고개가 있었고, 가마뚜들기, 굿논, 쉰배미, 장구배미, 재롱갯들 찬재 등의 들이 있었

대성동마을은 임진강 지류인 사천변 평야지대에 있는 조산리(造山里)에 속한 마을이
다. 예로부터 조산리는 조산이 있어 붙여진 이름으로 조산, 조산동이라고도 했는데, 조

다. 마을 가운데에 삼신우물이라는 우물이 있는데, 전에 산신제를 지낼 때 여기서 물을
길어다 썼다고 한다.83)

산리의 조산(造山)은 개성군 동면 백동리 마을의 하천 모래가 쌓여 산을 만들었다는 의

1911년에 작성된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84)를 살펴보면, 진북면 조산리와 바

미에서 조산리가 되었다고 한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고려말 대홍수로 개울

로 인접한 송산리(松山里) 지명이 기록되어 있다. 이 주변에 산명(山名)은 기록된 바가

모래가 내려와 부락 앞 개울변 높은 산이 성같이 둘러싸였다고 하여 대성동이라 하고 그
하천의 이름을 대성천(臺城川)이라 하였는데 조선시대에 사천(沙川)으로 바꾸었다82)고
82) 파주문화원, 『파주지명유래와 전설지』, 1997, p.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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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한국땅이름학회, www.travelevent.net 참조.
84)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에는 100년전 사용되었던 순우리말 지명을 세밀하게 살필 수 있는 자료로, 당시의 지리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2008년 경기문화재단에서 『경기 땅 이름의 참모습』이라는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경기
문화재단, 『경기 땅 이름의 참모습』,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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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으로 보아 이름
있는 큰 산은 없었던 것
으로 보인다. 곡명(谷
名)으로는 조산리의 발
송곡(鉢松谷)과 송산리
의 오산곡(烏山谷)이 기
록되어 있다. 주요 고개
(령치현명 嶺峙峴名)로
는 조산리의 연봉현(蓮
峰峴)과 송산리의 경시
현(敬是峴), 굴암현(窟
岩峴)이 기록되어 있다.
평야나 들판(야평명(野
坪名))으로는 조산리에
단포평(短浦坪)과 방하
1/50,000 지형도(1918년 제작)

평(方下坪)과 송산리에

대성동마을 주변 옛 지명(마을주민 김О래 씨 면담을 바탕으로)

빙시평(氷矢坪), 장안평
輿地圖』에서도 확인되는 초현참과 관계된 초현주막(招賢酒幕)이 기록되어 있고, 장안평

坪)이 기록되어 있어 주

보(長安坪洑)가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인근에 농업용 저수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

변에 넓은 들이 많았음

된다.

을 짐작할 수 있다. 강천

우리 옛 땅이름과 조선지지에 기록된 이름을 비교해 살펴보면 우선 조산리에 있는 마을

명(江川名)으로는 조산

은 태성산 아래 대성동마을이 있고, 이 마을을 지나는 하천이 태성천인 것을 알 수 있다.

리의 태성천(台城川), 방

이 외에 대부분은 조산리 남쪽에 있는 송산리에 속한 옛 지명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광명

하천(方下川)과 송산리

동이 송산리, 마산동이 구파발, 냉정동은 찬우물, 방축동은 방축골인 것으로 판단된다.

의 전초천(前 峭 川), 석

초현장거리는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에 표기된 초현참(招賢站) 주변으로 생각되는

우천(石隅川)이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 태성천은 분지천(판적천)을 지칭하는 것으로 판

데, 이곳에 초현주막(招賢酒幕)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예전 송산리는 장단을 거쳐

단되나, 다른 하천의 경우 현재로서는 그 위치를 알기 어렵다. 한편, 동리촌명(洞里村名)

개성으로 가는 의주길의 길목에 자리잡은 마을로 역참, 장터, 주막 등이 있었음을 알 수

에서는 조산리의 경우 태성동(台城洞)이 유일하나, 송산리에는 광명동(光明洞)을 비롯

있으며, 대성동마을은 의주길에서 서남쪽으로 들어와 자리잡고 있었다.

널문다리(돌아오지 않는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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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安坪), 석우평(石隅

해 냉정동(冷井洞), 방축동(防築洞), 율천동(栗串洞), 마산동(馬山洞) 등이 기록되어

이러한 옛 지명들은 1916년 제작된 근현대지도에서도 확인된다. 우선, 지도의 중심에

있어 조산리 보다 송산리에 많은 마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송산리에는 『大東

조산리 대성동마을이 동쪽산에 기대어 서남향하여 자연스럽게 자리잡고 있고, 산너머에

경기도 DMZ 자유의 마을 대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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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대성동마을과 그 주변 옛 지명
지명

위치

내용

구분

널문다리

판문점 서쪽 북한과 연결
되는 1번국도(의주길) 상에
위치한 다리(사천)

고지도에는 판문교 또는 판적교라는 지명이 보인다. 현재는 ‘돌
아오지않는다리’라고 불리고 있다. 이 다리 남쪽은 ‘도끼만행사건
(1978년 8월 18일)’이 발생한 곳이기도 하다.

다리

알미

판문점 남서쪽

예전에는 산골짜기였으나, 현재는 논과 밭이 있다.
지명유래는 알 수 없다.

논밭

초당골

판문점 남쪽

원래는 산과 밭이 있었다. 지명유래는 알 수 없다.

논밭

개발이

초당골 서쪽

원래 인삼밭이 있었다. 지명유래는 알 수 없다.

논밭

갓바위

초당골 동쪽

갓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서 갓바위라고 한다.
예전에는 초가집 몇 채가 있었다.

바위

어룡리

갓바위 북쪽

널문리라고도 하며, 어룡골이라고도 한다.
예전에 마을이 있었다고 한다.

마을

공수골

초당골 남쪽

예전부터 논이 있던 자리다.

논밭

연당골

공수골과 연당골 사이에
논에 있던 돌다리

복죽개

대성동초등학교 뒷산

학교 뒷산을 복죽개라 불렀다. 지명유래는 알 수 없다.

산

차돌베기

대성동 북쪽 낮은 산,
공회당 뒤쪽

김О래 씨 8대조 묘소가 있는 곳으로 예전에 이곳에 차돌이 많았
다고 한다. 차돌을 부딪쳐 불꽃을 내어 불을 붙이기도 하였다.

산

성재(성째)

대성동마을 서쪽 사천변

태성을 이르는 지명으로 예전부터 마을에서 성재라 불렀다고 한다.

인공

구릉세이

태성 서쪽 분지천
주변의 구릉

지명유래는 알 수 없다.

앞논

대성동마을 내부

개발되기 이전 마을의 중심(양지말, 응지말 사이)에 있던
논을 일컫는다.

논밭

현재 김О수씨댁 앞을 처녀밭이라 했다고 한다.
지명유래는 알 수 없다.
대성동교회, 민정반 뒤편에 있던 작은 마을

처녀밭

대성동마을 서쪽 논

대장말

현재 대성동교회 뒷편

예전에 논을 건너는 돌다리가 있었다고 한다.

동네앞에서 대성동마을로
동네앞에서 대성동마을로 넘어오는 고갯마루(옛 대장말 인근)에
넘어오는 길목에
당나무가 있어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성황당나무가 있었다고 함

다리

내용

구분

신지미
(쉰지미)

조선 동쪽에 있는
북쪽으로 난 골짜기

지명유래는 알 수 없다.

논밭

우더미

신지미 북쪽 골짜기

지명유래는 알 수 없다.

논밭

간데미

우더미 남쪽 골짜기

지명유래는 알 수 없다.

논밭

군논

송현리 인근 논

어룡저수지 남쪽 1번국도변에 있는 논

논밭

예전에 마을이 있었던 곳이라 한다. 소나무골짜기에서
송현이라는 지명이 유래된 것으로 추측된다.

마을

송현리

판문점을 못간 1번 국도변

호릉골
(허릉골)

송현리 북쪽 골짜기

허씨들 묘소 5~6개소가 모여 있는 곳이라 하여
허릉골이라 했다고 한다.

묘소

남천말

호릉골 북쪽 마을터

예전에 마을이 있었다고 한다.

마을

김천말
(금천말)

대성저수지에 있던 마을

예전에 마을이 있었다고 한다.

마을

백학동

김천말 동쪽에 있는 산

‘백학산’이라고 불린다.

냉정리

김천말 남쪽

쿵쿵바위

냉정리 남쪽에 있던 바위

굉메
(송산리,
광명리)

조산리 남쪽에 위치한 마을

화성골

굉메 남쪽에 있는 골짜기

산

냉정리 ‘윗샘뜰’에는 찬우물이 있었다고 한다,
인근에 ‘아랫샘뜰’도 있다.

마을

사람이 올라가 뛰면 ‘쿵쿵’ 울리는 바위가 있었다.
미군들이 없애버렸다고 한다.

바위

굉메라고 하는데, 이곳에는 1945년경 설립된
‘광명공립국민학교’가 있었다고 한다.

마을

지명유래는 알 수 없다.

-

한국전쟁 전 이곳 샘에서는 물이 마르지 않았다고 한다. 겨울에
도 따뜻한 김이 날 정도로 물이 좋았다고 한다. 가물치를 잡거나,
아낙네들이 빨래터 등으로 이용했다고 한다. 대성동 종합개발 시
없어졌다.

광청웅개

굉메에 있던 샘터

돌모루

방축동 북쪽

돌이 많이 나서 돌모루라고 한 것 같다.

-

논밭

미포

돌모루 남쪽

비가 오면 물이 차는 곳을 미포라 했다.

-

마을

방축골
(방축동)

조산리 남쪽

사천변으로 방축이 있어서 방축골이라 불려진 것으로 추측된다.
마을이 있었다.

무속

샘터

마을

는 장단에서 개성으로 향하는 의주길이 표시되어 있다.(의주길 위에 송현리라 표기되어
있음) 그 남쪽으로 송산리(광명리), 냉정동(찬우물), 방축동, 마산동 등이 넓은 범위에 표

공회당 앞쪽에 참나무(현재는 부러져있음)가 있는데, 원래 마을
대동굿을 지낼 때 만신이 도가집에 들러서 굿을 한 다음 이곳에
와서 '조라수'를 받치고 대동굿을 시작했다고 함. 당수는 이곳 외
에 국기게양대 인근, 대성동교회 인근에도 있었다고 함.

무속

지명유래는 알 수 없다.

마을

작은 내천을 이르는 말로 추정된다.

하천

당수

공회당 앞쪽, 국기게양대,
대성동교회에
당수가 있었다고 함

동네앞

1번 국도에서
대성동 진입로 인근

역구내

분지천과 사천이
만나는 인근

광무성재

대성동 남쪽 구릉지

지명유래는 알 수 없다.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흔적이 있다.

마을

조산

대성동 남쪽 구릉지
건넌마을

조산리의 명칭이 유래된 마을로 대성동마을보다 훨씬 큰 마을이
있었던 곳이라 한다.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형이다.

마을

경기도 DMZ 자유의 마을 대성동

위치

연못

돌다리

성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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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동마을 북동쪽 골짜기 예전 이곳에 인공연못이 있었다고 한다.

지명

기되어 있어 조산리에 비해 매우 넓은 지역이 송산리에 포함됨을 알 수 있다. 조산리 북쪽
으로는 분지천을 건넌 곳에 판문점이 표시되어 있어 지금의 판문점과는 그 위치가 다
르다.
마지막으로 대성동마을 주민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마을 지명은 다음과 같다. 인터뷰는
2014년 8월 13일(수) 마을회관에서 진행하였으며, 이 마을 지명 유래를 많이 알고 있는
김О래 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지명은 크게 산, 바위, 연못 등 자연지명과, 논, 밭, 다리, 묘소 등의 인공지명,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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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지명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주변지명을 살펴본 결과 한국전쟁 이전 이곳 일대에는
전통적인 자연마을이 곳곳에 산재해 있었고, 여러 가지 자연지형지물에 그 명칭이 부여되
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인근에서 가장 큰 마을로는 ‘조산’을 들 수 있으며, 굉메(송산
리 또는 광명리)는 1945년경 설립된 ‘광명공립국민학교’가 있을 정도로 큰 마을이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어룡리, 남천말, 김천말, 냉정리, 방축동 등에도 작은 마을들이 있었음
을 알 수 있다.
자연지형지물에서 유래한 지명으로는 ‘갓바위(갓처럼 생긴 바위)’, ‘쿵쿵바위(쿵쿵소리
나는 바위)’, ‘광청웅개(샘)’, ‘연당골(연못)’, ‘구릉세이’, ‘미포’, ‘돌모루’ 등이 있고, 주변 산
이나 구릉지, 하천 등에도 그 명칭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대성동초등학교 뒷산을 ‘복죽

1900년대 초반 개성 남대문 일대 도심풍경(출처:『조선고적도보』)

최근 개성도심풍경(출처:구글어스 사진자료)

85)

개’, 공회당 뒤쪽 산을 ‘차돌베기’ , ‘구릉세이(태성 서쪽 분지천 주변 구릉)’, ‘역구내(분지
천과 사천이 만나는 인근)’ 등이 있다. 대성동 주변의 논과 밭 등에도 각각의 이름이 있었

상에 위치한 주요 교통거점(초현참, 초현주막)이어서 개성으로의 왕래가 용이하였던 것

다고 한다. ‘알미’, ‘초당골’, ‘개발이’, ‘공수골’, ‘우더미’, ‘간데미’ 등 그 수만 해도 10개소

이다. 개성은 마을 서쪽으로 직선거리 11k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한나절이면 걸

에 달한다. 이렇듯 대성동마을과 그 주변의 지형지물, 인공물, 경작지 등 거의 대부분에

어서도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 증언에 따르면 분단 이전

그 명칭이 부여되어 예전 전통마을의 지명체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까지만 해도 마을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개성까지 장을 보러 다녀오기도 하였으며, 개
성에 장이 들어서면 농산물 등을 내다 팔기도 했다고 한다.

3) 대성동마을의 주요시설

직선거리로 20km나 떨어져 있고, 임진강을 건너야 당도할 수 있는 파주시보다 개성으
로 가는 것이 훨씬 용이했을 것이다. 그러나 분단 이후 대성동마을 주민들의 생활권은 개

(1) 마을 주변 주요시설

성에서 파주시나, 문산읍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파주시 버스터미널에서 대성동마을까지
버스를 타고 오고갈 수 있다.

대성동 ‘자유의 마을’은 군사분계선 안에 위치해 있는 마을로, 분단을 기점으로 주변의
주요도시 및 시설과의 관계에서 큰 변화를 겪었다. 본 절에서는 대성동마을 주변의 주요

② 개성공단

도시와 시설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대성동마을 서남쪽 약 4km 지점에는 개
성공단이 들어서 있다. 개성공단은 분단을

① 개성시

딛고 우리민족이 공동으로 번영해 나아가기

대성동마을이 있는 조산리는 예로부터 분지천을 경계로 개성부에 접한 마을이었다.

위한 상징적인 장소이다. 대성동마을에서는

6·25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대성동에서 가장 가까운 대도시는 개성(송도)으로 대성동과

이러한 개성공단 전체 모습이 보일 정도로

는 동일 생활권이자 문화권을 형성해왔다. 대성동마을이 장단에서 개성으로 가는 의주길

가까운 위치에 있다.
개성공단은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남

85) 차돌이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차돌을 부딪쳐 불꽃을 내어 불을 붙이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곳에는 김О래 씨의 8대조 묘소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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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업지구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 체결이 공단 조성의 단초가 되었다. 그 후 2003년 6

주변 장소를 일컫는다. 하지만 6·25전쟁 이전

월 개성공단 착공식, 2004년 6월 시범단지 2만 8천평 부지조성, 2004년 10월에는 개성

에는 이곳에도 전통마을이 있었다. 『고려사』와

공업지구관리위원회사무소를 개소하였고, 2007년 6월에는 1단계 2차 분양업체를 선정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이 지역은 개성부(開

하였다. 2007년 10월에는 1단계 기반시설 준공이 있었고, 이후 점차 확대·발전하였으며,

城府) 판문평(板門平)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2010년 9월에는 입주기업 생산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2012년 1월

이는 이 부근에 널문다리(板門橋)가 있었기 때

86)

에는 북측 근로자가 5만명을 돌파하였다.

먼 훗날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개성공단이

문이었다는 설과 이 마을에 널판지로 만든 대

확대되면 인접하고 있는 대성동과 기정동마을도 평화와 상생의 마을로 거듭날 것이라 기

문〔널문〕이 많았기 때문에 ‘널문리’라는 이름이

대한다.

붙여졌다고도 한다. 사람들은 이 널판지 다리
를 판문교(板門橋)라고 불렀는데 『개성군면

③ 기정동마을

대성동 건너편 기정동 ‘평화의 마을’ 전경

지』와 고지도에도 표기되어 있어 예로부터 개
기정동마을은 대성동마을과 함께 대한민

성으로 통하는 주요 관문이었음을 알 수 있

국 분단 현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마을이

다. 6·25전쟁 이전 널문리는 장단군 진서면 선

되었다. 인접한 이웃마을인 두 마을은 마을

적리(仙跡里)와 개풍군(開豊郡) 봉동면(鳳東

사이에 넓은 곡창지대를 두고 있다. 현재는

面) 침송리(針松里)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농촌

사천(沙川)을 따라 형성된 경계로 가로막

마을이었다.

혀 있지만 예전에는 마을간 교류가 많이 있

이곳이 국제적인 이목을 끌게 된 것은 한국

었다고 한다. 두 마을은 불과 1.8km 밖에

전쟁 휴전회담 이후이다. 북한이 1951년 10월

떨어져 있지 않은데도 60년간 왕래를 전혀

7일 회담장소로 널문리 주막마을을 제의하였

못하고 있다.

고, 국제연합측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회담장소

현재 기정동마을 역시 대성동마을과 마

가 이곳에 차려지게 된 것이라 한다. 이후 이곳

판문점 전경(출처:구글어스 사진자료)

도라전망대 전경(출처:구글어스 사진자료)

찬가지로 1953년 7월 정전협정을 체결할 당시, ‛남북 비무장지대에 각각 1곳씩 마을은

에서는 휴전회담 본회의 159회를 비롯하여 총 765회에 이르는 각종 회의를 거쳐 드디어

둔다.’는 규정에 따라 조성됐다. 북한에서 유일하게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민간인 거주지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휴전협정이 조인되었다. 판문점의 위치는 서울 서북쪽 48㎞,

인 것이다. 대성동마을에 100m 높이의 국기게양대가 있듯이 기정동마을에는 165m에 이

개성 동쪽 10㎞ 지점이다. 판문점 한복판에는 휴전선이 가로지르고 있다.87)

르는 인공기게양대가 있는데, 서로 마주보고 있어 분단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⑤ 도라전망대
④ 판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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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전망대는 대성동마을 동남쪽 4.3km 지점에 위치한 전망대로 도라산 정상이자 서

대성동마을에서 북쪽으로 1.5km 지점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판문점이 위치

부전선 군사분계선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다. 송악산 OP(관측소)가 폐쇄된 후 1986년 사

해 있다. 판문점은 남북한의 비무장지대에 있어 주로 회담이 개최되는 건물을 포함한 그

업비 약 3억 원을 들여 국방부가 설치한 통일안보관광지로 1987년 1월부터 일반인에게

86) 「개성공단」,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조.

87) 「판문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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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었다. 건물총면적은 803.31㎡로, 관람석(500석)·VIP실·상황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망원경 수십 대가 설치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개성공단과 개성시 변두리의 모습을
선명하게 볼 수 있으며, 그 밖에 개성의 송악산과 금암골(협동농장), 북한 선전마을인 기
정동마을, 김일성 동상 등을 볼 수 있다.
이 지역은 민간인통제지역으로 승용차의 출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관람을 원하면 파주
시의 ‘DMZ 안보연계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임진각관광지 또는
도라산역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관람이 이루어지는데 여행코스는 도라전망대-제3땅
굴-도라산역-통일촌마을로 구성된다.
⑥ 도라산역과 남측CIQ(남북출입사무소)

대성동마을 동남쪽 5.3km지점에 경의선 도라산역
과 남측CIQ가 위치해 있다. 도라산역은 경의선 최북
단에 위치한 역으로, 행정구역상 경기도 파주시 장단
면 노상리에 속한다.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
에서 700여ｍ 떨어져있으며, 평양까지 205km, 서울
까지 56km 거리에 있다. 이 역은 당초 DMZ에 복원
하기로 했던 장단역이 취소되면서 남쪽의 문산역과
남북출입사무소(출처:구글어스 사진자료)

대성동 ‛자유의 마을’ 주변의 주요 도시와 시설

북쪽의 봉동역 사이에 신설되었다. 2000년 9월 남북

1970년대 초부터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로 통일촌마을이 조성되었는데, 이 지역에 1백

합의로 시작된 경의선 복원사업으로 2001년 4월 착

만㎡의 재배면적을 확보하여 콩농사를 짓고, 전통장류 가공시설을 운영하면서 장단콩을

공, 2002년 3월 말 완공되었다. 남북출입사무소는

지역 특산물로 육성하고 있다. 해마다 11월에는 임진각관광지 일원에서 ‘파주장단콩축

대한민국과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의 원

제’를 개최하고 있다. 2012~2013년에는 「2012 DMZ지방브랜드세계화시범사업」을 통해

활한 통행을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통일부 소속기관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박물관이 오픈되었고, 마을 전체는 에코뮤지엄으로 꾸며졌다.

이다. 개성공단으로 가는 남측CIQ는 도라산역과 인

최근 들어서는 수많은 국내·외 탐방객이 찾는 문화안보와 생태관광 마을로 거듭나고 있

접해 있다.

다. 대성동마을과 달리 군사분계선 바깥쪽에 위치해 있어 일반인과 관광객의 접근이 용
이하여 마을 발전 여건에 있어 대성동마을에 비해 큰 장점이 있는 마을이다. 최근 통일촌

통일촌 장단콩마을

⑦ 통일촌마을

은 안전행정부, 경기도, 파주시, 경기문화재단이 추진한 「2012년 DMZ지방브랜드세계화

군사분계선 남쪽 대성동마을과 가장 가까이에 인

시범사업:경기도 파주 통일촌브랜드마을」을 통해 새단장 되었다.88)

접한 마을로 대성동 주민들과도 교류가 활발하다.

DMZ 밖에 위치해 있어 UN군 관할 하에 있는 대성동마을에 비해 통일촌마을 출입은 비
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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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을 내 주요시설

군인과 함께 영어공부를 하
며, 컴퓨터자격증반도 운영하

대성동마을은 우리나라 최북단 DMZ 내에 위치한 유일한 마을이다. 그 역사가 오래

고 있다. 2006년에 영어교과

된 유서 깊은 마을인 만큼 전통적인 농촌마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을 것 같지만, 분단의

특성화 학교로 지정되어 ‘영어

상황이 엄연한 만큼 일반적인 농촌마을의 모습과는 다른 독특함을 확인할 수 있다. 2차

로 여는 아침’ 활동과 ‘영어체

례에 걸친 종합개발사업 및 농지정리를 비롯한 마을현대화사업과 함께 DMZ 특수지역을

험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상징하는 민정반 사무실, 100m 높이의 국기게양대 등이 자리하고 있어 이색적인 농촌풍
경을 만들고 있다.

초등학교는 크게 4차례의
변화를 거치게 되는데, 첫 번
째는 1968년도 당시 대성동

1967년 제1회 대성동국민학교 졸업식

① 대성동초등학교

국민학교의 모습이다. 목조

대성동마을에 유일한 교육시설

건물로 지붕은 박공지붕이며,

인 대성동초등학교는 마을의 초입에

외장은 일식 비닐판벽으로 마

자리 잡고 있다. 군사분계선을 기준

감하였다. 이후 1972년 6실

으로 했을 때 가장 마을 안쪽에 해

규모로 국민학교가 신축되

당하는 위치이다. 대성동초등학교

면서 기존 목조 건물은 ‘태권

는 6·25전쟁 이후 1954년 주민 자

도 연무관 자유의 마을도장’

치로 운영되다가 1968년 5월8일에

으로 이용된다. 1975년 촬영

대성동국민학교로 인가, 개교하였

된 사진에는 2층 규모의 현관

다. 1967년 첫 번째로 졸업식이 거

과 측면으로 4개 교실이 증축

행되었고, 지금까지(2014년 2월) 총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46회의 졸업식을 거치면서 많은 학

1980년 「대성동 2차 종합개

생들을 배출하였다.

발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학

1983년 병설유치원 1학급을 인가

교건물은 철거하고, 학교 본

받았으며, 1996년 3월 1일에 대성동

관을 새롭게 신축하였다. 이

초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교

때 본관 건물 뿐 만 아니라

훈은 ‘생각은 깊게, 행동은 바르게,

학교주변의 조경, 담장, 식재

항상 최선을 다하는 어린이가 되자’

공사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1972년 대성동국민학교 신축

1975년 대성동국민학교 전경(증축)

이며 교목은 은행나무, 교화는 개나
1968년 홍종철 공보부장관 시찰당시 국민학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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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이다. 특기적성 교육의 일환으로

1980년 신축

검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JSA

대성동초등학교 변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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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엔군사령부 소속 민정반사무실89)

② 국내 최고(最高)의 국기게양대

공회당 옆 국기게양대(1975년, 출처:국가기록원)

대성동마을 민정반 사무

마을 중심에는 마을주민들의 안전 및 구호를 위해 마을에 상주하고 있는 유엔군사령

실 옆에는 국내 최고 높이

부 소속 민정반 사무실이 위치해 있다. 민정반은 1963년부터 미군 제1기갑사단 민사처

의 국기 게양대가 자리잡

에 소속된 민정반이 마을에 상주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 사무실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고 있다. 원래는 대성동 공

365일 상주하고 있으며, 외부인이 마을에 출입하거나 주민 영농 작업 시에 에스코트 하

회당 언덕 위에 위치해 있

는 등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한 업무와 대성동마을에 대한 제반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었으나, 1980년 현재의 위

또한 민사행정 뿐만 아니라 휴전협정을 수행하며, 마을내부 경비, 마을 주민의 복지, 그

치로 옮겨 더 높게 설치한

리고 구호업무 등에 대한 제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금도 대성동마을을 출입하려면

것이라 한다. 게양대 높이

반드시 민정반에 신고해야 한다. 원래 대성동마을의 민정반은 북한과 가장 가까운(지금

는 100m에 20cm 모자란

의 팔각정 부근)에 있었으나 현재는 마을의 가장 안쪽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역시 1980년

99.80m이고, 게양대 높이

종합개발 당시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 민정반은 비무장지대 군사시설로 사진촬영이 금지

에 걸맞게 태극기의 크기는

되어 있다.

가로 12m, 세로 19m에
달한다고 한다. 1979년

④ 대성동마을회관

부터 1983년 사이에 이루

대성동마을회관은 1997년

어진 대성동 제2차 종합개

신축되었는데, 마을식당과 구

발 공사 시 세워졌던 국기

판장, 노인정, 회의실과 롯데

게양대는 당초 85m로 설

시네마(영화관) 등으로 구성

계되었으나 국기봉이 짧고

되어 있어 현재까지 마을주민

국기 게양 및 하기 시에 국

의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다.

대성동마을 국기게양대

기가 손상되는 사례가 자

그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현재 국기게양대(2014)

주 발생했다고 한다. 이에

규모로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1981년 12월부터 1982년

구조이다. 마을회관 시설 중

1월에 걸쳐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국기봉의 높이를 15m 더 높여 보강하여 현재의 높이인

꼭 가 보아야할 곳은 옥상에

100m가 된 것이라 한다.

위치한 관망대이다. 이곳에서

이 국기게양대는 분단의 아픔을 여실히 보여주는 시설물로 북한에서도 잘 보일 수 있
도록 높게 설치한 것이다. 이에 맞서 군사분계선 너머에는 북한의 인공기가 마주보고 있

는 서쪽으로 개성공단과 기정

현 마을회관

동마을, 북서쪽으로는 개성의 송악산이 바라다 보인다.

는데, 북한 기정동 인공기 게양대도 원래는 80m 남짓이었으나, 이를 제거하고 약 165m
높이로 다시 만들어 세웠다고 한다. 이는 게양대 높이에서도 남북의 자존심 대결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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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민정경찰(DMZ police)은 본래 정전협정(Armistice Agreement, 1953년 7월 27일)으로 설치된 비무장지대(DMZ)의 출입을 허가
받고, 비무장지대 내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의 집행을 위해 예정된 인원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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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공회당

⑤ 팔각정

1980년 12월 18일

대성동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의 하나로 공회당 ‘자유의 집’을 들 수 있다. 공회당

파주시에서 방문객들

은 마을의 동쪽 낮은 산자락 정상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지금은 수목이 우거져 전망이

을 위해 설치한 팔각정

그리 좋지 않지만, 건립 당시만 해도 마을의 전체가 내려다보이는 경관이 좋은 자리였다.

은 마을에서 가장 북

새로운 마을회관이 들어서기 전까지 이곳은 마을주민의 집회·회합의 장소로 사용되었다.

한과 가까운 곳에 설치

대성동국민학교 학생들의 졸업식이나, 정부의 위문품지급(추석선물, 연말 위문품 전달)

된 시설물이다. 그 위치

등 거의 모든 마을행사를 치른 장소이자 대성동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유서 깊은

는 대성동마을 명칭의

장소이자,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건물이라고 하겠다.

근거가 되는 대성(台

공회당(자유의 집)이 지어지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1959년 유엔사가 그 해 크리스마

城)90) 정 중앙에 위치해

스 전까지 낙후된 자유의 마을을 근대화시킨다는 계획을 세웠고 이때 마을주민의 유일한

있다. 망원경 없이 북한

회합장소로서의 공회당도 건립되었다고 한다. 이때는 공회당 뿐 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전경(기정동마을, 개성

알선으로 미군이 기증한 발전기를 도입하였고, 근대식 문화 주택과 동사무실, 의무실, 목

공단, 개성 송악산 등)

욕탕 등의 공공시설도 세워졌다고 한다.92)

을 볼 수 있는 2층 규

공회당은 1959년 신축된 이후 1980년 근 20년 동안 대부분의 마을행사를 개최할 만

모의 정자(亭子) 형태

큼 그 기능과 활용도가 높았으나, 1980년 대성동초등학교 졸업식을 끝으로 새롭게 단장

의 건물이다. 2010년에

한 마을회관, 대성동초등학교 등 공공시설 등으로 회합장소가 변경되면서 점차 그 기능

는 총격 등의 상황에 대
대성동 팔각정(1980년 완공)

비하여 2층 북측 방향
전면부 3개면에 방탄유

리를 설치하였다. 방탄유리와 이를 통해 바라다 보이는 희뿌연 북한의 모습은 분단의 실
상을 실감하게 한다.
한편, 팔각정은 1993년 5월 13일 제주도 대성동마을과 자매결연이 맺어진 곳이기도
한데, 서부전선 최북단인 파주 대성동마을과 우리나라 최남단인 제주도 남원읍 대성동마
을이 이름이 같다는 인연으로 자매결연 하였다고 한다. 양쪽 마을 이장·주민 등 40여명
과 파주군 내 기관장, 휴전감시위원단 파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결연식에서는 두
마을 대표들이 지역 특산물을 서로 교환하고, 한글로 마을명이 같은 인연을 기념하며 서
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로 다짐했다고 한다.91)

공회당 ‘자유의 집’ 전경(출처:윤주영 문공부장관 방문기념, 1972년 촬영)

공회당 ‘자유의 집’ 실내(출처:제3회 대성동 국민학교 졸업식, 1971년 촬영)

공회당 ‘자유의 집’ 마을행사 모습
90) 옛 토성으로 언제 축조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그 형태와 규모로 보았을 때 삼국시대 토성이 아닌가 추측된다. 규모가 그
리 크지 않은 소규모 토성이다. 마을 주민들 증언에 따르면 주변에서 기와 등이 많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91) 경향신문 1993년 5월 13일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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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시멘트 블록으로 지은 매우 단순한 집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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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당(자유의 집) 정면 및 내부모습

다. 한국에서의 모더니즘 건축의 본격적인 시작은 한국전쟁 이후인데, 공회당 역시 한국
전쟁 직후 건립된 지극히 모던한 디자인의 건축물로 건축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다.94) 자세히 살펴보면 입면 디자인에 있어 각각 다른 재료(시멘트블록, 모르타르미장,
붉은 벽돌)를 적절히 사용하여 세련한 디자인을 완성시켰다. 입면을 한정짓는 기둥과 지
붕선 안에서 서로 다른 재료를 통한 면분할(주출입구 오른쪽면은 시멘트블록을 옆으로
쌓아 촘촘한 개구부가 군집을 이루는 반개방적인 입면으로 디자인하였음), 보이드와 솔

대성동 공회당 ‘자유의 집’ 약실측 평면도

리드, 크기가 서로 다른 리듬감 있는 개구부 등은 단순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잘
을 잃어가 지금은 방치되어 있는 상
93)

태이다.

보여주고 있다.

공회당(자유의 집)은 마을

평면계획은 집회와 회합의 장소(강당)로서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

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서의 상징성,

다. 남쪽의 주출입구를 두고 건물의 측면으로 부출입구를 3개소 두었으며, 주출입구 위

마을 전체가 내려다보이는 위치에 건

로는 2층으로 설계하여 객석을 만들어 공간의 효율을 높였으며, 출입구 좌우로 화장실,

립한 장소적 위계성과 더불어 건축학

계단실, 부속실 등을 배치하였다. 강당 부분은 높은 천장을 두어 회합장소로서의 기능을

적으로도 주목되는 점이 있다. 우선

충분히 소화하고 있으며, 무대의 좌우와 부출입구의 반대쪽(산과 인접하여 접근로가 없

1959년 고립된 농촌마을에서는 상상

는 부분)으로는 부속실을 객석과 나란히 배치하여 기능을 만족시키고 있다.95) 답사를 통

하기 힘든 최신 재료를 사용한 최신

해 전반적으로 외관 등을 살펴 본 결과 아직까지 구조체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지

건물이었다는 것이다. 철근과 콘크리트, 시멘트블록과 붉은 벽돌 등 당시로서는 흔히 사

붕과 내부시설은 훼손이 심각한 상태이며, 주변의 식목 등이 주변 시야를 가릴 뿐 만 아니

용하기 어려운 고급 건축재료였고, 건물의 외관 역시 세련된 모습이다.

라 건물의 외벽에 손상을 가하고 있어 빠른 시일에 잡목 제거가 필요한 실정이다. 대성동

공회당 ‘자유의 집’ 외관(1974)

건축디자인 측면에서 보면 공회당 건물은 전형적인 모더니즘 건축으로 분류할 수 있

마을에서 충분히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몇 남지 않은 건물로 조속히 보존대책과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93) 방치되어 있는 공회당 건물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을주민이 상당히 많았고, 개보수를 통해 재활용하여 마을 기념관이
나 박물관, 홍보센터 등으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다. 공회당 건물은 대성동마을에서는 상징적인 건물이고, 마을주
민들에게는 많은 추억이 배어 있는 기억의 공간으로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 현재는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며, 시급한 대책 마
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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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비슷한 시기에 건립된 모더니즘 건축으로 수원시청사 건물을 들 수 있다.
95) 기
 록에 남아 있지 않아 확실치 않지만, 대부분의 DMZ 주요 군사시설물이 그렇듯 이 건물 역시 미군들(미군 건축설계전공자)
에 의해 설계된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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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마을창고

여느 농촌마을이 그렇듯이
대성동마을 역시 대대로 농업
이 마을주민들의 주요 생업이었
다. 1970년대 마을종합개발에
서도 밝히고 있듯이 잘사는 농
촌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대성
동마을 조성의 목적이었다. 이
대성동마을창고 모습(1977년 추곡수매)

러한 농촌마을에서는 창고나
곳간과 같은 저장시설이 필요

한데, 예전에는 주로 개인별로 주택의 부속창고나 곳간을 이용하였으나, 현재는 마을 곳
곳에 대형 영농창고가 설치되어 있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다. 마을에 창고가 처
음 지어진 것은 1972년 대성동개발사업 때의 일이다. 현재까지 이때 지어진 마을창고가
마을의 한쪽에 자리잡고 있는데, 시멘트블록조 위에 목조트러스를 얹고 그 위에 슬레이
트 맞배지붕을 얹은 모습으로 단순한 모습이다. 당시까지만 해도 대성동마을에서 유일
한 대형 마을창고였다. 물론 1972년 종합개발 당시 문화주택과 함께 집집마다 개별창고
를 새롭게 지어주었으나, 마을 공용의 경운기 등의 농기계를 보관하거나, 농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마을 공동창고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1980년 대성동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해 옛 건물은 대부분 사라졌으나, 1959년 공회당
‘자유의 집’과 1972년 마을창고만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 중에 하나로 남아 있
대성동마을 주요시설 위치도

다. 단순한 외관과 실내공간이지만, 지금은 찾아보기 어려운 트러스지붕구조와 40년 가
까운 역사의 흔적과 기억을 담고 있는 건물로 충분히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4) 마을조직
대성동마을에는 마을의 대소사에 관여하는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가 있고 상장례 때
서로 돕기 위해 구성한 상조회, 생산활동을 하며 서로 돕는 생업조직 등의 마을조직이 있
다.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마을생활에서 마을조직은 주민간의 상부상조할 수 있는 역할
을 한다.

대성동마을창고 외관과 실내(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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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회

료를 사다 주면 부녀회에서 음식을 해주는 방식이다.
노인회 회원 중 여성회원들끼리는 1달에 1번, 1인당 1만원씩 걷어서 마을 밖으로 점심

노인회 단체관광사진(제주도/김О래 보유사진)

대성동마을에서 노인

을 먹으러 나가기도 한다. 겨울에는 경로당에 모여서 여성회원들 끼리 밥을 해먹지만 그

회는 2001년부터 시작되

이외의 계절에는 농사일이 바빠 오후 3-4시 경에 시간이 되는 회원들끼리 모여 이야기를

었다. 가입조건은 65세

하며 휴식을 취한다.

이상이며 연회비 2만원을

노인회 회원들이 주로 모이는 장소는 마을회관으로 이전에는 회관 2층 이장실에 방이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2개로 나뉘어져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뉘어 모이셨는데 2층을 올라다니기가 쉽지 않아서

가입된 회원수는 39명이

지금 회관 1층에 방 하나를 할머니들이 사용하시고 할아버지들은 회관 앞마당 가건물에

고 노인회의 회장은 김О

있는 방에서 모인다. 새로 짓는 노인회관은 단층으로 방을 두 개 만들어서 할머니와 할

규 씨, 총무는 박О학 씨

아버지 방으로 나누어 사용할 예정이다.

가 맡고 있다. 회장의 임
기는 2년이고 특별한 요

(2) 부녀회

건 없이 연령순으로 회장

노인회 복놀이(2014/박세운 제공사진)

을 맡아 하고 있다. 노인

현재 부녀회에 가입된 회원은

회에 준회원이 있는데 준

21명이고 부녀회의 회장은 신О

회원을 제외하면 노인회

식 씨, 부회장은 조О숙 씨, 김

인원이 별로 없다. 50세

О영 씨가 총무를 맡고 있다. 회

가 넘은 사람들은 준회

원 중 7명은 노인회원이자 부녀

원으로 등록시켜서 지원

회원인 주민들이다. 2개월에 한

을 받아 여행을 다닐 수

번씩 운영을 위한 회의를 하는

있다. 65세 이상은 20명

데 낮시간은 바쁘기 때문에 저

이 채 되지 않는다.

녁시간대로 회의일정을 맞춘다.

노인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중복에 모여 음식을 해먹는 ‘복놀이’와 봄에 회원들과 함
께 가는 ‘단체관광’이 있으며 연말결산은 12월 20일 경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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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에 외부인이 들어와 식사를
해야 하는 경우 마을회관 1층에

노인회에서 가는 관광은 일 년에 1번 봄에 간다. 작년 봄에는 양양과 속초로 여행을

있는 식당을 부녀회에서 운영하

갔다. 여행은 주로 1박2일로 가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길게 가지 않는다. 후방에는 인원

는데 마을 안에는 식당이 없기

이 많아서 지원금이 많이 나오지만 여기는 인원이 없어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없다.

때문에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공사가 길어지는 경우에도 식당을 운영하여 인부들의 점심

마을 복놀이 음식을 준비하는 부녀회원들(박세운 제공사진)

복놀이는 초복, 중복, 말복 중 하루를 정해 음식을 차려 먹는데 중복에 하는 것이 가장

을 해주기도 한다. 이 밖에도 재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행사 찬조금 등으로 수익을 얻는데

좋다. 추석 때도 모여서 술과 음식을 나누어 먹는데 마을회관에 모여서 닭 등을 먹는다.

마을에 일정액을 사용료 명목으로 지불하고 남은 수익을 연말에 결산한다. 부녀회비는

이러한 모임에 필요한 음식은 부녀회에서 도와주는데 노인회에서 일정금액을 주거나 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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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회

② 대성동단지

파주시 장단콩 연구회에 16개의 단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성동단지가 포함된다. 파주
현재 회원은 19명이며 가입을 위한 연령조건은 없

시에 소속된 콩을 짓는 농가들이 읍면별로 나뉘어 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대성동 단지는

다. 청년회 회장은 전О삼 씨이고 총무는 김О련 씨

A단지와 B단지로 나누어지며 A단지 7가구, B단지 13가구로 총 20가구가 소속되어

가 맡고 있다. 입회비나 회비는 없으며 공공비축미

있다. A단지와 B단지 각각 회장과 총무가 있으며 두 단지의 총괄은 김진웅 씨가 맡고

(米)의 입고와 출하 등 마을의 공동작업시 청년회에

있다. 매년 11월에 열리는 장단콩축제 때 대성동에서 생산하여 판매되는 콩을 관리하기

서 노력봉사를 하고 있다.

때문에 축제 전까지는 축제에서 판매할 콩들을 함께 탈곡하고 선별한다. 축제기간 동안
대성동 부스를 운영하는 역할도 하는데 축제가 3일이면 하루는 A단지, 다른 하루는 B단

(4) 상조회

지, 마지막 날은 A, B단지 사람들이 함께 나가서 파는 식이다.
단지에 소속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7~8가구 정도가 콩농사를 짓고 있다. 단지에 소

청년회 친목모임(박세운 제공사진)

마을주민이 상을 당했을 경우 돕기 위해 조직된

속되어있지 않은 콩농가는 소속이었다가 나가신 분도 있고 농사규모가 작아서 단지의

것이다. 마을 주민들이 상을 당하면 함께 도와주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가구들이 대부분이다. A단지가 B단지보다 먼저 콩농사를 하

고 밥값과 술값이라도 내자는 취지에서 만들었다.

시던 분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어서 A단지에 소속된 가구 수가 더 많았는데 나이가 많은

40~50년 정도 유지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김О

분들이 농사짓기가 점점 어려워지자 단지활동을 하지 않게 되었다.

성 씨가 상조회 내역을 기록한 문서를 가지고 있다.
(5) 생업조직
① 맑은쌀지킴이와 판문점영농조합

논농사를 짓는 주민들끼리 만든 작목반이 2개 있
마을 상조회 기록문서(김О성 보유)

다. 쌀과 관련해서는 맑은쌀 지킴이와 판문점영농

조합이 있다. 주민들끼리는 작목반이라고 부르지만 정식 등록을 위해 조합이라는 이름
을 붙인 것이다. 농협에서 지원 사업을 줄 때 개인에게는 주지 않기 때문에 조합을 만들어
서 지원을 받는다. 작목반이나 법인조합을 만들어 실적을 올려놓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지원 사업을 준다. 판매도 공동으로 하는 것이 수월하다. 마을에서 논농사를 짓는 주민
전부가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출자해서 만든
것이다.
두 조직의 차이는 구성원이며 비슷한 연배끼리 모여서 만든 것이다. 맑은 쌀 지킴이는
4명, 판문점영농조합은 5명이 가입되어 있다. 판문점 영농조합의 대표는 김남석 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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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대성동과 그 주변지역의 문화유적 분포지도

1-4 문화유적과 인물

사진 2. 대성동 토성 전경

대성동 토성(위도 37°56'32.58"N, 경도 126°40'25.25"E)은 마을에서 서쪽으로 약
200m 지점에 위치해 있고 토성지의 흔적이 있다96)는 기록이 있을 뿐 정밀 조사되지 않았
다. 토성지 안에는 1980년대에 대성동마을을 새로 조성하면서 팔각정을 축조하였다. 토

1) 대성동마을과 그 주변지역의 문화유적

성의 서쪽에는 사천이 해자처럼 흐르고 있고 사천을 건너면 남북한 군사분계선이며 그
너머는 개성이다. 대성동마을은 송산리와 개성군 동면 백동리의 일부가 병합되어 만들어

(1) 대성동 토성

졌는데 사철 내 개울 모래가 쌓여 산을 만들었다고 하여 ‘조산리(造山里)’ 라는 지명으로
호칭하였다고 한다. 또한 대성동 지역은 대덕산 발용산에서 흐르는 냇물이 늘무리(板門

□ 소재지 :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 596~597번지

里) 다리 밑으로 흘러 송도에서 흐르는 냇물이 합류하여 사천이 되었는데 송도 말 대홍

□ 시 대 : 한성백제

수로 개울 모래가 내려와 부락 앞의 개울 변에 높은 산이 성같이 둘러싸였다고 하여 대성

□규 모:

동(臺城洞)이라 불렀다97)고 한다. 이와 같은 전설로 미루어 볼 때 ‘조산리’와 ‘대성동’이

○성곽내부 지름 : 76m 50cm, 성벽 내부 둘레 : 240m 21cm

라는 지명은 모두 토성과 관련되어 호칭된 것이다. 토성은 토루와 문지가 잘 남아 있고

○성곽외부 지름 : 76m 74cm, 성벽 외부 둘레 : 240m 96.36cm

비록 작은 규모의 평지성이지만 백제가 고구려와 대치하던 4세기에서 5세기 대 근초고왕

○성벽 폭 : 12m, 높이 6m,

의 북진정책 때 전략적 요충지에 축조한 성으로 생각된다.

○성벽 동문 폭 : 4m 70cm, 서문 폭 7m
□ 현 황 : 사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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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주 6 앞의 책, p.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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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물 : 사진 4~5

(2) 대성동 유물산포지 1
□ 소재지 :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 222~224번지 일대
□ 시 대 : 고려~근대

1

3

2

4

5

□ 현 황 : 사진 3
8

7

6

9

10

대성동 유물산포지 1(위도 37°56'13.49"N, 경도 126°40'36.92"E)은 현재 대성동마
11

을에서 서남쪽으로 난 길을 따라 약 500m 정도 가면 동북쪽 구릉 사면에 밭이 형성되어
있다. 이 밭 사이에 청동제 용문 청동 재떨이, 조선시대 토기, 기와, 도자기 편들이 산포

12

14

13

사진 4. 대성동 유물산포지 1 출토
토기, 도자기, 기와, 방추차

되어 있다. 마을의 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일대에 기와 가마터가 있었다고 전한다.

16

15

사진 5. 대성동 유물산포지 1 출토 청동제재떨이

구 대성동마을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고 이 지역에서 현재의 대성동마을로
1. 토기

이주하였다고 한다.

색조

유물
번호

외면

속심

내면

1

회흑

적회

회청

태토

경도

두께
(cm)

설명

조질

경질

0.7
∼
0.9

회청색경질토기 경부 편으로 내·외면에 격자 타날 한 후
물레로 돌렸다. 태토는 일부 기포가 형성되어 있고 운모가
섞여 있으며 잘 정선되었다. 굽의 지름은 4.6cm이다.
회청색경질토기 몸통 편으로 내·외면에 격자 타날 한 후
물레로 돌렸다. 내면에는 대나무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물
레로 돌린 흔적이 선명하게 나 있다. 태토는 일부 기포가
형성되어 있고 운모와 고운 모래가 섞여 있다.
회청색경질토기 몸통 편으로 내면에 격자 타날 한 후 물레
로 돌렸고 외면은 물손질 흔적이 있다. 태토는 운모가 섞
여 있고 잘 정선되었다.

2

회청

적회

회청

조질

경질

0.9
∼
1.0

3

회청

적회

회청

조질

경질

0.7

태토 유태색

두께
(cm)

설명

청
회색

0.5
∼
0.7

청자 저부 편으로 내·외면의 유약에 빙열이 나 있고 전면
적으로 고르게 잘 발라져 있다. 굽과 내면에 모래 받침이
붙어 있다.

회색

0.59
∼
0.7

분청사기 저부 편으로 태토는 고운 점토로 잘 정선되었다.
유약은 순 회색을 띠며 저부 내부를 제외하고 고르게 잘
발라져 있다. 저부의 직경은 4.7cm이며 내부에 모래 받침
이 묻어 있다.

2. 도자기

외면

속심

내면

4

청회

회청

청회

5
사진 3. 대성동 유물산포지 1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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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조

유물
번호

회

적회

회

니질

니질

1. 대성동의 마을환경과 역사

61

유물
번호

색조
외면

6

적회

7

회

8

회백

9

회백

속심

적회

회백

백

백

내면

회백

회

회백

회백

태토 유태색

니질

니질

니질

니질

회백

회

회백

회백

두께
(cm)

4. 방추차
설명

0.5
∼
0.8

백자 저부 편으로 외면에 유약이 벗겨졌고 내면의 유약에
빙렬이 관찰된다. 외면의 굽 외부에는 음각선이 둘러져 있
다. 죽절굽이며 굽의 지름은 6cm이다.

0.35
∼
5.7

백자 저부 편으로 내·외면에 전면적으로 유약이 잘 시유되
었다. 굽바닥과 내저 원각에 모래 받침이 묻어있다. 굽의
지름은 5.4cm이며 기형 조성 시 물레의 흔적이 선명하게
나 있다.

0.6
∼
1.1

백자 저부 편으로 내·외면에 전면적으로 유약이 잘 시유되
었다. 굽바닥과 내저 원각에 모래 받침이 묻어있다. 외면의
굽 외부에는 음각선이 둘러져 있다. 굽의 지름은 6cm이며
기형 조성 시 물레의 흔적이 선명하게 나 있다.

0.71
∼
1.5

백자 저부 편으로 내·외면에 전면적으로 유약이 잘 시유되
었다. 굽바닥과 내저 원각에 모래 받침이 묻어있다. 굽은
평저이며 지름은 4.6cm이며 기형 조성 시 물레의 흔적이
선명하게 나 있다.

규격(cm)

유물
번호

가로

세로

두께

15

6.6

6.2

석질

색조

설명

5.4

화강암

회백

가마니나 돗자리 등을 짤 때 쓰이는 방추차로 중간에 새끼줄을 매
달 수 있도록 홈을 만들었다. 타원형의 작은 돌을 갈아서 만들었고
석질에는 운모와 장석이 포함되어 있다.

재질

문양

설명

청동

용문

청동제용문재떨이로 외곽 상면에 여러 용문을 양각해 놓았고 담배 대를 올
려놓을 수 있도록 반 원뿔모양으로 3개의 홈을 파 놓았다. 이 재떨이는 담
배 대를 사용하던 근대 시기에 대성동마을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5. 청동제재떨이
규격(cm)

유물
번호

지름

두께

16

10.6

0.4

(3) 대성동 유물산포지 2
3. 기와
유물
번호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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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조
외면
회청

회청

회청

속심
회청

적회

회청

내면
회청

회청

회흑

경도

두께
(cm)

설명

경질

2.0
∼
2.2

회청색경질선문수키와 편으로 태토는 모래와 운모가 포함되어 있
고 일부 기포가 생성되어 있다. 외면에는 파도문이 중복되어 시문
되어 있고 내면에는 포목 흔적이 있다. 측면에는 와도 흔적 나 있다.

경질

2.3
∼
2.8

회청색경질파도문수키와 편으로 태토는 모래와 운모가 포함되어
있고 일부 기포가 생성되어 있다. 외면에는 선문이 시문되어 있고
내면에는 포목 흔적 위에 물손질과 빗질 흔적이 있다. 측면에는 와
도 흔적 나 있다.

경질

1.5
∼
1.6

회청색경질어골문암키와 편으로 태토는 운모가 포함되어 있고 일
부 기포가 생성되어 있다. 외면에는 어골문이 시문되어 있고 내면
에는 포목 흔적 위에 빗질 흔적이 있다.
회청색경질어골문암키와 편으로 태토는 작은 모래와 운모가 포함
되어 있고 일부 기포가 생성되어 있다. 외면에는 어골문이 중복되
어 시문되어 있고 내면에는 포목 흔적과 도구로 타격한 흔적이 있다.
회청색연질선문암키와 편으로 태토는 석영과 운모가 포함되어 있고
일부 기포가 생성되어 있다. 외면에는 선문이 일부 시문되어 있고
내면에는 물레 흔적이 있다.

13

회흑

회청

회청

경질

2
∼
2.1

14

회

회백

회

연질

0.9
∼
1.7

경기도 DMZ 자유의 마을 대성동

□소재지 :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 235번지 일대
□시 대 : 조선~근대
□현 황 : 사진 6

대성동 유물산포지 2(위도 37°56'13.84"N, 경도 126°40'47.65"E)는 대성동 유물산
포지 1에서 동쪽으로 연결된 도로를 따라 약 300m 정도 가면 동남쪽 구릉 사면에 밭이
형성되어 있다. 이 밭 사이에 조선시대 토기, 기와, 도자기, 맷돌 편들이 산포되어 있다.
마을의 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일대는 구 대성동마을의 중심지였다고 한다. 유물
산포지 2의 남쪽 면은 대성저수지에서 흐르는 냇물이 개천을 이루고 있고 개천 너머에는
도작농경지가 펼쳐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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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자기

외면

속심

내면

2

백

순백

백

3

4

사진 6. 대성동 유물산포지 2 전경

□ 유 물 : 사진 7~8

1

2

5

6

3

8

12

11

10

사진 7. 대성동 유물산포지 2 출토 토기, 도자기, 기와

사진 8. 대성동 유물산포지 2 출토 맷돌

1. 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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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조

유물
번호

외면

속심

내면

1

회흑

회

회흑

경기도 DMZ 자유의 마을 대성동

태토

조질

백

회

순백

적회

백

적회

두께
(cm)

설명

백색

0.8
∼
1.2

백자 저부 편으로 내·외면의 유약은 전면적으로 고르게 잘
발라져 있다. 굽과 내면에 모래 받침이 붙어 있다. 태토는
니질 점토로 잘 정선되어 있다.

백색

0.31
∼
0.9

백자 저부 편으로 태토는 고운 점토로 잘 정선되었으나 일
부 기포가 형성되어 있다. 유약은 순 회색을 띠며 저부내
부를 제외하고 고르게 잘 발라져 있다. 죽절 굽으로 저부
의 직경은 5cm이다. 내부에 점토 받침 흔적이 묻어 있다.

회

0.6
∼
1.2

백자 저부 편으로 굽 내부에 유약이 벗겨졌고 내·외면에
유약이 고르게 발라져 있다. 외면의 굽 외부에는 음각선이
둘러져 있다. 죽절굽이며 굽의 지름은 8cm이다. 태토는 니
질 점토로 잘 정선되었고 굽 부분은 적회색을 띠고 기체는
소성이 잘되어 회색을 띠고 있다.
백자 저부 편으로 내·외면에 전면적으로 유약이 잘 시유되
었고 외부에 빙렬이 나 있다. 굽바닥과 내저 원각에 모래
받침이 묻어있다. 굽의 지름은 7.2cm이며 기형 조성 시 물
레의 흔적이 선명하게 나 있다. 태토는 니질 점토로 잘 정
선되어 있고 석영이 섞여있다.

태토 유태색

니질

정질

니질

5

회

회백

회

니질

회

0.7
∼
1.2

6

회

백

회

니질

회

0.6
∼
1

백자 저부 편으로 내·외면에 전면적으로 유약이 잘 시유되
었다. 굽바닥과 내저 원각에 모래 받침이 묻어있고 외면의
굽 외부에는 음각선이 둘러져 있다.
백자 저부 편으로 내·외면에 전면적으로 유약이 잘 시유되
었다. 굽바닥과 내저 원각에 모래 받침이 묻어있다. 굽은
평저이며 지름은 8.4cm이다. 태토는 니질 점토로 잘 정선
되어 있고 석영이 섞여있다.
백자제기 저부 편으로 내·외면에 저부 바닥을 제외하고 전
면적으로 유약이 잘 시유되었다. 굽바닥과 내저 원각에 모
래 받침이 묻어있다. 굽의 지름은 7.9cm이다. 태토는 니질
점토로 잘 정선되어 있고 석영이 섞여있다.

7

회백

백

회백

니질

회백

1
∼
1.5

8

회

백

회

니질

회

0.85
∼
1

경도

두께
(cm)

설명

4

7

9

색조

유물
번호

경도

경질

두께
(cm)

설명

0.38
∼
0.4

회흑색경질토기 구연부 편으로 구연부는 외반되어 있고
구연부와 내·외면에 물레로 돌린 흔적이 관찰된다. 태토는
일부 기포가 형성되어 있고 운모가 섞여 있으며 잘 정선되
었다. 구연부의 지름은 34cm이다.

3. 기와
색조

유물
번호

외면

속심

내면

9

회

회

회적

경질

1.1
∼
1.9

회색경질무문암키와 편으로 태토는 모래와 운모가 포함되어 있고
일부 기포가 생성되어 있다. 외면에는 무문이며 내면에는 포목 흔
적이 있고 물손질 하였다.

10

회

회

회

경질

2.3
∼
2.8

회청색경질복합문암키와 편으로 태토는 운모가 포함되어 있고 일
부 기포가 생성되어 있다. 외면에는 세선무계 복합문이 시문되어
있고 내면에는 포목 흔적이 있다.

11

회

회

회흑

경질

1.6
∼
1.65

회청색경질선문암키와 편으로 태토는 운모가 포함되어 있고 일부
기포가 생성되어 있다. 외면에는 선문이 시문되어 있고 내면에는
포목 흔적과 물손질과 빗질 흔적이 있다.

1. 대성동의 마을환경과 역사

65

□ 유 물 : 사진 9

4. 맷돌
유물
번호

12

규격(cm)
지름

30.4

두께

7.55

석질

색조

현무암 흑회색

설명
한 짝의 맷돌 중 하단에 속한 것으로 중간 부분에 홈의 지름은 3cm이며
일부 결실되었다. 석질은 현무암으로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다. 이 맷돌은
대성동 주민이 새로운 주거지로 옮겨가기 전까지 근세까지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3

2

1

(4) 대성동 유물산포지 3
□ 소재지 :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 1030번지 일대
□ 시 대 : 조선~근대
□ 현 황 : 사진 8
5

4

6

7

대성동 유물산포지 3(위도 37°55'54.92"N, 경도 126°41'5.54"E)은 대성동 유물산포
지 1에서 남쪽으로 연결된 도로를 따라 대성동 저수지로부터 흐르는 수로와 논 농사지대

사진 9. 대성동 유물산포지 3 출토 토기, 도자기, 기와

를 지나 약 1km 정도 가면 북쪽 구릉 사면에 밭이 형성되어 있다. 이 밭 사이에 조선시대
토기와 도자기 편들이 산포되어 있다. 대성동 유물산포지 3지역 역시 구 대성동마을의 중
심지 안에 포함되었다.
1. 토 기
색조

유물
번호

외면

속심

내면

1

회청

적회

회흑

2

3

회흑

회청

회

적회

회흑

회흑

태토

경도

두께
(cm)

설명

조질

경질

0.6
∼
0.8

회청색경질토기 몸통 편으로 내·외면에 격자 타날 한 후
물레로 돌린 흔적이 관찰된다. 태토는 일부 기포가 형성되
어 있고 모래와 운모가 섞여 있으며 잘 정선되었다.

연질

0.6
∼
0.8

회흑색연질토기 파수부 편으로 내·외면에 회흑색으로 마
면하였고 시루 등의 손잡이에 부착했던 토기 편이다, 내·외
면에 빗질과 물손질 흔적이 관찰된다. 태토는 일부 기포가
형성되어 있고 속심은 흑회색을 띠고 있으나 그 주위는 회
색이다.

경질

0.85
∼
0.95

회청색경질토기 구연부 편으로 외면에 타날문을 시문한
후 빗질을 하였고 내면에는 도구를 대고 물레로 돌린 흔
적이 선명하다. 태토는 일부 기포가 형성되어 있고 속심은
흑회색을 띠고 있으나 그 주위는 적회색이다.

니질

조질

사진 8. 대성동 유물산포지 3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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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되어 있고 1771년 효자 정려문을 하사받았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옛 비석의 내용

2. 도자기
유물
번호

4

5

6

색조
외면

회백

회백

순백

속심

백

적회

백

내면

회백

적회

순백

두께
(cm)

설명

회백색

0.56
∼
0.72

백자 저부 편으로 내·외면의 유약은 굽 내부를 제외하고
전면적으로 고르게 잘 발라져 있다. 굽과 내면에 모래 받
침이 붙어 있다. 태토는 니질 점토로 운모가 섞여있고 잘
정선되어 있다.

회백색

0.71
∼
1.1

백자 저부 편으로 태토는 고운 점토로 잘 정선되었으나 소
성이 불완전하여 적회색을 띠고 있다. 유약은 회백색을 띠
며 저부내부를 제외하고 고르게 잘 발라져 있으나 내부는
박락되었다.

니질

순백색

0.55
∼
0.9

백자 저부 편으로 굽 내부에 제외하고 내·외면에 유약이
고르게 발라져 있다. 외면의 굽 외부에는 음각선이 둘러져
있다. 굽의 지름은 4.8cm이다. 태토는 니질 점토로 잘 정
선되었고 내면에 모래가 묻어있다.

경도

두께
(cm)

설명

경질

1.32
∼
1.9

회청색경질선문암키와 편으로 태토는 모래와 운모가 포함되어 있
고 일부 기포가 생성되어 있다. 외면에는 선문을 시문한 후, 내면
에는 포목으로 누른 후 물손질하였고 전반적으로 표면이 박락되어
정확한 형상은 알 수 없다.

태토 유태색

니질

니질

을 근거로 하여 최근에 후손들이 세운 것이다. 이 묘역의 동편 계체석 옆에는 차돌이 노출
되어 있는데 지석묘의 개석처럼 보인지만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김정주 묘역에서 서남쪽
으로 약 10m 지점에는 상석과 향로석으로 구성된 강릉김씨 묘가 자리를 잡고 있다.

3. 기와
유물
번호

7

색조
외면

회청

속심

회청

내면

회청

사진 10. 김정주 묘역 전경

(5) 김정주(金廷冑) 묘역
□ 소재지 :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 986번지 일대
□ 시 대 : 조선(1750)
□ 현 황 : 사진 10~13

김정주 묘역(위도 37°56'40.08"N, 경도 126°40'40.40"E)은 마을의 북쪽 끝 부분인
대성동길 204-40에서 동북쪽으로 약 200m지점의 야산에 위치해 있다. 이 마을이 강릉김
씨 집성촌이기 때문에 강릉김씨 선조들의 묘역이 집성촌 주변으로 산포되어 있는 것이다.
김정주 묘역은 묘표와 봉분, 상석, 고석, 향로석, 망주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위
치한 향로석과 상석 서쪽에서 묘표 사이에 구 향로석이 놓여 있다. 묘표에는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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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 드시는 물고기를 낚시로 직접 잡으시어 반찬
으로 올렸으며 또한 先親께서 病患中에 드실 고
기를 잡으려 하니 추운 冬節이라 四方에 얼음은
얼고 눈이 쌓이어 고기 잡기를 근심하여 연못의
얼음을 두두려 깨니 큰 붕어와 고기들이 잡혀 찬
을 하여 올리니 病患이 치유되시었다 한다. 近
洞의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孝誠이 至極하여
病患이 치유되시었다고 칭찬이 자자하였다고
한다. 또한 꿈속에 사람이 나타나 집에 불이 났
으니 急히 일어나 父母와 祀堂을 구하여라하여
急히 일어나 달려가 父母와 祀堂을 求出하였다
사진 12. 김정주 묘역 계체석에 놓여 있는 구 향로석

고 한다. 喪이나 忌日에는 생선전을 올려야 하
는데 추운 冬節이라 얼음이 얼고 눈이 쌓이어 근

□묘표

심하고 있는 中에 남쪽에서 검은 구름이 몰려오

前面(北)

더니 갑작이 비가 오고 물이 흐르니 큰 붕어와

策揚武功臣贈資憲大夫

고기들이 마당에 나타나 근심을 놓았다 한다.

江陵金公廷冑之墓

이 모두가 精誠과 孝行에 感動되어 이루어진 일

配貞夫人羅州丁氏

이라 하여 遠近의 많은 사람들이 나라에 上疏

配貞夫人密陽朴氏 祔

하여 공에게 英祖辛卯西紀一七七一年八月에
孝子旌閭를 나라에서 하사하시었다.

側面(東)

後孫一同

父 聖善 廷冑 子 永禹

側面(西)

永斗

英祖庚午西紀一七五0年三月十五日 生 進士

永器

壬寅西紀一七八二年九月三日 卒

永鼎

戌申西紀一七八八年策揚武功臣贈資憲大夫賜

사진 13. 김정주 묘역 묘표

新卯西紀一七七一年八月 賜孝子旌閭
後面(南)
廷冑公은 聖善公의 子요. 哲命東原君의 七世孫이며 始祖 溟州君王의 三十三世孫이
시다. 公께서는 文武에 능통하시어 進士와 武功까지 받으시었다. 父母에 孝誠이 至極
하여 많은 사람으로부터 尊敬을 받았으며 先親께서 患憂로 계실 때 精誠을 다하여 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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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물 : 사진 14

3. 기와
색조

유물
번호

외면

속심

내면

3

회흑

회청

회흑

경도

두께
(cm)

설명

경질

1.1
∼
2.5

회흑색경질교석품명문암키와 편으로 태토는 모래와 운모가 포함
되어 있고 일부 기포가 생성되어 있다. 외면에는 선문, 어골문, 그
리고 직사각형 안에 “校石品”이라는 명문이 찍혀있다. 내면에는 포
목으로 누른 후 물손질하였다.
회흑색경질복합문암키와 편으로 태토는 모래와 운모가 포함되어
있고 일부 기포가 생성되어 있다. 외면에는 어골문 격자문 등이 중
복되어 시문되어 있다. 내면에는 포목으로 누른 흔적이 있고 포망
은 1㎠당 20올 내외이다.

1
2

3

4

5

4

회흑

회청

회청

경질

1.9
∼
2.2

5

회흑

적회

회흑

연질

2.01
∼
2.35

회흑색연질선문암키와 편으로 태토는 운모가 포함되어 있고 일부
기포가 생성되어 있다. 외면에는 선문이 시문되어 있다. 내면에는
포목으로 누른 흔적이 있고 포망은 1㎠당 20올 내외이다.

경질

1.05
∼
1.1

회흑색경질복합문암키와 편으로 태토는 고운 모래와 운모가 포함
되어 있고 일부 기포가 생성되어 있다. 외면에는 어골문 등 복합문
이 시문되어 있다. 내면에는 포목으로 누른 흔적이 있고 포망은 1
㎠당 20올 내외이다.

6

6

사진 14. 김정주 묘역 출토 토기, 도자기, 기와

회흑

회청

회흑

1. 토기
유물
번호

1

색조
외면

회흑

속심

회

내면

회흑

태토

정질

경도

두께
(cm)

설명

연질

0.4
∼
0.6

회흑색연질토기 구연부 편으로 구연부는 외반되어 있다.
내·외면에 표면은 박락되어 제작 방법에 대한 흔적은 확
인 할 수 없다. 태토는 일부 기포가 형성되어 있고 운모가
섞여 있으며 잘 정선되었다. 구연단의 폭은 1.7cm, 구연부
의 지름은 34.4cm이다.

2. 도자기
유물
번호

2

순백

□ 소 재 지 : 파주시 진서면 어룡리 일대
□시

대 : 조선

□ 조사내용 : 사진 15~25

이 묘역(위도 37°56'49.67"N, 경도 126°41'42.03"E)에는 강릉 김씨 동원군파 가계도
색조

외면

(6) 강릉 김씨 동원군 파 묘역

속심

백

내면

순백

태토 유태색

두께
(cm)

설명

니질

0.35
∼
0.9

백자 저부 편으로 내·외면의 유약은 전면적으로 고르게
잘 발라져 있다. 굽과 내면에 모래 받침이 붙어 있다. 태토
는 니질 점토로 운모가 섞여있고 잘 정선되어 있다. 굽 외
면에 도구로 물레로 돌려 깎은 흔적이 있고 굽의 지름은
6cm이다.

순백색

哲命-守宗-萬成-一範-克慶-聖善-廷冑 중에 萬成부터 聖善까지 분포되어 있다.
① 김성선(金聖善) 묘역

김성선 묘역은 김일범 묘역에서 동쪽으로 약 3m 지점에 위치해 있고 묘역의 석물은 향
로석, 상석, 고석, 계체석, 묘표로 구성되어 있고 최근에 조성된 것이다. 묘역의 봉분은 쌍
분으로 서쪽에 연일정씨, 동쪽에 김성선의 屍身이 안치되어 있다.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고 1984년 增來가 건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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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표

全面(南)
贈戶曹參議
江陵金公聖善之墓
淑人延日鄭氏
後面(北)
墓 長湍佛谷 先塋下
宗孫 東均
西紀一九八四年八月十五日 增來 建立
② 김극경(金克慶) 묘역

김정주의 조부로 알려진 김극경 묘역은 대성동마을 입구를 나와서 동북쪽으로 약 200m
사진 15. 김성선 묘역 전경

정도가면 어룡저수지가 나오는데 이 어룡저수지를 지나 북쪽 산의 능선에 김극경 묘를 포
함하여 4기의 묘가 배치되어 있다. 김극경 묘역에는 상석, 향로석, 묘표, 동자석, 문인석으
로 구성되어 있다.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고 1984년에 종손 東均이 건립하였다.
□ 묘표

全面(南)
贈戶曹參判
江陵金公克慶 之墓
貞夫人牛峰李氏
後面(北)
墓長湍佛谷 亥坐
宗孫 東均
西紀一九八四年八月十五日 泰猶建立

사진 16. 김성선 묘역의 향로석, 상석, 계체석과 묘표 전경

側面(東)
乙未生 壬午年進士 癸亥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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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9. 김극경묘역 문인석(서)

사진 17. 김극경 묘역 전경

사진 20. 김극경묘역 문인석(동)

사진 21. 김극경묘역 동자석(서)

사진 22. 김극경묘역 동자석(서)

③ 김일범(金一範) 묘역

김일범 묘역은 김극경 묘역에서 동북쪽으로 약 5m 지점에 위치해 있고 묘역의 석물은
향로석, 상석, 고석, 계체석, 묘표로 구성되어 있고 최근에 조성된 것이다. 묘표에는 다음
과 같이 기록되어 있고 1984년 元來가 건립하였다.
○ 묘표

全面(南)
配 淸州韓氏
之墓
江陵金公一範
後面(北)
墓 大興籚洞 壬坐
宗孫 東均
西紀一九八四年八月十五日 元來 建立
사진 18. 김극경 묘역의 동자석, 상석, 향로석, 묘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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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5. 김만성 묘역의 향로석, 상석, 고석, 묘표, 계체석, 봉분 전경

④ 김만성(金萬成) 묘역
사진 23. 김일범 묘역의 상석, 향로석, 계체석과 묘표 전경

김만성 묘역은 김극경 묘역에서 서남쪽으로 약 10m 정도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 이 김
만성 묘역의 석물은 향로석, 상석, 계체석, 묘표, 망주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쪽 망주
석의 세호는 내려오고 동쪽 망주석의 세호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고 1984년 천희가 건립하였다.
□ 묘표

前面(南)
配東萊鄭氏
之墓
江陵金公萬成
側面(西)
辛酉 生 甲辰 卒
後面(北)
사진 24. 김만성 묘역 전경

墓大興籚洞 丁坐
宗孫 東均
西紀一九八四年八月十五日天熙建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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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량(橋梁)

(8) 대성저수지 건물지 유적
□ 소 재 지 : 파주시 진서면 어룡리 452 일대

□ 소 재 지 : 파주시 진서면 금릉리 1160~1163번지 일대

□시

□시

대 : 일제강점기

□ 조사내용 : 사진 26~28

□ 조사내용 : 사진 29~41

대성동마을에 남아있는 교량은 2개로 교량 1(위도 37°

대성저수지 건물지 유적(위도 37°56'42.22"N, 경도 126°42'16.24"E)은 대성동마을에

56'49.55"N, 경도 126°41'10.14"E)은 대성동마을로 들어가

서 동쪽으로 약 3km 지점에 위치하며 1970년대 말 대성동마을이 새로 조성되면서 농경

는 입구 부분에서 어룡저수지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한다. 임

지와 함께 저수지가 만들어졌다. 조사 당시 비가 오지 않아 저수지 바닥이 드러났을 때

진강에서 개성으로 난 1번국도 동쪽에 어룡저수지로부터 내

지표조사가 이루어져 건물지 9동이 확인되었다. 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마을 주변

려오는 물이 북에서 남쪽 방향으로 흐르는데 이 개천의 수로

으로는 저수지가 형성되기 이전 사천의 지류가 흐르고 있었고 냇가 주변으로 마을이 형성

를 건널 수 있도록 교량을 설치한 것이다. 시멘트 교량 양옆

되어 있었으나 6·25전쟁으로 인하여 마을이 폐쇄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건물지가 완

으로는 석축으로 쌓았고 다리 밑에는 화강암에 “四二六三年

전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 실측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인근지역이어서 군

十二月竣功”이라는 직사면체의 준공비가 있어 1930년대에 준

인들의 통제가 심해서 일부의 유물을 수습하고 기록을 남길 수밖에 없었다. 이 건물지에

공된 교량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량은 남쪽으로 약 1km

는 도자기, 장군, 우물지, 고래, 주춧돌 등이 지표에 노출되어 있었다.

떨어진 대성저수지로 들어가는 입구에도 교량 2(위도 37°
사진 26. 교량 준공비

대 : 근대

56'31.01"N, 경도 126°42'15.12"E)가 설치되어 있다.

1호 건물지는 대성저수지의 둑 부분에서 서북쪽에 위치하며 건물지 동쪽에는 원형의 우
물이 있다. 1호 건물지의 남쪽에는 가로173cm, 세로 122cm, 반폭 25cm의 “日”자형 하부
구조가 드러나 있다. 건물지의 남북 길이는 400cm 이고 주춧돌의 간격은 다음과 같다.
(단위 cm)

동서/남북

1행

190

2행

165

3행

1열

□

190

□

160

□

2열

□

190

○ 결실

170

□

2호 건물지는 1호 건물지에서 북쪽으로 약 5m지점에 위치해 있고 장축방향은 남북으
로 길이 710cm이며 동쪽의 우물의 지름은 156cm이고 시멘트 두께는 8~14cm인데 비교
적 잘 남아 있다. 이 건물지의 주변에는 토기와 도자기, 철기 편들이 산포되어 있다. 철기
유물 중에는 철제가래, 철제바퀴축, 철제작두 등이 수습되었다.
3호 건물지는 2호 건물지에서 북쪽으로 약 5m지점에 위치해 있고 장축방향은 남북으
로 길이 170cm이다. 건물지 초석의 간격은 다음과 같다.
사진 27. 대성동마을 입구에서 어룡저수지 길목에 위치한 교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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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cm)

동서/남북

1행

120

2행

240

3행

260

4행

1열

◯ 결실

?

□

240

□

260

□

2열

□

120

□

240

□

?

◯ 결실

4호 건물지는 3호 건물지에서 서북쪽으로 약 7m지점에 위치해 있고 5호 건물지는 4호
건물지에서 동남쪽으로 약 7m지점에 있다. 6호 건물지는 5호 건물지에 북쪽으로 5m지
점에 있고 7호 건물지는 6호 건물지에서 동쪽으로 약 10m지점에 위치해 있다. 8호 건물
지는 7호 건물지에서 북쪽으로 5m지점에 있고 9호 건물지는 8호 건물지에서 북쪽으로
7m 지점에 위치해 있다. 이 건물지의 번호는 남쪽에서 동쪽으로 가면서 부여하였고 저수
지가 조성되기 이전에 개천의 흐름에 따라 건물이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30. 1호 건물지 전경

사진 31. 1호 건물지 동쪽의 우물

사진 32. 1호 건물지 부근에 노출된 옹기편

사진 33. 2호 건물지의 전경과 고래 노출장면

사진 34. 3호 건물지 전경

사진 35. 4호 건물지 전경

사진 29. 대성저수지 건물지 유적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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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물 : 사진 42~45

2

1

사진 36. 5호 건물지 전경

사진 37. 6호 건물지 전경
3

5

4

사진 42. 대성동 저수지 건물지 출토 토기, 도자기, 절구공이

8

7

6

사진 38. 6호 건물지 동쪽에 위치한 우물

사진 39. 7호 건물지 전경
사진 43. 대성동 저수지 건물지
출토 철제쟁기

사진 44. 대성동 저수지 건물지
출토 철제 수레 축

사진 45. 대성동 저수지 건물지
출토 철제작두

1. 토기
유물
번호

1
사진 40. 8호 건물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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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조
외면

회

속심

회청

내면

회흑

태토

정질

경도

두께
(cm)

설명

경질

0.4
∼
0.6

회색경질토기 몸통 편으로 외면에는 타날문을 시문한 후
물손질하였고, 내·외면에 빗질과 물레의 흔적이 있다. 태토
는 일부 기포가 형성되어 있고 운모가 섞여 있으며 잘 정
선되었다.

사진 41. 9호 건물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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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김덕함(金德諴) 선정비

2. 도자기
유물
번호

2

3

4

색조
외면

회백

순백

순백

속심

백

순백

순백

내면

회백

순백

순백

태토 유태색

니질

니질

니질

회백색

순백색

순백색

두께
(cm)

설명

0.4
∼
0.7

백자 발편으로 기형의 1/2이 남아있다. 내·외면의 유약은
전면적으로 고르게 잘 발라져 있고 빙렬이 나 있으며 내면
의 열에는 회색선이 빙렬 사이로 그어져 있다. 태토는 니
질 점토로 운모가 섞여있고 잘 정선되어 있다. 굽 지름은
4.6cm, 구연부의 지름은 12.6cm이다.

0.41
∼
0.75

백자 발로 구연부 일부만 결실되었고 기형이 비교적 잘 남
아있다. 내·외면의 유약은 전면적으로 고르게 잘 발라져 있
다. 태토는 니질 점토로 정선되어 있다. 굽 지름은 6.2cm,
구연부의 지름은 14.3cm이다.

0.5
∼
0.6

백자로 기형의 구연부와 몸통의 일부가 결실되었고 저부
와 몸통이 수직으로 연결되었다. 내·외면의 유약은 전면
적으로 고르게 잘 발라져 있다. 태토는 니질 점토로 잘 정
선되어 있다. 굽 지름은 4.5cm, 구연부의 지름은 3.9cm이
다. 이 유물은 근대에 화장품 등을 넣었던 화장 도구로 생
각된다.

□ 소 재 지 : 파주시 진서면 금릉리 1138번지
□시

대 : 조선

□규

모 : 두께 26cm, 가로 60cm, 높이 155cm

□ 조사내용 : 사진 46

김덕함 선정비(위도 37°
56'29.89"N, 경도 126°
42'2.27"E)는 대성동마을 입구
로 들어가기 약 1km 이전에 1번
국도 우측에 위치해 있다. 비석
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고
1609년에 설립되었다.

3. 절구공이
규격(cm)

유물
번호

지름

두께

5

12.1

11.2

석질

색조

설명

前面(西)
府使金德諴淸廉善政碑

화강암 회흑색

일부 구멍이 나 있는 화강암으로 만든 석제 절구공이 편으로 몸통의 대부
분은 결실되었다. 이 절구 공이는 현재에도 대성동마을에서 사용하는 것으
로 곡식을 분쇄할 때 쓰는 도구이다.

萬曆三十七年二月 日 立
光武 三年(1899) 十一月에
제작된 『長湍郡誌』 「先生案」 조

4. 철기
유물
번호

6

7

8

에는 “金德諴 文通訓”이라는
규격(cm)
가로

22

17

24

세로

1.7

16

7

두께

21.7

9

2.2

설명

간단한 기록이 남아 있다. 김덕

사진 46. 김덕함청렴선정비

함(金德諴, 1562;명종 17~1636; 인조 14)은 문신으로 자는 경화(景和), 호는 성옹(醒
철제쟁기로 소나 말에 끌려 논밭을 가는 농기구이며 작물을 재배할 땅을 갈고 흙을
잘게 부수는 데 사용해 왔다. 농경 기구가 기계화되지 않았을 때까지 사용하던 쟁
기 날이며 뒷면에 나무로 끼울 수 있는 홈이 나 있다.
철제바퀴 축으로 사람이나 짐을 나르는 데 사용된 수레바퀴 축이며 2점이 발견되었
다. 형태는 원형으로 바퀴와 관련된 부속 철기들이 주위에서 수습되었다.

翁), 본관은 상주(尙州)이다. 1588년(선조 21) 진사에 합격한 후 광해군 때 군기시정(軍
器侍正), 1623년 인조반정으로 집의(執義), 참의(參議)를 거쳐 부제학(副提學), 대사성
(大司成), 대사간(大司諫)을 역임하였다. 1626년(인조 5) 정묘호란 때 호소사(號召使)
를 지냈다가 여주목사, 춘천부사를 지냈고 시호는 충정(忠貞)이다.98)

철제작두 편으로 몸통의 일부만 남아 있다. 곡물과 견과류를 탈곡, 절단하는 농업용
농기구로 칼날이 몸통에 붙어있는 형태이다.
98) 이희승 등, 『한국인명대사전』, 한국인명대사전편찬실, 신구문화사, 1995, 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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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허공(許珙) 묘역

(11) 허공(許珙)신도석표(神道石表)

□ 소 재 지 : 파주시 진서면 금릉리 산2 번지

□규 모

□시

대 : 고려

□ 조사내용 : 사진 47~48

○ 비 대 : 가로 110cm, 세로 70cm, 높이 150cm
○ 비 신 : 가로 61.5cm, 높이 132cm, 두께 20cm
○ 옥개석 : 길이 : 119cm

허공(許珙) 묘역(위도 37°56'46.47"N, 경도 126°41'56.47"E)은 대성동마을 입구에

□건립연대 : 萬曆三十九年(1611)九月 日立

서 1번 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약 1km 정도 내려오면 좌측으로 나 있는 소로를 따라

□비문내용 :

10m 정도 들어가서 우측으로 형성된 서록 구릉지에 위치해 있다. 허공 묘역의 봉분은 모

前面(東)

두 3기가 남아 있는데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2기가 가묘(假墓)이고 1기만이 허

高麗國匡靖大夫僉議中贊(?)

공(許珙)의 시신이 들어 있다고 한다. 허공(許珙) 묘역의 석물은 묘역에서 서쪽으로 약

文敬公許公諱珙神道石表

10m지점에 신도비가 위치해 있고 3기의 묘역마다 석물과 묘표를 다르게 설치하여 놓았

康熙戊子(1709)九月十七日十六世孫長湍府使許穎(?)與諸宗齋會幷改四憤莎草淂

다. 허공 신도비는 비대, 비신, 팔작(八作)지붕의 옥개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서로 명문

誌石於第一位壙中前面卽是 先祖侍中文敬公墓也累百年未定之疑始

을 기록하였다. 서쪽 하단에 있는 묘역에서부터 번호를 부여하여 허공(許珙) 묘역 1에는

釋於令日豈非子孫之幸耶

봉분, 상석, 문인석과 상석 뒤에 묘표가 있으나 묘표에 글씨는 마모되어 있다. 허공(許
珙) 묘역 2에는 봉분과 그 앞에 작은 묘표가 있을 뿐 아무런 시설이 없다. 허공(許珙) 묘

側面(南)

역 3에는 봉분, 상석, 향로석, 묘표, 계체석이 보이고 묘역 좌측에 직사각형의 작은 기둥에

治事諸孫 右議政沈喜壽

뚜껑을 올려놓았다. 묘표 前面(西)에는 “高麗文靖大夫僉議中贊修文殿大學士監修國

主◯金◯主

史判典理司富 世子師文敬公許珙之墓”라고 쓰여 있고 나머지 면에도 비문 글씨가 있으

完平府院君李元翼 淸平府院君韓應寅 寧堤君錫齡 會宜◯◯鄭沆 令◯◯◯風 司

나 마모되어 읽기가 어렵다.

◯主◯ ◯ ◯

허공(許珙, 1233;고종 20~1291;충열왕 17)은 고려 문신으로 초명은 의(儀), 자는 온

順愍(?)君 景溫 都承旨李睟光 吏曹參◯南以恭 司僕

領議政李德馨 延興府院君金悌男 兵曹判書朴弘耈 僉知鄭◯ ◯◯府使金尙寬 成

궤(韞匱), 본관은 공암(孔巖:陽川)이다.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 수(遂)의 아들로 고

均館博士趙◯

종 말 문과에 급제하여 정사점필원(政事點筆員), 국학박사(國學博士), 호부시랑(戶

左議政李恒福 文陽府院君柳自新 吏曹判書李廷龜 右承旨洪慶◯ 司◯◯◯◯汝沃

部侍郞), 첨서추밀원사(簽書樞密院事), 전주도 도지휘사(全州道都指揮使)에 올랐다.

義禁府都正趙量

1275년(충열왕 1)에 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 성절사(聖節使)로 원나라에 다녀와서 밀

領中樞府使尹承勳 茂城君尹泂

右尹李必榮

副◯◯◯◯敍 ◯◯人薛德及

직사사(密直司使), 세자조호(世子調護)가 되고 1284년 수국사(修國史)로 원부(元傅)
와 함께 『고금록(古今錄)』을 편찬하였다. 충렬왕의 묘정에 배향되고 시호는 문경(文敬)
99)

이다.

後面(서)
先祖侍中文敬公神道石表成吾先君之志也自◯ 先世時相傳 侍中墓在長湍府招第◯
◯◯◯◯◯原而十中卒(?)老小火

99) 주84 앞의 책, p.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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禊 佐郞 嵱

◯◯◯◯◯上宮子 東◯◯◯◯◯◯

高山察訪 䙗

是路者望(?)一隴贍舞於(耳+谷)左而巳而吏(?)年間開城府甚堂墓府(?)人所倫芹(?)

及第 筠前任參議 幼學 禧 都總府經 厯 典獄王簿 身◯ 三負文玉 ◯◯◯◯◯

幼學

監察 寧(?) 直長 七

◯◯◯◯◯◯

是(?)遠(?)先◯◯◯◯◯◯◯◯◯◯
去而改封稹稹焉仍念 侍中墓廣左荒野了(?)恐又有此患及等白◯正(?)爲之戌○運
(?)◯◯◯◯◯◯◯◯◯◯◯◯◯◯
先墓之在是一以警倫者之可目俾和(?)禁威屬(?)謗以疲(?)經逆而(?)茓梁(?)李局後
此◯◯◯◯◯◯◯◯◯◯◯◯◯◯
過語筬曰子之光大夫招賢立參之討誠監(?)而○遠(?)在◯ ◯ ◯ ◯ 丕丕不◯ ◯給志
而◯◯◯◯◯◯不◯◯◯◯◯◯◯
後失其石故圥(?)遑容易擧事矣巳酉秋許正郞涵句◯◯◯◯不◯◯◯◯◯◯◯◯
◯人之本◯◯◯◯下他正◯ ◯ ◯ ◯
不忌旁近其漸可惡云嗚呼先君慮患之慮(?)至此而餘(?)達(?)與門中◯ ◯ ◯ ◯ ◯下
◯◯◯◯◯◯◯丙◯◯之◯以◯◯◯
於內外雲仍鳩合財力而謀之噫事誠意(?)於不可 已者山(?)念先方(?)子之志(?)◯◯
◯◯◯◯不◯◯大之◯◯右之◯◯
之餘不能保朝暮而獨◯ 大事眞傳騎屈之時收給㯖(?)㯖(?)撫(?)◯ 飢畏愍(?)◯ ◯ ◯
◯◯◯◯◯未行◯◯◯◯◯◯◯◯

사진 47. 허공묘역 전경

協誠而病後微其幸雖不獲大稱所期撫◯ 一見先君子牧(?)北哀也◯ ◯ ◯ ◯ ◯ ◯ ◯
◯◯◯◯◯◯◯◯◯◯◯◯◯◯
自有麗史本傳令不復贅 公之雲仍請孫萬經不億靑◯ 頃(?)朝(?)六(?)一◯ ◯ ◯ ◯
◯◯◯◯◯◯◯◯◯◯◯◯◯◯◯
忠佐衛大護軍前任吏曹判書兼知春秋館同知 ◯◯方(?)後江◯◯◯◯◯◯◯◯◯
◯◯一不沈死◯◯◯◯◯◯◯◯◯
萬曆三十九年九月 日立
側面(北)
子姓諸孫

軍資監正 昕 縣監 寔

王溥 坪 玄風縣監 佶 縣監 ◯◯◯

吏曹參判 晉

軍器僉正 旻 司憲府監察 宙 洗馬

直長 必(?) ◯◯◯◯◯

及第 順前任左議政 戶曹正郞 涵 茂山僉使 完 兵曹佐郞 ◯◯◯

◯◯◯◯◯
사진 48. 허공신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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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을의 인물

나왔고 정종 2년 68세의 나이로 타계하였고 시호는 충정(忠靖)이다. 묘소는 장북면 항
동리에 있다.

(1) 고려시대 인물
③ 이색(李穡)
① 김순(金純)

이색(李穡, 1328;충숙왕 15~1396;태조 5)의 자는 현숙(顯叔), 호는 목은(牧隱)이며
100)

김순(金純)의 성은 김씨(金氏)이고, 이름은 순(純)으로, 임진현(臨津縣)

사람이다.

한산(韓山) 사람이다. 벼슬은 시중(侍中)이었으며 조선조에는 한산백(韓山伯)으로 봉

아버지는 신호위상장군(神虎衛上將軍)으로 추봉된 인단(仁旦)이고, 조부는 신호위중

해졌다. 시호는 문헌(文獻), 또는 문정(文靖)이다.102) 위화도회군 후 창(昌)을 왕으로

랑장(神虎衛中郞將)으로 추봉된 유정(惟正)이며, 증조는 신호위상장군으로 추봉된 유

옹립하고 명나라 사신으로 가서 고려에 대한 감국(監國)을 청한 것이 화근이 되어 장단

달(有達)이다. 어머니 송씨(宋氏)는 신호위 상장군으로 추봉된 송원(宋元)의 딸이다. 김

으로 유배되었다. 장단에 우거하면서 그는 충신불사이군(忠臣不事二君)이라고 하여 출

순은 1171년(명종 1) 섭별장(攝別將)으로 관직에 나갔고 섭중랑장(攝中郞將), 섭장군

사하지 않았다.

(攝將軍), 천우위섭대장군(千牛衛攝大將軍), 금오위대장군(金吾衛大將軍), 예빈경(禮
賓卿), 직문하성(直門下省), 천우위섭상장군 판위위사(千牛衛攝上將軍 判衛尉事), 금

④ 한언공(韓彦恭)

오위상장군 전중감 겸 대자우정도솔부솔(金吾衛上將軍 殿中監 兼 大子右淸道率副

한언공(韓彦恭, 940;태조 23~1004;목종 7)은 장단 한씨(長湍 韓氏)로 고려 건국 이

率), 호부상서 용호군상장군(戶部尙書 龍虎軍上將軍), 병부상서, 호부상서(戶部尙書)

전부터 송악의 왕건 가문과 혈연적으로 연결된 호족이고 문벌귀족이다. 왕건의 어머니인

로서 추밀원(樞密院)에 들어가 부사(副使)가 되었다. 1191년(명종 21) 공부상서 동지

위숙왕후(威肅王后)는 장단 한씨(長湍 韓氏)이다.103) 고려(高麗) 목종(穆宗) 4년에 시

추밀원사(工部尙書 同知樞密院事), 이부상서 지추밀원사(吏部尙書 知樞密院事), 은청

중(侍中) 한언공의 고향이 장단지역이었던 이유로 단주(端州)로 승격시켰다.104) 한언공

광록대부 참지정사 예부상서(銀靑光祿大夫 叅知政事 禮部尙書), 금자광록대부 수대위

은 문사출신으로 견송사신(遣宋使臣)을 역임하는 등 여러 관직을 지냈고 내사시랑 평장

상주국(金紫光祿大夫 守大尉 上柱國),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郞平章事)를 거쳐 1196년

사(內史侍郞 平章事)에 이르렀다. 개국 후 특진하여 식읍일천호(食邑一千戶)를 받았

101)

고 시호는 정신(貞信)이며 목종묘정(穆宗廟庭)에 배향되었다.105) 한언공의 아들인 한조

(명종 26)에는 동중서문하평장사 판호부사(同中書門下平章事 判戶部事)에 임명되었다.

의 여식은 정종의 용의왕후(容懿王后)가 되었다.
② 우현보(禹玄寶)

우현보(禹玄寶, 1333;충숙왕 복위 2~1400;경종 2)는 고려시대 문신으로 자는 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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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한안인(韓安仁)

(原功), 호는 양호당(養浩堂), 본관은 단양 적성군(赤城君) 길생(吉生)의 아들이다. 공

한안인(韓安仁 ?~1122;인종 원년)은 향공(鄕貢)으로 벼슬이 호부시랑(戶部侍郞)에

민왕 4년(1355)에 문과에 급제하여 춘추관 검열, 대사헌, 문화찬성사, 삼사좌사 등을 역

이른 한규(韓圭)의 아들이고 이름은 교여(曒如)이다. 예종(睿宗) 때에 우부승선(右副承

임하였다. 조선왕조가 개국하자 광주(光州)로 유배를 가게 되고 포은 정몽주가 피살되

宣) 형부상서(刑部尙書)에 이르렀다. 명달(明達)하고 학문을 좋아하며 글을 잘 짓고 주

었을 때 천마산의 스님에게 옷과 관을 장만하여 길지에 장례를 치러주었다. 그는 장단에

역점(周易筮)을 잘 쳤다. 이자겸(李資謙)과 사이가 좋지 않아 죽음을 당했고 시호는 문

들어가 녹(祿)을 먹지 않고 콩을 심어 먹었다. 이때부터 두죽재상(豆粥宰相)이란 말이

열(文烈)로 추증(追贈)되었다.

100) 경기도 長湍郡 지역에 있던 고려시대의 縣. 당시 王京 開城府에 속해 있었다.
101) 김순 묘지명, 소재 :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신5848), 연대 신종 즉위년(1197). www.krpia.co.kr

102) 주12 앞의 책, pp.354∼355.
103) 주50 앞의 책, p.45.
104) 주12 앞의 책, p.326.
105) 주12 앞의 책, 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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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한충(韓冲)

배워 진사시에서 詩부문에서 1등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송시열이 찬하고 후손 찬(璨)

한충(韓冲, ?~1129;인종 7)은 예종조(睿宗朝)에 우보궐(右補闕)로 제수되었다가 이

이 썼으며 김락현(金洛鉉)이 전(篆: 비석을 새김)을 썼다.108)

자겸이 한안인(韓安仁)을 죽일 때 한충은 한안인의 종제(從弟)라 하여 외방(外方)에 귀
양을 보냈다. 이자겸이 패한 후 예부시랑(禮部侍郞)이 되어서 국자제국(國子祭國)을 지

② 구변(具卞)

냈다. 성품이 강직하고 말을 기탄없이 하며 학문에 독실하고 문장에 능했다. 정치는 청렴

구변(具卞, 1529;중종 24~?)은 문신으로 자는 시중(時仲)이며 아버지는 정랑 수복

106)

함과 은혜를 숭상하여 가는 곳마다 명성과 업적이 있다.

(壽福)이다. 숙부(叔父)인 군수 수연(壽延)의 양자로 입양되어 후사가 되었다. 조식(曺
植)의 문인으로 1552년(명종 7)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1558년에는 증광문과에 병과로

(2) 조선시대 인물

급제하여, 승문원권지(承文院權知)로 있다가 1567년 사간원정언이 되었다. 1568년(선
조 1) 이조좌랑으로 춘추관기사관(春秋館記事官)이 되어 『명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

장단지역의 역사적 인물로는 『여지도서(輿地圖書)』 「장단부(長湍府)」 인물조107)에 효

으며, 그 뒤 다시 정언·수찬 등을 거쳤다. 그러나 이듬해 이조좌랑으로 있을 때 기대승(奇

자 김천익(金天益), 열녀 양씨(烈女楊氏), 효자 최혜균(崔惠均), 효녀 개덕(介德), 효녀

大升)·박순(朴淳) 등의 당여(黨與)였기 때문에, 인물됨이 청요직(淸要職)에 맞지 않는다

유씨(柳氏), 효자 함준광(咸俊光)이 기록되어 있다. 효자 김천익과 열녀 양씨에게는 정

는 김개(金鎧)의 상소에 의해 체직 당하였다. 그 뒤 진주목사로 나가서 최영경(崔永慶)

여(旌閭)를 세워 기념하게 하였고 나머지 효자와 효녀에게는 집을 수리(復戶)하여 주었다.

과 함께 덕천동에 터를 잡고 서원을 세우고 후진양성에 힘썼다. 비무장지대내 파주시 장
단면 석곶리에 위치해 있는 묘역에는 봉분 2, 동자석 1쌍, 망주석 1쌍, 상석 1, 향로석 1,

① 구봉서(具鳳瑞)

묘표 1기가 남아 있다. 묘표는 증손 봉서가 세웠다.109)

구봉서(具鳳瑞, 1597;선조 30~1644;인조 22)는 문신으로 자는 경휘(景輝), 호는 락
주(洛洲)이다. 아버지는 군수 계(棨)로 장단의 락하(洛河)에서 태어났다. 1617년(광해

③ 구신충(具信忠)

군 9) 생원시에 2등으로 합격하고, 1624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을 거쳐

구신충(具信忠)은 조선 전기의 명신으로 세조의 등극에 공을 세워 원종공신 3등에 녹

홍문관수찬을 역임하고 서천군수·나주목사를 거쳐 1638년 전라도관찰사가 되었다.

훈된 이후 세조 4년(1458) 사헌집의, 세조 6년(1460) 첨지중추원사와 병조참의에까지

이어 경상도관찰사를 재임하고 호조참의가 되어 비변사제조(備邊司提調)를 겸하였다.

올랐다. 세조가 특히 아끼던 신하로 그가 병으로 죽었을 때 세조가 호조에 명하여 쌀·

사람됨이 강직하였으며, 재치가 있었고, 권력에는 추호도 아부하려 함이 없었다. 그 재치

콩 아울러 20석, 종이 70권 및 관곽을 부의(賻儀)하게 하였다. 비무장지대 내 파주시 장

가 청나라와의 외교에서 마찰을 줄여 인조로부터 한때 제일의 신하로 신임을 얻었다.

단면 석곶리에 위치해 있는 묘역에는 봉분 2, 장명등 1, 문인석 1쌍, 상석 1, 묘표 1 가 있

시호는 경헌(景憲)이다.

다. 묘표는 갓을 씌운 형태로 봉분이 2개인 데도 본인의 이름만 새겨져 있다.110)

묘와 신도비가 비무장지대 내 파주시 장단면 석곶리에 위치하고 있고 일반인의 출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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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히 통제되고 있어 묘는 정확한 위치를 찾기 힘들다. 다만 구씨 묘역 입구에 세워진 구

④ 서명빈(徐命彬)

봉서의 신도비는 확인되었는데 총고(總高)가 210㎝이고 비신(碑身)은 83×137×29㎝이

서명빈(徐命彬, 1692;숙종 18~1763;영조 39)은 문신으로 본관은 달성(達城)이며 자

다. 한국전쟁 중에 맞은 총탄 자국이 여러 군데 남아있다. 내용에 보면 ‘권석주에게 시를

는 질포(質甫)로 영의정 종태(宗泰)의 아들이며, 좌의정 명균(命均)의 아우이다. 1723년

106) 주12 앞의 책, p.354.
107) 주13 앞의 책, p.59.

108) 주3 앞의 책, pp.216∼217.
109) 주3 앞의 책, pp.217∼218.
110) 주3 앞의 책, p.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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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 3) 정시문과(庭試文科)에 병과로 급제하고, 영조 3년(1727) 7월 사헌부지평에 임

부제학(副提學), 좌의정, 영의정, 1757년(영조 28)에는 내의원 봉상시도제조(奉常侍都

명되었다. 그는 대사헌·예조판서·형조판서·한성부판윤·지돈령부사(知敦寧府事)·우참

提調), 영중추부사(領中樞府使)가 되었다. 이종성은 장단 오목(長湍 梧木)에서 살았다

찬·이조판서,판의금부사·한성부판윤·좌참찬을 역임하였다. 묘소는 파주시 장단면 노하

고 하여 오목대신(梧木大臣)이라고 불렀다113)고 하며 그의 집터가 남아 있다. 사후 장조

리에 있고 임진각에서 자유의 다리를 건너 좌회전하여 강변을 따라 직진하면 노하리 방

(莊祖)에 배향되고 저서로는 『오천집(梧川集)』이 있다.114)

면으로 들어가는 길 좌측에 있는 조랑진 보루의 남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묘역은 남서방
향으로 조성되어 있고 원형의 봉분에 호석을 둘렀으며 사성이나 용미는 갖추고 있지 않

(3) 일제강점기 인물

다. 봉분 정면에 상석이 있고 좌측에 1기의 묘갈이 남서향으로 세워졌고, 봉분 좌우에 망
주석 1쌍이 배치되어 있는데 현재 우측의 망주석은 반파된 채 방치되어 있다. 묘갈은 기

① 강기동(姜基東)

단과 비신, 팔작지붕 형태의 옥개석으로 구성되었고, 재질은 모두 화강암이다. 아들인 서

강기동(姜基東, ?~1909)은 항일운동가로 고향이 장단이며 고랑포에서 일본 헌병 보

래수(徐來修)가 글을 지었고, 숭정 기원후 3丁亥(1767)에 건립하였다. 크기는 비신 64×

조원으로 있으면서 옥문을 열어 의병을 구출하고 투옥되었다가 탈옥하여 1908년 강원

111)

24×156㎝, 기단 120×80×51㎝, 옥개석 116×80×43㎝이다.

호(姜元浩), 오수영(吳壽泳)과 함께 의병을 조직하여 항거하였다. 1962년 대한민국 건
국 공로훈장 복장(復章)을 받았다.115)

⑤ 이서(李曙)

이서(李曙, 1580~1637)의 자는 인숙(寅叔), 호는 월봉(月峰), 시호는 충정(忠正)이며

② 김수민(金秀敏)

효령대군의 10세손이다. 1603년(선조 36) 무과에 급제하여 진도군수를 역임한 후 1618

김수민(金秀敏, ?~1908)은 의병장으로 장단 출신이다. 1907년 장단에서 의병을 일으

년(광해군 10)에 인목대비의 폐모론에 반대하였고 장단부사(長湍府使)와 경기방어사를

킨 농민출신의 장수로 13도 총 도독이 되었다. 그는 화약과 탄약 제조법을 알고 있었고

겸직하였다. 이때 세워진 이서선정비(李曙善政碑)가 군내면 정자리 96.3m 고지 산 서북

장단의 덕음동(德蔭洞)을 거점으로 군량을 비축하고 보부상을 모집하여 정보대로 활용

쪽에 위치해 있다. 1623년(인조 1) 김유(金瑬)·이귀(李貴)와 더불어 광해군을 폐위하고

하였다. 300명의 병력으로 개성의 일본 수비대를 습격하였다.116)

인조를 세워 호조판서, 정사공신(靖社功臣)으로 완풍부원군에 봉해졌다. 1626년(인조
4)에는 수어사(守禦使)가 되어 남한산성을 수축하고 병자호란 때 병사한 후 남한산성에

③ 백종열(白鍾烈)

온조왕과 인조의 사당을 세우고 함께 봉향되었다.112)

백종열(白鍾烈, ?~1938)의 호는 혜원(惠園)이며 독립운동가이고 장단 출신이다.
1917년 남만주에 망명하여 1919년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한 후 한족회(韓族會)에 가담

⑥ 이종성(李宗城)

하다가 이듬해에 북로군정서(北路軍政署)에 들어가 제1대대 소대장이 되었다. 청산리

이종성(李宗城, 1692~1759)의 자는 자고(子固), 호는 오천(梧川), 시호는 효강· 문

전투에서 활약하였고 1925년 신민부(新民府) 군무부 참모과장을 지냈다.117)

충(孝剛·文忠), 본관은 경주(慶州), 백사(白沙) 이항복(李恒福)의 5세손이며 좌의정 이
태좌(李台佐)의 아들이고 장단 출신이다. 1711년(숙종 37)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
고, 1747년(영조 23)에 문과에 급제한 후 삼사(三司)를 거쳐 홍문관 전한(弘文館典翰),

111) 주3 앞의 책, pp.215∼216
112) 주58 앞의 책, pp.25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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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주58 앞의 책, p.261.
114) 주50 앞의 책, p.271.
115) 주1 앞의 책, p.262.
116) 주1 앞의 책, p.263.
117) 주1 앞의 책, p.265.

1. 대성동의 마을환경과 역사

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