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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해설서는 문화관광해설사와 관광가이드를 위한 전용 해설서로 활용하고자 ‘대한민국 테마 여
행 10선’ 평화역사 이야기여행권역 관광종사자 역량 증대 사업으로 기획·제작하였습니다.
○ 파주시에 소재한 주요 평화·안보 관광지, 문화·예술·자연 관광지, 역사유적지, 평화생태길 해설에
필요한 자세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 관광지를 직접 조성하고 관리하는 기관들로부터 자료와 감수를 받아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정보
를 담고 있는 ‘파주시 공인 표준해설서’입니다.
○ 특히, 현장에서 활동 하는 문화관광해설사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작성하여 현장성과 실용성을 높
이고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로 묶어 놓은 ‘종합 해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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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이야기

파주시는 한반도의 중서부를 차지하는 경기도의 서북단에 위치하고 있다. 면적은
673㎢로 서울시와 안양시를 합친 크기보다 크며 인구는 47만 명(2020년 8월 말)으
로 경기도 31개 시·군중 12번째로 인구가 많다.
서울에서 약 40km 떨어진 가까운 거리에 있어 고려와 조선 시대 이후 오늘날까지
근교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동쪽으로 양주시, 북쪽으로 연천군과 북한, 남쪽으로 고
양시와 접하고 서남쪽으로는 한강을 경계로 김포시와 인접해 있다.
임진강을 경계로 한반도의 중심을 흐르는 한강이 만나는 서해로 흘러드는 하구에 있
기 때문에 예로부터 지리적 요충지의 역할을 한 파주의 역사는 선사시대부터 시작된
다. 임진강 연안을 끼고 선사인들이 집단으로 생활했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으며 삼
국시대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간의 치열한 영토 분쟁이 있었다. 고려와 조선 시대에는
고려의 개경과 조선의 한양을 연결하던 교통의 요충지로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한 곳
이었다.
조선 광해군 때는 한양을 버리고 파주의 교하(交河)로 도읍을 옮기자는 교하천도론
이 제기될 정도로 길지(吉地)의 고장이 파주이다. 오늘날 파주의 지명은 조선 1459년
(세조 5) 파주목으로 승격되면서 처음 이름이 지어졌다. 세조의 왕비인 정희왕후가 파
평 윤씨로, 파평을 예우하기 위해 목으로 승격하면서 고을 주를 쓰는 파주가 되었다.
파주시는 천혜의 자연과 전통과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도시이며 유구한
역사와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파주시와 연관된 역사 인물 또한 광범위하다.
고려의 명장 윤관, 조선의 명재상 황희, 조선의 대 유학자 율곡 이이, 명의 허준 등이 대
표적인 인물이다.
근·현대 파주는 통일의 염원을 가장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곳이다. 판문점·임진각을
비롯한 통일과 평화 관련 장소가 자리 잡고 있는 통일 미래의 중심도시이며 생태계의 보
고인 ‘생명의 땅 DMZ’를 품고 있다. 평화와 통일을 열어가는 한반도 평화 수도인 파주에
서는 매년 역사와 자연, 문화예술을 접목한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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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의 특산품
파주 개성인삼

파주 장단콩
우리나라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콩으

세계명품 고려인삼의 맥을 잇는 파주

로 눈이 희며 윤기가 자르르 흐른다 하여

개성인삼은 민간인 통제지역인 장단지역

1913년 우리나라 최초의 콩 장려품종으

과 감악산의 맑은 기운을 받아 생산되며

로 선정된 장단백목(長湍白目)은 장단지

인삼의 주요 약용성분인 사포닌 함량이

역에서 생산되었던 토종 콩에서 순계 분

많아 약효가 뛰어나고 국제시장에서 최

리하여 농가에 보급된 콩으로 100년이

고급으로 인정받는 6년근 삼이다.

넘은 품종이다. 현재 국내에서 재배되고

파주 개성인삼은 수확 후 가공하지 않

있는 약 50여 종의 콩 품종들은 장단백

은 수삼, 수삼의 껍질을 벗겨내 햇볕에 말

목의 혈통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

려 가공한 피백삼, 수삼을 원료로 증숙,

서 중요한 유전자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건조과정을 거쳐 만든 홍삼 등이 있다.

파주 장단콩은 대부분 민간인 통제지
역인 장단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다. 파주
장단콩은 일교차가 크고 마사토 토질의

임진강 참게

최적 환경에서 재배되며 항암 및 여성호

조선 시대 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랐다

르몬의 일종인 에스트로젠 활성을 가지

는 임진강 참게는 전국에서 으뜸가는 황

고 있는 아이소플라본이 다른 지역에서

복과 함께 임진강의 별미이다. 매년 9~11

생산되는 콩에 비해 약 50% 이상 높다.

월에 알을 가득 배고 임진강을 거슬러 올
라온다. ‘참게 한 마리면 밥 한 그릇 비운
다.’라는 말이 있듯 참게 딱지에 밥을 비

파주 한수위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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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변의 비옥한 토질과 맑은 물, 맑

벼 먹으면 순식간에 밥 한 그릇을 뚝딱

은 공기 등 청정환경에서 재배되는 파주

비운다. 고소함에 반하고 감칠맛에 또 한

쌀은 영양이 풍부하고 밥맛 좋기로 유명한

번 반한다. 가을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계

고품질의 쌀이다. 예로부터 임금님 수라

절 참게의 속살이 가장 통통하게 오르고

상에 올랐던 대표적 진상품이기도 하다.

장도 꽉 차 맛도 제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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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의 특별한 음식
황복

장단콩 요리
임진강 황복은 일반 복어와 달리 평소

파주 장단콩이 웰빙 식품으로 유명해

에는 바다에 살다가 4월 중순~6월 초 산

지면서 파주 장단콩을 재료로 하는 전문

란을 위해 강을 거슬러 올라오는데 이맘

음식점들이 성업을 이루고 있다. 대부분

때쯤이 본격적인 황복잡이 철이다.

두부 요리로 두부보쌈, 두부전골, 손두부

중국과 우리나라에서만 잡히는 것으로

요리 등이다. 장단콩 전문음식점은 장단

알려진 황복은 한강을 제외하면 임진강에

콩 이름이 유래된 장단면 통일촌 마을과

서만 산란을 한다. 그러나 수확량이 많지

인근의 문산읍, 탄현면 등에 많다.

않아 일반 복어보다 약 4배 가량 비싸다.

요릿집이 많이 있다.

부대찌개

책
파주는 출판도시가 들어서면서 대한민

6·25전쟁 후 많은 미군 부대가 파주에

국에서 가장 많은 책을 출간하는 곳이 되

주둔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의 음

었다. 한해 전국에서 출간되는 책의

식으로 자리 잡았다. 부대찌개는 크게 의

33.4%가 파주출판도시에서 만들어진다.

정부식과 송탄식, 문산식 세 종류로 나눌

국내 굴지의 출판·인쇄·영상업체 578개

수 있는데, 의정부식이 가장 널리 알려졌

가 입주해 있으며 약 8천여 명이 근무하

고 송탄식은 강한 양념 맛으로 마니아층

고 있다. 그로 인한 연간 매출액은 1조 2

을 갖고 있다. 문산식은 의정부식이나 송

천억 원에 달한다.

탄식보다 고기의 양과 종류가 다양하고

대한출판문화협회의 2019년 출판시

채소와 김치가 많아 개운한 국물맛이 특

장 통계에 따르면 단행본 출판사 매출액

징이다. 그러기에 더 ‘한국적인 맛’에 가

상위 25곳 중 1위를 차지한 문학동네 외

깝다. 미군 부대가 밀집해 있던 문산지역

북이십일, 창비, 김영사, 웅진싱크빅, 다

에는 50여 년이 넘은 부대찌개 음식점들

산북스, 열린책들, 넥서스가 파주 출판도

이 성업을 이루고 있다.

시에 입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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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계탕
함경도 전통음식이자 궁중요리였던 초
계탕은 뜨겁게 먹는 삼계탕과 달리 닭 육
수를 차게 식혀 식초와 겨자로 간을 하는
보양식이다. 초계탕은 초(식초), 계(닭),
탕(육수)을 합친 말로 ‘오이초절임과 겨
자채 무침에다 육수를 부었다.’라는 뜻이
다. 여기에 닭을 삶아 기름기를 빼내고 잘
게 찢어 함께 버무리면 초계탕의 시원하
고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다. 법원읍 초
리골은 초계탕으로 유명하여 미식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물매운탕
파주 임진강변에는 유난히 매운탕 음
식점들이 많다. 예전부터 임진강변에 살
아 온 파주사람들에게 민물고기 매운탕은
가장 쉽게 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다.
청정 임진강에서 잡아 올린 쏘가리, 메
기, 빠가사리 등을 넣고 고추장과 고춧가
루를 풀어 육수를 내고 미나리, 깻잎 등
야채를 첨가해 비린 맛을 없애면 얼큰하
고도 담백한 민물매운탕이 완성된다. 여
기에다 가을철 장이 꽉 찬 참게라도 한
마리 넣으면 얼큰한 맛에 참게의 구수한
맛이 배어 나와 그 맛이 일품이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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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각관광지
평화누리
임진각 평화 곤돌라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통일대교
제3땅굴
도라전망대
도라산역
도라산 평화공원
1코스

평화·안보 여행

통일촌마을박물관
캠프그리브스
판문점
오두산통일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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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각관광지

임진각관광지
조성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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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이용 시간 상시 개방, 일부 시설 유료

임진각관광안내소(031-953-4744)

임진각관광지 일원은 6·25전쟁 중에는 참담한 전쟁
터이기도 했다. 임진강 철교는 전쟁 초기에 폭파되어
지금까지도 당시의 참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홈페이지 tour.paju.go.kr

이곳은 6·25전쟁이 끝난 후 1사단 장병들의 면회 장소
로 사용되던 장소였다. 그러던 중 1972년 7·4 남북공동
성명 이후 실향민들을 위해 ‘임진각’ 건물을 세웠으며
그 이후 주변에 시설이 들어서면서 1991년에 2만 8천
평 규모로 ‘임진각관광지’로 지정받았다. 현재는 평화누
리, 임진각 평화 곤돌라,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등
의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면서 14만 5천 평으로 확대된
대규모 관광지가 되었다.

임진각관광지

┃임진각┃ 1972년 12월 23일, 실향민들을 위해 지상

전쟁 유물

3층, 지하 1층 규모로 세워진 건물로 ‘임진강의 누각’이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편의시설이다. 지상 1층에는 편
의점 및 기념품점, 2층에는 식당, 3층에는 카페가 있으
며, 옥상에는 임진강과 자유의 다리 일대를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다. 참고로 전망대 바로 앞에 있는 땅은 북

임진각관광지는 군사분계선(휴전선)에서 7km 남쪽에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땅이 손이 잡힐 듯 가까운 곳에 위치한 6·25전쟁의 비극이 그대

한이 아니라 남측 민간인 통제지역이다. 임진각에서는
북한의 산 일부를 볼 수 있다.

로 남아 있는 대한민국 대표 평화 관광지이다.
6·25전쟁이 발발한 지 70여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전쟁의 아픈 흔적을 살
펴보면서 분단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매년 300만
명 이상이 찾고 있다. 다양한 전쟁 유물이 산재되어 있으며, 전시관·체험관
은 물론 3만 평 규모의 잔디밭이 펼쳐져 있어 평일에는 국내외 단체관광객
이, 주말이면 가족 단위 방문객이 찾고 있다.
임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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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배단┃ 1985년 9월 26일에 조성된 시설물로 매년 명
절마다 실향민들이 고향을 향해 제사나 차례를 지내는
추모 제단이다. 제단 뒤에 위치한 일곱 개의 화강석 병풍
은 이북5도 및 미수복지 경기도와 강원도 고적과 풍물,
산천 등을 조각하여 망향의 상념을 달래고자 하였다.
┃자유의 다리┃ 1953년에 공산군의 포로였던 12,773명

독개다리

의 국군과 유엔군이 자유를 찾아 귀환하였기 때문에 명
명된 다리이다. 원래 경의선 철교는 상·하행 두 개의 교

┃독개다리┃ 6·25전쟁 당시 폭격으로 파괴되어 교각만

량이 있었으나 폭격으로 파괴되어 교각만 남게 되었다.

남아 있던 경의선 상행선 철교의 교각에 스카이워크를

전쟁 포로들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서쪽 교각 위에 철교

설치한 관광형 인도교이다. 길이 105m, 폭 5m이며 오

를 복구했고 그 남쪽 끝에 임시로 자유의 다리를 가설했

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월요일 휴무) 유료로 운영된

다. 1998년 6월, 통일대교가 건설되기 전까지 자유의 다

다. 입장하면 노란선 안쪽은 민간인 통제지역으로 사진

리를 이용해 판문점과 민통선 이북 지역을 출입하였다.

촬영이 금지된다.
┃평화의 종┃ 2000년 1월 1일 21번의 타종으로 평화의
종이 공개되었다. 종의 무게가 무려 21톤이나 되는 엄

알면 재미 100배!
임진각은 1971년 4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방 시찰 때
1사단에서 사설 매점을 운영하는 장소에 임진각을 건립하라
고 지시하여 건축된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

청난 무게인데 21이란 숫자는 새로운 21세기를 의미하
는 것이기도 하지만 보다 큰 의미가 있다. 6·25전쟁 중
16개국이 군사적 지원을, 5개국이 병원선 등을 지원하

이 1사단장에게 사설 매점 건물에 대해 물었을 때 (주)해태

였다. 지원국 21개 나라에서 종의 재료가 되는 재료를

제과에서 운영하는 면회소 겸 다방이라고 잘못 답변하였고

공수하여 21톤의 종을 만들었다.

2일 후 청와대에서는 (주)해태제과 대표를 불러 연필로 스케
치 된 임진각 모형도를 제시하면서 임진각 건립을 지시하였
다. 1972년 12월 완공되어 해태제과에서 운영하다가
2005년 경기관광공사가 매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평화의 돌┃ 전세계 전쟁터의 한과 슬픔이 서린 돌로 만
든 조형물로 2000년 1월 1일부터 전시하고 있다. 이 돌
은 64개국 86개 전쟁터에서 가져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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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

철도중단점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 피폭·탈선된 후 반세기 넘게

┃철도중단점┃ 경의선 철도중단 지점을 알리는 ‘철마는

비무장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남북분단의 상징물이다.

달리고 싶다’ 표지석과 일제강점기인 1944년 일본에서

아픈 역사의 증거물로 보존하기 위해 2004년 문화재로

제작된 미카형 증기기관차가 전시되어 있다. 경의선이

등록된 후 포스코의 지원으로 녹슨 때를 벗겨 내고 역

도라산역까지 연결되면서 철도중단 지점이 이곳은 아

사교육자료로 활용하고자 임진각관광지로 옮겨 전시되

니나 기념비적 의미로 남겨 놓았다. 전시된 미카형 증

고 있다. 6·25전쟁 때에 증기기관차에 군수물자를 싣고

기기관차는 국내에 9대만 남아 있으며 여객 화물용으

개성에서 평양으로 가던 도중에 중공군의 개입으로 황

로 사용되었다. 미카는 일본어로 황제(Mikado)를 뜻하

해도 평산의 한포역에서 후진하여 1950년 12월 31일

는 단어의 첫 두 음절에서 유래하였다. 1919년부터 300

장단역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더 남하하지 못하고 기관

량 이상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전량 퇴역했다. 북한에서

사 한준기 씨만 피난하였으며 이 열차를 사이에 두고 미

는 2003년까지 운용되었다고 한다.

군과 중공군 간에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고 1,020여 발
의 총탄 자국과 파괴된 바퀴의 모습 그대로 전시되어 참

┃경의선 철길 재현┃ 6·25전쟁 전 운행하던 경의선 철도

혹했던 당시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기관실은 포탄을

를 복원하고자 경의선 남북철도 연결공사 때 DMZ 내

맞아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그곳에는 오랜 세월을 보내

장단역에 버려진 레일과 침목을 재활용하여 기찻길을

며 뽕나무가 자랐는데 기관차를 현 위치로 옮길 때 뽕

설치하였다. 침목 위의 황동 안내판에는 과거 증기기관

나무도 같이 기관차 곁에 이식하여 전시하고 있다. 기

차 운행의 역사를 되짚어 보는 의미에서 경의선 주요

관차의 오른쪽 바퀴는 북한군과 중공군이 사용하지 못

28개 역(‘임진’에서 ‘신의주’까지)의 역명과 소재지, 임

하도록 미군이 철수 당시 파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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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강역부터의 운행 거리를 설명하고 있다. 경의선 철길
옆에는 평화의 소녀상 2기가 파주 시민들에 의해 세워
졌는데, 이 중 1기는 북한에 보낼 예정이다.
임진각관광지

┃DMZ NOW 홍보관┃ DMZ의 생성과 생태 등을 영상으

전시관 및

로 보여주는 콘텐츠 전시시설이다. 전시실 옆에는 가수

체험시설

윤도현 등 파주 출신 유명인의 핸드프린팅이 전시되어
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연중무휴) 무료로
운영된다.
┃군사시설 지하 벙커 전시관 (BEAT 131)┃ 군사시설로 사용

통일연못과 자유의 다리

중인 지하 벙커를 재구성한 예술체험 공간으로 임진강,
자유의 다리, 경의선과 증기기관차 이야기를 주제로 한
영상자료와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중심의 미디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전시 납북자 및 가족의 명예를

어 아트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지하 벙커 전시관은

회복하기 위하여 관련 납북 기록을 보존·전시하며 그

평상시에 전시관으로 이용되나 전시상황에는 다시 군

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공간이다. 오전 10시부터 오

사시설로 활용되는 곳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 5시까지(월요일 휴관) 무료로 운영된다.

(월요일 휴관) 유료로 운영된다.
┃평화생태길 출발지┃ 통일대교, 초평도, 임진나루를 지
┃통일연못┃ 자유의 다리 아래에 있으며 원래는 임진강

나 율곡습지공원까지 이어지는 9.1km 구간의 ‘임진강

의 샛강이었으나 연못으로 만든 곳이다. 남북 이산의 한

변 생태탐방로’와 DMZ 내 철거 GP를 방문하는 ‘DMZ

을 달래고 통일을 염원하는 장소로 조성하였으며 한반

평화의 길’의 출발지로 안내센터가 있다.

도 모양으로 가로 12m, 세로 36m, 면적 383.5㎡(약 116
평)이다.

┃임진각 평화 곤돌라┃ 임진강을 가로질러 임진각관광지
와 민통선 지역인 캠프그리브스 간 850m를 연결하여
민통선 지역에 들어가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곤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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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로 특별한 경험을 주고 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

분들의 명단이 행정구역별로 함께 모셔져 있다.

시까지(연중무휴) 유료로 운영된다.
┃아웅산 추념비┃ 1983년 미얀마의 아웅산 묘소 참배 중
평화누리

2005년 세계평화축전을 계기로 조성된 3만 평 규모

희생된 열일곱 분을 추모하는 추모탑이다.

의 평화누리는 최대 3만 명 수용이 가능한 야외공연장
시설과 ‘통일 부르기’, ‘바람의 언덕’ 등 국내 예술작가들

┃미국 참전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조성된 미군 참

의 야외전시가 펼쳐지는 곳이다.

전비이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미군의 파병을 지체 없
이 결정했던 투르먼 전 대통령의 동상이 있고 그 뒤에

이곳은 바람의 형상을 시각화하고자

참전비가 있다. 미국 육, 해, 공, 해병대의 활약이 조각

3,000개의 바람개비를 심어 만든 평화누리의 랜드마크

되어 있으며 대리석 위에는 ‘미국의 소중한 아들들이

이다. 이념에 구애받지 않고 남북을 자유롭게 왕래할

6·25전쟁에 참전했으며 그들의 희생을 높이 추모’한다

수 있는 바람을 주제로 하여 ‘평화를 향한 바람’을 보여

는 의미의 짧은 글귀가 적혀 있다.

┃바람의

언덕┃

준 작품이다.
미국참전비

┃음악의 언덕┃ CNN이 선정한 ‘한국에서 가봐야 할 아
름다운 50곳’에 뽑히기도 한 이곳은 넓은 잔디에 대형
야외공연장인 ‘어울터’가 있어 각종 대관 공연이 개최되
는 곳이다.
┃평화누리 캠핑장┃ 안보, 체험, 생태를 연계한 체류형 관
광거점 마련을 위해 조성된 공공 캠핑장으로 150명까
지 수용 가능하며 카라반까지 갖춰진 종합 캠핑장이다.

임진각관광지

┃6·25전쟁 참전기념비┃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다’라는 제

기념석 및

목으로 2010년에 조성된 기념비이다. 이곳 기념비에는

참전비

파주에서 출병하여 희생된 분들과 참전하였다가 생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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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전투 기념비┃ 임진강 지역에서 전투를 벌인 한국
군과 유엔군 장병들을 기념하고 있다.
┃일본계 미군 전사 기념비┃ 일본계 미국인 247명을 추모
하고 있다.
이외에도 우리가 기억하고 반드시 알아야 할 많은 전
적비와 기념비들이 파주 곳곳에 산재해 있다.

임진각 평화의 종

임진각 느린우체통과 이산가족 우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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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누리

주소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망배단과 자유의 다리
증기기관차

148-40
이용 시간 상시 개방, 공연장 등

평화누리는 2005년 세계평화축전을 계기로 임
진각관광지 내 약 104,000㎡(33만 평)의 광활한

대관시설은 예약 및 유료

잔디 언덕에 조성한 복합문화공간이다. 남북대

문의 경기관광공사

립의 긴장이 흐르는 분단의 상징인 임진각관광

(031-956-8300)
홈페이지 ggtour.or.kr

지를 화해와 상생, 평화와 통일의 상징으로 전환
하기 위해 조성되었으며, 기부프로그램과 함께
공연·전시·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과
행사가 연중 운영된다.
평화누리를 대표하는 장소는 ‘바람의 언덕’이
다. 하나의 한반도를 오가는 자유로운 바람의 노
래를 표현한 작품으로 3,000개의 형형색색의 바
람개비들이 돌고 있어 가족과 연인들을 위한 포
토존과 드라마, CF 촬영지로 인기 만점이다.
언덕 위쪽에는 ‘통일 부르기’라는 이름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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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을 한 네 개의 예술작품이 있다. 대나무로 만든 이 작품은 북녘을 바라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작품은 지면 위로 머리만을 내밀고 있고, 네 번째 작품
은 언덕 위로 온전히 몸을 드러내어 완벽한 통일을 이룬 대한민국을 상징하
고 있다.
‘음악의 언덕’이라 부르는 드넓은 잔디밭에 자리 잡은 대형 야외공연장인
‘어울터’는 약 2만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 총면적 약 990㎡
의 수상 무대와 분장실·대기실을 갖추고 있다. 매년 파주포크페스티벌 등
유명한 문화행사가 이곳에서 열린다. ‘평화의 언덕’ 분수대 앞에는 중·소규

평화누리 전경

모의 공연이 열리는 두루나눔공연장이 있다.
‘DMZ 생태관광 지원센터’는 2016년 9월에 생태관광과 체험교육 등의

‘통일기원돌무지’는 평화누리 진입로에 위치한 동그란 원형광장으로 광

역할을 담당하는 경기 북부 생태관광의 거점 역할을 위해 건립한 시설이

장 주변을 돌기둥이 에워싸고 있는 곳이다. 과거 평화누리 방문객들을 대

다. 지상 2층 건물로 1층에는 다목적홀과 교육장, 야외공연장, 판문점 견학

상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기원하고 북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기부 프로

안내소가 설치되어 있다. 2층에는 경기관광공사의 DMZ관광 운영 부서가

그램을 시행하였다. 프로그램 진행 당시 통일에 대한 염원이 담긴 메시지

근무하고 있으며 바람개비가 있는 평화누리 언덕을 조망하며 여유 있는 대

를 돌판에 새겨 돌기둥에 걸었으며 돌판 판매 비용은 유진벨 재단을 통해

화를 즐길 수 있는 카페가 있다.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되었다. 현재는 각종 문화공연 등이 개최되는

평화누리 진입로인 생명길을 따라 걷다 보면 통일기원돌무지, 생명촛불
파빌리온, 캔들 가게가 차례로 나오는데 이곳들은 모두 기부프로그램과 관

장소이다.
‘생명촛불파빌리온’은 기차가 연상되는 약 50m의 회랑으로 이루어진 건
물로, 2005 세계평화축전의 ‘생명촛불파빌리온 점등식’이 개최된 장소이

련된 장소이다.

다. 점등식 당시 지구상의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일정 금액을 내고 촛불을 밝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모금된 금
액은 유니세프에 전달되었다.
평화의 발 조형물은 지난 2015년 8월 4일 북한의 DMZ 지뢰 매설 도발
로 잃은 1사단 장병의 다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당시 작전에 참여했
던 장병들의 전우애와 군인정신을 기리고 있다. 바닥에는 DMZ의 흙을 깔
았고 평화의 발에는 북 포격 당시 대응 사격했던 155mm 포병탄의 뇌관을
통일부르기

음악의 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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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여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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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전통 민속놀이마당인 전통 놀이 체험장이 있고, 3,000개의 바람

임진각 평화 곤돌라

개비가 돌아가는 바람의 언덕 아래의 연못(어울못)에는 수상 카페 ‘카페안
녕’이 있다.
‘수풀누리’는 울창하게 우거진 수풀과 다양한 꽃이 가득한 습지체험학습
원으로, 방문객이 자연 속에서 여유와 휴식을 즐길 수 있게 조성된 공간이
다. 또한 이용객들의 체험성과 편의성을 위해 테마별 캠핑사이트가 마련되
어 있는 ‘평화누리’ 캠핑장이 있다. 이 밖에도 수풀누리에는 랜드마크 평화
관광콘텐츠를 포함한 야간관광 콘텐츠와 어린이가 편히 뛰어놀 수 있는 가
족 친화형 관광콘텐츠인 모험 놀이 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소 파주시 임진각로
148-73
이용 시간 10:00~18:00,

임진각 평화 곤돌라는 임진강을 가로질러 임진
각관광지와 민간인 통제지역인 캠프그리브스 간

연중무휴, 유료

850m를 연결하여 민간인 통제지역에 들어가는

문의 DMZ곤돌라주식회사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곤돌라 시설로 특별한 경험

(031-952-6388)
홈페이지

을 주고 있다. 327억을 들여 2018년 10월 착공해

www.dmzgondola.com

2020년 4월 20일 개장하였으며 캐빈 26대가 순
환 운행하고 탑승 시간은 약 10분 정도다.
곤돌라를 타면 오른쪽에 보이는 교량이 개성과
평양을 육로로 갈 수 있는 통일대교로 1998년 현
대그룹 정주영 전 회장이 소 떼를 몰고 방북한 길
로 유명한 곳이다. 왼쪽에 보이는 철교는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철교로 지금은 도라산역까
지만 관광열차가 운행 중이다. 그 옆에는 총탄과
폭격으로 교각만 남아 있는 교량이 그대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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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돌라 지주의 최고높이는 58m이며, 지주 정상에서 임진강을 관통하여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북쪽 탑승장으로 들어가며 보는 전망은 최고의 포토존이다. 북측 탑승장에
하차하면 캠프그리브스 진입로 정상에서 볼 수 있는 제1전망대와, 탐방로
를 이용하여 장단반도를 구경할 수 있는 제2전망대가 설치되어 있다. 제1
전망대 뒤편에 있는 캠프그리브스에는 경기도에서 전시관 및 역사공원을
조성하여 DMZ관광의 즐거움을 더한다.
곤돌라가 가로지르는 임진강은 한강과 만나 서해로 흘러가는 강으로, 하
루 두 번씩 밀물과 썰물이 반복되면서 갯벌이 형성되어 강물이 누렇게 보이
지만 황복이 잡히는 생태하천이다.
임진각 평화 곤돌라는 임진각 주차장 내에 있는 남측 탑승장에서 매표 후
탑승하면 된다. 연중무휴 운행되며 분기별로 1회 정기점검을 위해 휴무한
다. 민통선 지역을 출입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주소 파주시 임진각로 153
이용 시간
09:30~17:30(동절기 단축),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은 전시 납북자 및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관련 납북 기록

월요일 휴관, 무료

을 보존·전시하며 그 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공

문의 국립6·25전쟁납북자

간이다. 통일부가 임진각관광지 내에 181억을

기념관(031-930-6000)
홈페이지

들여 부지 11,155㎡(3,500평) 규모로 전시관, 사

www.abductions625.go.kr

무동과 함께 추모공원을 조성하여 2017년 11월
29일 개관하였다.
기념관은 납북 피해 상황 등의 실물 자료 중심
인 상설전시관과 납북자 가족들의 기증 유물 등
을 전시한 특별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설전시관은 제1공간 ‘납북의 배경과 원인’, 제2
공간 ‘납북의 전개 과정과 납북자의 고통’, 제3공간
‘귀환의 노력과 납북자 가족의 아픔’, 제4공간 ‘납
북과 인권 그리고 통일을 위한 노력’으로 구성되어

임진각 평화곤돌라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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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과 제1보병사단

알면 도움 100배!

있고, 특별전시관에는 납북자 가족들이 기증한 유물 1,100여 점이 전시되
어 있다.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은 5월부터 11월까지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12월부터 4월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6
일(월요일 휴관) 무료로 운영된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 구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은
북한군이 대한민국을 공산화할 목적으로 ‘폭풍’이라는 작전명으로 38
선 전역에 걸쳐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 남침하였다.
전쟁 초기 북한은 T-34 전차 242대, 곡사포 552문, 공군기 211기
등 많은 공격용 무기를 보유하였으나 국군은 전차는 물론 전투기 한 대
도 없었다.
북한군은 우세한 군사력으로 개전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점령하고 두
달도 안 되어 낙동강까지 남진하였다. 국군은 군사력의 열세에도 불구
하고 총력전으로 북한군에 대항하여 싸웠으며, 유엔은 북한의 불법 남
침을 응징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군사 원조안을 결의하였다.
대한민국은 부산을 임시수도로 정하고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일대
에 최후 방어선을 구축한다. 낙동강 전투 승리와 1950년 9월 15일 ‘인
천상륙작전’이 성공하여 9월 28일, 국군은 서울을 수복하였다. 이후 북
진하여 10월 1일 국군 3사단이 최초로 38선을 넘는다. 이날을 기념하여
국군의 날로 지정하였다.
10월 19일, 1사단이 최초로 평양을 탈환하였고 이때, 이승만 전 대통
령이 “백두산까지 전진하여 통일을 이루라.”는 의미로 ‘전진’이라는 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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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개성공단 출입로, 도라산역, 도라전망대 등과 같은 가장 중요한 위치

여 통일을 눈앞에 두었으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11월 27일 후퇴하여

의 경계를 맡고 있는 부대이기도 하다.

1951년 1월 4일 또다시 서울이 함락되었고, 이것이 바로 1·4후퇴다.
국군 및 유엔군은 3월 15일에 서울을 다시 탈환하고 이 여세를 몰아
3월 말에는 38도선을 회복하였다. 이후 문산-연천-철원-김화-화천-간
성에 이르는 주요 지역을 점령한 다음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이
때부터 전선은 고착화 되었으며 전투는 국지전 형태를 띤 채 소모적인
전투만을 반복하기에 이르렀다. 쌍방은 38도선 부근에서 서로 대치하였
고, 소련의 제의로 7월 10일 개성에서 휴전회담이 개시되면서 전선은

알면 재미 100배!
•2004년 개봉한 1,200만 관객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장동건
과 원빈이 소속된 부대가 1사단 12연대이다.
•〈별에서 온 그대〉 등에 출연한 한류스타 배우 김수현이 2017년 10
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사단 수색대대에서 복무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6·25전쟁 초기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인
국군 부대로 육군의 1사단, 6사단, 8사단을 꼽았으며 2013년 7월

교착전 양상을 띠었다.

채널A에서 방송된 정전 60년 프로그램에서 육군 6사단, 해병대, 3사

6·25전쟁은 유엔군과 중공군 등이 참전한 국제적 대리전으로 바뀌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3년 1개월간 이어졌

단, 맹호부대와 함께 6·25전쟁 중 가장 잘 싸운 5대 국군부대 중 하
나로 꼽혔다.

다. 이후 현재까지 남북한 모두 전시상태를 유지하며 군사적 대치를 이
어가고 있으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긴 휴전이 유지되고 있다.

한국군 및 유엔군 인명 피해

(단위: 명)

구분

계

전사

부상

실종/포로

계

776,360

178,569

555,022

42,769

한국군

621,479

137,899

450,742

32,838

유엔군

154,881

40,670

104,280

9,931

•공산군 피해: 2,035,000명

북한군 인명 피해
1사단 마크

(단위: 명)

구분

계

사망

실종/포로

한국전란 4년지

607,396

508,797

98,599

군사정전위 편람

640,000

520,000

120,000

미군 자료

801,000

522,000

102,000

비전투손실

제1보병사단은 6·25전쟁 때 낙동강 다부동 전투, 평양 선봉 입성, 연
천 베티고지 전투 등 다수의 전공을 세운 부대로 1947년 12월 창설되
어 1948년 송악산 전투에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육탄 10 용사가
•피난민(320만여 명), 전쟁미망인(30만여 명), 전쟁고아(10만여 명)

속한 부대이다. 현재 임진강 서쪽 지역부터 통일대교, 남북경협의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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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6·25전쟁 60주년 기념 사업회

41

17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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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아 전진부대가 되었다. 11월 1일 우리 국군은 압록강까지 진격하

9   임진각 평화 곤돌라

새천년을 맞아 인류평화와 민족통일을 염원하며 만든 종이다.
21세기를 상징하는 뜻에서 21톤의 무게에 21계단으로 만들어졌다.

국내최초 민간인 통제지역을 연결하는 왕복 1.7km 곤돌라로,
임진각 주차장에서 임진강을 넘어 캠프그리브스의 상부정류장까지을 오간다.

2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

10   DMZ NOW 홍보관

한국전쟁 중에 피폭·탈선된 후 반세기 넘게 비무장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던
남북분단의 상징물이다.

한국전쟁 정전협정에 의해 1953년 설정된 비무장지대 (DMZ)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안보관광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DMZ의 진정한 가치를 알린다.

3   독개다리

11   새천년의 장

6.25전쟁 당시 폭격으로 파괴된 철교의 형태를 재현한 것이 특징이며, 별도의
출입 절차 없이 민간인 통제지역 내 임진강 경관을 자유롭게 조망할 수 있다.

과거를 뜻하는 하단부, 현재와 미래를 상징하는 상단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세계평화와 민주통일을 염원하며 세운 조형물이다.

4   자유의 다리

12   통일기원 돌무지

1963년 한국전쟁포로 12,773명의 교환을 위해 가설한 다리이다. 당시
포로들은 차량으로 경의선 철교까지 온 후 걸어서 자유의 다리를 건넜다.

생명촛불파빌리온에 있는 캔들샵을 통해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소망의 글을
남기면 그 글은 돌판에 새겨져 통일기원돌무지에 부착된다.

5   망배단

13   평화누리

북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이 설날과 추석 등 가족이 보고 싶을 때 고향과
조금이라도 가까운 이곳에서 조상들을 추모한다.

잔디언덕을 중심으로 한 일상 속의 평화로운 쉼터 평화누리. 연중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6   임진각

14   DMZ 생태관광 지원센터

남북공동성명 발표 직후 실향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건물로 각종 편의시설이
있으며 옥상의 전망대에서는 민간인 통제지역을 조망할 수 있다.

DMZ 생태환경의 보전가치와 우수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DMZ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건립되었다. DMZ와 관련된 각종 공연 및 전시회가 열린다.

7   6·25전쟁 납북자 기념관
7
7 통일을 향한 의지를 다지고,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화합과 납북자들의 추모를

15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위해 건립된 기념관은 상설·기획전시실, 영상실, 추모공원 등으로 구성된다.

임진각 평화의 종각에서 출발하여 민간인 통제지역 내각 통일대교, 초평도,
임진나루를 지나 율곡습지공원까지 이어지는 총 9.1km구간의 트래킹 코스이다.

8   군사시설 지하 벙커 전시관(BEAT 131)

16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실제 군사 시설 지하 벙커로 군상황실과 영상체험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용물품의 관람이 가능하며, DMZ 영상과 미디어 아트를 체험할 수 있다.

옹진군부터 고성군까지 이어지는 DMZ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는
역할의 거점센터로 DMZ 접경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립중이다.

남북출입 도라
사무소 전망대 제3땅굴

도라산역

임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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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화의 종

통일대교

대비하여 파주시 문산읍과 민통선 이북 지역인 군내면을 잇는 임진강에 설
치된 다리로 평화와 통일의 염원을 담고 1998년 6월 15일 개통되었다.

규모

길이 900m, 폭 24m(왕복 4차로)

사업비

공사기간 1993.12~1998.6.15

778억 원

관리기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육군 제1사단

북한과의 회담과 개성공단 출입을 위해서는 통일대교를 건너가야 한다.
남북한의 각종 이슈가 있을 때마다 언론사의 주요 촬영장소이기도 하다.
통일대교가 설치되기 전에는 판문점과 민통선 이북 지역 출입을 위해서 임
진강 철교에 임시로 지어진 자유의 다리를 이용하였다.
개통 다음 날에는 통일대교를 이용해 현대그룹 정주영 전 회장이 소 떼를
몰고 방북했으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방북길에 오른 노무현 전 대
통령의 환송 행사가 개최되었다.

통일대교 개통식(1998.6.15)

남북정상회담 환송식(2007.10.2)

6·25전쟁으로 임진강을 남북으로 건너는 다리는 모두 다 파괴되었다. 전
쟁 이후에는 문산 이북 지역의 경의선 철도 운행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임진
강철교의 서쪽 부분을 복원해 자유의 다리를 도로용으로 임시로 지어서 판

정주영 전 회장

문점 왕래 및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철교 교각 위에 임시로

소 떼 방북

개설한 교량이어서 일방통행인지라 한쪽에서 차량이 진입하면 다른 쪽에
서는 통제될 수 밖에 없으므로 매우 불편했다.

1998년 6월 16과 10월 27일 2차례에 걸쳐 정주영 전
회장은 총 1,001마리의 소 떼를 몰고 통일대교를 건너
북한을 방문했다.
그의 방북은 17살 때 북한 강원도 통천군 아산리 친가

이후 1993년 자유로에서 판문점까지 도로신설 및 확장공사가 추진되면

에서 부친의 소를 판 돈 70원을 몰래 들고 가출한 실향

서 임진강을 건너는 다리를 건설하게 된다. 건설 당시에는 ‘자유대교’, ‘임진

민의 금의환향이기도 했지만 10여 년간 비약적으로 발

대교’로 불리다가 ‘통일대교’라는 이름으로 개통되었다.

전하게 될 남북 민간교류의 물꼬를 트는 기념비적 사건

통일대교는 이산가족 간의 교류와 남북한 인적, 물적 교류 그리고 통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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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땅굴
주소

파주시 군내면 제3땅굴로 210-358

문의

이용 시간 09:00~17:00(매표 마감 14:50),

(031-954-0303)

월요일 휴무, 유료

방북환송식(1998.6.16)

파주시 관광사업소

홈페이지 tour.paju.go.kr

통일대교를 건너는 소 떼(1998.6.16)

2차 방북 때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날 수 있
었고 2차 방북 직후인 1998년 11월 18일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다. 그리고 2000년 6월 15일,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고 같은 해 8월 남북은 개성공
단 건립에 합의했다.

제3땅굴은 1978년 10월 17일 판문점 남방 4km 지점 비무장지대 안에서
발견되었다. 이 땅굴은 군사분계선의 서쪽 1.2km 지점으로 추정되는 북한
지역에서 지하 평균 73m의 암석층을 굴착하여 1,635m가량 남쪽으로 내려
와 있다. 폭 2m, 높이 2m의 아치형 구조로 1시간당 3만 명의 병력 이동이
가능한 규모이며 규모 면에서는 다른 땅굴과 비슷하나 무엇보다 위치가 임
진각에서 4km, 통일촌에서 3.5km밖에 안 되는 곳으로 서울까지는 불과
52km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로 침투하는 데는 훨씬 위협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3땅굴은 1974년 9월 5일 귀순한 김부성 씨에 의해 땅굴 공사 첩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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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1975년부터 시추작업을 하였으나 땅굴 징후를 포착하지 못하다가

가 가능한 모노레일을 이용하면 15분 만에 땅굴 내부까지 들어갈 수 있

1978년 6월 10일 시추공 중 1개가 폭발함으로써 역갱도 굴착 공사를 실시

다.다만, 성수기에는 셔틀버스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하

하여 발견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발견된 남침용 땅굴은 모두 4개이다. 발견

는 게 좋다.

순서에 따라 제1땅굴~4땅굴로 명명하고 있으며 제1땅굴을 제외한 다른 땅
굴은 관람이 가능하다.

알면 재미 100배!

제1땅굴: 1974.11.5, 연천군 / 제2땅굴: 1975.3.19, 철원군 / 제4땅굴: 1990.3.3, 양구군

♪ 똘이장군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똘이장군 만만세 ♪
40대 이상이라면 한번쯤 들어봤을 추억의 만화영화 김청기 감독의 <똘이장군>의

제3땅굴은 2002년 전까지는 軍에서 안보교육장으로 운영하면서 신원조
회를 거쳐 제한된 인원만 관람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한일 월드컵 개최를

주제가이다. <똘이장군>은 7～80년대 어린이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하고 반공방첩 의
식 강화에 도움을 준다는 인식으로 정권차원에서 권장되었던 만화영화이다. 1978년
제작된 똘이장군 시리즈 중 ‘제3땅굴편’이 이곳을 배경으로 만들어 졌다. 똘이가 제3땅

계기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02년 5월 30일 운영권이 파주시로 이

굴을 만드는 북한괴뢰를 무찌르고 강제노역 중이던 아버지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개봉

관되었고 신원조회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관람이 가능하게 되었다. 땅굴의

당시 학교 단체관람에 힘입어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리고, 제3땅굴을 발견한 제1

총 길이는 1,635m이나 관광객 안전상 265m만 공개하고 있으며 북한 쪽 방

사단의 당시 사단장은 전두환이었다.

향에는 3개의 콘크리트 차단벽을 설치하여 북한으로부터의 침입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 제3땅굴에는 DMZ 영상관, 전시관 및 상징조형물, 기념품
판매장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
다. 연평균 60만 명 이상 방문하는 대표적인 안보 관광지로 최근에는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화해의 공간으로 다시 주목받으면서 DMZ 평화관광지
로 거듭나고 있다.
제3땅굴 견학은 신분증을 지참한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 6일(월요일 휴무) 유료로 운영되나 민간인 통제지역에 있
어 승용차의 출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관람을 원하면 파주시의 ‘DMZ 연계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임진각 주차장 내 DMZ 관광 매표소에서
단체는 오후 2시 30분까지, 개인은 2시 50분까지 매표해야만 관람할 수 있
다. 30인 이상은 개별 관광버스로 관람이 가능하며 30인 미만은 셔틀버스
를 이용해 관람할 수 있다. 또한 매표 시 도보 또는 모노레일을 선택할 수
있고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은 모노레일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45명이 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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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전망대

도라전망대
조망 경관

주소

파주시 장단면 제3땅굴로 308

문의

이용 시간 09:00~17:00(매표 마감 14:50),

파주시 관광사업소
(031-954-0303)

월요일 휴무, 유료

홈페이지 tour.paju.go.kr

도라전망대에 올라서면 DMZ와 개성공단, 개성시가
지뿐만 아니라 북한선전 마을, 송악산이 한눈에 들어온
다. 전망대 정면에 보이는 개성은 서북 방향이며, 오른
쪽 태극기가 보이는 대성동 마을이 북쪽 방향이다.
┃비무장지대(DMZ)┃ 전방의 숲과 넓은 들판은 남북한의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지대인 비무장지대 즉,
DMZ(Demilitarized zone)이다. 비무장지대에는 군사
분계선이 있으며,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각
각 2km 지점에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이 설치되어
있다.
군사분계선은 저수지 남쪽과 낮은 산이 연결되는 지
점으로 숲이 우거진 곳은 남한, 숲이 없고 들판인 곳은
북한이다. 군사분계선은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시작점인 임진강변에 1번 푯말이 꽂혀 있으며

서부전선 최북단을 지키고 있는 도라전망대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0~200m 간격으로 강원도 고성까지 1,292개의 푯말

1.5km 떨어진 해발 167m의 도라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7년 1월

이 설치되어 있다. 이 푯말을 다 연결하면 248km, 우리

개방 전까지는 비무장지대여서 출입이 불가하였다.

가 흔히 말하는 휴전선 155마일이다.

2018년까지 30여 간 사용되던 옛 도라전망대는 시설 노후화와 공간 협소
로 일반인 관람은 중단하고 군 장병 안보 교육장으로만 활용되고 있으며 일
반인 관광객은 신 도라전망대를 이용하여야 한다. 파주시는 2018년 10월
22일, 옛 전망대에서 12m 높은 곳에 평화와 부드러운 이미지를 강조하여
둥근 외벽으로 디자인한 지상 3층 규모의 신 도라전망대를 건립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봉수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6·25전쟁 막바지에는 4차례
에 걸친 중공군의 파상적인 공격을 해병대가 끝까지 사수한 곳이다. 이곳
을 차지함으로써 판문점에서 문산에 이르는 지역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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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재미 100배!
도라산의 유래는 이렇다. 신라의 마지막 경순왕이 개성에 도읍을 정한 고려 태조 왕
건에게 항복하며 신라 천년 사직의 문을 닫았다. 경순왕은 왕건의 큰 딸인 낙랑공주와
재혼하여 이 산 오른편 중턱에 위치한 작은 암자인 영수암에서 43년을 살면서 아침저
녁으로 산 정상에 올랐다. 나라 잃은 망국의 눈물을 흘리며 신라의 도읍지인 서라벌을
바라보았다 하여 도읍 도(都)에 신라 라(羅)를 써 ‘도라산’이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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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GP 터┃ 도로 좌측 낮은 산 위의 공터는 한국군

인구는 2008년 기준으로 30만 8440명이다. 군사분계

GP가 있던 자리다. 2018년 9·19 군사합의에 의해 GP를

선을 두고 파주시와 접해 있다.

철거하고 DMZ 평화의 길로 조성하여 공개하고 있다.

고려왕조의 수도였던 개성에는 명승고적이 많다. 대
표적인 역사 유적 및 명승지로는 만월대, 성균관, 선죽

┃경의선 도로┃ GP 우측의 남과 북으로 길게 뻗은 도로

교, 개성 남대문과 개성 첨성대, 목청전, 경덕궁 터가 있

는 경의선 신 1번 국도이며 개성공단까지 연결되어 있

고, 교외에는 왕건릉과 공민왕릉 같은 역사 유적과 박

다. 이 도로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품을 수송하기

연폭포 같은 명소가 있다.

위해 하루 차량이 800여 대, 인원은 1,000여 명이 왕래
하였으며, 개성공단까지의 거리는 약 6.5km이다.
┃북한군 민경초소┃ 전방 저수지 좌측 낮은 산 위에 회색
건물이 보이는 곳이 북한군 민경초소다. 지하 벙커 형
태이고 인민군 약 50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
고 있으며 저수지에서 뗏목을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개성특별시┃ 개성특별시는 과거 고려의 수도로서 500
여 년간 번영한 고도(古都)이다. 개성은 개경(開京), 송
악(松岳), 송도(松都), 송경(松京) 등 여러 가지 이름으
로 불리기도 하였다. 또한 개성은 인접한 항구 도시인
벽란도와 함께 국제 상업 도시로 발달하였다. 이후 조
선 왕조가 들어서 1394년 한양으로 천도할 때까지 489
년간 고려와 조선 두 왕조의 도읍이었다.
6·25전쟁 전까지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기도의 관할에 속하였으나 한국 전쟁 중에
북한이 점령하였다. 개성공업지구가 개성시에 있으며
옛 도라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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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주민들의 이동 수단은 자전거이며, 소달구지가
주 운반 수단이다.
┃두문동┃ 개성의 뒤편 개풍군 광덕산에는 두문동이라
고 하는 계곡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않는다는 사자성어 두문불출이라는 단어가 생기게 된
곳이다.
┃북한의 산┃ 멀리 보이는 북한의 산은 200~400m 높이
의 낮은 산들로 나무가 거의 없는 민둥산이다. 기름, 가
스, 석탄 등이 없어 땔감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
① 군장산·천덕산

천덕산은 고구려 장수인 을지문덕 장군이

어린 시절 누나와 함께 말을 타고 무예를 연마했다는
┃개성공단┃ 검은 큰 건물이 보이는 곳이 바로 개성공단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곳이다. 또한, 천덕산 뒤편에

이다. 우리 기업 124개 업체와 북한 근로자 6,500여 명

는 40일 동안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전쟁물자와 장거

이 의류, 주방용품 같은 경공업 제품을 생산하였지만 지

리 사격용 화포류인 장사정포 진지가 구축되어 있다.

금은 완전히 폐쇄된 상태이다. 대북 삐라 살포 문제와

② 덕물산

판문점 선언 이행 불만으로 2020년 6월 16일 북한이 폭

이순신 장군과 율곡 이이 선생이 덕수이씨이다. 또한

파한 남북연락사무소가 파괴된 채 남아 있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말을 남긴 고려의 충신

덕수이씨의 본관인 개성시 덕수리이다. 충무공

최영 장군 무덤이 고양시로 이장되기 전까지 있던 곳이
┃금암골┃ 10시 방향, 흰색 큰 건물이 보이는 곳은 북한

다. 6·25전쟁 전에는 최영 장군의 넋을 기리는 무당들

의 농촌 마을인 금암골이다. 300여 세대 1,500여 명이

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

생활하고 있으며 비무장지대 넓은 들판에서 협동농장

③ 진봉산

을 이용하여 농사짓고 있다. 트랙터와 같은 농기구가

집결하여 최영 장군이 방어하고 있는 개경을 공격하기

부족하여 모내기, 벼 베기, 탈곡 등을 수작업으로 하고

위해 출정한다. 이 전투에서 승리한 이성계 장군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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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계 장군이 위화도 회군 후에 병력을 이 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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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선과 휴전선, 그리고 DMZ

갈 진(進) 자에 봉황 봉(鳳) 자를 써 ‘진봉산’이라는 명칭
6·25전쟁과 남북 분단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오가는 단어가 휴전

이 붙었다.
④ 송악산

누운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개성의 상징과도

같은 산이다. 송악산 첫 번째 봉우리 아래 공터가 보이

선과 38선, 그리고 민통선이다. 그러나 이 셋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
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는 곳이 고려의 정궁인 만월대가 있던 곳이다. 만월대
는 ‘황성옛터’ 노래로 유명한 곳으로, 1927년 허물어진
고려의 옛 궁터인 만월대를 거닐며 지었다고 한다. 가
수 이애리수의 애잔한 노래에 관객들은 일제 망국의 슬
픔에 눈물을 흘렸다. 황성옛터는 일제에 의해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가요 금지곡이 되었지만 점점 더 민족가요
로 사랑을 받았다.
⑤ 극락봉

송악산 오른쪽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산은 왕의

관이 5개 있다 하여 오관산이며, 가장 높이 보이는 산이
극락봉이다. 극락봉 뒤편엔 조선 명기인 황진이의 생가
가 있으며 극락봉 앞 고갯마루에는 북한에서 발굴하여
예쁘게 단장한 황진이의 무덤이 있다.

38선은 6·25전쟁 이전, 휴전선은 6·25전쟁 이후 남북을 나누는 선
38선은 6·25전쟁 이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소 양국이 북
위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나누어 점령한 분할점령선’
이다. 즉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벗어난 시점에서 전쟁이 시작되기

도라전망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 6일(월

전까지 약 5년 동안 남북을 나누었던 선이다. 38선은 그어졌지만 서로

요일 휴무) 유료로 운영되나 민간인 통제지역에 있어

총부리를 겨누지도 않았고, 남한의 병사들은 총마저 없어서 나무로 만

승용차의 출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관람을 원하면 파주

든 총을 어깨에 둘러메고 경계를 서기도 했다.

시의 ‘DMZ 연계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임
진각 주차장 내 DMZ 관광 매표소에서 단체는 오후 2

휴전선 기준, 남북 2km 구간을 군사 충돌이 없는 완충지대로 만든 것이

시 30분까지, 개인은 2시 50분까지 매표하여야만 관람

DMZ

할 수 있다. 30인 이상은 개별 관광버스로 관람이 가능
하며 30인 미만은 셔틀버스를 이용해 관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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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휴전선은 6·25전쟁 이후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따라
남과 북 사이에 생긴 선이다. 지리적으로 보면 대체로 동쪽은 38선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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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조선의 태조대왕이 되었는데 왕이 진군했다 하여 나

그리고 유사시 충돌을 막기 위해 이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

위도가 38도 12분이다. 6·25전쟁 이전에는 북한 땅이었던 것이다. 화

으로 각각 2km 떨어져 또 하나의 선을 그었다. 이게 남방한계선과 북방

진포에 김일성 별장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현재 북한 땅인 개성은

한계선이다. 군사분계선과 남·북방 한계선 사이에 어떠한 군사시설도

37도 58분으로 38도보다 남쪽이다. 즉, 개성은 6·25전쟁이 일어나기

설치하지 않기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전에는 남한 땅이었다가 지금은 북한 땅이 된 것이다.

zone)라 부르게 된 것이다. 이 결과로 한반도에는 무려 907㎢(약 3억

휴전선의 정확한 명칭은 군사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평)에 이르는 비무장지대, 즉 DMZ가 생겨났다.

Line)이다. 군사분계선에는 철조망도, 장벽도 없다. 1953년 정전협정에

DMZ는 정전협정 당사자인 유엔군 사령부 관할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따라 한반도 서쪽에서 동쪽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총 1,292개의 군사분

그 규정에 적용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도상에 표시된 남·북

계선 표지판을 세웠다. 하지만 70년의 세월로 인해 녹슬고 철판만 남아

방한계선과 실제 철책의 위치는 약간 다르다. 냉전을 거치면서 남북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각각 관측이 용이한 지점을 확보하기 위해 조금씩 다가선 결과이다. 규
정대로 하면 상호 바로 볼 수 있는 거리가 4km여야 하지만, 가장 가까
운 거리는 불과 800여 m인 곳도 있다.
도라전망대와 제3땅굴의 경우 남방한계선 밖에 위치한 것처럼 보이
지만 실제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km 이내로 비무장지대 안이다. 그
래서 이곳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유엔군 사령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1 군사분계선

②
2 남방한계선

4 북방한계선
④

⑤
5 한강하구 중립지역

③
3 민간인통제선

6 NLL
⑥
1
4

2
3

5
6
DMZ
민강인통제구역
접경지역

DMZ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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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진입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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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쪽, 서쪽은 38선 아래쪽으로 그어져 있다. 예를 들면 강원도 속초의

도 나무 기둥에 철조망을 두른 목책이었다가 남북 간 긴장이 높아지며

두고 강과 골을 따라 구불구불할까? 거기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

철책으로 바뀌었다.

휴전 협상은 1951년 7월부터 개성과 판문점을 오가며 이루어졌다.

이곳 남방한계선 주변에는 군사시설이 많기 때문에 남방한계선 남쪽

그러나 금방 끝날 것 같았던 휴전 협상은 서로 간의 이견으로 끝없이 길

으로 5~20km 지점까지 민간인이 들어올 수 없도록 했다. 이게 바로 민

어지게 된다.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면 수많은 희생을 줄일 수 있었겠

통선, 즉 민간인 출입통제선이다. 이 민통선은 1954년 2월, 미국 육군

지만 불행히도 그러지 못했다.

사령관 직권으로 휴전선 일대의 군사작전과 군사시설 보호, 보안 유지

1951년 7월에 시작한 휴전 협상은 1953년 7월 27일에 비로소 끝
나게 된다. 무려 2년에 걸친 협상이었다. 이렇게 협상이 오래가게 된 이

를 목적으로 만들었다. 민통선 내 마을의 주민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
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농사를 짓거나 작물을 가꾸며 생활하고 있다.

유는 ‘어디를 기준으로 삼아 전쟁을 끝낼 것인가.’였다. 유엔 측은 “현재

현재는 10km 이내까지 범위가 줄어들었다. 민통선에 마을이 들어서

의 전선으로 하자.”였고, 공산 측은 “원래 있던 38선으로 하자.”라는 입

고 사람들이 모이면서 엄격했던 출입 제한과 각종 규제들도 차츰 완화

장이었다. 결국 유엔 측 제안대로 ‘현재의 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는

되고 있다.

것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포로송환을 비롯한 다른 문제를 합의하기까지
도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 전쟁이 끝난 것도, 중단된 것도 아닌 상태에
서 한쪽에선 휴전 협상이, 한쪽에서는 교전이 계속되었다.
즉, 언제 협상이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되는 시점
의 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자고 정하게 되면서 양측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38선 일대에서 치열한 고지 쟁탈전을 벌
이게 된 것이다. 지금의 DMZ 모습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6·25전쟁의 최대 격전지들은 대부분 이때 생기게 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철원의 백마고지와 철의 삼각지 전투, 강원도 양구의 도솔산
전투와 가칠봉 전투 등이 모두 이때의 격전지이다. 한 치라도 더 올라가
고 내려오기 위해 남과 북이 목숨을 건 싸움을 했다.

남방한계선 남쪽으로 5~20km 지점까지 민간인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한 것이 민통선
남방한계선은 동쪽의 고성에서 서쪽의 파주까지 한반도의 허리를 가
르며 248km에 걸쳐 빈틈없이 세워져 있다.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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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DMZ는 예전 38선처럼 곧은 선이 아니고 산과 산을 사이에

도라산역

일 영업을 개시하였다.
열차역 중 유일하게 ‘국제선’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도라산역은 지하

주소

파주시 장단면 희망로 307

문의

이용 시간 09:00~17:00(매표 마감 14:50),

코레일 도라산역(1544-7788)

홈페이지 www.letskorail.com

1층 지상 2층의 도라산역사는 남북 왕래가 가능해질 경우 북한은 물론 중
국 등 대륙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관세 및 통관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출경

월요일 휴무

과 입경의 출입사무소를 갖추고 있는 역으로 검색대를 지나면 지하통로를
이용하여 국제선 플랫폼에서 북쪽으로 향하게 되는데 국내선은 물론 국제
선의 철길을 확보하여 남북의 왕래를 대비했고 통일의 염원을 담아 설계한
도라산역사 지붕은 남과 북이 손을 맞잡는 모습의 태극무늬를 형상화하였
다. 하지만 민통선 내에 있다 보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임진강역에서
출입 심사를 거친 후 출입할 수 있다. 남북을 오갈 때 꼭 거쳐야 하는 출입
경 검색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대합실과 역무실, 기념품숍이 있다.
도라산역사 내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의선 철도 기공식(2000년 9월
18일) 축하 서명 침목과 2002년 2월 20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
시 전 대통령이 도라산역을 방문해 연설을 하여 한반도 통일 염원을 상징하
는 대표적인 장소가 되었다. 두 대통령은 “이 철도가 한민족을 이어주길 기
원합니다.”라며 철도 침목에 서명하게 되는데 도라산역사 내에 그 연설 내
용과 복제 철도 침목이 전시되어 있다.
2015년 10월 14일 요아힘 가우크 독일 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도라
도라산역은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京義線) 철도역 중 하나로 경

산역 승강장에 ‘통일플랫폼’ 개장식 행사를 갖고 베를린 장벽과 동·서독을

의선 최북단 역이다. 민통선 지역 내에 있으며 인근의 도라산에서 이름을

오간 미군 화차, 남북으로 운행한 개통 열차 사진 등을 전시하여 1990년 10

따왔다.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에서 약 700m, 서울까지 56km, 평

월 2일 독일 통일이 되는 날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양까지 205km, 개성까지 17.6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도라산역은 경의선 최북단 역으로 ‘남쪽의 마지막 역이 아니라 북쪽으로

이 역은 당초 DMZ에 복원하기로 했던 장단역이 취소되면서 남쪽의 문산

가는 첫 번째 역’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2003년 개성공단이 설치되자

역과 북쪽의 봉동역 사이에 신설되었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 따른

경의선을 이용한 물자수송이 논의되었고 경의선을 보수하여 문산역과 개성

남북협력사업 일환으로 시작된 경의선 복원사업은 2001년 4월 착공, 남쪽

특별시의 봉동역 사이에 화물열차가 정기적으로 운행되기 시작하였다.

의 임진강역까지 3.7km 구간을 연결하는 공사가 완료되어 2002년 4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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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17일 경의선(문산~개성역)과 동해선(금강산~제진역)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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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11월에 북한이 육로 통행을 제한 또는 차단한다는 12·1조치를 발표함
에 따라 남북을 오가던 화물열차는 2008년 12월 28일 운행을 마지막으로
중단하게 되었다.
도라산역은 민통선 지역에 있으며 1일 2회 운행하는 DMZ 평화열차를
이용해 방문하거나 임진각에서 DMZ 연계 관광 셔틀버스를 이용해 관람할
수 있다.

알면 재미 100배!
1906년 4월 3일 개통된 경의선은 서울을 출발하여 개성과 평양 신의주까지 연
결된 철로다. 경의선이 개통된 지 5년 후인 1911년 11월에 압록강 철교가 개통되
어 서울에서 출발한 기차가 신의주 너머 중국 단둥까지 갈 수 있게 되었다. 경의선은

험 운행하였다. 동해선은 북측에서 남측으로, 경의선은 남측 문산역에서
출발하여 도라산역을 거쳐(문산역~개성역 구간 27.3km) 군사분계선을 통
과한 뒤 판문역을 거쳐 개성역에 도착했다. 150명의 남북 인사들은 개성역

경부선과 함께 일본, 한국, 만주, 중국, 대륙을 이어주는 교통로 역할을 하게 된다. 그
래서 1936년 현해탄을 건너 부산에 도착한 손기정 선수는 6월 4일 서울역에서 경
의선 열차를 타고 신의주역에 도착한다. 그리고 중국의 하얼빈을 지나 러시아의 모
스크바와 폴란드의 바르샤바를 거쳐 13일 만에 독일 베를린으로 갈 수 있었다.

에서 오찬을 함께 한 뒤 남측으로 되돌아왔는데 도라산역 통일플랫폼 전시

경의선은 아시아와 유럽대륙을 연결해 주는 국제 철도의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관에서 남측의 한준기 기관사와 북측의 철도원이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6·25전쟁 이후 경의선 철길은 파괴되어 이용이 중단되었다. 그 후 1968년 10월에

손을 마주 잡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도 볼 수 있다.

경의선 서울에서 수색 구간을 복선화했고 2014년 12월 27일 수도권 전철 경의 중

경의선 문산역에서 봉동역까지 매일 한 차례씩 화물열차가 운행되기도

앙선으로 복선 전철 개통과 2020년 3월 28일 문산역에서 임진강역까지 단선 복철
연장 개통하였다.

했으나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이 인민군에게 피살된 사건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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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산 평화공원

위해 조성된 연평해전 영웅의 숲과 사랑과 평화의 바람개비가 설치되어 있
다. 전시관에서는 도라산의 역사와 DMZ 생태 자료를 최신 입체 영상으로

주소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517

문의

경기관광공사(031-953-0409)

이용 시간 09:00~17:00, 월요일 휴무, 무료

볼 수 있다. 그리고 공원 입구 쪽에 32m 높이로 서있는 상징탑 ‘개벽’은 남
과 북의 화합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도라산 평화공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 6일(월요일 휴무) 무
료로 운영되나 민간인 통제지역에 있어 사전예약을 하거나 DMZ 평화열차
를 이용하여 관람할 수 있다.

도라산 평화공원은 2002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

1   동물들의 쉼터(생태연못)

2   동사랑과 평화의 바람개비

3   도라산 평화공원 전시관

4   해병대 전적비

5   통일의 숲

6   꽃사슴 쉼터

7   무인매점

8   우정의 벽

9   연평해전 영웅의 숲

통령과 도라산역 방문을 계기로 평화와 생태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교육의
장이자 더 나아가 평화를 사랑하는 만남의 장으로 구상되어 2006년 착공하
여 2008년 9월 10일 개장하였다.
면적은 99,545㎡(약 3만 평)로 전시관, 통일의 숲, 생태연못의 관람 시설
과 다양한 상징조형물이 전시되어 있으며 도라산역에서 350m 거리에 있어
도라산역을 관람하고 둘러보기에 적당하다. 공원 내 ‘통일의 숲’은 평화를

상징조형물

사랑하는 경기도민의 헌금헌수로 조성되었으며, 7,246㎡(약 2천평) 규모의
한반도 모양을 한 생태연못과 넓은 관찰 데크가 마련되어 DMZ 자연생태
를 체험할 수 있다. 또 2002년 일어난 제2연평해전의 영웅들을 추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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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과 북의 화합의 상징 2 평화와 의사소통의 상징
김연수 作 「개벽」
로저 티본 作 「평화의 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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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태의 근원에 대한 상징  
류신정 作 「비상」

통일촌마을박물관

라도 사격술을 익혔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생존해 계신 할머니들도 사격
이 가능한 곳이다.

주소

파주시 군내면 통일촌길 220

문의

이용 시간 10:00~17:00(매표 마감 14:50),

장단출장소(031-940-8241)

홈페이지 tour.paju.go.kr

박물관 입구에 부착된 많은 사진의 주인공은 현재 살아 계신 분도 있고
타계하신 분도 있다. 생사와 관계없이 이분들은 통일촌의 역사이기 때문에

월요일 휴관

함께 기록한다. 전시관 벽에는 이 마을이 조성되기 이전의 6·25전쟁 및 국
제 정세가 간단하고 알기 쉽게 전시되어 있다. 전쟁터였던 이곳에서 많은
탄피와 불발탄, 지뢰 등이 발견되어 마을 조성 당시 이들이 당면했던 어려
움과 위험성을 느낄 수 있다.
대전차 지뢰는 꽤 크지만, 대인 지뢰는 아주 작다. 나뭇잎 색으로 만들어
진 조그만 대인 지뢰는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힌다. 마을을 조성할 당시 군
인과 젊은이들에게 철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해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했다.
오히려 마을 주민 외의 사고가 잦았다.
전시관에는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의 추억을 되살리는 군용품과 비망록
이 전시되어 있다. 비망록 옆에 예쁜 그릇이 들어 있는 항아리가 있다. 마을
조성 시 두 개의 항아리가 발견되는데 그중 하나는 간장 항아리였고 다른
항아리는 전시된 항아리다. 아쉬운 것은 이 항아리의 주인이 누구일까 하는
장단출장소 건물 2층에 통일촌의 애환과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통일촌

것이다. 1973년 이후 절차만 밟으면 이곳을 방문할 수가 있는데 이 항아리

마을박물관이 있다. 박물관 안내에 따라서 통일촌이 조성될 때까지의 우리

의 주인공은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가슴을 아프

의 아픈 근대사를 이해할 수 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게 한다.

20여 년 후인 1973년 입주를 끝내고 40년이 지난 시점인 2013년 8월 14일

전시관 중앙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만든 짚 공예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에 만들어진 것이 통일촌마을박물관이다. 전시된 품목들도 특이한 것이 아

이 공예품들은 통일촌의 순수함을 엿볼 수 있다. 그 외에 많은 유리전시관

닌 주민들이 기증한 당시의 생활용품들로서 우리와 친근한 것들이다.

안에는 지금은 전시품이지만 불과 수십 년 전 주민들이 사용했던 생활용품

박물관 안에는 입주 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의 아픈 역사가 알

이 있다. 낯설지 않은 재봉틀, 라디오, 주전자, 타자기 등이 관람객을 1970

기 쉽게 전시되어 있다. 박물관 입구에 부착된 사진들은 대부분 7~80대의

년대로 이끈다.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의 구수한 이야기들이 전설처럼 글로

어르신들이지만 당시는 이분들의 나이가 3~40대의 젊은이들이었다. 이곳

쓰여 부착되어 있다. 1960년대에 결혼하신 분의 전통 혼례식 사진이 실물

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혼해야 했고 상황에 따라 비록 부녀자들이

크기로 있어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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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민통선 마을

알면 도움 100배!

박물관을 둘러보니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우리를
먼 옛날로 되돌린다. 그들의 이야기는 곧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로서 추억
을 되살리는 계기가 된다. 결국 통일촌마을박물관은 이곳 동네의 이야기라
기보다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며 기억해야 할 아픈 역사다.
한쪽 벽면에는 태극 모양이 상하가 아닌 좌우로 된 태극기를 볼 수 있는
데, 남북으로 가르지 않고 함께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6·25전쟁이 끝난 지
무려 70여 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6·25전쟁을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된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야 설명이 필요 없지만 전쟁을 겪지 않은 젊은 세
대에게는 그저 먼 지나간 역사일 수 있다. 때문에 이 박물관에서 그때의 아
픔을 공유하고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우리의 아픈 근대사를 다시금 재조명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모든 마을이 지역과 주변의 이야깃거리들을 간
직하고 있지만 통일촌은 대한민국의 전쟁의 아픈 이야기를 간직한 곳이다.
통일촌마을박물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 6일(월요일 휴관) 운
영되나 민간인 통제지역에 있어 승용차의 출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관람을
원하면 파주시의 ‘DMZ 연계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임진각 주차
장 내 DMZ 관광 매표소에서 단체는 오후 2시 30분까지, 개인은 2시 50분

민간인 통제선은 휴전협정 이듬해인 1954년 미군에 의해 만들어졌
다. 종전협정이 아닌 정전협정이어서 언제 전쟁이 재발할지 모르는 상
태였고 국군과 유엔군은 전쟁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전쟁을 준
비하기 위한 장소가 민간인 통제선 안이다. 작전상 지세와 편의에 따라
남방한계선으로부터 짧게는 5km부터 20km까지를 군사 작전을 위한
민간인 통제선으로 지정하였다.
남북 간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시기였던 1960~70년대에는 민간인

까지 매표하여야만 관람할 수 있다. 30인 이상은 개별 관광버스로 관람이

통제선 안에 약 113개의 마을이 존재했다. 많은 군 초소와 검문소가 설

가능하며 30인 미만은 셔틀버스를 이용해 관람할 수 있다.

치되어 민간인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였다. 그러나 남과 북의 긴장
이 완화되면서 민간인 통제선은 농지 및 산업개발 등으로 인하여 점점
좁아졌고, 많은 마을들이 민통선 밖에 해당되어 마을의 숫자는 대폭 줄
어 현재는 8개의 마을만이 존재하고 있다.
현재는 파주의 통일촌, 해마루촌과 연천의 황산리 마을, 강원도 철원
의 이길리, 정연리, 유곡리, 마현1리, 마현2리 등 모두 여덟 군데가 민통
선 안쪽에 있다. 비무장지대 안의 대성동 마을도 통상 민통선 마을이라
고 불리우나 정확히는 민통선 마을이 아니다. 민통선 마을 중 가장 주목
받는곳은 파주의 민통선 마을이다.

70

71

희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마을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1968년 청와대 침투사건 이후 예비군이 창설되었고 1973년 전국적
으로 자신들이 사는 마을은 스스로 지킨다는 기치 아래 원래 마을이 있
던 자리 주변에 새롭게 마을이 조성된다. 통일촌에 민간인이 거주하게
된 것은 1972년 4월 육군 제1사단 제대 장병 14명이 영농을 시작하면
서부터다. 1973년 3월 향토 예비군의 취지에 맞게 원래 주민은 주로 젊
은이들로 구성된 40가족과 1사단에서 복무 후 전역을 하는 장교 및 부
사관 군인 가족 40가족 등 모두 80가구 640여 명이 입주하여 마을이
이루어졌다.
정부에서는 이들이 경작할 민통선 안 지역의 약 200ha(약 60만 평)
의 농지를 제공했으며 이것은 가구당 약 2.5ha(약 7,500평) 정도 되는
통일대교 왼쪽에 위치한 특이한 마을이 통일촌이다. 통일촌은 여느

큰 농지였다. 이 농지가 현재는 배가 넘는 400ha 정도 되며 가구 수도

마을과 달리 모든 주택이 산꼭대기로부터 산 아래로 지어졌는데 흔히

늘어서 2020년 8월 현재 169가구 414명이 거주하고 있다. 가구 수는

주택을 건설할 때 대부분 뒤에는 산을 앞에는 강이나 뜰이 있는 것이 보

두 배 이상 늘었지만 거주인구는 오히려 대폭 줄어들면서 통일촌은 급

통 한국의 집 구조다. 그런데 이곳 통일촌은 대부분의 주택과 출장소, 학

변하는 우리나라 가족의 변천사도 보여주고 있다.

교 등이 산 정상에 있으며 산 아래로는 축사와 대형 식당 등이 자리 잡

특이한 것은 통일촌의 운영방식이다. 통일촌은 이스라엘의 ‘키부츠’
제도를 따랐는데 이것은 전시에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판매하며 이익

고 있는 특이한 마을이다.
이곳 통일촌 주변은 전쟁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육군 1사단 관할

도 공동으로 나눈다는 의미이다. 1970년도에 이스라엘은 600만여 명

로여서 군과의 관계도 빼놓을 수 없다. 6·25전쟁이 끝난 20여 년 후

의 적은 인구로 중동전쟁을 수행하면서 생산도 병행해야 했는데 그 제

1970년대 초 당시 이곳에서 근무했던 일부 장병들이 토질 좋은 이곳에

도가 키부츠 제도다. 무엇이든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판매하며 그 이

‘전진 농장’이라는 농장을 만들고 농산물을 생산하면서 버려진 토지를

익을 공동으로 나눈다는 의미이며 지금까지도 지켜지고 있다.

사용했다. 뚜렷한 산업이 별로 없던 1970년대에는 군에서 전역해도 사

농지는 각자 운영하지만 공동으로 운영하는 세 개의 식당으로부터는

회에서 특별히 할 일도 별로 없었고 당시까지는 농업이 우리나라의 주

일자리도 얻으며 연말에는 결산을 하고 각 회원에게 이익금을 배분하고

산업이기도 했다. 특히 이곳은 토질이 좋아서 쌀과 콩 그리고 인삼이 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사람들이 통일촌에 입주해도 초기의 주민들을 제

명했으며 이를 일컬어 장단 삼백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전역하는

외하고는 회원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며 회원자격은 후손들에게 승계

군 장병들이 이곳에서 영농을 원했으며 또한 원래 살았던 실향민들 역시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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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향을 원하고 있었다. 이들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당시 박정

통일촌

아니지만 유치원, 초등학교 전 학년을 합쳐서 40여 명 미만이다. 모든

초기에 비록 80가구의 크지 않은 마을이었지만 정착한 군인 가족들의

마을은 지역과 주변의 이야깃거리들을 간직하고 있지만 통일촌은 대한

다양성으로 인하여 제주도민을 제외한 8도의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이

민국의 전쟁의 아픈 이야기를 간직한 곳이다.

룩한 마을이다. 따라서 제례 등 풍습이 집마다 달랐다고 한다.
이 마을은 당연히 군의 통제를 받으며 울타리가 없고 따라서 대문도

대성동(자유의 마을)

없다. 대신 붉은 우체통이 주소와 문패를 대신한다. 군인들이 순찰 시 주
민의 유무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집마다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
다. 태극기가 게양되면 거주 중이고 내려져 있으면 출타 중임을 알 수 있
도록 한 것이며 또한 북에서 볼 때 남쪽의 마을임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
기도 한다.
통일촌이 막 조성되던 1970년대 초는 우리나라에 농촌 ‘새마을 운동’
이 전국적으로 벌어졌고 새마을 주택으로 개량되었다. 주택은 모두 본
체와 창고로 이루어졌다. 이곳 통일촌에도 새마을 주택이 지어졌는데
특이한 것은 다른 마을의 건축자재와 달리 민통선 지역이라는 특성상
이곳의 벽돌은 강하게 만들어져 총알로도 깰 수가 없었다.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한은 비무장지대(DMZ) 내에 마을을 하나씩 두

새마을 주택은 생활 향상과 더불어 20여 년이 지난 1990년대에 거

기로 한다. 남쪽에는 대성동 마을이, 북쪽에는 기정동 마을이 생겨났다.

의 현재의 현대식 개량주택으로 바뀌었고 원래의 주택은 창고건물을 제

해방 이후 행정 구역은 경기도 장단군 군내면 조산리였으며 약 50세대

외하고는 거의 사라졌다. 군내초등학교 아래쪽에 본채가 한 채 남아 있

300여 명의 주민이 농업을 생업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6·25전쟁이 발

는데 약간 변형하여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후세를 위해서 아쉬움이

발하자 젊은 사람들은 후방으로 피난을 가면서 마을에는 16세대 60여

남는 대목이다.

명의 노인과 아이들만 남게 되었다.

장단출장소 주변에는 교회, 대피소 등 주요 건물들이 산재해 있다. 앞

그 후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에 거주하고

쪽에는 망배단을 비롯한 전망대가 있어서 주변을 관찰할 수 있다. 왼쪽

있는 주민들은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게 되면서 같은 해 8월 3일 30세

에 보이는 야산이 도라전망대가 위치한 167m의 도라산이며, 다소 멀리

대 160명의 주민이 마을을 조성하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대성동

보이는 산들은 대부분 북한이다. 날씨가 맑을 때는 앞쪽의 언덕 위에 육

의 출입은 민통선 마을과 달리 엄격히 제한되며 아직도 관광지로 개방

안으로도 기정동의 인공기와 대성동의 태극기가 보인다.

된 곳은 아니어서 마을을 책임지는 이장의 권한으로 초청형식으로만 이

그리고 바로 옆에는 군내초등학교가 있는데 외관이 아름답고 다소 커
보이지만 알고 보면 아주 작은 규모의 학교다. 학생 수가 항상 같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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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촌은 군과 민이 함께 이룩한 마을로 여러 가지 특이한 점이 많다.

여 명 남짓 사는데 농지가 많은 사람들은 약 198m2(6만여 평), 적은 사

고 좌회전하여 들어가면 그곳이 대성동 마을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람도 약 66,000~99,000m2(2~3만 평)의 개인 농토를 가지고 있다. 농

6·25전쟁 중 이곳은 북한에 너무 근접하여 인민군이 그냥 지나쳐 별 피

지는 이 곳 주민들의 소유가 아니고 지주가 따로 있다고 한다. 이 정도의

해가 없었으며, 가까운 개성에서 열리던 2년간의 정전 회담 중에는 회

농지는 일반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큰 것이지만 이곳의 특성을 고려한

담 장소 근처여서 휴전선 일대에서 엄청난 희생자가 발생하던 시점에도

다면 그렇지도 않다는게 주민들의 얘기다.

이곳은 안전지대였다고 한다.

마을은 전체적으로 가운데 중앙로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경지정리 하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 원래는 비무장지대에서 남북이 모두 철수하기

듯이 주택들이 들어서 있으며 가운데 중앙로 끝에는 북한 지역과 가깝

로 했으나 연로한 이곳 마을 사람들은 움직일 수 없었다. 결국 유엔군이

게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팔각형 모양의 전망대인 정자를 지어 자세히

허용하여 오늘의 대성동이 된 것이라 한다. 비무장지대 내 북한 마을은

북한 지역을 조망하도록 하였다.

1.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기정동 마을이다. 북한은 그곳에 많은 멋

대성동 마을회관 옥상에 전망대가 있으며 많은 망원경이 준비되어 있

진 모형주택들을 지어 전후 수십 년 동안 선전 마을로 이용했으며 최근

다. 망원경으로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북한 사람들이 보인다. 우

에는 선전 마을 옆에 낮은 주택을 지어 개성공단 직원들을 일부 거주하

리나라의 개성공단이 왼쪽에 크게 자리 잡았고 육안으로 보기엔 걸어서

게 했다.

1~2시간이면 북의 마을에 도달할듯한데 낮은 언덕과 냇가 그리고 논으

대성동의 특이한 점은, 이 마을이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유엔군 사령
부의 통제 하에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휴전협정’ 제1조 제10항 ‘비무
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이남의 부분에서 민사 행정 및 구제 사업은 국
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책임진다.’에 근거한 것이다.

로 연결되어 있다.
판문점으로부터는 약 1km의 가까운 거리이고 불과 약 400m 앞에
군사분계선이 손에 닿을듯한데 풀숲에 가려서 잘 보이지는 않는다.
바로 앞에 보이는 기정동 마을 가운데에는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인공

그렇다고 이곳이 치외법권 지대는 아니며, 대성동 주민이 범법 행위

기가 약 160m의 철탑에 게양되어 있다. 북한의 인공기는 그 크기가 30×

를 하면 일단 대성동에서 추방되는 형식을 거친 후, 대한민국 법률에 의

15m로 약 449m2(136평)이며, 무게도 300kg 이상으로 군인 2~30명이

하여 규제를 받는다. 또 대성동 주민이 참정권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

동원되어야 옮길 수 있다고 한다. 초속 3m 이상의 바람이 불어야만 서서

는 것은 다른 지역의 국민들과 같으나,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는 면

히 움직이기 시작하며 수명은 2개월로 짧고 제작비가 우리 돈으로 약

제받고 있다.

7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다른 지역의 여자와 결혼하는 남자는 대성동 마을에서 그대로 살 수
있지만, 다른 지역 남자와 결혼하는 여자는 반드시 이곳을 떠나야 한다.

그리고 오른쪽에 다소 작게 보이는 것이 대성동 마을의 우리 태극기이
다. 태극기는 약 100m 높이의 철탑에 19×12m의 크기로 약 228m2(69

대성동 주민들은 거의 논농사만 짓는다. 그것은 지역 특성상 시간의

평)이며 북한 인공기에 비하면 절반에 해당하지만 역시 99m2(30평)형

제약을 엄격히 받기 때문에 다른 특용 작물은 관리가 힘들어 100% 기

아파트의 두 배에 해당하는 크기이다. 태극기의 수명은 대략 3개월 정도

계화가 가능한 벼농사를 주로 짓는다. 2020년 8월 현재 51가구 154

로 인공기보다는 다소 길고 약 300만 원의 제작비를 들여서 파주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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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쪽으로 향하면 판문점 들어가기 직전에 자유의 마을 입간판이 보이

99,000m2(3만여 평)의 부지 중 가구당 택지는 약 661m2(200평) 내외

학교는 유일하게 대성동 초등학교가 있는데 만약에 대비하여 학교 창

로 분양하였다. 당시 정책은 60가구를 건설하되 가급적 같은 모양의 건

문이 모두 방탄유리로 되어 있어서 마치 군사적 요새처럼 만들어진 학

물은 지양하고 각기 모양이 다른 집을 짓게 하였다. 2006년 56동의 주

교다. 대성동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서울, 인천, 파주

택이 완성되었고, 2007년 7월에 52가구 155명이 입주하였다. 몇 년 후

등지로 학군과 관계없이 자유로이 진학할 수 있는데 매년 두세 명이 졸

모든 택지가 분양되었고 2020년 8월 현재 75가구 159명의 주민이 살

업하는 대성동 초등학교의 졸업식은 마을의 커다란 잔치이자 우리나라

고 있다.

학교 졸업식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원래 신청했던 원주민들은 많은 세월이 지나 사
망하거나, 연로해서 입주가 힘들었고 그들의 후손 등 젊은이들의 입주

해마루촌(동파리)

가 많았다. 해마루촌의 주민들은 통일촌이나 대성동 마을처럼 안보 관
광 특수 및 세금면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이다. 단체 신청의 한해서
허준 선생 묘와 함께 마을을 거치는 DMZ 관광코스를 운영하고 있다.
모든 집들이 2001년 이후에 건설된 곳이라 주택의 외관이 깔끔하여
아름다운 전원주택단지 같다. 마을 입구에는 마을 지도가 그려진 안내
판이 세워져 있는데 마을의 도로가 오선지 위의 높은음자리표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높은음자리표 마을이라고도 한다. 우리에게 전쟁, 공
포, 긴장 등으로 다가오는 민통선에 이제는 그런 긴장과 대결을 접고 평
화롭게 살아가기를 기원하며 아름다운 음악적 선율이 흐르도록 설계한
것일까.
어느 집도 자기 소유의 땅임을 명확히 선언하는 담장이 없다. 마을 정

해마루촌은 진동면 동파리에 위치한 마을이다. 민간인 통제지역의 다

면 남쪽으로는 임진강이 유유히 흐르고 그 임진강 한가운데는 작지만

른 마을과 달리 2000년도 초 늦게 조성되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름답기 그지없는 초평도란 작은 섬이 있다. 또 우측 앞산에는 굽이치

전쟁 중 군 작전상 잠시 피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을을 떠났던 사람들

는 임진강이 내려다보이는 고구려 덕진 산성이 고구려의 위용을 자랑하

이다. 그러나 휴전 이후에도 반세기가 넘게 돌아올 수 없었다. 하지만 끊

고 있으며 좌측으로 작은 야산 위에 고려 시대 초기의 것으로 보이는 마

임없이 귀향을 요구하여, 햇볕 정책을 폈던 김대중 정부때 비로소 돌아

애사면 석불이 있어 마을의 온화함과 풍미를 더해준다.

올 수 있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3만여 평의 부지 위에 60동의 입주를 목
표로 1999~2000년 2년간 부지 공사를 하였고, 2001년부터 전체 약

78

79

알면 도움 100배!

알면 도움 100배!

분기별로 교체하고 있다.

캠프그리브스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미군의 건축양식이 축적된 문화유산 캠프
그리브스는 주한 미군이 사용하던 탄약고, 퀸셋막사 등의 건축물이 원형 그

주소

파주시 군내면 적십자로 137

문의

이용 시간 유료 / 20인 이상 단체 예약

경기관광공사(031-953-6970)

홈페이지 www.dmzcamp131.or.kr

대로 보존되어 있는 유일한 장소라는 역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미군 장교 숙소를 리모델링한 유스호스텔은 최대 240명을 수용할 수 있
다. 1층에는 사무실, 2~3층에는 숙소, 4층에는 실내 활동을 위한 대강당과
식당이 자리 잡고 있다. 군 내무반을 연상케 하는 숙소와 군용식판을 이용
한 식사 등을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전쟁영화와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두 눈 번쩍 뜨고 관심을
가질만한 곳이기도 하다. 미국 드라마 〈밴드 오브 브라더스〉 속 주인공이
자 2차 세계대전을 다룬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주인공 라이언이 소
속되어 있던 부대가 506연대이고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주둔했던 곳이 캠
프그리브스다. 또한, 2016년을 뜨겁게 달구었던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서 우루크 기지의 촬영장소이기도 하다. 배우 송중기가 미군과의 격투했던
장면을 통해 액션을 펼쳤던 정비소를 비롯하여 장교 숙소, 생활관과 체육관
등 다양한 시설이 그대로 보존돼 근대 문화유산이라 할 만하다.

DMZ 남방한계선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에 있는 캠프그리브스는 한국
전쟁 이후 50여 년간 미군이 주둔하던 공간이었다. 국내 가장 오래된 미군
기지 중 한 곳으로 미2사단 506연대가 머물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기지명인 그리브스는 미국 인디언 전쟁 시기인 1879년에 동료를 구하기 위
해 아파치족과의 전투에서 공을 세운 제9기병사단 소속 클린턴 그리브스
하사를 기리기 위해 붙여졌다.
2004년 미군 철수 이후 역사·문화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철거 위기에 놓
였지만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2013년 12월 14일 225,000㎡(68,000평)
규모로 일반인들을 위한 평화·통일 체험시설로 리모델링하여 민간인 통제
구역 내의 국내 유일한 숙박형 문화예술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캠프그리브스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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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과 DMZ의 모습을 간직한 캠프그리브스 DMZ 체험관은 미군이 사
용했던 막사를 리뉴얼한 유스호스텔을 개관하면서 재생의 공간으로 발돋
움한 이후, 2016년부터 시작된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평화·안보 체험
과 함께 역사·문화·예술이 집약된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캠프그리브스 유스호스텔은 유료로 운영되며 온라인 예약신청서를 홈페
이지에서 제출하면 된다. 캠프그리브스 유스호스텔은 민간인 통제지역 내
의 시설인 것을 감안하여 최소 2주 전에는 예약신청을 해야 하며 20명 이상
단체만 신청이 가능하다.

알면 재미 100배!
캠프그리브스 안에는 깡통막사로 불렸던 퀸셋막사(Quonset Huts)가 아직까지 여
럿 남아 있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주둔하게 된 미군은 조립과 철거가 쉬운 퀸셋막
자로 구부려 그 위에

⊃

사를 짓기 시작했다. 비닐하우스와 같은 모양으로 골함석판을

콘크리트를 부어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미군은 물론 한국군과 중국군에도
널리 보급되었다.
1970~80년대 복무했을 중장년층은 대부분 이곳에서 생활했다. 하지만 환기가 잘
안되고 바닥 면적에 비해 내부 공간은 넓어 냉난방이 곤란하여 여름에 덥고 겨울엔 페
치카로 난방을 해도 순환이 안되는 곳은 추웠기 때문에 1980년대 중후반부터 2005
년까지 벽돌식 막사로 전부 교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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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현재 판문점은 휴전회담 및 정전협정 조인식을 한 곳이 아니다. 1951년 6
월 휴전회담이 처음 시작된 장소는 개성의 고급요리점 내봉장(來鳳莊)이었

주소

파주시 진서면

문의

이용 시간 일·월요일 휴무, 무료 / 사전 예약제

통일부 판문점 견학지원센터
(1588-8889)

홈페이지 www.panmuntour.go.kr

다. 협상 진행 중 북한군이 의도적인 무력 시위를 하자, 유엔 측은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며 회담 장소 이전을 요구했다. 북한군 측은 널문리 주막 마
을을 제안하였으며, 유엔군 측이 이를 수용하였다.
널문리는 길가에 초가집 단 4채뿐인 마을로, 그중 하나는 주막 겸 상점이
었다. 널문리는 널빤지로 된 문이 있는 동네라는 뜻의 한글 이름이다. 널문
리가 정전협정 장소로 결정되면서 참전국인 미국과 중국으로 인해 각각 영
어와 중국어 표기가 필요했는데, 중국어 표기를 위해 지명인 널문을 한자로
판문(板門)으로 하고 회담장 건너편에 있던 주막 겸용 상점에서 점(店)을
합성하여 ‘판문점(板門店)’이라는 명칭이 결정되었다.
휴전회담 종료 후 조인식에 맞춰 북한 측은 약 661㎡(200평) 규모의 목조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이곳이 본래 판문점 또는 구 판문점이다. 구 판문점
은 현재 판문점에서 10시 방향, 직선거리로 약 1km 남짓 떨어져 있다.

판문점은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상에 있는 공동
알면 재미 100배!

경비구역(JSA)의 별칭이다. 1953년 10월 군사정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구역에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의 공동경비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고, 이 합의에 따라 동서
800m, 남북 400m에 달하는 정방형의 공동경비구역이 만들어졌다.

‘널문리’라는 지명에 대한 유래는 3가지 설이 있다. 첫째는 마을에 널빤지로 만든 대
문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설이다. 두 번째 가설은 부근에 널문다리(판문교, 板門橋)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세 번째 가설은 지형이 워낙 넓어서 넓은 마을[里]이라는 뜻
으로 넓은리 → 널븐리 → 널문리로 변천되었다는 것이다.

초기에는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이 경비와 관리를 공동으로 담당하는 말

또 하나, 임진왜란에 의한 지명 유래설이 있으나 잘못된 유래다. 원래 동네 이름이

그대로의 ‘공동경비구역’이었으나, 1978년 미루나무 사건 이후 군사분계선

순우리말로 ‘널문리’였는데, 임진왜란 때 선조가 의주로 피신하면서 강을 건너고자 했

을 경계로 분리 경비하게 되었다.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JSA

으나 배가 없자 백성들이 널빤지로 만든 문을 뜯어다가 임시로 다리를 만들었다는 일

비무장화 및 자유 왕래가 합의되었고, 이에 따라 JSA 감시초소 및 각종 화

화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전 실록에도 이미 판문(板門)이라는 용
어는 출현하고 있다.

기가 철수됐으며, 현재는 자유로운 왕래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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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은 휴전 이후부터 2000년대 동해선과 경의선 도로가 개통되기 전

정상이 회동하고, 현직 미국 대통령이 북한 땅을 밟는 이벤트가 펼쳐지면

까지 남북왕래가 가능한 유일한 통로였다. 전쟁 직후 판문점에서는 대규모

서, 판문점은 한반도 평화를 견인하는 상징공간이 되었다. 남북정상회담이

포로 교환이 이루어졌다. 1953년 8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82,000여 명의

개최되었던 평화의 집, 북미정상회동이 있었던 자유의 집, 남북정상이 동행

북한군 및 중국군 포로가, 13,000여 명의 유엔군 포로가 판문점을 통해 삶

산책을 했던 도보다리 등은 국내외 관광객의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다.

의 터전으로 돌아왔다. 또한 1985년 9월, 이산가족 고향방문단과 남북교환

판문점 견학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능하며 동반자가 있는

공연을 위한 예술공연단(남북 각 151명) 참여자들은 민간 차원에서 판문점

경우 만 8세 이상도 가능하다. 주 5일간(일·월요일 휴무), 1일 3회, 1회당

을 통해 남북을 최초로 왕래하였다. 이후 1998년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40명씩 사전 예약이 된 경우에만 견학 가능하며 견학 신청은 통일부 ‘판문

소 떼 방북을 끝으로, 2000년대에서 이러한 왕래는 동해선 육로나 경의선

점 견학 홈페이지’에서 방문하고자 하는 날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외

육로로 대체되었다.

국인의 경우에는 유엔사에서 지정한 여행사를 통해 신청하면 견학이 가능

1970년대부터는 남북대화와 접촉 창구로서 기능이 지속되었다. 2019년

하다.

9월 기준, 1971년 남북적십자회담 예비회담을 시작으로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군사회담 등 총 376회의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이루어졌다. 실무회담과
예비회담은 판문점 내 중립국감시위원회 회의실에서, 본 회담은 북측의 판
문각과 우리 측의 자유의 집에서 주로 개최되었다. 2018년 4월 27일 평화
의 집 남북정상회담, 5·26 통일각 남북정상회담 또한 이곳에서 열렸다.
2018년 들어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바람이 불면서 판문점은 평화의 초
석을 다지는 역사적인 장소로 새롭게 조명되었다. 2018년 4월 판문점 내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이 장소에서 역사적인 ‘한반도
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약칭 4·27 판문점 선언)이 발표
되었다. 판문점 선언은 선언의 명칭에 ‘판문점’을 명시함으로써 판문점의
역사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라는 새로운 지층을 쌓아 올렸다.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로 2018년 9월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되었고,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9·19 평양공동선언과 9·19 남북군사
합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비무장 지대화가 추진 중이다.
2019년 6월 판문점은 다시 한번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남북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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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산통일전망대

106년의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곳으로 유력하며 외성 610m, 내성 1,281m
의 백제 시대 태뫼식 산성이다. 지금은 남과 북이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주소

파주시 탄현면 필승로 369

문의

이용 시간 09:00~17:00(동절기 16:30),

오두산통일전망대
(031-956-9600)

월요일 휴무, 유료

홈페이지 www.jmd.co.kr

2km의 짧은 거리를 반세기가 넘도록 왕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남북분단
의 현장이기도 하다.
오두산통일전망대에 오르면 남쪽에서 흘러온 한강과 북쪽에서 흘러온
임진강이 합류하여 서해로 흘러 들어가는 절경과 눈앞에 바로 보이지만 마
음대로 갈 수 없는 북한 황해도 지역의 주택들과 김일성 사적 탑, 소학교,
북한군 초소와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맑은 날에는 개
성시 북부의 송악산도 보인다.
또한, 남쪽으로 바라보면 거대한 한옥 구조물이 눈에 들어온다. 건물의
이름은 ‘고려통일대전’으로 고려 시대 인물들의 위패를 모신 사당과 그 인
물들과 연관된 문화재를 전시하는 전시관이다. 그 아래의 경기장은 축구
국가대표팀의 훈련 시설인 파주 NFC이다. 전망대 내부에는 정부의 통일정
책, 역대 정부의 통일 노력의 발자취, 북한 실상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
양한 기법을 활용한 각종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다. 3층 전망대에서는 영상
을 통한 지형설명과 망원경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오두산통일전망대는 1992년 9월 8일 이산가족의 망향의 한을 달래주고

1992년 9월 개관한 이래 오두산통일전망대는 2,000만 명 이상의 방문객

통일교육의 체험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로 건립되

이 다녀갔으며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물론 외국인들도 즐겨 찾는 국제

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평화시(市) 구상’에 따라 분단의 현장을 직접 보

적인 통일 안보 관광지가 되었다. 오두산통일전망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

고 북한 주민의 생활상을 느낄 수 있는 통일교육의 장으로, 가족들과 함께

시까지 주 6일(월요일 휴무) 유료로 운영된다. 개관 시간 중 출입은 자유로

하는 나들이 장소이자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국제적인 통일 안보 관광지로

우나 민통선 북방 군사 작전지역으로 일몰 1시간 전부터는 제약을 받아 기

만들기 위해 조성되었다.

상 및 기타 상황에 따라 종료 시간이 유동적일 수 있으니 종료 직전 방문은

오두산통일전망대는 자유로변에 한강과 임진강, 서해가 만나고 북한 땅

전화 문의를 해야 한다.

이 한눈에 보이는 해발 118m의 오두산 정상에 있다. 오두산은 옛 삼국사기
나 고려사에 나오는 오두산성 터(사적 제351호)가 남아 있는 곳으로 고대
로부터의 군사적 요충지였다. 오두산성은 고구려와 백제가 국운을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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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내려다보이는 남북으로 이어진 도로가 자유로다. 자유

영국군 설마리 전투 추모공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112-1

로는 고양시 행주대교 북단에서 임진각에 이르는 고속화도로로 길이 46.6㎞이며
1990년 10월에 착공하여 1994년 9월에 완공되었다.
다른 도로와 달리 자유로 공사에는 ‘육군 자유로건설사업단’이라는 공병부대가 투
입되었다. 이는 자유로 일대가 접경지대여서 민간 건설인력을 투입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도로 자체도 유사시 군사적 목적으로 쓰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유로 옆
의 한강과 임진강은 북한군의 수중 침투에 대비하여 철책이 설치되어 있으며 병사들이
강안 경계를 하고 있다. 통일전망대를 지나 문산쪽으로 가면서 임진강 건너편으로 보
이는 산은 북한땅인 황해북도 개풍군 지역이다.
2004년 6월 남북한 군사회담으로 합의된 ‘서해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심리전 전
면 중지와 심리전 수단 철거’를 위한 회담시 북한측이 “자유로를 오가는 차들이 왜 그
리 많으냐. 차량 불빛도 우리에겐 부담이다.”라며 해결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1951년 4월 22일부터 4일간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 계곡과 중성산
에서 10배가 넘는 중공군 3개 사단을 맞아 영국군 글로스터 연대가 치
열한 전투를 치렀다. 수도 서울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방
어전으로 영국의 해외 참전 역사에서 가장 손꼽히는 투혼이자 희생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러한 설마리 전투와 글로스터 연대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1957년 6월 29일 설마리 계곡 동굴에 영국군 전적비가 세워졌고
2014년 4월 23일 영국군 전적지 주변 6,000㎡에 추모공원을 조성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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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 100배!

평화 안보 공원
알면 재미 100배!

파주시 파주읍 통일로 1586-24

북한군 묘지 

파주시 적성면 답곡리 산 56-1

통일공원은 육군 제1사단 장병들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통일을 기원

1996년 국방부에 의해서 전국에 산재해 있는 북한군 및 중공군 유해

하기 위해 1973년 6월 조성한 공원이다. 휴전회담 당시 유엔 종군기자

를 모두 여기로 가져와 묻었다. 사망한 적군이라도 정중히 매장해 분묘

센터가 자리 잡고 있던 곳으로 6·25전쟁의 참극을 전 세계에 보도하기

로 존중해야 한다는 제네바 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가 북한군, 중국군의

위해 종군했다가 순직한 종군기자 추념비가 있다. 이 밖에 베티고지 전

유해를 모두 옮겨 조성한 것이다. 처음에는 ‘북한군·중국군 묘지’라는 명

투 영웅 김만술 소위 기념비, 육탄 10 용사 추념 탑, 개마고원 반공유격

칭으로 관리했으나 2014년 중국군 유해를 중국으로 송환한 뒤 북한군

대 위령탑 등이 있다.

묘지로 명칭이 바뀌었다. 묘역에는 6·25전쟁 유해뿐만 아니라 1·21 김
신조 사태 때 사살된 무장 간첩의 유해도 묻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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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 100배!

알면 도움 100배!

통일공원 

94

95

알면 도움 100배!

헤이리 예술마을
파주출판도시
감악산과 출렁다리
마장호수와 출렁다리
율곡수목원
2코스

문화예술·자연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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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리 예술마을

헤이리의 어원은 인근지역에서 불렸던 금산리농요의 받음구 후반에 나오
는 ‘에 헤이 에 헤이리’에서 유래되었다. 헤이리는 인사동(2002년)과 대학로

주소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82-105

이용 시간 상시개방, 무료 / 전시관 등 유료

문의

헤이리사무국(031-946-8551)

홈페이지 heyri.net/blog/heyri

(2004년)에 이어 2009년 12월에 국내에서는 세 번째로, 경기도에서는 최초
로 문화지구로 지정되었다. 이로써 헤이리는 문화지구로서의 공공적 기능
은 물론 문화예술 공간으로써의 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힘쓰고 있다.

헤이리의

헤이리는 1990년부터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한 통

탄생 배경과

일동산 조성 사업 중 일부 지역을 예술인 마을개념으로

조성과정

건설한 목적 도시이며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예술인들의 공동체 마을이다.
헤이리의 단지계획은 영국 웨일스의 책 마을 ‘헤이온
와이(hay-on-wye)’를 모델로 삼아서 추진되었다. 1994
년 4월 김언호 한길사 대표와 이기웅 열화당 대표가 실
제로 그곳을 여러 번 다녀온 뒤 국내에 문화가 깃든 마
을을 조성하고자 마음먹었다. 책 『헤이리 예술마을 이
야기』에는 헤이리는 서화촌(書畵村)이라 이름하여 출판
도시의 자매도시로, 출판도시는 새 책 마을, 헤이리는

헤이리 예술마을(이하 헤이리)은 탄현면 통일동산 관광특구 내에 있으

고서(古書) 마을로 계획했으나 당초의 뜻과는 달리 헤

며, 면적은 약 495,000㎡(150,000평)이다.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을

이리라 명칭을 바꾸고 예술인 마을로 확장하여 조성하

꿈꾸며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심사에 통과한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와

였다고 한다.

예술경영자들 326여 명이 공동체 마을을 이루며 거주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도움을 최소화하고,

헤이리는 문화예술의 생산, 전시, 판매, 거주가 함께하는 통합적 개념의

헤이리만의

① 민간이 주도한 공동체 마을

특수한 공동체 마을이다. 수많은 갤러리, 박물관, 전시관, 공연장, 소극장,

특징과 정신

순수한 문화예술인들이 주도하여, 획일적이고 단순화

카페, 레스토랑, 서점, 게스트하우스, 아트숍과 예술인들의 창작공간이 자

되지 않은 현재의 자연 친화적이며 개성 있는 예술인마

리 잡고 있다.

을을 조성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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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연 친화적 생태 마을 직선

위주로 설계한 기존도시의 개념

이 아니라 곡선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길과 냇
물, 늪을 그대로 살려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고 호
흡하는 마을을 지향한다.
③ 반환경적 요소 배제

패스트푸드, 프렌차이즈 외식업은 입

점을 자제케 함으로써 느림의 미학을 실천하고 있다.
④ 자동차 전용도로와 인도의 구분이 없다

도로에는 아스팔트 대신

시멘트 보도블록을 깔아서 우수가 침투함으로써 땅이
숨을 쉴 수 있게 하였다.
⑤ 건축물의 높이를 12m, 3층 이하로 제한하여 자연과 소통

도로에서부

터 일정한 거리를 후퇴하여 건축하였으며, 건축물의

그리팅 맨

60%는 문화공간, 전시, 창작, 축제 및 공연공간, 교육공
간으로 활용하였다.
작은 다리지만 현상설계를

해 총 약 39,000㎡(12,000평) 규모의 4개 동에 다양한

통해 설치된 다리로서, 예술적 가치와 개성, 미적 감각

판매, 체험시설이 입점해 있는 색다른 콘텐츠와 쇼핑공

을 엿볼 수 있다.

간이 결합한 상업시설이다.

⑥ 현상공모를 통해 설계된 5개의 다리

⑦ 자연 친화적인 재료 사용

건물에 페인트칠 대신 친환경소재

를 사용하였으며 건물 곳곳에서 노출콘크리트와 코르

공공시설도

텐강을 볼 수 있다. 특히 코르텐강은 일반 철과 비교해

예술이다

헤이리에는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공공
시설인 마음이 닿길, 갈대광장, 노을숲길이 있다. ‘마음

안정된 녹이 형성되며 내후성이 강하다. 또한 우리나라

이 닿길’은 현대자동차와 LG화학이 친환경 활동의 일

자생식물인 꽃과 나무를 조경에 사용하였다.

환으로 3억 원을 들여 만든 에코힐링길이다. 민간기업

동서남북 어디서나 편리하게 진

의 도움을 받은 유일한 장소이기도 하다. ‘마음이 닿길’

입할 수 있는 출입구를 설치하였으며 8개 구역으로 나

에 깔린 기찻길의 침목을 밟고 걷다 보면 계수나무 잎의

눠(은행마을, 느티마을, 솔마을, 창포마을, 벚나무골,

달콤한 향기와 더불어, 김태균의 「동행」, 김기철의 「알

참나무골, 밤나무골, The step) 마을 이름을 지었다. 이

고 있지」, 김병철의 「꿈을 찾아서」, 이종구의 「대화하는

중 유일한 영어식 이름 더스텝동은 관람객의 편리를 위

의자」 등 조형미술 작품과 만나게 된다. 특히 「대화하는

⑧ 10개의 출입문과 8개의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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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는 방송 〈우리 결혼했어요〉에 나오면서 유명해진
장소이다.
헤이리 중심부에 위치한 ‘갈대광장’에는 임옥상 작가
의 「자연의 어머니」란 설치미술 작품이 있다. 자연의 품
에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며 관광 안내와 잠
시 쉬어 갈 수 있는 여행자 스테이션이 있다. 광장에서
는 가을에 열리는 판 페스티벌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문화축제가 열린다. 광장 바로 옆 연못에는 나무데크
로드를 설치해,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갈대와 수련, 부
들을 감상할 수 있다.
‘헤이리 노을숲길’은 총 노선이 약 1km에 달하며 노약
자, 어린이, 임산부, 휠체어 이용자 등 보행 약자를 대상
으로 산을 편하고 쉽게 오를 수 있도록 정상부까지 목
재 데크를 연결한 장애물이 없는 숲길이다. 이용객과
혼잡도를 고려해 산책로의 폭을 2m 이상 확보하는 동
시에 최대 경사도 8% 미만의 완만한 산책로를 조성해
무장애 숲길로 조성했다. 정상에 올라서면 파주시 명소
인 오두산통일전망대, 헤이리 예술마을, 통일동산, 옛
경기영어마을 등이 한눈에 들어오며 사방으로 트인 파
노라마 경관을 만끽할 수 있다.
헤이리 관람은 개별 공간에서 별도로 티켓을 발행하
며 대부분의 박물관·전시관들이 월요일 휴관이므로 방
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교통편은 버스 이용 시 서울 합
정역 2번 출구에서 2200번 직행버스와 7300번(주말,
공휴일)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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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출판도시
주소

파주시 회동길 145

문의

이용 시간 10:00~20:00 연중개방, 무료

출판도시문화재단(031-955-0050)

홈페이지 www.pajubookcity.org

출판도시

출판도시 건설은 순수 민간 차원이라는 점에 주목해

설립 배경

야 한다. 1980년대 말 당시 한국 출판업계는 중흥기를
맞았지만, 출판산업의 구조적 모순이 심각한 상황이었
다. 낡은 생산 방식과 비용 대비 낮은 효율성으로 인한
비생산적 유통 구조, 불합리한 거래 관습 등의 문제를
개선해야겠다는 결연한 의지는 일곱 사람의 북한산 결
의로 이어졌고, 그렇게 출판도시에 대한 구상이 시작되
었다. 일곱 사람은 이름만 들어도 잘 알 수 있는 열화당
대표 이기웅, 지식산업사 대표 김경희, 한길사 대표 김
언호, 민음사 대표 박맹호, 범우사 대표 윤형두, 문예출
판사 대표 전병석, 평화출판사 대표 허창성이다.
1989년 6월 1일 7명을 중심으로 총 12명이 모여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년 후 360개 업체가 가입한 협동
조합이 출범했다. 이들은 자신을 제어하고 공동체성을
실천하기 위한 출판도시 향약(향촌 규약)을 마련하고 절
제, 균형, 조화, 인간애로 충만한 공간을 조성하기 시작
했다. 출판도시가 들어서기 전 이곳은 황량한 습지이자
군사작전 지역이었다. 누구도 이곳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땅인 셈이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출판도시를 세우려다가 무산되었고, 파

파주출판도시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출판인들의 순

주는 군사작전 지역으로 난항을 겪고 있었다. 그때 김

수한 뜻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된 출판문화공동체이자 국내 유일의 출판문

영삼 전 대통령이 출판도시 건설을 적극 지지하면서

화산업단지이다. 책과 사람, 놀이와 자연이 만나는 전례 없는 문화를 일구

1997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을 받게 된다.

는 아주 특별한 산업단지인 이곳은 출판, 디자인, 인쇄, 유통, 영상, 예술 관

10년 후인 2007년, 약 874,000㎡(260,000평)에 책의

련 업체가 한 곳에 모여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더불어 서점과 박

도시를 모토로 한 1단계 공사가 완성되었고, 2단계는

물관, 북카페 등 다양한 시설을 통해 책과 문화를 향유하는 곳이다.

책과 영화의 도시건설을 목표로 2007년부터 현재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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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눈앞에 두고 있다. 2단계 사업지구에는 110여 개의

치러진 탄현면 금승리에 행차해 눈물로 노신하를 보냈

업체가 입주하여 책과 활자, 영상문화가 함께 꽃피는

다고 한다. 문종은 한양으로 돌아가던 길에 황희 정승

곳이다. 2단계에는 특수효과 전문회사인 데몰리션과

을 기리는 뜻에서 당시 교하현의 작은 마을에 ‘문발(文

특수분장 회사 메이지가 있다. 전문 레코딩 스튜디오인

發)’이라는 이름을 하사했다. 문발리라는 이름에는 문

악당이반과 영상 촬영 스튜디오가 있다. 그리고 〈건축

자는 물론 문화를 널리 알린다는 뜻이 담겨 있어 출판

학개론〉, 〈마당을 나온 암탉〉 등을 제작한 명필름과

도시와 더없이 잘 어울린다. 파주가 출판도시로 거듭날

〈국가부도의 날〉, 〈그놈 목소리〉의 제작사 영화사 집이

지 우리 선조들은 이미 알고 계셨을까.

있다. 총 1,560,707㎡(472,114평)에 세계 유일의 출판
영상 산업 복합단지가 들어서게 된 것이다. 새로운 도

책 마을 산책과

시를 건설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안중근 의사를

건축 도시

하얀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리듯 도시계획 전문가들에
의해 책의 도시가 조성되었다. 건물주와 건물을 설계하

‘정신적 감리인’으로 삼아 큰 힘을 얻었다. 그 의미를 살

는 건축가들은 각각 1단계 ‘위대한 계약’, 2단계 ‘선한 계

려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앞 문발로에 응칠교가 세

약’을 맺게 된다. 명명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건물

워졌다.

주와 건축가들은 건축 비용을 흥정하기보다는 출판도

출판도시의 주소는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이다. 이 지

시의 정신을 이어받아 실천하는 데 치중하겠다는 의지

명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다. 1452년 황희 정승이 90

의 표현이다. 건축물이 편집자, 작가 등 출판도시에서

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문종은 황희 정승의 장례가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절제와 균형, 조화, 인간애가 넘
치는 공간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이 때문이다.
공동성의 실천을 위해 만들어진 출판도시는 저마다
의 이야기가 살아 있는 독특한 건축물로 채워진 하나의
커다란 건축 전시장이다. 건물의 형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생활하는 공동체 모두의 삶을 담는
공간이자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적 풍경 또한
느낄 수 있다. 출판도시의 정신적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는 김명관 고택은 2000년 6월 전라북도 정읍에서 옮
겨왔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깊은 뜻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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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도시의 심장부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이하
아시아센터)는 2000년 10월 현상 설계 공모를 통해 선
정된 김병윤 건축가의 작품으로 2004년 김수근 건축문
화상을 받았다. 전시정보동과 교육연구동, 게스트하우
스 등 세 개의 동으로 구성되었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2007년 완공된 이 건물은 입주
기업들이 땅 매입가의 10%를 출자하여 민자 189억 원,
국고 85억 원을 들여 건축하게 되었다. 출판도시 공동
체성의 실천을 잘 보여주는 건축물이다.
아시아센터는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 1층에는 나
무는 책이 되고 책은 지혜가 되는 ‘지혜의숲’이 자리 잡
고 있다. 2014년 개장한 지혜의숲은 열린 독서문화 공
간으로 세 개의 섹터로 나누어져 있다. 지혜의숲 1관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학자와 지식인, 연구소에서 기증한 도서를 보존하고 있
다. 기증자가 평생 읽은 책을 통해 학문의 궤적은 물론

책들이 보관되어 있다. 한 기증자는 책을 구매하면 앞

우리 시대에 남긴 지적 자취를 더듬을 수 있는 공간이

장에 책을 산 날짜와 장소를 기록한다고 한다. 또한 책

다. 아울러 책을 통해 나누는 삶의 지혜와 기쁨을 느낄

을 샀을 때의 감정과 생각도 적혀 있어 마치 책으로 읽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는 한 사람의 일생을 만날 수 있다.

지혜의숲 장서들은 여느 도서관처럼 책의 분류번호가

지혜의숲 2관은 국내 여러 출판사에서 기증한 책들을

없는 게 특징이다. 책을 읽은 후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면

만날 수 있다. 분야별 분류가 아닌 출판사별 분류를 통

된다. 높이 6.5m까지 책이 빼곡히 꽂혀 있어 ‘와~’ 하는

해 출판과 출판사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으며, 어린이

탄성과 함께 압도당하는 느낌을 갖게 한다. 높이 위치

책 코너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부모들에게 인기가 높

한 책들은 권독사의 도움을 받아 읽을 수 있지만, 책꽂

다. 대회의실과 다목적홀이 있어서 국제적 규모의 심포

이 11단 이상 위에 꽂힌 책들은 보존서고의 의미가 더

지엄은 물론 대형 전시와 다양한 이벤트홀로 이용하고

높다고 할 수 있다. 지혜의숲 1관에는 30여 명의 학자와

있다. 국내 50개 가까운 출판사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전문가들이 500권에서 많게는 3,000권까지 기증해 준

협동조합 북소리 책방도 2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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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의숲 1, 2, 3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

생태도시

인쇄소의 소리가 화합을 이루는 곳이다.

용할 수 있으며 주차비는 1시간당 2,000원이다. 개인은

지혜의숲 2관 밖으로 나서면 갈대샛강과 작은 숲을

입장료가 없지만 단체(10명 이상)는 문화관리비 1인

볼 수 있다. 책을 읽다가 피로한 눈을 쉴 수 있는 초록의

1,000원을 내면 지혜의숲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자연이 편안한 쉼을 더해 주는 공간이다. 출판도시의 중

수 있다.

심을 가로지르며 흐르는 갈대샛강이 없어질 뻔한 위기

아시아센터를 중심으로 1.7km의 책방 거리를 회동길

가 있었다. 이곳은 습지로 땅을 단단하게 다지기 위해서

이라고 한다. 회동길은 1897년부터 1950년까지 존속했

5m를 매립했는데, 그때 갈대샛강도 매립한다는 계획을

던 한국 근대기 대표적인 회동서관을 기념하여 만든 길

전해 들은 출판인들은 생태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강

이다. 회동길에는 30여 개의 건물이 있는데 모두 갈대

력하게 호소했고, 결국 갈대샛강을 보존하게 되었다. 출

샛강과 심학산으로 연결되어 자연 친화적인 건축물들

판도시 주변 지역은 임진강과 한강이 합류하는 천혜의

이다.

자연생태 보고이다. 강변 저습지로 생물 종이 풍부하여

갈대샛강 건너편은 1.1km의 광인사길인데, 이 길의

청둥오리, 노랑부리저어새, 왜가리 등이 찾아온다.

건축물 40여 개는 마치 책꽂이에 책을 꽂아 놓은 형태
로 한강과 연계되어 있다. 광인사길은 1884년에 민간이

교육과 문화의

설립한 최초의 근대식 출판사와 인쇄소였던 광인사를

도시

출판도시는 책의 도시를 넘어 활자 문화가 함께 꽃 피
어나는 도시다. 매년 봄에는 어린이 책잔치, 가을에는

기리는 이름이다. 광인사길에는 출판도시를 계획하고

파주북소리, 파주건축문화재 등 문화행사가 열린다. 북

중심에서 활약한 이기웅 대표가 운영하는 열화당과 범

카페와 책방, 갤러리, 공연장, 박물관 등 다채로운 문화

우사, 한길사 등이 있다.

공간과 체험공간이 어우러져 있는 곳으로 도시 곳곳에

자유로와 광인사길 사이에는 직지길이 있다. 직지길
에는 여러 인쇄업체가 있는데 자유로를 달리는 차들과

서 책과 문화의 향기를 향유할 수 있고, 다양한 체험 프
로그램을 즐길 수도 있다.
출판도시에는 현재 안상수체로 유명한 시각디자이너
안상수 씨가 날개(paTI에서는 교장을 날개라 부른다)
로 활동하는 paTI(파주 타이포그라피) 학교와 명필름
이 운영하는 영화학교가 있다. 향후 책, 디자인, 사진,
건축, 영화, 전통문화 등 10여 개 전문학교를 설치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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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악산과 출렁다리
정상

주소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 산23

문의

이용 시간 상시 개방, 무료

팔각정자

파주시 관광사업소(031-940-4617)

홈페이지 tour.paju.go.kr
까치봉

천둥바윗길

감악산능선계곡길

운계능선길

청산계곡길
손마중길
범륜사
운계
전망대
감악산 출렁다리

코스 안내
•파주시 추천코스(거리 7km┃소요 시간 약 5시간)
감악산 출렁다리 → 청산계곡길 → 감악능선계곡길 → 정상 → 팔각정자 → 까치봉 →

파주시에서 가장 높은 산(675m)이며 바위 사이로 검은 빛과 푸른 빛이

운계능선길 → 손마중길 → 전망대 → 범륜사

동시에 나왔다 하여 감색 바위산이란 뜻의 감악산은 파주시 적성면, 양주시

•청산계곡길(거리 2.2km┃소요 시간 약 1시간)

남면, 연천군 전곡읍에 걸친 경기 5악의 하나로 국내 100대 명산에 속한다.

•손마중길(거리 3.9km┃소요 시간 약 2시간)

폭포와 계곡, 암벽 등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맑은 날 정상에 서면 북한산과

•천둥바윗길(거리 4.3km┃소요 시간 약 2시간 10분)

소요산, 임진강과 개성의 송악산을 두루 볼 수 있다.
산 서쪽 자락에는 범륜사와 운계폭포가 자리 잡고 있고 임꺽정이 관군의
추격을 피해 숨어 있었다는 임꺽정굴과 임꺽정봉이 있다. 산 정상에 감악

2016년 전국 최초로 건설되어 출렁다리 열풍을 일으킨 감악산 출렁다리

산비(파주시 향토유적 제8호)가 남아 있으며 글자가 마모되어 없다고 하여

는 둘레길의 시작점에 위치해 있으며 도로로 인해 잘려 나간 설마리 골짜기

몰자비 또는 빗돌대왕비, 설인귀 사적비 등으로 불리는데 비의 형태가 북한

를 연결하여 온전한 하나의 것으로 만들어 주는 다리이다. 150m의 무주탑

산 진흥왕 순수비와 흡사하여 진흥왕 순수비로 추정한다.

산악 현수교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시공되었고 성인(70kg) 900명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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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를 견딜 수 있다. 감악산 출렁다리의 가장 큰 특징은 산 중턱에 있어 접근
성이 용이해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범륜사 입구

범륜사
청산교

감악산
정상 방향

청풍교

선무교

부도골 쉼터

다래 쉼터

감악산
출렁다리

옛 절터
다래 삼거리
도화 쉼터

출렁다리길
감악산비

파주와 양주, 연천을 잇는 21km의 둘레길은 경기 서북부권 대표 지역 상
생 사업으로 3개 시·군을 하나로 이어주는 연결의 길이다. 파주시의 청산계
곡길, 손마중길, 천둥바윗길과 양주시의 임꺽정길, 연천군의 하늘동네길 등
5개 코스로 이루어져 계곡과 계곡 사이의 경관이 수려하고 기암괴석의 아름
다움이 장관이다. 둘레길의 아름다운 우리말 이름은 인근의 삼광중·고등학
교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들이 2015년과 2016년에 답사하여 붙여졌다.
2020년 10월부터는 등산로 입구부터 출렁다리를 거쳐 운계폭포를 잇는
구간에 다양한 LED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 유료개방하였다. LED 투광등
과 동물조명 등을 등산로 곳곳에 설치해 신비로운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운
계폭포에는 조명과 영상·음향 기기 등을 설치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산 이름인 감악(紺嶽)에 얽힌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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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장호수와 출렁다리

마장호수는 불법 낚시로 몸살을 앓던 농업용 저수지였으나 2018년 파주
시가 체류형 수변 테마 체험공간인 ‘마장호수’로 재탄생시켰으며 광명동굴,

주소

파주시 광탄면 기산로 313

문의

이용 시간 상시 개방, 무료, 체험시설 유료

파주시 관광사업소(031-950-3260)

홈페이지 tour.paju.go.kr

포천아트밸리와 함께 유휴 자연 자원을 관광지로 성공시킨 사례다. 마장호
수에는 길이 220m의 출렁다리가 있다. 출렁다리를 건너는 순간부터 다리
는 출렁출렁 요동을 쳐 관광객의 탄성을 자아낸다. 또한, 물빛 풍경이 아름
다운 길이 3.6km의 수변 데크로드는 남녀노소 모두가 걷기 좋은 길로 각광
을 받고 있다. 편의시설로는 넓은 호수를 바라보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카페가 전망대와 관리동에 자리하고 있다. 숲과 호수가 어우러진
캠핑장에서는 낙조와 이른 아침 물안개를 감상할 수 있는 편안한 쉼터를 제
공한다.
2019년부터 파주시에서는 수상 레저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레저 기구
로는 카누, 카약이 있다.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즐
길 거리를 확장해 경기 북부 제일의 자연 휴양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다.

물빛풍경이 아름다운 마장호수는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되어 주말에 가
족, 연인들의 나들이 장소로 제격이다. 수변 경관을 바라보며 걸을 수 있는
산책로와 분수대를 감상하며, 곳곳에 마련된 벤치, 야생화가 가득한 하늘
계단, 낙조와 조화를 이룬 군락목과 푸른 산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아름다워,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경기 북부
의 대표적인 자연휴양관광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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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수목원

면적은 341.500㎡(103,304평)로, 2013년부터 조성 사업에 착공하여
2021년 정식개원 예정이며 주요시설로는 생태학습장, 유리온실, 묘포장,

주소

파주시 파평면 장승배기로 394

문의

이용 시간 상시개방, 무료,

율곡수목원 관리사무소
(031-952-0624)

체험프로그램 사전예약제

홈페이지 tour.paju.go.kr

주차장 등이 있다. 다양한 식물이 식재되어 사계절이 있는 주제원(사계정
원, 침엽수원, 암석원, 유실수원, 방향성 식물원, 단풍나무원, 참나무원, 약
용식물원, DMZ 식물원, 자생식물원)과 유아들의 숲 체험과 산림교육을 위
한 유아숲체험원, 연중 산림 치유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치유의 숲으로 다양
한 산림문화·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율곡수목원은 수목원을 감싸는 5km 길이의 둘레길과 벤치, 데크 등의 휴
게시설이 있어 산의 풍광을 느끼며 가벼운 트레킹을 즐길 수 있으며, 전망
대에서는 임진강 일대 산자수명한 풍경 조망이 가능하다.

율곡수목원은 식물유전자원의 보존과 증식·연구를 목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경기 북부 접경지역 최초 공립수목원으로 자연풍광을 그대로 살려 조
성한 탐방로와 미선나무 등 1,300여 종 이상의 식물자원이 전시된 다양한
주제원으로 이루어진 파주의 힐링 명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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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축제

가문이 대대로 살고 있었던 곳으로 율곡 이이의 뜻을 기리는 율곡정원과 산
책로(구도장원길)가 조성되어 있고, 인근에 화석정, 이이 유적지 등 율곡

파주장단콩축제

2020년 경기 관광 대표 축제

이이와 관련된 유적이 있어 역사관광 연계가 가능하다. 연중 상시개방하
며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유아 숲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파주 축제 중 가장 많은 관객이 참여하는 축제로 매년 11월 임진각
광장에서 열리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콩 장려 품종인 장단콩을 주제
로 지난 1997년부터 개최해온 지역대표 축제이다. 농가의 수익 창출은
물론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콘텐츠 및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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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 100배!

또한, 수목원이 위치한 파평면 율곡리는 조선 시대 대표학자 율곡 이이

매김하고 있다. 축제에서는 최상의 품질인 6년근 인삼을 자랑하는 파주

수하고 맛이 뛰어나며 아이소플라본과 안토시아닌 함량이 매우 높아 건

개성인삼 특별전시관, 요리전시, 판매장 운영 등 인삼에 관련된 다양한

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축제에서는 다양한 체험과 전시회, 판매장

프로그램과 인삼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운영 등 콩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헤이리 판 페스티벌
파주개성인삼축제

헤이리마을에서 매년 초가을 문화예술 전반의 장르가 만나고 융합되
어 새로운 형태의 창작과 감상으로 이어지는 독창적인 예술 판이 펼쳐
진다. 2003년부터 시작된 헤이리 판 페스티벌은 헤이리에서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 중 가장 규모가 크며 매년 변화하는 헤이리의 모습을 가
장 잘 보여주는 행사로 헤이리 내 300여 실내외 공간에서 전시 등이 열
린다.

개성과 인접한 장단지역 민통선에서 생산되는 6년근을 홍보하고 판
매하는 축제이다. 2005년부터 매년 10월 임진각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해마다 수십만 명이 찾고 있어 파주는 청정 6년근 인삼 특산지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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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 100배!

알면 도움 100배!

임진강의 맑은 물과 민통선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장단콩은 품질이 우

알면 도움 100배!

어린이책잔치

2003년부터 매년 5월 파주출판도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아동 도서전
이다. 어린이를 닮은 파주출판도시를 표방하며 매년 다른 주제 아래 어
린이의 책 읽는 즐거움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출판사 담당자
들과 만나 이야기하고 책을 구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운영하고, 기간 중
라운드테이블, 세미나, 테마 전시, 작가와의 만남, 공연, 영화 상영, 체험
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기획된다.

파주 북소리

2011년부터 매년 9월 파주출판도시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최대 규모
의 책 축제이다. 파주 북소리 축제는 국내외 100여 곳의 출판사가 참가
하며, 축제 기간 동안 파주 북 어워드, 독무대 낭독 공연, 북앤쿡 토크 파
티, 입주사 오픈 하우스, 도서 전시 및 푸드 존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
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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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이이 유적
황희선생 유적지
파주삼릉
장릉
윤관 장군 묘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보광사
3코스

역사유적 여행

덕진산성
허준선생 묘

파주 이이 유적

이이의 5대조 강평공 이명신은 파주 파평면 율곡리에 터를 잡고 임진강
가에 화석정을 세웠다. 선생의 호 율곡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이 마을 지명

주소

파주시 법원읍 자운서원로 204

문의

이용 시간 09:00~18:00, 월요일 휴무, 유료

이이 유적 관리사무소
(031-958-1749)

/ 사적 제525호

홈페이지 tour.paju.go.kr

이다. 강릉 오죽헌에서 태어나 여섯 살에 벼슬길로 들어선 아버지를 따라
오면서 어머니로부터 본격적으로 유교 경전을 배우기 시작한다. 파주에서
성장한 그는 정자에 올라 시 짓기를 좋아했는데, 화석정 시는 여덟 살 소년
이 썼다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감성과 문장이 뛰어나다. 이이에 얽힌 이
야기가 전설처럼 남아 있는 화석정에는 팔세부시가 시비로 세워졌다.
이이는 사임당의 예술적 소질을 이어받아 시뿐만 아니라 그림과 서예에
도 소질이 있었다. 어린 나이에도 문장을 자유롭게 짓는 실력을 갖춘 것은,
글을 읽기 시작한 이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으며 사물을 주의 깊게 관찰
하고 글을 지어 기록했기 때문이다. 학문이 날로 정진하던 무렵, 나라 안은
대·소윤의 싸움1으로 시끄러웠다. 조정에서는 관리들의 사기를 높이려고
과거를 시행했는데, 당시 13세 율곡이 진사시에 장원으로 합격하였다.
이이는 총명했다. 어린 나이에 글을 깨쳐 시를 지었으며, 진사 초시에 합
격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그러나 열여섯에 스승이자 삶의 귀감이었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애통함을 이겨낼 길이 없어 삼 년 시묘를 마치고, 금
강산에 들어가 깨달음을 얻고자 불교에 심취했다. 1년간 불도를 닦다가 ‘가
슴 속에 산과 물이 있으니 산에 더 머무를 이유가 없다.’라며, 강릉 외할머
니를 찾아가 뜻을 세우고 자경문을 지어 좌우명으로 삼았다. 마음을 다잡

율곡 이이와 신사임당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위대한 어머니요 여성의
사표로 추앙받는 신사임당과 조선 중기 대학자이며 실천적 경세가인 이이

고 한양으로 올라온 그는 성균관에서 열린 한성시에 장원하였고, 다음 해
성주 목사 노경린의 딸 곡산노씨와 혼인하였다.

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의 위인으로 기릴만한 인물이다. 더욱이 어머니

이이는 23세에 안동으로 대선배 퇴계 이황을 찾아가 학문을 논하였다.

와 아들, 모자가 화폐에 등장한 경우는 동서고금에 드문 일이다. 율곡 이이

퇴계의 집에 사흘간 머물며 인간의 본성과 참된 삶을 위한 공부는 무엇이

(1536~1584년) 유적에는 위패를 모시고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는 자
운서원과 가족들의 예술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념관, 11기의 가족 묘
역이 자리 잡고 있다.

1 인종이 죽고 새로 즉위한 명종의 외숙인 윤원형이, 인종의 외숙 윤임 일파를 몰아내는 과정에서 대윤파
에 가담했던 사림이 크게 화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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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성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묻고 대답하며 서로에 대해 크게 감명을 받

1593년까지 계속된다. 삼현수간에는 같은 시대를 살아

는다. 그해 이이는 별시에 천도책이란 글을 지어 장원급제한다. 문제를 내

가면서 개인적인 일, 학문에 관한 진지한 토론, 처세에

기 위해 몇 날 며칠이 걸렸는데 그는 단 몇 시간 만에 풀어버려 시험관들이

대한 일을 서로 묻고 대답하면서 34년이란 긴 세월을

감탄하였으며, 명나라 사신들까지 천도책을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글이

교유한 기록이 그대로 담겨있다.

되었다. 그뿐인가. 스스로 경계할 일을 조목조목 적은 「자경문」과 『동호문

조선의 대학자 세 명의 편지 『삼현수간』이 세상에 알

답』, 『성학집요』, 『격몽요결』을 읽어보면 그의 학문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려지면서 역사적인 자료로 인정받아 보물 제 1415호로

수 있다.

지정되었다. 서로 학문을 보태고 허물을 질책하며, 가

이이의 자는 숙헌, 호는 율곡, 석담, 본관은 덕수로 이원수와 신사임당 사

난을 함께 나눈 이야기를 『삼현수간』 아니면 어디서 들

이에 출생했다. 1564년(명종 19) 생원시 장원한 이후 모두 아홉 차례 장원

을 수 있겠는가. 율곡리의 율곡, 늘노리의 우계, 산남

하여 구도장원공이라 불렸으며, 대사간, 대사헌, 대제학, 호조, 형조, 병조,

리의 구봉, 걸출한 세 선비가 있었기에 파주를 예절을

이조판서 등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주자를 본받고 싶었던 이이는 관직

알고 학문이 왕성한 공맹의 고향, 추로지향이라 일컬

에서 물러나 해주 석담에 은병정사를 짓고 5년간 머물면서 제자들을 가르

었다.

쳤다. 대가족이 모여 살면서 가족의 화목을 위해 지켜야 하는 『동거계사』를
지었으며, 생계가 어려워 호구지책으로 대장간을 차려 농기구를 만들어 생

율곡 이이 가족묘

계비를 충당했다. 이이는 조선 유학계에 퇴계와 쌍벽을 이루는 대표적인
학자로 기호학파를 형성했고, 정치, 경제, 교육, 국방 등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해 큰 업적을 남겼다. 사후 40년 시호 문성이 내려졌으며, 1682년 우계
성혼과 함께 문묘(文廟)에 배향되었다.
삼현수간,

율곡 선생을 이야기할 때는 우계와 구봉을 빼놓을 수

세 분 선생의

없다. 조선 중기 성리학의 큰 줄기를 형성했던 율곡 이

편지글

이(1536~1584년), 우계 성혼(1535~1598년), 구봉 송익
필(1534~1599년) 세 선비는 20대에 만나 도의지교를
맺고 평생지기가 되었다. 이이는 우계보다 한 살 적고,
구봉은 우계보다 한 살 많았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우
정이 아름다웠다. 편지를 교환한 시기는 1560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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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 이이

여현문으로 들어서면 정면에 긴 계단이 올려다보인

금 와서 생각하니 이 공(율곡)은 참된 성인이요.’ 하였

가족 묘역

다. 이 계단은 1968년에 만들어졌으며, 그 이전에는 계

다는 기록이 있다. 유몽인의 『어우야담』에도 유성용이

단 좌측으로 돌아서 다녔다. 덕수이씨 선산 중심부 위

‘평소 숙헌(이이의 자)이 10만 군사로 대비할 것을 청했

로는 이이와 곡산노씨 묘가 있으며, 아래에 맏형 이선

는데 불가하다 하였으니, 후세에 나는 소인의 이름을

과 부인 곽 씨의 합장묘가 자리하고 있다. 그 아래가 이

면치 못할 것이다.’라며 부끄러워했다고 적었다.

이 부모의 합장묘이고, 맨 아래에는 맏아들 경림의 묘

선생 묘갈5에는 여러 군데 총탄 자국이 보인다. 이 묘

로, 줄을 맞춘 듯 4기의 묘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율

갈은 선생이 돌아간 47년 후, 1631년(숭정 4)에 신도비6

곡 묘역에서 내려보는 좌측 묘역에는 큰누이 매창과 매

와 함께 세워졌다. 관람객들은 부모 묘역 위에 자식 묘

부 조대남의 묘와 매창 시부모2의 합장묘, 발치에는 매

가 있는 것을 궁금해한다. 세인들은 위쪽이 가장 높고

창의 둘째 아들 조영3과 며느리 창녕성씨 합장묘, 그 아

좋은 자리라 생각하지만, 풍수에서 말하는 길지는 우리

래 이이의 8대손 묘가 있다.

가 보는 것과는 다르다. 율곡이 묻히고자 했다는 이 산

율곡 선생 묘역은 쌍분으로 부인 묘가 뒤쪽에 있다.

줄기는 보배로운 칼을 갑 속에 감춘 형상, 보검장갑형

선생이 돌아가신 지 8년 후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곡산

으로 이원수공과 신사임당이 누워계신 자리가 최고의

4

노씨는 난리가 나자 서울에서 신주 를 받들고 산소로

명당이라는 말을 들었다.

돌아왔는데, 뒤쫓아온 왜적을 꾸짖다가 화를 당했다.
율곡은 병조판서에 오른 후, 군사 10만 명을 양성하여

자운서원

서원은 향교와 달리 그 지방의 선현을 배향하며 사림

위급할 경우 대비해야 한다고 경연 석상에서 간곡히 아

중심으로 설립 운영된 사립학교이다. 1615년(광해군 7)

뢰었다. 평소 율곡을 시기하던 대신들은 예산이 없다는

유림에 의해 ‘율곡서원’이 창건되었고, 1650년(효종 원

이유로 그의 주장을 묵살했다. 이항복이 쓴 신도비에는

년) 자운이란 사액을 받았다. 선현들의 제를 지내는 동

‘임진왜란 중에 서애가 한번은 조당에서 당시에 사변이

시에 마을의 질서를 바로잡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던 서

없어서 나도 백성을 소란케 하는 일이라 여겼으나, 지

원은 토지와 노비가 주어졌고, 세금과 군역이 면제되었

2 조대남 부친(양주조씨) 조건은 대제학을 지낸 조말생의 고손자로 31세에 별
세했다. 모친 한산이씨는 이치의 딸로 토정 이지함의 누님이고 당대 명재상 이

5 무덤 앞에 세우는 위가 둥그스름한 돌비석. 文成公 栗谷李先生之墓 貞敬夫

산해의 고모다.

人 谷山盧氏墓後在’ 묘갈의 글씨는 우의정 이정구가 썼으며, 뒷면은 숭정 신미

3 「군산이우도」를 그린 문인화가. 1593년 임진왜란 때 영광 군산으로 피난 갔

후, 86년 되는 1716년 봄, 이여가 짓고, 민진후가 글씨를 썼다.

을 당시, 객지에서 만난 김주(1564~1636년)와 친구가 된 것을 기뻐하며 우

6 임금이나 종2품 이상의 벼슬아치 무덤이 있는 근처 길가에 세우던 비석. 이

정을 기리기 위해 그린 작품이다.

항복(1556~1618년)이 찬하고, 김상용(1561~1637년) 전(篆)을 적었으며,

4 죽은 사람의 위패.

선조의 부마 신익성(1588~1644년)이 글씨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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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선 후기 그 수가 늘어나면서 학연, 지연, 당파에
얽혀 지역 양반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으로 변질되
었다. 1868년(고종 5),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이 내
려졌다. 우리 고장 네 곳의 서원(자운서원, 파산서원,
용주서원, 신곡서원)중 파산서원만을 남기고 철폐되었
다. 느티나무와 묘정비만 서 있던 빈터에 1907년부터
자운단을 만들어 제사를 지내다가, 1970년 유림이 기금
을 내고 국가 지원금을 받아 사당을 복원하였다. 그때
까지만 해도 이이 유적지 경내에는 28가구 150여 명이
살고 있었는데, 1973년 그곳에 살던 사람들을 광주노씨
종중 땅에 집을 지어 이주시키고 경내 주변을 정화하여
성역화하였다. 교육 장소인 강인당과 동재, 서재, 외삼
문은 그로부터 4년 후 복원되었다.
자운서원 외삼문

강인당 뒤편 거대한 묘정비는 이이의 사후 99년에 건
립했다. 송시열이 짓고, 김수항이 전액을 쓰고, 김수증
이 예서로 전문을 적었다. 김수증과 김수항은 척화파
김상헌의 손자로, 기사환국7 때 송시열과 김수항은 사
사되었다. 묘정비는 당대 최고 지식인이 글을 짓고 쓴
보기 드문 비문이다. 각자가 누구인지 애석을 다듬어
정교하게 글자를 새긴 솜씨 또한 뛰어나다.
자운서원은 사당 문성사와 내삼문, 강학 공간과 외삼
문이 일직선상에 전학후묘의 전형적인 서원의 면모를
갖추었다. 자운서원 위치 고증을 위하여 실시한 표본시

7 1689년(숙종 15), 남인이 희빈 장 씨의 소생 원자 세자책봉 문제로 서인을
몰아내고 집권한 일.

136

137

굴 조사에서 창건 당시로 추정되는 건축물의 지대석과
‘康熙 二十(七?)銘’ 명문 기와가 출토되어, 경기도 문화재
에서 2013년 2월 21일, ‘율곡 묘, 율곡 부모 묘, 자운서
원, 신도비, 묘정비’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525호)
로 승격되었다.
문성사는 율곡 이이를 모신 사당이다. 훗날 1695년
(숙종 21) 현석 박세채, 1713년(숙종 39) 사계 김장생
두 명을 추가 배향하였다. 사당 앞에 서면 ‘나의 몸은 단
지 나라를 위한 것일 뿐’이라며 동생 우에게 육조방약8
을 받아쓰게 했던 율곡 선생이 떠오른다. 그는 관직에
진출하여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오직 나라와 백성만을
생각했다. 수많은 상소문과 대책 문을 올려 목숨 내놓
고 개혁을 부르짖는 대쪽 같은 선비, 겨레의 영원한 스
승인 율곡 선생은 파주 자운산에 잠들어 있다. 사향노
루가 봄 산을 지나가면 저절로 풀에 향기가 배듯, 용은
돌아갔으나 그 흔적은 세상에 묵향으로 남았다.

8 이이가 49세로 죽기 이틀 전, 서익이 북방으로 순무의 어명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그에 대한 방략을 알려주고자 호흡이 끊어졌다 소생했다 하면서도
일어나 앉아 아우 우에게 받아쓰게 하여 남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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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선생 유적지

황희(1363~1452년)의 본관은 장수요, 초명은 수로, 자는 구부, 호는 방
촌이다. 황석부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균비, 아버지는 군서이며 어머니

주소

파주시 문산읍 반구정로85번길 3

문의

이용 시간 09:00~18:00, 월요일 휴무, 유료

반구정 관리사무소(031-954-2170)

홈페이지 tour.paju.go.kr

김우의 딸이다. 14살에 음직으로 복안궁 녹사로 제수되었고, 17세에 최안
의 딸과 혼인하였으나 딸 하나를 낳고 세상을 떠나, 청주양씨와 재혼하였
으며 치신, 보신, 수신 세 아들과 딸 하나를 두었다.
선생이 살았던 고려 말과 조선 초기는 왕조교체로 혼란스러웠다. 적성 훈
도로 부임한 지 2년 만에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었다. 고려 선비 72
현은 두문동1으로 들어가 아무도 세상에 나오려 하지 않았는데 ‘두문불출’
이란 말이 여기에서 유래되었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는 유능한 인재가
필요해 두문동으로 사람을 보냈으나 ‘불사이군이라, 선비는 두 임금을 섬기
지 않거늘 어찌 두 왕조를 섬길 수 있겠는가.’ 하며 아무도 나오려 하지 않
았다. 서른 살 황희도 고려를 배반하고 새 왕조에서 일할 마음은 손톱만큼
도 없었다. 그러나 ‘왕조가 바뀌어도 백성은 그대로이지 않은가.’ 하는 새
왕조의 끈질긴 요청과, ‘젊은 인재는 세상에 나아가 백성을 위해 열심히 일
해야 한다.’라는 선배들의 권유로 조선 조정에 나가게 되었다.
황희는 강직한 관료였다. 조선 초기에는 원칙을 고수하는 태도로 인해 국
왕의 의도를 거슬려 관직 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능력도 인정받지 못했다.
황희는 태종 즉위 이후 빛을 보기 시작했는데, 세자의 폐출을 끝까지 반대
하고 양녕대군을 옹호하다 삭탈관직하여 파주 교하현(당시 노모가 계시던

조선의 명재상 하면 청백리 방촌 황희 정승이 떠오른다. 고려 말 개성 가

탄현면 금승리)으로 쫓겨났다. 유배지가 한양과 가깝다는 이유로 형조와

조리에서 태어나 사마시, 진사시를 거쳐 공양왕 원년 문과로 급제하여 적성

대간들의 탄핵이 그치지 않아 교하로 간 지 17일 만에 다시 남원으로 이배

현 훈도로 부임하게 된 것이 파주와의 깊은 인연이다. 조선 태조부터 정종,

되었다. 노모를 모시고 내려간 남원은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던 고향

태종, 세종대에 걸쳐 6조 판서를 비롯해 여러 관직을 두루 걸치며, 왕조의

땅이다. 선조의 학당이 있던 자리에 누각 광통루(지금의 광한루)를 짓고 책

기틀을 다져 최강성기 조선을 이룩하는 능력을 발휘했다. 태종과 세종의

을 읽으며 그야말로 두문불출, 문밖을 나오지 않았다.

두터운 신임을 받아 정승 자리에서 24년이나 재직했으니 ‘황희’하면 으레
‘정승’이란 말이 따라붙는다.

1 문을 닫아걸고 나오지 않음, 당시 개풍군 광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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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으나, 손이 안으로 굽어 황희는 맹사성에게
화해를 주선해 달라 부탁했고, 형조판서 아들 서달은 면죄되어 죄는 그의
종에게로 돌아갔다. 이 사건이 의정부를 통해 세종에게 보고되어 황희와
맹사성은 결국 파면되고 관련자들은 줄줄이 처벌을 받았으나 ‘대신을 진용
퇴출 시키는 일은 경솔히 할 수 없다.’라며 재론하지 말라는 엄명을 내리고
보름도 안 되어 황희와 맹사성을 복직시켰다.
황희는 좌의정으로 맡겨진 직무에 성심을 다했다. 그러던 중 제주에 국마
천여 필이 관리 잘못으로 죽는 일이 생겨 감목관 태석균이 사헌부에 구금되
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잘못만이 아니라 생각했기에 ‘죄를 가볍게 달라’ 선
처를 부탁한 것이 부당한 처사라고 탄핵을 받아 또 파주로 유배되었다. 그
러나 삭탈관직 다음 해에 더 높은 관직 영의정에 임명되었다.
황희 선생 유적지에는 기념관과 영당이 있고, 임진강 가에 세운 정자 반
구정이 있다. 기념관에는 선생의 영정과 유품, 일대기를 알 수 있는 자료들
이 전시되어 있다.
청정문을 들어서면 선생의 고손 황맹헌2의 부조묘3 월헌사와 방촌 영당4,
재실 경모재, 동상이 나란히 있다. 영당으로 들어가는 솟을삼문 가운데는
신이 드나드는 문이고, 제관은 동문으로 들어가서 서문으로 나온다. ‘厖村
先生影堂’이란 편액이 걸린 영당에는 영정이 봉안되어 있다. 이 영정은 한

왕위를 물려준 태종은 세종 곁에 경험 많은 황희를 두고자 불러올리게 했

국전쟁 때 인민군에 의해 훼손된 것을 남정식 화가가 1989년 모화한 것이

다. 그로부터 몇 달 뒤 태종은 세상을 떠나고, 황희는 세종대에 여러 관직을

다. 해마다 음력 2월 10일, 파주시 주관으로 후손과 유림이 모여 탄신제를

거치며 경륜과 지략으로 국정을 안정시켰다.

지내는 방촌 영당은 황희의 7세손, 연천군수를 지낸 황수(1570~1651년)5

높은 관직에 있는 황희가 늘 평탄한 것은 아니었다. 좌의정 시절 사위로

가 살았던 집터이다.

인해 우의정 맹사성과 함께 의금부에 갇히는 일이 생겼다. 첫째 사위는 형
조판서 서선의 외아들 서달이다. 모친을 모시고 나들이를 하는 길에 신창

2 황희의 현손, 황보신의 증손, 소양공.

현(지금의 아산시)의 아전들이 예를 갖추지 않고 지나가자 이를 괘씸하게

3 불천위(나라에 공훈이 있거나 학문이 높은 분을 사당에 영원히 모시는 것이 허락된 신위)를 모신 사당.

여겨 아전을 붙잡아다 심하게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일이 발생했다. 서달

5 황맹헌의 동생 황윤헌의 손주에게 양자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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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황희 영정을 모신 사당, 경기도 기념물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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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매기가 모여드는 정자, 반구정은 원래 앙지대 자리에 있던 것을 1915
년 현재의 자리로 옮겼다. 원곡 김기승의 현판 글씨가 멋스럽다. 남과 북을
이어주는 임진강은 하루에 두 번 조수간만의 차에 따라 바닷물이 거슬러 왔
다가 내려간다. 미수 허목이 쓴 반구정기에는 ‘정자는 파주 서쪽 15리 임진
강 아래에 있고, 조수 때마다 백구가 강 위로 모여들어 들판 모래사장에 가
득하다’고 아름다운 풍광을 묘사했다.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에는 장수황씨 후손 50여 가구가 살고 있다. 장수
황씨가 사목리에 정착하게 된 이유는 선조(1552~1608년) 이후부터다. 선
조가 갑자기 죽자 인목대비를 서궁6에 유폐시키고, 영창대군은 서인으로
강등되어 강화에 유배하는 등 계축옥사7가 일어난다. 인목대비 아버지 김
제남과 세 아들과 사위까지 화를 당하고, 김제남 부인 광주노씨는 제주도
에 위리안치된다. 황간의 어머니는 광주노씨로 김제남 부인과는 고종 사촌

반구정

지간이다. 간은 가족에게 화가 미칠 것을 우려해 이미 돌아가신 부모 유골
을 상주에서 수습하여 방촌 탄생지인 개성 토산 용암으로 피신했다. 다시

문종이 거둥하여 내려다보았다는 어봉에는 ‘李朝 文宗大王駐蹕之地’라 쓴

반구정 근처로 유골을 모시고 와서 은거하던 중, 1623년 인조반정으로 복

비석과 중턱에는 세조 때 영의정에 오른 수신의 묘가 자리하고 있다.

권되어 장수황씨가 사목리에 정착하게 되었다.

조선 시대 국가 운영의 최종 책임은 국왕에게 있지만, 국왕 혼자 국정을

탄현면 금승리 황희 묘역 주차장 앞에는 영정각8과 신·구 신도비를 세운

이끌어 나갈 수는 없는 일이다. 탁월한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잘못된 예

비각이 있다. 계단을 올라가면 부조묘가 자리하고, 동편으로 몇 발짝 가면

법과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재능있는 인재는 신분을 초월해 기용했다. 조

묘역이다. 양씨 부인과 합장묘는 장방형으로 거북등처럼 높게 솟구쳐 올랐

선조 성군이라 일컫는 세종대왕의 치세를 보필하여 태평성대를 이룩한 황

고 뒷부분은 꼬리를 닮았다. 정면은 3단으로 넓게 배치되었으며, 앞부분은

희 정승은 나라의 큰 재목이었다. ‘형벌을 가볍게 하여 실수할지언정 억울

양팔을 벌린 것처럼 ㄷ자 모양 호석을 쌓아 봉분과 연결한 것이 특이하다.

한 죄를 줄 수 없다.’라는 한 마디로 알 수 있듯이, 무고하게 형을 받는 자가

명당자리를 찾아다니는 풍수가들은 ‘영험한 거북이가 임진강을 향해 내려

없도록 노력했으며, 또한 허위자백을 받기 위해 자행한 혹독한 고문을 금지

오는 영구하산형’이라 입을 모은다. 맞은편 산꼭대기를 어봉이라 부른다.

하는 등 백성을 위한 선정을 베풀었다. 1395년부터 56년간의 요직에서 국
정을 이끌면서 나라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87세에

6 본 명칭은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 석어당.
7 1613년(광해 5) 대북파가 영창대군과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하여 일으킨 옥사.

관직 생활을 끝내고, 1452년 2월 8일 한양 석정동(지금의 경운동)에서 90
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8 음력 8월 8일 교하 유림들이 제향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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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삼릉
주소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89

문의

이용 시간 09:00~18:00, 월요일 휴관, 유료

공릉(恭陵)
예종비 장순왕후

문화재청 삼릉관리사무소
(031-945-4208)

/ 사적 제205호

홈페이지 royaltombs.cha.go.kr

공릉은 조선 8대 예종의 첫 번째 왕비 장순왕후(1445
년 1월 16일~1461년 12월 5일) 한 씨의 단릉이다. 조선
최초로 왕세자빈의 신분에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조
정에서도 전례가 없어 묘제의 형식에 설왕설래하다가
조성된 능이다. 장순왕후 한 씨는 본관이 청주이며 상
당부원군 한명회의 셋째 딸로 1445년(세종 27)에 태어
났다. 16세에 예종과 결혼, 17세에 인성대군을 낳다가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왕릉 조성에 해박했던 세조
가 특별히 정성을 들여 조성한 능이기도 하다.
원손 인성대군은 4살에 죽어 현재 서삼릉 왕자·공주
묘지에 안장돼 있다. 성종이 즉위하자 1470년(성종 1)
추존 장순 왕후로 승격돼 공릉으로 바뀐다. 장순은 세
조가 내린 시호이다. 능역에는 홍살문, 판위, 향로, 정자
각, 비각이 배치되어 있다. 홍살문과 정자각 사이에 있
는 향로는 직선축이 아닌 절선축으로 조성되었다. 이는
6·25전쟁 때 훼손돼 원형을 잃고 잘못 조성된 것이다.
능침에는 왕세자비 묘였기에 병풍석과 난간석을 생략
하였고 문인석, 석마, 장명등, 혼유석, 석양과 석호 1쌍

파주삼릉은 조리읍에 있으며 장순왕후 공릉, 공혜왕후 순릉, 진종소황제

이 있다. 망주석을 생략하였고, 봉분을 크게 조성하였

와 효순소황후의 영릉을 말한다. 파주삼릉 이전에는 공·순·영릉이라 했으

다. 이를 두고 나중에 조정에서 너무 크다 의견이 나오

며 파주 사람들은 예부터 공릉이라 불렀다. 파주삼릉은 경관이 뛰어나고

기도 했다.

세조가 잡은 왕릉이라 풍수가 좋은 곳이라고 알려져 있다. 영릉은 정조가
두 차례나 다녀갔으며 조정에서 각별히 돌봐, 조선 시대부터 경기도 3대 우

공릉은 파주삼릉 중에서 대표적인 왕릉이며 조선 왕
가에서도 애정으로 돌봤다고 한다.

시장이었던 공릉 우시장 등이 봉일천 시내에 들어선 이유도 여기에서 유래
된다. 능안말, 능바깥말의 명칭도 파주삼릉에서 비롯됐으며 장릉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돼 파주시민의 사랑을 받는 문화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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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릉(順陵)
성종비 공혜왕후

순릉은 조선 9대 왕 성종의 첫 번째 왕비 공혜왕후

윗사람을 잘 봉양했으며 성종의 후궁들에게도 옷과 노

한 씨의 단릉이다. 파주삼릉 내에 있는 3기의 능 중에

리개를 내리는 등 성정이 온순하고 공손해 순릉(順陵)

서 유일하게 왕릉의 형식으로 조성한 능인데, 공혜왕

이라는 능호를 받게 된다. 능호는 생전에 능의 주인공

후는 왕비의 신분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공혜

성정을 보아 짓는다고 한다. 제향 공간에는 홍살문, 판

왕후 한 씨(1456년 10월 11일~1474년 음력 4월 15일)

위, 향로, 수라간, 수복방, 정자각, 비각이 배치되어 있

는 본관이 청주이며 상당부원군 한명회와 황려 부부인

다. 조선왕릉에서는 드물게 수라간이 복원됐고 수복방

민 씨의 넷째 딸로 1456년(세조 2)에 연화방 사저에서

이 남아 있는 경우다. 능침은 병풍석은 생략하고 난간

태어났다. 예종의 첫 번째 왕비 장순왕후와는 자매지

석만 둘렀고 문·무석인, 석마, 장명등, 혼유석, 망주석,

간이 된다. 장순왕후가 죽었을 때 공혜왕후는 6살 어린

석양과 석호 2쌍씩 배치하였다. 병풍석을 생략한 이유

나이였다.

는 세조가 석실 대신 회곽을 쓰고 병풍석을 쓰지 말라

1467년(세조 13) 12세에 성종과 가례를 올려 천안군

고 명하였기 때문이다.

부인에 봉해졌으며, 1469년에 성종이 왕위에 오르자 왕

왕과 왕비의 신분으로 죽어 조성된 왕릉은 세자나 세

비로 책봉되었다. 성종 사이에서는 소생이 없었고 1474

자빈의 신분으로 죽어 추존된 왕릉과 다른 점은 무석인

년(성종 5)에 창덕궁 구현전에서 19세로 병으로 세상을

이 있다는 점이다. 무석인은 병권을 상징하므로 왕과

떠났다. 성종은 예종이 재위 1년 2개월 만에 20세의 나

왕비의 능에만 쓸 수 있다. 장명등은 공릉의 장명등과

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왕위에 오른다. 성종은 예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어 세부적인 모습은 조금 다르지

종의 형 의경세자의 아들이었고, 예종의 첫째 아들 장순

만 조선 전기 장명등의 전반적인 모습을 잘 드러내 주

왕후의 인성대군은 4살에 죽고 둘째 아들 제안대군은

고 있는 점에서 비슷하다. 순릉 봉분은 조선 초기 양식

너무 어려서 자을산군이었던 성종이 13세에 왕위에 오

이라 순릉이나 웬만한 왕릉보다 크게 조성됐으며 장명

르게 된다. 직위로 따지면 성종의 형 월산대군이 17세

등과 석마, 석양도 크다. 무석인은 머리에 투구를 쓰고

였기에 왕위에 올라야 하나 성정이 더욱 뛰어나다는 이

양손으로는 칼을 잡고 무관의 갑옷을 입고 목을 움츠린

유로 세조의 비 정희왕후가 지목했다.

모습이다. 갑옷의 선은 뚜렷하지만 얼굴은 다소 경색된

따지고 보면 성종은 왕위 순위와 거리가 멀었지만 갑
자기 왕 자리에 올랐던 인물이다. 1475년(성종 5)에 공

표정을 하고 있다. 순릉은 조선 초기 조선왕릉 능제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혜왕후 한 씨가 세상을 떠나자, 성종은 장순왕후의 공
릉이 있는 파주에 능을 조성하였다. 공혜왕후는 생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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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28)에 효장세자묘 왼쪽에 묘를 조성하였다.
진종소황제(1719년 2월 15일~1728년 11월 16일)는
영조와 정빈 이 씨의 아들로 1719년(숙종 45)에 창의궁
에서 태어났다. 1724년에 영조가 왕위에 오르자 경의군
에 봉해졌다가 이듬해인 1725년(영조 1)에 왕세자로 책
봉되었다. 1728년(영조 4)에 창경궁 진수당에서 10세
로 세상을 떠나자 영조는 왕세자에게 효장세자라는 시
호를 내렸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영조 5년 1월 24일에 발인하니
영조는 곡을 하고 집영문까지 나왔다.’라고 한 줄로 간
단히 기술돼 있으나 자식을 잃은 영조의 슬픔을 알 수
있다. 이후 1776년(영조 52)에 영조의 명으로 이복동생
영릉

장조(사도세자)의 아들인 세손(정조)이 양자로 입적이
되자 효장승통세자라 하였고, 1776년에 정조가 왕위에
오르자 진종으로 추존되었다. 그 후 1908년(융희 2)에

영릉(永陵)
진종소황제와 효순소황후

영릉은 추존 진종소황제와 효순소황후 조 씨의 능이

진종소황제로 추존되었다. 효장세자가 죽고 난 후 사도

다. 영릉은 같은 언덕에 왕과 왕비의 봉분을 나란히 조

세자가 왕세자로 책봉되지만 뒤주 속에 갇혀 굶어 죽는

성한 쌍릉의 형식으로 정자각 앞에서 바라보았을 때 왼

비운을 맞는다.

쪽이 진종소황제, 오른쪽이 효순소황후의 능이다. 왕세

1776년에 영조가 세상을 떠나고 정조가 왕위에 오르

자와 왕세자빈의 신분에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검소

자 정조의 양아버지가 되는 효장세자를 진종으로 추존

하게 조성하였다. 영릉이 검소한 이유는 조선 후기로

하면서 능의 이름을 영릉이라 하였다. 제향 공간에는

들어서면서 능의 크기가 작아졌고, 영조의 맏아들이던

홍살문, 판위, 향로, 정자각, 비각이 배치되어 있다. 영

효장세자가 10세의 나이로 병들어 죽자 ‘겉은 박하게 하

릉의 비각은 특이하게 총 2개로 비각 안에는 세 기의 능

고 안은 실하게 하라.’라는 명령으로 조성된 능이기 때

표석이 있다. 1비는 효장세자의 비, 2비는 진종대왕의

문이다. 이후 1751년(영조 27)에 효순소황후가 왕세자

비, 3비는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능을 황제릉

빈(현빈)의 신분으로 세상을 떠나자 이듬해인 1752년

으로 승격해 진종소황제의 비로 총 3개가 세워졌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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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자로 죽어 진종으로 진종소황제로 추존될 때마다
능표석을 새로 세웠다. 능침은 병풍석과 난간석을 생략
하였고 문석인, 석마, 장명등, 혼유석, 망주석, 석양과 석
호 1쌍씩 배치하였다.
영릉의 석물들은 숙종 이후 작아진 능묘와 작아진 석
물인 이유도 있지만 왕세자의 신분으로 죽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왕릉으로 조성된 능보다 작다. 세자나 세자빈
의 신분으로 죽어 조성된 왕릉은 황제까지 추존됐어도
석물은 바꾸지 않는다.
효순소황후 조 씨(1715년 12월 14일~1751년 11월 14
일)는 본관이 풍양이며 풍릉부원군 조문명과 완흥부 부
인 이 씨의 딸로 1715년(숙종 41)에 숭교방 사저에서 태
어났다. 1727년(영조 3)에 왕세자빈으로 책봉되었으나,
1729년(영조 5)에 진종이 세상을 떠나자 14살의 나이로
과부가 된다. 이후 1735년(영조 11)에 현빈에 봉해졌
다. 효순왕후는 1751년(영조 27)에 창경궁 건극당에서
37세로 세상을 떠났다. 영조는 왕세자빈에게 효순이라
는 시호를 내렸고, 세손 정조가 진종의 양자로 입적되
자 효순승통세자빈이라 하였다. 1776년에 정조가 왕위
에 오른 후 효순왕후로 추존되었고, 1908년(융희 2)에
효순소황후로 추존되었다. 왕릉을 정할 때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풍수인데 영릉은 풍수학자들이 세 능 중 가
장 명당이라고 손꼽는 왕릉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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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릉

1635년(인조 13)에 인조의 첫째 왕비 인열왕후 한 씨(1594년 7월 1일~
1635년 12월 9일)가 세상을 떠나자 이듬해인 1636년에 파주 문산읍 운천

주소

파주시 탄현면 장릉로 90

문의

이용 시간 09:00~18:00, 월요일 휴관, 유료

문화재청 장릉관리사무소
(031-945-9242)

/ 사적 제203호

홈페이지 royaltombs.cha.go.kr

리에 능을 조성하였다. 인열왕후의 능으로 운천리가 결정되자 756기에 달
하는 백성의 묘가 이장당했다. 이중 무연고가 667기이고 연고가 89기였는
데 무연고인 묘는 대부분 이장할 비용이 없던 백성들의 묘로 추정된다. 당
시 운천리에서는 정묘호란의 상처가 가시지도 않은 터라 ‘왕비를 묻는데 수
백 무덤이 옮겨야 하느냐.’라는 원망이 하늘을 찔렀다고 한다.
인열왕후는 4경(새벽 2~4시) 무렵 발인해 대궐을 출발했고 상여꾼을 포
함해 6,770명이 장례행렬을 따라갔다. 왕과 왕비의 국장 발인은 한밤중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거창한 장례를 치른 지 1년도 되지 않아 병자호란을 맞
게 된다. 인조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왕이다. 이후 1649년(인조
27)에 인조가 세상을 떠나자 운천리 인열왕후 옆에 쌍릉의 형태로 능을 조
성했다.
장릉에 화재가 자주 일어나고 뱀과 전갈이 능 주위에 생기고, 이는 충렴이
라 해서 풍수에서는 흉당으로 친다. 이러한 연유로 1731년(영조 7)에 82년
만에 현재의 자리로 천장하였다. 조선왕릉은 후세발복이라는 풍수를 신봉
하였고 왕실이 대대손손 안녕하기를 우선으로 치기에, 흉당이라는 판단이
내리면 천장을 한 경우가 많다.

장릉은 탄현면에 있는 인조와 인열왕후의 왕릉으로 파주삼릉과 함께 세

영조는 비용을 아낀다는 이유로 운천리 능에서 석물을 골라 쓰기도 했고

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장릉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왕릉으로 손꼽

새로 조성하기도 했지만, 왕릉 석물은 조선왕릉 중에서 뛰어난 걸작으로 꼽

히며 이후에 조선왕릉 조성에는 장릉 석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힌다. 조선 초기 세조 이후 없어졌던 병풍석을 두르고 있는데 12간지가 새

장릉은 조선 16대 인조와 첫 번째 왕비 인열왕후 한 씨의 능으로 합장릉

겨져 12면이다. 병풍석에는 모란, 연꽃 등의 꽃 모양이 아름답게 새겨져 있

이다. 장릉은 원래 문산 운천리에 있었으나 1731년(영조 7)에 현재의 자리

고 병풍석 밑에 깐 상석인 박석이 깔려 있고 석마와 석양도 사실감이 뛰어

로 천장(왕릉을 옮기는 일)하면서 합장릉으로 조성하였다. 특히 옛 장릉의

나다. 석마의 배에 돌을 파낸 것도 장릉이 처음이며 장릉의 석물은 훗날 정

석물과 천장하면서 다시 세운 석물이 같이 있어 17세기와 18세기의 왕릉

조가 조성한 사도세자의 융릉에도 적용됐다.

석물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귀중한 왕릉 석물 사료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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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장릉이기에 혼유석은 왕과 왕비의 의자 역할을 하는 2개가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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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와

인조(1595년 11월 7일~1649년 5월 8일, 재위 1623

정묘호란,

년 3월 13일~1649년 5월 8일)는 추존 원종과 인헌왕후

병자호란

구 씨의 첫째 아들로 1595년(선조 28)에 임진왜란으로
피란 중에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다.
1607년(선조 40)에 능양도정이 되었으며 이후 능양
군에 봉해졌다. 1623년에 서인 정권과 함께 광해군을
폐위하고 인조반정으로 왕위에 올랐다. 왕위에 오른 후
군제를 정비하여 총융청과 수어청을 새로 만들었다. 그
러나 즉위 초에 반정공신책록에 불만을 품은 이괄이 난
을 일으켰다.
당시 명나라가 쇠퇴하고 청나라가 성장하는 시기지
만 쇠퇴해가는 명을 가까이하고 청을 배척하는 정책으
로 두 차례의 호란이 일어난다. 광해군은 명과 후금(청)
사이에 실리적인 중립 외교를 실시해 나라의 안정을 찾
고 있었으나, 인조는 이를 도외시하고 후금을 오랑캐라
경멸하고 망해가는 명을 상국으로 모시는 잘못된 정책

비교적 온전히 남아 있는 재실에는 제사 음식을 나르던 가마가 있고 제사를

을 폈다. 인조반정을 일으킨 무리는 후금을 반대하는

주관하던 제관이 목욕하던 쇠로 된 목욕통도 있다. 장릉 금천교를 지나면

사대주의자들이었고 인조반정 이후에는 후금을 멀리했

소나무로 둘러싸인 장릉의 풍광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대왕의 풍모가 풍기

기에 전쟁을 피할 수 없었다.

고 왕릉답다는 찬탄이 저절로 나오는 보기 드문 왕릉이다.

결국 1627년(인조 5)에 정묘호란이 일어났고, 1636

홍살문을 지나면 박석이 깔려있고 향로와 어로도 온전히 남아있어 조선

년(인조 14)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남한산성으로 피

후기 왕릉의 모습을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 조선왕릉 중 몇 안 남은 수복방,

난했고 청나라에 항복한다. 정묘호란 때는 인조는 강화

규모가 큰 정자각, 비각이 배치되어 있다. 비각 위쪽에 산신석이 있는데 이

도로 피난을 갔으며 강화조약을 맺고 형제의 나라로 지

산신석 또한 조선왕릉에서는 남아 있는 곳이 드물다. 조선의 왕은 팔도 산

내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인조가 명을 섬기며 후금을

신도 왕 아래 있다는 개념으로 일반에서는 산신제를 먼저 지내지만, 왕릉

멀리하자 병자호란이 일어났고 이른바 삼전도 굴욕이

제례가 끝난 후 산신제를 지낸다.

라 하는 수난을 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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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도 굴욕은 47일간 남한산성에서 버티던 인조가
항복을 하러 나와서 청의 황제에게 무릎을 꿇고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삼배구고두(三拜九叩
頭) 치욕을 말한다. 청의 황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계속되는 삼배고구두에 인조의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
내렸다고 한다. 국제 정세를 모르는 인조의 무능한 정
책은 백성 수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게 했고 나라를 전쟁
의 포화에 피폐하게 만들었다.
인조와
소현세자

인조의 실책은 크게 두 가지로 결정지을 수 있다. 하
나는 기울어져 가는 명에 대한 사대주의 명분으로 광해
군을 내쫓고 반정을 일으켜 두 차례의 호란을 불러온
일이고, 또 하나는 국제 현실을 외면하고 노골적인 반
청 감정으로 소현세자를 독살한 일이다.
병자호란 이후 볼모로 청에 끌려간 소현세자와 세자
빈이 돌아온다. 국제정세에 눈을 뜬 소현세자는 세계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 인조는 청나라에 인정
을 받고 있던 소현세자를 노골적으로 미워했으며 청의
비호 아래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까에 대해 의심했다.
반대로 둘째 왕자였던 효종은 반청 사상으로 청에 복수
할 증오심을 키우고 있었다. 이른바 효종의 북벌 사상
이다. 결국 소현세자는 귀국한지 두 달 만에 의문의 죽
음을 당하고 세자빈 강 씨마저 독살당한다. 인조의 잔
인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소현세자의 아들들을 제
주도로 유배 보내 풍토병으로 죽게 한다.
과연 효종의 북벌은 가능한 일이었을까. 두 차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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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임시로 늘린 누더기 관으로 국장을 치르는 신세
가 됐다.
한 나라의 군주가 어떤 정치를 펴느냐에 따라서 백성
과 나라의 운명을 달라진다는 것을 인조의 실정에서 볼
수 있다. 반정공신들의 눈치를 보느라 힘이 없는 인조
는 왕실의 정통 혈통이 아니고 방계승통이라는 열등감
까지 있어, 이를 위한 명분으로 아버지를 원종이라 추
존하고 어머니를 인헌왕후로 추존해 만등 왕릉이 김포
장릉(章陵)이다. 이마저도 왕릉으로 추존하는데 10여
년이란 세월을 두고 신하들과 줄다리기를 해야 했다.
인조는 1649년(인조 27)에 창덕궁 대조전에서 55세로
세상을 떠났다. 효종이 왕위에 오른 후 묘호를 열조라
하였으나, 고종 때 묘호를 인조라 하였다.
인열왕후는 본관이 청주인 서평부원군 한준겸과 회
산부부인 황 씨의 딸로 1594년(선조 27)에 강원 원주
전쟁을 겪고 난 조선에서는 호랑이로 일어서는 청을 대

내우소에서 태어났다. 1610년(광해군 2)에 능양군과

적할 힘이 없었다. 전쟁이란 무한정 자원이 들어가는

가례를 올려 청성현부인에 봉해졌으며, 1623년에 인조

소모전이다. 군인, 무기, 군량미, 병마 등 지속적인 지

가 반정으로 왕위에 오르자 왕비로 책봉되었다. 인조

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조그만 조선에서 거대한 청을

사이에서 6남 1녀를 낳았으며, 1635년(인조 13)에 창경

칠 군사력이 불가능했다. 효종의 입장에서는 형 소현

궁 여휘당 산실청에서 42세로 세상을 떠났다.

세자를 밀어내고 자신이 왕으로 앉은 명분에는 ‘북벌’
이 필요했다.
효종은 우암 송시열과 독대해 군권까지 내주며 북
벌에 협력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지독한 사대주의자였
던 송시열 역시 북벌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런 와중 효종은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관마저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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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 장군 묘

하였다. 조선조에 5명의 왕비1를 배출한 파평윤씨 문중에는 걸출한 인물
들이 많다.

주소

파주시 광탄면 혜음로 930

문의

이용 시간 상시 개방, 무료 / 사적 제323호

파주시 문화예술과(031-940-5806)

홈페이지 tour.paju.go.kr

파주에는 파평윤씨 유적이 곳곳에 분포되어 있다. 시조 탄생설이 전하는
파평면 청송로에는 용연이 있고, 태사공과 그 후예들이 말 달리며 무예를
익히던 파평산 마루 치마대가 있으며, 윤신달의 현손 윤관 장군이 벼슬에
있을 때 여가를 틈타 시문을 즐기던 별장지 상서대에는 실전된 후손들의 단
을 만들어 놓았다. 정정공 윤번2과 소정공 윤곤3은 사촌지간으로 윤관의 10
대손이다. 파주 당하동과 와동동에 야외박물관이라 불리는 6백여 기에 달
하는 정정공파 종중 묘역과 파주읍 연풍리 명학산에 윤곤과 그의 후손들의
묘역이 자리하고 있다.
윤관은 지금의 파평면 금파리에서 1040년4에 태어났다. 자는 동현, 호는
묵재이며, 아버지는 문정공 집형이고, 어머니는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
손녀이다. 명문의 혈통과 파평산 정기를 이어받아 비범하고 총명했으며,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여 오경5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어머니로부터
밤낮으로 들어온 신라왕조 말로를 알고 있었기에 남달리 역사에 관심이 많
았고,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며 학문과 무예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윤관 장군 묘는 조선 시대 분수원이 있었던 파주 광탄면 분수리에 위치하

윤관은 1073년(문종 27) 진사과에 합격하고, 이어 대과에 급제했다. 왕

고 있다. 홍살문과 거대한 신도비와 사적비를 지나면 넓은 사초지가 펼쳐있

명세자복시에 문과 장원으로 뽑혀 장사랑비서동정이 되었으며, 여러 관직

고, 묘역에는 봉분과 석물이 단을 이루고 있다. 봉분 서편에는 1776년에 세

을 거쳐 숙종 10년에는 참지정사 한림원 판사 태학사가 되었다. 그 무렵 여

운 묘표와 망주석 문인석 한 쌍을 제외한 나머지 석물은 모두 현대에 세워

진족이 북방에서 노략질을 한 지가 오래되었다. 발해가 멸망한 뒤 여진족

진 것이다. 묘역 입구에는 장군의 영정을 모시는 여충사서는 해마다 음력 3

은 그 땅에 들어와 살면서 고려 초기에는 고려를 상국으로 섬기며 귀화하여

월 10일이면 전국의 파평윤씨들이 모여 제향을 올린다.
파평윤씨는 파주를 본관으로 하는 대표적인 성씨이다. 시조 윤신달은

1 세조 비 정희왕후(윤번의 딸), 성종의 1계비, 폐비 윤 씨(윤기견의 딸), 성종의 2계비 정현왕후(윤호의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창건하는 과정에서 태조 왕건을 도와 고려 개

딸), 중종의 1계비 장경왕후(윤여필의 딸), 중종의 2계비 문정왕후(윤지임의 딸).

국공신이 되었고, 그 후예는 고려에서 조선조까지 천여 년 동안 왕실과 혼

3 정현왕후 아버지, 성종의 국구.

인을 맺는 한편, 꾸준한 과거급제로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여 가문이 번창

5 다섯 가지 경서(시경, 서경, 주역, 예기, 춘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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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희왕후 아버지, 세조의 국구.
4 파평윤씨 족보 연람표에는 庚寅 1050년 6월 1일, 巳時로 기록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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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았다. 회유정책으로 평온한 상태를 유지했으나, 차츰 세력이 커져 국토
의 동북과 서북 일대에 퍼져 들어와 자리를 잡고 도리어 고려를 배반하고
침략하기에 이르렀다. 덕종 대에는 류소를 시켜 천리장성을 쌓기도 하고,
문종 대에는 그들을 무찌르기도 했다. 새로 일어난 완전부추장 오아속이
다시 쳐들어왔다. 숙종은 임간 등을 보내어 그들을 섬멸하라 하였고, 다시
추밀원사 윤관을 동북면행영도통을 삼아 여진족 정벌을 시도하였으나, 전
세가 불리하여 화의를 맺고 철군할 수밖에 없었다.
여진족은 날이 갈수록 고려 변방을 침입하여 약탈을 일삼았다. 예종은 윤
관을 행영대원수로 임명하고, 오연총을 부원수로 하여 역사적인 장도에 오
를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다. 군비를 확충하고 별무반을 편성하여 전력을
기울였다. 보직 없는 문무산관과 노복과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동원되었다. 말을 가진 사람은 신기군, 말을 못 가진 자와 과거 안 보는 남
자는 신보군, 승려는 강마군, 또 특과대로 도탕과 경궁, 정노와 발화 등 네
반을 두는 한편 거국적 조직을 만들었다. 역사적인 장도에 오를 만반의 태

흥 고양리 부근을 쳐서 적의 전부를 섬멸시켰다. 이리하여 여진족 촌락을

세를 갖추었다.

불사른 것이 135개 마을이요, 5천에 이르는 적을 베었으며, 1,030명을 사로

윤관은 일찍이 선왕의 밀지를 받들어 북벌에 웅지를 두었기에, 별무반을

잡았다.

창설하고 여진족을 정벌하는 일에 매진했다. 2년 반 동안 맹훈련을 거듭한
날쌔고 용맹스러운 군사들의 위용은 하늘을 찔렀다. 눈보라 휘몰아치는 산
악지대 험한 길을 행군할 때 군마가 얼음판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칡신을 창
안했다. 예종은 1107년 12월 1일, 예종은 평양 위봉루까지 거동하여 살생

알면 재미 100배!
사돈이란 말의 유래 대원수 윤관과 부원수 오연총은 목숨 걸고 싸운 전쟁터에서 지낸
사이라 서로 자식까지 나눠 가졌다. 나이가 들면서 시내를 가운데 둔 두 사람은 종종

권을 맡기는 도끼, 부월을 내리고 출정군을 사열했다. 대명을 받은 윤관은

만나 술잔을 기울이며 회포를 풀었는데, 윤관댁 술이 잘 익어 오연총과 나누고 싶었다.

17만 대군을 이끌고 진격했다. 부대 편성은 별무반을 기본으로 다섯 군으

오연총도 술이 익어 윤관의 집으로 가던 중, 물이 불어 내를 건널 수가 없었다. 서로는

로 나뉘었다. 정주 정평에 이르러 전투를 시작했는데, 적들은 거센 기세에

돌아가기 아쉬워 나무 등거리에 앉아 이편에서 잔을 들고 ‘한 잔 드시오.’ 하면 잔을 들

놀라 도망하고 가축들만 들판에 몰려다녔다. 다시 적들이 함흥 운흥리 부

어 머리를 숙이고, 저편에서 잔을 들고 ‘한 잔 드시오.’를 거듭하여 술을 다 마시고 돌아

근에 이르러 동음성에 들어가 성문을 닫고 숨어버려 특과대의 날랜 부대를

왔다. 이 이야기가 소문이 나면서 ‘나무 등거리에 앉아 머리를 조아리고 술을 나눈다.’
라는 사돈(査頓)이, 지금의 사돈이란 말이 되었다고 한다.

동원하여 성을 깨뜨려 달아나게 하고, 또 좌군과 힘을 합해 석성 지금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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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은 여진을 쳐서 무찌르고 두만강 7백 리 밖, 선춘령에 비를 세워 경계

본래 고구려가 잃었던 땅으로 산천이 수려하고 토지가 기름졌다. 새로 넓

로 삼았다. 1천여 리 강토를 순식간에 점령하여 수백 년 동안 잃었던 땅을

힌 영토에 성을 쌓고 개척하여 남방 백성들을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이주

드디어 찾았다. 윤관의 기쁨이 한량없었고, 승전고를 울리며 승리를 축하

를 시켰다. 함주·영주·웅주·복주·길주·의주·공험진·통태진·평융진 등 총 6

하는 대군의 고함은 천지를 진동했다. 윤관은 전과를 조정에 보고하는 동

만여 호를 이주시키고, 각 성에 방어사를 두어 군사들을 배치했다. 의주·통

시에 장수들을 파견하여 국경을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몽라골령 아래에는

태·평융 등 세 성을 더 쌓아 모두 아홉 성을 쌓았다.

950칸을 쌓아 영주성이라 하고, 화관령 아래 992칸을 쌓아 웅주성이라 이

1108년 4월, 북벌의 임무를 마치고 개경으로 개선했다. 백성들은 오랑캐

름 지었다, 오림금촌에는 774칸을 쌓아 복주성이라 이름 붙이고, 궁한이촌

에게 시달리지 않고 평화롭게 살게 되었다며 열렬히 환영하였고, 예종은 윤

의 670칸 성은 길주성이라 하였다.

관과 오연총의 전공을 기리는 뜻으로 훈호6와 높은 관직을 내렸다. 그런데,
고려군에 밀려 도망갔던 여진이 차츰 마을을 습격해 곡식이나 가축을 약탈
하는 일이 잦았다. 윤관과 오연총은 또다시 웅주성에 쳐들어온 여진족을
소탕하였다. 큰 공을 세운 윤관에게 영평현개국백이란 작위와 식읍 2천5백
호, 식실봉 3백 호를 내렸다. 영평현은 지금의 파주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
들에게 세금을 거두고 용역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네 차례에 걸친 정벌로 여진의 남은 무리가 의지할 곳이 없어 추장이 항
서를 바치고 화친을 청해왔다.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기며 자자손손 조
공을 바치겠다.’라는 조건을 내세워 9성을 돌려달라고 빌었다. 1109년 7월
에 열린 중신 회의에서 구성환부가 결정되어 1년 7개월간 쌓아 올린 아홉
성을 여진에게 돌려주었다. 목숨 걸고 되찾은 우리 영토를 돌려주는 것도
통탄할 일이었으나, 반대파들로부터 패장의 모함을 받고 관직과 공신호 조
차 박탈당하기에 이른다. 윤관의 공훈이나 업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예종의 비호로 다시 관직이 내려졌으나 사의를 표하고 끝내 사양하였다.
구성환부의 한을 품은 윤관은 ‘호국 일념의 뜻을 받들어 끝까지 분투해달
라.’라는 유언을 남겼다. 1111년 5월 8일에 서거하여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에 예장되었다. 호는 당초 문경이었으나 뒤에 수릉(고려 16대 왕, 예종비)

6 훈공이 있는 사람에게 주던 칭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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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태후의 휘호를 피하여 문숙으로 고치게 되었다. 호에서도 알 수 있듯
이 문무를 겸비한 윤관은 고려 조정의 중책을 맡아 북벌의 공을 세워 나라
의 위엄을 드높였다.
목숨 걸고 싸워서 찾은 땅을 아무런 의미 없이 돌려준 것은 땅을 치고 후
회할 일이다. 아홉 성에서 힘을 기른 여진족은 거란을 멸망시키고 만주로
부터 중국 양쯔강에 이르는 대금제국을 건설한다. 따라서 고려는 여진에게
형제 관계를 맺고 굴복하게 되었으며, 고려 말에는 원의 극심한 내정간섭을
받았다. 아홉 성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조선 시대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겪
지도 않았을 것이고, 조선의 왕이 청 태종에게 신하임을 나타내는 쪽빛 군
복을 입고 삼배구고두7를 올리는 굴욕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알면 재미 100배!
파평윤씨와 청송심씨의 산송 사건 2008년까지만 해도 담장 뒤편에는 심지원
(1593~1662년) 묘가 자리하고 있었다. 윤관의 묘가 실전(失傳)되었을 때, 심지원의
아들 익현이 효종의 딸 숙명공주에게 장가들어 그 일대를 사패지로 하사받았고, 자신
도 그 자리에 묻혔다. 심지원이 묘를 쓴지 백 년쯤 지난 무렵, 묘 바로 아래서 후손에 의
해 윤관의 묘비가 발견되면서 산송이 시작되었다.
시대가 다른 두 집안의 산송 분쟁은 무려 300년이나 지속되었다. 그 당시 두 집안
모두 어느 것 하나 기울지 않는 명문 벌족이라 아무리 왕이라 해도 쉽사리 판결을 내리
기가 어려웠다. 영조 1763년 상소문을 검토하고 현지에 사람을 보내 조사케 하였으
나, 결국은 “두 가문은 분란을 그치고 화해하여 선조의 묘를 잘 지켜라.”라는 말 외에
시원한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 두 문중의 오랜 불화 속에 이어진 산송 사건은 2008년
5월, 파평윤씨 문중에서 새로운 묘역 부지를 제공하고 청송심씨의 묘 19기를 이장하
여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7 청나라 시대 황제나 대신을 만났을 때 머리를 조아려 절하던 예법, 인조가 삼전도에서 홍타이지(청나라
2대 황제)에게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땅에 찧어 피를 흘리며 항복의 예를 갖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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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옷 주름이 반복적으로 표현되며 흘러내리는 선이 아래까지 흐릿하게 이어
지고 있다. 좌우로 양팔에서 흘러내린 소맷자락은 아름다운 옷 주름을 만

주소

파주시 광탄면 혜음로 742-28

문의

용암사(031-942-0265)

이용 시간 상시 개방, 무료 / 보물 제93호

들며 허리 아래까지 늘어져 있다. 일부러 조각한 것이 아니라, 바위 속에 있
는 부처의 모습을 드러내 놓은 듯 자연스럽다. 전하는 바로는 연꽃을 든 석
불은 남성, 합장한 석불은 여성을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93호 파주용미리석불입상(坡州龍尾里石佛立像)
으로 지정되었다가, 2010년 8월 25일 현재의 명칭인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
입상(坡州 龍尾里 磨崖二佛立像)으로 변경되었다.

원신궁주설화

마애불에는 조성 연대가 고려 때로 알려진 설화가 전
해 온다. 고려 13대왕 선종(재위 1083~1094년)이 자식
이 없어 셋째 부인 원신궁주를 맞이했는데, 그 역시 후
사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원신궁주 꿈속에 두 도
승이 나타나 말하기를, ‘우리는 장지산 남쪽 기슭에 있
는 바위틈에 사는데 지금 매우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달라.’고 하고는 사라져 버렸다. 꿈에서 깬 원신궁주가
하도 이상하여 다음 날 선종에게 꿈 얘기를 하였다. 그
얘기를 들은 선종이 곧 장지산에 사람을 보내 알아 오게

광탄 용암사 왼쪽 산기슭에는 천연 암벽에 깍아(마애) 몸을 새기고 목과

하였는데, 장지산 아래 큰 바위가 두 개가 나란히 서 있

머리, 갓은 따로 만들어 올려놓은 높이 17.4m, 얼굴 크기 2.4m의 두 구의

다고 하였다. 선종은 즉시 장지산의 큰 바위에다 꿈속

불상이 있다. 왼쪽의 둥근 갓을 쓴 석불은 몸이 우람하고 가슴 앞에 모은 손

에서 보았다는 두 도승을 새기게 하고 절을 짓게 하여

에는 연꽃을 들고 있으며, 오른쪽의 네모난 갓을 쓴 석불은 좌측의 마애불

불공을 드렸는데, 그 해에 왕자 한산후가 탄생하였다.

보다 키는 조금 작고 얼굴은 더 크며 두 손을 합장해 경건한 모습이다.

이 설화를 바탕으로 마애불의 조성 연대를 고려 전기인

옷자락의 흐름은 바위와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 조각가의 탁월함이 돋보

11세기로 추정한다. 이 불상들은 탄생 설화가 있는 점

인다. 연꽃 줄기 아래의 가슴 부분에는 속의 가사를 입을 때 묶은 리본 모양

등을 미루어 볼 때 고려 시대 지방화된 불상 양식을 연

의 띠 매듭이 보인다. 그 아래로 왼쪽 어깨로 쏠려 올라가는 듯한 ‘U’자형

구하는 귀중한 예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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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세조 때
조성설

그러나 조성 연대를 다르게 보는 또 다른 연구가 있다.
1995년에 암벽 면에서 ‘성화 7년’의 명문이 발견됨에 따
라 조선 초기의 작품일 가능성이 새롭게 제시되었다. 불
상을 처음 세울 때 몸체에 새긴 조성명문 2백여 자가 있
었으나 기존에는 판독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최신 과학기술을 이용해 판독한 결과 용미리석불이 세조
의 왕생정토를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것이며, 1471년(성
화 7) 7월에 세조와 그 부인 정희왕후의 미륵부처 용화
회에 참석해 일시에 깨달을 것을 기원한다는 내용으로,
즉 이 용미리불상은 조선의 세조와 그의 부인 정희왕후
를 미륵불의 형상으로 묘사한 부부상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 명문에는 이 용미리 불상을 만들 때 시주한
사람들의 내역 또한 자세히 기록되었는데 세조에 협조
한 함양군(양녕대군의 둘째 아들), 한명회의 셋째 부인
정경부인 이 씨, 세조의 외삼촌 심장기, 당대 왕가와 가
깝던 승려 혜심 등 왕실 인물 약 20여 명이다.
즉 ‘성화 7년’은 1471년(성종 2)에 해당하는데, 명문
에 등장하는 추모 대상인 세조와 세조 비 및 그와 연관
된 인물들의 능묘가 파주에 많이 분포하고 있어서 마애
불을 새롭게 조성할만한 의미가 충분하다는 점이 지적
되었고, 아울러 연꽃을 든 마애불이 쓴 둥근 갓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관모로 사용된 것이기에 이들 마애불
은 조선 초기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제
기되었다.
그 외에 세조 대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근거
들은 다음과 같다. 용미리석불이 있는 파주는 세조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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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왕후 윤 씨의 고향이며, 1459년(세조 5)에 정희왕후
의 고향이라 하여 파주목으로 승격된 곳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 불상의 모습이 고려 시대의 양식을 잇고 있
다는 점이 조선 시대 건립설을 부정한다.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과, 안동 이천동 마애여래입상 등과
같은 예로, 자연 암벽을 이용하여 불상의 몸체를 만들
고, 머리를 따로 만들어 올린 수법은 고려 시대에 나타
용암사 대웅보전

나는 특징이다. 그리고 최근까지 고려 시대의 불상으로
간주된 점 등을 근거로 여전히 고려 전기에 제작된 불상
으로 보는 학자들도 많다. 아직은 공식 정설 상으로 여

탱화와 감로탱화가 조성되었다. 요사채는 1982년 이래

전히 고려 시대의 불상이라 할 수 있고, 탄생 설화가 있

꾸준히 증·개축되었으며 1984년에는 종각을 짓고 범종

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고려 시대 지방화된 불상 양식

을 봉안하였다. 1997년에 화재로 소실되어 재건하였다.

을 연구하는 귀중한 예로 높이 평가된다.
알면 재미 100배!

용암사

용암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의
말사이다. 절의 창건은 분명하지 않지만, 절 뒤에 있는

동자상과 7층 석탑 구전에 의하면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모친이
용암사 쌍미륵 석불에서 득남 발원 기도를 하여, 이승만 대통

용미리 석불입상과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령이 탄생하였다고 전해진다. 1954년 이승만 대통령 재임 시

조성연대가 고려 시대인 11세기여서 이때를 용암사의

에 용암사를 방문하고 참배하며 남북통일과 후손 잇기 기원

창건연대로 잡고 있다. 창건 이후 절의 역사는 거의 전

기념으로 동자상과 7층 석탑을 세웠다. 동자상은 ‘마애이불’

하지 않다가, 근래의 연혁은 1930년대 재창건 되었으
며, 파주의 유지들에 의해 1935년 4월 대웅전 3칸을 재

정면에서 좌측의 미륵불상 오른쪽 어깨 옆에 세웠고, 7층 석
탑은 동자상 뒤편에 세워져 있었다. 4·19 이후 이승만 대통령
이 미국 하와이로 망명하자, 재야 관련 단체들의 문화재를 훼

건하였다. 당시 장단군에 있던 장선환 대사가 주지로

손했다는 비판으로 1997년 철거되었다. 철거되어 종무소 뒤

부임하여 절을 수호하였다. 그 뒤 백정 만월과 혜성 스

쪽에 버려진 듯 두었던 것을, 용암사 왼쪽 지금의 자리에 안치

님이 함께 중창 불사를 시작하였고, 1978년 서호 스님
이 착공한 대웅전불사는 1979년 현정스님에 의해 완성

하였다. 대웅전 앞마당에는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용
암사를 방문했을 때 세운 광명등 ‘구국 통일’ ‘국태민안’ 각 한
기씩 두기가 자리하고 있다.

되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80년에는 대웅전 안에 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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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이용 시간 연중무휴 / 전통사찰 제14호

보광사(031-948-7700)

894년 통일신라의 진성여왕의 왕명에 따라 도선국사
가 국가 비보사찰로 창건한 천년 고찰이다. 고려 시대
였던 1215년(고종 2)에는 원진국사가 중창을 하였고,

홈페이지 www.bokwangsa.net

법민대사가 목조불보살상 5위를 조성하여 대웅보전에
봉안하였다. 1388년(우왕 14)에 무학왕사가 다시 중창
하였다. 그 후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것을 1622년(광해
군 4)에 설미, 덕인 두 스님이 법당과 승당을 복원하고,
도솔암을 창건하였다. 1740년(영조 16)에는 보광사 인
근에 숙종의 후궁으로 영조 임금을 낳은 숙빈 최씨의 묘
인 소령원(昭寧園)의 능침사찰이 되면서 대웅보전과 광
응전을 중수하고 만세루를 창건하였다. 근대에 들어서
는 6·25전쟁 때 별당 등 일부 전각이 소실되어 1957년
에는 수각을 세우고 1973년에 와운 스님이 종각을 건립
하였다. 1981년에는 거대한 호국대불을 세우고, 1994
년에 지장전과 관음전을 새로 지었다.
전각별 소개

┃대웅보전(大雄寶殿)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83호┃ 석가모니불
을 본존으로 모신 본당으로 지금의 건물은 1740년(영
조 16)경 새롭게 중건되었다. 높게 쌓은 석축기단 위에
서향으로 앉은 다포계 양식의 겹처마 팔작지붕이다. 정
면 3칸, 측면 3칸 규모에 기품이 장중한 건물로 마당 건
너 만세루와 마주 보고 있다. 주춧돌에 맞춰 자연스럽
게 깎아 세운 배흘림기둥, 그 위에 안초공을 두어 창방
과 평방머리를 감싸고 있다. 천장은 우물천장으로 중앙
에는 평반자를, 측면에는 빗반자를 두었다. 단청도 비
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퇴색된 단청은 천년 고찰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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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말해 주고 있다. 공포 밖으로 나온 쇠서에는 활짝

┃숭정칠년명동종(崇禎七年銘銅鐘)

경기유형문화재 제158호┃

핀 연꽃과 봉오리를 조각했다. 대웅보전 편액은 영조의

조선 후기, 범종 양식을 갖춘 중형 동 범종으로 전체높

친필로 알려져 있으며, 가로 152cm, 세로 40cm 크기의

이 98.5cm, 지름 63cm의 청록빛 중형 범종이다. 1634

목판에 양각(陽刻)으로 조각하였다.

년(인조 12) 설봉자가 만들었다. 우리나라 종의 특징인
음통이 없는 대신, 2마리의 용이 표현된 용뉴가 있다.

대웅보전은 다른 사찰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외

종신 상단은 견부에 복련을 장식하고 그 아래에 4개의

벽을 가지고 있다. 사찰은 문이 있는 정면을 빼고는 석

사다리꼴 유곽과 4구의 합장 보살입상을 배치했다. 중

회를 바른 회벽이 대부분인데, 보광사 대웅보전은 나무

단에는 세 줄의 띠 장식대가 둘러져 있고, 하단에는 파

로 만든 판벽이 좌우와 뒷면을 감싸고 있다. 열 개의 판

도무늬 용 모습으로 구성된 하대와 띠 장식 사이에 5개

벽에는 불교 회화와 민화풍 그림이 적절히 섞인 벽화가

의 발톱을 가진 용과, ‘有明朝鮮國楊州地高嶺山普光寺

그려져 있다. 극락정토로 건너갈 때 타고 간다는 반야

(유명조선국양주지고령산보광사)’로 시작되는 장문의

용선을 비롯해, 흰옷을 입은 수월관음과 동자가 앉아

양각명이 새겨져 있다. 종각은 1973년에 건립하였고 현

있는 커다란 바위를 세 사람이 지고 가는 모습, 화사한

재는 대웅보전에 보관되어있다.

법당 외벽

연꽃 위에 앉아 있는 불보살들, 부처를 수호하는 신장
과 코끼리가 그려져 있다. 민화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어실각(御室閣) 숙빈 최씨 원찰┃ 대웅보전 오른편 위쪽에

백호도 눈에 띈다. 벽화를 둘러보는 것이 미술관에서

있는 어실각에는 영조의 생모인 숙빈 최 씨(淑嬪崔氏)

그림 전시회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의 신위가 모셔져 있다. 어실각 바로 앞에 영조가 생모
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 심었다는 향나무가 자리
하고 있다.
숙빈 최 씨는 숙종의 왕비였던 인현왕후를 모시던 무
수리로 1689년 인현왕후가 폐비가 되고, 희빈 장 씨가
왕비가 되자, 날마다 인현왕후의 복위를 위해 기도하였
다. 어느 날 숙종의 눈에 띄어 승은을 입고 훗날의 영조
를 낳아 숙원을 거쳐 내명부 정1품인 빈의 지위까지 올
랐다. 아들인 영조가 조선 21대 왕이 되었지만, 왕비의
지위에 오르지 못했다. 영조는 숙빈의 묘호를 육상궁으

보광사 대웅보전

178

179

로, 숙빈 묘를 소령원으로 격상시키고 어머니를 왕비로

액에 ‘염불당중수시시주안부록(念佛堂重修時施主案付

추승하려고 노력했지만 뜻을 이루지는 못하고, 보광사

祿)’이라 적혀있어 ‘염불당’으로 불렸음을 알 수 있고,

를 소령원의 원찰로 삼았다.

1898년(광무 2) 궁궐의 상궁 등이 시주해 중수했다. 만
세루에 걸려 있는 목어는 범종, 법고, 운판과 함께 불교

① 관음전(觀音殿)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관

의식에 사용되는 사물 중 하나로, 머리는 용, 꼬리는 물

음보살을 모시고 있다. 관음전은 대중들에게 가장 친근

고기 모양이다.

한 보살인 관세음보살을 모신 전각으로 대비전, 보타전

⑥ 수구암(守口庵)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불화 삼장탱화가 모셔져 있는

측으로 난 산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나오는 이 암자는

데, 지장 신앙이 천장, 지장, 지지보살의 삼장 신앙으로

‘입을 지킨다.’라는 뜻이다. 귀가 둘이고 입이 하나인 것

발전하는 과정을 탱화로 표출한 작품이다.

은 말을 적게 하고 많이 들으라는 뜻이다. 보광사에서

② 응진전(應眞殿)

팔작지붕에 정면 3칸, 측면 2칸이며 대웅

보광사에 딸린 암자이다. 보광사에서 좌

산꼭대기로 난 산길을 따라 조금 더 올라가야 나온다.
1981년에 조성한 대불로서 ‘호국대불(護

보전처럼 벽은 나무판자로 되어 있다. 예전에는 이 자

⑦ 석불전(石佛殿)

리에 나한전이 있었으나 지금은 응진전으로 바뀌었다.

國大佛)’로도 불리는데, 대웅보전에 모셔져 있는 보살의

안에는 석가삼존상과 나한상 16위가 있고, 불화로는 영

복장(腹藏)에서 출현한 부처님 진신사리 11과 뿐만 아

산회상도와 나한도 4폭이 있다.

니라 5대 주에서 가져온 각종 보석과, 법화경, 아미타경

측면이 각각 1칸이 맞배지붕 건물

및 국태민안 남북통일의 발원문 등이 함께 석불 복장에

로 안에는 산신상과 산신탱화를 봉안하고 있으며 특이

봉안되었다. 12.5m나 되는 웅장한 규모가 보는 이를 압

하게도 아궁이가 있다. 산신각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도할 뿐만 아니라 정교한 조각 솜씨가 돋보인다.

산신신앙이 불교에 흡수되어 나타난 것이다.

⑧ 권선각(설법전)

③ 산신각(山神閣) 정면과

1999년 창건된 권선각은 각종 법회를 진

맞배지붕에 정면 3칸, 측면 2칸 건물로서

행하고 있는 ‘설법전’과 사중찻집 ‘봉향각’이 위치하고

1994년에 지어졌다. 안에는 지장삼존상을 비롯해서 시

있다. 2011년 화재로 소실 후 2013년 4월 중건되어 현

왕상, 판관, 녹사, 인왕상, 동자상 등이 봉안되어 있다.

재의 모습이다.

④ 지장전(地藏殿)

지장전 앞에는 무영탑이 조성되어 있다.
⑤ 만세루(萬歲樓)

1740년 무렵에 창건된 것으로 보이는 만

세루는, 정면 9칸에 승방이 딸려 있으며 본래 누각이었
다. 지금은 만세루라 부르지만 건물 앞에 걸려 있는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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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산성

덕진산성은 연천 호로고루성과 당포성, 은대리성과 함께 임진강 북안에
있는 고구려의 방어선에 속해있다. 또한 한양에서 개성으로 향하는 주요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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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이용 시간 민통선 출입 허가 후 방문, 무료

파주시 문화예술과(031-940-5831)

홈페이지 tour.paju.go.kr

교통로에 위치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군사적인 중요성으로 인하여 조
선 시대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의례적인 제사

/ 사적 제537호

가 덕진산성에서 있었다는 『조선왕조실록』의 문헌 기록으로 보아, 조선 시
대에 국가적인 제사가 이루어진 중요한 공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삼국시
대부터 통일신라, 조선 시대에 이르는 시대별 축성기술의 변화과정을 알 수
있는 역사적, 학술 가치가 뛰어난, 우리나라 성곽 역사의 보고로 평가되고
있다.
덕진산성은 2012년부터 총 6차에 걸쳐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산성은
내성과 외성이 확인되는데, 내성은 크게 3단계 축성법의 변화가 있었고, 외
성은 내성에 덧붙여 쌓은 조선 시대에 축조된 석축 성벽이 확인되었다. 따
라서 덕진산성에서는 크게 총 4단계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1단계

고구려가 신라를 방어하기 위해 임진강 북안에 축조한 것으로 가공되

지 않은 할석을 사용하였고, 성돌 사이사이에 점토를 충진하여 쌓아 올렸다.
2단계

7세기 중후반에 신라가 임진강 유역을 확보하면서 고구려의 초축성

벽에 덧대어 장방형의 할석을 이용하여 바른 층 쌓기로 축조하였다.
3단계 신라가

8세기 후 축조한 것으로, 잘 다듬어진 방형의 성돌을 이용하여

먼저 축조된 성벽을 보강하기 위한 보축성벽으로 재정비한 것이다. 덕진산
성곽은 삼국시대에 들어서면서 축조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축성법이 급

성은 고구려에도 중요한 산성이었지만, 신라도 당나라와 발해의 북쪽 방어

격하게 발전하였다. 성곽의 축조는 전쟁을 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을

를 위해 중간거점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지배하기 위한 거점으로서도 사용되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축성에

4단계 조선

는 많은 노동력이 소모되었기 때문에 국가의 필요에 따라서 성곽의 축조가

쌓은 것으로 기저부에는 큰 할석을 상부에는 작은 할석을 이용하여 허튼 쌓

이루어졌다. 특히 임진강 유역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대치하는 중요한 지

기로 축조하였다.

시대 광해군 때인 1623년 장단부사 이서가 내성에 덧붙여 외성을

역으로 많은 성곽이 축조되었고 이를 둘러싼 쟁탈전이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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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산성의 내성은 최고봉인 해발 65m 봉우리를 중심으로, 산 능선을 따
라 표주박 형태로 구축되어 있다. 외성에는 두 개의 문지(門地)가 남아있

알면 재미 100배!

고, 성위에는 성가퀴로 추정되는 부분이 두 군데나 남아 있다. 외성과 내성

덕진당 이야기 덕진당지(德津堂址)는 내성에서 제일 높은 곳, 동파적벽(東坡赤壁) 위에

사이에는 곡저부가 형성되어 있고, 비교적 낮은 곳에 있는 산성이지만 주변

있던 작은 당우로, 이서 장군과 부인의 애달픈 사연이 깃들어 있다. 이서 장군은 조선

에 높은 산이 없어 멀리까지 내려다보이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성곽에서

광해군 때 장단 부사로 있으면서, 덕진산성을 수축하였고 인조반정에 가담한 인물이다.
이서 장군이 장단 부사로 있을 때, 덕진산성을 쌓는다고 하고, 군졸을 모아 훈련시키다

배를 접안할 수 있는 강변으로 내려가는 길은 완만한 경사로가 형성되어 있

가 인조반정에 합류하였다. 이서가 반정에 가담하여 떠나려고 하자, 눈물이 고인 아내

다. 동쪽으로는 임진강의 유일한 섬인 초평도와 임진나루 일대, 남쪽으로

에게 “부인 염려할 것 없소. 나라를 위해 싸움터에서 죽는 것이 무인의 본분이오. 광해

는 수내나루와 문산읍 장산리 일대가 한눈에 들어와 북진을 막아내고, 남

군의 폭정이 더 지나치게 되면 종묘사직과 백성은 헤어날 길 없는 도탄에 빠질 것이오.

진에 필요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기에 매우 적합한 곳이다.

일이 성공하면 나룻배에 붉은 기를 달고 올 것이고, 실패할 경우에는 흰 기를 달 것이

외성의 길이 약 1.2km, 내성의 길이 약 600m의 성벽이 시대별로 확인되

니 부인은 지체하지 말고 아이들을 데리고 피하시오.”라고 하였다. 이서는 뒤따라 나온
아내를 돌아보지도 않고 말에 올랐다. 그 길로 휘하의 군사 700여 명을 이끌고 임진강

었다. 방어시설인 치(雉)가 세 군데 있고, 직경 15m 깊이 5m의 우물 터 두

덕진나루를 건너 질풍처럼 병사들을 휘몰아 창의문에 도달하여 빗장을 부수고 들어가,

곳과, 장수가 군사를 지휘하던 장대지(將臺址)가 있다. 내성 내부에서는 수

북을 울리며 곧바로 창덕궁에 이르렀다. 대궐에서 광해군을 지키고 있던 호위군은 모

혈 건물지와 초석 건물지, 그리고 집수지 2기와 축대가 남아 있어 삼국시대

두 흩어지고 광해군은 후원문을 통하여 달아났다. 군사들이 침전으로 들어가 횃불을

에서 조선 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이용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집수지
는 통일신라 시대에 초축되어 조선 시대까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2

들고 수색하다가 불이 발에 옮겨붙어 궁전이 불타고 말았다. 광해군은 곧 체포되어 서
인으로 강등된 후 강화로 귀양 보내졌다.
장단에서 남편을 기다리던 이서의 부인은 매일 언덕에 올라가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호 집수지 내부에서는 통일신라 시대 이전의 집수지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학수고대하였다. 이서 장군이 인조반정을 성공적으로 성사시키고 돌아오던 날, 더위에

내성의 성벽 기단부에선 고구려계통 유물 토기편과 통일신라 계통 유물 기

지친 뱃사공이 흰 무명 저고리를 벗어 무심코 붉은 깃발 위에 걸어 놓았다. 부인은 이

와편과 토기편, 그리고 사기편이 다수 발견되었다.

서의 배가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언덕 위로 뛰어 올라가 나룻배를 지

덕진산성은 고구려부터 조선 시대까지 지속적인 축성법의 변화가 한 성

켜보았다. 나룻배가 점점 가까워지자 붉은 기가 아닌 흰 깃발이 보였다. ‘이제 보니 흰
기로구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늘이 버리시다니.’ 부인은 흰 기를 단 배가 들어오는

곽에서 모두 확인되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삼국에서 조선 시대

것을 보고 거사가 실패하여 남편이 죽은 줄 알고, 실신한 걸음으로 강 언덕으로 걸어가

에 이르는 축성법의 변화, 성곽의 재이용과정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몸을 날려 떨어지고 말았다. 아내의 안타까운 죽음에 슬픔에 젖어 지내던 이서는, 아내

덕진산성은 민통선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사전허가를 받아야만 방문
할 수 있다. 또한 도로가 협소하여 버스 등의 대형차는 진입이 불가하다.

가 몸을 던진 언덕에 ‘덕진당’이라는 사당을 지어 영혼을 위로하였다. 임진강 강가에 사
는 어부들은 풍어나 수재를 막기 위해서 덕진당이 있던 자리에서 무사고를 비는 제를
지냈다고 한다.
인조반정에 가담하여 반정을 성공으로 이끈 이서 장군의 선정비가 덕진산성에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이서의 선정비는 다른 곳에 있는 선정비와 비교하여 규모가 큰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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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선생 묘

운데에서 ‘양평군’, ‘호성공신’, ‘허준’이라는 글자를 찾아내었고, 족보의 내용
과 일치하여 허준의 묘역인 것이 밝혀졌다. 소박하게 꾸며진 묘역엔 허준과

주소

파주시 진동면 구암로 205

문의

이용 시간 민통선 출입허가 후 방문, 무료

파주시 문화예술과(031-940-5831)

홈페이지 tour.paju.go.kr

부인 안동김씨 묘가 나란히 있고, 묘 앞에 작은 묘비와 문인석, 상석, 향로
석이 있으며, 허준 묘 위쪽으로 어머니의 묘가 있다. 묘 아래쪽에 ‘허준기념
사업회’에서 세운 ‘보국숭록대부영의정 의성 양평군 허준’이라 쓴 중건비가
세워져 있다.
조선 중기의 명의이며 『동의보감』을 쓴 구암 허준은 선조와 광해군의 어
의를 지낸 의학자이다. 허준의 본관은 양천이며 자는 청원, 호는 구암으로
경상도우수사를 지낸 허곤이 할아버지이고, 아버지는 무관으로 용천부사
를 역임한 허론이다.
허준은 벼슬을 하였던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의해 어려서부터 경전, 역사,
의학에 관한 소양을 충실히 쌓을 수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신분이 정실
이 아니었기에 중인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신분은 의관의 길을
택하는데 작용하였다. 허준이 내의원에 등과한 것은 29세로 늦은 나이였으
나, 그다음 해 어의로 선임을 받을 정도로 총명과 열성이 대단했다.
1569년 내의원 취재에 뽑힌 후, 혜민서 봉사를 거쳐 전의로 발탁되었다.
1575년부터는 선조를 진료하는 의원이 되었고 1578년에는 내의원 첨정에
올랐으며 1587년에는 어의 양예수와 함께 선조를 치료하여 건강이 좋아지
자 호피를 상으로 하사받았다. 또한 광해군의 두창을 고쳐 종2품의 가의대
부에 제수되었다. 그러자 간원들이 나서서 가자를 개정할 것을 청했으나

구암 허준(許浚, 1539~1615년)의 묘는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에 있다. 민

선조는 ‘공로가 있는 자’라고 하며 듣지 않았다. 두창은 당시 난치병에 가까

통선 안에 있던 허준 묘는 그동안 실전되어 찾을 수 없다가, 고문헌 연구가

웠던 질병이었기 때문에 선조는 허준을 신뢰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의 발

이양재 씨 등이 ‘양천허씨 족보’에 기록된 ‘하포리엄동손좌쌍분(下浦里嚴洞

발로 선조가 의주로 피난 갈 때 어의로서 선조 옆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모

巽坐雙墳)’이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군부대의 협조를 얻어 1991년 9월 30일

셨으며, 그 공으로 전쟁이 끝난 후 호종공신 3등에 책록되었다. 1606년에

찾아내었다. 봉분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고, 묘비와 문인석

는 양평군에 제수되고 정1품 품계인 보국숭록대부까지 오르게 되었지만,

향로석 등도 주변에 흩어져 있었다. 두 쪽으로 잘린 묘비의 마모된 비문 가

중인 신분인 의원에게 너무 과도한 벼슬이라는 대간들의 반발로 제수가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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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류되기도 했다. 1608년 선조가 죽자 의주로 귀양 갔다가, 1609년 풀

이 발견되었다. 이 책은 가정상비약인 납약을 올바로

려나 이듬해인 1610년 71세의 나이로 『동의보감』을 완성하였다. 1615년

쓰는 지침을 담고 있다.

(광해군 7) 7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고, 보국숭록대부에 추증되었다.

셋째, 전염병 전문 의서로, 『신찬벽온방』, 『벽역신방』
의 편찬이다. 『신찬벽온방』은 열성 질환인 온역(瘟疫,
오늘날 급성 전염병)에 대한 대책이다. 『벽역신방』은
1613년 국내에서 처음 유행했던 성홍열에 대한 것이다.
넷째, 1581년에 집필한 학습용 의학 교재로, 허준 최
초의 저작인 『찬도방론맥결집성』이다. 이 책은 전의감
의 과거시험 교재로 쓰이고 있던 동일한 책의 오류를 바
로잡은 것이다.
허준은 한국 의학사, 동아시아 의학사, 세계 의학사에
크게 기여했으며 조선 의학사의 독보적인 존재로 동의,
즉 한국 의학의 전통을 세웠다. 특히, 『동의보감』은 당
대 최고의 고급 의학으로서 조선 의학의 통일을 가능케

묘비

허준이 편찬한
의서(醫書)

재실

어의로 재직하면서 내의원의 의학서적 집필을 도맡
았다. 그가 저술한 책으로는 8종이 있으며, 크게 네 부
류로 대별된다.

했고, 언해본 의서는 의학 대중화의 촉진제가 되었다.

『동의보감』
편찬

1596년(선조 29) 임진왜란의 전란 중 선조의 명으로
내의원에서 시작한 『동의보감』 편찬 작업은 허준을 비롯
해 어의 양예수, 이명원, 김응탁, 정예남 등과 민간에서

첫째, 종합 임상의서 『동의보감』이 있다.

명성을 떨치고 있던 유의 정작 등 5인이 공동으로 시작

둘째, 1601년에 집필한 의서로 일상생활에 요긴한 한

했다.

글 번역이 딸린 의서로, 『언해태산집』, 『언해구급방』,

이 책은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 첫째, 병을 고치기에

『언해두창집요』이다. 책은 각각 아이의 해산에 대한 의

앞서 수명을 늘리고 병이 안 걸리도록 하는 방법을 중

학적 지식, 구급 상황에 대한 대처, 소아 전염병인 천연

요하게 여긴다. 둘째, 무수히 많은 처방들의 요점만을

두에 대한 의학적 대응을 실었다. 최근에 연대 미상인

간추린다. 중국에서 수입된 의학책이 매우 많았는데,

『언해납약증치방』이 허준의 저작으로 추정된다는 기록

이 책은 이렇게 말하고 저 책은 저렇게 말하는 등 앞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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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셋째, 국산

료보다 예방에 역점을 두었고 국가 차원에서 공중보건

약을 널리, 쉽게 쓸 수 있도록 약초 이름에 조선 사람이

을 중요시한 두 가지 측면을 높이 평가했다. 『동의보감』

부르는 이름을 한글로 쓴다. 시골에는 약이 부족하기

은 한의학의 백과사전으로서 조선 시대와 근현대 한의

때문에 주변에서 나는 약을 써야 하는데, 그게 어떤 약

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동의보감』은 출간 이후 중

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시골 사람이 부르는 약초 이름

국과 일본에서 동아시아 전통 의학의 핵심을 잘 잡아내

을 쓴 것이다.

어 적절한 표준을 세운 것으로 평가받아 중국에서 30여

이런 원칙에 따라 차례가 겨우 정해졌을 때, 1597년

차례 출간되었고 일본에서도 두 차례 출간되었다. 동양

정유재란의 발발로 의서 편찬이 어려워지자 1년 만에

의학의 경전, 세계적인 의학서적으로서도 역사적 가치

작업이 중단되었다. 이후 1601년 선조는 다시 허준에게

를 인정받고 있다. 1991년 보물 제1085호로 지정되었

명하여 동의보감을 단독으로 편찬토록 하고, 내장방서

고,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허

500권을 내줘 편찬에 고증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시

준 선생 묘는 민통선 지역 내에 있어 사전허가를 받아야

급한 의학 책인 『언해태산집요』, 『언해구급방』, 『언해두

만 관람할 수 있다.

창집요』 등 3종을 우선 지어내라고 명했다.
이 세 책은 그해에 지어서 바쳐졌으나, 『동의보감』 편
찬에는 허준이 공무로 틈을 내지 못하여 1608년이 되도
록 절반도 끝내지 못했다. 1608년 선조가 승하하자 그
책임을 물어 허준은 의주로 유배되었고, 허준은 유배지
에서 의서 편찬에 전념했다. 1609년 말 허준은 귀양에

알면 재미 100배!

서 풀려나 서울로 돌아와 이듬해인 1610년(광해군 2)에
마침내 『동의보감』을 완성한다. 광해군은 허준이 선왕

허준 소설과 드라마에 나오는 스승 유의태*는 실체를 알 수
없는 가상의 인물이다. 한국 인물 사전을 만들 때, 어느 한의

의 유업을 완수했다고 하여 그에게 좋은 말 한 필을 상

사에게 허준에 대해서 써 달라고 하자 허준보다 100년 후의

으로 내렸다. 전란 직후라 출판할 사정이 좋지 않아 인

명의 유이태를 유의태로 기록하였다. 그 후 소설과 드라마에

출본은 3년이 지난 후인 1613년에 내의원의 개주갑인

도 차용되었다.

자 목활자를 사용하여 출판되었다. 『동의보감』은 모두

* 명의 유이태(1652~1715년)는 조선 숙종 때 사람으로, 지

다섯 편으로 내경편, 외형편, 잡병편, 탕액편, 침구편으

금 산청의 ‘동의보감’ 촌과도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 유이태
후손들의 주장이다.

로 나뉜다. 『동의보감』의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는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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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계 기념관

파주시 파주읍 성현로 55

석인 정태진 기념관

파주시 쇠재로 33

우계(1535~1598년)는 16세기 조선조의 대표적인 유학자이다. 그

정태진(1903~1952년) 기념관은 독립운동가이자 한글학자인 정태진

는 문묘에 모셔진 우리나라 18명의 유학자 중 한 사람으로, 기호학파의

선생의 생가이다. 정태진 선생은 민족적으로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에 독

중심인물이다. 그는 부친 성수침을 통해 조광조의 학문을 배워 정몽주,

립운동을 했으며, 조선어학회에서 조선말 큰 사전을 편찬한 한글학자다.

길재로 이어지는 고려 말의 의리학과 조선 초기의 도학을 계승하였으며

1942년 9월에 조선어학회사건으로 함흥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다. 조

1572년 율곡 이이와 성리학에 관한 토론을 하여 이기일발설을 정립하

국이 광복되자 조선어학회를 복구하고 큰 사전 편찬을 다시 시작하였다.

였는데, 이 논쟁은 한국 유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6·25전쟁으로 사전 편찬이 잠시 중단되었으나 1952년 사전 편찬에 전
념하다가 교통사고로 1952년 11월 세상을 떠났다. 한글 발전에 크게
공헌한 선생은 1962년 대한민국 건국 공로 훈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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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 100배!

알면 도움 100배!

역사 인물 전시관

알면 도움 100배!

장준하 추모공원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688

장준하(1918~1975년)는 광복군 출신의 독립운동가이자 『사상계』
를 발행한 언론인이며, 국회의원과 민주화 운동가이다. 1973년부터 유
신헌법 개정을 위한 운동을 벌이다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
며, 형 집행 도중인 1974년 12월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나 1975년 포천
약사봉 등산길에서 의문의 추락사고로 사망하였다. 이후 유족이 2009
년 청구한 재심에서 2013년 법원은 ‘긴급조치 1호가 당초부터 위헌이
자 무효’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원래 묘소는 광탄면에 있었으나 파주시
가 2012년 8월 통일동산으로 이장하고 추모공원을 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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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평화의 길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평화누리길

4코스

평화생태길 걷기

DMZ 평화의 길

파주 구간은 임진각에서 출발하여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철책선을 따라
1.4km를 걸어서 통일대교 입구까지 이동한 다음, 버스에 탑승하여 도라전

출발지

임진각관광지 내 안내센터

문의

출발시간 10:00~14:00, 월·목 휴무, 무료,

파주시 관광사업소(1644-1303)

홈페이지 www.durunubi.kr

망대, 철거 감시초소(GP)까지 이동하는 경로로 총 3시간이 소요된다.

신청자 추첨

코스
임진각 →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도보 이동(1.4km) → 도라전망대(6.5km) →
통문(2.5km) → 철거 감시초소(GP, 1.8km) → 통문(1.8km) → 임진각(7km)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중무장화된 비무장지
대를 평화지대로 바꾸어 나갈 것을 약속하였고, 그해 9월 19일 상호 GP를
시범 철수하기로 하였다. 이중 GP 철거, 유해 발굴 등 긴장 완화 노력이 이

철원과 고성 구간이 철원 평야와 동해안의 자연경관 위주의 구간이라면

뤄지고 있는 파주, 철원, 고성 3개 지역에 평화 안보 체험 길인 DMZ 평화

파주 구간은 자연경관은 물론 분단의 흔적과 통일을 향한 남북한의 노력의

의 길을 조성하였다.

결과물을 한눈에 볼 수 있다.

2019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1주년을 기념하여 고성 구간이 첫 개방되었

도라전망대에 올라서면 정전협정에 의해 DMZ 내 남북한 유일 주민 거주

고 6월 1일 철원 구간, 8월 10일 파주 구간이 개방되었다. 특히 파주 구간은

지인 대성동 마을과 북한의 기정동 마을을 볼 수 있으며 그 건너편으로 판문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철거된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가 있던 자

점도 볼 수 있다. 지금은 멈춰있지만 남북한 교류사업의 상징인 개성공단과

리를 최초로 공개하였다.

경의선 철도도 볼 수 있다. 특히, 개방된 철거 GP 터는 군사분계선과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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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m 거리로 다른 구간보다 가장 가까이서 북한을 바라볼 수 있다.
철거 GP는 6·25전쟁 막바지였던 1952년 3월부터 정전협정이 이루어진
1953년 7월까지 국군 해병 제1연대가 중공군의 대규모 공격(장단·사천강
지구 전투)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지켜낸 곳으로, 1953년부터 2018년 11
월 철수 시까지 65년간 최전선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했던 곳이다.

알면 재미 100배!
철거된 감시초소(GP)는 정전 협정 후 미군 제2사단이 경비 작전 임무를 수행하다가
1971년 3월 제1보병사단에게 경비 작전 임무가 인계되었다. 제1보병사단에 인계되
기 전까지 1951년 연천 고왕산 전투에서 급조 폭발물을 휴대한 채 아군 진진로 돌격
하는 중공군의 공격을 저지하다가 중상을 입은 미군 제3사단 7연대 Noah O. Knight
일병을 기려 ‘나이트(Knight) GP’로 불렸다.
미군은 나이트 일병의 탁월한 용기를 인정하여 명예훈장을 수여하였으며 GP 명칭
에 담긴 의미를 기록하기 위해 자유의 종을 제작하여 GP에 설치하였다. 자유의 종은
철거 GP 터에 전시되어 있다. 참고로 서울 용산에 있는 한미연합군 사령부 주둔지 내
에 있는 연병장 이름도 나이트 일병의 이름을 따서 ‘Knight Field’라고 부르고 있다.

철거 GP

구 장단면사무소

또한, 철거 GP로 이동하면서는 사진으로만 볼 수 있었던 등록문화재 76
호로 지정된 구 장단면사무소도 볼 수 있다. 구 장단면사무소는 6·25전쟁
전까지 장단지역 행정업무를 관할하던 곳으로 건물 곳곳에 총탄 흔적이 그
대로 남아 있는 1층짜리 건물이며, 철원의 노동당사와 함께 6·25전쟁의 아
픈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역사적인 건축물이다.
DMZ 평화의 길은 만 1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
며 주 5일간(월·목요일 휴무), 1일 2회, 1회당 20명씩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한국관광공사 걷기 여행 누리집 ‘두루누비(www.durunubi.kr)’, 행
정안전부 디엠지(DMZ) 통합정보시스템 ‘디엠지기(www.dmz.go.kr)’에서
할 수 있다. 최종 참가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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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변 생태탐방로

임진강의 유일한 섬인 ‘초평도’를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으며 종점부인 율곡
습지공원에서는 유채와 코스모스를 맘껏 볼 수 있다. 참가인원은 하루 150

출발지

임진각관광지 내 안내센터

문의

출발시간 09:30(하절기 08:30), 월~화 휴무,

경기관광공사(070-4238-0114)

홈페이지 pajuecoroad.com

명 이내이고 참가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7일 전에 신청해야 하며 집결 시
간은 오전 09:30(하절기 6~9월 08:30)이고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 한다.

사전예약제 운영

코스 안내(총 거리 9.1km | 소요시간 약 3시간)
임진각 → 통일대교 → 초평도 → 임진나루 → 율곡습지공원

1971년 미군 제2사단으로부터 서부전선의 경비관할권이 한국군으로 환
수되면서 철책이 설치되고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었던 지역에 군 순찰로

유의사항으로, 생태탐방로는 편도코스인데 도착지(율곡습지)에서 출발

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임진강변 생태탐방로가 이렇게 활용되었던 곳

지(임진각)까지 셔틀버스가 운행하지 않으므로 도착지에서 대중교통을 이

으로 2016년 3월 16일부터 일반인에게도 개방되었다.

용하여 임진각관광지 또는 문산역 등으로 이동이 필요하다.

임진강변 생태탐방로는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통일대교, 초평도, 임진나
루를 지나 율곡습지공원까지 이어지는 9.1km의 구간으로 도보로 약 3시간
이 소요된다. 출입 절차와 시간 및 인원의 제한은 있으나 외부에 많이 알려
져 있지 않은 곳이라 탐방객들에게는 신선한 경험이 될 것이다.
생태탐방로에서는 재두루미, 독수리, 쇠기러기 등 겨울 철새가 월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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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누리길
출발지

동패지하차도(심학산)

문의

이용 방법 연중 개방, 무료

파주
경기관광공사(031-956-8306)

동패지하차도를 기점으로 하는 첫째길. 심학산과 출

평화누리길

판도시를 거쳐 인공적으로 조성된 생태습지를 지나면

첫째길

바로 소박한 농촌 마을을 만나게 된다. 문발동·신촌동·

평화누리길 6코스

송촌동 등 정겨운 농촌 길을 지나다 보면 왼쪽으로 한

홈페이지 cafe.daum.net/ggtrail

강하구가 자리한다.
첫째길의 한강하구에는 습지 동·식물의 터전인 산남
습지와 공릉천 하구습지가 있어 생태학습의 장으로 제
격이다. 특히 겨울이면 멸종위기종인 재두루미 등 여러
철새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길을 걷다 그 모습을 눈에
담을 수도 있다. 소박한 농촌 길과 함께 만나는 생태 이
야기, 바로 파주 평화누리길 첫째길의 매력이다.
코스 안내(총 거리 16km | 소요시간 약 4시간 20분)
동패지하차도 → 출판도시(이채사거리) → 송촌대교 →
검단사 입구 → 성동사거리

파주

평화누리길은 2010년 5월 8일 개장되어 접경지역인 김포, 고양, 파주, 연
천 4개 시군을 잇는 대한민국 최북단 걷는 길이다. 평화누리길의 특징은 마
을안길, 논길, 제방길, 해안 철책, 한강 하류, 임진강 등 역사유적이 산재해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 헤이리 예술마을 등 다양

평화누리길

한 볼거리와 문화를 체험해볼 수 있는 코스다. 둘째길

둘째길

기점인 성동사거리를 지나 프로방스로 유명한 성동리

평화누리길 7코스

맛고을 인근을 거쳐, 종점으로 조선 시대 명재상 황희
선생의 유적지인 반구정에 도착한다.
풍경과 더불어 역사·환경적으로 의미가 있는 공간이
다. 탄현면 금승리에 자리한 황희 선생 묘를 비롯해 한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총 12개 코스, 189km의 길로 김포 3코스, 고양 2코스, 파주 4코스, 연천 3

때 임진강 유역에서 가장 번성했던 포구 중 한 곳인 문
산포, 개리 등 멸종위기 조류의 중간기착지인 성동습지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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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문산습지에서 자연이 남긴 생태의 흔적을 즐길 수 있

파주

다. 이국적인 풍경으로 시작해서 생태공간이 이어지는

평화누리길

활동으로 만들어진 내륙 유일의 주상절리, 그리고 그

여유로운 구간, 파주 평화누리길 둘째길이다.

넷째길

위에 만들어진 임진강 적벽산책로다. 옛 선조들은 이곳

평화누리길 9코스

에 형성된 주상절리가 붉거나 자줏빛으로 보인다고 해

넷째길의 매력 포인트 중 하나는 신생대 시기에 화산

코스 안내(총 거리 21km | 소요시간 약 5시간 30분)

서 ‘적벽’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임진강을 벗하

성동사거리 → 프로방스 → 오금교 → 내포리쉼터 → 반구정

며 호젓한 도보여행을 즐길 수 있는 코스로는 그만이
다. 넷째길에서는 무엇보다 진한 역사의 향이 풍겨온
다. 조선 시대 후학을 양성하던 파산서원, 신라와 고구

파주

기점인 반구정에서 종점인 화석정까지는 농촌의 들판

려의 경계로 선덕여왕 때 설치한 칠중성(사적 제437

평화누리길

과 야산이 펼쳐지는 코스로 대자연의 풍광을 마음껏 즐

호), 율곡 이이가 말년에 머물렀던 화석정 등이 저마다

셋째길

길 수 있다. 우리나라 대표 평화관광지인 임진각관광지

옛이야기를 품고 도보 여행객을 반기고 있다.

평화누리길 8코스

와 DMZ 내에서도 생태의 보고로 손꼽히는 초평도를
조망할 수 있는 장산전망대에 들러본다.

코스 안내(총 거리 18km | 소요시간 약 5시간)

임진강 유일의 섬인 초평도는 왜가리·기러기는 물론 희

율곡습지공원 → 파평면사무소 → 장파사거리 →

귀조류인 말똥가리 등도 발견되는 생태학적으로 중요

자장리마을회관 → 황포돛배 → 장남교(원당리)

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 DMZ는 분단국가라는 우리의
슬픈 현실을 환기하기도 하지만 전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천혜의 생태공간을 만
들어냈다. 셋째길은 대자연의 풍광과 함께 분단국가의
현실을 공감하는 길이다.
코스 안내(총 거리 13km | 소요시간 약 3시간 40분)
반구정 → 임진강역 → 장산전망대 → 화석정 → 율곡습지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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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열차(DMZ-train)

(용산역↔도라산역)
경의중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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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생태계라고는 할 수 없다.
특히 중부와 동부 DMZ 일원에는 군사적 목적 또는 자연적인 이유로
산불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산불은 지난 70년간 DMZ가 초지로 유지된
주요한 원인이다. 한편, 서부 DMZ에는 임진강 일원의 습지가 발달하여
주기적인 수위 변동의 영향으로 목본류가 정착하지 못한 탓에 초지가
유지된다. 온대 지역의 자연 초지는 세계적으로 얼마 남지 않아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다.

전쟁이 남긴 DMZ, 생명의 터전이 되다
DMZ는 육지 면적을 기준으로 한반도 전체의 250분의 1에 이르는
DMZ 생태 공간, 우리가 아는 것, 모르는 것
DMZ를 상처받은 땅, 6·25 최대의 격전지 등으로 표현하면서도 생태
에 관해서는 최고의 환경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각종 미디어에서

907㎢(약 274평)의 너른 땅에 펼쳐져 있다. 이 땅의 분단의 상처이자
수많은 슬픈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공간이지만, 다른 생물들에게는 마지
막 피난처로 존재하는 역설적인 공간이다.

소개하듯 DMZ를 가로질러 날아가는 철새들과 벌판을 껑충껑충 뛰어다
니는 노루며 고라니, 절벽 위에 우뚝 서 있는 산양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DMZ를 생물의 보고로 여기곤 한다. 또한 원시의 환경을 간직하고 있다
는 점에서 아마존 같은 울창한 밀림을 떠올리기도 한다. 과연 그럴까?
DMZ는 6·25전쟁 당시 격렬했던 전투가 이어지던 곳이다. 6·25전쟁
에서 사용된 총탄과 포탄의 70%가 DMZ 일대에 떨어졌다. 빼앗고 지키
려는 고지전 속에서 산과 들은 초토화되었고 땅도, 사람도, 숲도, 동물도
함께 상했다. 전쟁이 멈춘 70여 년! 출입이 통제된 시간 동안, DMZ에는
생물의 숨소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분단이 만들어낸 독특한 생태계

DMZ는 원래 인간이 주로 이용하던 지역이었

지만 남북한의 군사적 대립으로 사람의 왕래가 끊기면서 많은 야생 동
식물의 피난처로 변모하였다. 사람이 살던 마을과 논밭은 자연초지 혹
사향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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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숲으로 변했다. 하지만 DMZ가 인간의 간섭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

DMZ 생태 공간

식물

홍월귤, 제비동자꽃, 조름나물, 애기송이풀, 왕제비꽃,
대청부채, 닻꽃, 날개하늘나리, 기생꽃
금개구리, 구렁이, 스라소니, 여우, 삵, 하늘다람쥐, 수달, 산양,
호사비오리, 맹꽁이, 무산쇠족제비, 담비, 솔개, 새호리기,

동물

벌매, 물수리, 긴점박이올빼미, 남생이, 사향노루, 점박이물범,
흰꼬리수리, 흑두루미, 흑고니, 검은머리물떼새, 올빼미,
수리부엉이, 새매, 먹황새, 재두루미, 큰고니, 고니, 검독수리,
붉은배새매, 두루미, 저어새, 독수리, 큰말똥가리

물고기

한둑중개, 버들가지, 묵납자루, 열목어, 아묵장어, 가는돌고기

산양

DMZ에 살고 있는 주요 우리나라 고유종 동식물

식물

DMZ는 동부 산악지대부터 서부 저지대 평

DMZ 일원의 독특한 동식물 분포

야까지 다양한 지형적인 특성과 생태계를 포함하여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고, 다른 지역에 비해 인간의 간섭이 적어 멸종위기 동식물이 많이 살
고 있다. 대표적인 식물로는 멸종위기종인 기생꽃, 날개하늘나리, 닻꽃,

동물

태백기린초, 참물부추, 솜다리, 등대시호, 노랑무늬꽃,
금강초롱꽃, 개느삼, 참배암차즈기, 둥근이질풀
멧토끼, 이끼도롱뇽
둑중개, 참종개, 쉬리, 새코미꾸리, 북방종개, 버들가지, 묵납자루,

물고기

어름치, 왜매치, 동사리, 눈동자개, 몰개, 긴몰개, 금강모치,
배가사리, 미유기, 돌마자, 가는돌고기, 꺽지

대청부채 등과 고유종인 금강초롱꽃, 노랑무늬붓꽃, 솜다리 등이 자라
고 있다. 또한 멸종위기에 있는 금개구리, 열목어, 산양, 스라소니, 담비,
저어새 등과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우리나라 고유의 쉬리, 참종개,

드넓은 습지와 평야가 펼쳐지는 철새들의 보금자리

동사리, 금강모치, 이끼도롱뇽, 멧토끼의 동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지들은 새들이 머물기에도 좋은 환경이다. 본래 DMZ 주변은 두루미, 재

DMZ에 형성된 크고 작은 습

DMZ 일원의 특징 중 하나는 습지생태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두루미, 흑두루미 등의 중요한 이동 경로 및 월동지이다. 겨울 철새들은

다. 동부지역의 계곡 습지와 호수 습지에서 서부지역 저지대의 습지까

러시아 아무르강 유역 및 몽골 지역에서 번식을 하고 겨울철 월동하려

지 다양한 형태의 습지가 넓게 분포한다. 특히 서부 및 중부의 저지대에

한반도를 찾는다. 자연 그대로 보전된 습지생태계는 철새들에게 더 없

발달한 습지는 주로 사람들이 살면서 농사를 짓던 논이 변해 생긴 곳들

이 쉼터가 되어 준다. 철원 평야에 월동하는 두루미류는 전체의 약 80%

이다. 이러한 습지는 농경 활동 이전의 한반도의 강과 하천 유역 생태계

에 이르며, 그 다음으로 많은 수가 연천과 파주에서 월동한다. 1980년

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훼손된 강과 하

대에는 파주의 한강임진강 하구에 2,000여 마리의 재두루미가 월동을

천의 복원 방향을 가리킨다.

하였지만, 개체 수가 급감하여 최근에는 200여 마리가 월동하는 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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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에 살고 있는 주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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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두루미

친다.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두루미류의 개체군 유지를 위하여 생태계

생물권 보전지역 등재가 먼저 이루어졌다. 강원도 고성, 인제, 양구, 화

복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천, 철원과 경기도 연천 전역이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생
물권 보전지역은 우수한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을 대상으로 유네스코에

세계적인 생태·평화지역을 향한 노력

서 선정하는 3대 보호지역(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

DMZ 생태계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높다.

원) 중 하나로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해서

미국 스미소니언연구소, UNDP(유엔국제개발기구) 등이 DMZ 일원의

관리한다는 전제로 이루어진다. 강원도에서는 인제 용늪, 향로봉, 고성

생태계 조사에 직접적인 지원과 협력을 한 바 있고, IUCN(국제자연보존

건봉산, 양구 대암산, 화천 백암산, 철원 천불산 등을 합쳐 ‘강원 생태평

연맹)과 UNEP(유엔환경계획)은 남북한 양측에 DMZ 국제환경 공원화

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연천군에서는 DMZ를 제외한 전역이 ‘연천 임

를 제안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네스코 접경 생물권 보전지역

진강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지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을 위해 꾸
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 DMZ는 전쟁으로 황폐화된 땅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독특한 자
연 생태계로, 다양한 동식물들을 멸종으로부터 지켜주는 보금자리로 거

2001년부터 우리나라는 ‘한반도 비무장지대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듭나고 있다. 작지만 소중한 생명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오고 있다. 다만 북한과 합의가 되지 않아

는 DMZ를 세계적인 생태·평화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

결실을 보진 못하고 있다. 또한 비무장지대 일부를 세계유산이나 람사

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 가치만을 앞세운 개발보다는 DMZ의 생태적·역

르 습지로 지정하자는 제안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사적 의미를 온전히 보전하는 것이 DMZ의 앞날을 가꾸는 바람직한 모

각고의 노력 끝에 최근 DMZ 아래의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유네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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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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