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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효축 

다음에 기록하는 정자는 파주에서 발간된 『파주군지』 『파주군써 『파주시지』 《파주연 

구》 《파주문화》 『경기누정문화』에서 기록한 정자를 정리한 것이다. 이 정자들은 위치, 

건립연대, 건립자 뜯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며, 차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정자영 위치 건랍자 건립시기 출처 내용 

낙환정 조리읍 기묘사화 
조리면 봉일천리에 위치하였다 八餘居士

(樂還후) 봉일천리 
김정국 

이후 
r따주군지j 中권 金표國이 기묘사화 이후 이콧에 정자를 건 

립하고 저술과 후진앙성에 힘썼다고 한다 

문신읍 문산리(현 동락사 자리)에 위치하 

였다고 한다 엎隱 朴聞이 퇴임 후 이곳 

동락정 ;: 口r사」으to ;: 디r사」p→I 
박은 r파주군지」 中권 

배내와 광탄천이 합류하여 흐르는 문선 

(同樂후) 현 동락사 자리 포 위의 따펑산 서맥인 백운산 끝머리로 

송림이 우거진 곳에 정자를 건립하고 여 

생을보냈다 한다 

봉암정 
r장단읍지」에서 기록하기를 현에서 남으 

個岩휴) 
장단 하도단| rm주군지」 中권 로 1 0리인 하도면에 있었다고 하며 펴|허 

가 되었다고 한다 

삼호정 문산읍 내포c리 문산읍 내포리 임진강 변에 위치하였으 

(三湖후) 임진강변 
성염조 r파주문지」 中권 

며, 成;한祖가 은거하였다고 한다 

玄E 자世뚱가 은둔하였던 곳으로서 한 

그루의 소나무 정자가 있었다고 한다 이 
일승A 저。 

광탄어귀 박세채 r파주군지」 中권 
정자가 자리잡은 곳은 끄령산과 장지산에 

(-松휴) 서 흘러내리던 물이 합류되어 굽이쳐 흐 

르는 광탄 어귀로서 경치가 아름답고 한 

적한콧이다 

불환정 장단 상도면의 
r장단읍지」정관조에 현댁 남쪽으로 10리 

(不換享) 낙하(洛河) 
r파주군지j 中권 지점인, 상도먼의 洛河〔~I 있었으며 지금 

은 폐허라는 기록이 보민다 

신지강의 상류에 그 터가 있다고 하는데 

원사정 
신지강상류 인목대비 적성면 구읍리 관골 북서쪽의 임진강 변 

적성면 구읍리 켜OT。T-등「 유며|시 r파주군지」 中권 으로 추정된다 진사 慶有後가 인목대비 
(遠思享)

관글북서잦 (1618년경) 의 유펴|시에 세상을 버리고 이곳에 은거 

했다고 r적싱군읍지」에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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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영 위치 건립자 건립시기 출처 LH웰 

적성면 율포리 율포 앉의 임진강 가에 있 
율포정 적성면 학곡 

조선인조때 r파주군지j 中권 
었다고 한다 인조 대 정승 歸§ 洪瑞鳳

(票浦후) 율포리 홍서봉 이 세우고 이곳에서 시를 옮으며 놀았다 
고전한다 

정원정 
신지강상류 

경기지 신지강 위에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없어 
(淸遠휴) 적성현읍지 졌다 

r적성현지」에 그 이름이 보인다 현의 서 

남쪽으로 2리 지점인 좁짧洞에 있는데 
취옹정 J_어「λd 

r따주군지j 中권 
이콧의 정학폭포 사이에 있는 큰 바위 위 

(解줬휴) 정학돔 에 更民들이 재목을 모아 정자를 지어 
더위를 피하였다고 하며 취옹정이라 하 
였다 지금의 적성면 마지리로 추정된다 

군내면 정자리의 덕진당과 정자포에 인 

침~저0 챔川 
접하였다 챔川 李宗城이 이곳 임진강이 

(沈流후) 
군내면 정자리 

李宗城
r파주군지」 中권 합류하여 덕진산 암벽에 부딪혀 휘돌아 

가는 강언덕에 정자를 건립하고 자주 내 
왕, 은거하였다고 한다 

풍락정 
파주읍내 박태보 

파주시지6권 [대동지지(大東地志)] 
(뿔樂후) 문헌자료집 풍락정(豊樂후) 읍내에 있다 

…사시 중의 하나인 춘(春)으로 내 정자의 
이름을 붙였다 만일 하늘이 복을 주어 

춘정 장단도리산 
r춘정집j 저15권 선생의 정자 곁에 조그만 터를 잡아 집을 

(春후) L口.f죠「즈 
번계랑 사가정기 지어 놓고 날마다 지땅이를 짚고 선생과 

(四佳휴記) 같이 노닐며 변화하는 사시의 경관을 음 
미하면서 여생을 즐긴다면 나의 더없는 
다행이겠다 

사가정은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 

노은 선생(老隱先生)Of 자신의 서재에 스 
스로 붙인 펀액(扁짧)이다 송경(쇄京)의 
남쪽 수십 리쯤에 도라산(都羅山)이 있는 

사가정 장단도라산 노은 
r춘정집」 제5권 데, 그 산 남쪽에 집을 지어 놓고 한가한 

(四佳후) L〕f쪼「 성석인 
사가정기 틈을 타 필마(따馬)로 왕래하면서 평소의 
(四佳투記) 뜻을 물었다 그리고 이 정자의 이름을 

사가정이라고 지었는데, 이는 “사시의 즐 
거운 흥을 사람들과 같이 즐긴다{四時佳 
興與人同]”는 정자(程子)의 말을 취한 것 
이었다,, 

심노숭 
심노숭의 부친 심낙수가 1786년에 파주 

우상정 광탄 분수리 정송심씨 묘역 아래에 교사 
(雨/末후) 

광탄분수리 심낙수 1786년 r孝田散橋」의 
(했舍 시골집)를 짓고 우상정(雨j末후)이 

〈桂織傳〉
라했다 



정자영 위치 건립자 건립시기 

7。T;Ac。f
감악산북쪽 

(柳휴) I 

한벽정 
화석정상류 창녕성씨 17세기 후반 

(寒뿔훈) 

적취정 
따주관아내 

파주 16세기 

(;商쫓루) 
동쪽채(東뼈)의 

목사 중반 
왼편 

만취정 자애포구 임춘 
고려 

(뺏꿇享) (앓;뚱浦口) (林橋)

출처 

우계성흔 
r우계집」 

허왼許種)의 
r기언별집(記言別 

集)」 제15권, 무술 
주행7 1 (찌l'Xfil-行記) 

하곡(倚.fr)의 
《조천기(朝天記)} 

허목{許種)의 
r기언별집(記言別 

集)」 제15권, 무술 
주행기(J:trtfil-行記) 

훌. 혹찌 ‘·혹 j짧 K<< 1ss 

내용 

임진강(臨達江)으로 올 
벽(:5뿔)이 있는데‘ 왕f 
숲이 무성하였다 

가니 비로소 석 

나무가 우거지고 

화석정(花E후)은 01 
(要삼) 01이(李쩍)의 시 
벽정(寒뽕후), 창랑정h 
(成m의 옛 별장이라 

"''성(李文成 율곡 
호)의 별장이요, 한 
浪享)은 다 성씨 
강가 사람들이 

말했다 

낮에 따주관(뼈州館)어 
었는데, 오후에는 e 

|르러서 조금 쉬 

f(上使 박희립(朴 
希立)을 말함)가 따주 
善)과 더불어 적취징 
나와 조여식(趙껴式)을 
쪽 채[東뼈]의 왼편에 

똑사 유종선(柳從 
(;떠쫓휴)에 앉아서 
불렀다 정자는동 
있어 북쪽으로 약 

간 치우쳤고 정자의 
(天使) 오희맹(吳希효) 
획이 옹졸하였다 

조그마한 정지를 지어 
(H똥쫓후)이라 하고, 포 

자OH(앓표)라 하고 그 
(鋼浦)라 했다‘ 그 위에 
터 전해 내려오기를 ; 
樓 예천 임씨(醒果#El: 
현(江左t賢)으로 글을 
별장이라고 했다 

액(扁짧)은 천사 
쓴 것인데, 글자 

놓았는데,만취정 
(浦口)를 물으니 
낯안(北춤)은동포 
어촌이 있어 예부 
러(高麗) 임춘(林 
의 시조,강좌 질 
잘했다)의 강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