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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문화원 원 기

1. 전체 모양은 나라꽃인 무궁화 모형으로 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상징한다.

2. 바깥 원의 꽃잎 5개는 헌신과 창조, 노력, 존중, 협동을 뜻한다.

① 나라와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문화원

② 향토의 새 문화를 창조하는 문화원

③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노력하는 문화원

④ 개성을 존중하는 문화원

⑤ 더불어 손잡고 협동하는 문화원

3. 내부의 원과 5개의 획은 꽃술로 영원한 생명력과 알찬 결실을 상징하고,

5개의 文자가 이어져 사면으로 뻗어나간 형상은 전국의 문화원이 연합회를 중심으로 

결집되어 무궁한 발전을 이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문화비전 선언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 

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 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 

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 

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 

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증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일회적 • 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 • 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을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창립50주년 ■ 발간사

파주문화원 50년은

‘또 다른 문화시대의 개화’를 위한 준비

지나온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완성과 시 

작의 연속선상에서, 반백년동안 파주 지역문화의 중심으로 활동해 온 파주문화원의 

역사를 한 권의 책으로 엮어 정리한 ‘파주문화원 50년사’를 세상에 선보이게 됨을 매 

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파주문화원을 설립해 파주문화의 창달과 발전에 선구자적 노력으 

로 헌신해 주신 문화원의 선배님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담아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 파주문화원이 갖고 있는 가치와 이루어 낸 성과는 모두 문화원 창립의 뜻을 세우 

고, 성심과 노력으로 ‘문향 파주’를 일궈내신 선배제현들의 수고로움 위에 열린 결실 

인 까닭입니다.

아울러 오늘의 파주문화원이 있기까지 문화원을 이끌어주신 역대 원장님들과파주 

문화원 회원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림과 동시에, 문화원 창립 50년이라는 뜻 깊은 이정 

표가 주는 기쁨과 감동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파주문화원은 법률 제 1706호(1965. 7.1) ‘지방문화원조성법’과 동법 시행령 및 대통 

령령 제2335호(1865.12.24.)의 시행공포에 따라 지방문화의 계승발전과 향토문화 창 

달을 위해 1967년 12월12일 빌기회의를 거쳐, 동년 12월19일 금촌복지관에서 창립회 

의를 갖고 발족하였습니다.

이후 파주문화원은 우리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의 모태(母胎)로 전통문화의 전승과 

보존을 중심으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선구적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파주군립도서관 위탁운영 , 파주문화학교 개교,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운영,



파주향토문화연구소 발족, 율곡선생유적지 및 황희선생유적지 위탁운영, 파주문화 

유산해설사회 출범, 경기도교육청 평생학습관 지정, 청소년문화원 설립 등 지역의 문 

화발전에 디딤돌이 된 다양하고 창조적인 문화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로 30회를 맞은 율곡문화제는 파주의 선현이신 율곡선생에 대한 추모와 선양 

의 장（場）인 동시에 문화예술을 매개로한시민들의 어울림의 장으로 시민들의 정체성 

과 연대의 바탕을 이루는 파주의 중심 축제로 사랑을 받아왔으며, 종합민속축제였던 

단오제, 연날리기 등 민속놀이를 테마로 한 임진강민속축제, 농경문화의 멋과 가치를 

전하는 짚풀문화공예품공모전 등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지키려는 구체적인 노력으로 

대부분 이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주문화원의 다양하고 열정적인 활동들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문화원 회원 

님들과 선배제현들의 헌신적인 활동이 그 바탕을 이뤘습니다만, 파주시와 파주교육 

지원청을 중심으로 한 각 기관과 사회단체, 그리고 향교와 서원을 중심으로 한 전통 

문화 단체, 파주예총을 비롯한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와 문화예술인들이 관심과 성원 

으로 참여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파주문화원 50년사 발간을 통 

해 파주문화원의 50년을 함께 해주신 지역의 모든 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 

를 올립니다.

겨울이 종결이 아닌 봄을 준비하는 연속선상에 있듯이 파주문화원의 50년은 또 다 

른 ‘문화시대의 개화’를 위한 준비이며 더 큰 도약을 위한 이정표임을 잊지 않고, 문향 

파주의 고고한 전통을 이어가는데 앞장서는 파주문화원으로 남을 수 있도록, 파주문 

화원의 회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파주문화원 50년사’가파주 지역문화의 성장과 변화의 모습을 담아낸 소 

중한 기록물로 가치 있게 활용되기를 기원하며, 책자 발간에 참여해주신 역대 문화원 

장님과 원로님들, 문화예술계의 대표자님들, 그리고 좋은 글을 담아주신 집필자들, 사 

무국의 직원들 모두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연말연시（年末年始）,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파주문화원장 이용 근





창립 50주년을 축하하며 ■ 축사

파주문화원 50년의 시간여행

서1967년 설립 이래 지역문화의 싹을 틔우고 키워내면서, 전통 
仁 %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한 결 같이 애써 오신 파주

三 J 문화원의 50년사 발간을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

니다.

한 나라의 국력을 말할 때 그 나라가 지닌 문화의 힘이 그 어 

느 때 보다도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요즘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소통하고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 지고 있기에, 문화원의 50년사를 기록한다는 것은 큰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지역 전통과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파주가 낳은 위 

대한 선현들의 삶과 사상을 계승 발전시켜 온 문화원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소중한 기회 

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파주문화원은 그동안 문향의 고장 파주의 정신문화가 지역사회 곳곳에 더 깊 

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문화유산의 가치와 자부심을 높이 

고, 개벽에 가까운 발전을 거듭하는 파주를 지켜보며 시민과 희로애락（喜怒愛樂）을 함 

께 해 주셨습니다.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파주문화원 50년사를 통해 파주 문화의 

성장 과정과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 때론 반성과 성찰을 하며, 희망을 꿈꾸는 소중한 시 

간여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파주의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고, 50년, 100년 

뒤, 문화도시 파주의 미래를 밝혀 줄 지침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파주시장권한대행부시 장 김 준 태



창립 50주년을 축하하며 ■ 축사

전통문화는

새로운 문화창조의 디딤돌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윤후덕 입니다.

『파주문화원 50년史』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파주의 향토문화 진흥과 우리 조상의 숨결이 밴 전통 문 

화 발굴 및 보존에 크게 이바지해 온 파주문화원 역대 원 

장님들과 現 이용근 원장님을 비롯한 파주문화원 관계자 

여 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파주는 자타가 공인하는 학문과 문화의 고장입 니다. 성 

리학을 조선에 토착화한 조선 중기시대 대학자이자 경세 

가이셨던 율곡 이이 선생이 성장한 곳이며, 선생의 학문과 

사상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 그뿐 

만 아니라 파주는 조선의 명재상 방촌 황희 선생과 고려 

말 명 윤관 장군, 조선 명의 허준 선생의 문화유적의 향기 

를 고스란히 품고 있습니다.

파주문화원은 매년 향토사 관련 책자를 발간 및 배부하 

는 일부터 우리 지역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파주 향토문



화와 전통문화를 전승•보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향토유적답사’를 기획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 

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청소년들에게 문화교육을 실시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파주문화원의 이러한 노력들은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파주문화의 창조 

를 가능케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파주의 한 시민으로서 고향에 대한 문화적 자긍심 

을 갖게 해 주시는 파주문화원 관계자 여러분께 뜨거운 존경의 박수를 전하고 싶습니 

다. 앞으로도 파주지역의 전통문화를 보존계승 및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 

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더욱 발전하는 파주문화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다시 한 번『파주 

문화원 50년史』발간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 12월

경기파주갑 국회의원 윤 후 덕



창립 50주년을 축하하며 ■ 축사

다양성 속의 전통문화 보존

안녕하십니까? 경기 파주을 출신 국회의원 박 정입니다.

파주문화원 창립 50주년과『파주문화원 50년史』발간 

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파주문화원 50년사는 문화원 

의 역사와 그간의 노력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이자 파 

주시의 역사와 문화의 과거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소중 

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지난 50년간 문화원을 지켜오신 

전 현직 문화원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국회의원이기에 앞 

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산업화의 시대를 지나 문화가 중심이 되 

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세계화의 흐 

름 속에서 수많은 외래문화들이 유입되었습니다. 외래문 

화의 유입은 한편으로는 문화의 다양성을 강화시키는 역 

할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통문화의 보전이라는 숙제도 

안겨주었습니다.

전통문화는 곧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을 잃은 다 

변화는 발전이 아니라 붕괴입니다. 정체성을 지키면서 새 



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우리의 전통문화가 더욱 발전할 수 있고, 사회가 한 단계 더 성 

숙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 

는 자세를 바로세우는 중심에 파주문화원이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를 보전한다는 소중한 일을 돕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고 있습 

니다. 지난 11월 제가 대표발의한「지방문화원진흥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파주문화원과 같은 지방문화원의 사업에 ‘지역문화 보존을 

위한 자료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 지방 

문화원들의 자료는 전자적으로 관리되고, 반영구적으로 보존될 것입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이 문화원의 발전을 위한 법이라면, 파주의 미래와 비전을 위해 

파주문화원과 함께 노력하고자 만든 법이「파주통일경제특구법」입니다. 제20대 국 

회의 ‘1호’법안인「파주통일경제특구법」에는 산업 •경제적 발전 방안만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문화관광의 발전이 어우러져야 진정한 파주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파주문화원과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방법으로 파주 문화발전을 위한 노력 

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주를 대표하는 인물인 율곡 이이 선생이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자경문（自警 

文）은 ‘먼저 뜻을 크게 세워야 한다.’는 뜻을 가진 ‘선수대기지（先大其志）’라는 구절 

로 시작합니다. 앞으로 파주문화원이 써나갈 역사도 더 큰 뜻으로 아름답게 펼쳐지 

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파주문화원 50년史』발간을 축하드리며, ‘문화파주 지킴이’ 파주문화 

원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이7년 12월

경기파주을 국회의원 박 정



창립 50주년을 축하하며 ■ 축사

파주문화원, 우리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

우리고장의 전통문화 보존 및 계승, 그리고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온 파주문화원의 창립50주년을 축하드리며, 이 
래 ^^^ 와 함께 乃이년 설립 이후의「파주문화원 50년史」를 발간하게 

\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파주문화원 50년史J발간이 전통문화를 지키고 발전 계 

승시켜야 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파주문화원이 앞으로 나아 갈 수 있는 나침판이 

되는 것은 물론 우리 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파주문화원이 우리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의 전통문화를 발 

굴, 보존 및 전승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책자발간과 유적답사활동,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밑거름이 되어 다양한 향토사업들이 이어지고, 우리 시민들에게는 긍 

지와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 의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파주문화원 50년史」발간을 위해 애쓰신 이용근 문화원장을 비롯한 관계 

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며,

파주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파주시의회의장 0| 평 자



창립 50주년을 축하하며 ■ 축사

정신문화의 풍요를 위한 정체성 확립

너서i

향토문화의 창달과 계승발전이라는 소명을 갖고 반세기전 

1967년 12월 19일 설립된 파주문화원이 그동안의 실적과 성 

과를 엮어「파주문화원 50년사」를 펼쳐 낸 것을 진심으로 축 

하드립니다.

파주는 군사분계선을 사이로 파주시의 젖줄인 임진강이 

서쪽으로 흐르다 한강과 만나 서해바다로 들어가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을 뿐 만아니라 고려 •조선조를 거쳐 남북교류의 중요한 나들 목으 

로서 수많은 정치가, 학자. 시인 묵객들이 드나들었던 곳이며 그와 관련된 역사 사건과 

전설, 문화흔적이 곳곳에 산재한 문화유산의 보고지입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파주는 군사분계선과 접한 최전방으로 판문점, 임진각, 통일전망 

대, 자유의 다리 등 우리나라 최대 안보 현장이자 통일을 향한 길목입니다.

파주문화원은 오랜 역사문화의 고장답게 남다른 문화활동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옴은 물론, 우리의 전통문화를 지키고 계승하기 위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는 율곡문 

화제, 통일기원 전통민속놀이, 짚•풀문화 공예품 공모전, 파주 향토사 등을 발굴 추진해 

옴으로서 문화발신지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생활문화 찾기 운동 열풍 등으로 인하여 문화원의 할 일이 더욱 많아지고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주문화원은 시민들이 정신적으로 풍요로울 수 있고, 문 

화 국가 시대를 열어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할 것입니다.

끝으로,「파주문화원 50년사」가 파주의 문화를 정립하는 귀중한 자료집이 되기를 기 

대하며, 발간에 노력을 기울이신 이용근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의 노고 

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12월

한국문화원연합회회장 이 경 동



창립 50주년을 축하하며 ■ 축사

파주문화원 오십년사, 

역경을 극복한 역사의 기록물

파주문화원 50년의 발자취를 집대성한 ＜파주문화원 

50년사＞를 발간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파주 

의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 모으신 이용 

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대부터 남과 북을 잇는 서부교통 중심지의 오랜 역사 

를 바탕으로 지난 50년 동안 파주 지역문화의 실적을 정 

리하여 책으로 발간 한 것은 참으로 뜻 깊고 보람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많은 변화와 역경을 극복해온 역사를 기록하면서 재 

탄생이 되고 기록된 역사는 후세에 교훈이 될 때 참된 가 

치를 지니고 있기에 이번에 발간되는 파주문화원 50년사 

가 새천년을 살아가는 자양분이 되리라 자부합니다.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파주의 문화를 한데 모아 

그 역사를 기록하고, 정체성을 밝히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거룩하고 소중한 작업일 것입니다. 파주문화원의 땀과 노



력이 배어 있는 이 한권의 책이 파주 문화사의 소중한 자료로 널리 활용되어 지역 문 

화발전의 희망찬 미래로 향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파주문화원이 진취적으로 다양한문화사업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볼때, 파 

주문화의 미래가 매우 찬란하게 빛을 발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장으로서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파주문화원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널이 알리고, 기반을 

마련하여 발전의 틀을 정립하는데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이용근 원장님께 심심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파주문화원 5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자료수집과 정리에 노 

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필자 여러분께도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2017년 12월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염 상 덕



창립 50주년을 축하하며 ■ 축휘호

지 광 웅

（제13대 파주문화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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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50주년을 축하하며 ■ 축시

파주 문화원이여, 영원하라

이 동 륜
/ （향토문화연구소 자문위원）

파주는 문향文鄕의 고장 살기 좋고 인심 좋은

선현의 높은 얼이 살아서 숨 쉬는 곳 '

사람과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져 사는 곳

봉서산 정기 받아 산들은 푸르르고

임진강 맑은 물은 들마다 기름지니 ’•

눈부신 햇살은 가득 마을마다 가멸하네

율곡선생 황희정승 윤관장군 사시던 곳 . '

이름 없는 민초들도 땀과 눈물 발자취들

이 땅의 눈부신 역사 문화를 꽃 피웠네 ' -

스

문화는 시민의 행복 더불어 사는 행복

땀 흘려 일을 하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2
대대로 빛나는 유산 후손에게 물려 주리 \

» 너
브 *- *

앞으로 반백년을 그보다 더 몇 천 년을 *

문화원은 서민의 요람 그 안에서 보람 찾는

영원한 통일 한국의 파주문화원 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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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사진으로 보는 

나주문화원 50년

1절.사진으로보는파주문화원 I

2절. 옛 문서로 보는 파주문화원 j 
I



1967년 12월 19일 사단법인 파주문화원 창립총회（금촌복지관）

1970년대 가족 계획 계몽 시범 캠페인

22



사진으로 보는 파주문화원 1967~1980년

파주문화원 건물

1969년 12월 10일 신축 19기년 12월 31일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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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시국강연회

우
시국 강연회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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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제1회 파주군 예술제

1976년 제1회 파주군 예술제

24



사진으로 보는 파주문화원 1967이980년

1976년제1화파주군 예술제

1977년 제2회 파주군 예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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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제3회 파주군 예술제

1979년 제4회 파주군 예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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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파주문화원 1967~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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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제5회 파주군예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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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문화의 날 축제 경연대회 행사전경

제 2 회서예시화긍예言저시장
>1간 八9 오수* 八） «25丄/0= 之 J山心！ 
수최 과수 분 화윈

1984년 제2회 서예시화공예품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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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파주문화원 1980~1989년

i져7회파수 군문화 상시 상식＜츠

1984년제1회 파주군문화상시상식

... 수 — ■ _______ » 三 그 P 자貴返《내MT _

저I 1 외경로 S 친 웅변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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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제1회 경로효친 웅변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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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5三 12 썰 10 월

차 문화이성지도자읠래회의 잋교녀
주최고f주문화여성회 후원:과주문화원

1985년 제4회 문화여성지도자 월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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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파주문화원 1980~1989년

1986년 경로효친선양 위안 민속대공연

1986년제18차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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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회 iO주군 노래경창대회
즈튼三j뜨 주a m주ggj는0＜단 흐g •；--；,己 '

it 3써

1986년 제1회 파주군 노래경창대회

1987년 제1회 율곡제 기념식



사진으로 보는 파주문화원 1980~1989년

1987년 제1회 율곡제 유가행렬

1987년 제1회 율곡제 율곡사상강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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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제1회 율곡제 파주군민노래자랑

1988년 제2회 율곡문화제 휘호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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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파주문화원 1980시989년

파주 항도문 화연구회창립총회
1985 4.2.

1989년 향토문화연구회 창립총회

1989년 향토문화연구회 창립총회 현판기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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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경로효친 위안강좌

1990년 단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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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파주문화원 1990~1999년

1990년 제3회 율곡문화제 국궁대회

c己） lu주 （조 oi 물） 다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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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히 « 국둔 화 제5=* ^三흐 C그I ｛든!!크
주최:파주운화» 주관:파주문화예슐단처총연합회 후원:파주군

1992년 제5회 율곡문화제 문학의 향연

1991년제23차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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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파주문화원 1990~1999년

1992년 제8회 경로효친 웅변대회

1992년 전통 예절 및 경로 위안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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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문화원 현판

1994년 방촌황희선생학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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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파주문화원 1990~1999년

1994년 제6회 서예대전 전시

_끄..  ——~—-—丁후

■전통예절 및 내고장 사랑 강좌 n
94.12.19 파주몬화원-丄n

1994년 전통 예절 및 내고장사랑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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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미술의 해 기념 미술실기대회

1995년제27차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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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파주문화원 1990~1999년

1995년 제8회 율곡문화제 사물놀이

1996년 제12회 경로효친사상 선양 웅변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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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제1기 파주 문화센터

1996년 제9회 율곡문화제 작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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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파주문화원 1990~1999년

1996년 제9회 율곡문화제

1996년 제9회 율곡문화제 국궁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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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제10회 율곡문화제 중국경극단 초청 행사

1997년 제10회 율곡문화제 기념식 행사사물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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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파주문화원 1990~1999년

1997년 제10회 율곡문화제 기념식 행사

1997년 제10회 율곡문화제 율곡 선생 추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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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문화원장 이취임식

1997년제29차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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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파주문화원 1990~1999년

1997년 제1회 전통민속놀이

1998년 제2흐I 전통민속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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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최 율곡문화제
■》시 i • - • • 추 최 과주시 파추몬화원

차 소 -. .'‘ . • 주 관 EV ：.치 ‘8국꾼춰추신뷔W；

t 容 忍 圈

1998년 제11회 율곡문화제 기념식

1998년 제11회 율곡문화제 그림그리기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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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보는파주문화원 1990시999년

1998년 제11회 율곡문화제 율곡선생 추향제

파주 문퐈눤
8 충2할굴시상미제1411 경로2진사상 신앙 웅30

일스 三:f . 장소:파주시민회관소공연장

1998년 제14회 경로효친 사상 선양웅변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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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제11회 율곡문화제 제2회 전국율곡서예대전

1999년제12회율곡문화제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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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파주문화원 1990~1999년

1999년 제12회 율곡문화제 제3회 전국율곡서예대전 전시장 전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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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제12회 율곡문화제 문학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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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문화원장 이취임식

2000년 제13회 율곡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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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파주문화원 2000~2009년

|F 제 그으호I 서 ！% 으I 나—nrra—꿰뿌
브 트 = t크 =1
11년 5월 29일（화） 오전 10시 장소:파주시 여성회관대강당 - 파 주 문 화 운

20이년 제29회 성년의 날 기념식

쳬
。ES ’va 깨고소이 "¥**0=%*

제6회 문학세미나 겸 문예작품공모시상식
입시.2001.6.9（오）호후3치 향초:시하히아소증언장 루치:가주에층 주란:파주운법 후윙:파주시

W'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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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이년 청소년문화의 집 개관식

I 弗1파쮼화윈문화헉호수료식
i， 후9：1주8헉889학 a
k ««：2001.12.21 오후2震 8소:iiaas 인«칭

새천번 
흥인열일융 위한 
만속춨제 하마당

임잔강 통일 연 0K) 
날른1기 축제斗 서 1111員»＞心丄＜보1；0巾 ‘ubw KiiF I

2001년 제1회 임진강통일연날리기축제20이년 제1회 문화학교 개강 및 수료식

56



사진으로 보는 파주문화원 2000~2009년

2001년 제14회 율곡문화제

2002년 향토문화체험반 궁시박물관 견학

57



（上）2002년 세계평화축제 / （下）예총송년의 밤 （上）두루뫼박물관 / （下）문화학교 유적답사

2002년 파주서예동우회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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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파주문화원 2000~2009년

2002년 제15회 율곡문화제

2002년 짚풀공모전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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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장단콩축제 2002년 임진강민속축제 - 연날리기

2002년 용미리진대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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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파주문화원 2000~2009년

2002년 탄현초 복구놀이 2002년 문화학교 수료식

2002년 오죽헌 & 도산서당에서（선진문화유적지 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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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율곡문화제 기념 김남조 시인 초청강연회

2003년 한국민속예술축제 - 금산리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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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파주문화원 2000~2009년

2003년 정기총회 2003년 문화학교 수료식

2003년 제16회 율곡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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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청소년문화의집 / 청소년 병영생활 체험캠프

2003년 임진강민속축제- 민속연만들기교실 & 연날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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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파주문화원 2000~2009년

2003년 월롱산성 현장설명회 2003년 황희선생 영묘제

2003년 문화학교 용주서원 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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技 州 文 化 院

寄 增 書

2003년 중국 심양 짚풀전시

2003年 7月 >/a

•««t« ‘條,』

2003년 짚풀전시 및 기증서 교환

2003년 문화예술절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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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파주문화원 2000~2009년

2003년 월계단 제향

(上) 2003년 서산마애불 답사 / (T) 선진유적지순례 2003년 헤이리 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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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중국심양 한중민간문화교류

2004년 문화학교 개강 및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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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파주문화원 2000~2009년

2004년 청소년 가을문화기행 2004년 제17회 율곡문화제

2004년 청소년문화유적지순례-삼광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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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문화가족 • 임원 유적답사 / 문화학교 유적답사

2004년 짚풀전시 2004년 임진강통일연날리기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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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파주문화원 2000~2009년

2004년 파주문화원 임원 단체사진

2005년 경기민속예술제 2005년 제18회 율곡문화제

71



I회 SB ■ ttl 健

2005년 문화학교 답사 & 유적지순례

2005년 학술교류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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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시■

사진으로 보는 파주문화원 2000~2009년

2005년 문화학교 개강 및 수료식 및 작품전시

2005년 선진문화유적지 순례（부석사, 청평人h 문경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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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해넘이축제, 짚풀전시, 임진강 민속축제

2005년 기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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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파주문화원 2000~2009년

2006년 제19회 율곡문화제

2006년 경기민속축제 교하 두레풍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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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임진강 민속축제 & 짚풀전시 및 체험

2006년 해넘이축제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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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파주문화원 2000~2009년

2006년 청소년문화유적지 순례 2006년 문화학교 유적답사

2006년 문화유산해설사수료식 2006년 문화학교 개강식 및 수료식

77



2006년 향교에서 예절교육 2006년 임직원 유적지 순례

2006년 파주개성인삼축제 고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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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파주문화원 2000~2009년

2007년 제20회 율곡문화제

2007년 기로연 2007년 민속예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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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해넘이행사 소원풍선 날리기 2007년 문화학교 강좌 및 유적답사

2007년 임진강민속축제 - 연날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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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파주문화원 2000~2009년

2007년 문화가족 선진유적지순례 2007년 청소년유적지순례

2007년 짚풀전시회 2007년 개성인삼축제 고유제

81



2008년 파주문화원 - 종로문화원 자매결연 2008년 제21회 율곡문화제 학술대회, 율곡서예대전

82



사진으로 보는 파주문화원 2000~2009년

2008년 제21회 율곡문화제

2008년 임진강민속축제 - 연날리기 & 짚풀공모전 작품경매

83



2008년 문화학교

하주문화원 10대-11 대 원장 이•취임식
일시:2008년 3월 13일 오전11 시 장소:파주교육문화회관

2008년 문화원장이취임식 -10대, 1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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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파주문화원 2000-2009^3

2008년 청소년유적지순례 & 향토문화체험2008년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2008년 해넘이축제 전통등전시회 & 소원풍선 날리기

85



2008년 임진강민속축제 - 연날리기, 줄타기, 짚풀전시회

2009년 신사임당 추모 헌다례 （5만원권 발행 기념）

86



:• 스丁.

사진으로 보는 파주문화원 2000~2009년

望 
拜 
'
齊

2009년 종로문화원 자매결연-창덕궁 관람, 종로문화원 파주 방문, 자매결연문화원 간담회

2009년 제22회 율곡문화제 개막식 및 서예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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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청소년유적답사 & 용주서원 전통문화학교 2009년 문화가족 선진유적지답사

2009년 청소년예절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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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파주문화원 2000~2009년

2009년 경기도민속예술제

jg*자나 : <,

BB
1
•
三

2009년 파주시지 발간 2009년 해넘이축제

2009년 뛰뛰빵빵 주말버스학교 2009년 문화학교 수료작품전

89



2010년 어린이 역사지리 탐구교실 & 향토유적답사 2010년 군장병투어 & 청소년 문화재 섬김

2010년 짚풀공모전 전시

90



사진으로 보는 파주문화원 2010~2017년

2010년 문화학교 작품발표회 & 정기총회

2010년 신사임당추모제 2010년 월롱 작은도서관 도서 기증

91



2010년 율곡이이함 자매결연식

2010년 선진유적지답사

92



사진으로 보는 파주문화원 2010~2017년

2이0년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93



2011년 군장병투어 &17| 역사문화대학답사 2011년 주말버스학교 & 문화학교 테마답사

2011년 서원으로 떠나는 가족소풍

94



사진으로 보는 파주문화원 2010~2이7년

2011년 제24회 율곡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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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평생학습축제 2011년 파주문화연구소 임진강답사

2011년 경기도민속예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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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파주문화원 2이0~2여7년

2011년 창립44주년 기념식2011년 짚풀공모전-전시

2012년 찾아가는 문화강좌 - 헤이리소리 배우기, 할머니가 들려주는 파주이야기

2이2년 어르신문화학교 개강식

97



2012년 제25회 율곡문화제

2012년 문화재지킴이（율곡선생 묘역 청결활동） 2이2년 청소년 유적지순례-삼광중

2012년 파주문화원장 이취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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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파주문화원 2이0~2017년

2012년 선진문화유적지 순례 - 용인

2이2년 짚풀공모전 개막식 & 롯데백화점 전시

2012년 2기 역사문화대학 답사 2012년 문화학교 - 단소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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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2012년 군장병투어

2013년 율곡향연 - 율곡선생유적지 국가사적 지정기념

100



사진으로 보는 파주문화원 2010~2017년

2013년 제26회 율곡문화제

2013년 향토문화체험답사

101



2013년 문화학교 어르신사물놀이 & 우쿨렐레

2013년 문화학교-난타사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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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파주문화원 2이0~2이7년

2013년 군장병투어 2013년 주말버스학교

2014년 제27회 율곡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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州鄕校 傳統文化 書老宴 行事 心6

2014년 교하향교 기로연 2014년 파주향교 기로연

2이4년 동현단 2014년 월계단

»싱상*새가-신으사 •워 ji(3hs». mil}-혹아탁쥬현
☆■丁%三三....?

2014년 문화가족 역사유적지순례



사진으로 보는 파주문화원 2010~2여7년

2014년 주말버스학교 （교하향교）

2014년 대보름 연날리기

2014년 창립기념식

105



2이5년 문화가있는날 교하도서관2015년 정기총회

2015년 율곡 ■사임당 동상 이전 제막식 &이전 고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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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파주문화원 2010~2017년

2015년 옛날학교로유학가자

2015년 문화가족 유적지순례 2015년 문화원 임원답사（김포 함상공원）

107



2015년 짚술공예품 공모전

2015년 경기도민속예술제 참가 교하기세울농악

2015년 제28회 율곡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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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1^丄사진으로 보는 파주문화원 2이 (H2017년

2015년 창립기념식 & 문화학교 수료식

2015년 내고장 바로알기 - 강사파견사업 2015년 메르스종식기념음악회 '기쁜우리'

2015년 전통문화체험학교

109



2016년 파주문화원장 이취임식2016년 정기총회

2이6년 짚풀공모전

2016년 문화원 임원단합 파주시티투어

110



사진으로 보는 파주문화원 2010~2017년

2이6년 문화학교 （문인화, 어린이서예, 유화, 전통무용）

2016년 제29회 율곡문화제 & 학술회의

111



2016년 여충사제향2016년 파주향교 춘기 석전대제

2이6년 순릉제향 2이6년 경기북부권 향토생활문화유물전

2016년 제1회 방촌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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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파주문화원 2010~2이7년

2016년 제1회 방촌문화제

2016년 서원나들이 2016년 전통문화체험학교

2016년 테마파주여행 2016년 대보름 연날리기 공연

113



2017년 짚풀공모전

2017년 테마답사 교하고인돌 2이7년 테마답사 뗀석기 만들기

2이7년 경기도민속예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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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파주문화원 2010~2017년

2017년 제2회 방촌문화제

2017년 테마파주여행 2017년 청소년 율곡 문화체험

115



2017년 삼현의 발자취를 찾아서

2017년 삼현수간 세 벗의 학문적 교류를 찾아 떠나는 문화탐방

2017년 문화학교서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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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파주문화원 2010~2017년

2017년 제30회 율곡문화제

2017년 어르신사물놀이 찾아가는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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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문서로 보는 파주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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決 1969 파주문화원원사 증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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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문서로 보는 파주문화원

快 1968년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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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 1971 운영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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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문서로 보는 파주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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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1967-1988 역대원장명부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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決 1968~1978년 임원및 회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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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와 오늘

2 절. 파주문화원의 연혁（표）

3 절. 파주문화원의 태동과 발전

4 절. 파주문화원의 조직현황



제1 절
한눈에 보는 파주문화원 50년

1967-1971
잉태기

창립총회 (초대원장 김창복, 67.12.19)

문화공보부 사단법인 인가(68.01.25)

- 금촌 복지관(파주 군민회관, 69.04.01)

- 독립원사 1층 완공(69.12.10)

- 독립원사 2, 3층 준공(140평, 71.12.31)

1972-1991
준비기

군립도서관 위탁관리(75.06.20) 

이사 7명, 감사 2명 선임 (85.02.24) 

제1회 율곡 문화제 (87.10.01)

제1회 술이홀 단오제 (90.05.27)

- 독립 문화원사 시대

- 문화원사 매각(91년)

- 군민회관 신축

2000-2011
! 안정기

이사 16명, 감사 2명 선임(00.03.22)

제1회 통일 연날리기 축제(01.02.11)

파주청소년문화의 집 위탁관리 (01.03.01)

향토문화연구소 창립 (03.03.26)

이사 27명, 김'사 2명 선임 (04.03.22)

- 군민(시민)회관 시대

황희 유적지 위탁관리(04.07.05)

금촌 청소년문화의집 위탁관리(05.11.15)

문산 청소년문화의집 위탁관리(07.03.01)

문산 청소년문화의집 위탁해지(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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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999
시련기

문체부장관 인가(94.08.29)

자운서원 위탁관리 (99.01.01)

사무실 이전

- 금촌 산 57-4(삼정빌딩, 91.11.29)

- 금촌 777-12(교육문화회관, 92.07.10)

- 군민회관 입주(94.10.18)

2012-2017
현재

파주청소년문화원 단체 등록(15.07.09)

제1회 방촌 황희 문화제 (16.10.29)

문산 청소년문화의집 위탁관리(17.01.01)

사무실 이전

- 파주스타디움(12.01.27)

- 운정행복센터(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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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파주문화원 연혁（표）

본 문화원은 법률 제1706호（1965. 7.1） 지방문화원조성법과 동법 시행령 및 대통령령 제2335호（1965.12.24） 

의 시행 공포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계승발전과 향토문화 창달을 위해 1967년12월14일 파주군수 남상집을 비롯 

한 이달형, 김창복, 박태선, 이서구, 이재설, 민병조, 우정록, 한철희, 송영민등이 발기회의를 거쳐 금촌복지관에 

서 동년 12월 19일 창립총회를 갖고 발족하게 되었음.

1967 12.19. 창립총회 개최 （금촌복지관）

원장 김창복 부원장 백태선 선임

1.19. 총무 송영민 임명

1 1.25. 공보부장관으로부터 파주문화원을 사단 법인 정식인가

1968 2. 25. 사단법인 파주문화원 이사 등기

8.10. 원장김창복사임

8.11. 임시총회에서 제2대원장 이재설 선임

3.1. 원장 이재설 사망

3.14. 제1차 정기총회 개최 제3대원장 김주일 선임

1969 4.1. 파주군에서 금촌복지관 무상 임대운영

12.10.

파주문화원 청사 신축 （1,2,3층）

문화공보부로부터 지원금 2,900,000원을 이달형 주선으로 교부

1,2,3층 설계공사중 연건평 47평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제1차공사

1층 완공

1 3.10. 원장 김주일 사임

1970
1 3.14.

1 7.30.

제2차 정기총회 개최 제4대원장 박광위 선임 부원장 우상명 선임

사무국장（직제변경） 송영민 사임

1 9.15. 문화원사제2차공사 착공

1 3.1. 사무국장 이기현 임명

1971
1 4.4. 제3차 정기총회 개최

12.31. 문화원사 2, 3층 공사 완공

세멘콘크리트, 스라브즙 연건평 1,2,3층 139.69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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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문화원 연혁

1972 3.18. 제4차 정기총회 개최

원장 박광위 재선 부원장 조학제 선임

1.15. 제5차정기총회개최

1973
1 10.1. 사무국장 이기현사임

10.5. 총무 정종진 임명

11.20. 원장 박광위사망

1.28. 제6차 정기총회 개최 제6대원장 최병덕선임 부원장 우세제 선임

6.1. 사무국장 손기화 임명

1974 8. 31. 사무국장 손기화 사임

10.13. 총무 정종진 사망

10.22. 사무국장 이홍림 임명

1 10.23. 총무 우범조임명

1975
1 1.20. 제7차정기총회개최

1 6.20. 파주군립 도서관운영 위탁관리 （이달형 주선으로 1965년 시설）

1976 1 1.10. 제8차 정기총회 개최 원장 최병덕 재선

1977 1 1.15. 제9차정기총회개최

1978 1 1.20. 제10차 정기총회 개최 원장 최병덕 3차선임 부원장 조학제 선임

1 1.10. 제11차 정기총회 개최

1979 1 9.30. 총무 우범조사임

1 10.1. 총무 이번쾌 임명

1980 1 1.20. 제12차 정기총회 개최 원장 최병덕 4차선임

1981
1 1.22. 제13차정기총회개최

1 10.1. 파주군민회관 （금촌복지관） 파주군으로 환원

1982 1 1.25. 제14차 정기총회 개최 원장 최병덕 5차 선임

1 1.20. 제15차정기총회개최

1983 1 1.30. 총무이번쾌 사임

2.1. 총무 박영태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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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사무국장이홍림사임

2.1. 사무국장장 근 임명

1984 5.15. 사무국장장 근사임

1 5.30. 사무국장 이기현 임명

12. 30. 총무 박영태 사임

1.1. 총무 박노정 임명

2. 23. 원장 최병덕 사임

1985 2. 24. 임시총회에서 신임원장 조광준 피선

부원장:황춘연

이사: 이종국, 김하성, 황택주, 백용기, 이재형, 정윤경, 이창준 

감사: 우종석, 송영민

5.10. 총무서기 박경인 임명

1986 11.30. 사서서기 박노정 사임

1.1. 시서서기 이윤구 임명

5.31. 사서서기 이윤구사임

1987
6.4. 사서서기 김선기 임명

12.31. 원장 조광준사임

1988
7.8. 제20차 정기총회 개최

제12대 원장 심재웅 선임 부원장 지광웅 선임

이사 : 송영민, 조용호, 임용택, 황택주, 최창현, 이재형, 윤경현 

감사 : 황의록, 조병호

1 10.14. 서기 박경임 사임

1989 1 10.15. 서기백은순임명

1 3.31. 감사 황의록 사임

1990
1 3.31. 감사 박도용선임

1 3.23. 사무국장 이기현 사임

1 4.2. 사무국장 안상익 임명

1991
1 4.20. 원장 심재웅사임

1 4.20. 이사 조용호, 윤경현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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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20. 부원장지광웅원장직무대행

1 11.29.
사무실 이전 （금촌 산 57-4）

3.30. 제13대 원장 지광웅 부원장 : 임용택 선임

이사 : 한철희, 김용호, 안광헌, 이인희, 윤자영, 류천형, 심성구 선임

1992 감사 : 조재천, 송영민 선임

1 7.10.
사무실 이전 （금촌리 777-12）

1 3.18. 감사 조재천, 송영민 재선

1994 1 8.29. 문화체육부장관 인가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4조 1항）

1 10.18. 사무실 이전 （파주군민회관）

1 3.15. 이사 : 김용호, 안광헌 사임

1995 3.15. 이사 : 이동륜, 윤자영, 김선일, 백인선, 신중팔, 백태현, 이용준 

원희석, 김명섭 선임

1 12.1.
이사 : 윤자영, 김명섭 사임

1 2.27.
제28차정기총회

1 2.28. 총무 조희숙사임

1 3.1. 총무 전미란 선임

1996 4.1. 제14대 원장 이기현 선임, 부원장 김호기 선임, 부원장 임용택 재선, 

이사 심성구 재선, 이사 이재형, 조병호, 성철경, 윤경현 선임 

감사 박천신, 노영수 선임

사무국장 안상익 사임

사무국장 이윤희 선임

1 4.4. 제29차정기총회

1997 1 5.1. 이사 : 원희석 사임 

이사 : 전희원 선임

1998 1 3.13. 제30차정기총회

1999
1 1.1. 자운서원 위탁관리

1 3.29. 제31차정기총회

2000
1 1.1. 자운서원 위탁관리 재계약

1 3.22. 제32차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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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3.22. 제15대 원장 신춘범 선임, 부원장 임용택 재선, 심성구 선임 

이사 : 이용준, 백인선, 신중팔, 전희원 재선, 조규영, 윤덕진, 임미옥, 

정성현, 김영옥, 이강복, 이영복, 한양수, 김면기, 조성환, 구연길, 

채수혁 선임

감사 : 황의록, 최창현 선임

1.1. 자운서원 위탁관리 재계약（10년）

3.1. 파주시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관리

2001
3.27. 제33차정기총회

이사 : 박노철, 이인무, 심재린, 우관제, 신현두 선임

10.31. 사무국장 이윤희 사임

11.1. 사무국장 서교송 선임

3. 21. 제34차정기총회

2002 4.1. 이사 : 채수혁, 이인무 사임

8. 28. 이사 : 신우석, 황헌주, 정헌식 선임

2.17. 이人匕 구연길 사임

2003
3. 26. 제35차 정기총회, 향토문화연구소 창립

2004

3.22. 제36차정기총회

원장 신춘범 재임, 부원장 심성구 재선，최창현 선임

이사 : 김면기, 김영옥, 신우석, 신중팔, 윤덕진, 이강복, 이영복, 임미옥, 

정헌식, 한양수 재선, 고성일, 김영기, 문희경, 민태승, 박경안, 박상애, 서 

석남, 성대용, 신충호, 심문섭, 이윤희, 이환용, 차주철, 최수회, 최승진, 

추교현, 황의형 선임

감사 : 백오현, 우관제 선임

1 7.5. 황희선생유적지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계약 기간 2년）

2005
1 3.22. 제37차정기총회

1 11.15. 금촌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계약 기간 2년）

2006

3. 22. 제38차정기총회

감사 : 우관제, 신우석 선임

1 7.5. 황희선생유적지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계약 기간 아크）

\ 12.31. 이사 : 이환용, 박상애 사임

2007 2. 26. 제39차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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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28.

3.1.

이사 : 박경안 사임

문산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계약 기간 2년）

11.15. 금촌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계약 기간 2년）

1.1. 자운서원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계약 기간 3년）

황희선생유적지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계약 기간 3년）

2.28. 제40차정기총회

제17대 원장 민태승 선임

2008 감사 : 신우석, 백오현 선임

3.12. 부원장 : 심성구 재선, 우관제 선임

이사 : 고성일, 김면기, 김영기, 김영옥, 서석남, 심문섭, 윤덕진, 이윤희, 

임미옥, 정헌식, 최승진, 한양수 재선, 김기환, 김양한, 김영근, 김희병, 신 

용면, 심황섭, 안광수, 유광용, 이경복, 이승중, 이호길, 임혜경, 장문희, 전 

미애, 황인석 선임

2009 2. 26. 제41차정기총회

1.1. 금촌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계약 기간 2년）

2010 3.1. 문산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계약 기간 2년）

3. 6. 제42차정기총회

2011
2. 28. 문산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 해지

3.17. 제43차정기총회

1.1. 율곡선생유적지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계약 기간 2년）

1.1. 황희선생유적지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계약 기간 2년）

1.1. 금촌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계약 기간 2년）

1.27. 사무실 이전（중앙로 160 파주스타디움）

2012 2. 28. 제44차정기총회

제18대 원장 우관제 선임 

감사 : 이영복, 이찬호 선임 

부원장 : 심문섭, 임미옥 선임

3.29. 이사 : 고성일, 김영근, 김영기, 김영옥, 김희병, 서석남, 심황섭, 안광수, 

이승중, 이윤희, 임혜경, 정헌식, 최승진, 한양수, 황인석, 권혜주, 김정 

수, 김은수, 류민석, 문창연, 서재희, 성기만, 송영만, 이장한, 조복록, 최 

영실, 한기황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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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18. 사무실 이전（와석순환로 415 운정행복센터 2층）

3.11. 제45차정기총회

5. 31. 이사 ： 송영만, 문창연 사임

6. 24. 이사 : 지현구 선임

1.1. 율곡선생유적지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계약 기간 1년）

1.1. 황희선생유적지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계약 기간 2년）

1.1. 금촌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계약 기간 2년）

2014 1.10. 이사 : 심황섭, 류민석 사임

2. 28. 제46차정기총회

3.25. 이사 : 류한철, 문천기 선임

1.1. 율곡선생유적지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계약 기간 년）

2015 2.24. 제47차정기총회

7.9. 파주청소년문화원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1.1. 율곡선생유적지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계약 기간 1년）

1.1. 황희선생유적지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계약 기간 2년）

1.1. 금촌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계약 기간 2년）

2.26.
제48차정기총회

제19대 원장 이용근 선출 / 감사 : 강윤원, 최복현 선임

2016
3. 29.

부원장 : 곽순용, 박용순 선임

이사 : 권혜주, 권효숙, 김동규, 김은수, 김희병, 노보배, 류성신, 박연숙, 

서석남, 손배옥, 신규옥, 안광수, 유세현, 윤훈덕, 이윤희, 이재성, 이천복, 

정헌식, 한길룡，황규희, 긴진곤 선임

3.30. 서교송 사무국장 사임

6. 23. 부원장 : 심문섭, 김상규 선임

6. 29. 이사 : 이덕선 선임

8.1. 조양휘 사무국장 선임

9. 26. 이사 : 진윤식 선임

10. 20. 이사 : 손배옥, 김동규, 한길룡 사임

1.1. 문산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계약 기간 년

2. 23. 제49차정기총회

2017 3. 29. 이사 ： 김은수, 안광수, 이천복 사임

6. 29. 이人f: 이윤희, 황해연 선임

6. 30. 당연직 이사 : 신규옥 사임

7.3. 당연직 이사 : 백찬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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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파주문화원의 태동과 발전

글_이 윤 희기

1. 한국의 문화원 발전과정

한국의 문화원은 각 지방의 향토문화 창달을 위하여 일정한 시설을 가지고 문화 및 사 

회교육사업을 실시하는 비영리 특수 법인체다.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원은 1947년에 개관한 강화문화원이며 1950년대 초부터 미국공 

보원 산하에서 활동하던 공보관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문화활동 및 상록수활동을 위 

한 사설기관으로 밀양과 대전등 몇 지방에서 자생적으로 문화원을 설립하면서 전국적 

으로 확산 되었다. 초기에는 문화관, 공보관, 유엔(UN)관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었으 

며 1960년에는 78개로 증가되었다. 그 뒤 1962년 1월에 이들 문화원을 회원단체로 하여 

사단법인 한국문화원 연합회를 결성하면서 각 사설기관 이었던 문화원이 정부공인기 관 

으로 되었다. 1965년에는 ＜지방문화원조성법＞과 그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면서 다시 각 

문화원이 특수사단법인으로 등록되었고 정부의 보조금과 시설의 무상대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때부터 그 수가 더욱 증가되어 1965년에 102개, 1968년에 117개, 19기년에 

132개가 되었다. 그러다가 19기년 감사결과 문화원의 부실 운영 많이 발견되어 

1972년에는 한국문화원연합회에 대한 보조와 문화원에 대한 지원을 전면 중지하게 되 

었다. 그 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전통문화의 강조와 함께 향토문화육성을 위하여 문 

화원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어 1982년에 문화원활성화정책을 다시 펴기 시작 

하였다. 이에따라 1980년대 말에는 160개의 문화원으로 증가되었다.2)

이후 1994년 1월에는 ＜지방문화원진훙법＞이 제정 •공포되어 문화원의 활동을 육성 •지 

원하게 되었으며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문화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면서 문

1) 전 파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장, 파주지역문화연구소장

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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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원은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접촉의 기회를 넓혀 주고 지역고유의 문화를 개발•보존하 

는 지역문화중심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방문화원의 역할이 중요시됨에 따라 2000년대에는 전국 시군에 문화원이 

설치되었으며 2017년 현재 229개 지방문화원이 설립되어 운영중이다.

문화원의 활동을 보면 I960년대에는 정부시책의 홍보, 향토문화의 계발, 국제문화교 

류로 한정되었던 것이 1980년대에는 홍보, 문예진흥, 전통문화선양, 도서관사업, 사회교 

육, 문화복지증진, 국제문화교류등으로 더욱 다양화 되었다.

이러한 문화원은 향토문화를 발굴, 정리하고 향토사를 펴내는 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향토문화의 식을 고취시키고 향토축제를 정착화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해오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청소년의 선도 및 평생교육진흥에도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문화활동이 중앙집중화되어 있어 지방문화원의 육성이 시급한때에 각 지역에서 자생 

적으로 세워진 문화원을 중심으로 지방의 특수한 문화자료를 발굴, 조사, 정리, 보존, 보 

급한다는 것은 매우 뜻있는 일이다.

2. 파주문화원의 태동

광복과 분단, 그리고 뒤이은 6.25전쟁은 현대사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 일제식민통치 

와 분단, 전쟁의 상처는 사람들의 삶은 물론이고 민족문화를 송두리째 말살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1950년 6.25전쟁으로 수 많은 인명과 물적피해는 복구에 엄두를 내지 못하 

고 상당기간 혼란기를 겪어야만 했다.

특히, 전후 남북간의 긴장은 휴전선에 인접해 있는 파주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민간인 통제구역이 설정되어 출입이 통제되는가 하면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하여 경제활동은 막대한 영향을 받았고 임진강과 한강 하류에서의 어로활동에도 제 

한을 받았다. 일부지역은 통행금지 해제조치가 전국 어느곳보다 늦게 이루어졌으며 북 

쪽의 총격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자주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파주는 휴전선과 가까운 지 

리적 여건으로 부대가 밀집되어 있고 군사적으로 요충지에 해당되어 많은 미군의 주둔 

지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파주지역민들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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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고용증대, 지역개발 기여 등 긍정적 면도 적지 않았으나 매춘, 범죄문제 등 부정적 요 

소가 더 강했다.3)

이러한전후의 시대적 혼란기였던 1967년 12월 19일 파주문화원이 창립되었다.

경기도에서는 1954년에 용인, 1967년에 수원에서 각각 문화원이 발족되었으며 I960년 

대에 이르러 동두천, 이천, 김포, 화성, 안성, 부천에 문화원이 설립되었다. 파주는 경기도 

31개 시군중 9번째로 설립되었다.

파주문화원은 법률 제1706호(1965.7.1)「지방문화원조성법」과 동법 시행령 및 대통령 

령 제2335호(1965.12.24)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설립될 수 있었다. 즉 국가기관의 홍보활 

동을 촉진하고 지방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각 시군단위로 문화원을 설치하 

여 활발히 문화를 육성할 수 있는 합법적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따라서 파주에서도 

여러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고 지역 

의 발전과 전통문화의 창달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 마련의 기회로 판단하였다.

1967년 12월 14일 당시 파주군수 남상집을 비롯하여 이달형, 김창복, 박태선, 이서구, 이 

재설, 민병조, 우정록, 한철희, 송영민 등이 모인 가운데 발기대회를 가졌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19일 금촌복지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함으로서 비로서 파주문 

화원이 발족되게 되었다.

1967년 창립 당시의 파주문화원사

3)「파주군지」, 下 제1편 통일의 길목 파주, 제2절 주민생활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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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에서 초대 원장에 김창복, 부원장에 박태선이 선출되었고 이어 송영민을 총 

무에 임명 하였다.

1968년 1월 25일 공보부장관으로부터 파주문화원이 사단법인으로 정식 인가를 받게 

되었다.

3. 파주문화원 50년 변천사

1) I960년대 파주문화원（태동기）

초대 김창복 파주문화원장 제2대 이재설 파주문화원장 제3대 김주일 파주문화원장

1967년 12월 19일 금촌복지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파주문화원이 공식적으로 창 

립되었다.

창립총회에서 초대 파주문화원장에는 김창복 원장이 선임되었고 부원장에 박태선이 

선임 되었으며 1968년 1월 19일에는 총무 송영민을 임명하였다.

1968년 1월 25일 공보부장관으로부터 파주문화원이 사단법인으로 정식 인가를 받았 

으며 2월 25일에 사단법인 파주문화원의 이사 등기를 하였다.

초대 김창복 원장이 취임 8개월만인 1968년 8월 10일 사임함에 따라 8월 11일 임시총 

회를 개최해 2대 파주문화원장으로 이재설 원장을 선출했다.

1969년 3월 1일 2대 이재설 원장의 사망으로 3월 14일 파주문화원 1차 정기총회를 개 

최해 제3대 파주문화원장으로 김주일 원장을 선임하였다. 3대 파주문화원장으로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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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김주일 원장은 파주군으로부터 금촌복지관 무상임대 운영권을 승인받아 금촌복지 

관 운영을 시작하였다.

1969년 12월 10일에 파주문화원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했던 이달형씨의 주선으로 문 

화공보부로부터 4백 88만원의 지원금을 교부받아 3층으로 설계된 연건평 47평 규모의 

파주문화원 청사의 1층 건물을 완공하였다.

2) 1970년대 파주문화원

제4~5대 박광위 파주문화원장 제6~10대 최병덕 문화원장

1970년 3월 10일 3대 김주일 원장이 사임함에 따라 3월 14일 제2차 파주문화원 정기총 

회를 개최해 제4대 파주문화원장으로 박광위 원장을 선임하고 부원장에 우상명을 선임 

하였다. 1970년 7월 30일에는 직제변경에 따라 사무국장직에 있던 송영민이 사임하였으 

며 9월 15일에는 문화원사 2차 증축공사（2, 3층）를 착공 하였다.

19기년 3월 1일에는 사무국장에 이기현을 임명하고 4월 4일 제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 

으며 19기년 12월 31일 문화원사 2, 3층 증축공사가 완공돼 연건평 139평 3층 규모의 파 

주문화원사가 준공되었다.

1972년 2월 18일 제4차 정기총회를 개최해 박광위 원장이 재선되었으며 부원장에 조 

학제를 선임 하였다.

1973년 1월 15일 제5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으며 같은 해 10월 1일 사무국장 이기현 사임 

으로 10월 5일 정종진 총무를 임명하였다. 11월 20일에는 박광위 원장이 갑작스럽게 사 

망하여 원장 궐위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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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파주문화원사

1974년 1월 28일 제6차 정기총회를 개최해 제6대 최병덕 문화원장을 선임하고 부원장 

에 우세제를 선임했으며 같은해 6월 1일에 사무국장 손기화를 임명했다.

1975년 6월 20일에는 이달형씨 주선으로 1965년 시설된 파주군립도서관을 위탁관리 

운영하게 되었다.

1976년 1월 10일 제8차 정기총회를 개최해 최병덕 원장이 재선되었으며 1978년 1월 20 

일 제9차 정기총회를 개최해 최병덕 원장이 3선에 선임되고 부원장에 조학제를 선임 하 

였다.

3) 1980년대 파주문화원

제 11 대 조광준 파주문화원장 제 12대 심재웅 파주문화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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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1월 20일 제12차 정기총회를 개최해 또다시 최병덕 원장이 4선에 선임됐으며 

1981년 10월 1일에는 1969년부터 무상임대로 운영해오던 금촌복지관이 파주군으로 운 

영권이 환원 되었다.

1982년 1월 25일 제14차 정기총회를 개최해 최병덕 원장이 5선에 선임되었다.

1985년 2월 23일자로 최병덕 원장이 11년간의 문화원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2월 24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신임 조광준 원장을 선임하고 부원장에 황춘연, 이사에 이종국, 김하 

성, 황택주, 백용기, 이재형, 정윤경, 이창준, 감사에 우종석, 송영민을 선출 하였다. 1987 

년 12월 31일 조광준 원장이 사임하였으며 1988년 7월 8일 제20차 정기총회를 개최해 제 

12대 원장에 심재웅을 선임하고 부원장에 지광웅을 선임 하였다. 또 이사에는 송영민, 

조용호, 임용택, 황택주, 최창현, 이재형, 윤경현, 감사에 황의록, 조병호를 선출 하였다.

4) 1990년대 파주문화원

제13대 지광웅 파주문화원장

서하
7內■王

r 幻*- t

제14대 이기현 파주문화원장

1991년 4월 20일 심재웅 원장사임으로 지광웅 부원장이 원장 직무대행 체계로 운영되 

었다. 1991년 11월 29일에는 금촌읍 산 57-1 번지로 사무실을 이전 하였다.

1992년 3월 30일 정기총회에서 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해 오던 지광웅 부원장이 제13대 

문화원장에 선임되고 부원장에 임용택을 선임 하였다. 이사에는 한철희, 김용호, 안광 

헌, 이인희, 윤자영, 류천형, 심성구를 선임하고 감사에는 조재천, 송영민을 선출하였다. 

1992년 7월 10일 금촌읍 금촌리 777-12번지로 사무실 이전을 했다.

1994년 8월 29일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 1항에 따라 파주문화원이 문화체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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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를 받았다. 1994년 10월 18일에 파주군민 회관이 개관함에 따라 파주문화원이 군민 

회관에 자리잡게 되었다.

파주군민회관 내 파주문화원

1995년 3월 15일 정기총회를 통해 문화원 이사로 이동륜, 윤자영, 김선일, 백인선, 신중 

팔, 백태현, 이용준, 원희석, 김명섭을 선출했다.

1996년 4월 1일 제14대 파주문화원장에 이기현 원장이 선임되고 부원장에 김호기, 임 

용택, 이사에는 심성구, 이재형, 조병호, 성철경, 윤경현, 감사에 박천신, 노영수를 선임 

하였다.

1998년 3월 13일 제3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으며 1999년 1월 1일부터 문화원에서 자 

운서원 위탁관리 운영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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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0년대 파주문화원

제15~16대 신춘범 파주문화원장 제17대 민태승 파주문화원장

제18대 우관제 파주문화원장 제19대이용근 파주문화원장

2000년 3월 22일 제32차정기총회를 개최해 제15대 파주문화원장으로 신춘범 원장을 

선임하고 부원장에 임용택, 심성구를 선임 하였다. 이사에는 이용준, 백인선, 신중팔, 전 

희원, 조규영, 윤덕진, 임미옥, 정성현, 김영옥, 이강복, 이영복, 한양수, 김면기, 조성환, 구 

연길, 채수혁을 선임하고 감사에 황의록, 최창현을 선출했다.

2001년 1월 1일 파주시와 자운서원 위탁관리를 10년간 재계약 했으며 3월 1일에는 파주 

시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한 위탁관리를 시작하였다.

2004년 3월 22일 제36차 정기총회를 개최해 신춘범 원장이 재임되었으며 부원장에 

심성구, 최창현을 선임하고 이사에 김면기, 김영옥, 신우석, 신중팔, 윤덕진, 이강복, 이영 

복, 임미옥, 정헌식, 한양수, 고성일, 김영기, 문희경, 민태승, 박경안, 박상애, 서석남, 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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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신충호, 심문섭, 이윤희, 이환용, 차주철, 최수회, 최승진, 추교현, 황의형을 선출하고 

감사로 백오현, 우관제를 선출 하였다.

2004년 7월 5일자로 파주시와 황희선생유적지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2년）을 하였고 

2006년 1월 1일 자운서원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3년）을 체결 하였다.

2007년 3월 1일 문산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2년）을 하였고 11월 15일에 

는 금촌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2년）을 하였다. 또 2008년 1월 1일자로 자 

운서원과 황희선생유적지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3년）을 각각 체결 하였다.

2008년 2월 28일 제40차 정기총회를 개최해 제17대 문화원장에 민태승 원장이 선출 

되었다. 부원장에는 심성구, 우관제를 선임하고 이사로 고성일, 김면기, 김영기, 김영옥, 

서석남, 심문섭, 윤덕진, 이윤희, 임미옥, 정헌식, 최승진, 한양수, 김기환, 김양한, 김영근, 

김희병, 신용면, 심황섭, 안광수, 유광용, 이경복, 이승중, 이호길, 임혜경, 장문희, 전미애, 

황인석을 선임하고 감사에 신우석, 백오현을 선출 하였다.

2012년 1월 27일에는 파주시민회관내 문화원 사무실이 파주시 중앙로 160번지 파주 

스타디움내로 이전 하였다.

（뱌수소선 인내
063. 06*. 100-72. 90. 909

파주문화원

이전안내

• 이전잋시

2012년 1히 27일（긍）

• 이천창소

퍄추시굥4^운푱장
«주시 160（3** 다다응）
추 구 ?세요

• 온와전화 ： 03卜941-2425

이전안내 및 파주스타디움내 파주문화원 문화학교 수강모습

2012년 2월 28일 제44차 정기총회를 개최해 제18대 우관제 문화원장이 취임 하였다. 

부원장에는 심문섭, 임미옥이 선임되었고 이사에 고성일, 김영근, 김영기, 김영옥, 김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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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남, 심황섭, 안광수, 이승중, 이윤희, 임혜경, 정헌식, 최승진, 한양수, 황인석, 권혜주, 

김정수, 김은수, 류민석, 문창연, 서재희, 성기만, 송영만, 이장한, 조복록, 최영실, 한기황 

을 선임하고 감사에 이영복, 이찬호를 선출 하였다.

2013년 2월 18일에는 파주스타디움에 있던 문화원 사무실이 파주시 와석순환로 415 

운정행복센터로 이전 하였다.

운정행복센터 내 현재의 파주문화원 사무실

2016년 2월 26일 제48차 정기총회를 개최해 제19대 문화원장에 이용근 원장이 선출 

되었다. 부원장에는 곽순용, 심문섭, 김상규, 박용순 이사에 권혜주, 권효숙, 김진곤, 김희 

병, 노보배, 류성신, 박연숙, 서석남, 신규옥, 안성근, 유세현, 윤훈덕, 이덕선, 이재성, 정헌 

식, 지현구, 진윤식, 황규희 감사에 강윤원, 최복현을 선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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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문화원 주요 연혁

1967.12.19

1968.1. 25

1968. 8.11

1969. 3.14

1969. 4.1

1969.12.10

1970. 3.14

1971.12. 31

1972. 3.18

1974.1. 28

1975. 6. 20

1976.1. 10

1978.1. 20

1980.1. 20

1981.10.1

1982.1. 25

1985. 2. 24

1988. 7. 8

1991. 4. 20

1991.11. 29

1992. 3. 30

1992. 7.10

1994. 8. 29

1994.10.18

1996. 2. 27

1999.1.1

2000. 3. 22

2001. 3.1

2003. 3. 26

2004. 3. 22

2004. 7. 5

2007. 3.1

2007.11.15

2008. 2. 28

2012.1.1

2012.1. 27

2012. 2. 28

2013. 2.18

2015. 7. 9

2016. 2. 26

2017.12.19

파주문화원 창립 （초대 김창복 원장）

파주문화원 사단법인 정식 인가（문화공보부）

임시총회 개최 제2대 이재설 원장 취임

제1차 정기총회 개최（제3대 김주일 원장 취임）

파주군으로부터 금촌복지관 무상 임대운영

파주문화원 청사 1층 완공

제2차 정기총회 개최（제4대 박광위 원장 취임）

파주문화원사 2, 3층 완공

제4차 정기총회 개최（제5대 박광위 원장 재임）

제6차 정기총회 개최（제6대 최병덕 원장 취임）

파주군립도서관 위탁관리

제8차 정기총회 개최（제7대 최병덕 원장 연임）

제10차 정기총회 개최（제8대 최병덕 원장 재임）

제12차 정기총회 개최（제9대 최병덕 원장 재임）

금촌복지관 파주군에 환원

제14차 정기총회 개최（제10대 최병덕 원장 재임）

임시총회에서 제11대 조광준 원장 취임

제20차 정기총회 개최（제12대 심재웅 원장 취임）

심재웅 원장 사임, 지광웅 부원장 직무대행

파주문화원 사무소 이전（금촌리 산57-4）

제24차 정기총회개최（제13대 지광웅 원장 취임）

파주문화원 사무소 이전（금촌리 777니2）

파주문화원 문화체육부 장관 인가（지방문화원진흥법 제 4조 1항）

파주문화원 사무소 이전（파주군민회관 내）

제28차 정기총회 개최（제14대 이기현 원장 취임）

자운서원 유적지 위탁관리

제32차 정기총회 개최（제15대 신춘범 원장 취임）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 위탁 관리

향토문화연구소 창립

제36차 정기총회 개최（제16대 신춘범 원장 재임）

황희선생유적지 관리운영 위 • 수탁 협약

문산청소년문화의집 위 • 수탁 협약

금촌청소년문화의집 위 • 수탁 협약

제40차 정기총회 개최（제17대 민태승 원장 취임）

율곡선생유적지, 황희선생유적지 위 • 수탁 협약

파주문화원 사무소 이전（중앙로 160, 파주공설운동장 내）

제44차 정기총회 개최（제18대 우관제 원장 취임）

파주문화원 사무소 이전（와석순환로 415, 운정행복센터 내）

파주청소년문화원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제48차 정기총회 개최（제19대 이용근 원장 취임）

파주문화원 창립 5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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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주문화원의 활동과 발전

1） I960년대

1967년 12월 19일 금촌복지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파주문화원이 공식적으로 창립되 

었다. 이 시기는 1950년대부터 각 지역에서 문화원이 태동한 이후 1960년대 초까지도 계 

속적인 지역 문화원들이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특히 1962년 1월 전국 문화원을 회원단체 

로 한 사단법인 한국문화원연합회가 결성되면서 지금까지 사설기관이던 문화원이 보건 

사회부가 관장하는 정부 공인기관으로 지위를 획득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1965년 

7월 12일 지방문화사업법이 제정되어 지방문화원이 특수 사단법인이 되었으며 정부의 

보조금 및 시설 무상대여와같은 혜택이 주어졌다. 이 법은 ‘비영리법인이 지역사회의 문 

화계발을 위하여 행하는 지역문화사업을 보호 육성하는 것으로 그 동안 전국적으로 설 

립된 문화원의 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국가적 문화정책 

에 편승하여 1967년 12월 파주문화원은 공식적으로 창립되었다. 이 당시에 설립된 타지 

역 문화원과 마찬가지로 1960년대 지역의 문화원들의 주역할은 국가의 시책이나 업적을 

홍보하고 우방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일이 주 업무였던 것으로 보인다.

1967년 창립된 파주문화원은 다음해인 1968년 1월 25일 공보부장관으로부터 사단법 

인으로 정식 인가를 받았으며 2월 25일에 사단법인 파주문화원의 이사 등기를 하였다.

다음은 당시 문화원 설립에 발기인으로 참여했던 이달형（90세）씨의 인터뷰 증언이다.

파주문화원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했던 

이달형（90세） 선생

“1966년 문화공보부 문화선정국 국내부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당시 내가 근무한 

국내부에서 문화원 업무를 소관하고 있었다. 이 곳에서 나는 1시군 1문화원 1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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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정책을 기안해 채택되었다.

내 업무가 문화원 관련 업무로 당시 문화원 설립과 관련한 자료를 고향인 파 

주의 지인들에게 전달하고 고향 파주에 파주문화원 설립을 주도하였다. 이로써 

1967년 12월 남상집 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나와 김창복, 박태선, 이서구, 이재설, 

민병조, 우정록, 한철희, 송영민씨 등이 모여 파주문화원 설립에 따른 발기를 하고 

며칠 뒤 12월 19일 금촌복지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파주문화원을 창립하였다.

당시 창립총회를 개최한 금촌복지관은 현재 파주축협 옆에 있던 금촌극장 건 

물로 당시는 금촌복지관이라 불렀다. 창립총회를 통해 파주문화원이 설립되고 금 

촌복지관 옆 파주군립도서관이 있는 2층짜리 건물내에 파주문화원 사무실을 두 

었다.

내 기억에는 이 건물은 원래 금촌극장의 부속 건물이었는데 군（郡）에서 건물을 

매입해 군립도서관과 파주문화원이 입주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파주문화원이 창립되고 나와 함께 발기에 참여했던 김창복이 초대 파주문화원 

장이 되었으나 당시 공무원 신분인 나는 문화원 임원을 할 수는 없었다.

당시 파주문화원은 다른 지역 문화원과 마찬가지로 주요 활동은 국정을 홍보하 

고 농촌을 계몽하는 등의 영화상영, 홍보지 배부 등이 주요 역할이었는데 문화공 

보부에 근무했던 나는 특히, 파주문화원에 국방부, 문공부, 영화제작소 등에서 만 

든 각종 홍보 영화나 일반영화 필름등을 지원 했다. 또 미군홍보원 잡지를 비롯한 

각종 홍보물들을 지원해 지역민들에게 보급하도록 했다.

팔이 안으로 굽는것처럼 내 고향인 파주의 문화원 활동을 위한 지원에 많은 신 

경을 썼다. 특히, 1969년 내가 속해있는 문화공보부 담당부서에 애기해 파주문화 

원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보조금 4백88만원을 파주문화원에 지원 할 수 있도록 

주선해 이루어졌다.

1960년대 지역문화원들의 활동은 대부분이 영화를 상영하거나 각종 홍보물들 

을 배포해 국정을 홍보하고 농촌을 계몽하는 등 국가정책 홍보기능에 치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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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형씨의 증언에 따르면 1967년 창립된 파주문화 

원은 금촌복지관 옆 군립 파주도서관 건물내에 사무 

실을 꾸리고 여타 지역문화원처럼 국정홍보와 관련된 

활동을 주업무로 활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창립과 함께 초대 문화원장으로 취임한 김창복 초대 

문화원장은 취임 8개월만인 1968년 8월 사임하였고 

임시총회를 개최해 2대 이재설 문화원장이 선임 되었 

으나 원장에 선임 된 지 8개월만에 사망함으로써 1969 

년 3월 14일 제3대 파주문화원장으로 김주일 문화원 

장이 선출 되었다. 제3대 김주일 문화원장은 취임 후 

1969년 발간된 국정홍보 책자인 

「자유의 벗」8월호

파주군으로부터 금촌복지관 건물 무상임대 운영권을 승인받아 금촌복지관 운영을 파 

주문화원이 맡게 되었다.

1969년 12월 10일에는 파주문화원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했던 이달형씨의 주선으로 문 

화공보부로부터 4백 88만원의 지원금을 교부받아 3층으로 설계된 연건평 47평 규모의 

파주문화원 청사의 1층 건물을 당시 파주군 아동면 금촌리 59번지에 완공하면서 파주

문화원의 독립원사 마련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2） 1970년대

1970년대 들어 파주문화원은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기 시작 하였다.

1970년 3월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년만에 김주일 원장이 사임함에 따라 제4대 박 

광위 문화원장이 1970년 3월 14일 취임 하였다. 그리고 1969년 말 파주군 아동면 금촌리 

59번지에 완공된 연건평 47평 규모의 파주문화원사가 1970년 9월 15일 2차 증축공사（2, 

3층）에 착공, 이듬해인 19기년 12월 31일 드디어 2, 3층 증축공사가 완공돼 연건평 139평, 

3증 규모의 파주문화원사가 준공되었다.

파주문화원이 창립된지 4년만에 단독 문화원사를 갖추면서 파주문화원의 위상과 역 

할은 매우 고양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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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준공된 파주문화원 건물은 대지 129평（파주군수 소유）에 건평은 1, 2층은 슬라 

브 구조의 93.13평 규모이며 3층은 스레트 건물로 46. 56평 규모로 총 건물 평수가 139.69 

평 건물이었다.

건물내부에는 1층에 영사실（30평）과 창고（17평）, 2층에 사무실（15평복도포함）과 열람 

실（31평）, 그리고 3층에 회의실（36평, 전시실 포함）, 원장실（10평, 서고 포함）을 두었다.

1972년 3월 정기총회에서 박광위 원장이 제5대 파주문화원장에 재선되었으나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1973년 11월 사망함에 따라 1974년 1월 28일 제6차 정기총회를 개최 

해 제6대 최병덕 문화원장이 취임 하였다.

19 73년에는 아동면이 금촌읍으로 승격이 되면서 파주문화원의 소재는 금촌읍 금촌 

리 56-9번지가 되었다.

최병덕 문화원장이 취임한 후 1974년도 파주문화원의 사업 지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2. 鄕土文化의 開發과 普及 納介

3. 國家, 地方自治團體 其他 公共團體의 施策과業績의 立報 宣傳

4. 地域社會의 開發과 福社 增進

5. 새마을事業과 直結되는 事業推進

6. 自 由友邦과의 文化藝術의 交流 및 相互 理解增進

7. 國民啓蒙에 必要한 事業

8. 總和維新體制의 確立

또, 1970년대 파주문화원의 정부보조금 실적을 보면 1969년에 4,888,000원（국비）, 

1970년 144,000원（국비 72,000원/군비 72,000원）, 19기년 200,000원（국비 100,000원/ 

군비 100,000원）, 1972년 165,000원（군비）, 1973년 154,000원（군비）, 1974년 200,000원 

（군비）, 1975년 200,000원（군비）의 보조금을 받아 파주문화원을 운영한 것으로 기록되 

어 있다.애

이 자료와 함께 앞에 기술한 파주문화원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한 이달형씨의 증언을 

토대로 볼 때 1969년 국비 보조금 4,888,000원은 파주문화원사 건립을 위한 국비 보조

4）『한국의 문화원』의 파주문화원 편, 사단법인 한국문화원연합회, 1974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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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으로서 현재 파주문화원의 연혁 기록에 문화공보부로부터 2,900,000원을 교부 받았 

다는 기록과는 계수 차이가 있어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9 70년대 들어 파주문화원이 추진한 주요 사업 실적들을 보면

<19 70년>

1. 자유의 벗배부2. 영화 상영 3. 미술대회 개최 4. 전시활동

<19 기년 >

1. 자유의 벗 배부 2. 영화 상영 3. 군민 가요경연대회 4. 웅변대회 개최

< 1972년>

군민 노래자랑 경연 대회 2. 웅변대회 3. 순회 영화상영 4. 군부대 위문공연

< 1973년>

1. 한글 백일장 2. 미술 전람회 3. 음악의 밤 4. 향토 민속놀이

5. 순회 영화상영 6. 각종 전시회

<1974년>

1. 한글 백일장 2. 음악의 밤 및 노래자랑 3. 미술실기대회 및 전람회

4. 군민위안의 밤 행사 5. 향토 민속놀이 6. 순회 영화상영 7. 정부사업의 PR전시

8. 새마을지도자 연수회 주도 9. 생활의 합리화 운동 전개

10. 반공 및 승공이념의 고취 및 시국강연회 개최 등이다.

이처럼 1970년대 들어서도 문화원의 주요 사업 지표 및 사업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여 

전히 국정 홍보와 관련된 사업들과 함께 1970년대 전국에 불어닥친 새마을운동과 관련 

된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이 국정에 대한 홍보 사업의 수단으로는 주로 홍보책자인 

자유의 벗이 배부되었고 문화공보부나 국방부에서 제작된 영화 상영을 통해 지역민들 

에게 국가정책을 홍보하고 계몽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1974년 파주문화원의 시설현황 자료를 보면 파주문화원에 영사기 2대(36mm, 16mm) 

와 플레이어 1, 발전기 1, 앰프 1개를 보유한 것으로 볼 때 지역 순회 영화상영 등이 이루 

어졌음을 알 수 있다.

5)『한국의 문화원』의 파주문화원 편, 사단법인 한국문화원연합회, 1974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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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파주군청에서 홍보업무를 담당했던 정형진씨（80세）의 증언에 따르면

“I960, 70년대 파주문화원에서는 각 마을을 찾아다니며 부락의 큰 공터나 학 

교 운동장에서 순회 영화상영을 했는데 당시 영화상영에는 반공강연을 함께 했 

다. 자수간첩들을 초청해 반공강연을 한 후 영화상영을 했는데 반공강연만 한다 

고 하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 영화상영을 한다고 차량에 스피커를 매달고 가두 

방송을 했다. 그 때 가두방송 차량을 따라 뛰어다녔던 아이들이 지금 각 부락의 

노인회장들이 됐다.”

며 회고 했다.

그러나 문화원이 국정 홍보사업에만 치중한 것은 아니었다. 지역민들을 대상으로한 노 

래자랑, 미술대회, 음악회, 웅변대회, 민속놀이 등을 개최해 문화원 고유의 지역문화예 

술 행사들도 1970년대 들어서면서 점차 확대되기 시작했다.

1976년 12월 20일 금촌복지관（금촌극장）에서 파주문화원 주최로 제1회 파주군예술 

제를 개최했다. 파주군예술제는 파주지역에서 개최된 문화예술축제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파주군예술제와 관련된 자료가 없어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는 없지만 관련 사 

진자료를 통해 1976년 제1회 파주군예술제를 시작으로 1980년 제5회 파주군예술제 개 

최까지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행사의 프로그램은 주로 전통 민속공연, 연극, 음악연주 

회 등으로 이루어졌다.

1976년 제1회 파주군예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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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80년대

1974년 제6대 파주문화원장에 취임한 최병덕 문화원장은 1985년 2월 2일까지 5차에 

걸쳐 선임되며 11년간 파주문화원의 수장 역할을 담당해 왔다.

1980년대 들어 파주문화원은 향토문화의 전승과 보존 및 창달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 

계적인 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즉, 1960, 70년대 전국적인 지방문화원들이 수행해야 했던 국가 정책적 홍보 사업에서 

탈피해 지역 고유의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하는데 지역문화원의 역할 인식을 하게된 것 

이다.

파주문화원도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편승해 19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지역의 문화예 

술사업 및 향토문화 계승, 향토사 수집 등 문화원이 담당해야 할 지역문화 사업들을 추 

진하게 된다.

%州文藝』창간호

»선식 XV MW? ♦추*호셔

»| fll «

‘眼 )« 애 ：it ft K

『裝州文化』창간호

W 明3 文代

우선 1985년 파주문화원 산하 파주문예진흥회가 결성되어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초대 파주문예진훙회장에는 이규환씨가 선출되었으며 150여명의 회 

원을 확보하고 연 1회 파주문예지a皮州文藝誌)를 발간해 지역민들에게 보급하였다. 창 

립 당시 파주문예진흥회는 독자적인 단체로 출발하였으나 1986년도에 문화원 산하 단 

체로서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파주문예진흥회를 비롯해 당시 문화원 산하 단체 

로 파주문화동인회, 파주문화여성회, 파주문화연예단 등의 조직도 결성돼 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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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985년부터 - 문향의 고향 파주땅 문화창달로 이루어진 찬란한 발전 현황지-의 부 

제가 붙은 ＜파주문화（城州文化）＞발간사업이 시작돼 매년 파주문화원의 활동과 지역문 

화행사, 향토사 관련 글들을 수록한 파주문화원의 종합 소식지 ＜파주문화＞가 속간되기 

시작하면서 향토지 발간사업의 토대가 되었다.

1987년 제1회 율곡제

무엇보다 1980년대 파주문화원의 주요 사업 중의 하나는 율곡문화제의 개최였다.

1987년 제1회 율곡제를 시작으로 파주의 대표적 선현인 율곡 이이 선생을 주앙하는 지 

역문화예술축제인 율곡제가 매년 개최되었다.

1987년 제1회 율곡제를 개최하기 이전에 파주지역의 문화예술 축제는 1976년부터 파 

주문화원 주최로 개최된 파주군예술제 행사 뿐이었다. 그러나 파주군예술제는 1980년 

제5회 파주군예술제를 끝으로 개최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1987년 제1회 율곡제 개최는 파주의 유일한 종합문화예술축제로 그 지 

속성을 유지해 나갔다. 그러나 초창기의 율곡문화제는 주최 및 주관단체가 여러번 바뀌 

어 행사의 일관성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았으나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규모면에 

서는 점차 확대 발전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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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994년 제7회 율곡문화제는 군민회관 개관 경축행사와 함께 개최되어 6일간 길 

놀이 행사를 비롯한 각종 경축공연 등 행사가 성대하게 치러졌다.

그러나 아쉽게도 제1회부터 제8회 율곡문화제（1995년）까지의 율곡문화제 행사는 파 

주문화원이 주관단체이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의 기획과 행사 운영, 예 

산집행에 이르기까지 군（郡）에서 직접 실행 했으며 문화원은 말 그대로 형식적 역할밖 

에는 할 수 없었다. 그러다보니 율곡문화제 행사 관련자료등도 제대로 보존되지 않아 구 

체적인 행사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파주문화원의 대표적 사업중에 하나인 율곡문화제는 1987년 제1회 율곡제 개최를 

시작으로 1990년 고양, 파주시 일원의 엄청난 수해로 행사가 취소된 것을 제외하고 올 

해 2017년 제30회 율곡문화제가 개최되어 파주지역의 대표적 지역문화축제로 자리매 

김 했다.

이밖에도 1986년부터는 파주문화원 주최 경로효친사상선양 실천수기 공모와 웅변대 

회를 매년 개최하였다.

4） 1990년대

1990년대 들어 파주문화원은 80년대 시작된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들에 대한 지 

속적인 추진과 아울러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게 된다.

연례 사업인 경로효친사상선양 사업으로 경로효친 수기공모와 웅변대회, 효자효부 시 

상등의 개최와 함께 전통예절 경로 위안잔치를 해마다 추진하고 또 청소년들을 대상으 

로 관내 문화유적지 순례교육, 청소년 고전읽기 경진대회, 서예대전 등을 실시하는 등사 

업의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갔다.

1994년 1월에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제정 •공포되어 문화원의 활동을 육성 •지원하 

게 되었으며 이에따라 지방문화원진흥법 제 4조 1항에 따라 파주문화원이 문화체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았다.

6） 그나마 1996년도 발간된 향토자료집 1-우리고장축제, 율곡문화제 행사 자료집에 제1회 율곡제 행사부터 제9회율곡문화 

제까지의 관련 자료를 수집해 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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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파주군민 회관이 개관됨에 따라 파주문화원이 군민회관내로 사무실을 옮기 

고 본격적인 군민회관에서의 활동이 시작 되었다. 특히 1996년 3월 2일자로 파주군이 

파주시로 승격되면서 시승격을 기념하는 파주시 짚풀문화공예품 공모전이 문화원 주 

최로 개최되었다.

파주시 아동동 산 31번지 파주시민회관에 새롭게 공간을 마련한 파주문화원은 1996 

년부터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시민회관내에 시민들의 문화예술대중화를 위 

해 문화센터를 열고 사진반, 서예반, 주부노래교실, 기타교실, 한학강좌, 봉산탈춤반, 문 

예창작반 등 강좌를 개설해 시민들의 문화참여 기회를 확대하였다.

또한 1996년 제9회 율곡문화제부터는 파주문화원이 행사의 기획 단계부터 실행, 예 

산집행 등 전 과정을 주관하고 율곡문화제집행위원회를 구성해 행사의 품격을 높였다.

따라서 제9회 율곡문화제부터는 이전의 종합문화예술축제에서 탈피해 순수문화축 

제로서 제례행사', 학술행人］', 문예행사, 공연 • 전시행사 등 다채로운 순수 문화예술프로 

그램들로 편성되었다.

1997년부터는 파주문화원 주최로 정월대보름을 기해 통일기원 전통민속놀이를 연례 

행사로 개최 하였다. 또, 파주문화원이 주최하고 한국서예협회 파주시지회가 주관하는 

율곡서예대전이 1997년부터 개최되었다.

#
i:

1990년대 파주문화원 발간 단행본

1990년대에는 향토사자료 발간사업에도 매 

진하였다.

＜파주노래선집, 1993＞ ＜파주문화유적지 

（城州文化遺a誌）,1994＞, ＜파주전투사지（±皮 

州戰H史誌）, 1995＞ ＜율곡문화제 행사자료 

집, 1996＞ ＜파주지명유래 전설지（t皮州地名 

由來 傳說誌）, 1997＞ 등 매년 1종의 향토사료 

집 발간사업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1997년 파

주지역에서 옛 부터 불려져 오던 잊혀져가는 우리의 민요들을 모아 집대성한 ＜파주민요 

론（±皮州民論）, 이소라, 1997＞을 발간한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해마다 문 

화달력을 제작해 문화원 회원을 비롯한 지역민들에게 보급하기도 하였다.

162



5) 2000년대

2000년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 간 문화의 불모지였던 파주에도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1996년 12월에 문인협회, 미술협회, 음악협 

회 등 3개 예술단체로 구성된 파주예총이 창립되면서 2000년대 파주지역의 문화예술 

분야는 문화원과 예총이 각각의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 하였다. 따라서 파주문 

화원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문화원의 사업방침을 전통문화의 보존계승에 중점을 두 

고 지역문화의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들을 발굴, 기획하여 문화원 고유의 사업 

들을 정착시키는데 주력했다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산발적으로 개최하던 전통민속놀이 축제를 2001년부터 임진각에서 제1회 임 

진강 통일기원 연날리기 축제로 변경해 개최했으며 커다란 성과를 내고 있는 짚풀문화 

공예품공모전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문화원의 고유 사업인 향토사 연구사업에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2003년 2월 20일 발기인 모임을 갖고 3월 26일 파주문화원 정기총회에서 부설기관으 

로 파주향토문화연구소가 설립 인준을 받고 창립되었다. 초대 연구소장으로 이윤희 소 

장이 선임되었으며 연구소에서는 연구원들의 지역 연구과제 결과를 모아 2003년 12월 

＜파주연구＞ 창간호를 발간했다. 또한 연구소에서는 율곡문화제 행사 프로그램 중 율곡 

사상학술강연회를 주관하고 정기모임을 통해 연구원 각자의 연구성과물에 대한 발표 

가 이루어졌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파주문화원의 가 

장 두드러진 활동은 다양한 향토사자료집들 

이 발간되었다는사실이다.

1985년부터 속간된 파주문화원 소식지 ＜ 

파주문화＞의 속간을 비롯해 부설기관인 향 

토문화연구소의 ＜파주연구＞ 발간이 지속적 

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파주의 대표적 역사 

인물들에 대한 인물사 자료집인 ＜큰 스승 율 
파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간『裝州硏究』

곡 이이의 삶과사상, 2007＞ ＜명재상 방촌 황희의 삶과사상, 2008＞ ＜해동명장 대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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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 2008＞ ＜우계 성혼과 파산의 학자들, 2013＞등을 씨리즈로 발간 하였다.

또, ＜파주실록a皮州實錄, 2001＞ ＜역사속의 임진강, 2002＞ ＜파주의 향교와 서원, 

2004＞ ＜파주의 인물, 2005＞ , ＜파주의 역사와 문화, 2005＞ ＜우리고장 파주, 2005＞ ＜ 

이야기로 만나는 율곡 이이, 2008＞ ＜이야기로 만나는 파주인물 설화, 2008＞ 등 많은 향 

토관련 간행물들이 출간되었다.

2000년 이후 파주문화원 발간 단행본 파주시지

2009년에는 1995년 발간된 ＜파주군지＞ 이후 새롭게 9권으로 편집된 ＜파주시지＞ 발 

간이 이루어졌으며 ＜파주시지＞ 편찬사업을 파주문화원이 주관하기도 하였다.

2000년대 파주문화원 활동에 빠질 수 없는 부분은 위탁사업이다.

1999년 시로부터 자운서원에 대한 위탁관리 업무를 문화원이 하게 되었으며 20이년 

1월 1일에는 10년간 자운서원 위탁관리 재계약을 실시 하였다. 또한 같은 해 3월 1일부 

터 파주시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위탁관리를 시작했으며 2004년에는 황희선생유적지 

에 대한 위탁관리를 함으로써 파주문화원의 위탁관리 업무에 대한 비중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2012년 1월 27일에는 시청 행정부서 사무실의 시민회관 입주로 인해 파주문화원 사 

무실을 파주시 중앙로 160번지 파주스타디움내로 옮겼다가 1년만인 2013년 2월 18일 운 

정신도시 지역인 파주시 와석순환로 415번지 운정행복센터내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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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문화원 문화학교 강좌 모습

운정행복센터로 사무실을 옮긴 파주문화원은 문화학교 사업에 역점을 두어 매년 40 

여개 강좌에 5백여명의 수강생을 배출하고 있다. 2016년 2월 26일에 제4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19대 이용근 문화원장이 취임 하였다.

2017년 2월 23일 제49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 19일 역사적인 파주문화원 창 

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참고문헌＞

＞『韓國의 文化院』, 1974, 사단법인 한국문화원연합회

＞『전국문화원연합회 40년사』, 2002, 전국문화원연합회

＞『한국문화원연합회 50년사』, 2013, 한국문화원연합회

＞『김포문화원 50년人b2016, 김포문화원

＞『제9회 율곡문화제 행사자료집』, 1996, 파주문화원

＞『파주군지』,1995,파주군

卜 프파주시지 2009, 파주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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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파주문화원의 조직현황

1-1. 파주문화원 기구표

166



1-2. 역대 문화원장

초대 김창복 원장 제2대 이재설 원장 제3대 김주일 원장 제4~5대 박광위 원장

제6~10대 최병덕 원장 제11대 조광준 원장

仁》

제13대 지광웅 원장제12대 심재웅 원장

라쭈 禪fH후

제14대 이기현 원장 제15~16대 신춘범 원장 제17대 민태승 원장 제18대 우관제 원장

제19대 이용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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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파주문화원 임원 및 회원

번호 성 명 직 위

1 이용근 원장

2 곽순용 부원장

3 심문섭 부원장

4 김 상규 부원장

5 박용순 부원장

6 권혜주 이사

7 권효숙 이사

8 김지곤 이사

9 김희 병 이 人너

10 노보배 이사

11 류성신 이사

12 박연숙 이사

13 서석 남 이사

14 백찬호 이사

15 안성근 이사

16 유세 현 이사

17 윤훈덕 이 人서

18 이 덕선 이사

19 이재성 이사

20 정헌식 이사

21 지현구 이사

22 진윤식 이사

23 황규희 이사

24 이윤희 이사

25 황해 연 이사

26 강윤원 감사

27 최복현 감사

28 민태승 고문

29 송달용 고문

30 신춘범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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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명단 ■

번호 성 명 직 위

31 심재득 고문

32 안종성 고문

33 우관제 명예 원장

34 이영복 고문

35 조용호 고문

36 지광웅 고문

37 황의 형 고문

38 황재 하 고문

39 김금자 자문 위원

40 김면기 자문 위 원

41 김윤경 자문위원

42 김진식 자문 위 원

43 박노직 자문 위 원

44 이승중 자문 위원

45 이용섭 자문 위원

46 이원재 자문 위원

47 이정훈 자문위원

48 이 찬호 자문 위원

49 전미애 자문 위원

50 조규영 자문 위 원

51 조양승 자문 위 원

52 최 홍식 자문 위원

53 김 교화 자문위원

54 손배 옥 자문 위원

55 김동규 자문위원

56 한길룡 자문 위원

57 차주철 자문 위 원

58 구문임 자문 위원

59 박선석 자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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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명단 ■

번호 성 명 번호 서 며 O O

1 강근숙 31 김문년

2 강덕 녀 32 김 미진

3 강돈희 33 기 버너 시■ 
a O 

4 강민희 34 김석기

5 강정선 35 김선영

6 강평 순 36 김선희

7 고성일 37 김성수

8 고재 윤 38 김세연

9 고흥선 39 김수종

10 구국서 40 김순자

11 구본삼 41 김시현

12 권봉식 42 김양기

13 권오운 43 김영근

14 권오채 44 김영기

15 권혁임 45 김영배

16 기상선 46 김영숙

17 기우남 47 김영순

18 김 계성 48 김영옥

19 김 계중 49 김영환

20 김광선 50 김용성

21 김교선 51 김용순

22 김귀학 52 김용원

23 김금화 53 김용준

24 김기 남 54 김용철

25 김기영 55 김 용태

26 김기흥 56 김윤립

27 김 남열 57 김윤재

28 김남준 58 김정구

29 김동현 59 김정순

30 김명익 60 김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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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명단 ■

번호 성 명 번호 성 명

61 김정옥 91 문천기

62 김정희 92 문희경

63 김정희 93 문희 완

64 김종열 94 민우현

65 김중기 95 박길병

66 김진곤 96 박복 례

67 김진회 97 박복희

68 김창숙 98 박상도

69 김행영 99 박상숙

70 김현 미 100 박선석

71 김현숙 1이 박소연

72 김형식 102 박승 태

73 김형호 103 박영만

74 김호기 104 박용진

75 김효식 105 박위 석

76 내남룡 106 박재 홍

77 노명순 107 브t 천신

78 노성 남 108 박현 서

79 노수동 109 박현 중

80 노혜숙 110 박희 경

81 S 나  
TT O ”1” 111 방완철

82 류득무 112 배명희

83 류명 삼 113 백상기

84 류병기 114 백상현

85 류연수 115 백 영실

86 류원석 116 백운걸

87 류한철 117 백유현

88 마원 일 118 백윤기

89 = O 고
= I三亡 119 백인 종

90 문정자 120 서교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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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명단 ■

번호 성 명 번호 성 명

121 서명진 151 오철환

122 서정근 152 왕진상

123 성금식 153 우경자

124 성기 덕 154 우순남

125 성기만 155 우전호

126 성보경 156 유광용

127 성지오 157 유명 희

128 송경옥 158 유상각

129 신기호 159 유승관

130 신낙범 160 유승 상

131 신동주 161 유재숙

132 신영순 162 유종호

133 신용면 163 유진경

134 신우석 164 유치 심

135 신중팔 165 윤대 현

136 신 태균 166 윤덕진

137 신현두 167 윤발용

138 신현우 168 윤방현

139 신효순 169 윤영기

140 심언녕 170 윤영수

141 심연택 171 윤영자

142 심재만 172 윤웅덕

143 안미자 173 윤자용

144 안병숙 174 윤조덕

145 안병철 175 윤화일

146 안영관 176 음두봉

147 양재 일 177 이경복

148 염용환 178 이경옥

149 오병진 179 이경형

150 오순희 180 이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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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명단 ■

번호 성 명 번호 성 명

181 이근정 211 이창운

182 이기철 212 이천용

183 이길자 213 이칠용

184 이 나 예 솜 214 0| 태 세

185 이 덕순 215 이택용

186 이돈영 216 이 평자

187 이동륜 217 이필하

188 이명순 218 이학순

189 이명옥 219 이해준

190 이 미 랑 220 이현경

191 이미영 221 이 현 세

192 이병균 222 이호응

193 이복규 223 임선숙

194 이복근 224 임용택

195 이 삼 희 225 임우영

196 이상봉 226 장상기

197 이상열 227 장상길

198 이석우 228 장정옥

199 이선 덕 229 장주홍

200 이성철 230 장지 영

201 이용준 231 전규원

202 이 웅희 232 전규철

203 이원식 233 전미 경

204 이윤기 234 전주암

205 이재영 235 정경진

206 이재철 236 정구채

207 이재형 237 정근형

208 이종수 238 정미화

209 이종연 239 정 붕채

210 이진숙 240 정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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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명단 ■

번호 성 명 번호 성 명

241 정상숙 2 기 채이 병

242 정연화 272 최경희

243 정영기 273 최 병삼

244 정종모 274 최 봉희

245 정진원 275 최선호

246 정찬숙 276 최 수회

247 정해 남 277 최 순옥

248 정해 청 278 최 애순

249 정헌성 279 최 연식

250 정형진 280 최영실

251 조갑환 281 최 재준

252 조규명 282 최 정원

253 조문현 283 최종호

254 조복록 284 최 주택

255 조석래 285 추교현

256 조용무 286 하찬용

257 조욱래 287 한기 황

258 조원 희 288 한상우

259 조진 석 289 한성 희

260 조판숙 290 한순임

261 조팽기 291 한훈식

262 조하 련 292 한흥억

263 조흠승 293 허 백무

264 조희 환 294 허 자 이

265 주상란 295 홍복 례

266 지 희 자 296 홍성 희

267 차문 성 297 홍열

268 차주철 298 홍일부

269 채봉화 299 황경섭

270 채수연 300 황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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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명단 ■

번호 성 명 번호 성 명

301 황두하

302 황선붕

303 황용선

304 황의 린

305 황의 형

306 황인 배

307 황인석

308 황정 희

309 황필하

310 황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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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설기관

2-1. 향토문화연구소

글_이 동 륜

가） 여명기

‘파주는 문향의 고장이다’ 는 너무 큰 역사적 사실 때문에 파주향토사 연구 출범은 그 

만큼 부담스러웠던 게 사실이다. 너무 큰 나무 밑에 풀이 잘 자라지 못 한다. j후林之下無 

風草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다행히 파주에는 오래전부터 이기현, 이경훈 선생을 중심으 

로 한 ‘파주문화 이해돕기’ 모임에서 발간한 책「정신문화의 빛」에 파주 문화나 역사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상황이었다. 그러다 1995년 지방자치가 시 

작되고 지역 역사 문화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문화단체 결성이나 향토사연구에 대 

한 자빌적 욕구가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그 무렵 2000년도 쯤에 경기도에서 ‘문화유산 

해설사 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이동륜, 오순희, 성희모 그 외 몇 명이던가? 하여간 

7-8명이 지원하여 교육을 받았다. 시험도 보고 합격도 하였다.

그후 ‘문화관광해설사’ 이름표를 달고 현장에 투입되어 활동하는데, 우리가 파주에 대 

해 잘 안다고 자신했는데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았다. 더구나 지역 향토사나 문하유산 해 

설은 큰 틀의 우리 역사만 알아서는 설명하기 곤란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을 미처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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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에 파주를 소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내가 쓴 책이『詩와함께 

가는 문화유산 답사』이다. 어느 날 문화유산 해설사 재교육이 끝나고 잠깐 쉬는 시간 

에 누군가 ‘우리 파주에도 향토사 연구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 오케이, 모두 박수를 치 

고 당장 추진위원은 이윤희 시 전문위원, 연락 간사는 성희모 선생이 맡기로 하고, 2003 

년 2월 문화원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향토사 

연구라는 게 폼 나는 일도 아니고 제 풀에 스스로 열성이 차올라야 하는 일이라 희망자 

가 별로 없었다. 그렇거나 말거나 - 쇠뿔도 단칼에 빼랬다고- 며칠 후 1차 예비 회의를 

소집하였다. 그런데 웬걸, 특별히 그날은 역사학자 박경안 교수까지 초빙하여「고려후 

기 농장 형성과 파주서교」라는 강의를 듣기로 하였는데도 참석자는 별로 없었다. 이날 

아래 사항을 결의했다.

1. 2003년 문화원 총회 때 정식 인준 받고 활동한다.

2. 연구위원을 적극 영입 한다 .

3. 첫 활동으로 관내 ‘혜음원지 유적지’를 답사 한다. 이날 참가자들에게 향토사 연구 

의 필요성을적극 홍보한다.

나） 출범기

2003년 2월 27일 문화원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았다. “파주문화원 부설 파주향토문 

화연구소는 2003년 창립하여 파주지역의 향토사와 전통문화를 조사 연구하면서 파주 

문화의 정체성을 찾고 전통문화의 계승, 보존,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 

연구 결과를《±皮州硏究》에 발표하고 있으며, 앞으로 파주지역의 향토문화 발굴과 연구 

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것이다.”

창립 회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문 : 신춘범 문화원장

연구소장 : 이윤희 시 전문위원 간사: 성희모

연구위원 : 이동륜, 오순희, 이덕완, 정헌식, 신동철, 문성수, 양친모, 최유섭, 서교송, 

김덕겸, 이재석, 강선구, 이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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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활동기

2003년 혜음원사지 발굴현장 답사

2003년 5월 7일 ＜파주향토문화연구소＞ 다음카페 개설호 출간.

2004년 9월 25일 율곡문화제에서 율곡사상 학술 심포지움 개최

주제 : 율곡사상의 재조명을 통한 현실 활용 방안 모색

2004년 5월 연천 허목 묘소 답사

2004년 9월 24일〜26일 율곡문화제 ＜파주의 옛 모습 사진전＞ 개최

2005년 임진강 적벽답사（연천방면）

2006년〜2008년 율곡문화제에서 ＜율곡사상 국제학술회의＞ 개최

2006년4월29일 경주남산 답사

2007년 7월 24일 강화. 김포. 문수산성 답사

2008년 강화 교동도답사

2009년까지《城州硏究》7집까지 매년 1회 발간

2009년〜2012년 율곡문화제에서 ＜율곡사상 학술세미나＞ 개최

2009년 안성 칠장사 답사

2010년《파주문화》와 합본 24호

2010년 삼척 준경 묘 죽서루 답사

2011년《파주문화》와 합본 25호

2011년 몽구정 터 답사

2012년《파주문화》와 합본 26호

2012년 장단지역 답사

2013년《파주문화》와 합본 27 호

2013년 공동 연구《파주 임진강 누정문화》

2013년 눈꽃열차체험

2014년 〜《파주문화연구》를《파주문화》에서《±皮州硏究》로 분리하여 발간

2015년《t皮州硏究》발간

10월 율곡문화제에서 ＜파주삼현（율곡•우계•구봉）학술강연회＞ 개최 

구봉문화학술원과 공동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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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t皮州硏究》발간

2016년 충남 당진 구봉 송익필선생 묘소, 논산사계 김장생 김집 유적지 답사

2017년 의주대로 답사

라） 결실기

《±皮州硏究》목차

2003년 창간호

이윤희, 율곡의 향약관과파주향약의 성격연구

이동륜, 파주지역 시비詩碑 조사

성희모, 파평윤씨 정정공파 윤한용 생활사

오순희, 개묵이 주민학살 진상조사

정헌식, 파주의 시장연구- 문산장을 중심으로

문성수, 대성동마을연구

2004년 2집
특집

제17회 율곡문화제 ＜율곡학술 심포지움＞ 발표논문

윤사순, 율곡유학의 실학적 성격

황의동, 율곡의 경세사상

김무진, 율곡향약에 대하여

박경안, 고려시기 월령의 보금과풍속

이윤희, 파주지역 출토 묘지석지문에 대한 고찰

이동륜, 고시조와파주문학의 정체성

성희모, 일상의례에관한연구

우관제, 파주 금산리 농요와 두레놀이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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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집
이윤희, 고려벽화 묘 출토 권준 지석 고찰

이동륜, 파주지역 관련 한시 조사 연구

성희모, 옛 의주로 연행노정에 관하여

오순희, 최경창과 홍랑 문학연구

이기형, 감악산설인귀 설화 고찰

우관제, 풍수로 본 명당- 황희 묘와 윤관 묘

문성수, 파주 임진강 유역 철새연구

이기형, 파주시 학교 민속교육의 실태와 과제

2006년 4집
특집

제19회 율곡문화제 ＜율곡사상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

오석원, 율곡의 생애와 사상

山內立一, 율곡사상에 대한 평가와 그 역사성에 대하여 

리기용, 율곡 이이의 실리와 실심

張 敏, 율곡사상의 실학적 특징 

이행훈, 율곡과 禮敎

이윤희, 고대국가시기 임진강유역 관방유적 체계

이동륜, 송익필의 삶과 시에 대한 고찰

최봉희, 파주지역 고전시가에 나타난 풍류성 고찰

성희모, 종계변무를 성공시킨 정사 황정욱과 역관 홍순언에 대하여 

정헌식, 근대 파주지역 궁술대회 신문기사 자료조사

권효숙, 파산학파에 대한 소고

신춘호, 오래된 기억의 옛길, 연행노정

강근숙, ＜특별기고＞파주지역 능, 원 금석문 자료조사 

오순희, ＜해외답사기＞최부의 표해록을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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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집
박경안, 여말선초 순흥안씨가의파주농장에관하여

이윤희, 분수원 산송에 대하여

이동륜, 김덕함의 삶과《성옹유고》소고

기진오, 파주의 독립운동과 기독교 정신의 영향관계 고찰

최봉희, 파주지역 구전설화 연구

성희모, 차의 역사와파주의 다인들

오순희, 해외답사기, 개성 관람기

2008년 6집
우관제, 고려 통일대전 건립현황과 그 의의

이윤희, 공릉천 명칭에 대한 소고

이동륜, 화석정 현판문 한시조사

성희모, 매죽헌 성삼문 일가에 대한 파주지역 연관성 고찰

오순희, 파주지역의 극장 변천사

김성수, 파주의 봉수대

최봉희, 파주의 누정고찰

권효숙, 파주세거성씨의 입향과 정착과정

권혁임, 파주시 상수도의 역사와 현황

200이년 7집
우관제, 사라져가는 것들, 잊혀져가는 것들- 전통장례와 상여

이동륜,《가림세고》와 파주의 연관성 조사

성희모, 화폐와파주의 연관성

오순희, 파주에 소재한 작고문인 유택조사

권효숙, 파주지역 분암«타）연구

이진숙, 조영석이 조선후기 풍속화에 미친 영향

김선희, 파주시 조선시대 왕족관련 유적조사

이덕형, 경기도 파주의 인물 혜빈정씨를 세상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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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파주문화 硏究》24호에 합본

이동륜, 신민일 선생의 삶과 시문 돌아보기

성희모, 종군기자비와 열여덟 그루의 잣나무 이야기

권효숙, 황희선생 후손의 이거와사목리 입향 연구

이덕형, 숙빈 최씨 자료집 소개

이진숙, 신사임당의 인간관과 예술연구

오순희, 파주지역 연안 이씨 묘역

이윤희,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의 이해

강근숙, 파주 능과 원-공릉 장릉

서교송, 남계서당학규일람

박재홍, 파주문화 독창성과 다양성의 추구

2011년《파주문화 硏究》25흐에 합본

이동륜, 풍계사의 역사적 의의와 복원에 대한 제언

박재홍, 글로스터 이야기를 통해 본 파주 칠중성과 감악산 전적지에 관한 고찰

권효숙, 파주 민통선 내 장단지역의 세거 성씨와 인물

오순희, 문헌을 중심으로 본 임진강과 임진나루

이윤희, 교하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강근숙, 파주의 원과 능-순릉 • 영릉

서교송, 파주의 청백리록

2012년《파주문화 硏究》26호에 합본

이동륜, 황정욱선생의 파주관련 한시에 대하여

박재홍, 방촌과 율곡, 우계의 문학세계를 관류하는 시대정신에 관한 고찰

이윤희, DMZ 역사문화자원의 현황과 보전 및 활용 방안

김희병, 지명과 문화유산을통한 지역발전방향모색

신용면, 제사에 대한 연구

권효숙, 경기 파주지역 시제 연구

한성희, 임진강에서 벌어진 국제전쟁

182



오순희, 임진강철교

이진숙, 파주고분벽화와 단청에 대한 연구 

강근숙, 파주의 능과 원 소령원. 수길원 , 

김선희, 파주 안내 책자 오류 정정 제안

2013년《파주문화 硏究》27호에 합본

이동륜, 화석정 터는 길재의 유지가 아니었다.

신용면. 하빈 신후담의 생애와 저술 

이윤희, 도라산의 역사와 문화 

권효숙, 서곡리 고려벽화묘와 공민왕자제위사건의 관련성 연구 

권혁임, 아름다운 재발견, 파주의 저수지

오순희, 월계단에 배향된 절육신에 대한 고찰

성지오, 3대가 대제학을 지낸 집안（성희모 성지오로 개명） 

김선희, 우계서실 복원에 대한 제언

김현국, 율곡이이선생 생가 터 위치 연구

한성희, 적성 답곡리의 북한군, 중공군 묘지 

김성수, 교하지역 왜진현 지명 유래 

서교송, 문화원 강화 3개년 계획에 반하다

공동 연구《파주 임진강 누정문화》

임진강변의 정자

박재홍, 반구정,덕진당터,임벽루터,임진정터 

권효숙, 내소정터,수월정터,창랑정터,청은정터 

권혁임, 화석정 

성지오, 몽구정터 

김성수, 칠송정터,노정터 

오순희, 강선정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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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지류천의 정자

이동륜, 청계정터

이진숙, 이사정터, 만성정터

조진석, 은행정터

2014년부터《城州硏究》로 속간

2014년 8집
이윤희, 城州牧 官得 位置에 關한 考察

이동륜, 장단 임강서원（臨江書院）에 대한 고찰

권효숙, 파주지역 불천위제례（不遷位祭禮） 연구

오순희, 임진왜란 중 화석정과 임진나루 일대의 소실에 관하여

권혁임, 파주 금산리 농요에 대하여

이진숙, 姜稀顔의 詩 • 書 •« 硏究

성지오, 파주의 로맨티스트 심노숭의 흔적을 찾아

차문성, 교하노씨 묘역의 천장과정과석물에 대한 연구

김선희, 팔학골과사재 김정국 관련성 고찰

정헌성,《파주연구》에 수록된 논문 주제의 성격 검토

2이5년 9집
［특집］

제28회 율곡문화제 율곡사상학술강연회 발표 논문

황의동, 21세기 율곡철학의 정신

최영성, 참 선비 우계 성혼 : 우계의 인간과 학문

김창경, 구봉 송익필 선생의 학문과 파주에서의 생애 

［특별기고］

박재홍, 지역문화예술축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경험적 소고 

이윤희, 파주시 마을공동체 제의（祭儀）민속 고찰

권효숙, 방촌 황희 선생 제례 연구

오순희, 심의겸과 김효원의 갈등으로 시작된 東西期黨의 顯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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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임, 파주의 서원（書院）에 대한고찰

이진숙, 白河尹淳의書藝術硏究

성지오, 회곡（槍谷） 성석용（成石i容） 연구

차문성, 파주 축현리 태실과 연산군 태봉의 연관성에 관한 고찰

정헌성, 판문점 지명 유래에 대한 고찰

김정희, 파주시 학교현황과 근대학교 고찰

박소연, 19세기 고령산 보광사 연구

조진석, 광탄면 용미리의 역사와 문화

2016년 10집
권효숙, 심학산 관련 지명유래, 설화, 바위명칭 조사연구

이동륜,《용재총화》속의 파주서교

차문성, 우계 성혼 유적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

성지오, 창녕성씨와 파평윤씨의 혼맥과 학맥 고찰

권혁임, 금촌지역 시장의 어제와 오늘

정헌성,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의 조성시기에 대한 소고

이진숙, 원교 이광사의 예술 연구

오순희, 감악산과 감악산의 무속신앙

《±皮州硏究》의 발행 호수는 2010년부터〜13년까지 4년간《파주문화 硏究》에 합본하여 

발간하였으므로, 2017년도《t皮州硏究》는 통권 15호로 발행해야 한다.

마） 역대 연구소장

제1대 연구소장（2003년〜2007년）: 이윤희

제2대 연구소장（2007년〜2009년）: 우관제

제3대 연구소장（2010년〜2013년）: 박재홍

제4대 연구소장（2014년〜2015년）: 이윤희

제5대 연구소장（2016년〜） : 권효숙

185



바） 2017년 연구위원 현황

번호 직 책 성 명

1 자문 위원 신춘범

2 자문 위원 민태승

3 자문 위원 이윤희

4 자문 위원 우관제

5 자문 위원 박재 홍

6 소 장 권효숙

7 자문위원 겸 연구위원 이동륜

8 연구위원 권혁 임

9 연구위원 김 계성

10 연구위원 김동현

11 연구위원 김선희

12 연구위원 김정희

13 연구위원 김진곤

14 총무 겸 연구위원 박소 연

15 연구위원 박종서

16 연구위원 백경호

17 연구위원 성지오

18 연구위원 오순희

19 연구위원 이진숙

20 연구위원 정경일

21 연구위원 정종모

22 연구위원 정헌성

23 연구위원 조진 석

24 연구위원 차문성

25 연구위원 한성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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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문화유산해설사회

글_강 근 숙

어느 곳이나 인문, 자연환경을 토대로 형성된 각 지역의 역사가 있고 지역색이 가미된 

고유한 문화가 있다. 우리고장 파주는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곳곳에서 발 

견되었고, 삼국 시대에는 세 나라의 각축전이 벌어졌던 주요 접전지였다. 고려와 조선시 

대를 거쳐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특징적인 문화가 곳곳에 배어있다.

파주문화원은 지역민 및 외부 관광객들에게 고장의 문화자원을 알리고 보급하고자 

동행 형태로 해설을 하는 문화유산해설사를 양성하였다. 2005년 경기문화재단의 문화 

예술진흥지원금 지원사업으로 시작된 이 교육은 기존의 향토문화답사반에서 교육을 받 

던 수강생들과 새롭게 지원한 20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진행되었다.

지원사업 종료 후에도 1기 과정이 지속되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심화보충학습이 

이어졌고, 2009년 실시된 2기 과정에서는 10여명의 지원자를 추가 선발하였다. 교육 이 

수 후 남은 인원은 20여 명, 이들은 ‘파주문화유산가이드（이하 해설사회）’라는 명칭을 ‘ 

파주문화유산해설사회’로 바꾸어 보다 심도 있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이후에도 계 

속 자체 교육을 진행하였다. 2005년 1차 교육을 마친 후에는 답사의 동선, 해설기법에 통 

일성을 갖추기 위해 ‘파주 문화유산해설가이드북’을 발간하였다.

긴 과정을 통해 활동하게 된 이들 해설사들은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알게 된 우리나

라의 역사 전반, 지역의 역사, 문화, 인물, 유•무형 문화재, 

각 문화재의 특성과 감상법, 인물의 일화 및 전설 등을 쉽 

고 재미있게 전달하며, 지역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하 

고 있다.

본 해설사회는 경기도에서 양성하여 주요 유적지에 배치 

된 문화관광 해설사와 구분되며, 지역을 찾는 관광객과 학 

교 및 단체들에게 동행 형태의 해설을 주로 한다. 단순 안 

내뿐만 아니라 동선과 일정을 배려한 장소 물색, 식사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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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자료정리와 배부 등도 해설사회가하는 일이다. 현재 활동 인원은 회장 김순자 외 9 

명이며,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활동 내용

- 청소년 유적지 순례

- 파주문화원 향토문화체험반 진행 및 보조（2005년~）

- 율곡문화제 파주유적지 순례（2005년~2015년）

- 파주 교육지원청 “뛰뛰빵빵 주말버스” 체험 프로그램 진행（2010 ~ 2014년）

- 관내 각 급 학교에 파견, 지역 문화재 및 인물관련 유적지 탐방 체험학습 진행 및 안전관리

- 관내 각 급 학교에 파견, 지역의 역사 문화 알리기 실내 교육

- 파주문화원 회원 대상 ‘선진문화 유적지 순례’ 진행 및 안내

- 파주문화원 봉사단 ‘문화재 지킴이’ 관리, 파주의 유적지 정화 봉사활동 실시

- 어린이 전통문화교실 진행

그 외 파주문화원 주관 행사 진행 및 도움

[2005 해설사 양성교육 프로그램】

구분 주별 교육주제 교육내용

개강 개강식, 프로그램 운영방침 소개

4 월

파주의 역사와 문화 개론 1 선사시대-파주와 임진강 

삼국시대 - 삼국시대 관방유적 

고려시대 - 파주의 고려문화

파주의 역사와문화 개론2 조선시대-유교문화의 꽃 

근현대-통일안보유적 

파주의 인물 - 파주3현

특강 1 지역문화와 활용방안

테마별 학습 1 선사유적, 관방유적

5 월 테마별 학습 2 불교유적, 유교유적

테마별 학습 3 능원유적, 분묘유적

특강 2 향토사와 향토문화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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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별 교육주제

 

교육내용

현장답사교육1 교하 고인돌, 덕은리 고인돌, 월롱산성, 칠중성

6 월 현장답사교육 2 혜음원사지, 용미리석불입상, 보광사, 검단사

현장답사교육 3 교하향교, 파주향교, 자운서원, 파산서원

특강 3 문화재 발굴과 활용방안

현장답사교육4 장릉, 소령원, 공순영릉

7 월
현장답사교육5 반구정, 화석정, 황희 묘

현장답사교육 6 파평윤씨 정정공파 묘역, 박중손 묘역

사례교육 문화유산 가이드 모범 사례 지역 탐방

현장실습 1 장릉, 소령원, 공순영릉

8 월 현장실습 2 반구정, 화석정, 황희묘

현장실습 3 파평윤씨 정정공파 묘역, 박중손 묘역

특강 4 문화유산 가이드 모범 사례 지역 탐방

현장실습 4 장릉, 소령원

9 월 현장실습 5 황희묘, 반구정, 화석정

현장실습 6 파평윤씨 정정공파 묘역, 박중손 묘역

특강 5 문화유산답사해설 방법론

특별교육
파주시 고려, 고구려 유적, 민통선내 유적답사

- 허준묘, 덕진산성, 마애석불, 고려벽화묘

10 월 가이드 표준안 작성 가이드 해설 표준안 작성「문화유산답사 가이드북」

종합평가 및 발표회 교육종합평가 발표회

수료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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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주문화원 위-수탁 기관 소개

파주문화원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발굴•복원된 역사문화유적지를 보존 수호하 

며, 안전하고 편리한 관람을 통해 선현의 유지를 받들고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미래의 주역으로 청소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 

히 진입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육성단체의 관리와 유지를 담당한다.

파주문화원의 수탁 관리하는 단체는 총 4곳으로 파주 이이유적지, 황희선생유적지, 

금촌 청소년문화의 집, 문산 청소년문화의 집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각 단체의 주요 연혁, 

활동사항 역할 등을 소개한다.

3-1.역사문화 유적지

류 파주이이유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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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지 건립과 복원 내역

‘파주 이이유적’은 율곡 기념관, 자운서원, 자운서원 묘정비, 율곡 신도비, 사임당과 율 

곡의 묘소 등 가족 묘역이 있는 파주의 대표적 유적지이다.

조선 중기 대학자인 율곡 이이 선생의 유덕을 추앙하고 학문을 계승하기 위해 유생 노 

희립 외 700여명의 상소로 1615년（광해군 7） 율곡서원（票谷書院）으로 창건되었으며, 휴 

암 백인걸의 증손 백홍우의 상소에 의해 1650년（효종 1） 자운서원（紫雲書院）으로 人?액（ 

賜額）되었다. 1683년 율곡 선생과함께 모시던 휴암 백인걸을 파산서원으로 이전 추배하 

고, 1695년（숙종 21）에는 율곡의 후학인 현석 박세체（1632〜1695）, 1713년（숙종 39）에는 사 

계 김장생（1548〜1631）이 추가 배향되었다.

1868년（고종 5）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 때 훼철되었으나 1907년（고종 44） 정와 노진 

섭（靜高 盧震變） 등 유림이 서원 터에 제단을세워 제사를 지내오다한국전쟁 때 묘정비（ 

廟庭碑）만 남고 완전히 파괴되었다. 이후 1970년 국가의 지원과 유림의 모금으로 사당을 

복원, 1973년 경내 주변을 대대적으로 정화하고 성역화하였다. 1987년부터 매년 10월 둘 

째 주 주말에 파주 최대의 역사문화 축제인 ‘율곡문화제’가 열리며, 음력 3월 상정일에는 

춘향제（春卓祭）를, 10월 문화제 행사 때 추향제（秋卓祭）를 지내고 있다.

경내에 있는 자운서원은 경기도기념물 제45호, 자운서원 묘정비는 경기도기념물 제77 

호, 사임당묘는 경기도 시도기념물 제14호, 율곡 선생 묘소는 경기도 시도기념물 제15호, 

이이 선생 신도비는 향토유적 제6호로 지정되었다가 2013년 해제, 동년 2월 21일 국가사 

적 525호 ‘파주 이이유적’으로 통합 지정되었다. 매년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법원읍 자운서원로 204에 위치한다.

1999년 1월 1일부터 파주문화원에서 수탁, 관리와 보존을 책임지고 있다.

경내 보유 유적

자운서원 : 율곡 이이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고자 1615 년에 창건된 사립 교육 기관으 

로 사당 건물인 문성사, 학습 공간인 강인당, 기숙 공간인 동재와 서재로 구성되었다. 관 

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인성 및 예절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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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운서원 묘정비: 자운서원의 건립내력을 기록한 비로 문성사 입구 좌측에 위치한다. 

1683년（숙종 9） 우암 송시열이 글을 짓고 당대의 명필인 곡운 김수증이 글씨를 썼으며, 비 

명은 문곡 김수항이 지었다.

율곡 이이 신도비 : 파주이이 유적지 경내의 좌측 산기슭에 세워져 있다. 율곡 이이의 

일대기를 기록한 비로 1631년（인조 9） 4월에 건립되었으며 백사 이항복이 비문을 짓고 낙 

전당 신익성이 글씨를 썼으며 계옹 김상용이 전액을 썼다.

가족묘역 공간 : 유적지 경내 연못 뒤쪽의 여현문 안에 위치한다. 율곡 선생의 부모인 

이원수.신사임당의 합장묘, 율곡 선생 부부묘, 아들과 손자, 누나의 묘 등 가족 묘 11기 

가 자리 잡고 있다.

율곡 기념관: 율곡 이이의 생애와 십만 양병설의 배경, 정치와사상 등을 알 수 있는 영 

상실, 신사임당과 율곡의 누이, 아우 등 가족들의 그림과 글이 전시돼있는 2층 건물의 전 

시관이다. 1986년 건립되었으며 유적지 경내 우측에 자리한다.

율곡이이신사임당 동상: 율곡 이이 선생과 그의 어머니 신사임당 두 분의 상이다. 본래 

사직공원에 있던 것을 사직단（사적 제121호） 복원 계획에 따라 2015년 10월 율곡문화제 

에 즈음하여 선생의 본향인 이곳으로 이전하였다. 외삼문 안 우측에 자리한다.

【파주 이이유적지 현황】

문화재 지정 사적 제525호

유형 유적

면적 316,854H（보호구역 포함）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자운서원로 204 （전화: 031-958-1749）

연방문인원 10만 여명

주요 행사 율곡 문화제（매년 10월, 제1회부터 30회까지 진행）

위탁 관리 주체 파주문화원 （전화: 031-941-2425）

직원현황 소장 （이종산） 외 직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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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운서원 ② 자운서원 묘정비 ③ 율곡 이이 신도비 ④ 이원수 • 신사임당 합장묘 ⑤ 율곡이이신사임당 동상

⑥ 율곡선생 묘 ⑦ 율곡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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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 황희 선생 유적지

- 유적지건립과 복원 내역

‘황희 선생 유적지’는 조선 초의 청백리이자 명재상, 방촌 황희 선생의 유지를 받들고 추 

앙하기 위한 공간이다. 방촌 황희 선생은 1363년（공민왕 12） 개성 가조리에서 태어나 14 

시］에 복안궁 녹사로 관직 생활을 시작, 87세에 영의정을 사임하기까지 무려 73년이란 人｛ 

월을 관직에 몸담았고, 1452년（문종 2） 9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유적지 내에 위치한 반구정은 조선 초 세종 연간에 세워진 정자로 관직을 사양한 선생 

이 돌아와 ‘갈매기를 벗 삼아 여생을 보낸다.’하여 반구정（伴01草）이라 이름 붙였다. 선 

생 사후에도 8도의 유림이 수호 보존하다 한국전쟁 때 모두 불탄 것을 이 일대 후손들 

이 부분적으로 복구, 1967년 시멘트로 개축, 단청과 축대를 보수하고 다시 목조 건축물 

로 개축하였다. 이전까지는 선생의 둘째 아들 보신의 직계 후손인 사목 종중이 수호해오 

다 2004년 파주시에 기부 헌납하였다. 동년 7월 5일부터 파주문화원이 위탁 받아 관리 

보존을 맡고 있다.

유적지 내에는 황희 선생 기념관, 후손인 월헌 황맹헌의 부조묘, 방촌선생 영당, 경모 

재, 황희선생상 등이 있으며, 매년 음력 2월 10일에 탄신제를 지낸다.

- 경내 보유 유적

반구정 : 임진강 하류에 위치한 정자로 본래 앙지대 자리였으나 앙지대를 지으면서 현 

재의 자리로 옮겨 놓았다. 미수 허목 선생의 반구정기에 ‘정자는 파주에서 서쪽으로 15 

리 지점에 있는 임진강 하류에 위치하며 매일 조수가 나가고 뭍이 드러나면 하얀 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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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드러난다.’라고 기록돼 있다. 1983년 9월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2호로 지정되었다.

황희선생 영당지 : 1455년（세조 1） 건립된 목조 건죽물이다. 초익공 양식에 맞배지붕이며 

솟을삼문 내부 영당에 영정을 모셔놓았다. 전쟁으로 여러 차례 불탄 것을 복원하였으며 

현재의 건축물은 한국전쟁 이후 바로 복원한 것이다. 1976년 8월 경기도 기념물 제29호 

로 지정되었으며, 매년 음력 2월 10일 탄신제를 지내고 있다.

【황희 선생유적지 현황】

문화재 지정
반구정（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2호）

황희선생 영당지（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2호）

유형 유적

소재지 경기 파주시 문산읍 반구정로 85번길 3 （전화: 031-954-2170）

연방문인원 6만 여명

주요 행사 방촌 황희 문화제（매년 가을 제1회부터 2017년 2회까지 진행）

위탁 관리 주체 파주문화원 (031-941-2425)

직원현황 소장（황의광） 외 직원 2명

맨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반구정, 방촌황희 동상, 기념관 내부모습, 황희선생 영당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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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청소년 보호육성단체

‘청 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의 긍정적이고 건전한 문화 활동을 위해 2000년대 초반 

개관, 설립된 청소년 보호육성단체이다. 개관 이래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청소년 자원봉 

사활동, 수련활동, 학교 연계사업 등 청소년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파주문화원에서 위탁받는 곳은 ‘문산 청소년 문화의 집’, ‘금촌 청소년 문화의 집’ 두 곳 

으로, 청소년 스스로 긍정적인 자아를 확립, 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의 중심 

이 되도록 자치활동을 지원한다.

火 문산 청소년문화의 잡

주요 연혁과 수상 내역

2001. 03. 개관, 파주문화원 위수탁 협약

2003. 03. 경기도 파주교육청 현장체험장 지정

2004. 02. 한국청소년수련시설 등록

2007. 04. 파주시 청소년문화의집 -> 문산청소년문화의집 개칭

2008. 03. 경기도 청소년활동우수프로그램 선정

2009. 02. 경기도교육감지정 평생학습관 운영

2010. 03. 파주교육지원청 연계 방과후학교 지역공부방 운영

12. 2010년 청소년수련시설（문화의집）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2011. 05. 기관 이전 （문산행복센터 5층）

2012.1 2. 경기도청소년활동 청소년자원봉사터전 부문 장려상 수상

2013.1 2. 2013년 청소년수련시설（문화의집）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2014. 05.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유공단체’ 경기도지사상 표창

2015.1 2. 2015년 청소년수련시설（문화의집）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2016. 02. 최우수기관 선정 여성가족부 장관상 표창

2017. 01. 파주문화원 산하 파주청소년문화원으로 재위수탁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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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프로그램 소개】

구 분 프 로 그 램

여가활동
보유시설제공을 통한 공간 대여, 월별 이벤트 데이에 특색에 맞는 

행사기획, 진행

자치활동
차세대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푸른나래＞, 

천하무적 기동대 ＜축제기획단＞ 등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

동아리활동
청소년동아리 자체 육성, 학교연계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 

차세대 리더를 위한 올빼미캠프（AH빼美）운영

수련활동
MBTI 자아성장을 위한 진로탐색 및 리더십 교육, ‘내 안의 보물찾기’를 

통한 꿈 찾아주기 , 부모와 함께하는 테마여행 진행

문화활동
전시 체험활동인 어울림마당 Dream정거장 진행, 

청소년우수 동아리경진대회 개최

창의적체험활동
청소년문화학교, 상상공작소, 청소년 자원봉사활동터전 마련, 

청소년자원봉사학교 운영

지역협력사업
학교연계（교사간담회）, 유관기관과 MOU체결 지역네트워크 구축, 

교복물려주기, 물물교환 벼룩시장 등 나눔장터 운영

단체 홍보 프로그램 안내, 보도자료, SNS, 문자발송을 통한 청소년 관련 사업 홍보

교육사업 청소년 및 학부모 교육 진행, 실습 지도

공모사업

통일안보 교육 ‘바통터치（바른 통일로 다가가다）’, 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공장 ‘영화공작소’, 청소년에 너지 자율동아리 지원사업 

‘Happy-SESE’, 파주시평학습지원사업 ‘Play 짐볼!’,

자유학기제 연계 진로멘토 특강 ‘나만의’, 경기도 청소년활동공모사업 

‘DNA（Dream & Ability）를 찾아라~!!’ 진행

방과후아카데미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방과후의 학습, 체험, 생활 등을 지원. 

교육 활동 프로그램 제공

- 직원 현황

관장 : 1명（박종훈）, 팀장 : 1명（유순희）, 직원 : 3명 / 배치지도사: 1명 / 방과후 아카데미 3명

- 위치: 파주시 문산읍 통일로 1680 문산 행복센터 5층 / - 전화번호: 031-953-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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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청소년 문화의 집 체육대회

2003년 제16회 율곡문화제 기념 장원급제 퀴즈대회

2005년 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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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뻔뻔(FUN FUN) 부모교육

2009년 여름방학특별프로그램 청소년 원예체험

2010년 두드림 토요체험 가족극 꿈꾸는 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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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 DMZ평화자전거

2012년 왁자지껄! Dream정거장

2013년 올빼미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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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내 안의 보물찾기

201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및 여성가족부장관상 수상

2016년경기도 공모사업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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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금촌 청소년문화의 집

주요 연혁과 수상 내역

2006. 02. 개관, 파주문화원 위수탁 협약

2009. 12. 경기도청소년활동진훙센터 터전활동 우수상 수상

2010. 12.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2011. 12. 경기도청소년활동진훙센터 터전활동 우수상 수상

2012. 12. 여성가족부장관 터전활동 최우수상 수상

2013. 08. 우수청소년운영위원회 선정

12.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교류협력 부문 최우수 기관 선정

2015. 07. 파주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선정

13. 파주문화원 산하 청소년문화원 위탁 협약

14.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2016. 03. 경기문화재단 꿈다락 ‘오!늘 행복한 뮤지컬’선정

15. 경기도 활동진흥센터 터전활동 우수상 수상

2017. 01. 여성가족부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생태지도 파부루’선정

16. 파주시 평생학습유공기관 파주시장상 수상

204



【운영 프로그램 소개】

구 분 프 로 그 램

자치활동

청소년운영위원회와 학교 연계 청소년동아리 지원,

자체 청소년 동아리와 학습 멘토 동아리인 ‘멘토스쿨’ 운영,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청소년 봉사단 활동 지원, 청소년 토론회 ‘청출어람’, 

청소년과 학부모로 구성된 한마음 가족봉사단 운영

문화활동

토요프로그램인 어울림마당 ‘상상놀이터’, 

지역축제 프로그램인 ‘청소년페스티벌’, 

전통문화 프로그램 ‘왕릉제향 떡 만들기’, 

청소년 활동인증프로그램 ‘ 티끌모아태산 ’ 

끼와 열정의 한 마당 ‘청소년종합예술제’ 진행

기관연계사업
학교로 찾아가는 금연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체험안전교육, 진로교육 등 

학교 연계 프로그램 진행

수련프로그램
야외 탐방을 통한 ‘생태지도 파부루’, 텃밭 활동을 통한 ‘옥상텃밭 수비대’, 

지역의 명소를 찾아가는 ‘해시테그 우리동네’ 등 진행

특화프로그램 DMZ안보체험, 율곡이이 인성스토리콘서트 등 지역 관련 프로그램 진행

교육문화사업
지역 주민 대상의 문화 강좌, 방학 프로그램 “Volume Up!” 운영, 

대학생실습 및 직업체험을 위한 현장실습 기회 마련

대관사업 다목적실, 동아리방 등 협의에 따라 이용 가능

자유시설 이용 북카페, 동아리방, 정보자료실, 댄스실 등 이용

- 직원 현황

관장 : 1명（박종훈）, 팀장: 1명（나기숙）, 직원 : 3명 / 배치지도사: 1명

- 위치: 파주시 시민회관길 40 / - 전화번호: 031-947-7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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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 가족봉사단

청소년종합예술제

청소년 DMZ 안보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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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박람회 부스참가（해시 태그우리동네 /티끌모아태산）

여름방학특별프로그램

• < .三

소,''i 忌

청소년의달 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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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파주문화원 발행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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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문화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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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부정기 간행물/연구지

城州硏究 城州 硏究 ««= 城 州 硏 究 4=,= 城州 硏究 .，쌔

창간호 2003. 제2호 2004. 제3호 2005. 제4호 2006.

城州 硏究 城州 硏究

러 구흐화위 >> 
홓**화년-？소

제6호 2008. 제7호 2009. 제8호 2014.제5호 2007.

城州硏究 크I 城州硏究 뼈

파MS>B 
항#SU?辛소

제9호 2015. 제10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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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문화원 발행도서

단행본

의례해설전서 （儀 a 解說典書）

S
W
 
文
化
院

［발행］ 1990년 9월

［발행체 파주문화원

［내용］

파주에 소재한문화유적의 향사淳祀） 예의（禮儀） 및 일 

반가정에서의 관혼상제（冠婚喪祭）에 관한 전통예법을 

간추려 편찬하였다.

파주의 역사와 문화

［발행체 파주군•파주문화원

［발행일］ 1995년 8월 31일

［내용］

1995년 발간한 ‘파주군지’의 축약본으로 

군지의 내용을 발췌해 수록하였다.

파주전투사지 （城州戰1111 史誌）

［발행체 파주문화원

［발행년］ 1995년 9월 30일

［내용］

지리적 입지의 특성상삼국시대 이래로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던 파주에서의 

전투 현황을 개괄적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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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민요론 （城州民 틈& 論）
拔 州 比 認 論
(ithnicFulksonKS of Paju City 

by Yi, Sora

어 소 라 쓰

파주 문화원

［저자］ 이소라

［발행］ 1997년 2월 5일

［발행체 파주문화원

［내용］

옛부터 파주지역에 구비전승 되어오는 다양한 민요를 

채집, 기록하여 한권의 책과 cd로 엮었다.

파주지명유래와 전설

［저자］ 이기현

［발행일］ 1997년 12월 30일

［발행체 파주문화원

［내용］

개발과 변화속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파주지역의 

지명에 담긴 유래와 전설을 집대성하여 한권의 책으로 

엮었다.

城州金石文大觀 
（MW M B）

파주금석문대관-신도비편
（城州金石文치ft■■•神道碑 篇）

按 州 市 

城州 文化 院

［발행체 파주시■파주문화원

［발행일］ 2000년 12월 30일

［내용］

파주에 산재한 신도비 51개의 사진과 원문을 수록하고 

번역문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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城 州 實錄

파주실록 （城州 實錄）

［발행체 파주시.파주문화원

［발행년］ 2001년 11월 15일

［내용］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파주관련 사료를 발췌하여 

분야별로 정리하였다.

역사속의 임진강

［발행체 파주문화원

［발행년］ 2002년 11월

［내용］

파주의 대동맥인 임진강의 역사적 의미와

임진강을 중심으로 피어난 문화적 자료를 집대성 했다.

30가지 테마로 떠나는 파주 역사•문화 기행

［저자］ 이윤희

［발행일］ 2003년 12월 30일

［발행체 파주문화원

［내용］

고대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문화유산의 보고, 파주의 다양한 모습을 테마별 

기행문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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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너UU 버! I

찬만한 :#주의

찬란한 파주의 역사와 문화

［저자］ 이윤희

［발행일］ 2003년 12월 30일

［발행체 파주문화원

［내용］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파주의 역사와 문화를 알기 쉽 

게 기술하여 초중고 학생들의 지역학습 참고자료로 이 

용할 수 있도록 편찬하였다.

파주의 역사와 문화

［발행처】 파주문화원

［발행년］ 2005년 12월

［내용］

파주의 역사와 문화 전반에 대한

개론서적 성격의 책자로 다양한파주의 모습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우리고장파주

［발행체 파주문화원

［발행년］ 2005년 12월

［내용］

청소년들이 우리고장 파주의 역사와 

문화를쉽게 이해할 수있도록 

풀어 쓴 향토사 학습 참고도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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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의 인물

［발행체 파주문화원

［발행킨 2005년 12월

［내용］

우리민족의 역사를 빛내신 선현들 중 파주에서 태어나 

거나 거주하는 등 연관을 맺었던 인물들의 자료를 모아 

한권의 책으로 엮었다.

파주문화유적지 （«州文化遺跡誌）

［발행체 파주문화원

［발행년］ 1994년 12월 20일

［내용］

파주의 문화재와 충신 효자 열녀실태조사, 

독립유공자 열람표, 관내•관외 인물 

유적에 대한 자료를 담고 있다.

큰 스승 율곡 이이의 삶과 사상

［발행체 파주문화원

［발행년］ 2006년 12월

［내용］

파주가 낳은 조선시대의 대학자이자 경세가이신 

율곡 이이 선생의 삶과사상을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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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문화재 대관

［발행체 파주문화원

［발행년］ 2006년 12월

［내용

파주의 문화재 전체를 다양한 구도를 가진 사진으로 담 

아내고 문화재에 대한 해설도 알기 쉽게 풀어썼다.

명재상 방촌 황희의 삶과 사상

［발행체 파주문화원

［발행년］ 2008년 2월

［내용

왕조교체로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사회속에서, 소신 

있고 일관된 정치신념을 가지고 조선초기의 역사를 훌 

륭하게 이끈 황희 선생의 삶과 사상을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이야기로 만나는 율곡 이이

［발행체 파주문화원

［발행년］ 2008년 4월

［내용］

청소년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율곡 이이 선생의 삶과 

가르침을 손쉽게 읽힐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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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명장 대원수 윤관

［발행체 파주문화원

［발행년］ 2008년 11월

［내용］

우리 고장 파주의 위대한 선현이신 윤관 

대원수의 생애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한 향토사료집이다.

우계성혼과 파산의 학자들

［발행체 파주문화원

［발행년］ 2이3년 2월

［내용］

조선 중기 파산을 근거로 새로운 학풍을 

일으킨 네 분의 삶을 재조명 하였다.

어머니의 품, 파주（1권,2권）

［발행체 파주문화원

［발행일］ 2016년 12월

분단 70년 파주의 기록 망향우체통

분단 70년 파주의 기록 상처 위에 피는 꽃

［내용］

독립과 거의 동시에 발발한 동족 간의

전쟁으로 만들어진 휴전선 바로 밑에서, 우리가 70년 동 

안 어떻게 살아 왔는지, 그 흔적을 담은 기록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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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 ^ 5；

222



파주문화원 발행 홍보물

ra귤곡문화제

1994년 m 28알（수） 오전 9시 »문 
자운서원. 응국교원연수원 

주최/ 과주군 주관/ 파주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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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0년 la 9일（ih：15일（＜川 

장소: 자운서원. 와주시민화판

롱일공원. 이성회관

주최 •*주시
추븐:
♦ 친: 경거군»서난처거도♦룩 a 선반후취

（사※사상안구쉰. 슈구*성. W 차서

한마음 음악히

................. —

mitm''저

2000 파주시

〈제2회〉임진강 가fi제

«호«& 호31흐£4 12회 «9|엔章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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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A효 814.
Oti： A은청 »산••■朴32비11—* VH = （시b사 vet!）

* 하소 : 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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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WW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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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신사임당 학당

주춰: 5첞 대한주부를헓연함회파주지부 

후원: 파주군•파주경찰서•화주굹교육청

율곡고원연수원 • 파주군문화원 .

파주군 여성단체 협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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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易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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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민회관 소공연장

체 1S최율곡문화제

W 게6주년 기념

국악한마당

파주시

사단BJ인 한국국악«희 파주시치부

파주문화원 파주여충

대갑놀이. 허심곡

태성총합인새사

11 ’：；.'； 丄;丄 •: J .：：. 己丄j cS cjkJ l515'EL eSSeSi뜨

입 시 ： 2002년 11월 1일（금） （14：00~16：00） 

장 소 : 시민회환 대꿍연장

주 관 : 경기도 파주:코유청 

후 원:파주문하원

F 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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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경기소리보폰회 파주시지•부

제3회 정기발표공연

（샤） 한국滑기소리J4존期 추시지부

제 4회 정기발표공연

[ 소리의 향연 ]

국악어울마당

SU시 : 2008년 118 *3요8H 오후 6치

장소 : ®주시 시만화관 대공연창

추회 ： （A& 한국거기소리보즌« 파후시자부

후윈 .확주치.' •파주여#. 파주시 노인«지«5
혀찬' "현 a昆M어허.（사!한국*웡문횩혀회■국학에스교육산운사

（사i하국장예*®!화 자추人지부.«온실 린•기. 박공춤호S섴. 허순서 무

흥이 담겨있는. 사의 정서가 녹아잇는 우리의 소리

파조"러 민으, 소러

9서 I «두시. 짝후&趙fl 
후9 f«주그신 a 면fiM»« «« I a기£, 궝가버WB, «추시. WWJS

2008년 10S 11일（토） 오전 10AI

자운서원 톡서무대

엃시 I 2009녠 2월 8잌（앛） 오전 11치

장수 I 파주시 B산욥 임진각 평화누리

임진강긴속축제
연소이 멀리 딺리기. 짚풇공예품전시화. 전똥만속놅이체 험

후최 I «주시 추« I nw»««
Afi I a가공사. &큑안느연보fi화. 느어획 «후시지부. 하주시산«총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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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책자/홍보물

유록¥4제

회먕찬 새해＞ 다짐하는 화합과 춖졔의 장

三☆= 三'

2008 파주서（얼이추게
*）8 Paju Sunset Festival 

2008.12.3主 pm4：oo~7：* 파주시 교하® 심학산 

! 심학산 오료가 a발 오후 4시 심학초2 온§창 I
: 져중시 후®파주운화원

2011tt » 30«（굼） ~ 1어! la（또） «% «후M WtiWHnW tt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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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파주

. =1 파주시

너 손드건
종합예술제

우긔런fte•외 9스러aa 가차* 유희고 웠는
'20C 파주 공CI8 공오천4soi99 9어 Me나다

0（릐«위 se 청에! w«비다.

문화공예품 공모전 !

2tm 總 7W I5a*>*l6iw（»） 
따호 A 譜혀표 dg 은차

•« W*시 ♦* aeiMwwwtt
•» ■ «거£«루<«*«•«

MT MWAWWS% 831 <7>W«w»
•• 초대의 글 ..

우리힌쪼여 고유한 생*E주로쒀의 

S • 흐 공＜4舊 지직기능을 발귤 보존휴고 
동절기 « «용환 지 •« 공이« 공모« 릉혀I 

우리 전롱문화의 명을 돠살리고자 
•파주 S플문화꽁여le «모젼•을 마련®니다.

여로신들여 향수»e＞« 일4우고 
청소는들이게는 소§항 배오의 장（«）이 믈 

'■파주 5 - ＜문화공예 등 공모 WI 
켜 M* 초다항나다.

«h»R ‘구나
«수캐9 2K2tf 2« WW* 21nsl■쉬 
4••삭 ti9Hs 母（쉰«사«석««} 
<H»4 wsa 
ttWfi w«우 »*시 e신WMSAW 
8«m«B«A벼 -9=퓨：21«»치«후«»<!*»혀괴<시1처»자

- JWMOtl2« W WOTtf타
-사MW «ti««JKutzoom.데시c
*M<M 따히호팡가*

파주sas장 민 테 승
창 소: 파주시면!a» 천사설
전시기간: am 낸 2« %~20»년 2tt 2s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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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책자/홍보물

파주 eM평 12지 놀이
천현초등학교

일시 : 2012냰 9웡 21알 ~ 22일
장소 : 3기도 화성시 화생실내차육관 
추처 : 한국문화원 연형히 경기도지셔

파주시.퐈주묘화원

향토문화체험답사

■ 일1 *4 사 •用%.

초 니•다

■ 전시이장 : 2012닌 3쒔 2잏（굼） ~ 아화）

■ «이프첫칭 비 시상식 : 2012년 3궐 2잃 오후 2시
소 : 문산»븍선터 전시싷

II : 파주시

관 : 파주운화와 （T.941-2425）

■ 장 
. 추 

. 주

짚풀含
문화공예품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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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문화원 발행 홍보물

PAJU

2012 파주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5 Vd 시 
石기 -

파주 문화원 어르신 문화 학교

■ 일정 : 2012년 5tt 24일 ~ 2012낸 12ft 19일 • 창소 : 파주운화«（ 문화화교

■ 주최 : 한국문화원연하화 • 요파주«촤원 ■ ♦원 : 문화체육관광早 • P치파주시

2013내

=«« 빠후시 팡 *어

어넝I긴 파•추놀 만나'다;”

• e a t） a: 6 뤕 16일 i&w owoomcoo
• 도 a대 사 : 파주시 신규 입주인 （천입 3닌 이내 가능）

• 로 H힌 a ： 션삭순 120s 내외

• « 가 a 수 : 신?»서 작성 » «|슨 ＜부부 （«1스 ： 031-9«-2511） ■ 
••가비: ＞인당 10.0008 （치랑. &심 앚탆사자a. 보ft가일） 

WW»： 803어 -0007-= «1=9«8 
«8고안■-파초«그-반구청-점삼시사-자«서원- 

율관장군S *1리이* W입상-0|후삼9 
（■AWVWWW

D）주소하다8（1«후시 긍낭8 87-9 우처it «A| «v] 
기주분MH031-9«1-24a. 091-M0-849의

하 파주분하원 www4xWx.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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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책자 / 홍보물

가올학기2013 파주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20* 10워 1일 사12월 20일 （12주）

CS3 9«4알（수）오전10시부티~=순마가과««»~3=

!^타9 파주분화원 （운청««= «장홍 28 가아»

《% 호81강이실 （«»터）

(13=* — 새W

32시
«e00M74S} 해리커허

"호01 시러 BOF러 fi 안!}

아
»a）~«W 수4처 。■고흐
«현이시히 W W«>~«3M 규«음히
fl7W사»»）

체3강이설 （소려테

- •훅M7» ■ MVR oe 앛 4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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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너E 흐艾逆州愛 
칫소^"‘ 어 

하다^시少厂^ V =13테나1=아눈

향토문화세험답사

죤 ®L=주의■교유적

\ 비파^ 버욤원사지/8미리마* W압상/보광사 W，

• 일 시 : 2013닌 6* 8잉 ftS있 mooeoo）
• aeiq 상 : 바루시런누구나（가«단««가 e잉）
• 오하인a : 쓴흑ew
• tt가9수 : ««（«오헌9시부터 ««««««수（선학소 a令）
• 차 가 벼 : 12!8 20.0000

（M aw-oMWB •후en> ttacMuan »우e« ■다.
• ftV창소 : 라*스하대! （WSM^）주차장

*«S2| 031-941-2425/W& 031-941-2511 
9기fi 9H(e«a 40 (9fM. 8««W9타 2ft)

연눂이얼리날리기 
전롱민속느이체험

"1：2013년2»23일（호）오*2사~&시

M： 때*« 임진각 평화누리 V K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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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책자/흥보물

2013 파주 

짚풀 1S 여품 

1 — O —丄一 1丄

2013.、3 • 5（화） ~、3.10（잂）

창소 : 파추»화원 （운정 행화■쎤터 2S） 
개막 ： 3월 5일 오* 2시

•주차 PAjfi*파주시 •추괸 1 여成파주li*화워 <8외:031-9쉬-=>

경기도교옥강지정
평생학合관 밍생교요 프로；운영

之이우

전통문화체험학교
일시 : 2014년 7tt 26일（£）. 8tt 14알（욕）

장소 : 파주문화원 / 영집궁시박믈관 / 단샘다케원

『파주문화원 ▼

느 어르신문화학교 참가자 모집

• 오자과차 : 사믈능이 초커20헝）

• 모a기간: 선착순마갑
. 운염일정 : 2014년 4«|-10« （배후 «요일 14W-1&4S） 

개가식 쉬128일（«） 오굔 10시
• 수강 4： 早료
• 참가루의 : T. 031-941-2425 （파후룬하음）

« ?휴?로츼- 라*»«휨 M .••럭번밧브?-wy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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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J 外기세 共4
1 파주농악보존회 청소년얘스단 I

일자 •2014.10.16-17
장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실내차육관

이시 I 2014년 2월 8일 （토） 오후 2시〜5시
장소 I 파주시 문산S 임진각 평화누리

주최 I 파주$화원 후원 I 파추시. a 기관파공사

연높이 멀리날리기 참가자모칩

- 오집기간 맟 현원 : Itt 2/밒~ 선착순200녕
- 창가비: 1인S aooo원 ｛뎐.엏게 재공）

- 산청 및 운의 : 파주분화원 031-941- =

건극율곡서 전

10fi4WE）~10tlWW
- JtA : CW»（W S사*）
• 흐MA호 : 1W0~IWX>

제 27회

율곡문화제

**곡•사철담ofM ■■■■»M: aiaa* se«+*« 4丄««： c • i «e* / e w*

■ * 어야가호란나
■ «Amoina（aB»aew-»«wff CW i ~ Mfc •Mfl'MMailMMWM'MriKMI'XtWW）

2014.10.11 ®~12o
장소:을곡선생유적지

* 른* fpm W « 사vtt•여

제 27회 ruLOOK wmvM.

율곡문화제
2 이 4.10.11 ©~ 12©

장소: 믈^선생유적치
즈）e스e *iM I （pm «e « 시ew어 > www 사uwm ■ e사ws SVWWHHf） ■ mM I 9Moi W MJI ’ ■ PUHI—'I ■ »MU9

Ml mXT M «후ew 11■꺼! BWMMW서M•« / «*W«서 / W*«M «■ Ml -attS/MO BM WMW.PWMCC.OT.IW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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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책자/홍보물

2■이411■족다 사:케11는
’향토유적답사

\조워tfmniiK츠〒？—•: =

■ ’나유적치 MWU

an고언*/■•고언•/ 
9«aUM»at

C« 기 O 2014낸 4tt ~ 11립 （티Ifl ««주 a요일 noo^woo）
• « 지 g 정wwariiopoa WAEKWrao 
S&4V : 시인 누구내가«단위 «가 e엉｝
SSJCJB : 아갑
11 기 버 •« 1인 saooofi（차«. 보혈 «싦4（사 자« 왓 *얼 s«） 

느« 365~0027~&»&-33 M긍후;B"룬»» 입긍&«시 산청8«!
9수 »e 천척 « W &수산헝（운선버 «ss2«
C의헌ft : 파후BM훤 S1W2 （T.M1-Z428） ＜어 파주문화원 « «〜

wwwjN*Jcc.orJtf

2014 파주

시푸 문화공예품 

11=공모전

2014.2.28（금）'''3.7 （금）

장소 : 파추문화원 （운졍행혹센떠 2춍）

시상식 : 2월 28일 오전 10시 30분（운정母복원타语 공연장）

Sc?-1 • e *■ ®
•주최 I p시示파주시 •주관 I 싸과주문호!원 I #21:031-941-2425

즈다?
«4요 2H見» «휴

4주가 니迫•■tllWK%*） 슈刑■» 하얘♦‘«> II*•쳐 «타» *솽히표 
»•<** »< •나* 아*허 «lfc »시* *1«t 당입니다.

qj厂 제 28 회 YULGOK CULTURE FESTIVAL •

율곡문화제

2015.10.9/금서 0.11/일
올곡선생유척지 외

주요«사 안Ml
*4가*KWH） I«4Amq|천

S극 WU® M M 어허" I ft곡은서* ’ ft곡사상연서 
자우서e ' 유가«V 재언 V 사만강•이 ■ 5M타기

8«<RV» I 사woiex 1 장WWnsK치 
흐시늑일장 I B8M I 아왕>01 

서S•악« I 천사•••«사 I •공은

* « 시 ： 2015넌1에| 3옇（&） 
오젼 9시-오* 4시

* 하사치 ：«곡선생유척치
•곡리. »석청. 라산서«.
우가성#B. 우게기낭9

* 우 9 ： 따두BM e화유인히«사«

®피주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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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할룬iAi 川전义2

2015 파주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모집

www.wiucc.or.kr

SSa 2여5년 3월 2일 ~ 12월 26일 （40주）

g^Wi 2워 10일¥터 ~ （선착순 마감. 과모® 10〜20명 I 전화 맟 방문접수）

dO 마주문화원 （윤정행보센터 행정동 2층） 문화학교 각 강잌싧

언높이열리날리지 • <=유놀이체벼

三으 제20회 경기도민소애슿졔

各*
킈세%

잁자 > 2015.9.18~19 / 장소 • 경거도 오산시 종합온똥창

A어4甲午年 대부르

이시 I 2014년 2월 8일 （토） 오후 2시〜5시

창소 I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 평화누리

주최 I 파주론화« 후워 I 파주시. a 가관걍공사

연높이 멀리 날리기 참가자모집

- 모짛기간 이 인윤 : 1쒚 27알~ 선착순200g
- 참가비 : 1인당 3.000원 （연.얼괘 재공）

- 신창 밓 S으I ； 파주운화원 031-941-2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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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책자/홍보물

븐닁셔SK沙
메르스 종식 축하 힐링 콘서트

응'기*%냉을 기午는 •음악호/

@112015.12.18 금/오후7시 

창소 I 운정행뷱센터 대공연장

2015 파주 *

XI푸 문화공예품 
11= 공모전

2015.2 • 24（화） ~ 2 • 28（토）

창 소 : 따주문학원 （온청행뷰천!허 2#）

시상식 : 2웧 24일 오전 10시 30분（운창행*센타I총 공연장）

경가도교육감지 청 펑생학습관 평생교육 프로고헴

2015 전통문화체험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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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厂’三丄＞ 買u-'k

율 복* 선 앵 유 적 지

율곡고동학교 1문화재 1지킴이

예 터 빏- 기

문화원 cZ/blog.cha.go.kr/anclentsearch
-------- 1 원 : 문화재청, 파주시청, 파주분화원 
츠아 J ..................

뽀‘ 
띠-주문화원

vwM.paju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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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운화원 2015 
첳소년지역문촤창초 포ftOK

옛날 학교로 

유학（儒學） 가자!

ca 상: 호»학교 3게죠（M초/자유초/두일호） 12M 
사업기간 : 2015년 4s（ •' 어8（6개«

: 교하층교 - 짜주항효 ■ 차윤사원! ■ 탁추치역문화연구소

♦•유따주푸확완 네/•£?브!브W?

문화학교< 
수강생모집 IB 쐐
SSB 2016낸요12일~1210알（40휘
gaa 게123잏부턱~（신 MW 과««K>~209/전 ««WBI수）
GC9 파주s»« （요청«M 센티 «청« * S솨학a 각갬억샇

일시 : 2016년 109 22일쉬1월 6알

（패주 로, 일요일 오후 1시-3시）

장소: 황화선생유직지 3모제

추춰: =시 / W: 파주S화»/ 후 a: 탄«다레훤

허 파주 e 화원 /«휘션샘융적지 »허사무소
WWWJMiUCC•어 J다

I 율
곡
문
화
제
뗘

희

臥."*
引:
서
주
에
 믈
들
다

2016.10.&（토）~9（힐） 

파주 이이유적（자운서원） 

www.pa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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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높이열이날라기 * 저됴W속놀야채혀 

2017 청tt대보«핮이 A 애어

통읻기원 W워酸리=날리기대회
이시 2017년 2월 11일 （토） 오후 1시뷔터

창소 파추치 운산s 임진각내 평화누리공원

소망연날리기 / 선착순 100령, 연무효 채공

연 높아멀리벌리기 대회 /천착수 300헝 
®가비 4.000훵 - 가오라연, 合난로. 콘고구0W공）

•S수: 2|t«부터《Re* •산청«론억:!mB«S（03V9나•2425）
• 디im 유치. M.«교». 성언 각 긍사. &상.•引W « 어»정

-VI차기. H*®! 8연잔«
- M*여 무MB （«t어, 제가차기. 루호 SJ-a거연 시연
-부 H.’HMOT

후« t서/■=（ 후주문화윤 wO 흐?흐흐흐사

역사 뮤지 컬

갾승헌

20 ）6년10숼I
오후7시 30 호—- 

운정행복센터 대극장〒 

■착:창은정I연출:김대세작곽:이수영 
주회:' * s
추관: ft■t' Jn
후?!：.<安 Twgw 히'..¥<1； 깅인t»학agiet 외고과 •.컷_ rrra 정성호. 강승현. 이헐a. ’호패은, 검수호, 장대jk전a添이한. 언으3. 김버나, 장범용 
____ 어항 민. 조율선. 전대우, 췩성규, 청a섭. 잉형아, w셍어. W회, «xi«. 김후현왹 EES 어호윤.언서지.이성규,남가«.김me.안*청.싹®•힌.감허언.김진잉.조정인

디자언/힝기수. 안무/«（9임. 앙상/*，억«/£하며. 소g/i잔9. 훈징/오더«?. 사?'/676 Stu아0 엉«근

, > 0212016파주 ' g
M 지푸문화후예품 江 
“ 11=공모전 gy

2여 6.3.3（목）~ 3.7 （월） '己

I 장 쏘 : 파루문하원 （은경 신터 2충） 우' . J

시상식 ： 3월 3일 오천 11시 ^읃쳥벵복산터 24 천시장! & 여｝

•추촤 t nyi/BI주시 •주곤 I 여따주온확인 S2|：O31-9«-M25

청소년과 함께하는

문화재 지킴이50
• 일 청 : 20W 7월 29일（토）

• 장 소 : 교하고인* tt흥고안« Z 화석정. 반구정（변능가농）

• 대 상 : 증.고퉁화생 （선햑소 20명）

• 첩추힙차 : 20W 78 10잏¥터

• 접수！as ： 천화（031-941-2425） 빛 방S 접수

• 체 험 H1 ： 무료 （잠삼삭사 5,000원 «도｝

09：00~09：30 자9잋아능 ewKwemw규

09：30~12：30 흔%사힟 문화재자함어VS a흐M고언BtHiS•반구성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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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모집

2017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짜주어사
파주문화원 어르신사물놀이 동아리

- 포칩과정:사묠놀어（25명）
- 모첩기찬: 5월 15일부터 선착순 마감
- 포접대상 :60셰이상 어르신
- 운영일정 : 6월네1월 （25회차, 매주 뛃요일 오후 2시~3시45뿐）
- 강의장소 : 파주문화원 星화학교 재3강의실

2017.9,22-23
김포종합운동장

심현수간（三賢手簡）

세 벗의 학문적 교우（交友）를 

찾아 떠나는 문화 탐방

조션 중기 1+주＜ wtw 으로한 대학자 
구붕 숗익«（=〜1599）. 오거 성홈（1535 이508）.
»귝 O|OK1W~IS84） 사이애 추호발은 펀치구율 

모아 엮은 삼현수간의 외미를 재발견하기 위한 

셌 보익 유적치 현장 땀방.

• 잃 시 : 1차 -11월 1일｛수） /2차 -11S 8일｛수）
3차-112115알（쉬춓 3차

• 대 상 : 파주시민 35명 ♦ 3화차호두 g가가눔자 （선착순J

• 참가비 : 1인 2만원

• 문 와 : 파주문화원 031-941-2425

탐방지

1차: 파주지역 甘현유척 합방

- 우계기냄관, 우계 성혼묘. 을곡선섕유적치（가념관, 이여선생됴, 자운서원）. 
파산서원, 화석정. 구총 승익 S 선생 유허비

2차: 총남당진 송익핗 선생 유객지

- 소뭐성지, 효익 S 선생 묘소, 합한쟤

3차 : 강S 창» 오즉현 사적지

-허균,허난^g헌유적치,강릉오족헌

여파주문화원

보« 상헌수간（HX 튀B） 익
지우=8）1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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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 MI wy^ 쏘4두«*« 

후느I T^'v^na** 才S후느•허 

wvw.pajiLgoir

율〒Jr Yulgok 
Cultural 
FeaJval 2017

문화제

2017.10.14.（토）~ 10.15.（ 일） 

파주 이이유적지 （DK시 일원）

io.iy금） 전야옴악혀《*겅흐수봉휭J
유가）|« 러쏘안스

어 즈후숸귤치 이드
으iMI 바4&母 낵이차

사읿당 비舍‘«너/다도*차« : WK* 고연/썼W이 « *에 채변MW터'*!/사WB리그라’’I
; 청소'넌 i늑어이 <쑤*»此여*버휴»*바넉’

B표B 2017 파주

지푸 문화공예품 
고/^ 공모전

I 시상식 ：2OT7. 2.23｛요요일）

I 오전 11시 （운정휭본샌터 1총 공연장）

I 천시기간: 2017.2.2（Kfl）~3.M>t긍｝

I 전시장소 :하주운화원（운정링북세탸 2층）

•추파주시 •추«1소과주울하원 -aat 031-941-2425

20n 전통문하체험학B

*드냬» 찣 장소 （가사）

일시 : 2017년 814얼（금）

장소 : 퐈추운화원 운화학교 강의살 

영집궁시박«관

09:00-12:00 WM,« 회WH.«쏘기 8 »•»«*/««■누IM

12：00~13：00 철성사사

13:00나4：30 다도«1청정쏴는빈 Kwawsww사.'«9W
14:30-16:00 - 란소라|«후기 eama후워

16:00-17:30 Wf거 anae)MWM；M.BM)

2017 청소년

「율곡 문화체험,

기간 : 2017년 101세B 
장소:파추어어유척

« WyiMHM M：오하주볼화원

현상담사

■fl 리온 안나는 자령문

•M 만듭기 세«

제
2
회
 
• 어
대
한
 뎡
재
상
/
a

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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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파주문화원 주요사업

1. 문화학교

파주문화원 문화학교는 2001년 개교한 이후 “생활속의 문화창달”이라는 목표아래 운 

영되고 있다. 서예, 민요, 가야금, 판소리 등 전통문화분야와 서양화, 바이올린 등 순수예 

술분야, 향토유적 답사 등 시민참여분야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있다. 2013 

년 운정신도시로 이전하면서 확대 운영된 문화학교에서는 난타, 몸펴기생활운동 등 생 

활체육분야, 캘 리 공연등의 응용미술분야도 개강하여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학교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운영되며, 70% 이상 수료시 문화원장（문화 

학교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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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문화원 주요사업_ 1. 문화학교

20（）1년 I 제1기 파주문화원 문화학교（8개강좌）

경기민요 （강사: 노경미） 

서양화 （강사:박방영） 

플륫 （강사: 권혁노） 

수필 시창작시 （강사: 양만규） 

서예I （강사:임제철） 

서예n （강사: 백인선） 

시창작 （강人r 이동륜） 

조각 （강사: 안광수）

2002년 I 제2기 파주문화원 문화학교（10개 강좌）

=1 년

졔1회 파주문화원 문화학교

수료 세벙 및 작품집

Oft

파추운뷰휜 부하함효

경기민요 （강사:노경미）

수필 시창작시 （강사: 이두성, 김명섭）

꽃꽂이 （강사이경희）

서예I （강사임제철）

서예11（중급） （강사:백인선）

서예II（초급）（강사:백인선）

서양화 （강사:박방영）

플륫 （강사:권혁노）

향토유적답사 （강人!': 이윤희）

향토유적답사II （강사:이윤희）

*2 년

苑 M 파주문화원 문화착교 

수료 쇌범 얏 작풓집

4추문와원운화학 a

2003년 I 제3기 파주문화원 문화학교（7개강좌）

경기민요 （강人b： 노경미）

플륫 （강사: 권혁노）

서예I （강사:임제철）

서예 II （강사:백인선）

문예창작 （강사: 홍승희,김명섭） 

향토유적답사 （강사: 이윤희） 

향토유적답사II （강사: 이윤희）

2003

제3기 파주문화원 문화학교 

수료 앨범 및 작품집

셔& 다수오= ftSH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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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I 제4기 파주문화원 문화학교
（8개 강좌, 수료인원 64명, 참여인원 240명）

경기민요 （강人B 노경미） 

플륫 （강사: 권혁노） 

문예창작 （강사: 양만규, 홍승희, 김명섭） 

서 양화 （강사:박방영） 

서예 （수） 강나: 임제철） 

서예 （목） （강사: 백인선） 

향토유적답사 （강사: 이윤희） 

향토유적답사n （강사: 이윤희）

2004
체아기 파주문화원 문화하고 

, 수요얜범맟작품집

V

 i
 

.

lb

■
무

： 

孔 « 후

引

之
* ■어 

L
JI 디

 

財어 
忍
水
身 A

2005년 I 제5기 파주문화원문화학교
（9개 강좌, 수료인원 88명, 참여인원 262명）

경기민요 （강人 r 노경미） 

문예창작 （강사:양만규,홍승희） 

서양화 （강사:박방영） 

향토유적답사 （강사:이윤희） 

플륫 （강사:권혁노） 

서예（수） （강사:임제철） 

서예（목） （강사:백인선） 

문화유산가이드 （강사 이윤희） 

향토문화체험반 （강사: 김순자）

2006년 I 제6기 파주문화원 문화학교
（8개 강좌, 수료인원 86명, 참여인원 279명）

경기민요 （강사: 노경미） 

문예창작 （강人 r 김지향） 

향토유적답사 （강사: 이윤희）

2005
제5회 파주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얠범 맛 작품집

® 바주운화원 물화하a

?()()[}
제6기 파주문화원 문화학교」 

쉬료/일甘범/멏I착/품지昌 
ThtSwiPin，CWU* C«nMf C녀it 丄乂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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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문화원 주요사업_ 1. 문화학교

플륫 （강사: 권혁노）

서예（수） （강사: 임제철）

서예 （목） （강사: 백인선）

문화유산가이드 （강사: 이윤희） 

향토문화체험반 （강사: 김순자）

2007년 I 제7기 파주문화원문화학교
（8개 강좌, 수료인원 74명, 참여인원 551명）

문예창작 （강사: 지연희） 

경서강독반 （강사 박찬근）

향토유적답사 （강사:이윤희）

서예 （수） （강人h 임제철） 

서예（목） （강사:백인선） 

플륫 （강사:권혁노） 

문화유산가이드 （강사: 이윤희） 

향토문화체험반 （강사: 김순자）

‘丄（）（ ）7

제7기 파주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앨/범/및/작/품/집

濟 博

파주운화원분화하교

2008년 I 제8기 파주문화원 문화학교
（8개 강좌, 수료인원 75명, 참여인원 480명）

문예창작 （강사: 지연희）

향토유적답사 （강사:이윤희） 

경서강독반 （강사: 박찬근） 

서예 （수） （강사:임제철） 

서예 （목） （강사:백인선） 

POP예쁜손글씨 （강사:김수미） 

문화유산해설사 （강사: 이윤희） 

향토문화체험 반 （강사: 김순자）

2008
제8기 파주문화원 문화학교

-수2。우% 작풍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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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I 제9기 파주문화원 문화학교

（7개 강좌, 수료인원 73명, 참여인원 317명）

문예창작 （강사:지연희） 

토탈공예 （강사:김수미） 

서예 （수） （강사:임제철） 

서예 （목） （강人h： 백인선） 

어린이 역사교실 （강人k 김순자） 

향토문화체 험 반 （파주문화유산해설사회 ）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강사: 이윤희）

2010년 I 제10기 파주문화원 문화학교

（8개 강좌, 수료인원 68명, 참여인원 200명）

문예창작 （강사:도창회）

POP자격증반 （강사: 김수미）

서예 （수） （강사:임제철） 

서예（목） （강人『백인선） 

단소 （강人B 김태범） 

미술 （강人F： 김효순） 

어린이역사탐구 （강人h： 김순자） 

향토문화체험 （강사:이윤희）

2011년 I 제11기 파주문화원 문화학교
（9개 강좌, 수료인원 89명, 참여인원 530명）

문예창작 （강사: 이동륜）

예쁜손글씨 （강사: 김수미）

서예（수） （강사: 임제철）

경서강독반 （강사박찬근）

2011 제11기
, 파주문화원
$ 문화학교

☆『해작품집 서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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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문화원 주요사업_ 1. 문화학교

서예（목） （강사:백인선） 

한국화 （강사:민병귀）

단소 （강사:김태범） 

문인화 （강사 황인녀）

향토문화체험답사 （강사: 이윤희）

2012년 I 제12기파주문화원 문화학교
（12개 강좌, 수료인원 78명, 참여인원 600명）

문예창작 （강사: 이동륜） 

POP캘리 （강사: 김수미） 

어린이서예교실 （강사: 서석남） 

서예 （수） （강사: 임제철） 

가야금 （강사 이희승） 

서예 （목） （강人t： 백인선） 

한국화 （강사: 민병귀） 

단소 （강사: 김태범） 

문인화 （강사: 황인녀） 

향토문화체험답사 （강사: 이윤희） 

M 그斗i 
丄dp a 리

, 어린이서어교-싀 
서애 가야금

한국화

' 호인화 

45 묵화치혐답사

i ；: ni 斗’ '

2012
제12기 파주문화원 
문화학교 작품집

할머니가 들려주는 파주이야기 （강사: 유진경, 윤영자） 

헤이리소리배우기 （강사: 추교현）

2013년 I 제13기파주문화원 문화학교
（35개 강조느 수료인원 350명, 참여인원 5,000여명）

가야금 （강사:천경원）

가죽공예 （강사:김일순） 

규방공예 （강사:이혜연） 

냅킨아트 （강사김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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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난타 （강사: 송미경） 

난타사나이 （강사■:송미경） 

닥종이공예 （강사김창분） 

단소/대금 （강사: 김태범） 

몸살림체조 （강사: 이상준） 

문예창작 （강사: 양만규） 

문인화 （강사: 황인녀） 

민요가락장구 （강사: 박공숙） 

민화 （강사: 이진용） 

생활도예 （강사: 이동구） 

생활풍수 （강사: 김해경） 

서예（화） （강사:백인선） 

서예（수） （강사:임제철） 

서예（목） （강人t: 백인선） 

수채화 （강人h： 김택） 

시낭송 （강사:정영기） 

어르신사물놀이 （강사: 서재희） 

어린이서예 （강사:서석남） 

여행중국어 （강사:신경식） 

우리역사지리탐방 （강사: 김순자） 

우쿨렐레 （강사: 박주희） 

유화 （강人B 위성웅） 

캐리커쳐 （강사:장성민） 

캘리생활공예 （강하:김수미） 

클래식기타 （강사:유창복）

테마로 보는한국사 （강人h 권효숙） 

토요미술교실 （강사:차정숙） 

토요음악교실 （강人B 강희경） 

퓨전떡케잌 （강사:전기순） 

한국무용 （강사: 김은희） 

만화예술 （강人노 노은경）

C3EBI 2013파추후%

파'주문'치= 
己수_료丄5丁.
• <>히v futjor* Sth* CempJjHimi JjrhUmUn

아M J2.20W
’ 0HMW8•움청하마«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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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문화원 주요사업_ 1. 문화학교

2014 년 제14기 파주문화원 문화학교

（32개 강좌, 수료인원 598명, 참여인원 6,000여명）

서예 （화/목） （강사:백인선） 

서예（수） （강사:임체철） 

문인화 （강사:황인녀） 

민화 （강사:이진용）

어린이서예A/B （강사:서석남） 

유화 （강사:위성웅） 

토요미술교실 （강사차정숙） 

수채화 （강사:김택） 

人｝진 （강사:김경태） 

캐리커쳐 （강사:장성민） 

만화창작 （강사:노은경） 

가죽공예 （강사:김일순） 

냅킨아트 （강사:김화진） 

닥종이공예 （강사:김순분） 

캘리생활공예 （강사: 김수미） 

생활도예 （강사이동구） 

문예창작 （강사:양만규） 

한시 （漢詩） （강사:윤열상） 

다이 어트난타 （강사:송미경） 

몸펴기생활운동 （강사 이상준） 

사물놀이 （강사:서재희） 

민요가락장구 （강사: 박공숙） 

한국무용 （강사: 현민아） 

가야금 （강사:천경원） 

단소 • 대금 （강사:김태범） 

우쿨렐레 （강사:박주희） 

클래식기타 （강사:유창복） 

토요음악교실 （강사:강희경）

생활풍수 （강사:전주암）

여행중국어 （강사:신경식） 

테마한국사교실 （강人!■:권효숙） 

퓨전떡케잌 （강사전기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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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 제15기 파주문화원 문화학교
（33개 강좌, 수료인원 425명, 참여인원 6,000여명）

서예 （화/목） （강사:백인선） 

서예 （수） （강사:임제철） 

어린이서예A/B （강사:서석남） 

문인화 （강사:황인녀） 

민화 （강사:이진용） 

유화 （강사: 위성웅） 

수채화 （강사:김택） 

토요미술교실 （강사:차정숙） 

사진 （강사:김경태） 

캐리커쳐 （강人B 장성민） 

가죽공예 （강人h 김일순） 

냅킨아트 （강사:김화진） 

닥종이공예 （강사:김순분） 

캘리생활공예 （강사:김수미） 

생활도예 （강사:이동구） 

문예창작 （강사:양만규） 

한시 （漢詩） • 한문 （漢文） （강사 윤열상） 

가야금 （강人h 천경원） 

한국무용 （강人h 현민아） 

단소•대금 （강사:김태범） 

민요가락장구 （강사: 박공숙） 

판소리 （강사:윤정숙） 

다이어트난타 （강사:송미경） 

몸펴기생활운동 （강사 이상준） 

사물놀이 （강人k 서재희） 

우쿨렐레 （강사:박주희） 

클래식기타 （강사:유창복） 

토요음악교실 （강人h： 강희경） 

생활풍수 （강사:전주암）

하학...’A 그자S 저
= 2015.12.17 •…12.19,

하추은 화원

생활사주 （강사:안국준） 

파주유적답사 （강사이윤희） 

퓨전떡케잌 （강사:전기순） 

바리스타 （강사:최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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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문화원 주요사업_ 1. 문화학교

2016년 I 제16기파주문화원 문화학교
（32개 강좌, 수료인원 309명, 참여인원 5,000여명）

문인화 （강사: 황인녀） 

민화

서예 （화） （강사:이주성） 

서예（수） （강사:임제철） 

서예（목） （강사:진윤식） 

어린이서예A/B （강사서석남） 

유화 （강사: 위성웅） 

수채화 （강사:김택） 

토요미술교실 （강人k 차정숙） 

人＞진 （강人노김경태） 

닥종이공예 （강사:김순분） 

캘리생활공예 （강사:김수미） 

생활도예 （강사:이동구） 

문예창작 （강사:양만규）

한시 （漢詩） • 한문 （漢文） （강사 윤열상） 

우쿨렐레 （강사:박주희） 

가야금 （강사: 남초롱） 

한국무용 （강사: 변현조） 

단소 • 대금 （강사:김태범） 

교하농악 （강人r 이찬행） 

판소리 （강人t: 윤정숙） 

난타 （강人t: 조영준）

몸펴기생활운동 （강사: 이상준） 

클래식기타 （강사유창복） 

토요음악교실 （강사:강희경） 

생활풍수 （강사: 전주암） 

생활사주 （강사: 안국준）

파주역사문화기행 （강사:이윤희） 

퓨전떡케잌 （강사:전기순）

파주문화학교 

수료작품전

2016.12.5 서2.13

파주이 화원

바리스타 （강人h 최정미） 

사물놀이동아리 （강사: 이찬행） 

우쿨렐레 동아리 （강사: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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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율곡문화제

파주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축제인 율곡문화제는 대현 이율곡선생의 유덕을 추앙하기 

위해 개최되는 향토문화예술축제이다. 1987년 제1회 율곡문화제를 시작으로 1990년 파 

주시 일원의 엄청난 수해로 행사가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 올해로 30회에 걸쳐 매년 행 

사를 개최해 왔다.

율곡행사는 크게 제례행人E 문예행人E 경축행사로 나뉘어 치렀으며 경축행사 내용은 

대부분 우리전통민속놀이로 대항전으로 행해졌다. 특히 88년 서울올림픽 때는 행사장 

을 통일로 변에 집중시켜 청사초롱을 통일로 변에 게시하고, 통일공원에서 행사를 치루 

는 등 세계의 큰 잔치에 동참하기도 했다.

율곡제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유가행렬은 과거 급제자가 광대, 배우를 데리고 풍악을 잡 

히면서 거리를 돌며 좌주（座主）, 선진자（先進者）, 친척들을 찾아보는 일로 대개 방방（榜 

放）후 사흘에 걸쳐 행하여 졌으며 삼일유가（三日遊街）로 불려졌다. 이에 구도장원공（九 

度壯元公）인 율곡선생의 장원급제 후 유가 장면을 재현하고자 행하고 있다.

또한 율곡사상 학술회를 통해 보다 심도 있는 율곡의 얼을 되새기고, 놀이문화가 축제 

문화로 변천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축제문화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은 현재를 살아가 

는 우리의 놀이문화를 역사적으로 남기는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라 볼 수 있다. 지금도 전 

통과 현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연구를 하고 있다. 이에 

율곡문화제 행사 연도별 특징적인 변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회는 제례, 문예, 경축행사로 나눠 치렀으며 경축행사는 읍 • 면 대항전으로 하였고, 

제2회는 88서울 올림픽 계기로 행사장을 통일로변, 통일공원, 장곡소공원으로 확대하였 

다. 제7회는 군민회관 개관기념으로 6일간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을 펼쳤으며, 제8회 본 

격적인 지방화시대의 개막으로 민간단체 이양방침에 따라 그동안 관 주도 형태의 행사 

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을 펼쳤다.

제10회는 10주년을 맞아 시민화합의 장으로 5일간 축제를 개최. 문화행人E 경축행사 

를 비롯해 중국 금주시 경극단 초청공연, 향토미술작가 전시회, 중소기업상품박람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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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채롭고 짜임새 있는 문화제 행사를 하였고, 제11회. 경제위기상황과 천재지변으로 인 

한 사상최악의 수해로 조용하고 차분한 가운데 문예행人?, 추향제, 학술강연회등 간략 

한 행사로 개최하였다.

제12회. 율곡문화제를 파주시민의 종합문화예술축제로 승화시킴과 동시에 다양한 프 

로그램으로 행사를 진행하였고, 제15회는 도지사■（손학규）로서는 처음 개막식과 추향 

제례에 초헌관으로 참여하였고, 일부 행사를 통해 수해의연금을 모금하여 전달하는 등 

뜻깊은 행사를 치렀다.

제16회는 지역의 역사와 선현에 대해 익히는 계기로 ＜장원급제 퀴즈대회〉를 개최하였 

고 제19회는 ‘문향文鄕 파주’의 자긍심을 높이는 전통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는 한해였 

다. 제20회. 한중 조각 교류전（장소 출판단지 갤러리 아이오）을, 제25회. 율곡선생 유적 

지를 중심으로 선현들의 삶의 대한 ‘되돌아 봄’과 ‘이야기 만남 어울림’이라는 주제로 다 

채롭게 펼쳤다.

제29회는 그동안 파주문화원에서 주관하던 율곡문화제 행사가 파주시로 이행되면서 

강릉시와 문화관광예술분야 협약식 체결（삼현수간 전달）하였다. 또한 율곡이이가 후 

학 교육을 위해 마련한 정신 수양서를 임금님께 진서하는 의식인 ‘격몽요결 진서의식’이 

처음 선보였다.

위와 같이 율곡문화제 행사는 해가 거듭될수록 전통과 어우러져 함께 만들고 함께 즐 

길 수 있는 다채로운 면모로 펼쳐지고 있으며, 문향（文鄕） 파주의 종합문화예술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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決 제1회 율곡문화제

일시: 1987년 10월1일

장소: 자운서원

주최: 파주군 • 주관: 파주문화원

후원: 파주군 교육청, 율곡교원교육원, 파주문화원

【행사내용】 

서제 및 제례 : 서제, 등불행진（농악대）, 제례 —

문예행사 : 백일장, 사생대회, 휘호대회, 율곡학술강연회, 유품전시회

경축행사 : 국궁, 씨름, 척사대회, 농악, 그네뛰기, 널뛰기, 군민 노래자랑

決 제2회 율곡문화제

일시: 1988년 9월 14일~ 9월 15일（2일간）

장소: 자운서원, 통일공원, 월곡정, 장곡소공원 

주최: 파주군 - 주관: 파주문화원

후원 : 파주군교육청 , 율곡교원연구원 , 율곡문화제추진위원회

【행사내용】

문예행사 : 문학의 향연, 백일장, 사생대회, 휘호대회, 율곡학술강연회, 유품전시회

전야제 : 청사초롱설치（행사장 주변, 통일로 등）, 군민 노래자랑（1부）, 취주교향악단 

어머니합창단발표회, 가야금병창（2부）

제례 : 율곡, 신사임당 묘소 참배

경축행사 : 개회식, 식후행사（농악, 무용, 밴드, 사물놀이）

민속경기 : 국궁, 씨름, 척사대회, 농악, 그네뛰기, 널뛰기, 팔씨름

기타 : 향토음식전시회, 경품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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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 제3회 율곡문화제

일시: 1989년 9월 18일~ 9월 24일（7일간）

장소: 자운서원, 월곡정, 장곡소공원, 금촌극장,

군청 제1회의실

주최: 파주군 • 주관: 파주문화원

후원: 파주경찰서, 파주군교육청,

율곡교원연 구원 , 파주문화동인 회

【행사내용】

문예행사 : 백일장, 사생대회, 휘호대회, 입선작품전시회, 유품전시회

종합예술제 : 문학발표회（파주문화동인회 : 시낭송, 시와음악, 시와 춤, 문학강연）, 

연극제（파주문화동인회 소리패 단원 20명）,

음악제 （파주교양취주악단, 어머니합창단, 세종실내악단）

군민노래자랑（KBS노래자랑 : 출연 34명）

경축행사 : 국궁, 씨름, 척사대회, 농악, 그네뛰기, 널뛰기, 팔씨름, 경노잔치

줄넘기 단체전, 청사초롱 설치

梁 1990년도 율곡문화제는 고양파주지역 수해로 취소됨

決 제4회 율곡문화제

일시: 1991년 9월 26일~ 9월 28일（3일간）

장소: 자운서원, 파주 군청 대회의실

주최: 파주군 - 주관: 파주문화원

후원: 파주군교육청, 율곡교원연구원, 

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행사내용】

문예행사 : 백일장, 사생대회, 휘호대회, 한시백일장

종합예술제 : 문학발표회 , 음악제, 연극제 （주관 : 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

축하향연 : 삼광중 농악놀이: 60명, 노인대학화관무용: 50명, 탄현면 금산리 농악놀이: 15명

법원읍 법원리 농악놀이: 15명, 농협주부대학덩더쿵체조: 50명

파주군 어머니 합창단: 50명, 파주 고교 밴드: 25명

기타 : 향토음식판매, 유품 및 작품전시회, 제례, 청사초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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決 제5회 율곡문화제

일시: 1992년 9월 30일~ 10월 2일（3일간）

장소: 자운서원, 파주군청, 여성회관, 국제프라자

주최: 파주군 • 주관: 파주문화원

후원: 파주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파주군교육청, 율곡교원 연수원

【행사내용】

묘소참배 : 율곡, 신사임당 묘소 참배

개회식 : 문예증훙선언문 낭독, 식사, 격려사, 축사

경축행사 : 문산여종고 고전무용, 사물놀이, 적성농협부녀회 농악놀이, 금산리 농악놀이 

국악합주, 사물놀이, 판굿

문예행사 : 백일장（산문, 운문 구분실시）, 사생대회, 휘호대회, 한시백일장

종합예술제 : 음악제（독창, 중창, 국악연주, 플롯, 기악연주 등）, 문학제, 합창제

決 제6회 율곡문화제

일시: 1993년 10월 2일~ 10월 3일（2일간）

장소: 자운서원, 군민의 날 행사장, 문산국교체육관

※보조장소 : 율곡교원 연수원 강당

주최: 파주군 • 주관: 파주문화원

후원: 파주군교육청, 율곡교원연수원

【행사내용】

경축행사 : 사물놀이, 문산도당굿과 호영산호대감놀이 , 대금연주, 부채춤, 마당놀이（판굿） 

현대 및 고전무용, 여성 농악놀이, 국악합주

문학제 : 문학의 향연（시,수필낭송, 문학과 음악, 문학과 춤, 문학과 국악）

연극제 : 연극의 밤（극단 한빛 - 제3회경기도 소인극 경연대회 출전작품 “끈”）

음악제 : 음악향연의 밤, 군민가족 노래자랑, 경품권 추첨, 군민한마당 축제

제례:추향제

문예행사 : 백일장, 휘호대회, 사생대회, 한시백일장

기타행사 : 유품전시회, 작품 및 사진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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決 제7회 율곡문화제

일시: 1994년 9월 27일~ 10월 2일（6일간）

장소: 군민회관, 자운서원

주최: 파주군

주관: 파주문화원

【행사내용】

27일 （경축행시） ： 길놀이（금촌시가지-군민회관）

군민회관 개관식 , 사물놀이 공연（김 덕수 사물놀이패）, 마당놀이

라이브콘서트（종이연, 가수 김광석）, 불꽃놀이

28일 （제례 및 문화행시） : 묘소참배, 율곡제 개회, 한시백일장, 백일장, 사생대회, 휘호대회 

학생연극제（문산여종고 연극＜달래강 달래산＞）, 예술의 향연

29일 （경축행사•） ： 봉산탈춤공연, 군민노래자랑, 연극공연（코스모스연극동호회＜별주부전＞）

30일 （경축행사0 : 생활체조 시연, 민군화합 군악연주회

10.1 일（경축행사） : 한마음중창대회, 수원시립교향악단 초청연주회（지휘:금난새）

10.2 일（경축행사） : 읍면대항 배구대회, 아동극 공연, 코스모스 청소년 가요제

차느 제8회 율곡문화제

일시: 1995년 9월 30일~ 10월 1일（2일간）

장소: 자운서원, 군민회관

주최: 파주군 - 주관: 파주문화원

후원: 파주군교육청, 율곡교원 연수원

【행사내용】

묘소참배 및 개회식 행사 : 율곡, 신사임당 묘소참배

문예행사 : 백일장, 휘호대회, 사생대회, 한시백일장, 농악놀이 （적성농협농악놀이 ） 

종합예술제 : 문학발표회 , 음악제, 연극제 （주관 : 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 

경축행사 : 종이연 콘서트（초청연예인 - 윤도현 / 어린이노래패 - 아침햇살）,

불꽃놀이 및 풍물（금촌농협 주부대학 풍물단）놀이

예술의 향연 : 제4회 코스모스가요제, 음악제（파주어머니합창단, 1사단국악대） 

연극제（아동극＜꺼꾸리전＞, 청소년극＜불타는 별들＞, 성인극）, 

문학제（문인협회）, KBS전국노래자랑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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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 제9회 율곡문화제

일시: 1996년 10월 10일~ 13일（4일간）

장소: 자운서원, 시민회관, 근무청, 파주시전역

주최: 파주시, 파주문화원

주관: 제 9회 율곡문화제 추진위원회

후원: 경기도, 파주시의회, 파주교육청, 파주경찰서, 

농협중앙회 파주시지 부, 율곡교원연수원 , 

파주지역신문人 h 파주유선 방송사,

모토로라코리아（주）, 한국전력공사 파주지점 

【행사내용】

제례행사 및 개회식 （자운서원）, 율곡사상 학술강연회 （시 민회관 소공연장）

문예행사 : 백일장, 사생대회, 휘호대회, 한시백일장

제1회 궁도대회, 교향악연주회, 도립무용단＜한국춤전＞, 문학강연 및 문학의 밤, 군악연주회 

연극＜춘풍의 처＞,＜무엇이 될꼬하니＞, 봉산탈춤, 서예전人!, 향토미술작가 초대전시회, 사진전

제10회 율곡문화제

일시: 1997년 10월 8일（수） ~ 12일（일）

장소: 자운서원, 시민회관, 근무정

주최: 파주시, 파주문화원

주관: 제10회 율곡문화제 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부, 문화예술진흥원, 파주교육청,

파주경찰서 , 경기도율곡교원연수원, 파주예총,

파주청년회의소, 궁도협회 , 국악협회 , 파주지역신문사, 북파주유선방송사 

【행사내용】

10.8 일（전야행시） : 유가행렬 길놀이, 전야경축공연, 중국경극단 초청공연, 국악한마당

10.9 일 : 율곡문화제 개회식, 추향제례, 문예행人！•（백일장, 휘호대회, 사생대회, 한시백일장）

10.10 일 : 중소기 업 우수상품 박람회, 율곡사상 학술강연회

문학제（시와 음악과 춤의 향연, 시낭송, 문학강연, 연주회）

10.11 일 : 술이극단 연극공연 ‘청혼’, 경 기도립무용단 초청공연, 공군본부군악대 군악연주회

10.12 일 : 제2회 궁도대회, 제5회 코스모스 가요제

전시행사 : 제3회 향토미술작가 초대 전시회, 서예 작품전시, 율곡선생 및 신사임당 유품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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決 제11회 율곡문화제

일시: 1998년 10월 13일（화） ~ 16일（금）

장소: 자운서원, 시민회관

주최: 파주시, 파주문화원

주관: 제11회 율곡문화제 추진위원회

후원: 문화관광부, 문화예술진흥원, 경기도, 경기도문화재단, 

파주시의회 , 파주교육청, 파주경찰서, 경기도율곡교원연수원,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파주지 부, 재경 파주향우회 ,

자운서 원, 파주시문우회 , 문인협회파주지부, 미술협회파주지부, 파주지역신문연합회 , 북파주유선방송사

【행사내용】

10.13 일 : 율곡문화제 개회식, 추향제례, 문예행사•（백일장, 휘호대회, 사생대회, 한시백일장）

10.15 일 : 율곡사상 학술강연회＜율곡의 생애와 철학사상 강연＞

10.16 일 : 문학의 밤（문학강연, 시낭송, 연주회）

전시행사 : 제2회 전국 율곡 서예대전（한글 • 한문 • 문인화）

제4회 향토작가 초대전（한국화, 서양화, 공예, 조소, 서예작품 등 60여작품 전시）

決 제12회 율곡문화제

일시: 1999년 10월 19일（토） ~ 16일（토）

장소: 자운서원, 시민회관

주최: 파주시, 파주문화원

주관: 제12회 율곡문화제 추진위원회

후원 : 문화관광부, 문화예술진흥원 , 경기도, 경기도문화재단,

파주시의회 , 파주교육청 , 파주경찰서 , 경기도율곡교원연수원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파주지부, 

재경파주향우회 , 자운서 원 , 파주시문우회 , 문인협회파주지 부, 미술협회파주지부

【행사내용】

10.17 : 제3회 전국 율곡 서예대전（사군자 • 한글 • 한문작품 200여점）

10.10 일 : 율곡문화제 개회식, 추향제례, 문예행人＞（백일장, 휘호대회, 사생대회, 한시백일장）

10.13 일 : 율곡 율곡사상 학술강연회『율곡선생의 정치개혁사상』: 양영환 교수

『한국인의 얼과 올바른 가정문화』: 최병기 교수

10.15 일 : 문학의 밤（관현악연주, 시낭송, 독창, 합창, 국악공연, 문학공연）

10.16 일 : 제5회 향토작가 초대전（관내 향토작가 작품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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決 제13회 율곡문화제

일시: 2000년 10월 9일（월） ~ 15일（일）

장소: 자운서원, 파주시민회관, 통일공원, 여성회관

주최: 파주시

주관: 제13회 율곡문화제 집행위원회, 파주문화원, 예총파주 

후원 : 경기도문화재단, 경기도율곡교원연수원 ,

（사）율곡사상연구원, 파주교육청, 파주경찰서

【행사내용】

10.22 : 유가행렬 재연 및 길놀이（금촌역 광장〜시민회관）, 전야 경축공연（한마음음악회）

10.10 일 : 율곡문화제 개막식, 추향제례, 문예행人！•（백일장, 휘호대회, 사생대회, 한시백일장） 

율곡사상 학술강연회＜율곡의 개혁사상과 정 치철학＞，파주여성합창단 제 1회 정 기공연

10.24 〜13일 : 제22회 파주시 종합예술제, 도립극단 초청 공연, 도립 무용단/국악단 초청공연

10.14 일 : 청소년축제, 전통혼례, 바자회, 먹거리 장터, 청소년 가요 • 댄스마당, 문학의 향연

10.15 일 : 태평12지놀이 및 사물놀이 경연대회, 임진강가요제（시민노래자랑, 초청공연）

전시행사 : 제4회 전국 율곡서예대전, 제10회 파주시 교원 • 학생미전, 국토종단 스케치전

決 제14회 율곡문화제

일시: 20이년 10월 6일（토） ~ 14일（일）

장소: 자운서원, 파주시민회관, 법원읍,

청소년 문화의집, 파주시 전역

주최: 파주시

주관: 제14회 율곡문화제 집행위원회

후원 : 경기도율곡교원연수원 , （사）율곡사상연구원 , 

파주교육청, 파주경찰서

【행사내용】

10.27 : 유가행렬 길놀이, 경축공연 악극『각설이 품바』, 청소년 축제『코스모스 가요제』

10.28 : 제3회 문화일보『자유로 통일 마라톤대회』, 파주윈드오케스트라 공연

10.29 : 개막식,『격몽요결』송서 재연, 추향제례, 백일장, 휘호대회, 사생대회, 한시백일장

10.30 : 제24회 파주시 학생종합예술제, 도립극단 초청공연

10.10 일〜12일 : 율곡사상 학술강연회, 도립팝스오케스트라/국악단 초청공연, 파주시합창단공연

10.13 ~14일 : 문학의 향연, 청소년예술제,『사물놀이 경연대회』, 태평12자놀이, 임진강가요제 

전시행사 : 제7회 향토작가 초대전, 제5회 전국율곡서예대전, 제12회 파주시 교원 • 학생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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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문화원 주요사업_ 2. 율곡문화제

決 제15회 율곡문화제

일시: 2002년 10월 3일（목） ~ 6일（일）

장소: 자운서원, 파주시민회관, 문산읍,

파주시 청소년 문화의집

주최: 파주시 / 주관: 제15회 율곡문화제 집행위원회 

후원 :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율곡교원연수원 ,

파주교육청, 파주경찰서, 경기방송

【행사내용】

10.33 : 코스모스 가요제, 파주시합창단 정 기 공연

10.34 : 개막식, 추향제례, 문예행人!•（백일장, 휘호대회, 사생대회, 한시백일장） 

전통다례 시 연, 국악한마당, 도립 팝스오케스트라 초청 공연

10.35 : 율곡사상 학술강연회, 율곡서예대전 시상식, 유가행렬 재연 및 길놀이, 청소년예술제 

금산리 민요보존회 정 기공연, 도립 무용단 초청 공연

10.36 : 그룹사운드 DMZ 공연, 문학의 향연, 임 진강 가요제, 향토작가초대전 개막식 

전시행사 : 전국율곡서예대전, 향토작가 초대전, 교원 • 학생미전

경, 규 곡 " ;f 히5三乞 'i< 至 기 우 쿡

決 제16회 율곡문화제

일시: 2003년 9월 25일（목） ~ 28일（일）

장소: 자운서원, 파주시민회관, 시청 특설무대, 금촌시가지

주최: 파주시

주관: 파주문화원 • 제16회 율곡문화제 집행위원회

후원: 경기도, 파주시,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율곡교원연수원, 파주교육청 , 파주경찰서 , 파주예총, 경기방송

【행사내용】

10.37 : 향토작가 초대전, 율곡사상학술심포지엄, 파주시합창단 정기공연

10.38 : 개막식, 율곡선생 추향제례, 문예행사（백일장, 휘호대회, 사생대회, 한시백일장）

10.39 : 율곡선생 관련 유적 지 현장답사, 문학의 향연, 한마음 음악회, 연극, 무용단 초청공연

10.15 일 : 문학의 밤（관현악연주, 시낭송, 독창, 합창, 국악공연, 문학공연）

전시행사 : 전국율곡서예대 전, 거 리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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決 제17회 율곡문화제

일시 : 2004년 9월 23일（목） ~ 9월 26일（일）

장소: 자운서원, 시민회관, 시청 특설무대

주최: 파주시

주관: 파주문화원 • 제17회 율곡문화제집행위원회

후원 : 경기도, 파주시 ,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파주교육청, 파주경찰서, 파주예총

【행사내용】

10.41 : 선비교실, 향토작가 초대전, 개막식

10.42 : 개막식, 자운서원 추향제례, 한시백일장, 백일장, 사생대회, 휘호대회, 문학의 향연 

파주의 옛 모습 사진전, 전통다례 시연

9.25~ 26일 : 율곡사상학술심포지엄, 유가행렬 재연 및 길놀이, 실버가요제, 금산리민요보존회 

정기공연, 한마음음악회, 파주 3현 유적답사, 장원급제 퀴즈대회,

뮤직꼬레국악단 초청 공연, 임진강가요제

부대행사 : 서각작품 전시회, 전국율곡서예대전, 짚풀체험, 탁본체험, 판화프린팅 등

決 제18회 율곡문화제

일시: 2005년 9월 29일（목） ~ 10월 2일（일）

장소: 자운서원, 시 민회관, 문화로 특설무대

주최: 파주시

주관: 파주문화원 - 제18회 율곡문화제집행위원회

후원 : 경기도율곡교원연수원, 파주교육청 , 파주경찰서 , 

파주예총, 파주시 거리위원회

【행사내용】

10.44 : 개막식, 자운서원 추향제례, 한시백일장, 백일장, 사생대회, 휘호대회, 

전통다례 시연, DMZ 사진전, 서각작품전시회, 문학의 향연

10.45 : 율곡사상학술심포지엄, 장원급제 퀴즈대회, 가을밤의 이야기 잔치

10.1~ 2일 : 율곡서예대전 기념식 및 작품전人!, 유가행렬 재연 및 길놀이, 실버가요제, 한마음 

음악회, 파주3현 유적지 순례, 금산리민요보존회 정기공연, 청소년 코스모스가요제

거리 • 전시행사 : 열린광장, 한 • 중 서예교류전, 향토작가초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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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제19회 율곡문화제

일시: 2006년 9월 28일（목） ~ 10월 1일（일）

장소: 자운서원, 시민회관, 문화로

주최: 파주시

주관: 파주문화원 ■ 제19회 율곡문화제집행위원회

후원 :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율곡교원연수원, 파주교육청 , 

파주경찰서 , 파주예총, 파주시 거리위원회

【행사내용】

9.28 일 : 향토작가 초대전, 율곡문화제 경축공연

9.29 일 : 개막식, 자운서원 추향제례, 문예행사（백일장, 휘호대회, 사생대회, 한시백일장） 

문학의 향연, 전통다례 시연, 서각작품 전시 및 체험

9.30 일 : 장원급제 퀴즈대회, 유가행렬 재연, 효 가요제, 가을음악회 , DMZ rock 공연

1.31 일 : 파주 3현 유적 지 순례, 우리춤 여행-부채춤, 코스모스 가요제

거리 • 전시행사• : 열린광장, 전국율곡 서예대전

W 제20회 율곡문화제

일시: 2007년 10월 11일（목）시0월 14일（일）

장소: 자운서원, 시민회관, 법원읍 시가지

주최: 파주시

주관: 파주문화원 • 제20회 율곡문화제집행위원회

후원: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율곡교육연수원, 파주교육청 , 파주경찰서 , 파주예총

【행사내용】

23.11 일 : 전국 율곡 서예대전 개막식, 율곡사상 국제학술회의, 한중조각 교류전, 

파주심포니 오케스트라 전야 경축 공연

10.12 ~14일 : 전통 유가행렬 재연 및 시민길놀이, 개막식, 자운서원 추향제례, 휘호대회, 

율곡백일장, 사생대회, 줄타기공연, 마당놀이, 전통다례 시연, 율곡선생 일화전, 

장원급제 퀴즈대회, 전통혼례, 서원음악회, 파주3현 유적 지 순례, 효 가요제

체험마당 /전시행사 : 전통예절 교육, 사진전, 전국율곡 서예대전, 한중조각 교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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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회 율곡문화제

일시: 2008년 10월 9일（목） ~ 10월12일（일）

장소: 자운서원, 시민회관, 율곡교육연수원,

주최: 파주시

주관: 파주문화원, 제21회 율곡문화제 집행위원회

후원: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파주교육청,

파주경찰서, 파주예총

【행사내용】

10.9~ 10일 : 경축 전야공연（김세정 & 아크로노트 앙상블 공연）, 유가행렬 재연 및 길놀이, 

개막식, 추향제, 백일장, 사생대회, 휘호대회, 놀이마당 ‘신명’, 장원급제 퀴즈대회 

율곡사상학술회의, 전통다례 시연

23.14 〜12일 : 퍼포먼스-서예, 파주 금산리의 소리, 어르신 초청 잔치마당, 효 가요제, 풍물놀이 

파주3현 유적지 순례, 전국한시백일장, 전통 혼례（이주민 대상）

국악가요, 국악관현악단 연주, 줄타기 공연, 서원음악회（윈드오케스트라） 

부대행사 : 전국율곡서예대전, 다식체험, 탁본체험, 예절교실, 예터밟기 전시회 등

決 제22회 율곡문화제

일시: 2009년 10월 10일（토）

장소: 율곡선생 유적지

주최: 파주시

주관: 파주문화원, 제22회 율곡문화제 집행위원회

후원: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파주교육청, 

파주경찰서, 파주예총

【행사내용】

10.13 일 : 개막식 및 율곡선생유적지정비사업 준공 기념식, 파주문화상 시상, 율곡기념관 개관식 

율곡선생추향제, 전통혼례（다문화가정 혼례 진행）, 민속줄타기 공연, 태권도 공연 

가을콘서트 （국악과 재즈의 만남, Stone Jazz 초청공연）, 판굿공연, 서원음악회 

율곡 백일장, 신사임당 사생대회 , 전국율곡서 예대 전, 서각작품전시회

체험프로그램 : 율곡고 예 터 밟기 （문화재보호활동전시회）, 다례시연, 예절교실 , 가훈써주기 , 

다식만들기, 염색체험, 민속놀이한마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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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문화원 주요사업_ 2. 율곡문화제

> V 제23회 율곡문화제

일시: 2010년 10월8일（금）~10월9（토）

장소: 율곡선생유적지, 시민회관

주최: 파주시

주관: 파주문화원, 저123회 율곡문화제 집행위원회

후원: 경기도, 파주교육청, 파주경찰서

【행사내용】

10.8 일 : 율곡사상학술강연회, 전야제

10.9 일 : 개막식, 자운서원 추향제례, 문예행人H：백일장, 휘호대회, 사생대회, 한시백일장） 

유가행렬 및 길놀이, 파주 유적지 순례, 전통다례 시연, 전통혼례, 우리말 겨루기, 

우리소리 ‘이음’, 마당놀이 콩쥐와 팥쥐엄마전, 우리놀이 한마당, 서원음악회

전시 및 체험행사 : 율곡서예대전, 서각 작품전시 및 체험, 정태진선생 특별전, 생활공예 전시, 

파주 이야기 그림전, 가체전시 및 체험, 승경도 놀이, 한글자모꾸미기 

디카사진 현장전시회, 전통 활 만들기, 가훈써주기, 사물놀이 체험 등

決 제24회 율곡문화제

일시: 2이1년 10월 7일（금） ~ 8일（토）

장소: 율곡선생 유적지, 시민회관, 문산행복센터

주최: 파주시

주관: 파주문화원, 제24회 율곡문화제집행위원회

후원: 경기도, 파주교육지원청, 파주경찰서, 농협중앙회

【행사내용】

10.10 : 율곡사상학술강연회, 경축전야제

10.11 : 파주유적지순례, 문예행人!•（백일장, 휘호대회, 사생대회, 한시백일장） 

유가행렬 및 길놀이, 개막식, 추향제, 전통혼례, 줄타기공연, 서예퍼포먼스 

서원음악회（성악가 김동규와 함께하는 클래식 모듬공연）

기타 : 율곡 서예대전（시민회관 전시장）, 파주 이야기그림전, 조각보전시（작가: 성숙희） 

30여가지 다양한 전시 및 체험행사•（잔디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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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제25회 율곡문화제

일시: 2이2년 10월 13일（토） ~ 14일（일）

장소: 율곡선생 유적지

주최: 파주시

주관: 파주문화원, 제25회 율곡문화제 집행위원회

후원: 파주교육청, 파주경찰서, 파주예총

【행사내용】

10.13 일 : 유가행렬 재연 및 길놀이（율곡고-자운서원）, 개막식, 추향제, 장원급제 퀴즈대회 

율곡백일장, 사임당미술제, 휘호대회, 이야기로 만나는 율곡기행 

서원음악회（가을밤의 낭만적인 야외 음악회）

10.14 일 : 한시백일장, 전통혼례, 서예퍼포먼스 현장 서예시연 및 체험（서예가 초당 이무호） 

국악뮤지컬 갈라 ‘효녀심청’, 국악한마당

기타 : 율곡 서예대전（시민회관 전시장）, 할머니와 함께하는 파주이야기, 율곡선생의 시 서간 

과거답안 등 전시, 이외 30여가지 다양한 전시 및 체험행人｝（잔디광장）

決 제26회 율곡문화제

일시: 2013년 10월 12일（토） ~ 13일（일）

장소: 율곡선생 유적지

주최: 파주시

주관: 파주문화원, 제26회 율곡문화제 집행위원회

후원: 파주교육지원청, 파주경찰서

【행사내용】

10.12 일 : 이야기로 만나는 율곡기행（해설사 동행）, 율곡백일장, 사임당미술제, 휘호대회 

자운서원 추향제, 유가행렬 재연 및 시민 길놀이, 개막식, 우리놀이 국악한마당

10.13 일 : 전국 한시백일장 -전통한시백일장 • 휘호대회, 전통혼례（다문화가정 혼례 진행）, 

트로트마당극 ‘놀부전’, 서예 퍼포먼스, 서원음악회 （파주윈드오케스트라 클래식 음악회）

기타 : 율곡 서예대전（시민회관 전시장）, 할머니와 함께하는 파주이야기, 율곡정담

30여가지 다양한 전시 및 체험행사（잔디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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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문화원 주요사업_ 2. 율곡문화제

>’> 제27회 율곡문화제

일시: 2014년 10월 11일（토） ~ 12일（일）

장소: 율곡선생 유적지

주최: 파주시

주관: 파주문화원, 제27회 율곡문화제 집행위원회

후원: 파주교육청, 파주경찰서, 파주예총 율곡문화제. 제27회

【행사내용】

10.11 일 : 이야기로 만나는 율곡기행 , 율곡백일장, 사임당미술제, 서예퍼포먼스

자운서원 추향제례, 전통줄타기, 유가행렬재연 및 시민길놀이, 개막식, 축하공연

10.12일 : 전국 한시백일장, 전통혼례（다문화가족 전통혼례）, 사임당 추모제（자운서원 문성사） 

마당극 ‘심봉사의 딸’, 서원음악회（국악관현악 ‘호연’공연）

기타 : 율곡 서예대전（시민회관 전시장）, 할머니와 함께하는 파주이야기, 율곡정담

30여가지 다양한 전시 및

決 제28회 율곡문화제

일시: 2015년 10월 9일~10월 11일

장소: 율곡선생 유적지 외

주최: 파주시

주관: 파주문화원, 저128회 율곡문화제집행위원회 

후원 :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파주교육지 원청 , 파주경찰서 , 파주예총

【행사내용】

10.3 일 : 이야기로 만나는 율곡기행

10.9 일 : 전국시조경창대회, 연극 ‘위대한스승 율곡 이이’, 마을잔치, 전야제 ‘율곡 콘서트’

10.10 〜11일 : 율곡백일장, 사임당미술제, 전통 유가행렬 재연 및 시민길놀이,

율곡. 사임당 동상 제막식, 기념식, 자운서원 추향제, 전통줄타기, 서예 퍼포먼스, 

마당놀이 ‘놀부전’, 서원음악회, 시가예찬（시낭송 및 공연）, 율곡사상 학술 연구회 

전국 한시백일장, 신사임당 추향제, 전통혼례, 청소년 장원급제 퀴즈대회

기타 : 율곡 서예대전（시민회관 전시장）, 파주 이야기그림전, 율곡정담, 가훈써주기 외 다양 

30여가지 다양한 전시 및 체험행사（잔디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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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제29회 율곡문화제

일시: 2016년 10월 11일（토） ~ 12일（일）

장소: 율곡선생 유적지

주최: 파주시

주관: 파주시, 파주문화원

후원: 파주교육청, 파주경찰서, 파주예총

【행사내용】

10.11 : 개막식 - 축하공연 퍼포먼스（격몽요결 진서의식）, 행복장학회 어사화 하사, 

파주 율곡이이 브랜드 선포식, 자운서원 추향제, 외국인 유생 체험, 자경문自警文 

캘리그라피로 쓰기, 토론회（삼현의 진지한 학문 토론 및 처세를 배우다）, 전국 율곡이이 

바둑대회, 서원음악회（서울 팝스오케스트라. 팝페라가수, 안치환, 정훈희）

10.12 : 율곡백일장, 사임당미술제, 퓨전국악밴드 “고래야”, ‘꿈의 학교’동아리 학생 공연 

역사토크 콘서트（파주삼현）, 전통등（燈） 전시 및 만들기 체험, 신사임당 추향제 

기타 : 율곡 서예대전（시민회관 전시장）, 할머니와 함께하는 파주이야기, 율곡선생의 시 서간 

과거답안 등 전시, 이외 30여가지 다양한 전시 및 체험행사（잔디광장）

＞느 제30회 율곡문화제

일시: 2017년 10월 14일（토） ~ 15일（일）

장소: 율곡선생 유적지

주최: 파주시

주관: 파주시, 파주문화원

후원: 파주교육청, 파주경찰서, 파주예총

【행사내용】

10.13 일 : 학술강연（운정행복센터）, 전야음악회（운정 호수공원）

10.14 일 : 추향제, 유가행렬 및 시민길놀이, 개막식, 어사화 하사식, 삼현재현 퍼포먼스

율곡문화제 지나온 30년 발자취 기념 동영상상영, 전통민속공연（호연）, 금산리민요 

한시낭송, 율곡이이 영화제, 대중가요 창작연구소（법원리 특설무대）

10.15 일 : 율곡백일장, 사임당미술제, 신사임당 추향제, 서예 대붓 퍼포먼스, 시조경창 

율곡배 바둑대회（파주시민회관）

기타 : 체험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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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문화원 주요사업_ 3. 연날리기 대보름행사

3. 전통연날리기 대보름 행사

대보름 연날리기는 우리 민족의 큰 명 

절인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연날리기 

를 중심으로 한 전통 민속놀이 마당을 마 

련하고, 이를 통해 잊혀져가는 우리의 민 

속을 계승 보존하고자 실시하는 행사이 

다. 대보름 연날리기 한마당 축제는 1997 

년 통일을 기원하는 목적으로 전통민속놀 

이 행사를 시작으로 실시하였으나, 2000 

년 2회로 막을 내렸다. 2001년 통일 연날 

리기는 연날리기 시연과 경연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대거 참여하며 명실공이 파주의 

대보름축제로 지금까지 자리매김하고 있 

다. 본 행사는 세시 풍속인 연날리기를 중 

심으로 윷놀이, 널뛰기 등 다양한 민속놀 

이와 정월대보름을 대표하는 먹거리인 부 

럼판매까지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가 

족과 함께 연 높이 멀리날리기’ 대회를 열 

어 시상을 하기도 한다. 2017년은 AI구제 

역으로 인해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W시 2008\’ * 17w»i
«S♦丄 SK 평화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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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통일기원 전통민속놀이

일자: 1997년 2월 22일

장소: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통일동산

내용: 식전공개행사•개막식•본행사•부대행사•시상식 

주최: 파주시

주관: 파주문화원,

후원: 한국연합회, 예총파주지부, 파주교육청, 파주경찰서 

참여인원: 1,200명

【행사내용】

본행사 : 윷놀이, 연날리기, 제기차기, 널뛰기 

부대행사 : 기관단체장 윷놀이, 연날리기, 통일염원

달짚태우기, 향토음식 경연, 엿치기, 

부럼깨기, 농악사물놀이 등

2000년 통일염원 전통민속놀이

일자: 2000년 2월 19일

장소: 문산공설운동장

내용: 식전공개행사•개막식-본행사•부대행사•시상식 

주최: 파주시

주관: 파주문화원, （사）한국민속연보존회, 

파주교육청, 파주경찰서

참여인원: 1,200명

【행사내용】

본행사 : 윷놀이, 연날리기, 제기차기, 널뛰기 

부대행사 : 기관단체장 윷놀이, 연날리기, 통일염원

달짚태우기, 향토음식 경연, 엿치기, 

부럼깨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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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문화원 주요사업_ 3. 연날리기 대보름행사

2001 임진강 통일 연 날리기 축제

일자: 2001년 2월 11일 일요일

장소: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임진각 주차장）

내용: 식전공개행사 • 개막식 • 본행사 • 부대행사 - 시상식

주최: 파주시

주관: 파주문화원, （사）한국민속연보존회

참여인원: 1,500명

【행사내용】

경기종목 : 연싸움, 연 높이멀리 날리기, 창작연 날리기

부대행사 : 식전 공개행사 사물놀이 공연（금산리 민요보존회）,

묘기연 및 대형연 시범（（사）한국민속연보존회）, 기관단체장 통일연 시연 

각종 민속놀이（장작윷놀이, 제기차기, 널뛰기）

연 제작 교실（（사）한국민속연보존회）, 통일 기원 달짚 태우기

2002 임진강 통일 연 날리기 축제

일자: 2002년 2월 17일 일요일

장소: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임진각 주차장）

내용: 식전공개행사-개막식•본행사-부대행사•시상식

주최: 파주시

주관: 파주문화원, （사）한국민속연보존회

참여인원: 2,500명

【행사내용】

경 기종목 : 연싸움（연줄끊기）, 연 높이멀 리 날리 기, 창작연 날리 기

부대행사 : 식전 공개행사 사물놀이 공연（금산리 민요보존회）,

묘기연 및 대형연 시범（（사）한국민속연보존회）, 기관단체장 통일연 시연 

각종 민속놀이（장작윷놀이, 제기차기, 널뛰기）

연 제작 교실（（사）한국민속연보존회）, 통일 기원 달짚 태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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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임진강 통일 연 날리기 축제

일자: 2003년 2월 9일 일요일

장소: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 주차장 일원

내용: 식전공개행사 - 개막식 • 본행사 • 부대행사 - 시상식

주최: 파주시

주관: 파주문화원, （사）한국민속연보존회

참여인원: 2,300명

【행사내용】

경 기종목 : 연싸움（연줄끊기）, 연 높이멀 리 날리 기 （일반/청소년/외국인）, 창작연 날리 기 

부대행사 : 장작 윷놀이, 널뛰기, 제기차기 마당, 민속엿장수 공연, 엿치기 마당

파주특산물 코너 운영, 통일염원 달짚 태우기

연 제작 교실 - 가오리 연（（사）한국민속연보존회）

2004 임진강 통일 연 날리기 축제

일자: 2004년 2월 8일

장소: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 （임진각 주차장）

내용: 식전공개행사 • 개막식 • 본행사 • 부대행사 • 시상식

주최: 파주시

주관: 파주문화원, （사）한국민속연보존회

참여인원: 6,000명

【행사내용】

경 기종목 : 연싸움（연줄끊기）, 연 높이멀 리 날리 기, 창작연 날리 기

부대행사 : 식전 공개행사 （풍물놀이 - 금산리민요보존회, 사물놀이, 취타대공연-율곡고） 

묘기연 시범（（사）한국민속연보존회）, 기관단체장 통일연 시연 

각종 민속놀이（장작윷놀이, 제기차기, 널뛰기）, 소망 연날리기 

연 제작 교실 （（사）한국민속연보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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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문화원 주요사업_ 3. 연날리기 대보름행사

2005 임진강 민속축제

일자: 2005년 2월 19~20일 토요일, 일요일

장소: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 （특설행사장）

내용: 식전공개행사 - 개막식 - 본행사 • 부대행사 - 시상식

주최: 파주시

주관: 파주문화원, （사）한국민속연보존회

참여인원: 6,000명

【행사내용】

2월 19일 : 묘기연 시연（한국민속연보존회）

명사연날리기 경연

연 높이 멀리날리기 경연

2월 20일 : 창작연 경연, 연 높이 멀리날리기 경연

연싸움 人!연（한국민속연보존회）

짚풀작품 경매, 시상식 및 소망 연날리 기

2006 임진강 민속축제

일자: 2006년 2월 12일 일요일

장소: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 평화누리

내용: 식전공개행사-개막식•본행사-부대행사-시상식

주최: 파주시

주관: 파주문화원, （사）한국민속연보존회

참여인원: 3,000명

【행사내용】

본행사 : 묘기연 시연（한국민속연보존회）

명사 연날리기 경연

연 높이 멀리날리기 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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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임진강 민속축제

일자: 2007년 3월 3일 토요일

장소: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 평화누리

내용: 식전공개행사 - 개막식 • 본행사 • 부대행사 • 시상식

주최: 파주시

주관: 파주문화원, （사）한국민속연보존회

참여인원: 3,000명

【행사내용】

본행사 : 묘기연 시연（한국민속연보존회）

명사 연날리기 경연

연 높이 멀리날리기 경연 

부대행사 : 짚 풀공예품만들기 체험마당

2008 임진강 민속축제

일자: 2008년 2월 19일 일요일

장소: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 평화누리

내용: 식전공개행사 • 개막식 • 본행사 - 부대행사 • 시상식

주최: 파주시

주관: 파주문화원

참여인원: 5,000명

【행사내용】

묘기연 시연（한국민속연보존회）

명사 연날리기 경연, 연 높이 멀리날리기 경연

짚풀공예품 경매, 모듬북 공연（두드락）

달짚 태우기 및 소망연날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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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문화원 주요사업_ 3. 연날리기 대보름행사

2009 임진강 민속축제

일자: 2009년 2월 8일 일요일

장소: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 평화누리

내용: 식전공개행사•개막식-본행사•부대행사-시상식 

주최: 파주시

주관: 파주문화원

참여인원: 1만명

【행사내용】

묘기연 시연（한국민속연보존회）

명사 연날리기 경연, 연 높이 멀리날리기 경연 

민속놀이공연- 봉산탈줌, 전통줄타기, 판굿 등

（금산리 민요보존회길놀이, 문산제일고, 교하두레농악） 

짚풀공예품 경매, 민속놀이체험

2이3 대보름 연날리기

일자: 2이3년 2월 23일（1일간）

장소: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 평화누리

주최: 파주문화원

후원: 파주시, 경기관광공사

참여인원: 2,000명

【행사내용】

연날리기한마당

（연높이멀 리날리 기 경연, 묘기 연시연 등）

민속놀이한마당

（윷놀이, 제기차기, 널뛰기, 딱지치기, 팽이돌리기 등） 

먹거리판매 （부럼판매）

전통공연 （금산리 민요보존회, 어르신사물놀이 ）

치買fi
「丄仁考

279



2이4 대보름 연날리기

일자: 2이4년 2월 8일 토요일. 오후2시~5시

장소: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 평화누리

주최: 파주문화원 / 후원: 파주시, 경기관광공사 

참여인원: 2,000명

【행사내용】

묘기연 시연（한국민속연보존회）

윷놀이, 제기차기 경연

민속놀이공연- 봉산탈춤, 전통줄타기, 판굿 등

（금산리 민요보존회길놀이, 문산제일고, 교하두레농악） 

대보름 부럼 판매, 민속놀이체험

2이5 대보름 연날리기

일자: 2이5년 2월 28일 토요일. 오후2시~5시

장소: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 평화누리

주최: 파주문화원 / 후원: 파주시, 경기관광공사

【행사내용】

연날리기, 윷놀이, 제기차기, 대보름 부럼 판매, 풍물놀이

2이6 대보름 연날리기

일자: 2016년 2월 20일 토요일. 오후2시~5시

장소: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 평화누리

주최: 파주문화원 / 후원: 파주시, 경기관광공사 

참여인원: 500명

【행사내용】

묘기연 시연（한국민속연보존회）

윷놀이, 제기차기 경연, 민속놀이공연- 봉산탈춤, 전통줄타기, 판굿 등

（금산리민요보존회길놀이, 문산제일고, 교하두레농악）, 대보름 부럼 판매, 민속놀이체험

우 2017 대보름 연날리기 - 구제역으로 행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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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문화원 주요사업_ 4. 짚 • 풀 문화공예품 공모전

4.짚-풀문화공예품 공모전

짚 • 풀 문화공예품 공모전은 1999년 3월 파주시 시승격 3주년을 기념하며 개최하기 시 

작했다. 전국 최초로 시작된 짚 • 풀 문화공예품 공모전은 현재 파주시 외에 7개의 시에서 

공모전을 하고 농촌진흥청에서 직접 개입하는 등 전국에서 열의가 대단하다.

짚 • 풀 공예의 역사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해 왔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농 

경사회였던 우리민족의 전통생활 문화와 밀접한 연관을 맺으며 그 명맥을 이어 왔다. 멍 

석, 씨오쟁이, 두트레방석, 둥구미, 알둥어리, 삼태기 등 듣기만 하여도 포근하고 정겨운 

이름들이다. 반만년 역사를 농경민족으로 살아 온 우리 민족의 생활 속에서 늘 가까이 

해왔던 짚 • 풀로 만든 생활 용구들이 산업화와 과학문명의 발달로 각종 화학제품들이 

생산되면서 천덕꾸러기처럼 내버려졌다. 짚•풀 생활용구들이 이제는 어느 마을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귀중한 문화유산이 되었다.

짚 • 풀 문화는 땅을 사랑하고 자연의 순리에 순응해 왔던 우리의 조상들이 일궈낸 삶 

의 체취이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구태스럽고 불편하기 그지없을 것 같은 짚 • 풀 생 

활용구는 우리가 상상 할 수조차 없는 가치와함께 과학성이 담겨 있다.

짚 • 풀 문화공예품 공모전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을 답습한다는 차원을 뛰어넘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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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와 현재가 소통하는 고리를 제공하고 역사적 문화유산의 승계를 통해 현실에 슬기롭 

게 대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조 

상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였던 공예품을 접하는 산교육의 장이며, 우리 고장의 

짚. 풀 공예 특산품을 개발 상품화하는 계기 뿐 만아니라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소득증 

대 및 건강관리에 기여하고 있다. 매년 작품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19 

년간의 오랜 시간을 이어오며 우리지역의 특화사업으로 자리매김한 ＜짚 • 풀 문화공예 

품 공모전＞이 보다 발전적인 확장을 통해 파주 뿐 만아니라 전국에 소개되고，짚풀 공 

예제작기능이 보다 발전적으로 전승되는 기틀이 우리 문화원과 이 공모전을 통해서 마 

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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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짚-풀 문화공예품공모전

전시기간 : 1999년 3월 2일 ~ 3월 8일

장 소 :파주시민회관전시실 ,

주 최 :파주시

주 관 :파주문화원

후 원 :（사）짚■ 풀 문화연구회, 

（사）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수상작】

대상 : 멍석（김정홍）

금상 : 맷방석 （오석철）

제2회 짚■풀문화공예품공모전

전시기간 : 2000년 3월 2일 ~ 3월 8일

장 소 :파주시민회관전시실

오픈식: 3월 2일오전 10시

주 최 :파주시

주 관 :파주문화원

후 원 :（＞사）짚■ 풀 문화연구회,

（사）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참가인원 및 작품수 : 125명 367개작품

【수상작】

대상 : 전통초가집 （김 기중） 

금상 : 멍석（오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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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짚-풀문화공예품공모전

전시기간 : 2001년 3월 2일 ~ 3월 10일

장 소 :파주시민회관전시실

오픈식: 3월 2일오전 11시

주 최 :파주시

주 관 :파주문화원

후 원 : （사）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참가인원 및 작품수: 125명 367개작품

【수상작】

대상 : 도래멍석（오석철）

금상 : 용두레（조현주）

제4회 짚-풀문화공예품공모전

전시기간 : 2002년 3월 2일 ~ 3월 10일

장 소 :파주시민회관전시실

주 최 :파주시

주 관 :파주문화원

후 원 : （사）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수상작】

대상 : 도래멍석（심경임） 

금상 : 가마니틀（문정호）

대상（도래멍석）

대상 （도래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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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짚-풀문화공예품공모전

전시기간 : 2003년 3월 1일 ~ 3월 8일

장 소 :파주시민회관전시실

주 최 :파주시

주 관 :파주문화원

후 원 : （사）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수상작】

대상 : 가마니틀（최창선） 

금상 : 소, 쟁기, 사람（유기경）

제6회 짚-풀문화공예품공모전

전시기간 : 2004년 3월 2일 ~ 3월 7일

장 소 :파주시민회관전시실

주 최 :파주시

주 관 :파주문화원

후 원 : （사）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수상작】

대상 : 대청석（장춘금）

금상 : 소와 구융（최창선）

대상（가마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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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가마니틀）

금상（짚씨앗단지）

제7회 짚-풀문화공예품공모전

전시기간 : 2005년 2월 19일 ~ 2월 20일

소 :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 특설 전시장

최 : 파주시

관:파주문화원

원 : （사）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장 

주 

주 

후

【수상작】

대상: 가마니틀（유동필） 

금상: 짚씨앗단지（박경원）

제8회 짚-풀문화공예품공모전

전시기간 : 2006년 2월 12일

장 소 :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 평화누리

주 최 :파주시

주 관 :파주문화원

후 원 : （사）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수상작】

대상 : 초가구옥（심상균） 

금상 : 벼리쟁기（유기경） 

도래 방석 （이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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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짚-풀문화공예품공모전

전시기간 : 2007년 3월 3일

장 소 :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 평화누리

주 최 :파주시

주 관 :파주문화원

【수상작】

대상 : 왕골자리 （성낙연） 

금상 : 도래방석（이재환）

제10회 짚-풀문화공예품공모전

전시기간 : 2008년 2월 17일

장 소 :파주시문산읍 임진각평화누리

주 최 :파주시

주 관 :파주문화원
금상 （가마니틀）

【수상작】

대상 : 도래멍석（김명기）

금상 : 가마니틀, 가마（심상균）

대상 （도래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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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짚-풀문화공예품공모전

전시기간 : 2009년 2월 8일

장 소 :파주시문산읍 임진각평화누리

주 최 :파주시

주 관 :파주문화원

【수상작】

대상 : 대청석（장춘금） 

금상 : 도래방석（이재환）
대상 （대청석）

제12회 짚-풀문화공예품공모전

전시기간 : 2010년 3월 3일 ~ 3월 6일

장 소 :파주시민회관전시실

주 최 :파주시

주 관 :파주문화원

【수상작】

대상 : 도래방석（이재환）

금상 : 초가집 （심상균）

대상 （도래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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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짚-풀문화공예품공모전

전시기간 : 2011년 2월 22일 ~ 2월 26일

장 

주 

주

소 : 파주시민회관 전시실

최 : 파주시

관:파주문화원

【수상작】

대상 : 큰다래끼（홍순자）

금상 : 꽃도래방석（이재환）

대상（큰다래끼）

금상 （꽃도래방석）

제14회 짚-풀문화공예품공모전

전시기간 : 2012년 3월 2일 ~ 3월 6일

장 소 :문산행복센터전시장

주 최 :파주시

주 관 :파주문화원

【수상작】

대상 : 짚항아리 2점（이재환） 

금상 : 소멍애, 쓰레（경수）

대상（짚항아리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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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짚-풀문화공예품공모전

2013년 3월 5일 ~ 3월 10일

장 소 : 파주문화원（운정행복센터 2층）

주 최 :파주시

주 관 :파주문화원

【수상작】

대상 : 도래멍석（이재환）

금상 : 곡물저장 항아리（임재영）

대상（도래멍석）

제16회 짚-풀문화공예품공모전

2이4년 2월 28일 ~ 3월 7일

장 
주 

후

소 : 파주문화원（운정행복센터 2층）

관:파주문화원

원 : 파주시

【수상작】

대상 : 색무늬 도래멍석（이재환） 

금상: 싸리나무주병（심교택）

금상

（싸리나무주병）

대상（색무늬 도래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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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짚-풀문화공예품공모전

전시기간 : 2이5년 2월 24일 ~ 2월 28일

장 소 : 파주문화원（운정행복센터 2층）

주 최 :파주시

주 관 :파주문화원

【수상작】

대상 : 대청석（장춘금）

금상 : 하트형 도래방석（이재환）

대상（대청석）

제18회 짚-풀문화공예품공모전

전시기간 : 2016년 3월 3일 ~ 3월 7일

장 소 : 파주문화원（운정행복센터 2층）

주 최 :파주시

주 관 :파주문화원

【수상작】

대상 : 왕골자리 （성낙연） 

특별상 : 대청석（장춘금）

대상（왕골자리）

291



제19회 짚■풀문화공예품공모전

전시기간 : 2이7년 2월 20일 ~ 2월 10일 

장 소 : 파주문화원（운정행복센터 2층） 

주 최 :파주시 

주 관 :파주문화원

【수상작】

대상 : 가마니틀（유동필） 

금상 : 탁자（김광오）

Straw and Plant 
Handicrafts Exhibition paju 2012

Elegance and value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Story of Straw, Plants and Trees with Pa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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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화가족 선진문화 유적지순례

파주문화가족 역사문화유적지 순례는 타지역의 문화유산 답사를 통해 다양한 문화 

유산에 대한 소양을 높이고, 이를 통해 우리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고양 

시키고자 매년 1회 파주문화원 임원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파주문 

화원 임직원의 친목과화합 및 지역 문화원간의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임직원 답사를 진 

행한다. 1년에 1회 또는 2회로 진행되며 2000년대 초반은 약 200여명의 문화가족들이 

대거 참여하여 유적에 대한 높은 의식과 문화가족들의 화합이 보다 활성화되었다. 그동 

안의 여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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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일시 장 소 참가인원

2000년 7월 13일（목）
용미리 석불입상 — 청풍문화재단지 — 

수경분수 — KBS「왕건」촬영지
207명

20 이년 

상반기
6월 7일（목）

백제 문화권（부여/공주）

무량사—정림사지—능산리 고분군—무녕왕릉
239명

20이년 

하반기
9월 14일（화）

（경기도 여주권） 명성왕후 생가 — 세종대왕릉（영릉）

-> 신륵사 — 도자기엑스포 — 목아박물관
180 명

2002년 

상반기
6월 21일（금）

강원도 영월권

장릉（단종릉） - 청령포 — 김삿갓 유적지（—금몽암）
155명

2002년 

하반기

10월 26~27일 

（토.일）

강릉 ■안동권

（26일） 강릉 오죽헌 — 허균생가 — 성류굴

（27일） 안동도산서원 — 이황 종택 - 국학진흥원

— 안동화회마을

32 명 

유림, 향교 

임원

2003년 

상반기
6월 20일 （금）

（강화도 일원） 석모도 보문사—전등사 초지진—광성 

보—강화역사관—강화고인돌
146 명

2003년 

하반기

11 월
17 일 ~18일

충남서산•예산권

（17일） 서산마애삼존불-개심사-보원사지

（18일）고택박물관—수덕사—충의사—추사고택

34 명 

임원, 직원

2004년 

상반기
6월 23일 （수）

（남양주 일원） 홍유릉—향토사료관—다산유적지- 

서울종합영화촬영소一광릉—봉선사
120 명

2004년 

하반기

11 월
11 일 ~12일

목포, 진도, 완도, 강진권

（11일）녹우당-두류산 대흥사—땅끝마을

（12일） 청해진—다산초당—왕인박사유적지

21 명 

임원, 직원

2005년 

상반기
6월 17일 （금）

춘천권

춘천박물관-청평사-신 장절공 묘역
167명

2005년 

하반기

11 월
17일~18일

경상북도 영주, 문경일원

（17일） 부석사-선비촌—소수서원

（18일） 새재박물관（조령관문）—왕건세트장— 

도자기 전시관（유교박물관）—석탄박물관

29 명
임원, 문화해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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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일시 장 소 참가인원

2006년

1 차
7월 14일

（강원도） 판관대 一 봉산서재 — 이효석문학마을

— 월정사 —상원사
166명

2006년

2 차
6월 5일 ~6월 9일 

（4박5일）

（중국 고구려 유적） 

광개토대왕비, 장군총, 박물관, 오녀봉 삼림공원, 

압록강, 압록강철교, 백두산, 일송정, 해란강, 

대성중（윤동주시비, 항일전시관）등

15명 

임원

2007년

1 차
5월 31일

（청주청원） 흥덕사지와 고인쇄박물관 — 

신채호선생사당 — 상당산성 — 청남대
157명

2007년

2 차
11 월 22 일 ~25일 

（3박4일）

（중국 산동성 곡부 일원） 

노산-태청궁（도교사원）, 5 ■ 4광장, 잔교（차창）, 

태산, 곡부, 공묘, 공림 등

14명
임원

2008년

1 차
5월 16일（1차） 

23일 （2차）

（공주, 부여）

무령왕릉—국립공주박물관—부소산성-정림사지
163명

2008년 

2 차
8월 29 일 ~30 일 

（박2 일）

（경상도 안동, 강원도 강릉문화권） 

도산서 원 _ 퇴계이황종가댁 _ 국학진흥원 _ 

하회마을 —오죽헌 —허준생가

32 명 

임원

2009년
4월 30일 （1 大 D 
5월 7 일 （2차）

（충청남도 서산, 예산 일원） 

서산마애삼존불 - 개심사 — 해미읍성 — 

한국고건축박물관

147 명

2（）10 년 5월 6일
（충청북도 보은, 괴산 일원）

법주시-선병국가옥-정이품송-송시열 유적지 등
120 명

2011 년 5월 26일
（경기도 양평권 일원）

세미원-소나기마을—용문사—다산유적지—광릉등
120 명

2012 년 5월 30일
（경기도 용인권 일원）

정몽주선생묘 — 와우정사 - 옛들박물관 — 

한국민속촌 등

107명

2013 년 4월 30 일 （화）

（강원도 홍천, 경기도 가평군 구리시 일원） 

한서 남궁억 선생유적지 — 수타사 - 

아침고요수목원 — 동구릉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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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문화원 주요사업_ 5. 문화가족 선진문화 유적지순례

년도 일시 장 소 참가인원

2014 년 6월 24일 （화）
（경기도 여주시 일원）

명성황후 생가-신륵사-영릉—목아박물관
110명

2015 년 4월 23일 （목）

（충북 단양군 일원）

도담상봉（유람선） _ 온달유적지（동굴, 드라마세트장）

- 구인人 K 천태중앙박물관）

114명

2016 년 5월 20 일 （금）

（공주.부여 일원）

송산고분군 （무령왕릉） — 국립공주박물관

— 백제문화단지（백제역사문화관） _ 정림사지

110 명

2이7년 5월 26일 （금）
（고창일원）

고창읍성 —고인돌 —선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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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통문화체험학교

2013년부터 경기도교육청 평생학습관 사업의 일환으로 전통문화체험학교를 운영하 

였다. 우리조상의 멋과 슬기를 배우고, 지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로 2016년까지는 

경기도교육청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충당하였으며 , 2017 년에는 문화원자체사업으로 

운영하였다. 기본프로그램은 활, 화살만들기, 활쏘기 체험, 다도예절, 전통예절, 전통놀 

이, 판소리배우기, 연만들기체험 등이다.

일시 장소 대상 주최 및 주관

2013 년
8/9-8/10

파주문화원 문화학교 - 궁시 박물관

- 파주삼릉 - 파주향교

부（모）+어린이 

= 65명
경기도교육지원청 

파주문화원

2014 년
7/26, 8/14

파주문화원-영집궁시박물관-단 

샘다례원

회차별 초등생

40 명
경기도교육지원청 

파주문화원

2015 년 
7/27-28

파주문화원 문화학교 강의실
초등생

80 명
경기도교육지원청 

파주문화원

2016 년
8/1~8/2

파주문화원 문화학교 강의실, 

영집궁시박물관

초등생

80 명
경기도교육지원청 

파주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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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문화원 주요사업_ 6. 전통문화체험 학교

7. 청소년유적지 순례교육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청소년들에게 파주의 역사문화유적을 답사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키울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였다.

년도 일시 장소 대상학교

2000년 6월 9일（금）
용미리석불입상—윤관장군묘—자운서원— 

반구정—황희정승묘—덕은리선사유적지

광탄고 2학년

170 명

20 이년 7월 3일（화）
파산서원—화석정-자운서원—윤관장군묘

—용미리석불입상一황희정승묘『반구정
적성고 150명

2002년 6월 5일（목） 자운서원—윤관장군묘一장릉一반구정—상서대 삼광중 1학년 165명

2003년 6월 9일（월）
장릉一황희정승묘一반구정—자운서원— 

소령원—윤관장군묘

파주중 1학년

90 명

2004년 6월 2일（수）
자운서원—반구정—황희정승묘—장릉— 

윤관장군묘—적성향교
삼광중 156명

2005년 6월 18일（토） 장릉-반구정—자운서원-윤관장군묘—교하향교 탄현중 182명

2006년
6/10（토） 1차
6/24（토） 2차

칠중성—적성향교-자운서원-월롱고인돌

—장릉

문산여고

1학년 237명

2007년 5월 19일（토）
황희선생묘一반구정—화석정—자운서원— 

윤관장군묘-용미리석불

금릉중

RCY142명

2008년 5월 17일（토） 칠중성—교하향교—교하고인돌—장릉 탄현중 1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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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소년과 함께하는 문화재 지킴이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진행되는 ‘청소년 문화재 지킴이’는 청소년 자원봉사프로그램이 

다. 2010년도에 처음 행사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업목적은 내 고장 문화 

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문화재 청결활동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봉사활동 기 

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청소년들은 파주관내 여러 유적지를 순례하면서 먼지 털기, 마 

루 바닥 광내기, 비석과 건물의 거미줄 제거하기 등의 환경미화 봉사활동을 한다. 즉 청 

소년 문화재 지킴이 활동은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유산보 

호활동을 통해 전통문화 유산의 가치와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소중한 경험이 되도록 

한다는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행사는 유적지 관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 

으며, 그동안 문화재 지킴으로서의 봉사 활동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00



파주문화원 주요사업_8. 청소년과 함께하는 문화재 지킴이

년도 일시 장소 사업내용 주최 및 주관

2이0 년
7/27-28, 
8/7, 8/14

（총4회）

율곡선생 유적지 

황희선생유적지

1. 우리고장의 문화유적 체험

2. 우리고장의 문화유적지 

환경정화활동

주최:파주문화원

2011 년
7/20
7/21

월롱고인돌 

다율 •당하리 

고인돌

1. 우리고장의 문화유적 체험

2. 우리고장의 문화유적지 

환경정화활동

주최:파주문화원

파주문화원연합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파주시

2013 년
7/26
7/27

26일 : 교하고인돌- 

월롱고인돌

27일: 정태진기념관

1. 우리고장의 문화유적 체험

2. 우리고장의 문화유적지 

환경정화활동

주최:파주문화원

2015 년 8/7일 ~8 일
7일 :율곡선생유적 

지-황희선생유적지 

8일:정태진기념관

유적지청결활동 및 유적답사 주최:파주문화원

2016 년 7/23 일, 

26 일

당하리고인돌, 

덕은리고인돌, 

화석정, 반구정

우리고장문화재 탐방 및 

주변환경정리
주최:파주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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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충효도의 선양교육

파주시에 소재한 3개 향교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현대에 맞게 되살려 청소년 교 

육에 활용함으로써 전통의 전승과 현대적 활용이라는 계기를 마련하고, 청소년들에게 

절하기, 공수법, 식사예절 등 실생활에서 필요한 전통예절과 충효예 등 정신교육, 그리 

고 한문, 다례, 투호, 등 민족문화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 

로 2000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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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문화원 주요사업_9. 충효도의 선양교육

년도 및 향교 일시 및 장소 교육대상 강사

2000년

적성향교
3월 20일 

어유중교실

어유중학생

55 명
파주시노인회장 

차문근

교하향교
7월 7일

봉일천중 강당

봉일천중 3학년

210 명
전교 우종열

파주향교
8월 21일 

파주향교

각 읍면 중고생

140 명
전교 성낙균 

전의 오병진

20()1 년

적성향교
6월 28일

삼광중고 강당

삼광중고 학생

117명
홍성봉

교하향교
8월 23일 

교하향교
청소년 105명 전교 우종열

파주향교
7월 19일 

파주향교
청소년 110명

전교 황의록 

김영진

2002년

적성향교
7월 15일

적성종고 강당

적성종고 학생, 

유림 260명

파주시노인회장 

차문근

교하향교
7월 6일

봉일천중과학실

봉일천중 2학년

258명
이기택

파주향교
7월 25일 

파주향교 명륜당

6 개읍면 

중고생 150명
전교 황의록

2003년

적성향교
7월 12일 

삼광중강당

삼광중학생, 

유림 392명
홍성봉

교하향교
7월 14일

문산중과학실

문산중1~3학년 

1,469명
김면기

파주향교
8월 19일~25일 

파주향교 명륜당

6개읍면 중고생

150 명
전교 황의록

2004년

적성향교
7월 3일 

적성종고 강당

학생, 교직원 

유림 230명
권춘집

교하향교
7/26-8/25 

교하향교 충효교실

초 ■중학생

83 명
박종우, 안천이, 류연수, 강돈희, 

정경진, 우관제, 조규영, 김면기

파주향교
6월 19,27일, 8월 19,20일 

파주향교 명륜당

초•중 •고 

학생 130명
오병진, 정상현, 이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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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및 향교 일시 및 장소 교육대상 강사

2005년

적성향교
7월 14일 

삼광고 강당

학생,교직원, 유림 

223명
권춘집

교하향교
7/20-8/22 

교하향교 충효교실
초. 중학생 44명

박종우, 안천이, 신낙범, 강돈 

희, 정경진, 우관제, 김명기

파주향교
8월4일 ~23일 

유림회관
초.중학생 30명 오병진, 성낙균, 김영진

2006년

적성향교
7월 10일

적성종고 강당

학생 （142 명）

유림 （16명）
홍성봉

교하향교
7/24-8/24

교하향교 충효교실
초.중학생 42명 박종우, 안천이, 신낙범, 

강돈희, 정경진

파주향교
9월1 일 ~13일 

유림회관명륜당

초 •중학생 

656명
오병진, 성낙균, 양석환

2007년

적성향교
7월 21일

삼광중 •고강당

학생 （70 명） 

유림 （20 명
홍성봉

교하향교
7/23-8/23 

교하향교 충효교실

초 ■ 중 28명, 

유림 53 명
박종우, 안천이, 

정경진. 김면기

파주향교
3월 ~8월

유림회관 명륜당
초 . 중학생 900명 서석남, 양석환, 양재일

2008년

적성향교
7월 11일 

남문중 대강당（양주시）
학생 70 명 홍성봉

교하향교
7/12-10/31 

교하향교 교궁

초 ■중학생

89 명
이상명, 서석남, 

성희모, 김순자

파주향교
5/6-5/14 

천현초등학교
천현초등학생

양재일, 김기영, 서석남, 

양석환, 이찬호

2009년

적성향교
7월 22일 

삼광중고 대강당
학생 80명 홍성봉

교하향교
5/16-10/31 
교하향교

초등생 360명
이상명, 서석남, 성희모, 

김순자, 이윤희, 정경진

파주향교
2월 ~10 월 

학교강당 및 향교 명륜당

군인720명
초등150 명

양석환, 정상현, 양재일, 

이찬호,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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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및 향교 일시 및 장소 교육대상 강사

2()10 년

적성향교
7월 23일 

삼광중 대강당

학생289명 

（삼광중학교）
성균관 유도희 이광희

교하향교
5/22-10/31 

교하향교 교궁 및 인성교실

참가인 142 명 

관람인420명

이상명, 서석남, 이윤희, 

이현경, 정경진, 김경선

파주향교

5월~9월 30일 

파주향교, 명륜당, 학교강당 

군부대 충성관등

780명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군인등）

양재일, 이현경, 서석남 

자원봉사팀

2011 년

적성향교
7월 6일 

삼광중 대강당

학생285명 

（삼광중학교）

서정대학교

이상명 교수

교하향교
7/4-11/30

교하향교 교궁 및 인성교실

참가인 102 명 

관림인230명

이상명, 서석남, 이윤희, 

이강복, 정경진, 김선복 외

파주향교
5월 15일~12월 유림회관 

교육식, 향교명륜당

800명

（초중고, 군인등）

양재일, 이현경, 서석남 

자원봉사팀

2이 2 년

적성향교
7월 19 일 

마지초 대강당

학생 100 명 

（마지초교）

권효숙

（성균관전문강사）

교하향교
4/14-11/30 

교하향교 교궁 및 인성교실

참가인500명 

관람인550명
서석남, 이강복 

문영임, 김지원

파주향교
3월~12월 유림회관 

교육실, 향교명륜당

750명
（초중.고, 군인）

최복현, 양재일, 서석남, 

이찬호, 이상명, 외부강사 등

2013 년

적성향교
7월 12 일 

연천 노곡초 강당

4,5,6학년

3개반 35명
권효숙

（성균관전문강사）

교하향교
5/14-8/31

교하향교 교궁 및 인성교실

참가인500명

교육인550명
정경진, 김명순, 황해연, 

문승자, 배은경

파주향교

2013 년중 

유림회관, 항교 명륜당, 

학교강당, 군부대 강당 등

850명

（학생, 군인사병, 일반인등）

양재일, 이찬호, 

서석남, 이선민

2014 년

적성향교
7월 16일 

삼광중학교

삼광중학교

3학년 107명
정경진

교하향교
3월~7월 교하향교 교궁 

및 인성교실, 학교 예절실

주민자치 위원회, 

금촌중, 문산초 300명

정경진, 음두봉, 

황해연, 배은경, 문영임

파주향교
4월~10월 파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군부대 등

750명
（학생, 군인사병, 일반인등）

이선민, 양재일 

이찬호, 오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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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및 향교 일시 및 장소 교육대상 강사

2015 년

적성향교
10 월 8일 

적성초등학교

적성초등학교 

전교생 68명
서석남

교하향교

파주향교
3월~11월 파주향교 명륜당, 

각 학교 예절실

학생, 군인, 일반인

1,300명
서석남, 최복현, 이선민, 

이찬호, 허자이

2016 년

적성향교
9 월 7일 

적성초등학교

적성초등학교 

전교생 56명
서석남

교하향교

파주향교
4월~9월 파주향교 명륜당, 

각 학교 예절실

학생, 군인, 일반인 

800명
서석남, 최복현, 이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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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족과 함께 ‘테마로 떠나는 파주여행’

우리 고장 파주는 천혜의 자원 임진강변을 배경으로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었고, 선사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삼국시대 세 나라의 축성 기술을 

알 수 있는 산성터가 발견되었고, 남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고려시대의 유적도 남아있 

다. 유교 문화를 선도했던 조선시대의 인물 유적이며 독립운동과 관련된 근대의 문화유 

산, 전쟁의 상흔이 고스란히 남은 안보 유적지도 보유했다.

파주문화원에서는 지역의 대표적인 유적지를 돌아보며 과거와 현재의 고리를 잇는 현 

장 체험프로그램 ‘테마로 떠나는 파주여행’을 진행한다. 2002년 첫 시행 이래 지역의 역 

사와 인물, 유적지 등을 알리는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으며 지역민으로서의 애향 

심과 자긍심을 키워주는 값진 시간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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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운영 과정

- 2002년 파주문화원 문화학교 ‘향토문화유적답사’로 개강, 동절기를 제외한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간,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월 1회 진행

- 2003〜2004년 ‘향토문화유적답사’로 전년과 동일 프로그램 진행

- 2005〜2008년 ‘향토문화체험반’으로 명칭 변경, 프로그램 내용은 전년 동일 진행

- 2009년 ‘향토문화체험반’으로 내용 동일 진행, 파주문화원 배출 문화유산해설사회 

투입, 어린이 체험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진행

- 2010〜2015년 ‘향토문화체험반’으로 내용 동일 진행

- 2016〜2017년 가족과 함께 ‘테마로 떠나는 파주여행’으로 명칭 변경,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진행（율곡문화제가 열리는 10월만 셋째 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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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유적지 Mmi）

교하고인돌/tt롱고인들 

전곡리선사유적지

파주3현유적 （6«*일）

황회선생묘/황회선생유적지 

율곡산생유적지 / 윤관장군묘

용주서원/파주향교 

우계기냄관/파산서원

유교유적 （7월 ▽）

조선왕릉 MW）

장릉/소령원수길원 

파주삼응

» 10월 답사는 욜곡운화제 관게로 샛미주 토요잃로 변경

민통선（11훨11일）

허준묘/덕진산성/제3땅굴 

도라전망대 n*l 스* 
pajucc

운영기간 

츠 발지 

모집대상

： 2여7년 5월 〜 11월 （매월 둘째주 토요일 10：00~16：00）
： 운정행복센터（09:30）. 파주스타디움（lOW） 

： 파주시민 누구나 （가족단위 참가 환영）

모집인원 : 회차별 40명 선착순 마감 （연간회원 포함）

참 가 비 : 회당 1인 10.000원 （차량. 점심식人E 자료 및 해설 포함）

농협 355 - 0027 - 8368 - 33 （예금주: 파주문화원）

접수방법 : 매월 1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오전 9시부터 전화 및 방문 접수 

문의전화 : 파주문화원 문화학교 （T.941-2425）
휴 연간회원 및 문화원 회원은 참가비 20% 할인

@파주문화원
www.paju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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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야기할머니

파주문화원에서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민족 고유의 정서를 품고 바른 인성으로 자 

라는데 보탬이 되고자관내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에 ‘이야기할머니（대표: 유진경）’를 파 

견한다. 이들 구성원은 파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여성 연령층으로, 국학진흥원과 

파주시 노인복지관에서 교육을 받은 프리랜서 전문 활동가이다.

주로 들려주는 이야기는 율곡 이이, 방촌 황희, 문숙공 윤관 등 파주삼현에 관련된 탄 

생 설화와 일화, 훌륭한 정치와학문을 펼친 선현들의 선정과 미담, 고서에 실린 옛 사람 

들의 충효사상, 선과 베풂을 실천한 조상들의 이야기들이다.

2011년 시작된 이 사업은 2012년 경기도 교육지원청의 평생학습관사업으로 확대 운영 

되었으며, 찾아가는 문화교육 ‘할머니가 들려주는 파주 이야기’로 그 명맥을 잇고 있다. 

또한 이들은 파주문화원 주관문화제인 ‘율곡문화제’, ‘방촌문화제’ 등에도 참가, 다수의 

관중을 위해 이야기 한마당을 펼쳐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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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래동화와 인형극 들려주기, 쉽고 간단한 전래놀이, 전래동요 부르기 등 다양한 방법 

으로 진행되며, 사업 확정 후 홍보, 학교의 신청, 선발순을 거쳐 수요자에게 파견된다. 민 

족 고유의 해학과 풍자, 따뜻한 정서를 이어갈 수 있는 유익한 시간으로, 노년층의 일자 

리 창출, 활용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활동 내역

- 2011년 구성, 활동 시작, 관내 초등학교 및 율곡문화제 행사에 참여 이야기 들려주기 

및 파주이야기 그림전 진행

- 2012년부터 경기도 교육지원청 평생학습관 지원으로 관내 초등학교에 파견

- 2016년부터 방촌문화제 참가, 파주 이야기 들려주기 및 그림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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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방촌황희문화제

방촌 황희（1363. 공민왕 12년〜1452. 문종 2년） 선생은 개성 가조리에서 태어나 14세에 

처음 관직에 몸담았고, 87세의 나이로 영의정을 사임하기까지 72년간이나 정치를 펼친 

명재상이자 청백리이다. 태종과세종 대에 걸쳐 6판서를 역임했으며, 세종 대에는 특히 18 

년이나 영의정으로 재직해 새 왕조의 제도 정비와 민생 안정에 공헌하였다.

황희 선생이 파주와 인연을 맺은 것은 성균관 학록으로 적성향교에 부임하던 29세의 

나이였다. 이후 한 때, 양녕대군 폐위에 대한 부당함을 고하여 태종 임금의 미움을 받고 

교하에 유배되었다. 노년에는 임진강변의 아름다운 풍광을 벗 삼아 반구정에 은거하였 

고, 90세에 서거하여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에 안장되었다.

파주문화원은 인륜과 도덕으로 백성의 삶을 안정시킨 명재상 황희 선생의 유지를 잇 

고자 ‘방촌 황희 문화제’를 개최한다. 백성을 위한 올바른 정치, 청렴 고귀한 관리의 정신 

을 일깨워주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지역과 관련된 역사문화 인물을 알리고, 지역민으로 

서의 자긍심을 높여 발전과 화합을 도모하는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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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문화원 주요사업 _12. 방촌황희 문화제

제1회 방촌 황희 문화제

일시: 2016년 10월 28일（금）, 전야제, 29일（토） 본 행사

장소: 황희 선생 유적지, 파주 시민회관 소공연장

주최: 파주시

주관: 파주문화원

후원: 경기도, 파주교육지원청, 파주예총, 장수황씨 대종회 

행사참여기관.단체: 으f 20여개（공연단체 및 행사단체） 

프로그램 수: 고유제 등 총 40개 프로그램

행사참여 관람인원 : 약 3,000여명（행사별 누적인원）

【진행 프로그램】

청 백 리 방촌황희 토크콘서 트

고유제, 대북퍼포먼스 및 판굿

전통공연, 줄타기, 청소년여울마당, 마당놀이, 국악관현악, 문예행人E 체험 및 전시

제2회 방촌 황희 문화제

일시: 2이7년 09월 1일（금）, 전야제, 2일（토） 본 행사

장소: 황희 선생 유적지, 파주 시민회관 소공연장

주최: 파주시

주관: 파주문화원

후원: 경기도, 파주교육지원청, 파주예총, 장수황씨 대종회 

행사참여기관•단체: 약 20여개（공연단체 및 행사단체） 

프로그램 수: 고유제 등 총 30개 프로그램

행사참여 관람인원 : 약 2,000여명（행사별 누적인원）

【진행 프로그램】

방촌황희학술강연회 , 방촌단막극

고유제, 한국무용, 줄타기, 마당극, 국악실내악, 판굿, 문예행사, 체험 및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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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언;에 비친 파주문화원

10 1996년 5H 20일~5a 26열
nt 주 저 널

|〕|혠신임문»»내!
沈광웋 헤루화원장 아쉬운 어임 ‘새토운 전환절되길 당부’

과후시 분화원창 이취잉식 핳 

임시흥회기 5월 21일 시민회관 
소공연창얘서 열«다.

이 자키예는 푸기흔 신임 문 

화원장과 «긍응 젼임 룬화원 

자. 爭쟤하 국뽜외원 휴자. 宋 

달몽 시장. '도기덕 시이허어항. 
洪순원 파추경찮서장. 히】상« 

교옥장 & 기관 단체장 및 룬訓 

싀 관계자 퐁 1백50여형이 함

석혔다.
이나 *운 룬화원창욘 이함 

사* 릉허 '신이 분화웡장과 할 
숴 과후분하원이 나•개 거&나 
는 전혼저이 되기» 비己과 

주분화외 위상정합* 위비 여러 

일을 8«았으나 미*헜디J고 솜 
손SH 히편서『새 분화원*! 나
추분»외 «성화는 폶븐 지역인 
쓸의 분화요구ft족* 해주시 것

＜支58院＞--------

파주문화센터 ‘개강
파주시민의 올바론 가치관 형 

성과 도덕성올 회목하고 생활속 

의 문화를 정착시켜 시민정서 함 

양의 터전을 만든다는 취지로 파 

주문화원 （원장 이기현）애서 이번 

에 처음 실시하는 제1기 파주문 

화센터는 향후 6개월간 각 강좌 
가 요일별로 진행되는데. 취미생 

활은 물론 문화생활을 정착시켜 

파주문화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원애서는 수강생들의 참여 

활성화와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

제1기 파주문화센터가 문을 열 

어 20일부터 강좌별로 본격적인 

강의에 듈어갔다.

사친 • 서예/사군자 ■ 기타 • 주 

부노래교실 • 한학（漢學） • 문예창 

작•봉산탈춤-예절교실 등 8개 

강좌로 시민회관내 3충에서 문을 

연 파주문화센터는 모집 당시부 

터 북새통율 이뤘고 각 강좌별로 

도 개강 첫날부터 수강생 3백여 

명이 몰려드는 등 각종 문화행사 

애 목말라 았는 파주시민들에게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

여깨가 a겁지만 히5} 노력혀 

서 룬호전으 의*I 노력하’ '니 

가갰다J 고 할«다.
한편 치난 511 14일 가진 론 

S&원 이4회여서 이사들은 각 
&면 단위 분원장을 선임하고 
욘영위원들쓺 ＞■디하기로 여견 
음 모았으며 과*룬화센러의 
윤영교 청소년*울 위한 그* 

국을 공연하기로 경정«다.

제9대 룬하씬응 이«어바 임 
원뜽과 분완장 a 단은 다용과 

간다.
＜＞고문 5t 향» 金주얼 병럭 

他»응 ＜＞원장 ♦기현 令부원 

3 金호기 «•용택 쇼이사 金선 

일 n인선』u회석 »승팧 *재 
« 李«념호 沈셔구 5으용 
푼 白태현 故철경 尹경현 0사 
무국장 휴윤회 ＜＞사부원 뗴 

란 Oe웖자 A긓츤I횸 W병거 

八금흔2» Je태현 •스분산 누'천 

신 스과주 文항기 斗S 원 李상 
저 八왈롱 이승 란흔 베공 

열 스교하 fi 규흔 入조리 文롱 

a 八표탕 Pis•완 .A 와평 * 

조 心적셩 «연i.

= 믿으며 자신은 신임 분화 

왆장과 하거 과좨몬화바전야 더 

천심전력하a다4三 말혔다.

爭7J 흔 안임 운화各장은 후나 

쿠문화원온 30여년어 역사가 
효르는 등안 어려운 여건소예 
서 역태 문화웜자념과 임원늞 

이 수고하여 핞은 SU전을 «i 수 

있었다J 고 말고 r 앞으로도 
과주문화 «^전을 위허 에쓰고 
있는 괸계자흘과 핢꺼 최선으 

cWH 이끌어 나가겼다i고 «조 

« 다.
이어 沈광음 a장애게 꽁호펴 

가 전달댔으며 과추분화발전* 

와« 애써은 W민 m재천 암 

사와 WB 천형 자영 * 혀 
철회 이사. «상익 전임 5화원 
사위•국장이 곡호개» 바았다.

2부 혛사외 가사 선＜예서는 

*수법원） 사헌신（분산）가 

감사로 선*R으며 李거헌 문 
화원장와 휘암애 짜라 내능은 

분애진흥회창 자리에는 金호기 

시가 선츨«디. 새로 선*퇸 金 

호기 회장은『눈화는 그 나라» 
처뉼질하 수 있는 헉도라면서

＜〉신임 #0» 원잠이 이임하논 

U하고 있다.

池공용 in원장에게 공호封|« 전

성년의 날 기념행사 거행

하니 하고 시은 젓응 마음대로 

W 수 았서 母지반 거가예 따른 
태이과 외부« 다 W 수 있으지 

셔저이 앞선디】고 나했나.

지24회 성년이 날 기냉e사 
가 果덜융 시장. *키^ 市어회 
와장응 비*|여 서년욜 마은 

판내 하솅. 회사웅 븡 1벀며명 

이 자석한 가운내 5tt 20일 시 
만회관 연화징예서 얼헜다-

I부 «사로 치른 성년시예 이 

어 카잔 2무 형사는 흥익애크게 
이션 추관으로 자기자람으 펼 

서셔 &서한 이플뇬 즈거운 하

*» 보녔나.

이널 성년을 W은 *잉광 

쒀（훈산W 논 r 그등안 하고 실 

은 일이 바았는데 미성년자el 
는 ＜）1유«운셰 경히«＜5| 퓄다1 
면서 호이제 성인이 퐌다고 샴가

1996년 5월 20일 ~ 5월 26일
파주저널 이기현 신임문화원장 취임식

1996년 6월 3일 월요일 

파주신문 파주문화센터 '개강’

1996년 10월 1일

파주시민신문

제9회 율곡문화제 개최

제9회 율곡문화재 
범시민운동으로개최

大39 이을곡선생외 ■幹럭끌 

후앙하고 분하제 «사» 롱흐} 

시민화합외 장을 마논?!^과 » 

시에 전＞문향 파추문화와 승 

쳬\나천«4 치민향JR애» 고:N 
시키는 계기가 되고자 하는 

묘적으로 히마다 실시하고 있 

뇬 을곡문화제가 금년으로 9 

호!» *기헜다.

이예마라 파추문화원은 과 

주시과 꽁S후*!호 쳬9히 e 
곡묜‘AW} «사» 다»날 10 

이부터 135U까지 4일간에 •걸 

쳐. 자운서원으 비*하여 시

민훠관. 근무청. 파주시 전역 

예서 험과추시만«사로 걔회 
하 애저이다.

긍년예 실시되난 저199} 뀰 

•꾸분하째뇬 對기도 «화예스 

* 헤로 춱사시 S 과 뜸시예. 

시승거 기념축하훵사와 연쳬 

하여 추진히며. ©하얘스만섘 

와 관련횐 유；판기관외 척극헉 

인 하여와 다체»고 짜임새 

있뇬 분화«사호 범시힌외 항 

여 분위기» 초성하고 각 분 

야« 닮당두서힓 유관기판 단 

뼤요} 히미하 혀초체체» 유지

하며. 사전 «사외 치밀한 

«및 준비로 성공척인 문화« 

사제로 후•진V 방침이다.

이번 «시여! 소요되논 셩비 

te &국문하채 헹사비 3쳔만 

워. 툰화예스단체 지원비 S쉑 

만원. 럐스* 초청 «사비1 
천만이. &뀩선새 후향줘비 6 

혝만원. 분에진*기금 5*1 만 

원. 일반사어비 8빅50만욈. 

자부담 2백13만5헌웦등 킁 6 
천6버163만5천6뷱2원으로 얘 

젆횄으펴. 험사神히은 이래 

도표와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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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파주문화원

현대매일 ir76.&.Z3

파주문화원（원장 이기현）은 
향토민속예술 보존사업의 일 
환으로 단현면 금산리 지역에 
서 천해 내려오는 금산리 농 
요» 보존 계승하는 차원예서 
귬산리 농요보존회（회장 조규 
순）» 구성하고 차난 1K읿 탄 
현면 금산리•『금산리 농요

추
면
지
전
오
 리
보
 승
한
리
존
헝
 

파

『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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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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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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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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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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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시
금
역
해
는
 농
존
키
 

농
마
딴

「금산里농요보존매을지정I

城州 문화원 향토문화 계승 일환

보존마욜J로 지정했다.
금산리 농요는 임진강율 사 

이에 두고 황해도와 마주하고 
있는 인문지러적 환경에 의해 
황채도 방면외 영향욚 받는 
서북부 경기도 농요로서외 혹 
색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옛 
부터 금산리 마을은 마끌사람 
들끼리 공연단을 조직. 타지역

에 공연욜 디녔욜 정도로 예 
농에 취미가 있는 사람들이 
살아욘 지역이다.
현재에도 선소리꾼을 비봇 

해 농악기 연주자들은 부론 
쇄납재작 및 연주까지 겸UI한 
인물이 존재하고 있어 우리의 
전롱만요가 잘 보전되고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금산리 농요는 95년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바굴상율 수상하는 한편 MBC 

라다오외『우리외 소리* 차 
아서 J에도 초연. 전국척으로 
방송되기도 했다.
파주문화원온 이날 오전 11 

시 파주문화원장•파주문예진 
흥회장. 탄현면장. 탄현농협장 
및 마을주민등 1백여명이 찹 
서한 가운데 금산리 농요마을 
지정 현관제막식을 갖고 금산 
리 농요에 대한 전수작업 및서 
시연회* 흥해 잊?^저 가는 i 

우리의 소리되찾기 작업애 박 
하« 가하기로 헜다.

、1«州드 徐*ta 기자＞

1996년 9월 11일 내일신문

파주문화센터 제1기 사진반 졸업사진전

파주문화센터 제1기 사진반 졸업사진전

지난 »일쓰일- 9월1일 파주시민회관 공원에서 파주문화센터 재1기 사 
진반 졸업시진전이 열렸다. 사진전예 참여한 제1기 사진반 수강생돌은 • 
언론인 공무원 경찰공무원 사무직노동자 교사 무직자 둥 제각기 다른 
조건 속에서 세달 동안의 강의예 함께 해 왰다. \

'■수해 현장에서 밤새우고 앉은 자세로 잠든 공무원. 산더미 같은 빨 '• 
래거리* 늘어놓고 손빨래S 하는 수해지역의 주민들에서부터 여러가지 
풍경 사진에 이르기까지 서둔 송씨로 빚어낸 작품돌이지만. 고민과 정 . 

성이 a삑 배인 사진됼입니다.' '
사진반올 지도한 •현장시진연구소’ 이용남 소장은 •사진이란 하나의 ■ 

주저로 다양한 이돌이 만난 이번 전시회는 준비 기간 동안 수해® 당하 ；
' 는 등* 어려움 속에서 추진됐다•고 말했다. 〈파주=남준기 기자〉 ：

1996년 8월 23일 현대매일 금산리 농요보존마을 지정

1996년 10월 13일 수도권일보 제9회 율곡문화제

厂'저石'호 *극문하제 ■—■ ' ' ]

학줄강연 조악등 행사 다채

10일 WM 자운서원 제례 올려
李欒谷선생오? 유덕으 기리고 

성현외 얼과 사싱으 쏘케 하 
는 제3화 뷸꼭분화제가 10일 오 
전 선생외 영탁이 지리한 파주 
시 법원S 동분ek내서 파주시와 
파주문화원 주관으로 슈재창 국 
회외왼, 徵강신 경기도 정무무 
시장. 하용 파주시장. 오기덕 
파주시외화 외장을 비롯한 洪순 
원 겸찰서장동 유꽌기관장과 유 
림 학생 주민둉 1천5백여볌이 
쌔한 :가운대 개최. 앞으로 4 

길긴외 일정으로 시승격으 기념 
바는 촉제외 한미딩이 5개 장소 
개서 16가지외 행사가 a처진 
가.
이닐외 을꼭문화人서는 오전 9 

시30분 을곡선생외 우I패；자 모셔 
셔 있는 자운서원예서 選경선

부지사가 초헌관 宋시징이 아현 
관 오기덕 시의회 외장외 순으 
로 1배12주기 재게» 을러다.

이날오I 행사장에뇬 육군전진 부대 군악대와 후악에 맞추어 
과주XI 어머니합창단외 율꼬선 
새오I 노래에 이어 농악뉴이. 문 
얘행사. 유품전시회. 궁도대회.

문하재. 연극제. 연주희. 전시 
회 등외 순으로 진행됐으며 오 
는 l：i일까지 4일간에 걸쳐 섪시 
된다.
행사일정과 행사내응은 다읍 

과 깉다. A10이=개회식 및 제 
레. 한시배잉장. 사생애희. 후1 

호대회. 농악는이 八11이=하술 
강연회. 궁도대희. 교향각 연추 
희 匕12일=도립무용단 초청공 
연. 문화제. 연쥭제 스13잃* 

악연주회. 사풆논이. 윤고유푬 
천. 서예전, 향토미수 및 사진 
즈I가 초대전 등으 자운서원 시 
민회관 공연장, 을꼭교원 연수 
원. 궁도징인 근무정 등에서 분 
산 개최한1며 분향이 고장으로서 
화합을 다지고 축제분위기호 높 
혀 나가기로 效다.

＜1«州뗘h容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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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향토문화축제 한마당 큰잔치

6 1996냔 loa 14SI~10it 20일 파 주 저 널 쓰1쯔호JKIB . ；；Si』=

학
술
 스
케
치
 

율
고

「문
화
제

제9회 을곡문하제 헝사와 아 

환으로 대현 으꼭이 정치사상과 

처학과 사상 능예 대한 학스가 

연회가 1U원 I I일 오전 10시 시 

민회꽌 소공연장애서 개회«다.
이낢 강연ffl메논 ”환 한극 

외국어대 人V하과 교수. 硏인수 

함국교욍대 교수가 강사로 • 

연했다.

먼저 강단개 오흔 «令환 교 

수는 ' 을곡＞아상의 현대척 조명 I 
이라는 주제로 기연을 «쳤다.

鬼교수는 서인（ITS）에서 f을 

꾹몬 뢰채 호황과 對벽을 이후 

논 서리학자J카현서 r다시는 

형이상하 •성리학욘 현시과 겨 
jy그^^,. 61m.■_＜理오KX사여山I山 

부흐세 치«» 다«＞고 41천한 

경세가（«｛"）이여 윤리» 바 

로 세우는데 생을 차사븐 

현（=）1이라고 맣헜다.

第교수는 또『믈고와 사상울 

요약하면 학문사사은 실학적 

시리（W理）르. S치사상은 현실 

여 이각한 민븐=아저 완도정 

치». 윤리시상욘 고견한 도헉 

사회여 구현읋 a구하며 자신 

욘 성인（«人）을 昌i£로 수형 

헜다』면서 r＞고이 윤미사상과 
경세횬든 현대사회에서도 진리 

성이 인정되고 계승 발전시할 

천릉사상의 대듬액이마 하 수 

있으며 흑•히 오늘남 한국사회 

을곡사상J이라는 전문을 »허 ' 
어기«（!«»«■）욘 서리학을 국 

사로 한 조선 왕조얘서 을곡욘 

시존처하 2；잠에서 만일 추자 

가 진실로『이J와 f기;가 서로 

자용8｝여 상대적으로 삭각 나 

온다고 헜다면 추자도 역시 그 

* 것이니 어«게 추자가 W 
수 있갰논가라고 을곡선생어 

대담하게 져시홨다J고 맣«다.

이 전룬욘 히여【거자는 어미 
까치나「이,『기으는 귬극예 가 

서는 뚜 »건어라는 것과 또 • 

이」가 앞서고 그 두예『기.가 

욌다（«=하고 자장혔으 
나 율곡으 a자외 우이기 히믈 

져고 있리.

또 이 자표는 r 을고욘 I단7졍 

본예서도 7정욘 •!단 그 안게 포 
함되어 았는 것으로 단정혀 '인 

. 와 . 예 . 지외 4단욘 이（쀠 

예서 생기고 확연 수오 사양 

시비외 7정은 기（*■）예서 생긴 

다 J논 주자익 추장웉 반바헜 

라J 고 말허다.

Vli?수뇬「字윹곡욘 그 낭시 
한계어! 있어서 마끌마다 '쩌자 

^^』『후자«허이라고 히여 청 

추（P7朱）외 하섷이라현 엎어눟 

丈 긓과으조^i이 생각하뇬 완 

고하.?. 고부한 우•학사들외 사 

상응 고혼 부정하며 새®사상 

후쏘jj欒Ij하幽누워

제가» 가정日제 바로 세이아 

나라가 하호 선다는 S애서 - 

가（xor）라 했으며 루브기 사 
라과 자녀의 효S을 저가외 방 

도로 삶았다J 고 서형했다.

글고욘 ■상서 HS»）j 외 

본（伊W 으 인음써 r시링을 새 
우는 것욘 오지 어버이 분시요 

꿍경을 셰오는 것욘 오직 어른 

일븐이다. 집안과 나리여서 ti! 
브하겨 사«li 天"다어 끼친다, 

고 어버이까 쟤힘을 갆丕하치 

도 했라』고 교수논 솔병했다.

율«은 f효헝욘 『어｝치（ ■ 
紀） J» 언*H '»욘 푸모의 효 

부모오! 주채호

1996년 10월 14일 ~ 10월 20일 파주저널 율곡문화제 및 율곡사상학술강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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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파주문화원

[¥표추문화원장히기현 옹'I

살아있는 ‘파주문화’로 

칭송 받아
웨지 셰2육••문화원

화석정-자운서원서 내력 설명들어

U -rj 향（=의 도시 파주의 문화유적을 집 

—대성할 •파주시 문화새대관’올 반간하는 

T— 것이 저의 마지막 할일인 것 샅습니다." 

지난 4월 9대 파주문화원장으로 취임한 이기현 옹（ Y 
# • 72）은 아직까지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대업에 의 

욕을 보였다.

이 옹은 파주에서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향토문화인이 

자 지역 원로,

일세시대인 1937년 교하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청 

운의 꿈욜 안고 서울 배세중학에 들어갔다 5년간 수학한 

뒤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다.

해방되던 해 파주구청에 들어갔다 16넌 만에 ：?•향의 

명맥올 잇는데 보태을 주기 위해 자신으로서도 낯선 인 

쇄소를 차리기도 했던 이 옹은 지난 S4닌 파주문화원 사 

부국장으로 취임하며 본거적인 향토무화 방저에 앞상시 세 

됐나.

이 옹은 또 파주문예진흥회상-% 지내면서 10여닌 동안 

4주 향토문화발전에 크세 기여했다. 그가 ；!동안 일궈낸 

업적을 보면 그가 문화발선에 기울여 온 땀과 열성이 그 

대로 드러난다.

'파주지명유래집’ '파주군사’를 펴냈고 ‘파주문화지’ 

발간을 자신의 손으로 처음 시사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파주전부사’ ‘파주유린보감’ ‘교하향교지• ‘파 

주문■예지’ '파주노래집’은 그가 딴을 홀리면 반들어 낸 

소중한 분화유산들이다.

특히 이 옹은 파주지억에 산새한 가종 비분 300여 기의 

기독을 기의 흔자 히으로 정리. 살아 있는 파주문화라는 

칭송을 듣기도 했다.

70：'개를 님어서 건강이 예전삽지 않온 이 옹은 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블 설치, 파주문화 유직지를 발굴하 

고 呈화새III관 반간을 준비하느라 지금도 땀을 흡리고 

있다. 團

파주문화원（원장 李기현）은 

I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문향의 

，고장인 파주를 알리고 선현의 

얼이 담긴 곳을 순례케함으로 

.서 애향심욜 심어주기 위한『청 

소년 유적지 순례교육」올 실시 

했다.

관내 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 

된 유적지 순례는 7월 12일 삼 

광고교 학생 및 교사와 李기현 

문화원장을 비롯해 문화원 임 

직원 등 3백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파평면 율곡리에 

있는 유형문화제 61호 화석정 

을 첫번째로 방문했다. 李기현 

문화원장온 화석정에 관련된 

人｝연욜 흥미있게 설명, 하생들 

의 호용을 얻었다.

이어 참가자들온 임진각 전적 

기냼믈-문화재 자료 제12호인 

황회정승 영당이 있는 반구정

1996년 유적지 순례교육

1996년 연합

파주문화원장 이기현 옹 인터뷰

과 월롱면 덕은리에 있는 사적 

148호인 선사 유적지를 견학한 

후 기념물 제34호인 황회정승 

묘에 들러 묘소참배를 했다.

사적203호로 지정된 장능（인 

조대왕능）에 들러서 점심식사 

를 마친 참가자들은 봉일천에 

있는 사적제205호인 공순영릉 

을 본 후 광탄 용미리에 있는 

보물93호로 지정된 용미리 석 

물을 살펴봤다. 이어 고려 여진 

정벌의 명장인 안장돼 있는 사 

적 323호인 윤관장군묘와 북부 

지역에서는 가장 큰 사찰인 보 

광사에 들러 유형문화재 158호 

인 청동보종, 대웅전을 보았다. 

참가자듈은 마지막으로 법원욥 

에 있는 기념물 제45호인 자운 

서원에서 신도비. 묘소. 유품전 

시관율 관람했다. '

학술강연 농악등 행사 다채
10일 WN 자운서원 제례 올려

李*谷선생이 유덕을 거리고 
성현외 얼과 사삼으 발전케 하 

논 제:율낙분•화제가 1C일 오
저 선살#외 영핵이 지리한 파추 
■시 버원© 능묜리에서 파투시와 

파후룬회원 주관으로 李재함 국 

희외원. «강신 경기도 정부부 

시장. 宋뉼용 과주사장. 오가덕 

파주시와회 이장으 비!!한 * 

원 경할서장등 유관기관장과 유 

임 하생 주민등 1천5백여명이 

칭석한 가운데 개회. 앞으로 -1 
일긴괴 알정으로 사슴겨을 기녑 

하논 측차!외 한마딤이 5개 장소 

에서 16가지회 행사가 펴처친 
다.

이닐와 운구분화제는 오전 9 
시：»분 을주선생외 위패가 모셔 

져 있뇬 자운서凶예서 «검선

부지사가 초헌관 宋시징이 아흔 

관 오기더 시외화 외장오I 순으 
.랴 4배12주기 제계호 욜맀나.

이날와 행사장에는 육눈전진 

早대 군악대외 후악에 맞추어 
파후시 어머니합창단와 율꼬선 

샘와 노라I애 아어 농악놀이. 문 
예햄사. 유품전시회. 긍도대화.

1996년 10월 13일 수도권일보 

제9회 율곡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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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 대보름 민속놀이 열린다

三하뤈...제; X-" -웆츠〕-여닐크7 등 결져

젓仙 I於

브 고유와 男절인 정 W 다보 

M’fe이 전흉 민소놀C 를 허사 

ft 여서 사라져가는 긴*'! 

보존引뎌 청소년들재거 전홍믄 

SJ어: 한 욜버은 기치괸을 삼어 

추고 시민화하와 짐이 « 롱일기 

웜 저’1회 전홍민속놀이가 2« 

?唱 오전 10시30분~오호 5시 

까치 탄현변 반오라어｝서 열린다.

과주묜=1온장 호기한）이 

추굔하고 퐈주시와 »군 재17 

33후대가 공동 주최하뇬 이 형 

사는 성저위주 보마는 어a려 함 

거하는 놀이진행으로 K自*I 
함께 어용려 화합하는 만나이 장 

이 « 것이다.

큰 형사와 부대행사로 나뉘어 

a 리는 전통민*I 본«시예 

는 연날리기一제기차기一으놀이 

-四뤼기가. J부대9^사는 기관단 

처창의 윷늘이와 연낳己기-早 

g께기-엿치기一 전롱욤시경연 

-달집태우기 놀이가 진행S 예 

S 이다.

른 헝人）예 창가하 사밤욘 파추 

시례 주소» 둔자로 읍면동사무

0 정1（ 대보M 맞아 전8 만속*이 »사가 2sl 22일 탄형면 안유 

리애서 얼린다.

소예 비치된 참7k!청서예 2« 
10이까지 a수하연 된다. 탄 하 

가자는 Q한복욜 입어야 한다.

븐 힝사어 연날리기는 성혈 연 

려에 제한이 없고 창작연과 높이 

난 연외 우승지예제는 흐로피와 

부상이 주어진다. SE 연날리기 

S 사애는 한국연«회» 초청, 사 

견효가 있을 얘정이다. 읗놀이는 

읍면동별 4명 I룀이 ♦전해아 

한다. 학상-일반—노낸（60써이 

상）一여성 각 1명씩 1험늘 이뤄 

야 한다. 4명이 각자 1기!씩이 9 
을 던지는 토너언£ 식으로 진헝 

된다. 재기차기는 •난바과 양발 2 
화* 실시. 합산 처고자가 우승 

자가 돤다.

널휘기는 연형에는 체한아 없 

으나 어자만 참기할 수 있나. 친 

선경기로 진흥되며 잡가자 전윌 

예게는 기념t이 제공늰다.

이는 시청간부. 읍면동장. 외회 

의원. 기자. 군부걔 능 4명이 ! 팀 

을 구성. 신정해야 되려 우승렴 

은 !0만원의 상긍이 있다.
기관단생장 연날리기 대회예 

는 시자 국화외일. 외회어장, 강 

찰서창. 교육장. I이역단장, 문 

화원장이 창가해 시범경기싸 선 

보인다.

르««사로는 유풩햔 금산리 농 

악 및 사•놀이요 민요성창이 « 

쳐쟌다. 또 왑면동« 부녀회기 참 

7的｝는 향.루음식강연대회가 열커 

푸잠한 먹거리• 제공힌다. 이 걔 

화 우승롬애게는 20반욍. 준우송 

람은 15반®I 장려 2힘는 각각 

10만워의 상금이 었다.

이바어!도 부험짜기와 엿치기 

사합이 있늘 캐«이머, 말흐느 

시기이 맞후 달짚태우기 험나기 

•딘?I 튄다.

파주문화원（원장 이기현）은 
대현 이율곡선생의 유덕추앙 
과 파주시민외 화합의 장으로 
매년 개최되는 파주의 유일한 
향토문화축제 인 율곡문화제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듈으’ 모아 
향토자료집「율곡문화제 행사 
자료집』율 발간했다.
이 자료집은 그동안 9회 율

성에서 행사결과 총평. 관련 

사진화보 문예햄사수상자 명 

단, 수상작품 등도 함께 수록 
했다.
파주의 대표적인 향토문화 

축제로 자리잡은 율곡문화제 
＞ 더욱 격상시키고 관련자료 
＞ 보존하기 위허 추진된 이 
번 책자발간사업은 1회부터

189과제 완료 사업진척 95% 
결과 모음집 발간 보급 획대

꼭문화제롤 추진해오면서 행 
사계회과 프로그램. 관련사진 
모음 동으로 엮었다.

륵히 문화행사의 «모지인 
파주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문 

화예 술행 사인 파주군예 술제 
항사 사진욜 5회끼지 게재하 
였고 2회까지 치러진 술이흘 
단오제 행사내용도 함께 실었 
다.

97년에 치러진 제9회 율곡 
문화제는 행사추진위원회 구

9회까지 전 부분은 요약정리 
하였으며 10회 율꼭문화제부 

터는 별도의 행사집을 제책 
할 계획이다.

이번「율곡문화제 행사자료 
집」은 6백만원의 국비와 시비 
보조* 받아 5백부» 발간하 
였으며 관내 학교 및 도서관 
과 관외 기관단체에 배부하여 
율곡문화제에 대한 흥보 및 

교육자료로 환용로록 할 계회 
이다. （城州 = 徐뤼^植기자）

1997년 4월 15일 현대매일 

율곡문화제 자료집 발간

1997년 2월 3일 ~ 2월 9일 정월 대보름 민속놀이

0 관atm 쒀우가 힌데 어요려뎐 금주시 e 극단 공연장면.

대흔 令율곡 선섕의 유넉을 

기리기 위한 체 10회 율규분화제 

가 5얼간어 일정을 모투 끝냈다. 

이번 응꼭몬화제는 다양하고 알 

찬 픤◎랩으S 점차 정착돼 

간다는 궝가» 받았으며 류히 

.을채 처음으토 a린 유가（iW） 
형여 재현과 M 금쿠시 겅극 

단 초형 공연, 그리고 중소기업 

우수상품 박람회는 성화리여! 막 

을 내렸다.

트히 묺’!낞인 lOtt 9입 자 

운서원예서 a린 하셰 밳일자 

괴 사쉥대회. 휘호대회예는 자 

년예 비해 배나 많은 하생들이 

창가해 심사위원몰이 자푾욜 

선정하느라 애초 벅기도 헜다. 

혹히 한국과 카자흐스탄과 읠 

드헙 *구 데선전이 열리던 II 
일 토요일 저낵여는 경기도빕 

무용단 초청 공현과 꽁군본부 

군악대 군이연주회가 간은 시

제10회 율곡문화제 총결산

학슐강연회외 화는 어욱 연

구혀야 할 문재로 치적쵔다.

뮿뀩문화처t 전야 행사토 마련 

돤 증국 금주시 겜극단 초청공견 

예는 1헌5백몀의 자석이 모두 

세에 시달려야 헜으며 이어 벌어 

진 KW가애 갇이 동참하면서 

과추시와 환대여 감사» 연발헜 

다.

10읠 10일 시정정보센터 주차 

지긍심뉼 고저시키三 세/1사 룼 

다. 否히 초근 구인구?" 어허 

움을 겪고 있는 4-업자와 Atid 
예계 어» 연겹채추는 코녀# 만 

듷어 놓은 것욘 지역 거제 화섬 

화외 또 = 돌피구» 마려헜다 

는 긍정저 곃가» 받키예 충뚠« 

다.

또한 10읿 오후애 여린 呈학저’ 

와6일•녀터 12얼까才 체소된 햐 

호미슈자가 초대전예도 많은 관 

객과 문회ofl슈 애호가들이 a려 

첨정 문헝어' 대한 시민들이 관심 

0| 높아치고 있다는 것을 반증헜 

디. 휴처 청사 마지막 날 대공연 

장예서 과주청년회외소가 주관 

한 제5회 코슨모사: 가요패여는 2 

천겨명외 청소년들이 11려 그 엾 

기가 뜨거웠으껴 유명 연여!인의 

＜연배 다걍한 노해와 쵸율 선보 

여 또다른 청소년 공연문하이 관 

심을 M러일으키는더! 충분홨다.

한편 이번 뉼꼬제 각종 형사외 

입상자 명단은 디응과 W. 0 
백일장 운푼 부문 알반부 八장원 

»꼬!영（법원욥 법원리） 八차하 

郭선회（가추욥） 己입선 서이정 

（과주오 븡암리） 0고등푸 合창 

원 •현선（삼광고2） 八차상 화 

현정（문산총고1） 八하하 진 

（문산여종고2） 八가작 &＞연주 

（파추여종고） 11»은화（문산여종

오면 1 州?背 ＜신-셔, 글속

고2 ' 종¥« 자江 *匕

:든之 S1） 하사 하七.｝

서중3） .*=■ 비퇀현丁

2｝ 三가작 …구 ＞조증3j « 

윤겸/운산여舍3） 引법쇤仏

주3） 李진호（믄산*§1 i 分옥자

三션 14^성|문산 

뿍증2） 수:햬미（?트현주3）m소호 

＜昇이천즈1） 8미（몬산디후 

2 7•유선『법원여중3-* 安흔I글 

고증3J （릉일천중1） =
한（루산*흐｝ 스진（교단긍 

투정옥＜문산여중3, :초등a 

장왼 헤숭혼＜귬촌초4） 三차사 

林허힘（신산호6） 누하하 a오란 

（검산초4） 가작 «지1벼（퀄흥 

초4） 文냐한（금산초6） ?室!호 

（심하최5） 朴지쳬（촨흔호3） a 

윤선（쳔현초6） 爭수진（삼성초 

6） 八입선 «나래（과주쵸） » 

등환＜귬촌초4） T주은（가정초 

4） 金치«1（금촌촤） ｛더

아초3） 金션화대성똥초6） 李소 

회（양도초이 尹성 OK 험원쵸） 

소연（연풍초5） 奇씨진（사서초

6） 金치앙（검산=） 金미연（문 

산홍초5） 지보라（연팡초5｝ 스영 

욘（웅담초6） 金선기（파양초） 

金해연（접서초6） •차선（응연초 

5） 王이나（금꼭초6） :빿일장 

산문 무문 일반부 己장원 B정

1997년 제10회 율곡문화제 총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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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파주시 적성면 어유지 노인정에서 노인들 
이 녹음기 앞에서 민요» 부르고 있다. _ . .MM
파주 민요론’발간까

道서 처음…구전민요 ‘총망라’

저자 李素羅씨

파주지역에서 예부터 

불려져오뎐 우리의 잊혀 
져 가는 민요« 총망라 
해 수집-정리한「파주만 
요론」이 파주문화원에 
외해 발간됐다.

이 책은 몸종외 연구 
서로서는 겸기도 개별 
자치단却중‘ 처음 나온 

것으로 파주 민요와 륵 

성과 민요와《관련된 농 

혼 呈화외 면면을 잘 보

2년걸처 채보

그런데 해이리소리나 
논김방아타렴. 논김양산 

도 등 파주 민요는 파주 
사람들외 유연하고、느 
굿하면서도 뼈대가 있고 
속멋이 듑어..있는 성품
울 반염하고 있는 락침 
도 지니고 있다丁

저자 李씨는 서을 
법대«,조업한 뒤 다시 
서율 음대 작곡과와 국 

악과 대학원을 졸업 r 농

I 中 요령성 금주시경극단 율곡문화제 참석

파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 

국 요령성 금주시 경극단 일행이 

9일 파주에서 있은 제10회 율곡

문화제 초청공연을 마치고 행사 

에 참석章선조 대학자 李票谷 
선생의 업착올 추앙했다.

1997년 10월 10일 중부일보

중 요령성 금주시경극단 율곡문화제 참석

여주고 있다.
' 파주분화원과 이 책의 
저자 : 李JMBC이소라 - 

53）씨는 2년여에 걸쳐 
파주 지역 고곳을 방문, 

가항자듈외 소리휼 지접 
채보했다.

이 책에는 악보와 함 
'세- 자세한 실념이 겹들" 

여져 있으I셔, 채자와는

요 분야 연구에 천착해 i 
왔으며, 현재 문화체육 후 

부문화재 전문위원으로 1 
하동중인 독튝한 경혁외 t 
소유자이다. 厂] 2 
宋iim（송달용） 파주

시장은 6*파주 민요 전승 I 
학교블 신정해 교습시키 J 
고. 파주니丄요 누르기 행 ；2 
사 등을 개최해 파주 민 어

1997년 10월 13일 ~ 10월 19일 파주연합신문 

제10회 율곡문화제 개최

파주연힙신문 1997년 (♦■紀 4330*) 10워 13히 ~ K)울I I9U

별도로 CIJ도 제&^돼 숱J 
게 따라 부늘 수 있도확 ＜ 
대있다.

요» 녈리 보답할 계히 J 
이라고 닣！했다. ；s. 으;

＜李志tt기자＞

1997년 7월 5일 조선일보 

파주 민요론 발간

제10회 율곡문화제 개최
5일간 14개장르로 다채로운 행사 열려

i Ig만 파주시민이 星화흐세힌 채 문리 소제 하운서원얘서 이채창 훅 

S 10회 응꾸분화채가 지난 9일 대형 효어췅응 비루한 승랉응 시장. 감준 
1 을옥선생외 영«1이 있는 법훵으 통 수 시이회의창. 이기헌 마주운하춴

장. 유관기관단«챃. 유힘. 하샘• 주만 

등 I헌5*1 셔명이 함서하 가운댘 게 N 
회«다.
재10회 »왁문화제 추진위원회가 !|

주관하고 파주시와 마추^^화«이 》
주최한 이번 행사예서 하기현 문화 \]

원장은 개회사• 릉배 시민모루가 i?
찹여하여 이번 문화재舍*채« 현 'I
장애서 느낄 수 있논 게기가 되길 u
바란다고 천하였으며 초달응 시창 ij
욘 헉려사애서 파주이 궁치와 자부 ]i
싱을 갖는 태표적 문화*쳐 을곡문 11
하체* 릉햬 다방면외 능릉한 문화 !|

4^쾌의 야미• 돠새기며 파주발전 2
애 부응하 수 있는 파주외 문하흑 !|

체로 성장시력 바욘 파주이 미레• if
개처헤 나가자고 항부C다. ij
어어 응꼭선섕회 위페가 있뇬 자 \1 

운서원예서는 숑다응 시장어 초헌 y 
관으보 아언관애는 깁준수 시외회 y
아장. 귱헌관에 궝영상 파주유« 수 it 
으로 지서!된 413주기 재al방사» ；’
시자오a 관니! 초• 증 • 고생외 분 』 

화«사인 붝일장과 사숨데회.휘호 

대회 등이 시자a 47을고푼하쌔와 g
추자!분위기» 한층 고조시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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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현들의 고귀한 정신 느께4 앴어요’
문화원 주관 ‘청소년 문화 유적지 순례’ 성료

1997년

청소년 문화

유적지 순례

파주문화원（원장 李기현）은 

97년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청 

소년들에게 관내에 소재한 문화 

유적지를 순례시킴으로서 내고 

장 사랑 및 문화유산에 대한 소 

중함을 일깨워 주기위한「97 청 

소년 문화유적지 순례교육 J 율 6 
월 5일 실시했다.（사진）

파주여종고 학생 3백여명이 

참가한 이 교육은 조선시대 청백 

리의 상징으로 일컬어 지는 황희 

정승의 얼이 살아 숨쉬고 있는 

반구정（道문화재 자료 12호）률 

시작으로 화석정〜파산서원〜자 

운서원〜보광사•〜공순영룡등 주 

요 문화유적지로 이어지는「문 

향의 길」율 따라 팀방 유적지에 

서 관계자의 일화를 듣고 선현의 

묘소에 참배했다.

오전부터 많온 비가 내린 이날

순례교육에 참가한 金온헤양（2 
하년）은 r 선현들의 고귀한 정신 

과 문화유산에 대한 중요성을 새 

삼 느끼는 계기가 됐다J면서『문 

향의 고향에서 태어난 자부심으

로 고향율 사랑하고 아끼는 애향 

심욜 더욱 다져야 겠다J고 말했 
다.

한편 과주문화원은 청소년들 

에게 문향의 고장으로 자긍심을

심어주고 정서적인 교육욜 함양 

하기 위해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 

례교육욜 지속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우리 문화 알기 청소년들이 앞장선다’

청쑈 유적지 순려묘육 실AI

1998년 5월 4일 

파주저널 

청소년 유적지 

순례교육 실시

파주문화원（원장 李기현）은 

4웘 24일 자라나는 청소년들 

에게 내고장 사랑 정신울 심어 

주고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일 

깨워 주기 위한 98년 청소년 

유적지 순례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율곡고등학교 1 
백여명을 대상으로 신라 5대 

사찰중의 하나로 道 유형문화 

재 제83호인 보광사 대웅 

전（광탄면 영장리）을 시작으로 

보물 제93호인 용미리 석불입 

상（광탄면 분수리）, 사적 

제205호인 공순영릉（조리면 

봉일천리）. 사적 제148호 덕 

은리 주거지 및 지석묘군（월롱 
면 덕은리）, 道 유형문화제 

제61호 화석정（파평면 율곡 

리）율순례했다.

파주문화원의 청소년 유적지

순례교육은 관내 유적지에 대 

한 청소년들의 무관심올 일깨 

우고 외래문화에 밀려 잊혀져 

가는 우리 고유문화가 숨쉬고 

있는 유적지를 찾아 유적지에 

얽힌 일화와 선현들의 가르침 I 

을 소개하는 것으로 문향의 도 I 

시인 파주에 대한 자긍심과 문 I 

화유산의 소중함을 새롭게 갖 I 

는 계기가 되고#I 

. 報耐gj蘇서

320



언론에 비친 파주문화원

1998년 10월 26일 ~ 11월 1일 파주저널 

율곡문화제 백일장 율곡문화제 백일장 ‘최대 참가자 몰려’

한시 소〉］성, ？）호 4숙부 장원 입상

■웅스'' ' 98사진영상의 해

파주사진 공모전 및 찰영대회

을고"이 유적으 후%기 
위한 저 llAi ＞5븐fia «다향 
사S 처•진 한시어서 至 
기념니, AW푼구 장한2픔I가 창 
응* 하지
지난 1（*11 13잏 자원나않에서 

이힌 c|W t춰ffl«i서 ?«2uo}철 
이 M. «내 H 허승 가g 은 
함가자가 »러 셬«등 o!sa.
•잉* 산문표 온e 으1 나 

너 •처 fl으어 i 릉：!«와 사상 
대효어 빟반인아 하가한 호0； 
«가함치 W 다』사진;
이 디9）（H서 이 W 사아은 

다으» 강디.
0하*！*이S 三W fc기솽 

4사상 f와진（고아*: VI구! 
«오*（성등구 공호호1 .•.히ei 
Wa（W 일 EbM 
운（등데운구 용**} 스4그 
선구 녹산M n나
여（고앙사） ♦성«＜강나후） 臭 
잔»!（노«!구I 턱（근;악구）

포B시） 생만Acfe우시） 
»W호（01천시） 合가하 유 
기1보은군1 （상으KM «
으1깅（»로구I 시I
뛋인서（회성군） M우I여져* 
시） 은«구） W셔.도
릉구! fittSOSMI） «tiiZ 
야시） 알장 운믄부른 ▲조농
부 4장윙 S유라잉6） A차 
a »»잏1과桃＞ Zi차하 
진（«연5） 人가5} 朴W（신 
산n *횻＜법은6）*겅（퍄

Gh 수HsW 역방 위한 항구적이 복구채 수리''

B► 소졬 : 과주프 소쟤로 한 향토성. 전봉성 있는 소새

파주의 건설 또는 도시발전상（진행상황 포한）

과주 농촌의 생홨상. 변천노습 ■■_1^
-파주외 전둥민소예숨. 민속퐁1후, 푠•화재. 관상지. 사저?—•-丁

► 주최/주관 : 파주문화원

► 옹모기간 : 1998년 4월10일~5원20일 （40일간）

► 응모자격 : 파주시민

► 작표규격 ： ll'x 14" 알라 및 휴백 단일작풤•（회상작풍의 겅

► 令퓨수량 - 1인 3점 이내 （핀륜 동시 제춯）

► 추포요령 : 사진늿면에 작수명. 솬영장소. 작가명. 주소. 

선화번호 기뉴채층（병도응지 사용 삭품설명 첩

► 작푸접수 ■ 방문접수 닟 우펀헙수（우편접수시 삭포손상이

► 첩 수처 : 과주눈화원 사무국 0348-941-2425 우 413-0： 

파주시민회관 2송 파주문하이

► 심사 : 3인 구성. 사진작가 1인. 파수운화애솔관새자 2'
► 입상작 반표 : 1998년 5워25인 개볏롱지 및 지여신韻

► 입선작 진시 : 1998년 6원
► 전시장소 : 파주시민회관 전시싱 또는 야외궁원 （금수

► 시상내역 : 금상 1짐 （상급 가 50만이및 상장） 

은상 2섬 （상금 각 30만원 닟 상상） 

등상 3정 （상금 삭 20만원 닟 상 상） 

가작 5점 （상금 각 10반원 맟 상상） 

입선 30점 내외（부상 및 상장）

► 공모전 참가비 : 1만원 （ 삭수반츰 비응 빛 천

► 푹•기사함

'입상삭은 전시 밓 사진집을 발간하고 저삭궈호법g ........
-타 사진선 및 사진집에 발狂된 작晉 및 유사사오1 난,너빌 겅우 입상취소 

입상작은 삭풍의 원본（필듐）을 세총해야 = 선시하 사왼11 반간을위힌 반’ 

혜낭 수상작이 없올 경우시상 제외 水소忌

► 낙선작 반화 1998년 5월25임~30일

하«혀 tf힝이나 M 유실«

파주사진공모전
으호 인한 수«괴하• 5•바하가 
위« 도내 " WS ：#상으로 

■ 으件후인 «구가«0| 쉬；航1.
* 지난 #« 치*호*호 발 

사항 하천푀«아 항우쩍인 N 
구기«« 수합하고 근은섞인 
«M W 여하 위« 11«후 
M 6WW 시W조시어 «어가 

기 로«디,

： «뇬 이한 조사내아 보내
I 3. 괴허영인으 분서하고 게서 
' W을 검!. 내년 2«까지 하

■ 헤! 연차*! 후진＞|1|« 왐 
a 하 이정아d

자연경관. .1

드윈애 귀초

*ti 바？:호'금
흔3） AM» :창인 M 
t'g산*3） .：.”»•론산3' 
.：*}«‘ 丄7W
李«호＜사규3） twoii법온}：눅:}» 
’＜4지선（»린.'' 1C낀서|»꼭2＞ 
*후«1한현2； 4고투부 .창« 
후연뢰과*거2） „차사 * 
진'8신혜）』}하 irn서-룬 
산릉11 W»l＜e«3＞
우미영唱91） r 平굄（과?셔2） 
»기훠＜»산»2） W 히（파후 
fm AW* 亡?}워 »정 
슈고아사 일산구） A차상 »•오 
하＜0«光» 入하좍 未성임（I리 

S W알천 en 缺옿차운른*{브 
쇼능* 丄자인 *소«（»일 
천6）亡사사 W지I과O6» 八 
하하 *지은＜«»＞ 1기장 2 
수지1뎌송동3） W지!싷히6） 
*유리용연6） 命광411긍«） 
W 넌＜과양!: A”早 = 
»•«루＜«»여3） 己차사/ t나 

a（Wi} 1차하 «성인（공 
한2） A가하 다Me（은안2） ft 
£싱 le흔2） 아슨승16워여3） 
«9으1과43） 산3} 
A고S부 A% f«!ai문산 
«2» :、차상 래I과두이2） 
斗아W a^siSKi 心7«} 
A친영（*이1） *지한 13}루 
이） ttW 기주여2» Ofi 
쉬분신총2） 화지*IS! 성공3） 
A 일바*，소장연 H진I운산욥 a 
유1리 亡차하 fiS차＜2하편 야

한긴 수차리 fS느 6소 
* 어여 수비지역억 하한을 조 
사한 하천과MflI 후Aft 
인은 난시MS 인한 보사 층여 
유입과 구iiO과 82 §0! 지 
«된 하*보다 ft게 송치«올 
基우유 박스교 if 치 부분예 호 
시으 쓰H기어 «왹 8鬼구조 

«31 부버!한 «치 등이 범랑 
옄 윙이으호 조사）티다,

«W = *oW IMtOt 
는 »헌 초사걸% 홍합패91 乃 
선비형과 우사소여. 소fl시얼비 
K 교W 연차« 부XW산과 
사9개«« 수합하기SW

Wen lVW IE 방회¥2등） 
하화수1란헌연 협히리' 아넝! 
후문 4M하급부 M사 I*수 
청（a»3）스은상 方두리1분 
산HM상 하« 정
9（모!31 “온（머»沙 ‘Jjfi 
람tW5} 全이진＜8色21 W 
인＜션힌가 A 초층사5부 _'.금상 
奇허연（W） 匕은사 P빛 
나（於신6» 丄등상 t'iSSMW 
»）A?W 알친5）
*보eH 문산51 wa（마지6） 
WWW61 M&W） 
스일선 하지선（B왕5） 巾소 
영＜모산＜＞ 金이 W 긍흔61 ＞선 
허（문신61 W熟마% 휴유 
디（천헌5）»한일횬5i M 
녕민18석4） 4안숙{신신6） ＞ 
셔마지6' 4증»누 스금사 « 

8티（을*3） 스은상 Mt＜분 
산여가 匕픙상 ”IS（W3） 
:i 가자 •서친 {*2） »종 
선（법완여3） awi법aa«） 
合가«분*0） •자엉（문신 
여3） 4고* A금상 m 
잔（문신헉I） 소은상 此*91과 
•cm .시W 스척효（아처）

=미| .,■； 
»과루41, li 은숙（와두성2, 
*유알（뷰4）예） 슌（과우 
여이 ©« 호부문 1초듬부 合 g 
읭 WU?（도마MH} H 
우？!（3€5） A차하 부응oi（문 

4히 •고가자 It봉주＜문신6） I서 
*（ 브일춰＜） 터온경（산신6） 
»ti 인 （W아 4부«（* 
A 입선 «=＜분4쇼） A유 
해신산5） 朴지«（（문4］6） 소선 
오도아신5） =내도마산4） 
»수청（금신SI *소라도마사4） 
♦은«1남스6＞ 文Bia（마S3） 
** ▲증동누 = 
*WU^W2） 八차상 K허 

소（분안2） 4치하 a수연1&산 
여2） A가착 flWS（법원여2） 
i•:주혁（분신여3） WI«| 운산 
여2） 吳겅fl（어유2） 朴선9（9 
란1）AJS부 .•:•장여 화흌 
©운산증山 己 W 쒜{문 
산릉I） 사*’■하 다제은（과후013! 
A7W »2헌（과주여 J J Ai•반 
부 = «숙본 己차사 除석나 
•:스차하 SWKS쉰! ；才|작 W 
산* «B 순 자사fi 경 

되 XC2Z 쏠 끄새

I 쭁 지원잭 미련

＜«는 듘지고기 수W 다* 늘 
리기 위M 수t닄시 새신단XJ우 
수•업*녘 티I한 가롱지 B을 *1 
하기로 «디
4는 이에 띠리 유차고기 수＞ 

이 노거나는 험을 W 수
3안t. 2MMi는 

으로 «려가기로 81고수＞규격되 
지 •하 昌양 itel fM 수1업 
’버김•제%

■'54 기M 2«02년까지 今y 
지새신단지* 현«：것에서 1粧 
오호 조상하고 능상오 수보 
업뷔HM서 1$곳으로 M幻
도 35애서 1WJW 노혀 냉자 

육 •수＜기 X5 늑성決 •수#W＞ 
간소화tMllKM
보 수•육 XW 미리다 j처암숵 

여 i하장« 보조금을 돠!에서 
지워 S실개서사겁을 지송자oe 
후쟌51고 규색예 합격한 디|자새 
미리담 2민웜씩 검엉자긍을 느자 

지져히는 항« （■넌 2허이상 M 
다지 생산노기에 대한 as« U 
시여’I호 Hd

► 인시 : 1998넌 6월숭 （사진공모

＞ 상소 : 광보전 전시장（ 야의공위

► 추세 : 마주선붕외 미

► 소재 : 파주의 운화와 선붕읍

＞ 주관 : 파주바룐신운사/현장人

► 참가이윈 • 50빙 내외 （사진서

► 차사자 치 수 : 199H닌 4웨J

!］의 혀선함）

파주사진찰영대회

파준방륜■향훅사 Wd-/wu, 노하운twir2425/ ：•

1998년 4월 1일 ~ 4월 27일 파주바른신문 

제27호 파주사진공모전 및 촬영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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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7월 14일

파주저널

경로효친웅변대회

하g河호
문화원…경로효친 ’웅변대회 성료

잊혀져가는 경로효친 사상과 

도의선양올 계도하기 위한’98 
충효발굴 시상식 및 제14회 경로 

효친 사상 선양웅변대회가 7월 
10일 오전 李기현파주문화원장, 

尹황파주교육장 둥 기관단체장. 

수상대상자 및 웅변연사, 하생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 

민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렸다.

파주문화원이 주관한 충효발 

굴시상은 학교및 가정에서 충효 

실천을 생활화하는 사람을 추천 

받아 효행상 수상자 하생 17명과 

효자효부상 수상자 3명등 20명 

을 선발, 시상했다.

한편 경로효친 사상선양웅변대 

회에서 관내 각 학교별에서 선발 

된 15명의 연사가 출전, 李주은 

양（마정초등학교5）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초등부 금상에는 申 

해민양（지산초교6） 중고둥부 금 

상에는 嚴은경（파주공고1） 각각 

차지했다.

대회에서 李기현문화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물질만능주의와 

이기주의로 도의가 땅에 떨어져 

충효사상이 퇴색되어가고 있다） 

면서 r생활속에서 말없이 효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 J 이라고 말했다.

이날 충효발굴 수상자와 웅변 

대회 입상자는 다음과 갈다.

A 충효발굴 수상자 A효행상 

池창훈（용미초6） 차신애（금신 

초4） 金유선（검산초4） 金민 

정（파양초6） B건호（마지초6） 
차정선（삼성초6） 文사랑（천현 

초4） 李혜진（덕암초6） K수 

진（지산초6） 李가영（연풍초6' 
金선겸（마정초6） 韓순정（광틴 

중3） 金윤정（봉일천중3） 徐제 

원（파평중2） 朴종필（문산북중3） 
金정택（문산중1） 李청길（파주공 

고3） 八』효자효부상 安상익（월 

롱면） a정혜（조리면） 金재 

순（법원읍） A 4웅변대회 입상자 

八 j 최우수 李주은（마정초6） 
八』금상 申해민（지산초6） K은 

경（파주공고1） 八 J 은상 金진 

희（금촌초3） 金영호（연풍초5） 
朴온아（문산종고!） 八 J 동상

정월대보름축제로 새해 새희망기원（종합）

리스 연합뉴스 기사압력 2001-02-01 11:10 최챵수청 2001-02-01 11:10

洪기택（천현초4） 金미림（봉잃천 ； 

초6） 金재엽（신산초교3） 金원 수 

호（고｝주증1） 李대연（문산중1） I 

心!징려 S순임（용미초6） 尹준 j 
식（웅담초4） 孔환식H신초6） I 
李진호（문산북중2）

（전국종합=연합뉴스） 김호천기자 = 오는 7일 정월대보쁌울 전후해 제주 북제주군의 '듈 

물축제’푤 비롯, 강원 인제군의 '설피밭 눈밟기대회’, 경기 이천군의 '달집태우기' 등 1 년 

의 무사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대보쯤 축제가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올 겨星 유난히 추웠던 날씨도 4일의 입춘을 계기로 한퓰 꺾일 것으로 전망되고있어 대 

보롬축제는 새해 새희망暴 기원하는 주민과 관광객듏에게 또다른 볼거리률제공할 것으 

로 보인다.

A경기= 파주문화원 주최 '제1회 홍일연 날리기' 축제가 11 일 임진각주차장에서열리는 

등 대보S옱 전후해 과천시민속보존회의 국태민안（國泰民安） 기원 태평제,이천문화원의 

달집 태우기, 수원시의 대보롬 민속놀이 한마당 잔치가 열린다.

2001년 2월 1일 연합뉴스 

정월대 보름 족제

임진각서 통일연날a기 축제열려

01kl 4가가ff*소«시사
여한뉴 A 가사입력 2002-02-17 12:32 최종수정 2002-02-17 12:32

（파주=연합뉴스） 안정원기자 = 남북善일의 염원을 담은 '제2회 임진강 홍일 연날리기 축 

제*가 17일 오전 10시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 주차장에서 관광객 등1 천여명이 참 

석한 가운데 열렸다.

파주시가 주최하고 파주시 문화원과 한국민 속연보존회가 주관한 이번 축제는 식전 행사 

로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3호 '파주 금산리 민요' 등 민속놀이 공연과 묘기연및 대형 연 

날리기 시범 등이 펼쳐졌다.

이어 본 행사에서는 전문가,아마추어,청소년,외국인 등이 연싸뭄,연높이.얼리날리기,창 

작연 경연대회에 참가해 기량을 겨퉜으며 부대행사로 장작 윷놂이,널뛰기,제기차기,민 

속엿장수 공연과 엿치기 놇이다당도 함께 열렸다.

2002년 2월 17일 연합뉴스 

통일연날리기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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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파주문화원

경기도교육위 의장에 조용호씨 '봇물터진' 이대 규탄 경인일보
기사입력 2004-06-27 15:27 춱종수정 2004-08-27 15:27

m 주유링연흄회•문화원 성영이어 시민단처 B 청ffl스 셔림 株구

nSaJIJD

（수원=연합뉴스） 최찬S 기자 = 경기도교유위원회는 27일 임시회S 열고 제4대 후반기 
의장에 조용호 현 부의장올, 부의장에는 전영수 위원요 각각 선출했다.

파주시가 침早하고 있는 이화여대* 법정예 서!우기로 한 가운a 파주유림총연헙회 동 시민사회 

단«s의 이화여대 비난 성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조 의장온 전체 13명의 위원 가운데 9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8명의 찬성표8 얻 어 당선 
됐다.

30일 오젼 파주유량충연합회와 파주운효원이 이화여대 사태예 대한 성명S 발표한대 이어 파주 

시새마욜회, 퍄주시바르게사기a어회. 퍄주시자유«연3!도 이화예3 규탄 및 주캥a스 서렵 

측구 성영S 쏟아냈다.

조 의장은 문산농고壁 善업, 파주욥장과 파주문화원 이사를 거쳐 2,3.4대 도교 육위원율 
역임했다.

한편 이철두 위원은 ■능력과 비전이 아닌 친소 관계가 의장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다'며 
후보 출마« 사퇴, 교황식 선추방식에 대한 문제S 드러냈다.

2004년 8월 27일 연합뉴스 경기도교육위 의장 조용호

제21회율곡문화체 9일개막4일간행사다체

a昔aists 기사일*I 2006<10*05 12:56

파주문화원울 비릇해 퐈주•교하•척성항교, 파산•자운•용주서원. 방츤봉사허. 방흔영묘. 여충사. 

성사영묘. apB단, 동현단 등 m주시유힘총연한화 300여 회원욘 이날 적성면 구8려 적성향교매 

서 석전댸제（공자« 비5한 교의 성헌 추모 제향）■ 마친 후 '이화여대논 파주캠ffl스 건힘 약속 

올 조속히 이행하라'며 성명서« 냈다.

유림은 "파주는 율곡 선생과 우계 선생욜 배총한 추로지향（0«之«）이며. 교寡의 고장이고 한국 

여성의 fi상인 신사임당이 장든 곳으로 이화여대가 차리하기에 더없이 어S리뇬 곳■어라면서 ■파 

주캠ffl스 백지화 방침S 전면 철회하고 대학 처립요 워한 져차1 초초히 이행하라•고 츶구횄다. 

다흔 사회단처도도 이화여대의 사업 포기 혈희* 강도 높게 요구효다.

■허:？q

반연 '이화여대유치추진시민위원회‘는 31 일 오전 ’파주쾜떠스 건립 포기 보도에 대한 이 

화여대의 굥식입장 밠S'와 관련해 감사원에 주민감사청구서« 접수한 후 청와대와 국민 

권익위원회, 교육과학기슈부» 밤崔해 파주캠퍼스 포기 의사 결정 a정베 대한 진상조사 

S 요챙할 예정이다.

2011년 8월 31일 경인일보

전하해 SKm 
전국«곡서*»전퇴?혘 

»*사성귺제학*«어| 
心.•'：'： 유가추Wi 齡졀

«5W일장 
.•>•'>3. 사생 후USC»회 

■' _ 전롱다레 시연
장윤a 재 워즈= 
파주38 유척자 M 
선국한시북얗장 
n 가요자 
오라 e 춰 어여^ &員

시‘#

=4

봇물터진 이대규탄

파주시,20일 ■책읽는 2aB 행사

기사압쳑 2008-08-18 11:51

개21*1 을꼭문화제 9~12일 열려

I파주=뉴시스 J
（파주=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 파주시는 20일 파주교육청. 마주문화원와 함꼐 범시민 

독서차동대회인 '책읽는 파주 2008’S 연다고 18a 밝혔다.

대흔 S곡 이이 선생의 유덕욜 추앙하는 '제21 회 율곡몬화제‘가 9~12일 경기 파주시 자 

운서원 일대에서 열린다.

문화제뇬 9일 오후 7"시 시인회관 대광연장에서 열리뇬 김세정&앙상롤의 전야제 공연S 

시작으로 4일간 자운서원욜 중심으로 다채로운 문화행사드이 껼쳐진다.

본행사가 열리는 10일에는 1000여명의 율곡취타대가 큘곡중고둉학교~자운서원 유가행 

렬을 재연하고. 자운서원 강당에선 율곡선생 추향제레가 봉행된다.

제례가 꿑난 뒤에는 놀이마당예서 신명나논 국악공연과 장원급제 퀴즈대회. 사생•후I호 

대회, 율곡백일장 동의 다채로운 문화행사돌이 이어진다.

11일에뇬 금산리 민요전승 공연과 70세 아상 200여영의 노인욜 초청해 여는 기로연. 3 

세대 가족이 노래경연오 ag치논 효 가요제 그리고 서며! 퍼포먼스, 경기도립무용단과 우 

리문화 어율마당의 모듬공연이 이어진다.

■내 인생의 책 한권'이라는 추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책 읽고 표현하기'라는 듁후감 

융모와 '파주시민이 읽욘 내 인생의 책 100선‘ 행사가 마련된다.

'책 읽고 표현하기‘는 별도의 지정 도서 없이 감명 깊게 잀온 책에 대해 그림. 동영상 

UCC（손수제작울）. 연극. K포먼스. S 둥 다양한 형태의 됵후감S 재츨하면 된다.

生 '파주시민이 읽은 내 안생의 책 100선’애서뇬 가모로 내려오뇬 핵, 자녀에게 S려주 

고 싶은 책 동 100권S 선정해 소감과 항께 전시핳 계획이다.

응모기간온 20일부터 내달 25일까지로 시（市）는 응모자 가운데 1（）1 명S 선정해 10워 13 

일 파주시장상과 파주교육장상 동율 시상하고 a우수상온 30만원 상당의 문화상파권S 

지급한다.

thedopest@yna.co.kr
문화제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파주3현의 유척지S 순례하뇬 행사가 시작되고, 자운서원 

에선 전국 한시백읿장과 전롱&례. 전콩퓨전■줗타기 공연, 클래식 모둄꽁연인 서원욤악 

회가 펼쳐진다. 2008년 8월 18일 연합뉴스
이 밖예도 룩별행사인 전홍다례시 연아 3일간 자운서원에서 열리고. 율곡사상 학술회의가 

10일 오후 1시 S곡교원연수원 소공연장에서 개최된다.
파주시, 책읽는 행사

2008년 10월 5일 뉴시스 제21회율곡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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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민일보
HOME 자역소식 경인권

［파주시! 율곡선생 삶의 발자취 되짚어본다

a곡문화졬 내달 7W얼열어. 추향제 - 학ft강연 한시벽얄장등 마련

쇠모하 O 우인 2011.09.28 16：33

［시민일노J 파추가 낳욘 우리민조사익 대선현이신 을곡 이아산생의 유먹S 추앙하뇬 쳐124회 ft곡몬학mb 오는 10敎7잏부터 8일까지 율곡선생의 g： 
발자취가 처린 굣. 을꼭산생유적지» 증심으로 ■우리가 한 맘 되어 오*1 »겹고’라뇬 주체로 다치«게 «쳐진다. I

주a 프로그램으로뇬 율곡선생의 살과 사상을 되잪허 보논 •을꼭사상 학合감연호f가 10일 7알 시민화관패서 개취되며. 을곡산상의 유덕을 가라는 I 
=식과 올곡선생추향데. 구도장원공으로 명망이 높으셨던 선생의 장원급제 후 귀향 WB 재연한 전S 유가«« 제연 머 시힌 가*or가 8일 법 I 
원a 시가지와 올곡선생유적지에서 쟨!한다. 또한 산새의 발자후» 더듬어 보뇬 •파주 유적치 순2f도 마련된다. I

찬 »문화 측제인 을곡문화제의 색욜 보다 선명히 보여증 묜화 »사로는 서애의 깊윤 엇으 전해« 전국«곡서얘대전（5일서0일. 시민회관）. 선비어 I 

픙»• 가늠®HI 수 있는 •전숙한시백일장', 공연이 아닌 실제 흔해! 젼»방식대로 잔*te '전»흔레. 파주의 전설욜 그림으로 표한혜 낸 꼬이 I 
야기：1W 서간이 S 멋을 전해# ■서각전시화’. □리고 천븅타레사연, 천«예젏교삷. 민▽이 마당 등이 다채«게 주바된다. I

더 •어 시민들의 S겨운 어우러짐의 마항0| 딜 ’S축전야積（7일）와 ‘시힌 길fcons일）가 운산«*셴터와 법원S 시가지여W 각각 «쳐지며,«카식 I 

음악을 증심으로 한 •서완용악허’. 파주의 문허M*l 중심이 되어 우리안족 고유의 소리와 무용으로 꾸여자는 •우라놀이한마당’이 가» 저낵을 I 

퓽요«게 꾸며진다. S한, 을곡백일장, 사생?휘호대회 등 다잉한 문om사와 픙성한 체험프로그랳으로 시민을 맞을 0|정이다. I

만타승 파주은 •우리지역외 자*I신 을곡 션성을 위시로 선한들의 삶예 대한 ■돠들아 erfi 통채 오노을 시는 자뷰««우고 자긍심을 고 1 

하하며. 나아가 &휴예 e을 머I개로 한 '함껴! 어우러잠’을 틍챼 멱시적. 만족적 않*«감을 나누논 축제의 장« 만«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i
줴 24희 S곡분화제예 괸한 자세한 성보는 파주시 «*|지（WWW.P텨u.go.kr）나 파주문희원 ＞폐이지（www.paJucc.or.kr＞B 하호하면 뛴다. | 

파주=조영환기자 cho2@siminHbo.co.kr j

* * 1

＜저작권자© 시긴일보. 무단전재 및 제배포금지＞ '1

- V.••石，¥：:.스』uitf나;';;..:;山才 ,=다•:외☆애느 心心;:：＜■?■그:!■쳐유느:言：、.•.•■유、;•幻:;j■소소추＞5포—■슈;. .•.& 호.; '

2011일 9월 28일 시민일보

24회 율곡문화제

경기일보

뉴스 S9I 身合 SflU■ •그

［문화원에서 놀자］＜17＞파주문화원 ‘율곡문화저 r
기리 4네S어 *여： 선잼의 가- 나기다

창기자 M»4222ekveongglc하* 노*슈언 2012년 11« 20일 12:44 ««일 2012년 11M 21얼 후fi« 처0딘

요곡문하게
일상생활에서 자주 만날 수 았는 위인 네명이 있다. 그들은 다툼 아닌 신사임당, 세종대왕, 
율곡 이이, 회계 이황. 모두 지폐 속 인물이다. 1 천원권, 5쳔원권. 1 만원권, 5만원권을 보 
고 있노라면 이 중에서도 단면 신사임당과 율곡 아이가 눈에 퐌다. 돈의 값어치가 비싸서도 
. 외모가 츨중해서도 아나다. 모자（母子）가 나란히 화펴의 한 면올 장식하고 았기 퍠문이다.
율곡 선생은 1536년 외가인 강픙 오죽헌에서 태어났다. 사임당 신씨가 율곡을 낳던 날 밤, 
검욘 용이 바다에서 침실로 날아와 야이署 안겨줘 어럷 적에뇬 ‘현룡（見ffl）’오로 부렸고. 홋 

날 ‘윭곡（票谷）’이라뇬 호료 사용했다.

호는 자신이 성장한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에서 따온 것이다. 이처럼 율국 선생의 본향（本» 
）이며, 문향 파주（文» «州）의 근간인 파주지역에서 지난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뚯갚 
은 축제가 열렸다. 파주가 낳온 대선현 욜곡 선생욜 추앙하는 '제25회 율곡문화제’가 바로 
그것. 청명한 가욜 하날 아래 율곡선생유적지예서 펼쳐진 문화제는 조선 중기 선현듈의 삶 
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에 충분했다.
# 을각 선생의 유덕을 기리다
유곡고둉학교에서 올곡선생유적지까지 이어지는 유가행望 재연 - 시민 길놀이가 ‘제25회 
율곡문화제’의 화려한 막욜 올렸다. 율곡선생이 구도장원 후 귀향길을 재연한 유가행렬에

2012년 8월 16일 경기신문 

파주 ’율곡 이이’선생

기호일보

뉴스 지욕 9거

대보름 달 닿도록 높이 높이 날아라
-三우.:긔거 i 사

겅굴윈 기자 h허perOkihoUbacakr 2013년 02« 25일 잉요일 치0탄

파주문화원은 정월대보*욜 하부 앞둔 지난 23일 파주시 

문산읍 임진착 평화누리에서 ■대보홈 연날리기 한마당’ 

욘 걔히뱄다.

햄사장에는 우관게 문화원장과 한기홓 파주시외원, 학체흉 

한국예총 파주지회장, 조박* 푸른파주21숼천협의회장 및 

단체장 동이 참석해 읓*이와 연을 날리며 대효» 측하했다

연날리기 한마당은 유치부• 초동부 • 일반부로 나뉘 높이 

멇랴 날릭기 대회*, 민속뉴이 한마당에서는 읗뉴이, ■귵렁 

쇠 굴리기, '걸무기, 떡매치기, 휴쏘기, 바석치기 등 전롱문화 쳌험장윤 운영하고 대보* 부험도 시충가 

보다 저렴하게판메했다.

파주문화원은 이날 행사장을 찾은 대효 참가자와 시민플에게 창작 드럼릉을 이용헤 죽석에서 구운 뜨끈뜨 

끈한 군고구마와 군밤 동운 제공하고 평회■누리에서 급산리민요 공연도 펴쳤다.

고양시애서 온 박인석（28）씨뇬 '날씨가 조금 ■t쌀하기논 하지만 여자친구와 함깨 은몸으로 바함율 맞으 

며 잔디 위휴 달리논 기분욘 상왜하다. 하뉼 높이 날아오S뇬 연이 올■혜논 모됸 일미 잫 띄 것 갚욘 회망을 

안겨 준다" 며 즐거워했다.

2013년 2월 25일 기호일보 

대보름 연날리기 한마당

2012년 11월 20일 경기일보 문화원에서 놀자

324



언론에 비친 파주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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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주말버스학교 치즈스쿨 체험

NEU/SIS ncujs
KOREA

듷윽 2013.11-11 14:01:18 수정 2016-12.2019:訓:41

전국 >a기

다음달 8일 파주 임진각서 대보름 연날리기 대회
（파주-뉴스1）낙대5기차 I 2014-01-1906:46 ♦고

경기 파주몬화원은 다음달 8잂 오후 2시부터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2014년 대보캄 연 
낣리기 한마담’ 행사쥬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연 높이멀리날리기대회, 민속놓이 한마당. 제기차기경연, 윹놓이경연. 민 
속연말들기교싷, 소망연날리기, 부럼판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대회 참가비는 3000원이며 연과 얼레가 제공된다.

문의 （031）941-2425.

［파주=뉴시스W대준 기자 = 지난 9일 겸기 파주시 임살치즈마을유서 열린 •뛰뛰’»» 주말버스학고•에 

서 i동학샘듀이 치즈■ 이용한 피자 만들기 체험« 하고 있다. 파주교육지원청아 주최하고 파주몬하원 

이 주관한 이낳 형사에뇬 80여명와 파주지역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피차와 스파게티. 아이스a뤔 만돌 

기 쳬험과 레잃쒈햬 타가 등 다체로문 행사로 진항뗬다. 2013.11.11

2014년 1월 19일 뉴시스

2014 대보름 연날리기 한마당

2013년 11월 11일 뉴시스 

파주주말버스학교

O W흐T 스 W

경기옛길 걷는 릴레이 종주

0*2014.11.11=7

珍 인천일보

뉴스 사경거사8a

파주교육청 이야기 할머니 프로그램

2014는 0611 03이 17:51 «요일

JrU 공뉴스-경기되 경가호 600년 역시* »은 9가9갈을 걷는 V*）| 종주가 두£익욘 가« 하늘 0HI 

이다.

a가※ «주는 경기두 600년8 가념하고 곃기9가« 별리 아리기 워해 도와 겸가문화제단. 각 지자새화 

지바쒄이 함서! 잔«하고 있다.

W 휴가자워 겨기앳길 자붣8사단, 파주분화원우굔체） 쿈계자 등으로 구* 의주갈 종주단 40여 

9윤 1111 7일 9기도 600연걧"화추길 갓Vftft고히주임한각fit발41｝추초듀（관어터跡 

지 16.7km« 경였다.

8W는 파주B사무소와 공탄상거라» 경유채 8»사까지 15.6km», 9잏0|는 응0|3리와 박지관자■ 지 

나 윽적지인 삼會'«*까지 14.6km* 1（어 와주 완M다.

뚜 9일해는 파주와 고양왹 경쵸선 얀= 교saw회관（고양시 헉양구 qt차등 소제）애서 파추운혀원과 고 J 

장방규등）회 깃V 천달행사가 W돠에！*IS추오IW짛적인 모 M 연ft하기도«다.

10잏부터는 평q 대토헎섀P*» 겨3으£ 경M문m원장 감욘호） 곤게제 ff싱으로 싱낭길 조주 

가 시작되어 »균장군요까지 13.4fcmS 이동*!. S주단은 11V 오아 M타공원. 12일 «성 용주사.

13일 수원 서호공원. 14일 증저인 * 남EW 표식까지 its flfij아다.

w*i 증주에 S여한 wm 수원） 쌔? “여미 a는 경갸도 600년올 SW 댁사획 흔적이 바여 았는 겸 

기9가9 증주하게 돠어 I*? »겁다.’펴 -모됸 구간» 완주# 애쟁."아라고 H다.

W 12일이는 2산 득산성 세미대에서 OR헌 증주 바사억 배안이볜&호 깃tt 計케어 피포면스가 친W 거 

*1다. 오산무«원（봔장 엄”과 화%화원（훤장 고창석）이 합하하며 M 8돠 혁«늠육버회장 S& 
« 12영외 산형* WM도 «쳐진타. ■

11월 ISSWh S기댓길 11*1 죵주세 어¥ 일반 시인이 aot하는 다구오 걷기대회가 코스는 g

수» 시효S원（«서똥 소지0 광장아서 ft발휘 4우재（0WS 솨（01 거쳐 외왕사청｛외왕시 고천등 소= 
지억1어@구간이다. I

서m W사장아는 a기도 600년 역사와 이0|| 소게허는 전시■이 W되고 포스 5간과 수원 조 

아W즣;WI서재능기부#삭외착온 ff화공연도어«0«청어다.또코스■완추한 S가차*I게는취즈 I
어BBSS체소경여가념 M 층청헌다. 1

파주교윽지원청（교윽장 이석길）욘 지난 2일 용연초* 시착으로 파주문화원과 연게해 9개교 초등들븀：a실 

3-6학년을 대상으로 파주지역외 다양한 역사와 문화* 쉽개 접할 수 있는 -이야기 할머니'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다.

이야기 할머니는 을곡 이아, 방츤 홓호. 묵제 윤꺈에 쿈한 설화와 전설로 위대한 선현듈의 업적을 되새기며 

더부어 잊혀져 가논 천게동요* 함채 불러보면서 옛 조상님들이 지처와 생할상올 더듬어 뷸 수 있는 게기 

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파주X김은섭 기자 kimeogincheonilbo.ooiii

‘ ■ -..=K

2014년 6월 3일 인천일보

파주교육청 이야기 할머니 프로그램

2014년 11월 11일 불교공뉴스 • TV 

경기옛길 걷는 릴레이 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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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파주문화원 ‘할머니가 들려주는 파주이야기’ 프로그램
"»01니 아주 맛이야기 들려；주세요*

2014-<17'11 16：07：01 :처재

노인욘 살아 용직이는 책이a. 그둏의 刀해는 기나긴 세9 造계서 경험으로 다져쟜기예 

단순하면서도 단단하다. 그러나 요즘 시대는 노인의 刀«» 구還려 둏« 앙는다. 늙으나 

a으나 더 어리계 보이는 테만 a안이 도! 있다.

세대 간의 단절교 붛콩어 사회적 교제로 떠오르고 있논 요즘 파주문화원（관장 우관게）« 

서 의미 있는 프로그램욯 진a하고 얐어 초아가 보았다. 노년 >8대가 어린이들예계 까주 

이야기■ 뚈려주는 ■핳머니가 들려주는 화주이야기' 프로그퀨이다.

뉴스 문« 운화총& -

산 넘고뭍건너 -3년간의 탐방'_사라진 경기옛길 잇고개척하다
I길에서 역사를 말하대 삼남길과와주길②경기 햇길 고증조성 과정

승시연 shneG91«jaan^xDm 2014년 1OW 06옿 *효월

I廳 EHHBBI
I愛!휴

브나서

우리고장 옛아야기 S럲주논 fif매니

파주문화원은 파주의 전S문화 보촌걔승예 힘욯 기S여 요다. 파주 향토사 연구와 유줙 

a사. 운화강S 동오 진휑하고 있다. 핳머니가 S려주는 파주이아기 프로그램욘 어린이 

들« 여해 만든 프로그챔이었다. S해래는 교육청여 프로그럠교 접목해 신줭학교로 파견 

& 나가는 형태로 운영됴고 있다.

현패 도마산초 문산호 동 굔냬 9계 호동학교 방교 후 됼봄 고싪00 주 1화 방문해 파주희 

엣이야기« 드려주고 있다.

앳이야기 강사진온 유진3. 윤영자. 이화복, 박묵례Ml 듕 4영이다. 이돌온 어줜해머니. 사 

랑하머니, 몌쁜하머니. 휑복할머니라는 다줘한 버췅S 刀어 촌자 손녀 갏은 어린이둏례 

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얐다.

경기도와 경기문화쟤단욘 2011 년부터 옛길인 삼남로예 주묵하고 길을 중심으로 역사문화 

챼험이 가농한 도보길（경기덋!길 삼냠길의추길 개발 사업）올 코성하논 사업을 시작횼다.

경기앳길 사업욘 고증하는 과경부터 도보길욜 조성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였었다. 냿길예 

대한 연구자료는 상대적으로 미비횄고. 엣길은 대부분 그 혼격어 사라쳤거나 산업화의 영 

향으로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도와 문화지!단의 수 많욘 연구와 자 

료수잡. 다양한 단체들과의 협럭율 통햇 삼남로와 의주로는 경기도의 과거와 현제률 연결 

하고 오랜 역사와 문화# 공유할 수 었는 도보길로 다시 태어났다.

2014년 10월 6일 경기신문

四s노a저刀

«머니듷이 S러주는 이야기뇬 꽈주인무서화요 재미왔는 옛낱이야기. 전종 노이요 노래

［길에서 역사를 말하다］ 삼남길과 의주길

다.

파주인S서화로는 S곡이이. 방촌»회. 욱재윤굔욜 비코해 파주요 관련 었논 88한 조 

상들의 이야기S 들려준다. 파평윤AI 시조 윤신달 이야기요 죽어가며 시* 남건 성삼문 

이야기. 허놀이 낸 효자 이숙 이야기 등옿 총해 아이둏은 파주땅믈 먼저 사다 간 이둏의 

샘*교 刀허의 흔적£ 더등어 보계 된마.

오래 전 임꺽점이 뛰어다니던 감악산 이야기■ 들으며 아파트 숲예서 자라는 아0|g윤

뉴스« > 사4 > 사처헝반 □ n a d B

시공간» 퓌어 눰논 상상력요 키운다.

재미있는 35날어야기로뇬 욘허 갚은 구령이, 노래하논 망태기. 수타교 tt머니 동» S려 

준다. 알아도 좋고 모르연 더 재있는 엿 이야기■ 하머니의 구수한 알솜W로 듷으니 아이

&온 할머니됴이 학교예 S 피마다 신이 난다.

전S노러와 놓이로는 대운뇰이. 달 S기. 시타려 S기. 시리동동거미동동 둉욜 배문다. 

민들레퐇 할미£ 등 우라 산교 됼혀1서 0｝어나뇬 꽃노래요 손 유회도 배운다.

2014년 7월 11일

파주문화원 '할머니가 들려주는 파주이야기’

맷길 따라 걷는 역사여행“ 가을 정취는 덤
（하시Of뉴스*신:- 산*<1거차） 거사잏«1 : 201XB 11셜 11 잏 14시 360

자* 사친 .｛사친게공-«7|도청）

졍기옛길 종주는 궝기도 600년S 기념하고 경기얫갈을 널리 할리기 위히 도와 경기운화 

지단. 각 지자체와 지»운화원이 함葬 진«하고 있다,

월반 참갸자와 겸기엇긽 자원봉사단, 따주문화원（원장 우푠제） 푠제자 등으로 구성된 억 

주깋 종주단 40여«은 자난 7껗 경가도 600년 깃밣과 여주길 것을 들고 파루 임진각을 

ft봛휘 파주초뜽학；a（푠하티）짜지 16.7km* 걾었다.

치난 8헐몌뇬 파주S사早소와 강탄삼거라* 경유해 용암서까치 15 6km». 9잏이뇬 용 

퍼3리화 벅기관지* 치나 모격치인 상총역짜치 14.6（tm» 걸어 의주긺을 완주H다.

2014년 11월 11일 아시아뉴스통신

옛길따라 걷는 역사여행

또 지난 9잏하뇬 파주와 고양여 3게선 힌근인 고S파율혀쿈（고항시 퍽양구 대자동 소제） 

예서 파주운화원과 고앙운효원｛원감 방규등）어 깃천SB사가 진험되어 힐레이 총주의 

촉징궉인 모샵을 현♦혀기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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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파주문화원 ［문화융성의 길잡이］
2014.11.27 자생 시간: 12:59 （JJ합J조J

바파주저널

파주/율곡문화제 내달 9일 팡파르
2alM）9*23 오후 2:32g 4추적 날 QraiMtSSeanpak

자난a 9린 S국운호a 시包 킻느이 «사

jg염 보기 상보지 URL 보사

«하승 ＜국만«므시대〉. 게소훠셔 치역문화워플 만나보논 시간입나다-

오놀은 션샤시대부텨 근대까지. 현% 들여셔는 쯩알 미래의 역차와 문화까지 당고 었뇬 교장. 겸기호 파주문화 

워을 만나보교스니다.

우관제 워장. 어 자릭여 나오섰습니다.

라주가 낳은 레선현（大先»）이신 을각（«소） 이이（李 BT） 선생왜 유뎍율기리는게 2Ml 을큭은#새가오는 

10읠 9일부터 11일차지 텀원윤 등문리 을곽선생유귁지» 중심으로 다처«•게 «식죈다.

•열 린 측제 . 휴겨온 묜* 나놈’락는 추제 로 ＜ 쳐 철 율곡윤■촤채 는 기 존 시 먼 믈에 게 초쳄 * 맞科 ■은 치 역 측지 

외 경기» 넘어 어부 론향객들외 참여* 걱각 유도후고.법연을 마율잔치 ‘을극한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름 

외 학장을 륭서 보다 층성 반 측제로 준비 둰다.

측제에 앞서 10« 3일에는 응곡선새외 발자쉬* 따라가 보논 '이야기로 만나논 ♦곡기〒•이 죈年된다.사 

척 525흐인 을곽선숭유귁지는 »른 화석정과 을■록리마을,션셍왹 평생의 벗으로 남았던 우개 성혼 선승어 

유적지* 차아 두 선변어 지판지a* 논 기셔* 재공반다.

츅체가 시작드는 9일핵는 유고선생어 장엄한 소게화는 연착 ■율곡 이어’가 새fl겨 선욜 보어며. 오후 

에는 을곡윤*세여 게쳐* 측후하는 전야 겅측 네사 '＜■곡른서보•가 범쏴을 사가지 거리우데섹서 게쇠푄 

다.

10일에논 ‘유가〒« 체연•과 ‘시떤갈늘이■로 븐줘적인 문화채혀 문율 열며. *혹'사임당 몽상 차막식, 기눰 

식.자윤서원 추향게가 이어귄다. 또, 문에반마당인 •유곡■빅일장’가 •사임당머슬재•가 잔*!되여. 전통문화 

외 횽겨음을 선보일 늘이마당으로 건릉 즁타기.서에 어포먼스, 마당놀이 •늘부견•이 아어진다. 어등이 짤 

리민 인문학 큰서S■•겅기 시낭송어 밤'이 자운서«에서 진빙된다.

11일에는 •을고사상학슬강연휴 와•전궄1보시＜1얼장•.•창원규채 취츠•가게쳐« 엑갱이며.라주윈드호 

카스토라외 응장반 연주* 션보일 •서원음•악희•가 균*재워 데미* 창식바게 은다.

아을러 유적지 마당 꼿곳에서 율곡선생의 펀지글라 작*»을 소게하는 율곡정당（«««»）, S♦문화어 

멋을전처쥴서가칀시켜.«릉머리전시 체«.건릉아«1 시언.먼*놀이 채협 등건시 체협＜사가다채»게 

전층된다.

을굑륜#제에 대한 차세빤 사항은 롸추시와 4주문화원 ♦차이치（—4）^=±0* *4 혹인할 수 있 
으며, 문화큰랑파＜9«M35I）나 aH母#션（9*!-3＜25）으로 믄의•면 른다.

2014년 11월 27일 KTV국민방송 

파주문화원［문화융성의 길잡이］

珍 인천일보

2015년 9월 23일 파주저널 

제28회 율곡문화제

폴리텍大 파주캠 유치 뜨겁다
치. 시哲 ' ■

2015년 0111 19얼 21:50 Vfi일

파주시가 한국푱희텍대학 파주케파스 설림을 위한 시민추젼단율 즐범하기로 «다.

19일 시예 따르편 시는 오는 23일 파주시청 대회의실에서 파주해뷱장학회, 파주문화원, 파주상공회외소 

둉이 차가한 ■한국폴리텍태학 파주캠퍼스 시’민추진단'율 츨범한다.

시민추친단온 대학유치* 위해 파주홍보 브로셔와 리플렛, 7|인뷸로그 및 카페토（카카오스토리, Ji이스뷰, 

트위터）* 퐁한 흉보할동 등 퓩널은 유치전율 펼치게 된다.

이와 함캐 28일 파주켐파스 설랍 탄원서와 서병운등외 명부* 고융노등부와 퓰려택대학, 경기도에 제츨하 

어정이며 다욤달 5일 추진단과 콴4기관장외 면담율 룡체 풀리텍 대학 라주입지에 파룐 당와성율 설명할 

이정이다.

측허 지난해 한국직업 농력개 발원이 실시한 경기북부지역 한국프리 텍댸학 입지 타당셩 조사여서 파주시가 

최적지로 나타난 점율 적국 흉보하고 효율적인 유치방안을 건외할 획이다.

현제 추진단장에는 한국픈리틱 대학 학장을 역임반 이응근 뱅뷱장학허 이사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치륙수대학인 한국플리텍데학 경기북부캠퍼스는 현처 파주시와 고양시가 뜨거운 경생을 벌이고 있논 것 

으로 알려졌으며 경기도논 북부치역 10개 시 - 군을 대샇으로 공모* 시작해 2월중= 대상지» 최중 하 

청할 예정이다.

2015년 1월 19일 인천일보

폴리텍대학 파주캠 유치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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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하인천일보

민태승 •파주문화상' … 축제 활성화사료발굴 공로

파주문화원, 대보름 연（意）날리기 한마당 성황

0l*a 기자 aatsoli-oxBirtMo

꽈주시 문화원의 ■대보a 연（«）날리기 한하당'히 최근 임진각 평화누리예서 관광객 둉 1쳔여 영 

이 창여한 가운대 성황리에 a혔다.

연 날리기뇬 정월 대보B 엑a 하늘로 날려보내고 북S 기원하는 서!시풍속으로 豪는이. U뛰기 

둏과 함께 정st 댸보S 댸표적 민속놀이다. 연날리기는 높이. 껗리 날리기 경연£ «처 우승자에 

개뇬 땅봉표 밤 듕으포 꾸며진 대보H 무렴이 무상으로 주어졌다.

또 S놀이와 제기차기. 굴헝쇠그리기, 비석XI가 등 다양한 민속놀이도 마련됴 어란01* 동반한 

가족단위 푠광객돌예게 큰 호용을 받았다.
틴가승 봉실«아«낙««상

이번 행사는 파주문화원01 주최혀고. NH농협 파주지부. 파주지역 회원농협, 파주시산림조합, 파 

주연천축a, 깁호파주인삼조한 둉이 후원홨다.

유굔a 몬호원장욘 ‘우리 민獨 고유한 명S인 졍9 대보»욜 맞이하며 연나리기와 &느이 둉 민 

촉농이« 홍해 건감교 행늑요 기원하던 전SS 되살리고자 행사S 아련헜다•펴 '우리 문화예 대 

한 관심과 전승모 총해 삶의 98 높이논 지«• 나누기 기대한다•고 말횼다. 파주/이종턔겨자

▲ 파주 SM. UXB 연 a）w 리거

민태승 릉일*마을■박물륜장이 10일 을곡문*제에서 로주문M상을 수상«다.

라주추권위의 상인 파주훈화장 심사위싄효（위의장 이게홍 시장）는 심사위원효* 열고 민태승 판장을 처증 
선정«다고 11일 밝혔다.

인론장은 1991년 초데 라주군여쉄으로 당선뮌 누 1098년 4주시외혀 의장으로 •등하면서 ♦부리 만루 
주의 겅촤을 워슷 현신«으며 롸주추소로 3선 고지» «기도 «다.

이후 겅게* 펴나 2000낸 민주릉일자운흐와 «어춰장으호 몽화릉일 기반 로성에 기여«으며 2008년 
부터는 라주문*원장으로 케임하연서 전릉문# 제승 • ’T신시기논 초석을 다지기도 «다.

바히 문화원장 제임 당시 을극문화개. 임진창 민*측캐. 라후 S♦공에천 능 각릉 문*항사* 추론, 지역 
문화측제의 새로운 장욜 게석하며 롸주의 새로운 문화가러다임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향토사료 발그, 문화원 부설 문화학a «성화. 청소낸 문화 할동 지읜. 무효유적지 «■성화 등 문*웜 
장 제임기간뇽안 지역 문화에슬발전에 뚜렷한 족거을 낭줬다.

만 륜장은 •마주논 문향으로 랑은 문화 유객지가 산세한 곳-이락며 •후데물이 라주외 차람스러운 문*유산 
을 이어 받을 수 있도* 험을 보느 것"이락고 발«다.

2015년 10월 11일 인천일보 

민태승 '파주문화상' 수상

2015년 3월 3일 경인일보

파주문화원, 대보름 연날리기 한마당 성황

⑪ 내일신문 _ ~' — ■ — - 5^=—X

［파주 I 파주문화원 '닥종이 인형’ 강좌 현장을 찾아 

세“닥종이 인형 만들다보면 자식 같은 정 생겨요” 
2015-11-1401:30：15 511a

바비 인형요 좋아혀는 요새 아이둏에게 토속적인 느낌의 닥종이 인형S 안겨주면 어떤 

느낌욜 받올까? 한복S 입고 노는 아0IS. 광주리■ 머리에 인 아낙네 둉 우리 전홍 생화 

상욜 표현한 닥종이 인형S욜 보고 있노라면 입가예 어느새 유31한 01소가 II어진다. 이 

러한 닥종이 인형 만돌기■ 배S 수 있는 수업 현장이 있다. 파주시 운정행복첸a 내예 

위치한 파주문화원 ■닥종이 인형’ 수업 현장이다.

자숵 같온 매점 듐북. 닥종아 언S

'닥종이 인형S 정성S 다채 만들다보면 자식 갑욘 정이 생겨서 남S한태는 도저히 선물 

로 못주겠더라고요."

파주문화원. '닥종이 인형' 강좌에서 만난 수강생. 전향숙（59）*1 의 말이다.

닥종이 인형은 우리의 전홍 종이인 한지• 한 겮 한 겹 »여 만드는 공예이다. 곱고 욘온 

한 한刀의 색감교 무리의 전S 퓽속S 소재로 한 인형의 투박한 분위기가 매력으로 손a 

히고 있다.

m주시 운정행복센터예 위XI한 파주문화원예서는 이러한 •닥종이 인형' 감좌» 지난해부 

터 개서해 II뎍 주민S예계 천보이고 있다. 지난 9낄에도 파주문화원의 한 감의싷애서 수 

업이 진해됐다.

'■이렇계 한！!로 엉덩이에 살요 더 *여주니 춰쒄 자연스러운 맛이 욌5? 발둉에도 사8 

더 »여뵤 주세요.’

김순분 강사의 XI도 아래 닥종이 인형 만듭기예 여념이 없는 수강생들. 한치에 fiS 발라 

현 겹, 헌 겹 인형예 세마하계 S여주는 수강생들의 손깉돌이 뿐주해 보였다. 이날 아들 

야 만드는 인형온 광주리■ 더리애 인 아낙네 인형으로 토속적인 분위기가 »쒄 풍가는 

안형이었다.

파주문화원의 •닥종이 인형’ 강퐈뇬 3개a 수업예 인형 하나씩S 만듀고 있뇬데 S 해 수 

업은 일가조 인형욜 만드는 과졍으로 진행돼 그간 아S, 하 인형 하나씩» 만들었고. 지 

금온 엄마 안형울 만S고 욌댜.

2015년 11월 14일 내일신문

파주문화원 문화학교 '닥종이 인형'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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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파주문화원

파주저닐

파주/파주문화원, 메르스 종식 '시민 응원 음악회' 18일 개최

2015년 12월 8일 파주저널

파주문화원,

메르스 종식 '시민 응원 음악회' 18일 개최
201542<08 오전 8:41:24 파주저녈 QroundSS9empaLcom

마주«하모니

수천지
O 횸＞ 뉴스 ＞ 전국＞인건/경기

지난5윌 전국을 공포로 믈아녛었런 중등호휴기중후군（개S스） 증식을 위베 일선에서 현신적 활동을푸친 외a진과 

자원■븅사자 등유 위로하는 음악회가 오논 18일 오후 7시. 운정해복舊터 긍연장에서 폏쳐진다.

•용기와 흐숭을 기억하뇬 욤악회 기쁜 우리•라논 테마로 훻리는 옴악fl논 매S스 종식을 측하하는 헐링（Heahng） 쵼 

서 료로. 경 기 문화제 단 지 원을 밭아 파주문화원에 서 주본하며. 파주시 와 경 기 도외 a원 파주병 윈에서 후읨 한다.

중부일보

2016년 3월 4일 뉴스천지 

짚풀문화공예품 공모전

［파주］ 짚 풀문화공예 품 공모전 ‘왕골자리 ’ 대상 영예

301（년 0*잏 <금｝OM&M

A 머상을 차지 한 ’*고자리' 작픔 ® 천지 일보（뉴스천지）

A 뉴스 사항들 사랑들 *

아용근 파주문화원장, "안보관광에 파주역사담겠다"

市문화종힙발전계획수립 
율곡횡히 철학과 삶 접목 
스토리텔링 관광추진 노력

■파주 미래의 청사진 속에서 파주문화의 근본을 찾고 정체성을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파주 I 
문화종합발전계획율 세워 정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파주에서 태어나 기새울 소년의 꿈을 키우며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제13대 파주문화원 f
장으로 당선 된 이 용근 원장의 각오다. 스 스

2016년 3월 14일 중부일보

이용근 파주문화원장, "안보관광에 파주역사 담겠다’’ 

근！• 생*상을 되괖어* 수 있는 다양한 짚플공에픔

［처지월보 파추=춰 재순 기자1 2016 파추 젚«공예퓽공모전에서 •왕그자리’를 휴퓽한 성낙연（11 릉 도감 

로.79洲가 영에의 대상윰 차지뱄다.

레상 작푱인 ‘왕골자리’뇬 •기직자리’라고도 블리며 서민믈이 방이나 마루에 까는 깔개로. 작픔의 솜씨 

가뮈어나고 기직자리외 소박한 라성을 원형대로 체현헸다는 형가* 받았다.

； 파주시가 주최하고 파주문화원이 주관한 이번 공모전 시상식은 운정훙봑센러 2층 파주문화원에서, 파 

? 주시 신규왁 국장. 김 인효 자운서 원원장. 신춘범 고문. 펀 테 숭 고문. 자운위원 둉 약 50명 이 모인 가운데 

{ 테이프커팅과 함께 진행퐸다.

P 지난해 대상율 받았던 장춘금（웦릉 외도참길. 84）씨논 새로운 문양■욜 수놓은 대청 석윤 ♦픔해 금상에 해 

h 당하는 록별상을 차지 헸으며 ‘도래 방석 •을 출폼한 이 제환（읠 뮹 외 도■감긴, 77/씨 와 싸리 나무 주병 을 츠 
I；-즈한 심교턱써.항아리» 츨퓽한 노윌동씨가 온상 수상자로 선정a다.

A 하주 지프문화공에» 공모전 사상삭덱서 우#제문화윈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스우른재 뫄주운화윈장은 인사말에서 “오■히 공모전은 우리 지역의 *게 노인정과 타 치역 2게 단세에서 80 

J’S외 어a신이 근대 생팔상욜 눠짚어뵬 수 있논 다양한짚플공에픙 132검을 츨#해 주셨다"며 •■락허 이 

|: 번에논 경기도 이첲푼화원과 가평«흐^원에서 작픔을 奇퓽해 공모천이 경기도로 확태되는 시발점이 되 

었다”교 말했다.

: 심사* 말은 전성임 플집공예박믈관장은“파주외 지플꽁모전이 타 지역외 공모전에 비비서 역사가 깊

■: 고 추표자 수와 작폴풍류가 다양한 겇은 엣 문화* 지켜가뇬 어흐신듷외 처암감과 파주시와 파주문화원 

외 꾸준한 뒷바라지가 있었기에 가농한 일"이라며 •■이궨 솜씨 자람의 장율 넘어 지역윤화로 인정될 수

\ 있는 자료겅 려외 필요성 과 기 농전수를 위 한 방법울 모식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공모전 조픔작퓽들은 —일까지 운정형복쉐터 내 파주문화원 전시장예서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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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천지

휴＞ 뉴스 ＞ 전국 ＞ 인천/경기
CniDNEUJS

파주문화원제18대제19대 원장이•취임식 성황

A 깃쌀을 횬듈고 있는 19대 이응근윈장과 18대 우관제윈장 ®천지일보（뉴스천지） i
I천지일보과주=최 제순 기자】 지난 29일 파주문화원장이•취임식이 파주 운청행복센터 대공연장에서 성 y 
화리에개회뵀다. \

이번 이■커암식에서는 제18대 무관제 원장외 이임식과 제19대 이응근 원장외 취임식 행사가 차레로 진 

네 뒀다.

해사에는 이제흥 파주시장율 비롯하여 신춘범. 만테승 고문 등 파주문화원 임원과 한국문화숸연합효 이 

경동 회장.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염상먹 회장 동 약500명이 참석하여 파주문화원의 새로운 시작울 축하

뱄다.

이경등 한국문화원연합회 희장은 우관제 이임왼장에 운화채육관팡부 장판 공로개* 전달하며 그간외

노고와 공로를 치하했다.

2016년 3월 31일 뉴스천지

파주문화원 제18대,제19대 원장 

이•취임식 성황

가사0넉 2016.09.22 17:03:05 | «•수fl 201«.09.22 17:03:05 | 06* | otiaBucnAantcfiam

파주시, 8일-9일 율곡문화제 개최 ...야외음악회 및 삼현수간 독서 
토론 둥 진행

saui! eaawsatiAi ii（Aia3e«a Jia. «3）. 931. ?«■ «s!a «« aa

燃

▲ 1016난 으큭우«치 흥린（사전＞ *두시）

*주시는 성림학의 데가 을곡 이이 선생을 기리는 저2»거 을곡문휴재가 ■을극을 알고. 라주에 몰*다• 주채로 1어i
8일（토）부러 9일（일）아지 앙알社 게서본다고 #헜다.

욜꾹 이이 선생의 유덕（a«）* 부앙싸고. 문향（文»）라후의 향도문화 진흉욜 위한 율곡문화채는 이이 선생 가족 

묘역.자운서읜. 을곡기념* 퓽이 있는 아주 이이유척에서 진빙«다. 지난새까지 라주문과원에서 추쳐«으나 •유하부 

티 과주시가 진＜한다.

또한 첫날의 하이라이*A 지역주민플이 서작한 200여게의 전릉등이 아름다운 W4 어우러천 오＞1스로라이 W으 

a 퍼쳐지는 음악척가 전붕«다.

라주어 상ts 헝인인 을록이이. 우거 성흔. 구봉 숭익* 순생여 서간을 모아 허은 상«수간이 이번 을극■물*체에 « 

« 발간뎍며. 삼헌수간. 율곡어이렝건 등 을큑이어와 ««« 율 «고 생각을 나후는 믁처효*처가 자울서읜 간디 

*장에서 헐린다.

고어에도 •구도장읜끙• 을곡선생아 과거급지 ««« 라*사 부임 셍켤을 연하는 유가니*류 구*이 *1 사가 ＜쳐 

줜다. «늘이 참가자틀이 네사창인 을끅선생유적지예 도착하며 을폭이이 선생아 임금에게 후학고육을 와새 자승한 

걱응•요거（（»««»）윤 잔서반다.

’；=^幽^^熱幽蟲is超패시쇄高^^織표齒 I T''ii'iiTiirTTrM

2016년 9월 22일 큐브뉴스

제29회 율곡문화제

수^파주저볃
‘파주상현’가운대 한본인 방츤 함화 선생 묜화패가 29일 황회 선생 유적지（반구a）0B서 여렸 

다.

파주/제1회 방촌 황회 문화제 열려

2이 ftuon 오후 S:5M3

한성회 기자

황희선생예洲 문화재가 a리는 것8 고하는 고유재* 시작으로 대북퍼포언스요 판 굿. 난타, 

사«노이,굮악시내악,한국早욤.금산리 만요,파주시S&창탄 둉의 공연이 «쳐죴다.

0IS근 파주문화원장욘 ••처음 a린 문화계아지만 장수 흉씨 문중의 죽극적인 «조로 무사히 

마찼다"연서 “우리 고장의 S붹리이자 청현인 방는 황회 천생의 업적8 너리 »라고 정신« 

기란다는 대 의미S 두고 내년애는 더 알찬 행사« 01련하겠다"고 말했다.

황봉수 장수 대종회장은 “卓손으로서 방는 할아버지 탄행 653주냰욜 맞아 문화재가 열

리니 무한한 기S교 영광임« 가* 수 었다"며 “장수후촌됴의 대표해 파주시요 파주문 

화둰애 감사• 드린다”고 말횄다.

을해 처음 열린 문화제뇬 28일 시민회관 소공연장애서 '겅백리 방츤 «회'« 주재로 황인용 i 

아나운서 사호의 토크 콘서트 전야제08 이어 췅홱리 핵일장. 방촌 미스제, 휴회 정승 어륵 전 I 
시, 서서 얽뇬 방추 흉회e. 파주고지도전 둉 기희전시 프로고a, 처험프로그a, 생••공개프 B 

로그햄 둉 다양한 *거라,처험 행사가 마련돼다. B

청소낸 어S마당예서는 슬이•대권도AI험단. 비모이공연. 치어리딩공연이 있었고 전총 죠타 

기공연,어H산이 박진아 츠연.마당놀이과 전S의 멋» 번보였다.

1 락히 국악굔현악단과 가수 박예리.강a중 早부의 협연으로 진행된 반구정 음악회는 수십 번 

1 의 재궝곡이 쏟아9 만콤 얼기« S었다. 또한 단풍01 a계 £든 반구9 곳꼿매서는 시안들
1 이 사진a 찍고 그힘8 그리는 둉 가S 정춰 書예 문화재fl 즈겼다.

방는看허 영당01서 고유라* 8리고 있다.

f훌

•파주삼현’가운데 한뿐인 방츤 홤회 선생 문화제가 29tt 황회 선생 昇젂지（반규정）애서 엹렸 

다.

I 2016년 10월 29일 파주저널 

제 1회 방촌 황희 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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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주서1| 020*허허*957
1｝주룬화«. 전«문훈협 싱£ 0
•£둥쳐4 803 a여, 진흥리정 튷 4청-

아이들의 땀으로 화석정이 ‘반짝 반짝’. 폭염 속에 빛나는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봉사 

청소넌»촤 자원쫑서자*아 하평 옳곡려 화셕정（花»） 마후» 푱내교 얬가. 그냥 닦여내는 것01 아니랴 초휴 이 

응헤 마5바닥 g 래끈하게 도포（塗奇）하고 있다. 아＞여 호린 땀으로 오쾐 기간 마3世I햑01 반짝일 것아고, 아곳융 

차뇬 관랑객듀은 =한 하*« 민나계 뒬 것이다.

압은 인원도 어니고 처명한 안사S또 없지만. 스스로 선택한 븡사화동예 참여한 人日둏과 청소년＞의 모습에서 

■자원봉사•와 ‘스스로* 가후는 지혜’« 엿» 수 있다. 파주문화원애서는 패년 여S방칙S 홟융해 파주의 문화유 

산으 g보뇬 ‘문화재지깁이- 화똥으 펼치고 있나. 관라이 손긺이 부족한 묜화유산8 찾아 청소도 하고. 동행한 횂 

섫사 선생님돎루W1S화유산여! 대한 이아기도 듣뇬다, 7워23잃에는 M 떡은리 고인똫과 화석청에서. 26잃에는 

정EI잔선생기념관과 반구정어W 문화채 청기 «동욯 Sm 서교쑝 거차 66t醉naver.com

2016년 8월 파주신문 청소년 문화지킴이 봉사

파 추운하청（웡장 어응근）여 여충방혁읗 앚아 천9운화체청을 실시«다.

파주몬화웡온 지난 1~2일 1널12엏간 청소년을 a상으로 경거도교육강지창 밍상학스굔 평생2 
욕 프호그8 사업인 '2016 전8운하체형학교‘» 파주문화윙 묜허힉 a 강와시교 «장궁시’하8 
관«서 진창흈다.

정기도立오강XI졍 명생힉3관으호 자정되 표주§혀욍이 4년H 이어오고 있뇬 이번 채헝에서 

는 «. 화서만«기. »쏘기» 비릇 0•젛교육. □도아S. 연만S거. 푠소리배우기 큥 우리나라 
천 8분화01 다허 공후허는 시간을 가줬다.

칭사는 표주치역 네 초«헉고 치샜* 다상으로 실시한 프S그8우호 스01르폰셰 도됸 것어 
익슈흐1져 있는 &즁 0K）|＞예게 우런외 잔킁019고t S익. «. 연안플기 뤃 채쳐8 8혜 작자 
만S여 가«가는 유익한 체형시간읗 가쳤다.

룩히. 까주운화웡으I 전킁분화체헝학교는 언근 타지역 학생S도 참여하는 인기과 않은 채형학 
合 프로그8으S 자러잡고 있다.

현 준. 전«운화체청처교애서는 I박2일 증완as의 對섕«이 항여형!으며 교윽 어수 » 수효g 
Oi ¥S*L

19 주Al Cl pajus휴ae＜nasfirx＜QrR

2016년 8월 4일 파주시대 

전통문화체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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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저눨 일요서울쏘 경기북부

파주/파주문화원 정기총회 '문화원의 재탄생' 선포

2017우02'26 오전 9:4M6 로추저널 QnxudSSWampalcom

파주운화원（원장 이용근）욘 23이 운정헝북헨터 대공연장예서 김준태 후시장, 힌대승 심재득 우관제 

고문.유힘.회원 둉 300여명이 차석한 가S데 «49차 줭기층회« a었다.

018곤 원장욘 개회사에서 ‘•원잠의 a（우« 앙욘 쳣해인 지난 한해 선거규정8 비»한 정관과 학조 

구정의 미a한 부분S 걔정«고 궘기도와 시. 회원»의 도S오로 쳣 방항회 문효저|« 성공적으 

뽀 치러으며 회원도 증가»다”며 “우리의 염원인 듁힙 문화원사 건리이나 문화헁사* 8해 시민OH 
列 가깝게 다가가at다뇬 우히의 노혀욘 후즉했고 41X1 도 아았다"고 어려욤꾤 토로혔다.

01 훤장욘 호 "오뇰 버I장한 각오호 문화원외 재탄생8 선포하n 버허 것욘 과감히 버리고 사« 것 

욘 이어가연서 새로운 천SS 이어가는 한해■ 안S겠하"고 약＜（했다.

이낱 츠회예A1 呂 짚*S @화꽁OH픙 공모전에서 가마니■로 대상a 수상한 유둉펄（법원a 지쳔리） 

AI요 금삼 김경오（파경뎐 억천리）씨 등 입상자 시상식과 2017녠도 사업겨!희•여산 승인교 줭관 개궝 

등 안건 심허가 있었다.

겅치 경제 사혁 오피니언/피» 연엑/스포츤• 라이프/문화 포보/TV 연채 시

HOME 지역»부 a 기 나부

파주시 파주문화원, 짚 풀문화공예 공모전 공예품 전시

9기島부광8기기：0 令인 2017.02.28 11：28’ 'A*0 0뎐

［일요서을 1 파주 강등기 7재 파주시와 파주문화원이 잪플 문하 공예 공모전 4상작M 2원 20일부터 3W 10일 

까치 파주문화원（운정휭 터 2층）에서 전시하고 왔다. 우리 엿! 조상들이 짚 M 재로로 만«어 사용했던 다향 

한 짚•플 공예 생«용픔을 만내! 수 있다.

파주사는 사라져가는 우리 만촉회 전틈공어인 치 •« 공에 가능을 전승하고 농한기 농촌주간다의 여가할응을 위 

해 잪•플문화 공아픔 공£전8 지난 1969년부터 게춰하고 았다.

울해 공모전은 ▲대상-법원& 유통피씨의 가마니« ▲궁상-파평면 감광오Ml의 탁자 ▲은상•월8젼 성낙연AM의 왕9 

S자리, a응면 아병호씨희 도래멍석. 법원8 창함규씨의 벼라기. 이외여 동상 5명, 장려상 28명이 선정풨하. 단 

춰fc A춰우수상-직천리 경로당 A우수상-덕천리, 도내2리 경로당 등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초국 단위 참프 운화 공여）픔 공모전과 잪'플 공얘 체험 프로그쳄 운영 등을 ft해 우릭의 조상« 

Si 지배! 잔승하고 현 시대예 걸 맞논 생활용픙오로 변화 발전시켜 나갛 W이라고 밝혔다.

경기븎부 강통기 기차 kdkl 102020»yo8eoul.co.kr

2017년 2월 26일 파주저널 

제49차 파주문화원 정기총회

2017년 2월 28일 일요서울 

짚풀문화공예품공모전

冒^파주저넏

파주/방촌황희문화제, 방촌학술강연회 성황
20I7-WWM 오천 4:31:32 라주저 녈 arauodSS^enipilxom

«어S 이사장01 학合광연효애서 광의하고 있다.

저2화 방혼«허문화제« 맞아 &0I제로 a린 *방는훅*강연회가 1일 파추시민a곤 소공연장아서 as다.

이W 강연하«는 박채흥 01«회장의 ‘AK M« 헌상어 •머니S교 K 세계*요 «의등 （사）방는*허허생사상연구 

허 이사장（구B문화학含원장）의 '오능의 한국예서 fi村 *«■ 생각한다■■ 주제로 가어얘 나섰다.

m주문효a루« 향토룬화연구소가 주관한 벅含광연훠얘는 0IS근 문S원증S 비릇.박몽수 도의원.•영허 a e 
우차증관,장수8M S층. 문화개 인사 S 150여명01 오인 가운대 조•하지만 알»계 fi헝a다.

'»村 «« 헌생의 41머니SU N 세개•는 방흔 «혀의 시I 8n 방훈희 «메JS8 재조a혔으며 자연춴화잭 삶 

B 추구해 자연3 하나 외는 B아어 3지« tt뎡훴다.

방흔어 일화 층 '검욛소와 누엉소•는 파주Mft 연극협회애서 •연해 실감나는 연기a 보여fi고. 박재* 의장은 방 

흐의 시* 시조홍으로 8어 박수■ 받았다.

»어동 이사장은 ‘오노어 한국예서 ft村 **■ 생각한다'OR서 “밤흔의 18년 동안 세종아 신읾8 밭아 9의3얘 

자잉하고 않은 업팩a 남겼는대 오느W U2낸 등안 «리■ 하연 업우 파악하다 B나니 무은 일S 할 수 있a는 

가"라며 반문하고%）여년8 a직여 있으연서 조선S 기반01 8려노욘 워대한 경새가”■ 조영혔다.

« 이사장은 “방흔8 영n상이라 부흐는 것은 첫n 국경 조경자로서 역«.&«는 방츠의 a뎡항. 싯n는 나하와 

벽성8 91한 공익3산.냿n 공명sue 형정가.다父a로는 saa뷱하여 존경s 받은 s. 여섯« 조효의 능녁"8 
9 았다.

2회퍠 맞이하는 학A광연허는 강연이 SSS이 SW Q까刀 자리■ 뜨지 않고 자켜 귀■ 기8« »주의 9101한 성 

년의 발자휘a 801하는 소중한 시간이 뒀다.

한성히 기자

2017년 9월 4일 파주저널 방촌황희문화제, 방촌학술강연회 성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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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파주문화원

최신가사
제30회 파주 율곡문화제 내달 14~ 15일•••문화행사 다양

송고시간 12017/03/26 11:13

（파주=연합뉴스） 노승쳑 기자 = 제30회 을곡문화제가 다욤 달 14~15일 경기도 파주시 꽈평면 율곡 
선생 유적지에서 이* 일정으로 열린다.

사우파주저녇

파주/'최고 권위' 파주문화상 수상자 우관제 전 파주문화원장 선정

2017*09-21 오후4:3S:I5 파추쳐널 around58«empatcom

을곡문촤치 유가 ««｛파주시 제공wtr뉴스］

'파주 최고 권워의 상'인 과주몬화상 을해 수상자로 우퐌제 전 파주문화원장（사진）이 선정a 
다.

파주星화상심사위원회논 21않 심사위원회■ 열고 우관제 전 문화원장» 수상자로 확정*밣 

표했다.

유관제 전 원장욘 2001냰 파주문화원 이사■ 시작으로 2012낸 파주몬화원장으로 휘임하면서 

20년 가까이 파주문화원 주요사업S 헌신적으호 추진, 향토문화*얘술발전에 크개 기여했으 

며 파주시의회 시의원, 민주경화S일지문회의 자문워원 동S 역임하연서 지역사회 발전에 

힘S 보탰파.

우 전 관장욘 한국성씨연합회 早S재,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총동창회장으로 »동하고 

있다.

우 전 원장욘 “파주 41고 권위1의 상요 수상하는 것욘 자신뿐만 아니라 파주S화원 가조ft의 

영광”이라며 ‘■파주 고유의 자랑스러운 향토문화» 계승 발전시키논데 마지막까지 열정S 다 

하 것‘이라고 소감S 밝혔다.

우 전 관장욘 오는 14일 열리뇬 제30회 S꼭S화제 개막식에서 자항스러문 파주문화삼a 수 

상한다.

원회겸 기자

뉴^^^^^줴^^.

2017년 9월 21일 파주저널

우관제 전 파주문화원장 파주문화상 수상 

파주시는 을곡｛秦谷） 이이（췌•1536~ 1584） 선생 유덕을 추앙하기 위한 제30회 율고呈화제* 다욤 
달 14~15일 파평면 이이 유적지에서 이* 일정으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을해는 •30년 발자취, 자운서원에서 꽃피우다'는 주제로 다양한 뮨화 예스 프로그램이 잔행된다.

시뇬 파주가 낳욘 대학자이자 경세가인 율곡 이이 선생의 유덕을 추앙하고 향토문화 진M 위해 파주 
몬화원과 공똥으로 1967년부터 율곡足화제* 열어오고 있다.

14일 오전 11시 이이 유적지에서 개막식과 함께 '구도장원공'율곡 선생이 과거귬제와 관찰사 부임욜 
재연하는 유가 행렬이 펼쳐진다.

율곡 고S학교 입구에서 자운서원까지 3km 구간에서 진행되뇬 행렬욘 시민 1 천여 영이 참여해 길뇰이 
와 함께 장엄하고 화려하게 펄쳐진다.

율곡 선생의 위패와 영정이 있는 자운서원에서뇬 오전 10시뛔터 추향제가 봉행되고. 파주행복장학회 
장학퀴즈대회에서 선발된 창원과 뾴선 진추자 5명에게는 어사화 하사식이 거헹된다.

조선 시대 운무괴에 굽체한 사람에게 임금이 하사하던 의례« 생생하게 채현하는 것이다.

15일애는 학생과 일반인이 참여하는 율곡백일장과 사임당미슬제가 열리고. 파주시민허관 대공연장에 
서뇬 을굑 바둑대회가 진행된다.

a 제21회 전국 율곡 서예대전 초대작가들의 작품 전시와 대* 퍼포먼스, 시조경창 공연도 준비돼 있 
다.

이 기간 유적지 잔디마담애서논 윻곡 선생의 서간과 작품을 소개하고 써보는 자경운 캘리그라피. 자운 
서원과 율곡이이« 배경으호 한 컬러링 북 색치하기 등 을곡이이 배움 마당이 진행된다.

nsh@ynaco.ttr

2017년 9월 26일 연합뉴스 

제30회 율곡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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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1=匕* =r 羊오

제 4장

파주문화원

100년의 미래



문화원의 회고와 전망 01

문화란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

- 송달용 전 시장과의 만남

글_김 순자

그을음 가득한 초가집에 전깃불이 들어오고, 슬레이트 지붕이 얹히고, 신작로가 뚫리 

고, 양옥집으로 바뀌었다. 고층아파트로 오기까지 우리는 숫한 변화를 겪으며 살아왔고 

쉼 없이 변화하는 세상을 지금 살고 있다. 빠르고 편하다. 열린 사고와 앞선 생각을 가진 

이들이 꿈같은 세상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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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모든 곳이 다 변했지만 우리 고장 파주는 그 어느 지역 보다 더 크게 변화하였다. 

파주라는 지명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임진강, 통일로, 판문점, D.M.Z. 민통선은 전쟁을 

연상시키던 암울한 이미지가 많이 사라 졌다.

역동적이고 발전적인 곳 파주. 경제와 문화와 조화롭게 발전하는 곳, 파주! 이렇게 바 

뀌는데는 적극적으로 변화를 이끈 이들의 의지와 희생이 존재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 

로 송달용 전 시장이다.

1934년 파주에서 태어나 공직자가 되었고, 공직 생활 45년 중 파주군수, 민선 시장 1, 2 

대를 거쳐 2002년 6월 퇴임하기까지 그가 파주에서 근무한 기간은 무려 17년이다.

길가의 돌하나, 풀한포기 나뭇가지 하나가낯설지 않고사람과사람사이에 정이 배 

어있는 영원한 나의 고향 파주라고 말하는 이, 극진한 애정과 보살핌으로 파주를 섬겼던 

인물, 송달용 전 시장을 만났다.

Q. 파주시장을 퇴임한 후 근래의 행보는?

2016년 제16대 경기도민회 회장에 선임되었다. 경기도민회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사랑 

하는 이들이 1986년 조직한 단체이다. 현재 경기도 인구는 1천 300만 명, 그 중 도민회의 

회원은 2,500명이다. 경기도의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기금 204억 원으로 장학생을 선발 

지원하고 공부를 잘하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384명의 숙식을 제공하는 장학관을 운영 

한다. 경기도정과 시 군의 살림살이, 시 •군민회 활동사항을 소개하는 회지를 발간하고 

경기도내 글로벌 우수 기업체를 방문하여 회원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건강증진과 친 

목도모를 위한 문화탐방, 등산대회도 마련한다.

지금 경기도민회는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도민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1+1 

회원 가입 운동을 펼치고 있다. 젊은 회원을 유치함으로써 활기찬 도민회로 발전시킬 것 

이라 기대한다.

Q. 파주문화원 창립 50주년에 즈음해 시장님이 생각하는 문화란 무엇이며, 단체장의 입 

장에서 본 지방문화원 본연의 위상과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문화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의 기본이다. 문화사회란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 

337



한 영역에서 인간의 품위와 존엄을 모든 가치의 중심에 두는 사회를 뜻한다. 문화원은 

1950년대 미군 공보원 산하에서 활동하던 공보관들이 지역의 문화활동을 위한 상설기 

관으로 몇몇 지역에서 문화원을 설립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전국으로 확대되었 

다. 정부에서는 1965년 지방문화원진흥법을 제정 하였고 이에 따라 파주문화원은 1967 

년 12월 19일 창립, 초대 문화원장으로 김창복 원장을 추대하여 현재 19대 이용근 원장 

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문화원은 향토문화 창달을 위해 지역주민의 자주적 참여와 주민자치의 원칙에 따라 

지역사회를 발전 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야하고 , 지역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정체성의 토대 

가 되어야한다.

Q. 파주문화원의 역사를 돌이켜본다면

파주문화원의 당초 위치는 금촌읍 금촌리 777-12번지, 현재 축산협동조합 바로 옆 파 

주군민회관과 붙어있는 단독 건물에서 문화원 사업을 하였다. 그러다 군민회관의 좁고 

주차장 등 시설이 미비해 군 단위의 행사 진행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매각 하게 되 

었다. 당시 매수자가 문화원도 함께 매수하는 조건을 제시하여 군에서 문화원을 따로 

마련한다는 조건을 걸고 동시에 매각하였다. 그 후 시민회관이 건립되면서 문화원은 시 

민회관으로 이전 하였고, 문화원 매각 대금은 문화원의 기금으로 운영토록 한 것이다.

파주군이 시로 승격되면서 군 행정체제 또한 시 규모로 확대됨에 따라 사무실이 부족 

하여 문화원은 임시로 공설운동장으로 이전하였다. 그때 문화원사를 별도로 건립하여 

주겠다는 시장의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현재 파주문화원이 운정행복센터에 자리 잡게 되자 한 쪽에 치우쳐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는 오히려 나을지도 모르겠다.

Q. 단체장으로 계실 때 짚풀문화공예품 전시회, 임진강 민속축제 등 전통문화 관련사업 

을 많이 추진하셨다.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전통문화 관련 사업은 거의가 그 때 시작되었 

다. 현대적으로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것을 지키는 일에도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러한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하게 된 동기나 배경이 있다면?

짚풀문화 공예품 공모전을 시행한 이유는 말 그대로 사라져가는 농촌 고유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나마 우리 세대가 지나면 짚신을 삼거나 바구니를 만들거나 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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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드는 일은 모두 사라질 것이다. 도시화가 되어 삶의 질이 높아지는것은 좋은 일이지 

만 농촌 고유문화가 사라지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

겨울이 되면 마을회관에서 짚풀공예 기능을 가진 노인들에게 짚풀공예품을 만들도록 

권유하였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희망하는 마을에 참가비를 지원하였고, 작품을 출품하 

여 입상하면 상금을 받게 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타옆에 항시 전시하는 농경 

유물관을 건립하여 조상의 얼이 담긴 생활의 지혜를 후손들에게 교훈으로 남기고자 했 

다. 지금 우리 파주의 짚풀공예품인 농촌 생활문화가 중국이나 호주까지 가서 전시회를 

연다는 것은 파주 공예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혜로운 옛 조상의 농촌문화를 소개 하 

는 것으로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4대 명절 중 하나인 대보름의 풍속을 살리기 위해 연날리기 윳놀이 축제도 만들었다. 

문화라는 것은 인간들이 편안하게 살도록 생활 곳곳에 스며있다. 명절을 맞이해서 연을 

날리고 윳놀이를 하는 생활풍습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상들의 지혜였다. 이를 이어 

가기 위한 행사가 임진강 민속 연날리기 축제이다.

Q. 문향의 고장 파주란 무엇을 뜻하며, 이를 지키기 위해 문화원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 

면?

우리 파주는 뛰어난 문화유산을 갖고 있다.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쳐 수많은 학자, 정치 

가, 문장가들을 배출하였고, 숱한 문인들이 이 땅에 낙향해 시를 읊고 정사를 고민하며 

문향 파주로의 면모를 이어왔다. 이들이 닦아놓은 고유한 문화를 바탕으로 자라나는 세 

대들에게 전승, 계승하는 것이 문화원의 역할이다.

문화원은 지역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정체성을 토대로 하여, 향토 고유의 문화를 발굴 

하고 보존하고 관리하는 일에 열중해야 한다. 향토문화 창달을 위한 지역주민의 자주 

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주민자치의 원칙에 따라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어 

야 한다.

Q. 문화원이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금은 마을의 이름이 모두 길거리명으로 바뀌었다. 전에 문화원에서 발간한 지명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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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집은 파주 역사에 귀중한 자료이다.

먼 훗날을 생각해서 바뀐 지명 속에 묻혀버린 이름을 찾고, 새로운 지명에 대해서는 

그러한 이름이 생긴 이유에 대해 조사해서 기록으로 보존하는 것도 문화원이 하여 볼 

만한 일이다.

역사 속에 기록된 임진강변의 정자도 찾아야 한다. 율곡 이이, 우계 성혼, 구봉 송익필 

은 조선시대 성리학을 빛낸 인물이다. 이들 선현들의 생가 복원도 문화원이 하여야 할 

일중에 하나다. 광탄면 용미4리에서 발굴한 국립숙박시설, 혜음원을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복원하여 역사적인 유물로 보존 하는 것도 문화원이 할 일 이다.

인터뷰 후기

위의 내용 외에도 자운서원을 정비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토대를 만들었고, 화석정과 반 

구정의 정비사업추진, 한글학자 석인 정태진선생의 기념관 건립, 사유지화 되었던 국유지 덕진산 

성을 되찾은 일 제3땅굴 개발과 녹슨 DMZ 철조망을 관광상품으로 만든 일, 운정신도시를 조성한 

일 등 파주인의 생활문화를 확 바꾼 일 등 파주의 문화를 위해 그가 한 일은 실로 엄청났다.

그가 시장직을 마치던 2002년 파주의 인구는 23만, 지금 파주의 인구는 43만으로 늘어났다. 현 

재 파주에 사는 43만의 인구는 그가 마련한 문화의 토대에서 편안한 삶을 영위한다. 사람이 사람 

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밤 낮으로 노력했고, 파주문화원의 발전과 지역문화의 계승을 위해 끝 

없이 고심했던, 송달용 전 시장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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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의 회고와 전망 02

문화를 사랑하라!

- 전 문화원장 신춘범 고문의 당부

글_김 순자

“문화란 고정된 틀이 없고 정형화된 모양이 없어, 개념을 정의하자면 매우 포괄적이다. 

좋고 나쁨을 지적할 수 없고 한계를 정할 수도 없어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어디에서나 

만들어진다. 문화를 사랑하라! 문화의 질을 드높여라! 모든 행위의 시점을 문화의 감각 

에 받아 눌러라. 삶의 의미가 분명해지고 존재의 가치는 더욱 향상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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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오랜 세월 문화원에 몸을 담고 파주문화의 발전에 기여한 신춘범 고문（전 문 

화원장）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이다. 그가 파주문화원장에 취임한 시기는 서기 2000 

년, 모든 것이 전환점을 맞은 밀레니엄 초기였다. 다음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제15 

대와 16대 문화원장을 지냈던 신춘범 고문과의 대담이다.

Q. 건강은 괜찮으신가? 만보 걷기를 하신다는데 지금도 여전하신지?

작년까지는 만보를 걸었다. 82세가 넘고 나니 건강이 허락지 않아 5천보에서 7천 보 정 

도를 걸으며 건강을 관리한다. 건강 유지를 위해 바깥 활동을 주로 한다. 가장 많이 움직 

이는 곳이 바로 파주이다. 거주지는 서울이지만 나의 연고지는 언제나 파주이다. 여기人'] 

중학교를 나왔고, 파주시청에서 8년, 파주문화원에서 8년, 파주시노인회장을 1년이나 지 

냈으니 나의 활동지는 늘 파주였다.

Q. 파주에 대한 각별한 정이 느껴진다. 문화원장을 하시던 8년 동안 많은 책이 발간되었 

다. 다양한 문화행사도 그때 시작되었다. 그 많은 일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다면?

나는 대학에서 사학을 전공했다. 역사와 전통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다. 지역과 지역이 모여 나라를 이루었으니 각 지역의 역사또한모두가 소중한 것이다. 지 

역에 관련된 여러 종의 책을 엮고, 향토문화연구소를 만들어 지역 연구의 토대로삼았다.

Q. 파주문화원의 부설기관인 향토문화연구소를 만들 때, 특히 기억에 남거나 어려웠던 점 

이 있다면?

파주의 정체성과 특징적인 문화를 찾아 연구하고 전파하려던 것이 설립 초기의 구상 

이다. 우리 지역의 유래와 변천人h, 인물 등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을 찾아 공부를 시키 

고 싶은 게 내 욕심이었다. 연구원들을 공부시킬 강사가 없어 매우 안타까웠다. 부족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연구하고 자료를 만들어내었던 연구원들에게 감사한다.

Q.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이 당시 이루어졌다. 문산, 금촌 등에 만든 청소년 문화의 집은 

파주시의 청소년을 위한 최초의 유관 단체이다. 역동적이고 발전적인 일을 추진하심에 깊 

이 감사드린다.

사학을 공부하며, 나이를 먹은 후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보았다.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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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스스로 찾은 답이 지역문화 발전에 헌신하는 삶이었다. 우리 문화를 계승해나갈 청소 

년 교육도 필요했고, 내 건의가 수용되어 문산과 금촌에 문화의 집이 들어섰다. 뜻한 바 

가 이루어져 다행스럽고 고마웠다.

Q. 소신과 신념으로 이룬 문화원의 발판이 실로 굳건하다. 문화원이 자리를 잡는데 중심 

역할을 해주셨다. 단단한 밑거름을 만드신데 깊이 감사한다. 지금은 한 발 물러서 문화원 

을 지켜보신다. 조금 떨어져 바라보는 문화원에 대한 소회를 말하자면?

문화원을 그만둔 지 10년이 되었다. 아직도 나는 스스로를 문화원장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늘 나의 적을 문화원에 두고 살아가므로 막중한 임무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게 사 

실이다. 문화원 주관 세미나, 답사 행사", 문화예술 행사에도 책임감을 갖고 참가한다. 늘 

관심을 갖고 따뜻한 눈으로 바라본다.

Q. 지켜보신 결과 문화원의 부족한 점이나 수정되어야 할 점, 보완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라 생각하는가?

문화원 청사가 한쪽에 치우쳐 있다. 문화원이라는 곳은 특별히 마음을 먹고 찾아갈 

것이 아니라 오며가며 들릴 수 있는 중심 위치에 있어야 한다. 문화원 이전이 가장 시급 

하다.

Q. 재임 중에 하고 싶었으나 이루지 못해 아쉬운 일이 있다면?

문화원의 인원이 너무 적다. 분야별로 일을 담당할 직원을 늘리지 못해 아쉬웠다. 다 

양한 것을 보고 건의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닥친 일을 하기도 바빠 창의적인 사업들 

을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다.

원장이 구상하는 일을 추진하고 실천할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 

다. 타 지역의 사례를 답습해 내 지역의 문화발전에 기여할 인력이 필요하다. 문화란 처 

음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우수한 문화 형성을 위해 전문 인력을 발굴해야 한다.

Q. 파주는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우수한 문화자원을 다량 보유하였다. 파주의 유적지 

중 국보적인 가치를 지녔음에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지 못해 아쉬운 유물 유적이 있다면?

칠중성을 복원하지 못한 점이다. 칠중성은 백제의 초축 이래 고구려와 신라가 덧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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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전방의 관방 유적지이다. 칠중성에 올라가면 임진강의 푸른 물결이 아름답게 휘돌아 

흐른다. 멀리 보이는 마을 앞으로는 육계토성도 자리한다. 최근 덕진산성이 국가사적으 

로 지정되었다. 임진강을 기점으로 삼국이 각축전을 펼친 산성들을 복원해야한다. 여러 

산성을 개발해 연계 코스를 만들기 바란다. 파주를 대표할만한 최고의 관광지가 될 것 

이다.

Q. 파주에는 오랫동안 형성되어온 독특한 삶의 방식이 있다. 문화재적인 것, 즉 눈에 보이 

는 것 뿐 만 아니라 시민으로서 가져야할 정신문화 가치도 중요하다. 파주 시민으로서 가 

져야 할 정신문화의 가치가 있다면 과연 무엇이며, 이를 위해 문화원이 해야 할 일을 세 

분화하여 전달해 달라.

이기현 전 원장이 파주를 몇 십 바퀴나 돌며 곳곳에 있는 문화유적지를 많이 찾아냈 

다. 몸소 찾아낸 그분의 공로가 실로 엄청나다. 그렇게 찾아낸 유적지와 인물, 그 원천을 

찾아 흔적을 남기는 일이 문화원이 해야 할 일이다. 그 목적으로 만든 것이 향토문화연 

구소이다. 다 이루지 못하고 떠나셔서 매우 안타깝다. 이러한 근거들은 찾는 것은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 아직도 못 찾은 유적이 곳곳에 산재할 것이다. 이를 발굴해내는 것 

이 문화원의 역할이다.

Q. 파주문화원이 어느새 50주년을 맞이했다. 지금 남아있는 회원들 대부분이 고문님과 

함께 했던 그 시절의 가족들이다. 그들에게 전하는 전 원장으로서의 인사는?

문화를 사랑하라. 문화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요소에 존재한다. 시점과 초점 

을 문화의 감각에 집중하라. 행동과 사고의 기준을 문화향상에 두어야 한다. 그러면 삶 

의 질이 더욱 향상될 것이다.

건강이 허락지 않음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시고, 파주문화 발전에 공헌하심을 깊이 감 

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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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의 회고와 전망 03

문화원은 파주 문화의 중심

- 전 문화원장 민태승 고문

글_오순 희

계절의 여왕답게 눈부시게 푸르른 5월 초, 인터뷰를 하기 위해 민태승 전 문화원장님 

과 문화 1번지에서 만났다. 민태승 원장님은 베이지색 슈트에 짙은 감색셔츠를 받쳐 입고 

노타이 차림이었는데, 언제나 조용한 인상 그대로 단아한 모습이다. 건강해 보이는 얼굴 

빛은 선하게 살아 온 여정의 표징인 듯 밝다. 인터뷰 취지를 말씀 드렸더니 ‘뭘 내가 한 게 

있어야지’ 하는 첫 말에서 겸손함이 엿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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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과 현재

민태승 원장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그 분의 어린 시절과현재의 생활에 대해서 알 

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여쭤 보았다.

민태승 원장님은 장단이 고향이다. 장단은 북한 땅은 아니지만 비무장 지대의 남쪽에 

걸쳐 있거나, 민간인 통제선에 위치해 있다. 6.25 이후, 파주 임진강 건너 장단면 일대가 

DMZ와 민통선으로 지정되어 군사작전 지역이 되면서 민간인들을 철수 시키게 되자, 주 

민들은 대대로 생활 터전이었던 정든 고향땅을 버려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정부의 방 

침에 따라 봉일천 새말 수용소에 잠시 의탁해 있다가 각자 살길을 찾아 떠날 때, 민태승 

원장님의 부모님은 광탄에 새 터전을 잡고 아버지는 공무원을 지내셨다. 초등학교 3학년 

부터 졸업 할 때까지만 광탄에서 다니고, 중. 고교는 서울에서 다녔다. 그리고 직장 생활 

과 군대 생활 동안에도 줄곧 외지에서 생활 하였다.

통일촌에 정착한 것은 민통선과 비무장 지으녁이 고향인 연고자 40세대와 전역군인 40 

세대 등, 총 80세대가 1972년부터 집을 짓고 73년 8월에 입주하여 늘 그리워하던 고향 

가까운 곳에 터전을 잡게 되었다. 통일촌 마을의 수입원으로 전략적인 인삼 농사를 지 

으며, 후작으로 콩을 심었는데 그것이 파주 인삼축제와 장단콩 축제로 이어져 대 성공 

을 거두고 있다.

그 뿐 아니라 민통선 안에서 재배하고 있는 질 좋은 장단콩으로 전통장을 만들어 판 

매하기 시작했고, 더불어 장단콩 식당도 열게 되었다. 현재 장을 담그는 전문 기술자는 7 

명이며, 예약제로 운영하는 장단콩 전문 음식점은 하루 2, 3백 명 정도가 다녀갈 정도로 

전국에서도 이름 난 식당이 되었다.

문화원장 재직 시기

Q. 문화원에 관여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신춘범 문화원장님의 권유로 문화원 이사로 들어가서면서 부터인데, 문화원장이 된 

것은 파주시의회 4선 의원으로 시의회 의장을 지내고, 의원직을 그만두면서 집에서 쉬고 

있을 때, 파주 시장의 권유가 있었다. 좀 쉬면서 장단콩 사업에 더 신경 쓰려고 할 때여서 

한사코 고사 했지만, 여러 번의 권유를 뿌리치지 못하고 문화원장 경선에 나섰고 선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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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문화원장 재직 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임기 동안이었다.

문화원 이사로 몇 년간 참여 했지만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것이 아니어서 파주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했는데, 원장이 되고나서 부터는 책임감도 있었지만 애착이 가기 시 

작했다. 관심이 생기니 적극적으로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생겼다. 기존에 해 왔던 문화원 

의 여러 사업과 행사를 무리 없이 잘 해 나가야 함은 물론이려니와 발전적인 새로운 사업 

도 구상해야 했다. 그리고 문화원 청사 없이 남의 건물에 얹혀사는 신세도 해결하고 싶 

었다. 시민회관에서 공설운동장으로, 또 운정으로 옮겨 다니면서 더욱 문화원 청사의 필 

요성을 느꼈다. 파주경찰서가 이전하고 공터로 남아 있던 자리에, 문화원청사를 짓는다 

는 청사진을 그려 보면서 꼭 이루어 질 것이라 믿었는데 결국 무산되고 말아 그 일은 두 

고두고 아쉬운 일로 남았다.

원장 재직 시 문화원에 이루어 놓은 일 중에 보람 있는 일이라면 직원처우 문제이다. 불 

안정했던 직원들의 위치를 공무원 체계로 만들었고, 얼마 안 되는 액수이지만 완전 무료 

봉사였던 문화원장 판공비도 책정 되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은 문화원 발전에 매우 긍정 

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본다.

보람 있었던 일 중에 또 한 가지는 율곡선생과 신사임당의 동상을 이전한 일이다. 본래 

는 동상을 건립하기로 하고 건립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건립 추진위원회장이었던 이화 

용씨로부터 추진위원장을 위임받아 그 일을 맡았다. 마침 사직공원에 있던 율곡 선생과 

신사임당의 동상을 옮겨야 하게 돼서 문화재청에 건의하여, 파주로 가져오기로 합의했 

다. 도비 1억5천 만 원을 들여 문화재청의 관리 하에 자운서원 경내로 이전 하였는데, 이 

전해 오기까지 건립추진위원회원들과 파주의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문화원에 바라는 일

Q. 만일 지금 문화원장이라면 해보고 싶거나, 아니면 문화원에 바라는 일이 있는지요?

파주는 문향의 고향이라고 하면서 삼현（율곡, 우계, 구봉 또는 윤관） 외에 다른 훌륭한 

인물에 대한 연구와그에 따른 연구지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파주 인물들에 대한 연구기 

관을 세워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는 책자를 펴내고 싶다. 이런 일들을 문화원 

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 생각하고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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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금은 없어진 문화학교 강좌 중에, 역사 강의를 듣고 유적지를 답사하는 문화 

탐방이 있었다. 문화원 이사와 문화원 회원 등, 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었는데 유익하고 들을만한 강좌여서 호응이 매우 좋았다. 문화학교 강좌에 나이 드신 분 

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 유림행사에나 다니고, 1년에 한번 외부 유적 답사 갈 때 

참석하는 정도이다. 강의와 역사탐방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강좌는 문화가족 

상호간에 친목 도모도 할 수 있고, 우리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기회도 되니 꼭 필요한 프 

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파주에 바라는 일

파주의 문화를 계승발•전 시키려면 향교와서원의 옛 전통을 지켜 나가면서 현대에 맞 

게 운영 되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원이나향교의 원장은 거기에 걸 맞는 덕망 있고 

자격 있는 사람을 추대 위원회에서 뽑아서 추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문화원이 파주문화의 중심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파주문화행사는 주 

체가 문화원이 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파주가 문화도시로서 자랑거리로 여기는 출판단지와 헤이리가 정작 파주인 들에게는 

별 혜택이 없어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파주시민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면 파주에 위치한 좋은 문화 시설로 파주인의 문화 의식을 더 높여주고 발전 할 수 기회 

가될 것이다.

파주에는 자체적인 시립 박물관, 전시관, 대형공연장이 없다. 문화원과 예총회관 청사 

도 따로 없다. 유비쿼터스에 짓겠다는 계획이 있었으나 예산이 없어서 그것도 무산되고 

말았는데, 문화 예술을 제일 뒤로 미뤄 놓는 것이 문제이다. 이런 문제는 예산능력의 한 

계가 아니고 문화에 쓰는 돈을 낭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경제 자립도가 크게 

높지 않은 타 시 군에서, 문화에 할애하는 비중이 우리 시보다 높은 것을 보면 알 수 있 

다. 파주시는 시민을 위해서 문화에 관심을 갖고 문화 예술에 대한 예산을 좀 더 늘려 줬 

으면 하고 바라본다.

그리고 행복센터로 가는 인근 도로에 행복센터 이정표는 있으나, 문화원이라는 표시 

가 없다. 문화원표시는 꼭 있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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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현재 통일촌에 살면서

민태승 전 원장님 가족으로는 97세이신 아버지가 계신데 건강하셔서 아직까지 자전거 

를 타고 다니실 정도라고 한다. 자녀는 딸만 다섯으로 셋은 결혼했고, 두 딸은 케냐에 가 

서 선교사로 선교 봉사활동을 하고, 장사를 하며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 현재는 통 

일촌에서 아버님 모시고 아내와 함께 살면서 전통장 사업을 하고, 통일촌마을 박물관관 

장을 맡아 이곳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주고 있다.

민태승 전 원장님은 문화원 50주년에 즈음하여 50년사를 발간하게 된 것은 퍽 의미 있 

는 일이며, 축하와 함께 문화원이 더욱 승승장구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인사를 하였다.

349



문화원의 회고와 전망 04

문화원은 파주 문화의 중심

- 전 문화원장 우관제 명예원장

글_백 경 호

제 18대 파주문화원장이었던 우관제 명예원장（기세）은 파주토박이로서 20년 넘게 파 

주문화원과 인연을 맺어 오면서 50년 역사의 파주문화원에서 큰 발자취를 남긴 분으로 

평가된다. 우 명예원장을 4년간 원장으로 몸담았던 파주문화원에서 만나 보았다.

양수기로 논에 물을 대다가 약속시간을 못 맞춰 미안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이는 모습 

에는 인터뷰를 한다고 양복에 넥타이까지 했으나 영락없는 마음씨 좋은 시골 할아버지 

의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아직도 공부에 대한 열정을 버리지 못해 파주문화원에서 주 

관하는 명리학 강의를 들으러 왔다는 우명예원장의 얼굴에서 문화와 역사 우리 것에 대 

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은 우 명예원장과 파주문화원과 파주 문화에 대한 일문 

일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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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주에 대한 남다른 인연과 애착을 가지시게 된 동기는?

선대 할아버지가 20대 중시조였는데 임진강을 끼고 있는 내포리에 선산이 있다. 제가 

거기 종친회장을 22년 했다. 전국 대종회장도 했고, 단양 우씨 명예회장이기도 하다. 우 

씨들이 고려 때에는 8대 성에 들었는데 조선 초기 왕자의 난 때 많은 사람이 태종 이방 

원의 반대편에 섰다가 많이 없어졌다. 그래서 우씨들이 개성과 가까운 이 곳 파주에 터 

를 잡고 살아와 그 누구보다 애착이 남 다르다.

Q.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파주란? 파주만의 자랑거리는?

모두가 자기의 고장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파주는 아무래도 고 

려의 수도였던 개성과 조선의 수도인 서울의 중간에 있어 수많은 선현들의 흔적이 많은 

것이 가장 자랑거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고려시대 윤관장군으로부터 조선시대의 유학 

의 한 축인 기호학파의 주무대 이었던 파주에는 유학 거목들의 흔적이 파주 일원에 널 

려있다. 율곡이이 선생과 자운서원, 황희 정승과 반구정,우계 성혼, 구봉 송익필, 휴암 백 

인걸 등 수많은 조선시대 유학의 거목들의 역사적 자취와정신적인 유산이 있는 곳이다.

파주는 개성과 서울의 중간적인 위치라는 이점 말고도 큰 강들이 모여 만나는 지점으 

로 광해군이 교하천도론을 말했을 정도로 풍수적으로도 좋은 곳이어서 아울러 남북 

간 화해 무드가 형성되면 궁극적으로는 통일 수도가 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다.

Q. 파주문화원과 인연을 맺게 된 동기는?

본래 문화원 회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1997년에 시의원을 하게 되면서 파주문화원 이 

사를 4년, 감사를 8년, 부원장을 4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18대 원장으로 활동했으니 총 20 

년을 파주문화원과 인연을 맺은 셈이다. 부원장시절에는 향토문화연구소장도 겸임해 파 

주 향토사 연구에도 깊이 관여를한적이 있다. 아시다시피 파주문화원 일은 무보수 봉사 

직이다. 내가 태어나고 살고 있는 내 고장을 위해 봉사한다 생각하고 일을 하다 보니 20 

년 넘게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Q. 원장 재직 시 새로 시작한 문화사업 및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업은?

무엇보다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자운서원을 비롯한 율곡 역사유적지 31만 6천 제곱미 

터를 국가사적으로 지정하였다는 것이다. 파주문화원이 주축이 되고 파주시가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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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원하여 2013년 2월 문화재청이 율곡 역사유적지를 국가사적 525호로 지정하게 

됨으로서 보다 안정적인 정부지원과 관리를 통해 우리 파주의 자랑을 잘 관리할 수 있 

게 되었다. 서울 사직공원 내에 있었던 율곡 동상과 신사임당 동상도 이곳으로 함께 옮 

겨온 것도 잘했다고 생각한다.

파주문화학교 활성화도 의미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전에 문화학교는 과정도 5개 정도 

에 불과하였으나 재임 시 문화학교는 많을 때는 45개 과정에 학생 수도 700여명에 이르 

렀다. 지금도 인기 과목들은 대기를 해야만 들을 수 있을 정도이다.

또 하나 추가한다고 하면 방촌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말할 수 있겠다. 방촌황희 

선생사상연구회 이사로서 활동을 해오면서 보다 체계적으로 황희선생을 파주문화에 접 

목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마침내 2015년 10월 제1회 방촌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파주 소재 방촌 황희의 유적인 묘역과 반구정의 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국가문 

화재 승격의 가능성을 학술적으로 탐색하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이러한 노력이 이어져 

머지않아 국가문화재로 승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파주문화원의 왕성한 활동을 참고하고자 하는 전국 각지 지자체의 벤치마킹 

이 이어졌던 것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Q. 원장 재직 시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문화원 원사를 구상을 했었다. 독지가의 도움으로 자리까지 물색을 했었으나 연임이 

안 되면서 무산된 것이 가장 아쉽다. 앞으로도 파주문화원의 발전과 파주의 문화 수준 

을 한 단계 올리려면 파주문화원의 독자적인 공간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문 

화원의 보다 활발한 활동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우리는 흔히 파주를 말할 때 ‘문향 파주（文響 城州）’라고 하는데 이 슬로건에 맞는 파 

주의 색깔 또는 문화 사업은 어떠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앞서 말한 것처럼 기호학파의 본산으로서 파주는 그 의미가 크나 퇴계 이황의 유적지 

가 있는 안동에 비해시는 아직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정부가 설립한 율곡연수원이 있지 

만 일부교직원에 대한 제한적인 연수에 그치고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율곡의 사상 전 

파를 위한시설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시민과파주시 그리고가능하면 율곡문중에서도 

나서서 제대로 된 율곡 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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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범위가 아주 넓다. 역사 예술과 같은 것으로부터 건강 생활 예절 등 무수히 많은 주 

제들이 있을 수 있다. 파주는 이 중에서 율곡의 역사유적지를 기반으로 하는 ‘효（孝）’사 

상에 대해 특화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서원 향교 및 유적지 등 전 

통문화를 잘 보존해야 하고 문화학교를 지역별로 활성화 시켜 전통사상과 문화들이 계 

승 발전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Q. 접경지역으로서 파주의 역사 문화 사업의 기회와 한계는?

파주는 그 동안 접경지역에 위치함으로서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다. 그러나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 파주에게는 큰 기회가 올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DM刀안은 세 

계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생태계의 보고로서 엄청난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생 

각한다. 아울러 DMZ안에는 덕진산성, 황진이 묘, 그리고 경순왕의 부인 낙랑공주의 묘 

등 수많은 유적들이 오랜 시간 사람들의 손에 파괴되지 않고 보존되어 있다.

Q. 파주문화원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민（民）관（官）산（産）이 해야 할 일은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나?

무엇보다도 파주시청 옆에 독자적인 본원을 짓고 운정과 문산의 분원을 둔 세 축으로 

문화원의 체계를 갖추어 시민들이 골고루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아직 길을 가다 보면 

파주문화원 교통간판 하나 안 보인다. 간판이 없다는 것은 시민들의 머리 속에 파주문 

화원이 없다는 말과 같다. 그 만큼 시에서 파주문화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증거 

이다. 시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파주문화원에 대한 예산지원 및 직간접적 지원을 늘려 

야 하고 시민들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홍보에도 힘을 써야 한다. 시민들이 몰릴 때 기업 

들도 적극적으로 파주문화원의 사업에 자사의 홍보를 위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

Q. 파주가 급속한 도시화의 길을 걷고 있는데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문화측면에서 어떻 

게 이룰 것인가?

파주는 이미 인구가 43만명 이고 머지않아 70만 인구의 대도시로 발돋움 할 예정이다. 

특히 새로이 유입되는 젊은 세대들은 생활수준과 교육수준 및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아 

주 높은 계층들이다. 이들을 위해 이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수준을 높여줘야 한다.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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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울러 새로이 유입되는 아파트 중심의 젊은 세대와 시골 중심의 노령세대를 연결시켜 

주는 문화이벤트들이 계속 개발되어야 한다. 재임 시 했었던 ‘짚•풀문화 공예품 공모전’ 

처럼 시골의 노령층이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자산을 이끌어내어 그들의 전통문화자산을 

새로이 유입된 아파트 젊은 세대들이 익히고 즐기고 구매하게끔 하는 방법으로 서로 공 

존하는 문화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할머니가 들려주는 파주이야기’프로젝트 

처럼 파주를 이야기 해 줄 수 있는 파주시민들을 활용해서 자라나는 세대에게 우리 고 

장의 이야기를 재미나게 들려주는 사업 같은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할머니가 들려 

주는 파주이야기’는 어른들에게도 ‘아, 내가 사는 파주가 이런 곳 이구나’를 느끼게 해주 

는 좋은 강의로 소문이 나 있다.

Q. 만약 다시 문화원장이 된다면 어떤 사업을 해 보고 싶은가?

파주에는 서원 3곳, 향교 3곳 및 각종 제향을 모시는 여러 시설이 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왕릉, 고려대전, 헤이리 및 파주출판단지 등 큰 시설들은 파주문 

화원과는 전혀 관계없이 중앙정부와의 통제 하에 모든 문화행사들이 운영이 되고 있다 

는 것이다. 시와 파주문화원이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야 한 

다. 만약 그런 정책들을 편다면 파주일대를 고려문화권으로 지정을 하여 발전시키도록 

해야할것이다.

Q. 끝으로 파주문화원과 파주의 발전을 위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파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시설 그리고 외지인들에게도 그냥 거쳐 가는 문화시 

설이 아닌 수준 높은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머물 수 있는 파주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다. 결국 시는 시장부터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여야 하고 파주문화원에 대한 획기 

적인 지원을 통해 파주문화원이 파주를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 핵심 지렛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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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와의 좌담회

침■석자

파주문화 발전을 위한 

파주문화원의 역할

일시 : 2017. 6. 21（목）. 15：00〜17：30
장소 : 파주문화원 원장실

- 송달용（전 파주시장）

- 민태승（전 파주문화원장）

- 우관제（전 파주문화원장）

- 이용근（파주문화원장）

- 이영복（파주유림총연합회장）

- 박재홍（파주예총 회장）

- 조복록（파주문화관광해설사회 회장）

- 최복현（파주문화원 감사）

- 김진우（파주시청 문화예술과 문화팀장）

- 조양휘（파주문화원 사무국장）

진행: 권효숙（향토문화연구소 소장）

기록: 권혁임（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녹취: 류성신（파주문화원 이사）

사진촬영: 김진곤（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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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효숙 안녕하세요? 파주문화원 50년사와 관련해서 ＜파주문화원 회고와 전망, 미래 

비전을 위한 좌담회＞에 바쁘신 여러 원로 여러분을 모시고 좌담회를 진행하게 된 향토 

문화연구소 소장 권효숙입니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좌담회는 파주문화원 50년사에 관련한 좌담회이기 때문에 파주문화와 관 

련된 역사적인 이야기들과 표면에 나타나지 않았던 뒷얘기들, 꼭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 

또 앞으로 우리 문화원이 나아갈 역할과 전망에 대해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 

다. 소요시간은 약 두 시간 정도이며 꼭 시간에 구애 받지 않더라도 좋으신 말씀 부탁드 

립니다.

그럼 토론 주제는 저희가 회고를 돌아보는 것과 현시점, 미래 세 분야로 나누어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50년사 편찬은 시간이 반세기잖아요. 너무 긴 시간에 많은 일들이 일 

어났습니다. 예전부터 문화원에 관여 되어 있던 분들을 더 모시고 좌담회를 가져야 하 

는데 현재 3대 김주일 원장님은 올해 90세가 넘어 건강이 좋지 않아 모시지 못했고, 13 

대 지광웅 원장님은 특별한 선약으로, 15대 신춘범 원장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활동하신 여러 원로님이 참석하셔야 파주문화원의 오래된 이야 

기가 많이 나올텐데요. 조금은 아쉽지만 여러 원로님 그리고 원장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주문화원의 창립과 도약의 발자취’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0년 전 문화원은 어떤 과정을 통해 창립이 되었는지 또 어떤 분들과 어떤 일을 하였는 

지 창립과정에 대해 잘 아시는 분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용 파주문화원은 1967년 12월에 창립이 됐어요. 제가 파주에 근무한지는 19기년 

입니다. 그때 문화원장님은 아동면장을 지내셨던 5대 최병덕원장님이셨지요.

그 당시 문화공보부에 등록은 되어 있었으나 문화원에서 하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조 

직이 없었죠. 4대 박광위 원장님이 중앙회에 지원을 받아 군민회관 옆에 문화원 사무실 

을 마련했습니다. 박광위 원장님은 지금 예총회장이신 박재홍 회장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분은 문화원을 맡으면서 군립도서관 자리에 재건학교, 새마을 청소년학교를 만들어 

운영하는 등 돈 안 되는 일은 다 도맡아 하셨어요. 문화원 전통은 이어가야하니까요.

문화원은 1대 김창복, 2대 이재설, 3대 김주일원장까지는 별다른 일이 없다가 비로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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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용 민태승 우관제

대 박광위원장님이 본격적으로 문화원장 활동을 하였어요. 사무장도 없이 혼자 운영하 

며 명맥을 이어왔지요. 그 후 문화원사무실이 있던 군민회관을 시에서 팔게 되어 파주문 

화원은 시민회관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권효숙 군민회관은 어디에 있었죠?

민태승 군민회관은 축협 옆에 있었어요. 군민회관 옆에 있던 문화원 사무실은 군 기금 

을 받아서 그당시 약 300만원에 샀어요.

송달용 지금 문화원에서 팔아 받은 1억과 파주군 기금 외 파주군지라고 문화원 기금이 

있었어요. 그것을 돈 주고 만들었는데 팔지를 못해 내가 88년도 파주군수로 있을 때 리별 

로하나에 2만원씩 받고 팔았더니 4천만원이 되어 문화원 기금으로 만들었지요. 문화원 

은 군민회관 팔 때 300만원 그냥 갖는 대신 시민회관에 문화원자리를 내 준 거예요. 시 

민회관 자리가 좁다보니 공설 운동장으로 갔다가 다시 운정으로 온 것도 그 인연입니다.

시에서 받은 것도 있고 같이 판 그런 이유 때문에 파주시가 법인체가 다르다고 문화원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말을 못해요. 다른 지역은 문화원이 다 별도로 되어 있 

는데 파주는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문화원이 지금까지 걸어 온 과정 

이지요.

박재홍 초창기 문화원이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관리 됐으며, 누가 참여했는지는 파 

주문화 창간호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우리아버지（박광위）는 제가 청소년기에（17, 

18세） 문화원장을 하셨어요. 금촌복지관에서 영화상영도 했지만 금촌극장이 생기면서 

복지관은 더 이상 극장용도로는 쓰이지 않았어요. 그곳을 문화원이 활용을 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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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금촌 복지관이 문화원이 된 것입니다. 그때 사무국장이 14대 문화원장을 역임하 

신 이기현 원장님이셨어요.

송달용 이기현 원장은 그 때 파주군 교육과 근무했다가 （5.16혁명이 나면서 교육청 

이 군에 소속되어 교육과가 있었음） 퇴직하고 사무국장을 하면서 참 많은 일을 했지요.

박재홍 네 맞아요. 실무적인 일들, 즉 파주의 지명유래라든지, 역사라고 남아 있는 것 

들이 그때 만들어 졌어요.

권효숙 이기현 사무국장은 자전거를 타고 파주 전 지역을 다니시면서 자료를 수집하 

셨다고 들었습니다.

박재홍 제가 문화체육과장을 하면서 구비문학이라는 것을 했어요. 파주지명유래, 파 

주문화에 나오는 전설• 민담을 다루게 했지요. 금촌이라 부르게 된 유래, 또 쇠말, 새말, 

쇠곶, 쇠재, 금릉 같은 유래들 말이죠. 이때 이기현 사무국장님이 많은 고생을 하며 수집 

하고 기록했지요.

송달용 경기도지방 지명유래집이 있어요. 그 때만 해도 경기도에 문화원이 별로 없을 

때니까 경기도에서 각 人! • 군에 유래집을 모아서 책을 만들었지요. 파주는 이기현사무국 

장이 쓴 지명유래집이 주인데 특색이 있었어요. ‘검산리가 왜 검산리냐?’ 산을 검사하는 

사람이 있어 검산리인데 유연숙이 말하더라. 즉 이 지역은 누구의 증언이고 이야기인지 

이름을 적어놨어요. 아주 귀한 자료지요. 그 책은 지금도 제가 갖고 있어요. 귀한 자료니 

조만간 문화원에 기증 하겠습니다.

이영복 복지관 옆에 내려오면 교육청이 있었잖아요?

송달용 일제강점기 때 일본사람이 만든 심상소학교로 일본사람만 공부하는 곳이었어 

요. 축협이 있던 자리이고 그 옆에 군민회관복지관도 있어 영화를상영했어요. 집집마다 

TV 가 거의 없던 시대라 대부분의 군민들이 여기 와서 영화를 봤어요.

박재홍 이기현 원장님은 사무국장 때부터 많은 활동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거의 

저희집에 살다시피 하셨거든요

송달용 이기현씨가 13대 문화원장을 할 때도 열의가 대단했지요. 지금에야 말하지만 

이기원 사무국장이 문화원장이 될 때 선거를 해야 하는데 읍 • 면 단위로 문화원에 가입 

한 대의원이 몇 있었어요. 하지만 인원수가 너무 적다보니 이기현 사무국장이 금촌에 있 

는 노인들을 선거날 다 모시고 와 투표를 하게 해서 당선이 됐지요. 나는 이달용씨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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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이용근 이영복

키고 싶었지만 군수로서 너무 관여하는 것 같아 가만히 있었어요.（하하하）

박재홍 그 당시 문화원 총회 회원이라는 것이 유명무실했어요. 명부관리도 못했을 뿐 

만 아니라 이사들이 의사결정하면 그대로 결정을 했어요. 그 때 이기현씨가 사무국장을 

했으니 잘 알지요. 그래서 문화원장을 맡게 되었고 3번 연임하시다가 이후 신춘범 원장 

님이 15대 문화원장이 되셨지요.

송달용 신춘범 원장님은 도에서 주택과장, 부천시 원미구청장을 끝으로 퇴직한 다음 

동문건설 사장을 했어요. 이분은 성균관대 사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문화원 원장으로 

는 아주 적임자였어요. 선출해서 두 번 문화원장을 역임했고 이때부터 파주문화원이 기 

틀이 잡힌 거예요. 물론 후임 원장들도 열심히 해서 지금의 파주문화원이 된 것입니다.

권효숙 문화원 사무실을 여러 번 옮겼습니다만 금촌의 다도횟집자리에도 있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송달용 아닙니다. 사무실 생기기 전에는 문화원장들이 자기 집이나 개인 사무실에서 

운영 하였어요. 1대 이창복 원장도사거리에서 장사를 했고, 2대는 기억 안 나고, 3대 김주 

일원장은 의사니까 진찰실 겸 사무실로 썼지. 4대 박광위 원장 때 문교부에서 돈을 받아 

복지관으로 들어오고 6대 최병덕원장님 때부터 앞서 말한 순서예요.

우관제 이기현씨는 지광웅 원장 때까지 사무국장을 했어요. 중간에 송양미씨가 사무 

국장했지만 다시 이기현씨가 하는 등 많이 바뀌었어요.

이영복 그렇잖아도 어떻게 젊은분（이기현）이 원장을 했나 싶었는데 사무국장직을 많 

이 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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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용 4대 박광위 원장은 중앙대학교를 나왔어요. 그 당시만 해도 대학을 나온 사람 

이 별로 없다보니 제대로 일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박재홍 아버님이（박광위 원장） 농촌계몽조합 하실 적에 농촌지도소 산하 농민학원 

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문산공립농업고등학교（현 문산제일고） 교사로 있다가 농민학원 

에서 전임강사를 하셨어요.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문화원과 연계가 되어 일을 하셨어요.

송달용 농민학교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있어요, 청소년학교 학생들이 돈이 없어 학 

생들이 가을에 월롱산에 올라가 싸리비 천 여개를 만들어 서울 시청에 가서 빗자루를 

주고 책을 얻어왔어요. 그 책이 파주군 도서관의 기초가 된 거예요. 그 근거가 금촌청소 

년문화의집 밑에 가면 ‘싸리비와 책’이라는 글을 써놓은 비가 있어요. 그 문구는 제가 썼 

고 그때 교장은 이달영씨 였지요.

우관제 지광웅씨가 축협조합장으로 있을 때 500만원 내라 해서 냈지. 그때 500만원은 

컸어. 그때부터 문화원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 간 거예요.

민태승 이기현 원장 때부터는 정부에서도 지방문화원 육성계획을 세워 도별, 지역별 

로 문화원연합회가 생겨 서로 교류 하는 등 본격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다 

가 문화사업이 위탁사업으로 바뀐 거예요.

이용근 그럼 4대 박광위 원장 때 군민회관으로 가면서 지금의 주소가 있는 것이네요. 

결국 처음에는 잉태기, 준비기고 그 다음이 안정기라 볼 수 있네요

박재홍 그 과정은 파주문화 창간호부터 쭉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권효숙 창립초창기 때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 당시는 특별한 문화활동을 해줄 단 

체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다양한 사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재 

미있었거나 기억나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박재홍 우리 아버님（박광위）이 원장으로 있을 때 파주학생회가 있었어요. 금촌초등학 

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문학의 밤＞ 행사를 했는데 저도 작품을 냈지요. 복지관에서 발 

표 하는 등 뜻깊었습니다.

권효숙 6〜70년대보다 90년대 들어와서는 문화원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한 것 같아 

요. 가령 오케스트라, 오페라 갈라 콘서트 등 제 생각으로는 예총에서 해야 할 일을 문화 

원에서 주관했는데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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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복현 조복록 권효숙 권혁임

송달용 예총은 1996년에 시로 승격 되면서 생겼기 때문에 그 이전 문화사업은 문화원 

이 다했어요.

박재홍 그때 시장님（송달용）이 초대 민선군수하시고 그 이듬해 시로 승격되면서 민선 

시장을 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문화행사, 기념행사 등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문화예 

술단체라고는 문화원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다 취미단체이다 보니 문화원이 다 했어요.

송달용 제가 88년도에 군수가 됐어요. 때마침 금촌교회의 성가대를 중심으로 한 어머 

니 합창대회가 있었어요. 시군 대항합창대회를 하면 그 어머니합창단이 나갔지요. 변변 

한 지휘자가 없어 화음도 맞지 않았지.（하하） 엄마들이 농사짓고 밥하다가 행사 때 되면 

하니 잘 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군에 행사가 있으면 노래도 불러주고 해서 지원도 해 주 

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재미있을 때였어요.

권효숙 그 당시 어머니 합창단 활동 사진을 보니 문화원에서 단복도 지원했네요?

송달용 표면상으로는 문화원에서 지원했지만 사실 시에서 지원했어요, 사실 행사 때 

마다 축하공연이 빈약했어요. 그래서 적성에 있는 삼광 고등학교에 천만원을 지원해 교 

향악단을 만들어 40명의 학생에게 악기를 지원해 줬으며, 광탄 율곡고등학교에도 취타 

대를 구성하기위해 천만원을 지원해 악기며 전통복장을 샀어요. 지금까지도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어 보람을 느끼죠.

그런데 파주시립합창단을 만들 때는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화음이 어설 

퍼 어머니합창단을 그대로 영입할 수가 없었거든요. 어머니들이 반발이 심해 할 수 없이 

전문가를 초빙해서 테스트한 연후에 시립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어머니들에게는 서운하 

니까 기념품도 주며 일을 잘 해결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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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효숙 사진을 보니까 시민체육대회도 읍면이 다 모여 행사를 한 것 같아요. 이때도 문 

화원이 함께 했나요?

박재홍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체육대회는 시에서 했어요. 시에서 한 행사를 파주문 

화지에 게재한 거예요.

조복록 시민합동체육대회에서 제가 광탄면 응원단장으로 50만원을 포상금으로 탔지 

요. 참 재미있었습니다.

권효숙 산 증인이시네요. 그 당시 50만원은 컸을 텐데요.

송달용 컸지요. 그때 체육대회는 대단했지요. 시에서 지원이 얼마 없어도 각 읍면의 부 

녀회에서 음식도 해오고 행사가 푸짐했어요. 몇 년 동안 큰 체육대회를 해 오는 동안 서 

로 봉사하고 응원하고, 부족하면 주민들이 모으고 기업이 지원하는 등 큰 잡음 없이 진 

행이 잘 됐어요. 그런데 갈수록 이상하게 돈 문제로 잡음이 생겨서 없앴다가 작년부터 

새로 했어요.

권효숙 90년대 자료를 보니 궁도대회가 있었습니다. 활터 자리는 어느 곳에 있었고, 궁 

도대회도 문화원이 주관했는지 아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송달용 궁도가 원래 사정이 파주군에 많았어요. 금호정부터 광탄은 옛날부터 다 사정 

이었어요. 대표적인게 금촌 금호정이예요. 쇠재, 지금 향교마을. 그 전에 향교마을인데 다 

제방에 과녁을 쏘고 그랬어요. 향교에서 제방까지 다 정리를 하는 바람에 광탄, 법원, 문 

산으로 옮겼지요. 문산은 고기권이가 하는 예식장 밑에서 활을 쏘다가 운정으로 옮긴 거 

예요. 그런데 파주에도 대표적인 궁도장이 있어야 할 것 같아 지금 공설운동장 뒤에 만 

든 거예요. 140미터가 되는데 쏘는 방향이 암벽이라 새로 보안해서 전국대회도 했어요. 

그리고 궁도대회는 궁도협회가 따로 있어 그 곳에서 주관했지요.

권효숙 50년간 문화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큰 사고 없이 진행해 왔다는 것은 참으로 감 

사하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필요한사업을 교육청이나 학교, 기타 문화 

단체와 연계해서 많이 합니다만 결과는 어떠했는지요?

송달용 문화원이 유림을 통해 방학동안 아이들을 모아 도덕교육, 예절교육, 충효사상 

교육 등을 시켰어요.

우관제 예전 문화원에 문예진흥회가 있었어요. 한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교육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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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켰지만 곧 유명무실해졌어요. 책자도 2권 나왔지요, 교하면장을 하던 유난임씨와 

탄현의 조병호씨가 한학에 박식했어요. 그 분들이 모여서 한시대회도 열고 한시도 쓰고 

그것을 책으로 엮었지요. 그 분들이 연세가 많아도 문화원 이사로 활동도 많이 했어요.

민태승 교육청과 관련된 것은 교육청에서 청소년향토문화교육 사업공모를 하니까 문 

화원이 응모해 맡아서 해왔지요.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고장 알아보기’, ‘이야기 

할머니’같은 사업이지요.

송달용 민태승 원장님이나 우관제 원장님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 사비를 들여가면서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해 왔기 때문에 문화원이 이만큼 성장 한 거예요. 또 문화원이 여 

기 운정으로 온 것은 여러 과정을 거쳐 온 것인데 사정을 모르는 일부 사람들이 문화원 

이 왜 교하 쪽으로 왔냐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북파주쪽에 문화원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문화원이 둘로 갈라 질 수 없잖아요.

민태승 월롱이나 금촌 근방에 문화원사를 하나 지었으면 해요. 여기 운정은 인구가 제 

일 많아 좋지만 다른 곳에 사는 시민들이 불만을 많이 해요. 거국적으로 파주문화원 원 

사는 독립적으로 있어야 해요.

송달용 사실은 경찰서 마당에 문화원사를 새로 지어 주겠다고 이인제 시장이 약속을 

했는데 선거에 떨어지는 바람에 무효가 된 거예요. 대신 보훈회관 세워졌지요.

민태승 원래 이인제 시장은 보훈회관과 문화원을 같이 짓는다고 했어요. 지하 주차장 

을 넓게 파서 따로따로 지으려고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요.

우관제 국회에 문화원지원법이 있어요. 보훈회관은 30억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문 

화원은 4억밖에 안됐는데 그것마저 국회에서 법이 없어졌어요. 그 바람에 이렇게 된 거 

지요. 지원을 받았으면 파주문화원을 지었을 텐데. 포천, 과천 경우는 받아서 지었고 동 

두천은 후임원장이 탈락시켜 짓지 못했어요.

박재홍 문화원과 문화예술단체가 상주해 있던 공간을 사무실 공간으로 쓰고자 하면 

당연히 사전에 문화예술단체와 협의를 했어야 해요. 문화원 같은 경우 법률적으로도 이 

미 문화원을 판 돈이 시민회관 건립비용 예산으로 쓰여졌단 말이지요. 기본적으로 공연 

하고, 문화예술단체들이 활동하던 장소를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청사로 바꾼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 된 거예요. 그러니 원장님도 반발하고 파장이 커졌잖아요. 제가 그때 문화 

연구소장이었는데 이인제 시장이 무슨 대안을 갖고 나가라는 것이 아니였어요. 반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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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그래 문화원사 지어 주겠다’ 무마하기 위해 순간적인 아이디어를 내 놓은 거지요. 

생각 없이 한 것이니 실현이 되겠어요.

송달용 맞아. 문화원이 시민회관에 있었던 것은 군민회관 팔 때 그 돈을 시가 썼기 때 

문에 대신 시민회관에 들어와라 해서 들어 간 거예요.

권효숙 그럼 시에 당당하게 문화원사를 지어 달라고 요구해도 되는 거네요?

박재홍 그렇지. 사실 소공연장을 문화원이 다 쓰게 했으면 끝난 거예요. 문화원사를 

따로 지을 것도 없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 공간이면 훌륭하거든요. 그런데 시청사가 작 

다고 공무원들 다 들어와 차지하고 있으니.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번 파 

주문화원 50년사에 이 내용이 성찰 내지는 반성의 의미로 다시 말해서 회고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문화원이 그때 절대로 물러서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 

것이 파주 문화원의 자존심이었고 파주 문화예술인의 자존심이었거든요 .

송달용 그래서 지금 여기 운정에 와 있지만 법인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임대 

료를 내라고 하지 않지요.

박재홍 그건 비영리법인이니까 낼 수가 없는 거지요.

송달용 비영리법인도 법인체이지요.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빌려주는 건데. 그런데 

이것은 빌리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이 문화원 거예요.

권혁임 그럼 처음에 돈을 가져가서 쓴 근거 같은 건 어디 있을까요?

송달용 시민회관 큰 강당 위에 소강당 있잖아요. 그거 지을 때 돈을 썼지요. 그래서 그 

곳에 문화원사무실을준 거예요. 그것이 근거지요.

이용근 문화원 자료를 보면 67년도 12월 19일이 창립총회는 금촌 복지관에서 했고 김 

창복 원장이 처음 되시고 그 다음해 1월 25일 공보부장관으로부터 파주문화원 사단법 

인 정식 인가를 냈습니다. 이어 문화원 등기를 했고 김창복 원장님이 그 다음해 8월 10 

일날 사임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8개월밖에 안 하신 겁니다. 2대에 이재설 원장님이 선 

임되셨는데 그 다음해 3월 1일날 돌아가셨어요. 김주일 원장님이 만1년 3개월 만에 3대 

가 되신 거예요. 4월 1일 날 파주군에서 금촌복지관 무상임대 운영을 하다가 파주문화 

원 청사를 신축했어요. 그것이 69년도 12월달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300만원인데 여기 

290만원이네요. 아주 정확하시네요. 이달영씨가 주선해서 1층은 그 해에 완성이 된 거 

예요. 2, 3층은 2년 후인 기년도 12월 31일날 공사완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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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기년까지 문화원사가 있었어요. 그것이 지금 없어진 거네요. 81년도에 파주군민회 

관이 파주군으로 환원이 되면서 그때부터 낭인생활을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91년도에 

금촌 산57-4로 이사를 갑니다.

송달용 그 곳이 소시민회관이에요. 소강당.

이용근 그 다음에 2012년도 1월 달에 스타디움으로 갔고 그 다음 13년도 2월 달에 행 

복센터로 온 거예요. 총 7번 옮겼습니다.（하하하）

송달용 제일 중요한 건 파주시가 복지관을 팔고 문화원을 소시민회관으로 들어가라, 

그게 원래 문화원의 뿌리예요.

민태승 그 때 소시민회관을 다 차지했어야 되는 건데 다 뺏기고 여기 운정으로 온 것 

이 안타까울 뿐이지.

송달용 다 뺏긴 게 아니라 금액으로 따진다면 솔직히 사무실 그것밖에 안돼요. 그 돈 

쓴 것만큼만 줘야 되니까 그 댓가로 소시민회관에 사무실을 준거지. 등기만 안 냈을 뿐 

이지 사실상 소강당의 소유는 문화원이예요. 그 이유로 비영리단체니 ‘나가시오’를 못하 

는 거예요.

박재홍 기본적으로 그때 시민회관 문화원 입점을 내보내지 못하는 것은 재산의 종류 

가 달라요. 청사건물은 회계과 소관 재산으로 공공재산이고, 시민회관은 문화체육과장 

소관 재산이라 재산관리자가 달라요.

민태승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 것이 아닌가요?

박재홍 공공건물이니까 공공이 관리하는 건 맞지만 그 재산의 관리주체는 시민이 문 

화예술 공간으로 쓰도록 조성된 공간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청사공간으로 바꿀 수 없 

는 거예요.

송달용 조금 보충하자면 시민회관 대강당 있잖아요. 대강당, 소강당을 합치면 임야 2 

천 평이고, 금촌도서관까지는 2천 평이예요. 제가 88년도에 군수로 있을 때 그 땅 소유자 

가 그곳에 집을 짓겠다 했어요. 군청 앞에 집을 지을 없어서 땅을 바꾸자 했어요. 지금 밀 

레니엄 아파트 자리지. 그래서 대지가확보되어 회관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에 와서 아쉬 

운 것은 시민회관 올라가는 일방통행길을 다 사서 광장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 때만 해 

도 수해복구 하느라 돈이 없어 사지 못한 일이예요. 지금 광장이 없어 시청의 면모도 없 

어요. 다른 지역에 잘 지은 청사를 보면 안타깝지요.

민태승 시청사 뿐 아니라 문화시설도 그래요. 다른 지역은 문화전당이라 해서 꽤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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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었는데 솔직히 부럽지요.

이용근 제가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두 가지 테마 

가 있었어요. 첫째는 문화원의 창립, 발전, 도약, 3단계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창립부터 

김주일 원장님까지는 준비기고 그다음 4대부터 지광웅 원장까지는 점검기, 이기현 원장 

부터 현재까지는 도약기로 볼 수 있네요.

권효숙 원사 건립 문제와 현판 없는 문화원의 현시점 그리고 파주문화원의 위상과 역 

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민태승 더부살이 하니까 현판도 없지요.（하하하）

권효숙 문화원 현판을 여태까지 마련하지 못한 이유와 파주시내는 파주문화원 이정 

표가 거의 없어요.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과 반대로 잘하고 있는 점을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달용 지금 파주문화원이란 간판이 없나요? 예총도 없구요?

우관제 밖에 현판은 없지요. 5월달에 계속 시에 민원을 넣어 그나마 여기 사거리에 이 

정표를 달아놓은 거예요.

민태승 시민회관 있을 때도 아무 데도 안 붙였어. 몇 번 얘기했지만 도시미관상 안된 

다고 들어가는 입구에다 조그맣게 걸어 놓았지요. 이곳 운정에 이정표 건지도 얼마 안 

됐어요.

권효숙 시민회관 소공연장 건물에 있을 때는 입구에 나무로 된 현판이 걸었는데 여기 

운정행복센터 문화원 사무실은 그것마저 없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우관제 문화원이 공설운동장에 있을 때 수해로 창고가 물에 잠겨 그때 서류며 책이며 

여러 물건들이 못쓰게 되 많이 버렸어요. 정신이 없어 현판은 기억이 없네요.

권효숙 글씨 잘 쓰는 분에게 부탁을 해 새로 만들어 입구에 딱 걸어놓아야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이용근 입구가 마땅치 않지요. 양주문화원 같은 경우는 아주 크게 잘해놨어요.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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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기는（운정행복센터） 건물 외관상 복도 양끝에 붙이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이 건물 

에 문화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박재홍 현판이 왜 필요해요. 현판은 독립건물이 있을 때 거는 것이지요. 여기 들어와 

있는 단체가 어디 한 둘인가요. 노인복지회관부터 청소년 서비스부터 들어와 있는 단체 

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다행이 내부에 이정표는 다 있어요.

민태승 문화원 현판은 시민회관에 있을 때는 입구에 있었어요.

송달용 운정행복센터 입구에 문화원, 예총, 무슨 단체 등 종합간판을 만드는 것이 합 

리성이 있다고 봐요.

이영복 물론 현판도 중요하지만 우선 우리도 다른 시처럼 독립원사를 어떡하든 국회 

나 시.도예산을 따서 크게 지을 생각을 해야지요. 인구가 44만인데 파주시 중앙인 금촌 

이나 월롱에 독립된 원사를 짓고 운정은 운정시민을 위해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하 

는것이지요.

이용근 권효숙 연구소장이 지금 문화원은 현판도 없고 표지판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결국은 현판이나 표지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원사가 없다는 표현이 그렇게 된 거지 

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문화원사를 확 

보를 해서 거기에 큼지막하게 파주문화원이라고 현판을 붙이는 날을 사실은 꿈꾸고 있 

는겁니다,

송달용 아까 얘기한 대로 국비나 도비 받아서 짓기는 어려워요. 시 자체에서 해야지, 

도나 중앙정부에서 시군에 문화원 짓겠다고 절대 지원이 안 되고 될 수도 없어요.

이용근 원사 문제는 이 정도에서 매듭짓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인제 전 시장께 

서 우리 파주문화원을 지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만 기록하 

고 끝내겠습니다.

권효숙 현재 파주문화원에는 파주문화학교 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어르 

신 사물놀이, 청소년을 위한 문화재 지킴이 사업이라든가 유적답사 등 다양한 사업들이 

이뤄지고 있지요.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율곡문화제이며 올해 2회로 방촌문화제가 있습 

니다. 이 시점에서 유림의 입장과 문화활동에 홍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해설사회 회장 

님도 파주문화원의 사업이라든가 현 시점에 대해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또 유림이나 다 

른 활동하시는 분께서도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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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근 이번 주제는 쉽게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문화원에서 주관하거나 관여되는 행 

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율곡문화제나 방 

촌문화제, 연날리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달용 문화원 행사는 엄청 많아요. 율곡문화제는 올해 30회입니다. 여태 문화원이 

주관했던 율곡문화제가 작년 29회 때 시에서 주관했습니다. 다른 업체에 위탁을 주면 

서 말이지요. 무척 안타까운 일입니다. 율곡문화제만큼은 전통적으로 문화원이 주관해 

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도에서 주는 예산이지만 파주시의 문화와 파주시민의 자긍 

심을 위해서도 꼭 문화원이 해야 돼요. 문화원에서 율곡문화제를 주관하고 미비한 점 

이 있다면 보완을 하고 진행상의 문제가 있다면 협의체를 만들어서 토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고 또 주민들 여론을 종합하고 그래서 정말 율곡문화제가 강릉의 오죽헌행사와 같 

이 정통성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중간에 끼어들어서는 절 

대 안됩니다. 한해 안했다고 벌써 문화원 이미지가상하잖아요• 지금이라도 문화가족의 

힘을 얹어 시하고 협의를 하되 담판을 지었으면 합니다. 율곡문화제, 방촌문화제는 당연 

히 문화원이 주체가 되어 시에 조언과협조를 받아 40-50대 젊은사람에게 맡기면 훌륭 

히 해 낼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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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근 사실은 작년에 다른 건 문제가 적은데 율곡문화제가 문화원에서 쭉 주관을 하 

다가 시로 넘어갔어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건 우리 대담하고 관계가 없을지 몰 

라도 작년에 예년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쭉 하려고 했는데 문화원과 시하고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 율곡문화제는 문화원에서 하고 싶은대로 했으면 했어요. 시의 입장은 뭐냐 

면 금액이 얼마 이상이면 반드시 입찰을 하도록 돼 있다 이거예요. 토탈입찰, 저는 입찰 

을 하되 행사별 나누려 했는데 통으로 입찰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문 

화원이 할 일이 뭐 있어요?

권효숙 그 전에도 통으로 입찰을 했나요?

이용근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송달용 시에서 문화원에 위탁하기로 돼 있는 건데 문화사업을 어떻게 그렇게 처리하 

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우관제 아니 1억 5500 있을 때는 자체적으로 했는데 2억이 추가돼서 3억 5500이 되니 

까 문화재단하고 언론들이 붙어 통째로 가져가려하니까 조정을 시켰지. 무대장치는 이 

리 주고, 음향은 저리 주는 등 조정을 했어요

이용근 시에서 통으로 하지 않으면 법에 걸린다 하여 제가 그럴 바에는 시에서 해라 

했어요. 이런 방식으로는 문화원에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율곡문화제 행사운 

영방식을 보면 예전하고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밖에서 보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 

는 거예요.

민태승 그럼 문화원도 입찰에 응할 수 있을 거 아닌가요?

이용근 문화원은 그런 자격이 없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1년에 몇 억 이상의 행사를 몇 

번 이상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요.

송달용 이건 실무적보다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돼요. 실무적으로 음향을 누굴 주고 그 

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무적으로 이미 전통적으로 문화원이다. 이거지요. 문화원에서 

행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음향관계라든가 무대관계는 문화원에서 해야지요. 이것은 입 

찰보다 내부적으로 계약하고 문화원장이 하는 거예요.

이용근 제가 지난 10월 달에 이재홍 시장님하고 독대를 하면서 이 얘기를 분명하게 드 

렸어요, 내년에는 율곡문화제를 문화원에서 하겠습니다. 주세요. 했더니 “원래 문화원 

건데요 뭘” 이렇게 흔쾌히 답을 난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국장하고 박찬규 과장도 다 

이야기 했어요. 작년에는 그러더니 올해 오니까 글쎄 “율곡문화제는 시에서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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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는거예요.

작년과 이야기가 다르잖아 하고 물으니. 방촌문화제는 문화원에서 하세요. 율곡문화 

제는 시에서 할 겁니다. 가른 거예요, 이걸. 그런데 그때 예산이 어떻게 됐냐하면 시에서 

는 이미 2억이 책정됐어요, 율곡문화제에. 방촌문화제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추 

경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해서 시에 들어갔어요. 시는 추경 못 준다. 그냥 도비를 받아서 

하면 하고 말면 말아라 해요. 사실 방촌문화제는 한길룡 의원이 2년 연속 5천만 원을 땄 

는데 만약에 한길룡 의원이 없으면 계속 따겠느냐? 그런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는 시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럼 윤관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된다며 더 이상 확 

장되는 걸 꺼려한다 이렇게 제가 알아들었어요. 결과적으로 방촌문화제는 5천만 원이 

나왔다가 4천 300만원으로 줄어서 일단 됐고, 율곡문화제는 도에서 2억을 한길룡 의원 

이 신청했는데 안 됐어요. 지금 그걸 다시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한길룡 의원이 그 

걸 아주 열심히 해 아마도 될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어요. 시는 만약 안 

나오면 시에서 하겠다 이렇게 입장이 굳혀져 있는 거예요.

송달용 이야길 들어보니까, 율곡문화제가 올해가 30회입니다. 이것은 이미 전통이예 

요. 종무적으로 판단해서 율곡문화제는 전통적으로 내려온 거니까 문화원 줘야겠다고 

시장이 결정하면 끝입니다. 정 안되면 문화원의 이사들이 가서 들고 와야 합니다.

이용근 또 하나는 제가 다른 문화원 행사를 많이 가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가 

요. 그래서 꼭 물어봐요.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 입찰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파주만 그 

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민태승 실 예로 양주의 다산문화제 예산이 최하 5억이예요. 우리는 입찰해야 2〜3억이 

고. 거기서는 문화원에서 아무런 소리 없이 행사를 다 해요. 그러니까 오죽헌문화제 같 

은 다른 큰 문화제를 벤치마킹을 해봤으면 해요. 무조건 안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대항 

할만한 안을 가져야 하잖아요.

박재홍 율곡문화제 행사 29년 동안 해왔잖아요. 그런데 집행주체가 문화원이 아니고 

율곡문화제 집행위원회 입니다. 장단콩축제는 준비위원회고, 또 개성인삼축제 추진위 원 

회가 집행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세우냐 하면, 율곡문화제 1억 5천, 이렇게 

서면 돈이 율곡문화제 집행위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곡문화제 집행위원회가 주 

체가 되어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 프로그램을 누가 실행할 것이냐 실행자도 지정해야 

하고. 그래야 움직일 것 아니예요. 그 다음에 끝나면 돈을 지급하고, 그리고 그 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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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대해서 율곡문화제 집행위원회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데 율곡문화제 집행위 

원회는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위원회가 하는 거예요, 위원회는 시청의 국장도 위원 

으로 들어와 있어요. 율곡문화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면요, 거기에 공무원도 들어가고, 

예총 회장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야 해요. 그런데 여태까지 어떻게 했냐 하면, 문화원 이 

사 중심으로 만들었다고요. 먼저 그것을 고쳐야 해요.

송달용 작년에 우리가 그렇게 구성을 해서 회의를 몇 번 했어요. 그렇게 하던 것을 뒤집 

어 버린거지요. 그거는한마디로 이야기하면 30년 된 율곡문화제를 우습게 여긴 거지요.

박재홍 결국 역사와 전통을 깔아뭉개는 거지요.

송달용 그런 것은 어떻게 힘을 실어줘야 하느냐, 문화원 이사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 

요. 이럴 때 이사들을 써먹는 거예요. 나도 시장을 해봤지만 다 유권자 아닙니까.

박재홍 시장님, 그건 안 되지요. 시에서 돈을 받아야 일을 하니까. 우리가 지금 미래 발 

전 방안에 대해서 논하는 거 아니예요. 구걸하지 않고서도 독단적으로 문화예술 프로 

그램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 능력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하는 걸 

찾아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독립재원이지요 뭐, 독립재원. 문화원이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독립재원을 가져야 해요. 기금을 만들고. 문화예술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 돈도 

걷고, 이렇게 해人1 재원을 하나하나 늘려나가야 5년, 10년 뒤에 문화원이 독립해서 서죠.

송달용 틀림없이 맞는 이야기인데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 의례 위탁해 왔잖아요. 그 

위탁을 파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내 이야기는 자체 기금 물론 좋지요. 그것은 시간 

이 많이 걸리지요. 현재까지 해온 위탁계약 자체를 파기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민태승 문화원이 파주시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시에서 하기 달렸지 

그것을 왜 갑론을박하고 그러냐고요 조율해야지요. 자운서원도 문제가 뭐냐면, 옛날부 

터 내가 원장 되면서 자운서원 원장은 그렇게 맡겨서는 안된다, 그래도 지역에서 존경받 

고 그런 사람이 해야지 아무나 시켜서는 되겠냐고 했지요. 헌관도 엉뚱하게 국회의장을 

초청을 하고, 문화재청장 초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오냐고요. 국회의장이 

여기까지 오냐고요. 나할 때는 계속 도지사, 시장, 이렇게 했어요. 도지사가 못 오면 꼭 이 

야기를 해요. 또 사임당 제례 때는 지사 부인이 왔고. 우리하고 직접 관련되는 게 도입니 

다. 요즘은 도지사나 시장은 안 오는 것 같아요. 뭔가 단단히 잘못됐어요. 최소한 자운서 

원만큼 원장을 유림단체에서 추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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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근 말씀드렸다시피 율곡문화제가 작년에 조금 삐긋 했어요. 그것을 다시 문화원 

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이번 29일날 우리 임원회의를 합니다. 임원회의 할 때 시에 보내 

는 공문을 작성해서, 우리 임원, 고문, 자문위원, 전부 다 사'인해서, 공문을 접수할 겁니 

다. 이렇게 율곡문화제는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건 제 의견인데요. 혹시 어떤지 말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방촌 

문화제가 올해 2회를 맞거든요. 9월 2일로 예정을 해놨어요. 사실 상반기에 문화제가 축 

제나 너무 없어요. 연날리기 하나 있고, 유적답사 하는 것 밖에 상반기에 없거든요. 다른 

지역 보니까 단오제가 굉장히 많아요. 강릉은 작년에 제가 갔었는데 말할 것도 없고, 세 

계문화유산으로 되어있지요.. 올해 의왕을 갔어요. 거기가 15회째고. 그 다음에 안양을 

가니까 34회인가 그렇게 됐어요. 34년 전부터 단오제 했다는 거 아녜요. 제가 생각할 때 

는 우리도 시 차원의 단오제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권효숙 원장님, 우리도 했었어요, 90년도에 술이홀 단오제.

민태승 그건 민간인 단체에서 한 것이지 문화원 주체가 안했지요.

이용근 대보름축제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단오제를 새로 도입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 

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안을 해서 이번에 확대 임원회의할 때 이런 

내용을 발표도 드리고 동의를 구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달용 정월대보름 행人h, 연날리기. 그냥 전문가들이 날리는 거 하지 말고, 초등학교 아 

이들 연날리기 대회도 하세요. 아이들이 자라서 자부심을 갖고, 내가 어렸을 때 연날리 

기 해서 이런저런 기억과 추억도 만들면 좋잖아요. 걸리는 게 없고 바람 잘 들어와 임진 

각이 연날리기 최고예요.

또 하나 율곡 선생 생가 복원 관계와 혜음원사지를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혜음원사지 

는 제가 시장으로 있을 때 처음에 발굴을 했어요. 그때 1억 5천인가 주고 단국대학교 사 

학에서 했어요. 그 후로 추가로 하고. 그리고 메워야 하는데 메울 수가 없으니까 또 돈 억 

들여 추가로 했어요. 문화재청에다가 공식적으로 건의를 해서 땅도 많이 샀어요

민태승 덕진산성도계속발굴사업하고있어요

송달용 문화사적지로서 혜음사지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발굴해보니까 귀빈실이야.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서 머물다 가도록 돼있어요. 벽제관보다 여기가 더 그런 것 같 

아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이여송이가 진치고 했던 곳이지.

권효숙 약 3만평이죠. 지금 거의 발굴 작업은 끝났고요. 이제 일반인에게 공개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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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고 있어요. 거기 가면 스마트폰으로 건축물을 볼 수 있는 것도 다 해놨고. 여러 가 

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공개를 하니까요.

민태승 시장님 때 이기현 씨가 책자도 많이 만들어내고 했지요. 문화원에서도 향토문 

화에 대한 책자와 설화집을 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친다고 만들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 

는 것 같아요. 향토문화연구소에서 시에 건의해 다시 만들어 보급해야 해요. 학생들 교 

육에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권혁임 저도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원장님께서 단오제 말씀을 하셨어요. 

단오제는 강릉에서도 굉장히 크게 하고 전국에서도 많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파주 하면, 헤이리 마을이라는 이름이 생길 정도로 헤이리 농요가 소중한 자산인데. 정 

선에 가면 정선 아리랑 많이 부르고, 진도에 가면 진도 아리랑을 많이 부르는데, 파주시 

민이 헤이리 농요에 대해 잘 모르는 거죠. 전수관까지 있어요. 전수관 아주 번듯하게 잘 

지어놨는데 우리가 가서 체험할 기회가 잘 없어요. 그래서 헤이리 농요를, 봄이라고 하시 

니까, 모내고 그럴 때 같이 하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복원해서 헤이리농요제라 하 

면 어떨까요.

민태승 단오제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권혁임 네. 파주시민이라면 누구나 헤이리 농요 정도는 들어보고 불러볼 정도로. 다른 

데서 사람들이 와서 문화 해설하면서도 농요를 한번 부르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문화해설사 양성과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45명을 모집해서 오늘이 두 번째 날이었 

어요. 담양에 어느 문화해설사가 무척 잘해서 공무원으로 특채가 됐대요. 그런데 그 사 

람이 담양에서 이렇게 한대요. 송강 정철이 있는 데를 가면 송강 정철의 시조를 읊고, 어 

디 가면 창도 하면서. 저희도 만일 금산리나 어디를 간다, 그럼 문화해설사가 헤이리농요 

도 불러보고 그러는 거죠. 그런 것이 시민들에게 많이 파급되어서 누구나 입에서 훙얼흥 

얼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마련해주셨으면 어떨까요.

민태승 문화원에서 ＜농요론＞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노래집 있어요. CD까지 있지. 

악보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농요론을 만들었는데 아마 본 일 없을 거 

예요.

권혁임 네, 다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만들어져 있지만 우리 일상생활화 되지 않았다 이 

거죠. 출판도시를 제가 가보니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는데요. 헤이리는 카페 이런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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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변모가 됐어요. 근데 과거만해도 제 남쪽에 있는 친구들이 나 헤이리 가보고 싶어 

이랬헜거든요. 헤이리 하면 파주가 생각나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좀 부각을 시켰 

으면 합니다. 좀 욕심을 내서 세계적으로요..

권효숙 여기 문화원이 다른 문화단체하고 현격하게 차별화되는 정체성이 바로 전통 

문화 발굴과 널리 알리는 거잖아요. 예총은 현대미술, 전人L 공연, 이런 것들 많이 하지만, 

문화원에서는 전통문화사업에 치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효숙 제가 향토문화연구소장의 입장으로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향토문화연구소의 

역할이 미비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황토문화연구소 97년도에 보면, 고문서 수집 전 

시 사업 뿐만 아니라 오래된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료 수집과 연구조사, 발간, 발표 이런 

모든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과정에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향토문화연 

구소라고 생각합니다.

신춘범 원장님 계실 때는 그런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8년간 계시면서. 중요 

한 책자도 많이 발간이 되고, 국제학술대회도 향토문화연구소 주관으로 해서, 미국 하 

버드대, 프랑스 파리, 중국 북경에서 학자들이 와서 회의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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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묶어져서 나오고. 그때는 상당히 격조 있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뒤로 흐지부 

지 되면서 그런 것을 할 의향조차도 없어지고, 의미 있는 책자 발간도 거의 사라지고 있 

습니다.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파주문화원의 정체성은 전통문화와 관련이니까 향 

토문화연구소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함께 사업을 해나가는데 역할을 많이 확장시켜주 

시길 건의 드립니다.

송달용 이렇게 하면 좋을 거 같아요. 향토문화연구소는 문화원 소관이니 기본적인 기 

능의 역할이 있습니다. 연구를 한다든지 연구를 하면 어느 분야를 분과로 만들어야 하 

고, 또 이 일을 하려면 사람이 얼마나 필요하고, 파주에서 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고, 

이런 기획서가 있어야겠지요.

예산이 필요하니 그 계획서를 가지고, 만약 없으면 만들어서. 문화원장님과 시장이 협 

의를 해서 담판을 져야 해요. 그런데 밑에 있는 실무자들이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삶의 

질을 높이는 건 문화입니다. 파주시민들이 파주에 긍지를 가지려면 우리 파주에 자랑할 

만한 것을 앞으로 계발해야 합니다.

권효숙 파주문화관광해설사회 회장님께서는 오늘 한마디도 안하고 계셨는데, 한 말 

씀 부탁드립니다.

조복록 공감하는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저는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조직 구성을 전문가 그룹으로 변화하면 좋겠다는 권효숙 향토문화연구소 소장 

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문화원 학교도 다른 여러 단체와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서 문화원만의 고유한 수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전통예절학교에 전통문화예 

술전문가를 교장으로 두어 전통예술, 전통의복, 예법, 선비, 예절 교육 같은 교육을 했으 

면 합니다. 우리 주부들도 전통옷을 입는 예법을 잘 모릅니다. 음식. 시조창도 마찬가지이 

지요. 이러한 것들을 구별해서 전통교육을 수업한다면 문화원만의 차별성이 있다고 봅 

니다. 시민 중에서도 전문가가 많아요. 인원 구성시 문호를 넓혀서 그런 분들을 발굴하 

는 역할을 문화원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거 심재웅 원님 때는 청소년 효에 대한 웅변 

대회 있었어요.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문화원은 최고의 어른이 모인 곳이니 5월에 

효자 학생, 효부 등을 발굴해 표창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송달용 가정의 달 5월에 효 웅변대회. 화목한 가정상, 삼대 어울려 사는 가정과 다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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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등에 표창하면 아주 좋지요. 근데 돈이 들어가잖아요. 하하하!!

권효숙 2002년에 성년회를 한 기록이 있어요. 지금은 없는데 성년회는 지금부터라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각박한 사회에 성년이 된 아이들을 모아 예절도 가르치고, 

인생 조언도 해주는 등 문화원이 통과의례를 해주면 의미 있을 듯 합니다. 성년들도 마 

음가짐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조복록 아까 학교장을 모시자고 했는데, 선비학교 교장을 유림에서 모시면 좋지만, 기 

업체 대표를 선비학교 교장으로 모셔서 그 기업에서 후원을 받으면 어떨까. 문화원은 예 

산을 확보해 좋고 기업은 좋은 이미지를 보여 줄 수 있어 서로 좋은거죠.

이용근 좋은 말씀 입니다. 우리 문화원 안에는 청소년문화원 하에 문화의 집이 금촌, 

문산에 있다. 연말에 교하운정도 우리에게 올 겁니다. 5월은 거기에서 다 합니다. 아까말 

씀하신 상당 부분을 이미 다하고 있어요. 어른들의 행사는 없지요. 학생 개인에 대한 것 

은 있지만, 문화원이 가정, 효, 어른, 가족,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춰서 단오 때 다 하면 좋지 

않을까. 단오제를 통해 남녀노소 다 모인 곳에서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생각합니다.

최복현 문화학교 중복된 프로그램 부분 개선, 보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자꾸 헤 

이리 농요라 하는데 정확히 금산민요입니다. 경기문화재 33호 이지요. 그곳 장소를 위탁 

해서 교육생을 모집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꼭 여기에서만 교육을 해야 한다, 이 

럴 필요는 없는 거지요. 요새 파주는 아이들에게 선비체험, 전통놀이체험 같은 걸 많 

이 해요. 근데 민간단체 위주지요. 문화원에서 전통문화체험 지도자 양성을 전문적으로 

하면 좋겠고. 문화원만의 차별화된 특색있는 사업이 없는 것 같아 이점이 아쉽습니다.

이용근 금산민요 그 장소는 공연장도 있고 그런데 너무 외져서 거의 문이 닫혀있어요. 

여기서 직접 운영하면 수강생이 얼마나 올까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한시 

등을 하시는 전문가가 한정적이라 전국 단위의 행사를 하면 그 사람들만 계속 돌아가며 

출연하는 실정 이예요. 한시 하는 분들이 문화원장을 찾아와서 지원해달라는데 적은 인 

원으로 예산 받기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다. 사실 세미나, 강연 등도 시에 예산 

을 냈는데 다 거절당했어요. 제안 받는 부분이 많지만 차츰 늘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 

런 문제는 결국 문화원사의 유무와도 관련됩니다. 시에서 문화원사 검토 중으로 알고 있 

으니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송달용 앞으로는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알찬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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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근 고양 단오제에서는 서커스를 해요. 대형 크레인으로 매달아 하는데 보기도 무 

척 좋았어요. 예산이 600만 원인데 500석이 꽉 찼어요. 이번 파주도 단오제를 하게 되 

면 금산민요, 전통혼례, 성년회 등 다 여기에 집중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알찰 것 같습니 

다. 단오제 행사 장소는 금릉역 앞에 공릉천고수부지에서 하면 좋을 듯 하구요. 이번 임 

원회의 때 정리해서 보고 드리고, 필요한 것 공문 써서 서명 받아 시에 제출하겠습니다.

권효숙 긴 시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파주문화원의 창립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과 발 

전방향과 미래전망에 대한 좋은 말씀이 많이 논의되었습니다. 좌담회는 이것으로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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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이 나가야 할 방향 01 - 박재홍 예총회장

문화 예술이 살아 숨 쉬는

행복한도시, 파주

글김선희

파주예총은 파주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미술협회, 문인협회, 연예예술인협 

회, 음악협회, 국악협회, 무용협회, 연극협회, 영화인협회, 사진작가협회 총 9개 분야 가 

모여 있다. 파주예총은 1962년 창립한 한국예총（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의 지회로 한국예총에는 건축 등 총 10개 단체가 있고 전국 광역시와 도, 그리고 시군에 

137개 연합회가 있으며 미국에 두 곳, 일본에 한 곳 지회를 포함하고 있다. 한국 예술문화 

의 창달과 국제교류 및 예술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예술인의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1996년 원희석 초대지부장으로부터 2017년 8대 박재홍（62세, 대학교수） 회장의 재임 

까지 파주 문화 발전의 중심에 파주예총이 있다. 예술, 문화를 통하여 삶의 질이 높아지 

고 문화적 가치를 실현하여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박 회장은 스물한 살에 공무원에 임용되어 파주시청 기획국장, 환경국장, 행정 국장을 

지냈으며, 35년 간 파주시의 기획 예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다 명예퇴직을 했다. 현재 

는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파주문화원 50주년을 기념하여 파주예총 박재홍 회장을 만나 파주문화의 발전 방향 

에 대해 들어보았다.

행복한 도시는 문화 예술이 살아 숨 쉬는 도시여야

박 회장은 “문화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괄하기 때문에 어느 도시, 어느 나라나 문화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라고 한다. 그래서 “문화가 밥이 되는 도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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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합니다. 길도 문화예술 때문에 뚫려야 하고, 외부 사람들이 파주를 찾는 것도 문 

화예술을 즐기러 오는 것입니다. 공장이 많아지고 도시가 새로 생긴다고 해서 행복한 것 

이 아니라, 문화예술이 바탕이 되고 살아 숨 쉬는 도시여야 진정 행복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명품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라고 한다.

Q. 파주문화 발전에 깊이 관여하게 된 배경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선친께서는 재건학교장과 파주문화원 4대 원장（고 박광위）을 지내셨습니다. 7대, 8대 

원장을 지낸 신춘범 문화원장님은 외삼촌입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과 나아갈 방향 

등을 늘 보고 들으면서 성장했습니다. 저도 파주시에서 3년 6개월 동안 문화체육과장 업 

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파주 문화 예술 쪽에 애착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 겁 없이 추진 한 일 중 하나가 ‘율곡 취타대’입니다. 국군의 날 육군취타대를 보 

고 아이디어를 얻어 율곡고에 제안을 했는데 지금은 아주 훌륭하게 성장해 행사를 빛내 

고 있습니다. 율곡문화제뿐만 아니라 파주개성인삼축제, 운현궁 고종과 명성왕후의 가 

례연 재연 행사,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동구릉 문화제, 수원화성문화제 정조대왕 능 

행차 행사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건 이렇게 누군가의 작은 관심에서 시작해 

준비하는 사람들과 향유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시나브로 확대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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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파주예총 회장이 되어 추진한 일, 그리고 추진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2013년에 임기를시작했는데, 연임해서 2020년까지입니다. 예술계의 저변 확대가예총 

회장으로서 우선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예술단체들이 자기 분야를 가르치는 예술특성화교육을 확대 

해서 연극부가 있는 학교가 하나뿐이었는데 세 학교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 

흥 조례 안에 예총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14조에 보면 ‘예술 단체를 지원해야 한다.’ 

라고 넣고 ‘예술단체라 함은 파주예총 등 사단법인 격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고 개정했 

습니다.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파주예술제와 임진강 페스티벌이 더욱 확대하고 많은 시 

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앞으로 더 발전할 것입니다. 또 예술문화 심포지움을 만 

들어서 행사를 두 번 진행 했습니다. 파주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올 해는 ‘관객을 많이 오 

게 하는 마케팅 기법’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앞으로 예술인들의 긍지를 높이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하고 활동 여건 확대를 위해 고민 

하고 있습니다. 예총의 한계는 예총 회장의 입후보 자격이 일단 예술인이어야 하고 예술 

단체의 이사 이상의 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문화원은 개정 된 후에 문화원 회원이 아니 

어도 가능해서 대외 협력에 좀 더 큰 이점이 있어 보입니다. 예총도 외부인사 영입이 필요 

하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공연장이나 전시장 확보 또 그림이나 서예작품 판매 등 다양 

한 분야의 인사들과 협력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청소년 대상 예술 학교, 예술아카데미를 운영하기 위해 계획은 다 세웠는데 공간 

이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아 파주시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특정한사람만 즐기는 것 

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완성을 위해 누리는 것이 문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술아 

카데미는 재능 있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간 확보에 협력해주 

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저는 ‘문화예술이 밥이 되는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대장금 이후, 난타, 

아이돌그룹 등한류열풍이 불게 된 건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덕분이기 보다, 민간 예술 분 

야의 창조 열풍 덕분이라고 봅니다. 그런 바람이 우리 안에도 불었으면 합니다.

S. 파주예총을 이끌면서 어려웠거나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파주는 어느 지역보다도 문화유산이 많은 곳이고, 예로부터 문향으로 불리던 고장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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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최근 급격한 도시화로 지역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지만 반면에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다양한 문화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파주의 문화는 파주만의 고유한 전통을 기반으로 독창성과 다양성을 추구해야 합니 

다. 독창성과 다양성이야말로 ‘파주문화’의 원동력이고 지역 정체성을 지키는 에너지라 

고 생각합니다. 이 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바로 파주예술인들입니다.

예총은 단순히 장르가 다른 예술 단체의 친목 모임이 아니라 예술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수준 높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후원하며 재능을 지닌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예술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가장 좌절했던 일은 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으 

로 벌어진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입니다. 청사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문화원과 예총 

이 이사를 두 번씩이나 했었던 일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문화에 대한 인식이 얼마 

나 형편없는 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문화가 살아야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는데 말이죠.

파주문화원의 시작은 파주 근대문화의 태동

문화원의 역할은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뿐만 아니라 새로운 현대예술문화를 창조•계 

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율곡문화제’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파주가 낳은 

우리나라의 위대한 철학자 율곡선생을 기리는 종합문화예술축제로, 문화원이 성장하 

면서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고장 인물, 전통, 긍지는 시민들 스스로 만들 

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나 스스로가 축제를 발전시 

키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올 해로 30회를 맞이하는데 이제는 43만 

파주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기대하는 축제로 발전할 것입니다.

또 우리 지역의 훌륭한 선현들과 관련해 율곡문화제처럼 앞으로 축제가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한 방촌문화제도 해가 거듭할수록 더 발전할 것이고, 묵재 윤관 

장군, 우계 성혼 선생, 구봉 송익필 선생 등 새로운 문화 행사를 통해 파주 문화가 발전하 

고 확대될 수 있도록 문화원이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실체이며, ‘활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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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화원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 시켜야 하며, 예총은 현대 예술 

문화 창작을 중심으로 전문 예술인들이 전시 및 공연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 

니다.

운정신도시처럼 급격하게 도시화한 지역에 새로 유입된 지역민들이 내 고장 파주라고 

생각하고 사랑하게 하려면, 잘 알게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 일들과 전통 문화와 현 

대 문화를 조화롭게 융합, 발전시키는데 문화원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Q. 파주를 대표하는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두 권의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권은 사진작가와 연합해서「파주산책 - 포토 에 

세이집」을 내는 것입니다. 문화예술 관련하여 힐링 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하면서 이야기 

가 있는 문화재도 넣을 계획입니다.

또 한권은 나의 삶을 자전적 소설로 써서, 나를 통해 아버지께서 못다 펴고 가신 뜻 

과 알아주는 사람 없어 안타깝기만 했던 고생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글로 남기고 싶습니 

다. 부모님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어렵게 공부했었고 지역사회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 

을 타인의 시선으로 풀어내는 거죠.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출한 능력을 가진 사 

람이 아니고 서민 속에 생활 속에 함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실패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행정을 하고 억지로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지 파악하지 못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내 

가 애정을 갖고 봉사해야 한다는 마인드가 있어야 사명감을 갖고 지역을 위해 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군 묘지와 연결해서 글로스터 대대 일대기 영화 시나리오도 쓰고 싶습니다. 지금 

많이 꾸며놓았지만, 예전에 있던 그대로 돌로 만든 기념비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문화라는 것을 자꾸 손을 대서 멋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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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이 나가야 할 방향 02 - 문산중학교장 우제정

‘전통문화 계승에

문화적 감수성을 기르는 발판의 역할을...’

글_김 계성

Q. 교장선생님께서는 파주가 고향이시며 교직에 발을 들여놓으신 지 꽤 오래되신 걸로 알 

고 있습니다. 간단한 약력 소개와 현재 거주하시는 곳은 어디신지요?

저는 초• 중 •고를 모두 파주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살던 고향은 아동동（앞골）이고요, 

학교는 금촌초（37회）, 문산중（22회）, 문산제일고（29회）를 졸업했습니다. 교직생활도 몇 

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파주와 고양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지금은 모교인 문산중학교에 

서 재직하고 있습니다. 법원여중, 문산북중, 문산제일고 등에서 교사로 근무하였고, 금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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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에서 교감으로 있다가 전문직 원으로 전직하여 동두천 •양주교육청과 파주교육청 

에서 장학사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교장으로 승진하여서는 신설교인 운정고등학교로 

발령받아 공모교장까지 5년을 근무했습니다.

재직 중, 자율형공립고로 지정되어 학력향상과 인성교육에 힘쓴 결과 운정고가 2016 

년 4년제 대학 진학률 경기도 1위, 2017년 대입 실적 전국 116개 자공고 중 1위로 발돋움 

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파주교육이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많 

은 분들이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현재는 고양시 일산동 후곡마을에 거주하고 있으나 

운정신도시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Q. 교직은 어떤 계기로 시작하셨으며 진로에 영향을 끼친 분이 있었는지요?

제 고교시절 생활기록부를 보면 장래희망에 1, 2 ,3학년 모두 교사로 적혀 있습니다. 아 

버님께서는 당시 파주군청의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으로 나서기를 원하셨는 

데 저는 교직에 뜻을 두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교직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학생 때 주로 학급 및 학년 임원으로 활동했고 대학 때는 파주학생회 23대 회장 

을 역임하기도 하였습니다. 능력은 없으면서도 남 앞에 서기를 좋아해 웅변 등 대중 연설 

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대학은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아마도 중학교 1학년 때 

국어선생님께서 전교에서 책을 가장 많이 읽는다는 칭찬을 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국문과에서 다른 친구들은 시인이나 교수가 된다고 교직과목을 쳐다도 안 보는 

데 저는 충실하게 교직과목을 이수하여 교사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며 어엿하 

고 당당한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보람을 느꼈고, 여러 가지 이유에 

서 교직에 적성이 있어서인지 행복하게 평생직장으로 삼아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교직 이수를 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지금도 저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진로에 영 

향을 끼친 분이 있었나 물어 보셨는데, 초•중고교 때의 여러 선생님들께 영향을 받아 교 

사가 된 것입니다.

Q. 교장선생님께서는 전 근무지 인 자율형공립고인 운정고등학교에서 명문교로서의 탄탄 

한 기반을 닦아 놓으셨는데, 교직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파주, 고양지역에서 30년 넘게 교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파주가 안고 있는 교육 

의 문제점은 예전부터 우수학생, 또는 부유한 집안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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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인근 고양시로 진학을 하거나 전학을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인은 파주시 학교들 

에 대한 불만족 때문인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따라서 고양시나 타 지역에서 파주로 거꾸 

로 진학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운정고등학교가 명문고로 

발돋움함으로써 이제는 고양시에서 우수학생이 대거 파주로 진학할 정도의 상황이 되 

었습니다. 파주교육의 큰 물줄기가 바뀌고 있고, 파주교육의 역사가 새로 쓰여지고 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운정고등학교는 중학교 학생•학부모님들이 선망하는 자부심 

을 갖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운정고등학교는 한수 이북의 교육을 선도하면서 파 

주시 고교 전체가 함께 동반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교육에 관심이 많으므로 운정신도시뿐만 아니라 파주시 전 

체 발전을 위한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이 교직의 매력이 아닌가 생 

각됩니다.

Q. 반평생 2세 교육에 전념하시면서 평소의 교육철학은 무엇이며 어떤 비전을 세우고 계 

신지요?

저의 교육적 철학과 신념은 학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친다’입니다. 어떤 경우의 제자든 

내 자식처럼, 내 조카처럼, 내 형제처럼 품에 안고 가르칠 때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진다 

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베푸신 것도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자란 농작물의 수확이 풍성해지며, ‘사랑해!’ 라는 말을 들은 물의 

입자가 아름다워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과 애정을 기울 

여 지도한다면 모두가 올바른 인성을 지닌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예의가 전부다’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절입니다. ‘禮’에서 시작하여 ‘禮’로 끝나는 것이 인생사요 인간관계입니다. 21세기를살 

아갈 학생들은 지금까지보다 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 

다. 형제이이, 행즉안행（兄弟IM合, 行則確行）이라 하였습니다. 형제들과도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어울려 살아가야 하고, 이웃과도 존중과 배려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 

다. 기러기가 서로 도우며 5,000km를 날아 갈 수 있듯이 우리도 서로 도와가며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지기추상 대인춘풍（持己秋霜 待人春風）이라는 말처럼‘나 자신에 

게는 가을 서릿발처럼 엄격하게, 친구에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대한다’면 좋은 친구 

를 많이 얻게 되어 인간관계가 좋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교육철학이자 비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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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는 교육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살아 

온 환경도 다르고, 지금 사는 모습도 각양각색이며 생김새도 다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그 다름”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 존중과 배려이며, 행복하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힘이라고 가르칩니다.

Q. 엘리트 교육과 문화는 수레가 굴러가는 두 바퀴로 생각합니다. 파주문화원이 시행하 

는 ‘문화학교’, 가족과 함께 테마로 떠나는 파주여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학교 안에서 

활용방안이 있을까요?

파주 문화원에서 개설하고 있는 ‘문화학교’의 다양한 강좌는 문화를 생활 속에서 즐기 

고 실천해 볼 수 있는 강좌로 구성되어 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강좌시간이 학교 교육과정 진행 시간과 중복되어 학교 안에서 실행하기 

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본교의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예술프로그램, 동아리활동,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에 ‘문화학교’의 강사님들이 직접 지도를 해 주신다면 질 높은 

예술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문화 감수성 함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가족과 함께 테마로 떠나는 파주여행’은 파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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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좋은 프로그램인 것으로 여겨지며, 이를 학부모회 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한다면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으로 온 마을이 아이들을 기르고 협력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Q. 파주문화원 프로그램과 학생들의 방과 후 연계에 대해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신지요?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에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학 

교만의 힘이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마음 따뜻하고 생각이 바르며 자기 몫 

을 다할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바람직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파주문화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요구에 부합하고, 방과후 시간에 문화원 

강사들이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이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상생 

할 수 있는 길이며, 경기도교육청의 마을공동체 사업과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Q. 교육자 입장에서 보시는 50년 파주문화원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파주의 역사와 문화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향토사연구, 유적지 답사, 문화행사 

개최 등 파주문화원은 파주지역의 전통문화 계승 및 문화예술발전에 기여를 통해 파주 

향토인재가 문화적 감수성을 기르는 발판을 마련하는 역할을 앞장서서 해 나가고 있다 

고생각합니다.

75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문산중학교는 파주문화원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여 파주지역의 문화융성에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본교 역사관에는 옛교 

과서, 각종 교육기자재 등 60〜70년대 교육활동에 사용되었던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으 

며, 이를 문화원과 공유하여 지역사회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파주문화원 

이 파주교육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Q. 교육계의 교육백년대계와 문화융성의 실천이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10년 후에는 생존과 안전, 물질적 풍요에 초점이 맞추 

어졌던 생활양식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고려하는 생활 방식 즉,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강조하는 생활 방식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조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를 바탕으로 다양 

한 삶의 가치와 문화예술을 편견 없이 이해하고 수용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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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 

에서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예술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 

사회의 문화적 특수성을 이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문화단체와 연계한 학교 문화 

예술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Q. 끝으로 후배 교육자와 학생들에게 한마디 말씀을 남기신다면... ?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학교 교육 

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리더들을 육성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학생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적의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더욱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여 지도역량을 키워 놓아야 하겠습니 

다. 요즘 진줄하는 교사들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임용고시에 합격한 수준 높은 교사들 

입니다. 학교 현실에 잘 적응한다면 실력이 부족하여 잘못 가르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공교육은 돈이 없는 학생들에게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나 못하는 학생 모두에게 교 

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합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학교 

라는 사실은 우리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주춧돌입니다. 우리 교원들은 이러 

한 공교육 기관의 주인으로서 우리 학생들 모두에게 각자의 능력과 재능에 맞게 소질 

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학생들이 누리는 혜택에는 평등함을 부여하여, 모 

두가 평등하면서도 차이를 인정하는 학교 문화를 창달하도록 노력해 가야 한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학생들에게는 음수사원, 굴정지인（陰水思源, ｝屈井之人）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말은 

물을 마실 때에는 그 물의 근원을 생각하라는 말로써,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 

를 둘러싼 모든 주변 환경（가족, 사회, 국가, 자연, 문화 등）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 

다는 말입니다.

지역 전통문화 계승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파주문화원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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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이 나가야 할 방향 03 - 한길박물관 박관순관장

“문화원과 연계해 책을 만들어보고, 

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고 싶어요.”

글_전 미 경

헤이리 예술마을 3번 게이트를 지나 한길박물관에 들어섰다. 박물관 입구에서 학예 

사님이 환하게 맞아주시며 잠시기다리라 하시며 차 한 잔을 주셨다. 관장님을 기다리는 

동안 박물관을 들러 보았다. 2017년에는 ‘책 박물관에서 떠난 19세기 삽화여행’이라는 

주제로 박물관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운영중이었다. 스마트 앱을 통해 전시와 설명 

도 하고, 전시내용을 퀴즈로 푸는 것이다. 박물관 견학을 하는 학생들이 이 체험을 바탕 

으로 책에 흥미를 더 가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관장님께서 오시고 인사를 나누었다. 박 

관순관장님은 68세지만 풋풋한 감성이 아직도 살아있었고, 책에 대한 열정도 대단해 보 

이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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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길책박물관을 세우게 된 동기가 궁금해요.

1976년에 한길사를 창립해 지난 35년 동안 동서고금의 아우

르는 인문•예술서를 만들어왔습니다. 한길책박물관은 우리 시대 인문학 출판을 선도해 

온 한길사가 책의 문화, 책의 미학을 새롭게 인식하는 또 다른 차원의 출판문화의 장이 

되고자 2010년부터 시작해 2012년에 마련한 공간입니다.

Q. 한길책박물관에서는 현재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지요.

한길책박물관은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선구적인 책의 장인들이 만든 아름다 

움을 공유하려 합니다. 16〜19세기 유럽의 아름다운 고서들, 18〜19세기 출판인쇄술의 역 

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판화와 시대정신이 가득한 신문•잡지 등 국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유럽의 역사적인 출판물들을 이 시대 독자들과나누고 싶습니다. 전시와강연 기획 

을 통해 지적, 예술적 공동체의 새로운 차원을 공유하고, 동양과 서양, 한국과 세계의 다 

양한 인문•예술 담론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한국박물관 협 

회의 사업에 참여해人1 “길 위의 인문학”을 열고 있는 중입니다.

Q. 헤이리예술마을의 초대회장님이신 김언호 회장님을 보필하면서 헤이리 예술마을이 만 

들어진 역사를 알고 싶어요.

출판도시가 책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출판도시가 책을 출판, 생산을 하는 곳이라면 

헤이리는 책을 펴낸 것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처음에 헤이리가 조성될 때에는 출판인들 

위주로 회원들을 모집했어요. 왜냐하면 책들이 만들어져 서점에 나가도 독자들이 외면 

하면 수명이 짧아지잖아요. 책이 탄생하려면 몇 년에 걸쳐 만들고, 작가와 출판사가 심 

혈을 들여 만들었는데 반품이 들어오면 쓸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책들의 수명 

을 길게 하기 위해 전시라도 해놓으면 독자들이 와서 보겠구나! 하는 시장개념으로 시 

작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책마을 개념으로 6만 5000평으로 시작했는데 너무 좁았어요. 또한 공간이 

작으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해 회원들을 문화예술로 확장시키고 공간도 15만평으로 

2.5배 정도 커지게 된 거예요. 문화예술마을로 개념이 확장이 된 거죠. 현재는 가수 윤도 

현, 소설가 박범신, 방송인 황인용, 영화감독 박찬욱, 강제규, 강우석 등을 포함해 370명 

의 회원이 있어요. 우리가 1997년도에 아이엠에프 왔을 때도 우리 회원들은 한명도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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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어요. 회원들이 분양가를 내려 주지 않으면 못한다고 했는데, 분양가를 내려주 

셔서 한 분도 빠지신 분이 없었어요.

Q. 헤이리예술마을의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요?

헤이리라고 하는 마을이름도 공모를 했어요. 파주지역에서 농사지을 때 부르던 금산리 

전통농요에서 따온 거예요. 헤이리의 뜻은 좋다, 좋다! 라는 뜻이래요. 농민들이 일하면 

서 추임새를 넣었던 말인데 영어 같아서 사람들이 무슨 뜻이냐고 많이들 물어보기도 했 

어요. 순수하게 우리 동네에서 나온 이름인 헤이리는 이제 보통명사가 되었어요.

Q. 헤이리는 생태친화적인 마을인지요?

맞아요. 도로도 아스팔트로 안하고, 흙 길과 시멘트 블록 길로 만들었어요. 비가 오면 

물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그 속의 생물들이 살아가게 하려고요. 그러다보니 도로가 약 

해져 차가 지나갈 때 불편함도 있어요. 헤이리는 옛날 시골 마을 들어갈 때 마을 찾아가 

듯이 들어가는 곳이지요. 그래서 가로등도 어둡게 했어요. 밤하늘에 별도 보고, 밤에만 

활동하는 곤충들도, 살아가라고요. 요즘은 도로가 너무 환해서 별도, 반딧불이도 보기 

어렵잖아요.

Q. 박물관에 특별한 보물이 있는지요?

출판사를 40년 동안 하다 보니 해외 출장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고서점에 들렸지요. 

서양의 엔티북이 아름답게 되어있는 것을 보고, 한권 두권 모은 것이 시초였어요. 나중 

에는 본격적으로 테마를 가지고 수집을 했어요. 서양 책들은 기본적으로 아름다운 삽 

화가 들어간 것이 눈에 띄었어요. 이 책들을 하나 둘 모으게 된 것입니다. 아름답고 교육 

적이며 문화적인 것을 공유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리스 전집을 

20년 전부터 한권, 두권 모으기 시작했어요. 결국 나중에 풀세트를 구입했지요. 1790년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모든 상품들이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하잖아요. 대량으로 값 

싼 물건이 만들어져 나오는 것을 자연주의자였던 윌리암 모리스는 달가워하지 않았대 

요. 그는 어릴 때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숲으로 가 새소리를 들으며 자랐대요. 어릴때부 

터 자연 속에서 살아 이 사람의 모티브는 거의 다 자연 속에서 나왔어요. 그당시에 책을 

예약을 받아서 150부 찍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알려진 것으로는 50여개의 풀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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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는 유일하게 한길책박물관에 있습니다. 이것이 보물입니다.

Q. 자랑스럽고, 감동적이었던 일도 말씀해 주세요.

2007년도에 세계에 유명한 팬클럽 회원들이 헤이리 북하우스에 와서 세미나를 하고 

임진각을 가는 중에 한길책박물관을 들렸어요. 그때 일본의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오에 

겐 자브로가 이 책을 보신 거예요. 그때는 책 박물관을 오픈하기전 이었어요. 그 분께서 

윌리엄 모리스 전집을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시골에 이렇게 귀한 책이 있네! 나는 밥 먹는 것보다 책을 구경하는 것이 더 좋아 

요.”면서 굉장히 즐거워 하셨어요. 그분의 방문이 제일 감동이었습니다.

Q. 파주 문화원과 첫 만남은 어떠셨나요?

파주 문화원을 지역주민들에게 좀 더 오픈시키면 좋겠어요. 파주로 이사 온 후 파주의 

문화와 역사가 궁금하고 알고 싶었어요. 파주 문화원 회원을 3년인가 했는데 연초에 회 

의할 때만 문자로 연락이 왔어요. 그때마다 회비 3만원만 냈어요. 교육 안내 프로그램이 

나 답사등 아무런 정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선진지 답사 갈 때도 문화원 회원들만 가는 

것 같더라구요. 저는 많은 파주 시민들에게 오픈해서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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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찾아가지 못한점도 있지만... 홍보가 잘 안 되는 것은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이으에도 올려 문화원의 폭을 넓혀 주었으면 합니다.

Q. 파주 문화원과 연계해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 의향은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는 서울에 중심된 문화들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 

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파주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헤이리예술마을 회원들이 노력해 프 

로젝트를 만든다면 파주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문화라는 것은 

정말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문화를 즐기는 것들이 몸에 배야 합니다. 어려서 

부터 문화체험을 하는 것이 아이들을 알게 모르게 성장시킵니다.

책 박물관의 아름다운 삽화가 그려진 책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표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아름다운 것들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독서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화원과 연계해 책을 만들어보고, 디자인도 해 보고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Q. 파주문화원과 파주의 발전을 위해서 한길책박물관 관장님의 바램이 있으신지요.

헤이리마을이 아직은 교통이 나쁘니까 관람객들이 자가용이나 단체버스로만 이용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문산 고등학교에서 견학을 왔는데 학생들이 두 시간이 넘게 걸렸다 

고 합니다. 교통편이 불편해 차를 세 번이나 갈아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왔습니다. 처 

음에 도착 했을 때는 힘들어 하였지만 박물관을 관람하고 체험을 한 후에는 만족하고 돌 

아갔습니다. 교통편이 문제입니다. 금촌역이나 금릉역에 셔틀이라도 있으면 합니다. 10분 

이나 20분 간격으로 만들어진다면 파주 시민들이 더 많은 문화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파주는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농촌과 군사지대가 많았던 파주에 헤이리 마을이 이제는 

문화원과 손잡고 선진파주문화를 이끌어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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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이 나가야 할 방향 04 - 파주시 신규옥 문화교육국장

문화는 사람과 사람의 어울림

글_이 진숙

푸르른 계절에 더위가 달려오고 있다. 몇 번의 통화로 국장님은 “문화발전에 무슨 큰 일 

을 한 것도 없는데 무슨 인터뷰냐”고 한사코 거절 하신다. 다시 전화를 통화 했을 때 “50 

년 문화사에 누(M)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어 거절 했노라”고 겸손하게 말씀 하신다. 잠깐 

이라도 뵙고 싶다 요청하니 그제서야 “그럼 차나 한잔 마시러 오라”고 하신다.

단아한 모습으로 맞이하는 모습에서 그 분이 살아온 자상함과 부드러움이 묻어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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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런 저런 가까운 지인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그간의 일들을 주고 받고나니 소박하고 

진심어린 분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일상에서 부터 정담을 나누었다.

Q. 국장님의 어린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말씀해 주세요.

파주월롱에서 칠 남매 중 맏이로 태어났고 증조할머니와 조부모님 고모, 삼촌, 그리고 

부모님등 대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 책을 좋아하여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것 보다 

는 방안에서 책 읽기를 즐겨 하는 평범한 아이였다. 학교의 작은 도서관에 있는 책을 읽 

으며 어린 시절 꿈을 키웠지만 늘 책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 어느 겨울날 금촌 사는 친 

척집에 친구 따라 놀러갔다가 작은 방 책꽂이에 꽂혀있는 세계문학전집을 보게 되었다. 

연료비를 아끼느라 그랬는지 문학전집이 있는 방은 사용하지 않는 냉방이었는데 추운 줄 

도 모르고 가슴 졸이며 책을 읽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Q. 어떤 계기로 공무원에 입문하였으며 마음속에 지표가 된 사람은 누구신가요?

교육열이 높으신 아버지께서 각 지역의 빠른 정보로 시대의 변화를 읽으셨고 땅을 팔 

면서까지 자식들이 공부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셨다. 아버지께서는 살기 

어려운 시절 자녀들의 교육에 큰 가치를 두고 이끌어주신 분이시다. 전통적인 유교 집안 

종가집의 큰 며느리인 어머니도 층층시하 시집살이였지만 남녀 차별하지 않는 교육관을 

갖고 계셨기에 우리 형제들 모두를 교육시켜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살 수 있게 해 주 

셨다. 학교 졸업 후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자연스럽게 공직에 입문하게 된 셈이다. 아버 

지는 특히 큰 딸인 나를 자랑스러워 하셨다. 87세인 아버지는 현재에도 든든한 지원자이 

시며 언제나 내 삶의 표상이시다.

R. 파주시에서 함께 노력해온 50년 파주문화원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문화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도구이다. 파주문화원은 율곡이이등 파주의 역사 인 

물의 정신적 가치를 계승하고 현대에 접목시켜 문화시민으로서의 수준을 높이는데 많 

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 한다.

전통의 가치를 오늘을 사는 데 필요한 인간 중심의 가치로 끌어내어 미래 세대와 후학 

들에게 전달해주는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에 오늘날 파주가 발전 

하고 희망이 있다. 엄청난 희생과 인내로 반 세기동안 파주 문화 발전을 위해 이끌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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셨던 분들의 노고가 파주시 문화발전의 갈피갈피에 새겨져 있다. 앞으로도 파주시민이 

문화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는 파주 문 

화원의 눈부신 행보를 기대한다.

Q. 파주문화원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민（民）, 관（官）, 산（産）이 어떻게 화합해야 한다고 생 

각 하시는지요?

파주발전을 위해서도 민（民）'•관（官）•산（産）학（學）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필 

요하다. 파주문화원은 문화와 예술의 도시 파주를 이끌며 50년 동안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 우선, 문화원 등 민간기구와 단체, 공공기관이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체계 

를구축해야 한다.

특히, 파주는 유구한 역사문화 자원이 곳곳에 산재해 있으며, 헤이리 예술마을과 같 

은 현대적 문화예술 자원 또한 풍부하다. 이러한 자원을 문화원과 같은 민간단체와 시 

민들이 잘 활용하면서, 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은 그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협력 

해야 한다.

더욱이, 파주는 경기북부 최대의 기업도시로서 LG디스플레이 등 3,800여개의 대기업 

과 중소기업들이 활발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지역경제 발전 뿐 아니라, 파주에 활 

력과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매개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기업과 민간단 

체, 시민 등 민관산학이 협력해 파주의 뿌리 깊은 문화와 역사적인 특징을 쉽게 즐기고 

체험할 수 있고, 지역에 애착을 가질 수 있는 연계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Q. 파주시가 계획도시로 도시화 되어 가는데 전통과 현대의 문화정책을 어떤 방법으로 

계획하시는지요?

전통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전통의 바탕에서 새로운 것을 창출하고 시대에 맞는 현 

대의 문화로 확장시켜 사회 전반에 걸친 생활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 

하다.

파주시는 성리학의 대가인 율곡 이이선생, 성혼 우계선생, 구봉 송익필선생 세분의 우 

정을 담은 편지글 삼현수간을 알기 쉽게 발간하여 어린이들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 

록 하였다. 율곡이이 브랜드 사업의 일환으로 캐릭터 개발을 통해 좀 더 친근한 접근으 

로 파주의 역사인물에 대한 재조명과 브랜드 구축 작업도 확대하고 있다. 기호 유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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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산인 파주의 정신적 유산의 명맥을 이어나가기 위해 파주문화 발전정책을 여러 각도 

로 준비하고 있다.

특히, 문화원이 문화학교를 통하여 전통과 현대를 접목하고 문화예술발전을 이어주는 

역할이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좋은 전통과 가치는 받아들이고 발전시켜 미래로 계승 

하는 정신이야말로 밝은 미래를 향한 파주 문화정책의 한 축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 

화 향유를 통해 품격 있는 파주 시민으로서 풍요로운 삶을 누렸으면 한다.

Q. 평소에 삶의 철학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마음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며 손해 보는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지내다 보 

니 오히려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동료에게나 시민, 만나는 모든 분에게 따뜻한 

사람이고 싶다.

Q. 문화원에 필요한 말씀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세요.

파주시는 신도시 개발과 LGD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급격한 도시 발전으로 꾸준히 인 

구가 늘어나는 도시다. 우리나라에서 도시화 속도가 굉장히 빠른 도시로 평가받는다. 

변화하는 지역 환경에 맞춰 적응하는 것이 발전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남녀노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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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간 벽을 허물고 함께 어우러지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네트워크를 통해 도시와 농 

촌, 토착민과 이주민을 구분하지 않고 이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문화의 다양성을 인 

정하고 이해하며 이주민들이 함께 훌륭한 파주의 정신문화를 나누는 문화의 어울림이 

필요하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문화 소통의 창구가 문화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Q. 파주가 문화 수준을 높이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하나요?

그동안 파주는 신도시 조성과 산업단지가 급격히 개발되면서 정서 함양보다는 자칫 

개발과 발전 위주로 관심이 쏠릴 수 있었다. 하지만, 파주에서는 1년 365일 시민들이 함 

께 나누며 즐기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펼쳐지고 있다. 전통문화학교, 작은도서관, 평생 

학습기관, 향교와 서원, 문화재 생생 프로그램 등 문화예술 기관, 단체가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파주의 문화의 수준이 높아지려면, 질 높은 공연과 전시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

문화는 멈추지 않고 항상 움직이며 변화한다. 문화가 살아있는 생명체인 인간과 그 맥 

을 같이하는 이유다. 파주 시민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은 저마다 하루 24시간 1년 열두 달 

을 바쁘게 보내고 있다. 그런 틈틈이 문화는 시민들의 삶속에 파고들어 여유를 찾게 하 

며, 서로 화합하며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문화는 소통이다. 공급자 쪽에서 

일방적으로 쏟아 붓는 행사가 아닌, 시민 한 분 한 분, 가슴 가슴마다 문화적 정서가 깊 

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민들이 공감하고,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쉽고, 즐거운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확산해 나가야 한다.

신규 옥국장님과 인터뷰하면서

문화는 선조들의 정신적 토대위에 시작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무분별한 가치관이나 문화 

의 이질적 현상 속에서 정신세계는 난기류를 맞이 하고 있다. 또한 고유한 역사를 선대하다 보니 현 

대의 자유로운 표현이 오히려 배척되어 환영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미래로 계승하려는 

그의 문화정책과 철학적 마인드는 가슴 뜨거운 울림을 준다. “문화는 살아 있는 생명체이며 인간 

과 그 맥을 같이 한다“는 말씀이 인상적이다. 따라서 문화는 멈추지 않고 늘 움직이며 변화하기에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는 과거와 현대를 이어주는 끈이며, 남녀노소 그리고 토착민과 이주 

민의 화합의 장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즉 문화는 사람과 사람의 어울림이라 강조 한다. 이러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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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활동은 시민들이 따스하게 공감가는 소통의 문화로 이어지고 높은 정신적 가치를 소중이 여기는 

공존관계가 문화에 함축되어 쏟아져 승화되길 바란다. 또한 역사 의식 변화와 현대의 문화의식이 

조화로운 환경을 조성되어 높은 문화 가치가 파주문화에 깊이 형성되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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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이 나가야 할 방향 05 - 파주시유림총연합회 이영복 회장

“문화와 시민의식수준을 높이는 다양한 강좌와 

인성교육의 장이 되어야...”

글_최복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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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파주시유림총연합회 이영복 회장을 만나 보았다.

Q. 파주문화원의 미래와 전망은 무엇인가?

파주는 문향의 고장으로 많은 문화유산이 있는 고장으로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연합회의 임무가 막중하다 생각합니다. 유림은 선비다운 정신으로 언행을 조심하 

고 겸손한 마음가짐을 잃지 말아야 하며, 우리 유림들은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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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문화가 정착되고 전통문화가 계승발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파주문화원의 최우선사업으로 원사건립이 되어야 합니다. 원사를 빠른 시일 내에 파 

주시민이 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촌이나 교통이 편리한 파주시의 중심지역에 

건립하기를 바랍니다.

현재 파주문화원이 운정에 있는 행복센터에 있어 운정지역 시민들에게는 이용이 편 

리하나 대다수 파주시민들은 문화원 이용이 불편하여 불공평하다는 여론이 많으며 문 

화원은 선택된 사람들만이 이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 빠른 시일내에 시정 

되기를 바랍니다.

파주시 인구가 현재 44만여명으로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할 때 문화원 건 

립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원이 건립되여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 

기 위해 경제수준도 높여야 하지만 시민들의 삶에 질을 높이고 의식수준을 높여 문화시 

민으로서 적극적으로 시정에 협조하도록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예년에 하던 목요강 

좌 같은 저명한 강사를 초빙하여 문화와 시민의식수준을 높이는 강좌와 인성교육의 장 

이되어 시민이 파주시정에 적극참여, 사회에 봉사하고 남을 배려하며 불우이웃을 돕는 

데 동참하므로서 파주사회가 밝고 명랑해지고 건전한 사회가 되어 살기좋은 파주시가 

되기를 기대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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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이 나가야 할 방향 06 - 파주향교 김용성 전교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정신으로

다함께 노력

글_최복 현

2016년 2월에 취임한 제22대 파주향교 김용성 전교를 유림회관에서 만나 보았다.

Q. 파주향교에서는 지난해（2016년）에 인성예절교육을 어떻게 추진하였는지?

해마다 파주향교 자체사업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초등학교, 중.고등 

학교 학생 등 1,757명과 관내 주둔 군부대 군장병 200여명을 비롯해 연 1,957명을 교육 

을 전개하여 인간의 도덕성 회복에 노력하였으며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전통혼례식도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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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주문화원의 미래와 전망은 무엇인가?

우선 파주문화원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축하와 아울러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파주향교는 경기도문화재자료 제83호로 조선시대 파주목에 파주향교가 처음 

설치된 것은 태조7년（1398년）에 세종（1418년）에 중창된 향교입니다.

현대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로 전통윤리관이 변화하고 경로효친사상이 무너지고 있는 

작금에 “공자의 유교사상을 널리 알리고 정신문화 육성에 노력하여 윤리도덕이 바로 세 

워진 사회”를 만드는데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정신으로 유림뿐만 아니라 다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화원이 창립 된지 50주년을 맞이하여 문화원이 파주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 

는 것은 다 알고 있으나 문화원의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액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게 되려 

면 파주시장님이 지역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화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획기적인 지원과 배려가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문화원장은 파주문화의 육성발전을 위해 기호학의 본산이며 파주의 자랑이 

되고 있는 국가사적지 제525호로 지정된 파주이이 유적지를 승화 발전시킬수 있는 발전 

방안을 수립 국가정책 지원사업이 책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기대 

하면서 문화원의 무궁한 발전과 문화가족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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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이 나가야 할 방향 07 — 교하향교 정경진 전교

“청소년 인성예절교육,

향교서원 문화관광 스테이 프로그램 운영예정.”

글_최복 현

교하향교 정경진 전교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인성확립을 위해 유교문화를 기르치고 

자 오늘도 향교 명륜당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직접 인성예절교육을 열성적으로 강의 하시 

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워 보였다. 정경진 전교께서는 문화재의 활용이 최대의 보존이 

다. 라고 말씀하시 면서 무겁게 닫혀있는 향교를 널 리 홍보하고 온고지 신（溫故知新）의 정 

신으로 전통가치와 민주시민으로서 경쟁중심의 교육과 예절교육 부재에서 오는 인성예 

절교육을 향교가 주도해 나가야 한다며 명륜당 교육과 학교 방문 교육시에 항상 교육현 

장에서 직접 강의하고 있는 전교님을 유림회관에서 만나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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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하향교의 2어7년도 중점사업 추진은 무엇인가?

유교문화 활성화지원 사업으로 올해도 3월부터 관내 초. 중.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청 

소년 인성예절교육을 시작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로 3년째 진행하는 유교 아 

카데미 전문과정과 일반과정을 7월부터 시작할 예정에 있고, 또한 하반기에는 향교. 서 

원 문화관광 스테이 1박2일 프로그램으로 옛날 학교로 떠나는 유학（儒學）여행사업（2년 

간）을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의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 지난 5월30일 제45회 성년의 날을 기념하여 파주 

자운학교에서 교하향교 주관으로 전통 성년례（18명）를 개최하여 성년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성인으로서 책임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 

다.

Q. 파주문화원의 미래와 전망은 무엇인가?

우선 파주문화원이 어려운 여건에도 발전을 거듭하여 창립 50주년을 맞이한데 대하 

여 축하와 아울러 오늘이 있기까지 전 원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용근 원장님과 

임원님, 사무직 원들에게도 노고를 경하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문화원 원사가 없어 이구동성 빠른 시일내 원사가 건립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파주가 문향의 도시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으나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에는 아 

직 못 미치는 기반조성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 아닌가 싶어요. 문화원에 기대 하는바는 

시민모두가 갈망하고 있고 오랫동안의 숙원사업이어서 빠른 시일내 문화원 가족들의 

꿈이 이루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창립 50년주년을 계기로 문화원이 변화하고 더욱더 발전되도록 유림의 한 사람으로 

말씀 드리자면 문화학교의 운영 프로그램이 이제는 우리의 전통문화가 재현되고 계승 

되여 전례될 수 있는 과목을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 

는 프로그램과 중복되거나 매년 답습된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앞으로 문화원이 주관이 되여 전통문화가 전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화원이 더욱 

더 발전되고 문화가족은 물론 파주시민들의 발걸음이 문전성시를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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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이 나가야 할 방향 08 - 적성향교 최주연 전교

향교가 도문화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것을 당부.

글_최복현

옛 적성현 구읍터에 위치한 적성향교는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향교이다. 1986년

4월17일 파주시의 향토유적 제3호로 지정된 적성향교 최주연 전교을 만나 보았다.

Q. 적성향교에서는 요즈음 현안사업은 무엇인가?

적성향교에서도 해마다 인성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관내 

초중.고교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예년과 같이 자체적으 

로 교육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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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에 적성향교에서는 파주시에서 동재. 서재 복원사업을 지원해 주셔서 하반기에 

착공할 것이며, 우리 향교에서는 그동안 회의실도 없이 생활하였고 사무실도 없어서 자 

체사업으로 교직사 뒤편에 건립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Q. 파주문화원 미래와 전망은 무엇인가?

문향파주문화원 창립50주년을 영립（迎立）하여 파주시민, 파주문화원내 귀속 내부의 

3개향교, 3개서원 방촌, 우계, 여충사, 월계단, 동현단, 등등 여러사원（師院）을 총솔하여 

주시는 문화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먼저 적성향교 사례를 상신합니다. 파주시에는 3개향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연（然） 

이나 이상하게도 2개향교（파주향교, 교하향교）는 도문화재이고 유일하게도 우리향교（ 

積城鄕校）만이 파주시 문화재이면서 제3호로 현재 지정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향교 25 

개 향교 중 시군문화재 제3호라는 사유는 적성향교 뿐이며 태종실록에 의하면 적성향 

교도 태종7년에 건립으로 명시되여 있습니다. 우금에 와서 3개시군（파주시, 양주시, 연천 

군） 합심하여 청원서에 서명날인（약400여명）하여 문화예술과로 제출하였습니다. 문화 

원과 적극 협조하여 타향교와 같이 도문화재로 지정하여 주실것을 당부합니다.

또 한가지 사례을 상신합니다. 파주시는 3개 향교중에는 의무적으로 동서재가 근본으 

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성향교만이 없었는데 이 시기에 문화원 협조로 7〜8월경（첫삽） 

을 떠서 건립한다고 문화예술과 소식통으로 전하였기에 이 모든 것이 파주문화원 노력 

에 감사드립니다. 타 지역보다 사원（師院）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균등하게 해결하여 주 

시는 문화원장님을 위시하여 문화원 종사자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 

다. 연（連）하와 파주문화원 창립50주년을 맞아 번창（繫昌）하고, 발전하기를 공수（供手） 

하고 근배（11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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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이 나가야 할 방향 09 — 박천신 전 문화원 이사（문산읍, 89세）

파주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하길…

글_김 정 희

문화는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위해 노력하고 공유하고 전달하는 사람들에 

의해 풍요로운 발전을 이루어 왔다. 세대간의 전달문화와 현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이 물흐르듯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 문화라고 생각한 

다. 파주문화원 50년사를 발간하면서 현장에서 오랫동안 파주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노 

력하신 박천신 전 문화원 이사를 만나 파주문화원의 발전을 위한 조언을 들었다.

Q. 파주와의 인연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경기도 광주가 고향인데 6.25전쟁 참전 후 1956년 제대 하였고 4월부터 문산읍사무소 

에서 근무하였어요. 초대 총무과장, 파평부면장, 군내면장을 지냈고 1984년 55년의 공직 

생활을 끝내고 정년퇴임을 하였습니다. 문산에서 개성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큰수해를 

3번이나 겪으면서 수해복구 과정과 변화 발전과정을 지켜보았고 문향의 고장 파주를 사 

랑하고 파주에 뿌리 내리길 잘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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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화원회원으로 오랫동안 많은 활동을 해 오셨다고 하는데 파주문화원에서는 어떤 활 

동을 하셨나요?

공직에서 퇴임후 1985년 최병덕문화원장님 재임시절에 문화원 행사에 참여하면서 

계기가 되어 파산서원장과 파주향교 감사를 역임하였고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문화 

원 감사를 하였습니다. 서원과 향교 일을 많이 보다 보니 특히 서원에 관심이 많은데 파 

주의 서원들이 함께 발전하지 못하고 파산서원의 경우 다른 서원에 비해 발전하지 못하 

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Q. 파주문화원의 할 일과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무엇일까요?

최근 들어 가장 잘 한 일은 율곡 이이선생과 신사임당 동상을 자운서원으로 유치하여 

이전시킨 일입니다. 아쉬운 점은 율곡 이이선생과 신사임당 관련 행사가 파주보다 강릉 

오죽헌이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파주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켜 율곡의 본향파주 

가 문향의 대표 도시로 알려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Q. 앞으로 문화원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면 좋을까요?

문화원 청사가 건립되어야 해요. 현재 운정행복센터에 위치하다 보니 교통이 불편하 

여 파주북부지역의 문화가족들이 참여하기 힘들어요. 신도시다 보니 새로 이사온 사람 

들은 문화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문화원 홍보를 활성화시켜 사람들이 문화원 

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 할 수 있도록 문화원만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 

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파주문화원이 파주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유림들이 힘을 모 

아 후학을 길러내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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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이 나가야 할 방향 10 - 파산서원장 김종열(79) / 자운서원장 김윤립(69)

파주의 전통문화가살아있는 

서원으로의 여행

글_성 지 오

파주는 개성과 한양의 한가운데에 있어서였을까, 한다하는 분들의 흔적도 많고 무엇 

보다 학문의 전당으로서의 서원과 향교가 어느 곳 보다 많은 곳이다. 지리적 행정적으로 

도 중요한 곳이었고 구역 개편이 많다보니 파주로 합세가 된 결과이기도 했다.

그중 학문적으로 뛰어난 분들이 후학을 위해서 학문을 가르쳤던, 혹은 사후 그분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던 서원은 조선시대 매우 특색 있는 학문을 일으켜 세우던 전당역할 

을 하던 곳이다. 게다가 파주는 조선중기 학문의 맥을 가름할 수 있는 분들이 머문 흔적 

이 있는 곳이어서 파주문화원 50년사를 내면서 그곳의 맥을 이어 지켜 내려오고 계신 서 

원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김종열 파산서원장님과의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시원시원하게 날짜를 잡고 약속 

을 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윤립 자운서원장님은 건강이 좀 안 좋은 상태이지만 마 

침 문화원 연중 행사 중 문화가족답사를 가는날 아침 주차장에서 뵙기로 하였다. 다른 

곳은 여러 번 전화를 드렸으나 성사되지 않아 부득이 싣지 않기로 하였다.

첫번째 인터뷰. 김종열 파산서원장님

Q. 원장님은 원래 파주가 고향이셨나요? 그간 무슨 일을 하셨고 취임은 언제 하셨는지요? 

저는 서울 휘경동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살다가 파주로 온지는 20여년 되었습니다. 인 

연 따라 온 것이지만 석재산업을 하면서 파주에 왔고, 살다보니 파주가 참 살기가 좋더 

라고요. 그래서 현재 법원읍 오현리에 살고 있습니다.(어쩐지 인터뷰를 하기 위해 전화를 

했을 때, 약속하고 정하고 하는 모습이 시원시원하고 트인 분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서원마다 봄에 치르는 춘향제가 가장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2년 전 춘향제 끝나고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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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했고, 서원장 재임은 3년입니다. 재임 없이 단임이므로 내년 춘향제를 끝내고 저도 

자리를 내려놓게 됩니다.

Q. 서원장님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일까요?

보람이라면 예전 이곳 파산은 전국에서 몇째 안에 들 정도로 꼽아주던 서원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서원에 서서 우뚝하게 솟은 파평산과 앞으로 흐르는 개 

울을 내려다보면 그 시절 내로라하는 자제들이 그리 모여들었던 모습들이 보이는 듯 합 

니다. 아니 솔직히 그리워져요. 그리 크고 총명한 자제들이 책 읽는 소리 낭랑했던 곳이 

지금의 파산서원을 보면 너무 쓸쓸해요. 지리적 요인도 있겠지만 예전 그토록 좋은 기 

운이 남아있는 이런 장소가 옛 이야기 속에 나오는 곳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아 안타 

까움이 큽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오던 동네 어른들을 선비정신이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 

이 유림 역할도 했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마저도 이런 곳에 왕래가 드물기 때문일 겁니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즈음은 사회가 이런 일보다는 바쁘고 돈이 우선이라 

는 풍조로 흐르는 사회니까 이렇게 되어 가는것 아닌가 해 져요. 진정한 유림의 뜻을 알 

아야 는데 이런 곳이 하나도 없는 곳도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훌륭한 정신을 이어받을 

인격도야의 장소를 두고도 세상이 바쁘고 각박하다보니 이렇게 낡아가고만 있는것 같 

아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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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은 그렇지 못하나 파산서원은 옛날 제다들이 많이 모여들던 학문의 전당이었지 

요. 파주 문화원이 생겨난 지가 50년이 되었는데, 문화원과 연계해 어떤 일을 하고 싶으 

신지요?

모든 서원들이 조선시대의 학문기관이다보니 지금은 제향공간으로만 남아있는게 안 

타갑죠. 그중 특히 이곳 파산서원은 파주시 중에서도 북쪽의 오지에 자리하고 있지요. 

인구가 적은지역에 있다 보니 우리 유림들부터도 자주 들르지 않는게 사실입니다. 그래 

도 우리가 할 일은 가만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자라는 후학들에게 붓글씨를 배우게 하며 

서원의 정신을 익히게 하고 싶었어요. 붓글씨를 제대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여기를 오 

면 강의비를 최소한 얼마라도 생각해야는데 그런 형편이 못되지요.

그래서 우리 유림들이 간단하게라도 가르쳐보자는 생각을 안고 근처의 용연초등학교 

를 찾아가 얘기를 나누었는데, 옛날 같으면 앞 다투어 몰려왔을 자리가 아이들이 걸어오 

는데 시간이 걸려 아이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한 20분）.

학교에 버스도 없고, 그래서 찾아가는 서예교실을 하려했더니 그도 쉽지 않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군부대와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거기 또한 이동이 문제가 되어 옛날 학교라 

는 게 이런 문제가 있고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문화원에서 강사를 

좀 지원을 해주고 우리 유림들이 수고를 하고 여기서 어떤 숭고한 정신을 보고 군인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문화원이 유림의 비중이 컸으나 지금은 또 달라진 것 같아요. 참 빠르 

게 변해 가는걸 느낍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문화적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그렇다면 재직기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요, 어떤 아쉬움이 남으시는 지요?

서원은 지방의 학문기관으로서 주벽을 모시고 후학을 가르치던 곳이었기에 정신이 살 

아있는 공간이지요. 그런데 이곳 파산서원만 해도 임진왜란을 만나 황폐화되었던 곳을 

손주대에 가서 겨우 복원이 되었다고 하지요. 그때 외손자 윤증의 중수기가 비중을 더해 

주지요. 그러다가한국 전쟁 때 불을 지르는 사건이 생겨 이런 모습으로 내려오게 되었는 

데요, 이게 우리 민족의 비극이지요.

한국전쟁이 끝나고 이곳 근처의 유림들이 일부 복원을 하여 책들을 기증하여 찰륜당 

이라는 건물에 두었는데 1989년 대홍수때 산사태까지 덮쳐 장서들이 또 한 번 없어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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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이 될만한 것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문화원에서 파산서원의 관련문서나사진, 장서 

들을 찾아 주었으면 해요.

그리고 서원을 맡아 일하는 유림중 장의가 있는데, 요즈음 사람들이 많지 않아 여기 

뿐 아니고 다른데 서원까지 다 맡아서 하는 실정 이예요. 그러다보니 한군데 집중도 못 

하고 고유성도 없어 어영부여 하다보면 기간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참으로 안 

타깝습니다.

우리나라는 뭐니 뭐니 해도 학문으로 지탱해온 나라가 아닙니까? 지금의 IT강국, 어 

느 나라에 가더라도 뒤지지 않는 학문과 정신력 등이 다 이렇게 공부하며 지켜져 내려온 

선비정신에서 비롯됐다고 봐요. 요즈음은 외국어나 컴퓨터를 잘해야 하는 시대지만, 이 

곳 파산은 당쟁이 시끄러울 때 초야로 물러나 인격을 다져나가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의 모범을 보여주던 자리였지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정신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서원을 

문화원이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 같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요즈음 인성인성하 

면서 인성교육이 우선이라고 하는데, 인성은 바로 이런 곳에서 우리의 지켜 내려오던 정 

신을 찾아보고 발견하는데 있다고 봐요. 그 정신을 문화원이 서원을 적극 활용하여 함께 

나갈 때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에 일조하는 일이 아닐까생각해요. 두서없는 말이 많았는 

데, 인생이 나이를 먹코 살다보니 이런 곳을 찾아 우리 선조들이 살아온 정신을 생각해 

보는 것에 근본이 있다는 생각에서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번째 인터뷰. 김윤립 자운서원장님

6월 16일 파주문화원 문화가족 답사를 가는 날 

이다. 김 원장님이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 그럼에 

도 답사를 가신다기에 파주스타디움에서 뵙기로 

하여 나갔다. 원장님이 나타나자원장님 이하 몇몇 

분이 건강이 안 좋다더니 좀 어떠시냐고 인사들 

을 하는 모습에서 한국의 정서를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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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장님은 적성에 사신다고 들었는데 파주가 고향이시겠죠?

그럼요, 적성에서 40여년을 넘게 살아온 본토박이입니다. 농협을 30년 다니다 명퇴하 

였고, 동네 이장4년, 농촌지도자연합회등 사회단체에서 꾸준히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 

러다 유림활동도 하게 되었고 자운서원 장까지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지금은 좀 쉬고 있는 중입니다.

Q. 재직 기간 중 자랑스럽거나 의미 있었던 문화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운서원은 2013 국가사적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변화가 있는 서원중의 한군데입니 

다. 국가사적이 되면서 꾸준히 파주시와 문화원등에서 노력한 결과 그래도 파주의 다 

른 서원들보다는 움직임이 꾸준히 일고 있는데 조선시대 기호학의 대표서원 이랄 수 있 

는 자운서원은 영남지방 안동의 도산서원을 예로 들자면 비교할 수도 없게 잠자던 서원 

이었지만요. 한국전쟁 등으로 제가 사는 파산서원도 그때 황폐화되고 여기 자운서원도 

그랬지요.

그나마 현재 자운서원에서는 전통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목으로는 예절, 

다도, 전통놀이, 인성 등의 프로그램인데 호응이 좋아요. 학교에 찾아가 해주는 것도 있 

고, 거기까지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자운서원에 와서 큰 아름드리 나무아래 

서 좋은 기운도 받고 수업도 받고 가면 아주 좋아들 하지요. 오면 우선 도포에 유건을 다 

입히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의젓해 뵐 수가 없어요. 시내에서 보는 아이들하고는 분위기 

도 다르고 마음가짐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역시 모든 것이 자연 속에서 이루어져야 인 

성에도 도움이 되는것 같습니다.

Q. 아쉬운 점을 꼽으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운서원은 율곡선생님이 제자들을 가르친 자리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기호지방의 학 

문의 근간이 되는 곳이지요. 그때에 율곡은 우계와도의의 친교를 맺으며 우의를 다져 가 

지요. 그리고 또 한분 구봉 선생도 만나게 되면서 나라를 위하고 좋은 일들의 구상이 파 

주에서 시작되지요. 그때 주고받은 편지들이 책으로도 나왔는데, 그런 멋지고 선비다운 

만남들이 우리고장 파주에서 일어나 시작이 되었단 말이지요. 그랬던 곳이 자운서원만 

보더라도 껍데기만 있고 명성으로만 내려오는 것 같아 아쉽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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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화원 50년 자운서원과 무엇을 연계해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지요?

지금 파주에는 서원이 세 군데나 되어 우리 자운서원만 꼭 무엇을 하고 싶다는 말은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 주벽으로 모신 분들이 저희들이 본받을 만한분들이지요. 국가 

사적으로 지정이 되어 그나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입장이지요.

그러나 한 가지 욕심을 부린다면 율곡과 우계와 구봉이 우정의 나누던 도의지교의 정 

신을 살아나게 하는 길로 연결이 되었으면 하고요, 요즈음 충효가 없어졌다고 걱정하는 

데 율곡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시묘살이를 하였지요. 묘 올라가는 길에 시묘살이 장 

을 만들어 그런 체험도 해보게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파주 전통문화의 종가역할을 하는 문화원이 50돌을 맞이한 것에 나이 먹어가는 저희 

유림들로서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좀 더 전통문화의 장을 정신이 살아있는 서원 등을 잘 

활용하여 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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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I 파주문화원 50년사 회고사 - 파주예총회장 국민대교수 박 재 홍

옛 것을 통해

새 것을 창조해 나가는 厂파주문화원 J

파주문화원 50년사를 편찬하면서 누구보다도 문화원에 대해 공적, 사적 관계를 맺어 

왔던 필자로서는 감회가 남다르다.

우선 파주문화원의 4대, 5대 원장을 지내셨던 아버님（朴자 光자 消자）과 15대, 16대 원 

장을 지내신 외삼촌（1眞자 春자 範자）이 계셨기에 파주문화원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고 

밀레니엄 행사로 시끌시끌하던 2천년부터 3년간 파주시청의 문화체육과장을 맡아 ‘밀 

레니엄 평화의 종각준공’, ‘임진각 제3땅굴 관광사업율곡문화제’와 ‘파주예술제’ ‘세계평 

화축제’ 등을 진행하면서 이기현, 신춘범 역대원장님과 이윤희, 서교송 사무국장 그리고 

권혁노 예총회장과 김영근 사무국장 등 문화예술단체 식구들과 동거 동락했던 추억이 

특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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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문화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일

특히 파주문화원이 주관 했던 ‘율곡문화제’에 길놀이를 처음 추가하고 ‘율곡취타대’를 

창설했던 일과 송달용 시장님과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유림제현들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담당하여 산적했던 문화계의 현안을 차례차례 풀어 나갔던 일들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 

아있다. 파주향교, 자운서원, 황희유적지 성역화사업과「파주지명 유래지」,「파주의 역 

사와 문화」,「파주문화재 대관」등 파주역사문화유산 자료집 발간 사업을 비롯하여 자 

운서원.반구정 관리사무소 설치와 파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관리를 문화원이 맡은 

것도 바로 이시기에 이루어 졌다. 36년 공무원 생활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일했던 시기였 

기에 파주문화원에 대한 애착도 남다르다. 그래서 퇴직하고 나서도 파무문화원 부설 ‘향 

모문화 연구소 소장 직을 맡아 2년 임기를 채웠다.

재임 중 파주 문화에 대한 연구원들의 참여와 열정 덕분에 파주 역사에 길이 남을 ‘임 

진강 정자 찾기’를 순수하게 민간연구로 진행하여 13개의 정자 터를 확인하고 문헌 고증 

을 통해 ‘임진강누정문화연구지’를 발간함으로써 장차 임진강변 역사문화유산 고증 및 

복원의 기초가 될 기본 자료를 축적할 수 있었다. 참으로 보람된 일이었다.

향토문화연구소가 2011년 처음 임진강변의 정자 터를 찾겠다고 나섰던 것은 점점 사라 

지고 잊혀져가는 문화유산의 ‘터’를 더 늦기 전에 찾아 복원하여 선현의 얼을 살리고 관 

광자원으로 활용해 보자는 의도로 시작되었다. 임진강과 그 지류 주변에는 정자뿐만이 

아니라 구석기 유적과 삼국시대 성곽 유적, 전적지 등이 많이 남아 있지만 하루가 다르 

게 훼손되거나 소실되고 있는 실정이다. 출토된 유물 또한 시립박물관이 없어 한양대박 

물관 등에 보관되어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역사문화유산들을 찾고 복원하고 가꾸어 파 

주의 밑천으로 삼아야 한다. 파주문화원 부설 파주문화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추진한 

파주임진강 정자 찾기는 ‘지역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지역의 특성을 찾아 지역을 발전시 

켜 나가는 지방자치 정신’에 잘 부합되는 사업이었다.

질적, 양적인 문화발전을 위한 주체적인 단체가 되려면

전통문화에 대한 계승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이 주목적인 문화원은 그동안 양적으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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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어 냈지만 아직도 관행에 젖어 있는 부분이 있다. 바로 지역 

문화예술인이 주체가 되는 문화원이 되려면 재정적 독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 행정으 

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이루어 내고 ‘관주도’의 문화예술정책에서 ‘시민주 

도’의 문화정책을 실현하지 못 하는 것은 바로 예산의 지원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최근 문화원장 선임과정에서 보여준 과도한 관의 개입이나 시가 

집행하기 곤란한사업을 문화원에 맡겨 책임을 전가하는 일 등은 이런 폐단에서 기인한 

다. 최근 파주문화원이 30여 년간 주관해 오던 ‘율곡문화제’를 시가 직접 주관하는 등 일 

련의 지역문화행정이 관료 주도로 가는 것은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지역문화 창달이 아직도 관료중심으로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벗어나기 어렵다. 과거 

문화체육과장으로 재직 중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문예진훙기금’ 설치와 ‘ 

중장기 문예 진흥계획’ 수립을 규정한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그러 

나 중간에 ‘문예진흥기금’조항이 삭제됨으로써 파주문화원의 독립성이 흔들리게 되었 

다. 파주문화원이 독립적으로 문화예술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문화 마케팅’을 통 

한 안정적 재원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

온고지신의 미덕을살려

문화란 옛 것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는 과정이다. 최근에 옛 것을 업신여기고 

낡은 것은 허물어 버리는 것을 능사로 하는 풍조가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급격 

한 도시화로 전통 문화가 점점 잊혀 가더라도 문화원은 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 

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신도시에 이주해 왔지만 이는 오히려 창조적 문화를 생성해 내 

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발길 닿는 곳마다 골짜기마다 산재한 수 

많은 역사문화 유산을 찾아 복원하고 가꾸어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간다면 머지않아 파 

주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문화예술 도시, 관광도시로 번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심에 

파주문화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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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I 지방문화원발전방향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최영주

문화원은 이제

양적 발전에서 질적 발전으로 

거듭나야 할 때이다.

미래는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나가는 것

오늘날 문화의 흐름은 ‘현재’라는 개념을 재정립하면서 시간이라는 개념을 비약적으 

로 확장시켰다. 이제 우리는 시간의 개념을 이제는 달리 봐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한다고 말하지만, 미 

래는 무언가 모르는 시간적 차원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현재가 밀고 가는 개념으로 봐 

야 한다는 뜻이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개념이 현재의 연속으로 봤을 때, 기본 

적인 지식과경험이 사용되는 비율은 약 30%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미래를향해 밀 

고 나아가는 ‘현재’의 나머지 70%는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 

것은 통섭적 사고에 바탕을 둔 상상력과 창조적인 사고로 채워야 한다. 즉, 다가올 시대 

에는 기존의 전통적 가치와 축적된 경험과 지식과 함께 상상력에 바탕을 둔 창의적, 창 

조적 사고가 필요하다.

때문에 최근 ‘통섭 교육’, ‘융•복합적 사고’가 문화적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앞서, 시간 개념의 확장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오늘날 세대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미래라는 개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문화원이 무엇을 하는 곳이냐’는 질문을 끊임없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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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말은 어찌 보면 당연한 질문인지도 모르겠다. 문화원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 

고 지역의 역사적 맥락을 잡아내는 중심에 문화원이라는 존재가 있는 만큼 사업의 성격 

도 ‘열려’ 있을 수밖에 없다. ‘열려’ 있다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지역의 역사와그곳에 사는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천착하는 것이 때로는 나이 들어 보 

이고 구식으로 보인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전통과 역사를 단지 지나간 과거로 생 

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한다. 지나온 세월이 때로는 암울하기도 했고, 때로 

는 가슴 벅찬 순간들이 존재했었다. 그런 순간순간이 모여 지금. 즉 현재가 되어 있고, 지 

금의 암울한 순간과 가슴 벅찬 순간들이 또 모이고 모여 미래가 되기 때문이다.

문화발전을 향한 소통의 원리는 이항대립이 아닌 세대간의 소통이다.

세계적인 사회학자 뒤르켐은 ‘문화는 많은 상징들과 기호들이 이항대립으로 구성된 상 

징체계이다’라고 정의했다. 아름다움과 추함, 깨끗함과 더러움, 사랑과 증오, 좋음과 나 

쁨, 기쁨과 슬픔이 인간의 감정 구조와 가치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나이든 어르신들의 살아오면 겪는 끊임없는 굴곡의 역사, 즉 문화의 이항대립이 지금 

의 문화를 형성한 기본적 구조가 되어 있다. 그 문화적 원리와 구조가 현재의 삶의 굴곡 

을 경험하고 있는 젊은 세대와 이항대립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지혜롭게 긍정적 

방향으로 소통하고 새로운 문화의 원리와 구조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 

니다. 어쩌면 바로 그 중심에 문화원이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서로 다른 가치와 대립한다는 것은 고통이 수반되는 일이다. 과거의 가치만이 옳다고 

주장해서도, 현재의 시대적 흐름이 옳다고만 주장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인정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끊임없이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때문에 ‘열려’있 

는사업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역人］', 문화적 전통의 기반을 다져 나가고 조사, 연구, 발굴 

하는데 집중해 왔다. 그것이 지역의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긍정적인 역할을 수 

행해 왔고, 지방문화원의 장점이자 강점으로 작용해 왔다. 역사적, 전통적 기반위에 서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통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것은 지방문화원장님들의 헌신과 

봉사가 이루어 낸 빛나는 성과이며 그 성과를 전국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가히 가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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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흐름으로 대한민국의 거대한 문화적 흐름으로 이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고 확신 

한다. 그러나 이제 다시 시대의 패러다임을 파악하고 그것을 지역적 차원에서 대안을 마 

련하고, 현실적으로 구현되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시대의 지적 성과와 경험 위에 창조성과 상상력이 결합된 견고한 현재라는 거대한 시 

간 개념을 가지고 미래로 밀고 간다는 개념으로 생각할 때, 나는 거기서 지방문화원의 

패러다임을 재조명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문화사업의 최종적 목표는 ‘관객 개발’이라는 개념이 한 동안 주된 흐름이었다. 즉, 문 

화예술교육과시민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 개념이라고 할수 있다. 그것이 정책적 차원에 

서 검토될 때 때로는 왜곡된 현상으로 비춰지는데, 그 성과를 평가할 때의 ‘정량적 평가 

지표’가 그것이다. 이제 문화사업의 기조는 ‘리좀적 개념’으로 새 판을 짜야 한다.

리좀적 공동체 개념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접근할 때, 현재 지방문화원에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이 다른 맥락에서 읽혀지게 된다. 그 문화사업이 지역문화 

에 어떻게 작용하며,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가 더 명확하게 읽히게 되며, 보다 정 

교한 문화예술기획이 가능해진다.

지방문화원의 위상과 역할

지방문화원은 전국 총 229개 문화원이 설립되어 광역단위 16개 지회를 통해 묶여있으 

며 , 연합회라는 기구를 통해 전국문화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거대 문화조직으로서의 

자기 위상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라는 법률에 의거, 지역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사 

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특색 사업을 구상하고, 

그것을 현실화함으로써 지역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동안 문화원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역사를 연구, 조사, 발굴하는 것 

을 중요한 목적 사업으로 삼았으며, 그 지역을 알려면 문화원을 통한 접근이 가장 객관 

적이고 현실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빠른 속도로 마을이 해체되고 새로운 도시형태가 정립됨에 따 

라 외부 인구가 영입되고, 그 지역을 빠져나가는 등 인구 구성원의 변화가 빠르게 전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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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구성원의 변화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틀거리의 

변화를 의미한다. 즉 그동안 살고 있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지역의 분위기와 생활 형 

태가 다른 지역 사람들의 유입으로 인해 일정 부분의 변화가생긴다. 건물이 헐리고새로 

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기존 주택이 재정비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기도 하고, 자립적 경제구조를 영위해 오던 지역 경제가 서울의 위성도시로서 지역의 위 

상을 높이기도 하며 이른바 ‘베드타운’의 성격을 갖기도 한다.

문화가 ‘사람들의 총체적 삶의 모습’이라는 정의에 동의한다면, 지역 구성원이 바뀐다 

는 것은 사람들의 구성원이 바뀐다는 것이고, 구성원이 바뀐다는 것은 그 지역의 문화적 

양상이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경기도 문화라는 것은 사람들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격변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의거, 지방문화원이라는 네트워크 조직이 어떻게 사업을 전개하 

고, 어떠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며, 어떤 모양을 갖추어야 하고, 그것이 지역문화의 차원 

을 넘어 광역단위인 경기도 내에 어떠한 문화적 흐름을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적 역할이 강화되고 지역의 문화정책 생산 

구조가 지역 정가에 맡겨지기도 하면서, 지방문화원이 가져가야 할 지역의 역사적 바탕 

에 근거한 문화정책 생산기능을 소홀히 한 측면도 있었다.

변화하는 문화적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전망과 비전

그러나 이제는 삐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경기도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사업이 지역의 문화적 흐름에, 경기도의 문화적 흐름에, 한국의 문화적 

상황에, 세계적 문화 흐름 속에 어느 지점에 서있는지 점검하고, 유형, 장르, 대상, 소재에 

따라 분석, 정리하는 작업이 절실하다.

향후 변화하는 문화적 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망과 비전을 발견하고 이 

미 형성되어 있는 31개 人I, 군 문화원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도민들의 문화적 욕구와 니 

즈(Needs)에 어떻게 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따라서 그 

동안 지방문화원이 해 왔던 사업을 바탕으로 향후 과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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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문화원형（문화유산, 역사문화인물, 자연환경, 지역민들의 삶과 정서가 반영 

된 민담 설화 등）을 기초로 한 도시브랜드 형성의 사례를 발굴, 현재 전개되고 있는 지방 

문화원들의 사업을 심층 분석하여, 사업 소개 및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향후 어떤 비 

전과 대안마련이 가능한지까지 점검해 봐야한다.

두 번째는 31개 人1, 군 문화원에서 전개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문화사업 또는 지역축 

제가 어떤 맥락에서 만들어졌으며, 현재의 문화 흐름 속에 어느 지점에 어떤 의미를 가지 

고 있는가가 심층 분석해야 한다.

세 번째는 앞서 말했듯이 그동안 ‘관객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주민들의 문화적 향유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하며, 문화예술을 깊이 있게 향유하기 위한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 중에 있다. 우리는 그것이 현재의 문화 예술적 흐름 속에 어느 지점에 와 있 

으며 향후 대안과 비전 마련을 위한 단초를 찾아야 한다.

그것을 통해 마지막으로는 어떤 의미에서 해체되어버린,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 탄생된 

마을 공동체의 회복과 건강한 마을 공동체 확립을 위한 사업 유형의 소개, 분석을 통해 

지방문화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가야 할새로운 마을의, 도시 

의 모습을 그려야 한다.

우리가 여행을 가는 것은 지금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풍경과 문화를 통해 활력을 얻 

고자 하기 위함이다. 또한 여행을 통해 다른 지역에서의 ‘낯섦’과 그것으로 인한 문화적 

충격이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이 가지고 있는 편안함과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는 어디를 가건 크게 다르지 않은 도시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문화는 ‘사람들의 삶의 총체’이다. 사람들의 생각이 저마다 다른 것처럼 다른사람들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문화적 양상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다. 결국 경기도의 문화적 정체성은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 찾아야 하며, 그 관계를 통 

해 창출되는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예술적 형태의 다른 이름이다.

경기도 31개 시, 군 문화원을 통해 전개되는사업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형성되 

고 전개되며, 결국 사람이 만들어 내는 문화가 어떻게 경기도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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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를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다양한 문 

화적 양상이 어떻게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것이 대한민국의 문화와 세계적 

문화흐름의 어디에 접점을 두고 있는가를 밝혀내는 중요한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모호해졌다.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고 버려야 할 것은 누가, 무엇이 결정하는가?

‘사회는 구성되어가는 것이다’는 가설을 세워보자. ‘

사회는 완성된 어떤 형태를 향해 나가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회는 다양한 변화 

를 겪겠지만 결국에는 어떤 하나의 형태로 나아가는 경향을 갖는다는 말이다. 사회가 

하나의 형태로 구성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그 형태로 귀속될 

수 없는 이질적인 것들이 여전히 뒤섞여 공존하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한 사회에 단 

일한 보편법칙을 상정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사회는 그 보편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특수 

성’을 갖게 된다.

사회를 구성되어 가는 것으로 본다는 것은 어떤 사회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이질 

적인 요소들이 하나의 완성된 형태를 향해 나가가는 ‘경향’을 갖는다고 본다는 것이다.

식민지 조선과 제국주의 일본, 동양인 한국과 서양인 미국은 결코 등가화 할 수 없는 

이질성을 갖고 있지만, 그 세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라는 형태로 점차 수렴되는 것처럼 

말이다. 1960년대의 서울과 동경, 뉴욕은 아주 다른 도시였겠지만 지금은 형태나 작동 

방식, 나아가 시민들의 생활방식마저도 아주 비슷한 형태로 되어 가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가 발전한다.’, ‘사회가 완성된다.’라는 말이 담는 함의는 다른 시각 

에서 보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동질성이 확대된다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발전’이라는 것은 이질적인 것들이 해체되고, 이질성의 폭이 축소되어 가는 과 

정을 뜻한다.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은 특수하고 이질적인 것을 축소시키고 제거하는 방 

향으로 되어 간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아이러니, 즉 모순이 발생한다.

지방문화원이 지역문화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이 

한 점을 부각시켜 지역민들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다른 지역사람들과 다른 색다른 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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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가 이 곳에 살게 하는 이유’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것을 ‘지역특성화’사업이라고 

본다면, 자본주의 사회가 전사회적으로 완성되어가는 것을 지향하는 것과 지역을 특성 

화시킨다는 것과의 모순을 어떻게 극복, 해결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갑작스러운 결론일지는 모르지만 지역문화를 활성화, 특성화시킨다는 것은 새로운 사 

회를 꿈꾸는 일이다. 현재의 삶을 다시 보게 하는 일이고, 현재의 삶의 의미를 재해석하 

는 일이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새롭게 해석하고, 재구성하여 내가 살기 좋은 지역으 

로 만들어가는 일을 뜻한다. 모든 지역을 서울식 문화표준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지방 

문화원이 보유한 160만건의 자료가, 이 사업을 통해 서울과 다른, 그러나 달라서 더 좋은 

우리지역을 꿈꾸는 일. 그것이 문화원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존재해야하는 이유이다. 그 

러나 지금까지 지방문화원은 비합리주의적 아비투스로 구성된 연고주의 네트워크를 형 

성하고 있었다. 행정과 조직의 강점이 기획으로 연결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문화원은 근대적 문화지평을 넘어 이제는 현대적 문화지평에 발을 딛고 서야한다는 

절박한 고민위에 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대안 문화를 고민해야 하는 

지점에 서 있다. 수없이 많은 용어들과 개념들이 생산되고 시기와 장소에 따라 적용되고 

있는 무수한사례들이 있다.

새로운 개념과 용어가 생산되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지역마다, 사람마다 원하는 것이 

다양하고 지향하는 가치가 다양해짐에 따라 그 만큼의 그릇이 필요하다는 뜻일 것이다.

시대를 읽어내야 한다.

이제는 동일한 문화적 잣대로 해석하고, 어떤 형태의 문화가 ‘올바른 문화(?)’임을 강 

조하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과 맞지 않다. 다양한 문화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저마다의 

가치와 지향을 가지고 있다. ‘문화다양성’이라는 키워드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사람’이다.

그리고‘관계’다.

그 안에서 탄생되는 다양한 형태의 관계의 연결고리를 확장하고 다시 엮는 것이 새로 

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 거기서 대안문화의 싹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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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수많은 전문가가 결합하여 문화원 활성화, 문화원 발전방향에 대한 조언과 보 

고서가 제출되었다. 그러나 보고서는 책장에 얌전하게 꽂혀 있는 참고 서적이었을 뿐, 실 

제로 합의하고, 함께 연구해서,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구체적 실천으로까지 연결되지 못 

했다. 수많은 이유를 댈 수 있고, 그 이유마다 타당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문화원 활성 

화, 문화원 발전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논의 

만 있었고, 서로 고민과 문제를 공유하는 기회만 많았다.

자!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서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지금까지는 문화원이 개별 독립법인이라는 이름으로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알아서 활성화하거나 발전 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을까?

문화원은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의 문화적 구심체가 되도록

문화원은 지난 50년 동안 해방공간과 더불어 지역의 문화적 구심체 역할을 했다고 자 

부해 왔다. 문화원장은 지역의 가장 덕망 있고 존경받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자리였다. 

시대가 변해가고 또 이미 많이 변했다. 휘몰아치는 논리의 홍수 속에서 문화원은 어떤 논 

리와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를 깊이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회의와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그동안 여러 차례 마련되었고, 보다 더 진지하게 현재 

를 성찰하고 반성하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인 고민을 해봤다.

첫째, 지역문화의 거점으로서 문화원의 자기 위상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렇다면 문화원이 지역문화의 거점인가하는 고민과 문화원의 위상을 어떻게 설정하 

고 있는가의 두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고민되어야 하는 질문이다.

둘째, 문화원이 현재의 시대적 흐름에 걸 맞는 문화 사업을 개발, 시행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 시대적 흐름은 어떠하며 그 흐름에 적합한 지표는 개발되어 있으며 그 

지표에 따른 각 지방문화원마다의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복합적인 의미의 질 

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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섯!째, 문화원이 현재의 시대정신을 담보하는 문화담론을 생산하고 있는가?

문화원이 지역의 문화정책을 생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이다.

넷째, 문화원이 그 대안 문화를 고민하고 있는가?

가치와 지향의 문제이다. 목표설정의 문제이며 비전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다. 문화원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무엇을 지향하며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인 고민을 다시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하나의 길만을 합의하고자 함이 

아니다. 문화원 마다 저마다 특색을 가지고 있고, 그 특색들이 모여 다양한 문화의 빛깔 

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자는 것이다.

문화원이 발전한다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돌맹이 하나, 내 옆을 스쳐 지나가는사람들 

이 역사적 맥락에서 새롭게 의미 지어지고 새로운 가치로 재탄생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핵심은 지방문화원이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게 하기 위한 지원이 

연합회에서 해야 할 일이다. 중심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문화원연 

합회에서 설정한 방향은 참고가 될 만하다고 본다.

문화원은 이제 달라져야 한다. 연합회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말의 상찬’이 아니라 구체적 아젠다(Agenda)가 설정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단기, 중 

기, 장기적 방향이 합의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명확한 실천이 담보되어야 한다. 사업과 

사업의 연계 구조를 찾고 각 단위사업의 맥락을 다시 잡아야 한다. 이제는 예전에 문화 

원은 이랬는데...하는 말을 되풀이 하지 말자. 이제 문화원 직원으로써 지역문화전문가 

로써 인정받기 위한 일련의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이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 

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현실적 성과를 내기 위한 근거와 논리를 개발하고, 그 기획이 왜 

필요한가, 이 기획을 통해 지역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 전망과 비전을 제 

시할 수 있어야 한다.

2017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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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의 문화유산

파주의 문화단체 

파주시 연혁 및 지명유래



파주의 문화유산

파주 삼릉 장릉

사적 제205호 / 조선전기 및 후기(1461,1474,1728)

소재지 : 조리읍 삼릉로 89

지정일 : 1970년 5월 26일

공릉(조선 8대 예종의 비, 장순왕후 한씨의 능)

순릉(조선 9대 성종의 비, 공혜왕후 한씨의 능) 

영릉(영조의 장자 진종과 효순왕후 조씨의 능) 

사적 제203호 / 조선후기(1731)

소재지 : 탄현면 장릉로 60

지정일 : 1970년 5월 26일

조선 16대 인조대왕과 원비 인열왕후 한씨의 

합장릉

소령원 수길원

사적 제358호 / 조선중기(1718) 

소재지 : 광탄면 소령원길 41-65 

지정일 : 1991년 10월 25일 

영조의 친모 숙빈최씨의 원소

사적 제359호 / 조선중기(1721)

소재지 : 광탄면 소령원길 41-65

지정일 : 1991년 10월 25일

영조의 장자 진종의 친모 정빈이씨의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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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

오두산성 칠중성

사적 제351호 / 삼국시대

소재지 : 탄현면 필승로 369

지정일 : 1991년 8월 24일

삼국시대의 테뫼식 산성으로 백제의 관미성으로 

사적 제437호 / 삼국시대

소재지 : 적성면 구읍리 703

지정일 : 2001년 12월 4일

테뫼식 산성으로 삼국시대 이래 중요한 산성

비정

덕진산성 덕은리 주거지 및 지석묘군

사적 제537호 / 삼국시대 

소재지 : 군내면 정자리 13 

지정일 : 2이7년 1월 19일 

삼국시대 고구려가 초축한 산성 

사적 제148호 / 청동기시대 

소재지 : 월롱면 덕은리 501-1 

지정일 : 1966년 3월 22일

약 2,500년 전 석기시대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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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의 문화유산

가월리.주월리 구석기 유적 용미리 석불입상

사적 제389호 / 구석기시대 

소재지 : 적성면 가월리 일원 

지정일 : 1994년 12월 21일 

임진강 연안의 구석기시대 유적지 

보물 제93호/고려중기 

소재지 : 광탄면 혜음로 742-28 

지정일 : 1963년 1월 21일

방립불상과 원립불상 2기

윤관 장군 묘 공호공 박중손 묘역 내 장명등

사적 제323호 / 고려중기(1114) 

소재지 : 광탄면 혜음로 930 

지정일 : 1988년 2월 27일 

고려시대의 명장으로 여진을 정벌하고 

9성을 설치함.

보물 제1323호/조선전기

소재지 : 탄현면 방촌로 879번길 172-34

지정일 : 20이년 9월 21일

밀양 박씨 공효공 박중손과 정경부인의 묘 앞에 설 

치된 2기의 장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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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

혜음원지 파주 이이 유적

사적 제464호 / 고려전기

소재지 : 광탄면 혜음로 454번길 18-55

지정일 : 2005년 6월 13일

고려시대 설립된 국립숙박시설이면서 왕의 순행을 

위한 행궁지

사적 제525호 / 조선중기

소재지 : 법원읍 자운서원로 204

지정일 : 2013년 02월 21일

조선중기의 대학자, 경세가이자 사상가인 율곡 이 

이 선생유적지

무건리 물푸레나무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천연기념물 제286호/근대

소재지 : 적성면 감골길 60

지정일 : 1982년 11월 4일

천연적으로 자생한 수령 200년 된 느거수

천연기념물 제250호/현대

소재지:산남로 일원

지정일 : 1975년 2월 21일

세계적인 희귀조인 재두루미의 도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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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의 문화유산

국가지정 문화재

궁시장유영기 화석정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 현대

소재지 : 탄현면 국원말길 168

지정일 : 19기년 9월 13일

수대에 걸친 전통화살 장인

경기도유형문화재 제61호 / 조선중기

소재지 : 파평면 화석정로 152-72

지정일 : 1974년 9월 26일

율곡 이이 선생이 여가가 있을 때 시와 학문을 

논하던 정자

황희선생 영당 반구정

경기도기념물 제29호 / 조선전기(1455)

소재지 : 문산읍 반구정로 85번길 3

지정일 : 1976년 8월 27일

방촌 황희 선생의 유업을 기리기 위하여 탄신제향 

을지내는영당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2호 / 조선전기(세종연간)

소재지 : 문산읍 반구정로 53-85

지정일 : 1983년 9월 19일

황희 선생이 퇴관 후 갈매기를 벗 삼아 여생을

보냈던 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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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향교 파산서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1호 / 조선후기（영조연간）

소재지 : 쇠재로 91（금능동 355）

지정일 : 1983년 9월 19일

1407년（태종 7）에 탄현면 갈현리에 창건, 1731년 

현 금능동으로 이전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0호 / 조선중기（1568）

소재지 : 파평면 파산서원길 24-40

지정일 : 1983년 9월 19일

청송 성수침과 성혼, 백인걸, 성수종 선생을 봉안

파주향교 대성전 자유의 다리

경기도문화재자료 제83호 / 조선전기（1420）

소재지 : 파주읍 향교말길 56-83

지정일 : 1992년 6월 5일

조선 태조 때 설치된 향교로서 조선 세종 때 중창 

한 교육기관

경기도기념물 제162호/1953년

소재지 : 문산읍 통일로 2390

지정일 : 1992년 6월 5일

‘자유로의 귀환’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한국전쟁을 대표하는 근대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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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의 문화유산

월롱산성지 육계토성

경기도기념물 제196호/삼국시대

소재지 : 월롱면 월롱산로 254

지정일 : 2004년 5월 17일

한성 백제시대 임진강을 통제하던 주성

경기도기념물 제217호/삼국시대 

소재지 : 적성면 달빛길 562-85 

지정일 : 2007년 10월 22일

초기백제 최전방 지역의 관방시설

황희선생 묘 성혼선생 묘

경기도기념물 제34호 / 조선전기(1452)

소재지 : 탄현면 정승로 88번길 23-67

지정일 : 1976년 8월 27일

청백리이며 명재상이신 방촌 황희 선생을 

안장한곳

경기도기념물 제59호 / 조선중기(1598)

소재지 : 파주읍 성현로 60-20

지정일 : 1981년 4월 17일

조선중기 성리학의 대가인 우계 성혼(1535~1598)

선생의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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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화 선생 묘 이회선생신도비

경기도기념물 제60호 / 조선중기(1701) 

소재지 : 문산읍 장승배기로 61번길 52-27 

지정일 : 1981년 4월 17일

조선 숙종 때의 청백리이며 삼조판서를 

두루 여인한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21호 / 조선중기

소재지 : 조리읍 수레길 178-53

지정일 : 1984년 9월 12일

성종대왕의 아홉째 왕자 익양군 이회 선생의 비로 

명필 한호의 작품

윤곤선생 묘 허준선생 묘

경기도기념물 제106호 / 조선전기(1432)

소재지 : 파주읍 용지안길 103-2

지정일 : 1988년 3월 21일

조선 초기에 많은 치적을 남겼으며 이조판서를

여이하’

경기도기념물 제128호 / 조선중기(1615)

소재지 : 진동면 구암로 205

지정일 : 1992년 6월 5일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명의로 동의보감을 

저술한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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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의 문화유산

심지원 묘및 신도비 김덕함 묘 및 신도비

경기도기념물 제137호 / 조선중기(숙종연간)

소재지 : 광탄면 혜음로 930

지정일 : 1992년 12월 13일

문신으로 효종 때 영의정을 지냄

경기도기념물 제144호 / 조선중기(1660)

소재지 : 적성면 감골길 48

지정일 : 1993년 1월 30일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청백리에녹선되었음

정연 묘 춘곡 정탁 묘

경기도기념물 제139호/조선전기

소재지 : 탄현면 법흥로 39

지정일 : 1993년 6월 3일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바른 말을 잘하는 것으로 

명성이 높았음

경기도기념물 제173호/ 조선전기(1423)

소재지 : 월롱면 휴암로

지정일 : 2000년 6월 12일

정도전과 함께 고려사 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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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평윤씨 정정공파 묘역 사재 김정국 묘

경기도기념물 제182호/ 조선시대

소재지 : 교하읍 당하리 성재길 220

지정일 : 2002년 9월 16일

정정공 윤번을 중시조로 하는 96기의 종중묘역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22호 / 조선중기

소재지 : 진동면 하포리 산 123

지정일 : 2003년 4월 21일

조선의 학자이자 문신. 목민관으로서 선정을 베푼

역사적 인물

유항 한수 묘 용재 성현 묘역

경기도기념물 제187호/고려후기

소재지 : 진동면 서곡리 산 87

지정일 : 2003년 4월 21일

초서와 예서에 능하여 유명한 비문과 작품을 많 

이 남김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30호 / 조선시대

소재지 : 문산읍 문현말길 274-18

지정일 : 2004년 5월 17일

용재총화, 악학궤범 등 귀중한 저서를 남긴 인물로 

묘역의 석물이 특히 뛰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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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의 문화유산

다율리•당하리 지석묘군 금산리 민요

경기도기념물 제129호/청동기시대

소재지 : 당하2길 176

지정일 : 1992년 6월 5일

다율라당하리 일대 청동기시대의 귀중한 유적 

경기도무형문화재 제33호/ 근대

소재지 : 탄현면 헤이리로 381-2

지정일 : 2000년 8월 21일

경기도 서북부지방 농요의 특징을 보유한 향토민 

요

교하 물푸레나무 보광사 대웅보전

경기도기념물 제183호/근대

소재지 : 청석로 298

지정일 : 2002년 9월 16일

수형과 수세가 모두 아름다운 민간신앙 대상물

경기도유형문화재 제83호 / 조선후기 

소재지 : 광탄면 보광로 474번길 87

지정일 : 1979년 9월 3일

894년（신라 진성여왕 8）에 왕명으로 

도선국사가 창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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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정문화재

보광사 숭정칠년명동종 마애사면석불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58호 / 조선후기(1643)

소재지 : 광탄면 보광로 474번길 87

지정일 : 1995년 8월 7일

숭정7년에 제작된 범종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56호 / 고려전기

소재지 : 진동면 동파리 산 31-1

지정일 : 1995년 8월 7일

고려시대 사방석불로 불교조각사 및 사상연구의

귀중한 사례

읍내리 석조여래 입상 검단사 목조관음보살좌상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39호 / 고려시대 

소재지 : 군내면 구암로 900 

지정일 : 2006년 7월 3일 

고려시대 조성된 입상석불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44호/미상 

소재지 : 탄현면 필승로 292-33 

지정일 : 2009년 2월 9일 

연대 미상의 목조 관음보살 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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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의 문화유산

보광사 목조보살입상 용상사 석불좌상

경기도유형문화재 제248호 / 조선후기(1633)

소재지 : 광탄면 보광로 474번길 87

지정일 : 2이이션 12월 8일

조선후기 조각승 영색이 1633년 제작한 것으로, 조 

선후기 불교조각연구에 중요한 자료임 

경기도유형문화재 제280호 / 조선초기

소재지 : 월롱면 용상골길 403

지정일 : 2013년 11월 12일

‘정통십년명석불좌상 (正統十年銘石佛坐像)’

검단사검단조사진영 검단사 아미타불회도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72호/ 조선후기 

소재지 : 탄현면 필승로 292-33 

지정일 : 2014년 5월 9일

검단사를 창건한 검단조사의 진영

경기도유형문화재 제295호 / 조선후기(1854)

소재지 : 탄현면 필승로 292-33

지정일 : 2014년 8월 29일

19세기 경기불화의 특징을 보여주는 족자형 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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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주시 지 정 문화재

경기도지정 문화재

옥석장 김영희 적성향교

경기도지정 무형문화재 제18호 / 현대 

소재지 :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48-38 

지정일 : 2005년 2월 7일

대한민국 옥석패물가공 기능전승자

파주시지정 향토유적 제3호 / 조선전기

소재지 : 적성면 감악산로 1311-20

지정일 : 1986년 4월 17일

현유의 위패봉안•배향,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해 창건한 교육기관

용주서원 감악산비

파주시지정 향토유적 제1호 / 조선중기(1598)

소재지 : 월롱면 용주서원길 21-6

지정일 : 1986년 4월 17일

휴암 백인걸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고자 건립 

파주시지정 향토유적 제8호 / 삼국시대 

소재지 :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 

지정일 : 1986년 4월 17일

북한산 진흥왕순수비와 흡사한 몰자비

된 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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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의 문화유산

파평용연 파주리 당간지주

파주시지정 향토유적 제10호 / 통일신라~고려시대

소재지 : 파평면 청송로 300

지정일 : 20이년 12월 21일

파평 윤씨 시조（윤신달）가 탄강한 연못

파주시지정 향토유적 제18호 / 고려시대

소재지 : 파주읍 우계로 29

지정일 : 2005년 5월 13일

사찰의 입구에 세워 당간의 지탱을 위해 

조성된 돌기둥

미수 허목선생 친필 암각문 하포리 지석묘

파주시지정 향토유적 제22호 / 조선시대

소재지 : 적성면 장좌리 141

지정일 : 2005년 5월 13일

미수 허목 선생의 친필 암각문

파주시지정 향토유적 제26호 / 선사시대

소재지 : 진동면 하포리 417

지정일 : 2007년 11월 5일

청동기시대 임진강 연안 생활상을 밝혀주는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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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지정문화재

정곤수 묘역 허조묘역

파주시지정 향토유적 제28호 / 조선중기

소재지 : 진동면 하포리 산 138

지정일 : 2이이년 4월 30일 

조선중기 문신 정곤수의 묘역

파주시지정 향토유적 제29호 / 조선시대 

소재지 : 문산읍 이천리 산2

지정일 : 2013년 8월 28일

조서초기 문신 허조(1369-1439)의 묘역

청원군 이간 묘역 성사영묘

파주시지정 향토유적 제23호 / 조선시대 

소재지 : 교하로 1335

지정일 : 2006년 4월 20일

조선성종의 8자 익양군의 손자 청원군 이간을 비 

파주시지정 향토유적 제20호 / 조선시대

소재지 : 광탄면 보광로 930-17

지정일 : 2003년 5월 27일

공자의 유상을 신위로 모신 파주의 대표적인 사우

롯한 5기의 왕족묘역

445



파주의 문화유산

창원군 이성 묘역 장수황씨 열성공 묘역

파주시지정 향토유적 제27호 / 조선시대

소재지 : 교하로 1071

지정일 : 2011년 5월 20일

세조의 4남 창원군 이성의 묘

파주시지정 향토유적 제32호 / 조선시대

소재지 : 탄현면 금승리 산3-2

지정일 : 2015년 9월 18일

방촌 황희선생의 셋째 아들이자 대를 이어 영의정 

에 오른 황수신의 묘

장포 김행 묘역 봉서리 충신열녀문

파주시지정 향토유적 제24호 / 조선시대

소재지 : 문산읍 휴암로 531번길 68-24

지정일 : 2007년 2월22일

조선시대 문신이며 학자. 용주서원에 배향된 인물 

파주시지정 향토유적 제5호 / 조선중기(1633)

소재지 : 파주읍 학골길 54

지정일 : 1986년 4월 17일

김복경과 그의 며느리 신평 송씨의 순절을 기리기 

위해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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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정문화재

김석몽처 남평문씨 열녀문 원주김씨 묘역

파주시지정 향토유적 제4호 / 조선후기(1764)

소재지 : 파주읍 정문로 578

지정일 : 1986년 4월 17일

김석몽의 아내 남평 문씨의 부덕과 정절을

기리기 위해 건립

파주시지정 향토유적 제31호 / 조선시대

소재지 : 진동면 초리산 213

지정일 : 2014년 2월 14일

원주김씨 김거공 묘역

청풍김씨 열녀비 황정욱 묘 및 신도비

파주시지정 향토유적 제7호 / 조선후기(1824)

소재지 : 월롱면 휴암로 335번길 186

지정일 : 1986년 4월 17일

조중협의 처 청풍 김씨의 효행과 부덕, 정절을 

기리기 위해 건립

파주시지정 향토유적 제20호 / 조선시대

소재지 : 탄현면 정승로 22

지정일 : 2002년 7월 29일

조선 중기 문신으로 대제학을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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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의 문화유산

최흥원 묘 및 신도비 성임 묘 및 신도비

파주시지정 향토유적 제9호 / 조선시대

소재지 : 앞골길 213-46

지정일 : 20이년 12월 21일

조선 선조 때 영의정을 역임하고 청백리에 녹선된 

인물로 선조가 하사한 백비와 묘

파주시지정 향토유적 제17호 / 조선초기

소재지 : 문산읍 문현말길 400

지정일 : 2001년 12월 21일

조선 초 좌참찬을 지낸 성임의 묘와 신도비로 석물 

및 석등이 독특함

화완옹주 및 정치달 묘 이주 ■ 이광정 묘 및 신도비

파주시지정 향토유적 제14호 / 조선시대

소재지 : 문산읍 반구정로 46

지정일 : 2001년 12월 21일

영조의 제9녀인 화완옹주와 그의 남편 정치달의 

묘

파주시지정 향토유적 제12호 / 조선시대

소재지 : 조리읍 정문로 77-25

지정일 : 2001년 12월 21일

조선 중기 이조판서를 역임하고 청백리에 녹선된 

이광정과 영의정에 추증된 그의 부친 이주의 묘와 

신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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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정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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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도공박은 묘역 정태진 묘

파주시지정 향토유적 제25호 / 조선시대 

소재지 : 문산읍 당동2로 74-16 

지정일 : 2007년 2월 22일

조선전기 좌명공신인 평도공 박은묘역

파주시지정 향토유적 제15호 / 근대 

소재지 : 광탄면 영장리 산8

지정일 : 2001년 12월 21일 

독립운동가이며 한글학자인 정태진의 묘

상서대 서곡리 고려벽화묘

파주시지정 향토유적 제11호 / 고려시대

소재지 : 법원로 웅담천길 46

지정일 : 20이년 12월 21일

윤관이 상서로 있을 때 여가를 틈타 시문과 휴양 

을 즐기고 후손들이 학문을 닦던 곳 

파주시지정 향토유적 제16호 / 고려시대

소재지 : 진동면 서곡리 산 112

지정일 : 20이년 12월 21일

고려시대 문신 권준의 묘 석실에 그려진 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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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의 문화유산

화평옹주•박명원 묘 및 신도비 전주이씨 상원군 이세령가문 

충신 열녀정려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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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지정 향토유적 제13호 / 조선시대 

소재지 : 파주읍 육군 제7663부대 내 위치 

지정일 : 20이년 12월 21일

영조의 제3녀인 화평옹주와 그의 남편 박명원의 

합장묘

파주시지정 향토유적 제21호 / 조선시대

소재지 : 가온로 206

지정일 : 2004년 10월 4일

조선시대 충신 상원군 이세령 및 가문의 열녀 

세 분의 정려편액

교하동사무소

파주시지정 향토유적 제30호 / 근대

소재지 : 교하로 14이

지정일 : 2이4년 2월 14일

1956년에 증축된 석조건물

파주시지정 향토자료 제1호 / 조선시대

소재지 :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59-63

지정일 : 2006년 4월 20일

조선시대 격쟁의 처리과정을 기록한 문서 1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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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人 K 點丹寺） 용상사 （龍 床寺）

전통사찰 제40호/신라시대

소재지 : 탄현면 필승로 292-33

지정일 : 1988년 7월 28일

신라 때 검단조사가 창건, 검단조사 영정 보관 

전통사찰 제88호/고려시대

소재지 : 월롱면 용상골길 403

지정일 : 1988년 10월 25일

고려 현종이 거란의 침입 때 이곳에 피신. 소형불 

좌상인 정통십년명석불좌상 보관

용암사 （11 岩寺） 보광사 （普光寺）

전통사찰 제87호/고려시대

소재지 : 월롱면 휴암로 335번길 186

지정일 : 1988년 10월 25일

용미리석불입상이 조성된 고려시대에 창건된 사찰 

로추정

전통사찰 제41호/신라시대

소재지 : 광탄면 보광로 474번길 87

지정일 : 1988년 7월 28일

신라 진성여왕 때 도선이 창건, 조선 영조 때 소령 

원의 기복사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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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의 문화유산

경의선 죽음의 다리 영국군 설마리전투비

파주시 등록문화재 제79호 / 근대

소재지 : 장단면 도라산리 894

지정일 : 2004년 2월 6일

한국전쟁때 중공군의 개입으로 몰살당한

미군과 국군의 넋을 기리기 위한 장소

파주시 등록문화재 제407호 / 근대

소재지 : 적성면 마지리 산2-2

지정일 : 2008년 10월 1일

중공군의 대공세를 막은 영국 글로스터 대대의 

희생을기념하는비

경의선 증기기관차 화통 구 장단역지

파주시 등록문화재 제78호 / 근대

소재지 : 문산읍 임진각로 177

지정일 : 2004년 2월 6일

한국전쟁때 장단역 근처에서 피폭된 

증기기관차 화통

파주시 등록문화재 제77호 / 근대

소재지 : 장단면 동장리 198

지정일 : 2004년 2월 6일

경의선 개통당시 장단역이 있던 곳으로 

남한 최북단에 있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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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장단면사무소 청춘의 십자로

파주시 등록문화재 제76호 / 근대

소재지 : 장단면 동장리 515

지정일 : 2004년 2월 6일

DMZ 내에 있어 미복구된 장단지역의 면사무소 

파주시 등록문화재 제488호 / 근대

소재지 : 문발로 301（한국영상자료원파주보존센터 ）

지정일 : 2007년 9월 17일

안종화 감독이 1934년 제작한 흑백 무성영화

시집가는날 ［맹진사댁 경사］ 자유부인

파주시 등록문화재 제348호 / 근대

소재지 : 문발로 301（한국영상자료원파주보존센터） 

지정일 : 2007년 9월 17일

1956년에 오영진의 희곡「맹진사댁 경사」를 영화 

화하여 동아영화주식회사에서 제작한 이병일 감 

독의 작품

파주시 등록문화재 제347호 / 근대

소재지 : 문발로 301（한국영상자료원파주보존센터 ）

지정일 : 2007년 9월 17일

한형모 감독의 작품으로 1954년 서울신문에 연재 

되어 초유의 선풍적 인기를 모았던 정비석의「자유 

부인」을 영화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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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의 문화유산

피아골 마음의 고향

파주시 등록문화재 제346호 / 근대

소재지 : 문발로 301（한국영상자료원파주보존센터 ）

지정일 : 2007년 9월 17일

1955년에 백호프로덕션에서 제작한 이강천 감독 

의 작품. 휴전 후에도 지리산에 남아 있는 빨치산 

부대의 생활상을 소재로 만든 영화

검사와 여선생

파주시 등록문화재 제344호 / 근대

소재지 : 문발로 3이 （한국영상자료원파주보존센터 ） 

지정일 : 2007년 9월 17일

1948년 윤대룡 감독, 김춘광 원작으로 김영순프로 

덕션에서 제작한 40분 장편 드라마 

파주시 등록문화재 제 345호 / 근대

소재지 : 문발로 301（한국영상자료원파주보존센터 ）

지정일 : 2007년 9월 17일

극작가 함세덕의 희곡『동승』을 각색하여 1949년 

에 제작한 윤용규 감독의 데뷔작

자유만세

파주시 등록문화재 제343호 / 근대

소재지 : 문발로 301（한국영상자료원파주보존센터 ）

지정일 : 2007년 9월 17일

1946년에 상영된 항일영화작품으로 전창근의 시 

나리오, 최인규 감독의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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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유림 단체 현황

단체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유림총회 아동동 299-3 이영복

파주향교 파주읍 파주리 170-1 김용성

교하향교 금촌동 70-24 정경진

적성향교 적성면 감악산로 1311-20 최주연

파산서원 파평면 청송로 176-19 김종렬

용주서원 월롱면 용주서원길 40 이상렬

자운서원 법원읍 동문리 산 4 김용준

경현단 파평면 청송로 176-19 김종럴

황희영당 탄현면 금승리 92 강민희

여 충 사 광탄면 분수리 산 4-1 이기철

성사영묘 광탄면 마장리 127 이상봉

월 계 단 법원읍 동문 2리 산 725 김기영

동현단 법원읍 가좌올길 393 김형식

우계사당 광탄면 향양 3리 정해청

방촌봉사회 문산읍 사목리 김현식

455



파주시 문화예술단체 현황

사）한국예총 파주지회

협회 대 표

사）한국예총파주지회 회장 박재홍

음악협회 지부장이상주

연예인협회 지부장이재성

문인협회 지부장 장기숙

미술협회 지부장 양옥련

국악협회 지부장 류인원

무용협회 지부장 김은희

연극협회 지부장 박재운

영화인협회 지부장김 승

사진작가협회 지부장 조병두

주 소

주 소 : 파주시 와석순환로 415 （운정행복센터 2층） / 전 화 : 031） 944-3396, 팩스 : 031） 946-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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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단체 파주지회（기타）

단체명 주 소 비고

사）한국서가협회파주지부 이진숙 지부장

사）한국서각협회파주지부 이주성 지부장

술이홀 예술단 박연숙 단장

파주대중문화창작연회 정태권 회장

금산리 민요 추교현 회장

율곡문화예술원 정영기 원장

생활공예협회 김정수 회장

한얼 국악원 안성근 원장

파주전통연 문화연구회 하찬용 회장

태평12지놀이 보존회 류인원 회장

사） 파주청소년교향악단 윤희정 단장

사） 한국향토 민중예술 문화협 목영봉 회장

신사임당 추모선양회 유명희 회장

사） 한국한시한문협회 윤열상 회장

시립 예술단 백찬호 단장

전통예술단 호연 이찬행 단장

한국농악협회 파주지부 김명기 지부장

대한시조협회 파주지회 이명옥 회장

우리소리보존회 파주지부 김정희 지부장

한국성씨총연합회 석민영 사무총장

파주 윈드오케스트라 이용근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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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문화예술단체 현황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조선 왕릉

유적 모신분 장 소 직 위 대표

여 르 
O O

진종소황제,

효순소왕후 조씨
조리읍 봉일천리 산 4-1

사） 전주리씨대동종약원 

파주시분원 분원장
이원주

성종대왕비

공혜왕후한씨
조리읍 봉일천리 산 4-1 순릉봉향회 이석우

고르 
O O 장순왕후 한씨 조리읍 봉일천리 산 4-1 공릉 봉양회 이종연

자르 
O O

인조대왕

인열왕후 한씨
탄현면 갈현리 산 25-1 장 • 휘릉 봉양회 이연주

소령원
영조대왕모친

숙빈 최씨

광탄면 소령원길 41-65

（영장리267）

소령원/수길원

봉향회장
이수창

수길원
진종대왕모친

정빈 이씨

광탄면 소령원길 41-65

（영장리267）

소령원/수길원

봉향회장
이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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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연혁

475 고구려 장수왕 63년 술이홀현

475 고구려 장수왕 63년 처음으로 술이홀현이라 칭함

757 신라 경덕왕 16년 봉성현으로 개칭

1174 고려 명종4년 서원현으로 개칭

1393 조선태조 2년 서원군으로 승격

1398 조선태조 7년 파평현 병합 원평군으로 개칭

1414 조선태종 14년 교하현을 원평군에 병합

1415 조선태종 15년 원평군이 도호부로 승격

1418 조선태종 18년 교하현 독립 원평군으로 격하, 주민 진정으로 도호부 재승격

1459 조선 세조 5년 파주목으로 지정

1459 세조 5년 파주목으로 개편

1895 고종 32년파주군으로 개편

1895 고종 32년 파주목이 파주군으로 됨

1914. 3.1 교하군을 파주군에 편입（10면）

1945.11. 3 연천군 적성면, 남면을 편입（12면）

1946. 2. 5 남면을 양주군으로 이관（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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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연혁 및 지명유래

파주시 연혁

1972 장단군 장단면, 군내면,진동면,진서면을 편입

1972.12. 28 장단군 장단면, 군내면, 진동면, 진서면을 편입（15면）

1973. 7.1 아동면이 금촌읍, 임진면이 문산읍으로 승격（2읍13면）

1979. 5.1 군내면에 출장소 개설

1983. 2.15 주내읍을 파주읍으로 명칭변경, 양주군 백석면 기산리, 영장리를 

광탄면에 편입하고 영장출장소 개설

1987.1.1 광탄면 기산리 일부（기산1리）가 양주군 백석면에 편입

1989. 4.1 천현면을 법원읍으로 승격（4읍11면）

1996 파주시승격

1996. 3.1 파주군에서 파주시로 승격

1996. 3.1 금촌읍이 금촌1동, 금촌2동으로 분동（3읍 11면 2동）

2002.4.1 교하면이 교하읍, 조리면이 조리읍으로 승격（5읍 9면 2동）

2이 1. 5.1 군내출장소를 장단출장소로 명칭 변경

2이 1. 7. 25 교하읍이 교하동,운정1,2,3동으로 분동,금촌3동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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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고장파주

우리 고장 파주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증보문헌비고』라는 책에 나온다. 파주는 본래 고조 

선의 땅이었다가 삼한시대에 마한에 속했다. 삼국시대에 최초로 파주에 자리 잡은 나라는 백제 

였으나 고구려와의 계속된 영토싸움으로 475년에는 파주 땅 전체가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다. 그 

뒤 신라 진흥왕이 파주를 차지했다. 세월이 흘러 고려시대의 파주 지역은 무신정변과 깊은 관련 

을 맺는다. 1170년（의종 24） 정중부를 비롯한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킨 보현원이 바로 옛 장단군 

지역이기 때문이다.

파주는 조선시대에 지금의 명칭을 얻었다. 세조（1459년）는 이곳이 왕비의 친정이 있는 마을이었 

기 때문에 그전까지 원평도호부로 불리던 이 지역을 ‘목’으로 승격시키고 명칭도 파주로 고쳤다.

파주 지역에는 한강과 과거 칠중하라 불렀던 임진강을 비롯하여 공릉천, 문산천, 갈곡천, 비암천 

등 크고 작은 강이 많이 있다. 파주는 북녘의 산하를 위에 두고 구불구불 흐르는 임진강과 대한민 

국의 심장을 관통하여 흐르는 한강이 함께 만나 서해로 흘러드는 하구（河□）에 위치해 있어 예로 

부터 둑과제방이 많았다. 그래서일까요, 파주（裝州）는 ‘둑 위의 마을, 둑과제방이 많은 마을 또는 

둑, 제방 역할을 하는 마을’이란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파주는 한양에서 가까워 임진강을 따라 각종 유통이 발달하였는데 그 중 고랑포와 문산포가 물 

류 집산지로 유명하였다. 고속도로가 뱃길을 대신하기 전까지 임진강변은 사람들의 흥겨운 노랫 

가락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파주 사람들은 임진강이 가져다준 풍요로움에 행복을 느꼈고, 고 

마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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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의 지명유래

광탄면 （廣 31面）

본래 광탄면 지역으로 1914년 양주군 백석면 마장리 일부가 편입되었고, 1983년 양주군 백석면 기산리와 영 

장리가 더 편입되었다. 이 지역에서 양주군 백석면과 광적면 양쪽에서 흘러내린 물이 문산천으로 합류하는 

데, 이것이 넓은 여울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말로 광탄（廣II）이라 한다.

교하동 （交河洞）

교하읍은 본래 고구려 천정구（泉井□）（굴화부（屈火部） 또는 어을매곶（於己買申）이라고 하였다）인데 신라 경 

덕왕 때 교하부（交河部）로 바꿨으며 선성（宣城）이라고도 부른다. ‘교하’란 명칭은 읍의 서쪽에서 흐르는 한 

강과 북동쪽에서 흐르는 임진강이 이 지역에서 합류하여 서해로 들어가는 데서 생긴 것이다. 원래의 교하는 

지금의 금촌동, 탄현면, 교하면을 포괄하는 지역이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와석면（瓦石面）, 청석면（ 

靑石面）, 탄현면（炭絲面）, 아동면（術洞面） 등으로 나뉘고 193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4호에 따라 

와석면과 청석면 일원을 합하여 교하면이라 하였다. 읍치는 검단산 동록에서 아동면 금성리로, 다시 정사년 

（1797년으로 추정） 7월 지석면 후율리로 옮겼다. 2002년 4월 1일 교하읍으로 승격되었으며 신도시 조성에 따 

른 인구증가로 2이1년 7월25일 교하읍이 4개 동（교하동, 운정1~3동）으로 전환되었다.

군내면 （郡內®）

본래 장단군 지역으로 장단 읍내가 되므로 진현내면이라 하여 서상, 동하, 서하, 점희능, 원당, 방목, 정자포, 

백연 등 8개 동리를 관할하였다. 1914년 4월 1일 행정구역 폐합 때 진현내면 전부와 진북면, 중서면, 진동면의 

각 일부와 개성군 동면 일부를 병합하여 군내면이라 하였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에 의하여 파주군 

임진면（현 문산읍）에 편입되었다. 이 지역에 민간인이 거주하게 된 것은 1972년 4월 육군 제1사단 제대 장병 

14명이 영농을 시작하면서부터이다. 1972년 12월 28일 법률 제2395호에 의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과 함 

께 파주군에 편입되었다. 1973년 3월 종합 개발에 착수하여 80여 세대가 입주하여 통일촌을 형성하게 되었 

다. 1979년 5월 1일 군 조례 제610호에 의하여 군내출장소가 설치되어 현재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백연리와 

조산리를 포함하여 4개 면을 관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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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의 지명유래

금촌 1,2.3 동（金村;同）

본래 교하군 아동면 지역으로 새로 조성된 마을이므로 새말•신촌이라하던 것이 변하여 세말•쇠말•금촌 1,2.3 

이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교하군 아동면의 신금촌 1,2.3, 야동리, 아동리, 금능리 각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금촌 1,2.3리라 해서 파주군 아동면에 편입되었다. 1996년 파주시 승격 때 금촌 1,2.33, 5리는 금촌 

1,2.31 동에 금촌 1,2.31, 2,4, 6, 8리는 금촌 1,2.32동에 편입되었다.

문산읍（文山邑）

본래 파주군의 칠정, 마정, 운천, 신속면 지역으로 1914년 4월 1일 구면 폐합 때 마정면의 마정•장지•반장■사 

목의 4개 동리, 운천면의 상리•하리, 신속면의 비인내벌■임진각 일부, 오리면의 장포리 일부를 병합하여 임 

진강의 이름을 따서 임진면이라 하였다.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3호에 의하여 임진면을 문산읍으로 

승격하고 월롱면의 내포리를 편입하였다.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에 의하여 파평면의 이천리를 

편입하였다. 대동여지도（大東與地圖）에는 문산（文山）으로 표기되어 있다.

법원읍 （法院邑）

본래 파주군 지역으로 샘재（泉明）의 이름을 따서 천현면이라 하였는데 1895년（고종 32）에 천현내패와 천현 

외패 2면으로 갈랐다. 1914년 4월 1일 군면 폐합 때 천현내패•외패면과 과평면의 지천리 일부를 병합하여 천 

현면이라 하였다. 1989년 4월 1일 군 조례 제 1280호로 법원읍으로 명칭 변경과 함께 승격하였다. 법원읍은 

법원리에서 그 명칭을 딴 것인데 법원리는 법의리（法儀里）의 '법（法）'자와 원기리（院基里）의 ' 원（院）자를 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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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의 지명유래

운정 1,2.3 동（雲井洞）

옛날에 이곳에 샘이 잘 나는 아홉 개가 있어 구우물이라 하였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지명을 묻기에 구우물이 

라 했더니 구름우물로 잘못 들어 생긴 이름으로 수렁논이 많고 우물이 많아 안개가 자욱하였다고 한다. 운정 

동은 신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도시화에 부합하는 행정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되어 2011년 7월 25일 

교하읍이 4개동으로 분동되면서 신설되었다.

월롱면 （月 SI 面）

본래 파주군 지역으로 지살면, 자곡면이라 하여 위전용은•덕옥•영태■순상도내의 6개 동리를 관할하였는 

데, 1914년 4월 1일 군면 폐합 때 오리면의 당산•능동•내동•굴촌■장포의 일부, 백석면의 현암■오라의 각 일부, 

광탄면의 두만 일부, 칠정면의 문산하리 •당동리의 각 일부, 교하군 아동면의 등원•아동의 각 일부 지역 등을 

병합하여 월동산의 이름을 따서 월롱면이라 하였다.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3호에 의하여 내포리가 

문산읍으로 편입되었다. 월롱산과 가까운 위전리에는 다락고개, 달앗과 같은 지명이 많고 월롱산은 다랑산으 

로 불리기도 한다. 또한 월롱（月li）의 월（月）은 우리말 다•달을 한자화한 것으로 롱（O）은 ‘락-랑-롱’으로 발 

음 변화 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월롱의 의미는 높은 지대를 뜻하는 ‘다락’일 것으로 보인다.

장단면 （長;S 面）

장단군（長溫郡）은 본래 고구려 장천현（長港®인데 신라 떄 장단（長滯）으로 고쳤다. 10이년（고려 목종 4） 단 

주（端州）로 승격되었고 1이8년（현종 9） 다시 장단현（長滯®이라고 하였다. 같은 해 12월 다시 장단을 임강 

현에 합병하였으며 이때 명칭은 임단현（臨滯腎）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1419년（세종 1）에는 다시 장단현이 되 

었다. 1456년（세조 2）에는 장단, 임진현을 폐합하여 임진현에 소속시켰으며 1458년에는 임강, 임진을 합해서 

장단으로 하였다. 조선조 말에는 진현내면, 진동면, 상도면, 하도면, 중서면, 진북면, 송남면, 송서면, 서도면, 

동도면, 장북면, 강남면, 강서면, 강북면, 강동면, 대위면, 장동면, 장현내면, 고남면, 장서면 등을 관할하였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군내면, 진남면, 진서면, 소남면, 대남면, 강상면, 대강면, 장도면, 장남면, 진동면 등 

으로 개편하였다. 1972년 12월 28일 법률 제2395호에 의하여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등이 파주군에 

속하게 되었다. 지금은 대성동과 통일촌에만 사람이 살고 있다. 지금의 장단면은 본래 하도면, 상도면, 중서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진남면으로 병합되었고 1934년 장단면으로 개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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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의 지명유래

적성면 （積城面）

본래 적성현 지역으로 적성읍내였으므로 현내면이라하여 읍내■관동•가월■검상•주월•설마 등 6개 동리를 관 

할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동면의 객현백운자평■송현•산덕•율포•어유지•적암■늘목의 9개 동리 

와 서면의 두지■마지•식현•도장•무건답곡자장•현석•장파의 9개 동리, 그리고 마전군 군내면의 8삼화리, 장 

단군 고남면의 장좌리, 양주군 영근면의 하원리 일부와 파주군 파평면의 천천리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적성 

면이라 하여 연천군에 편입되었다. 이 당시의 적성면은 구읍, 가월, 주월, 설마, 객현, 율포, 늘목, 장현, 어유지, 

적암, 두지, 마지, 무건, 식현, 장파, 답곡, 자장, 삼화, 장좌 등 19개 리로 구성되었다. 그후 1945년 11월 3일에는 

파주군 관할이 되었으며, 1946년 2월 5일 남면이 양주군으로 분리되었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에 

의하여 늘목리와 삼화리를 연천군 전곡면과 미산면에 넘겨주어 모두 17리가 되었다. 1973년 7월 1일 대통령 

령 제6542호에 의하여 장파리를 파평면에 넘겨주어서 16개 리가 되었다. 적성（積城）은 원래 고구려 칠중현（ 

七重懸）으로 신라 경덕왕 떄 칠성현（七城絲）으로 개칭하고 고려 때 적성현（積城懸）으로 고쳤다.

조리읍 （條里 B）

본래 파주군 지역으로 조리동면（條里洞面（助里洞面））이라 하다가 조리면으로 줄여 부르게 되었다. 1914년 4 

월 1일 군면 폐합에 따라 교하군 아동면의 등원리, 아동리의 일부, 지석면의 상지석리 일부와 고양군 사리대 

면의 설문리, 지영리의 각 일부 지역을 병합하고 죽원, 뇌조, 오산, 장곡, 봉일천, 등원 등 6개 리로 개편하여 조 

리면이라 하였다. 이후 1989년 1월 1일 군 조례 제1251호로 능안리가 포함되어 7개 리를 관장하게 되었다. 공 

릉산（芸陸山） 정상에서 사면으로 뻗은 가지（條） 모양의 산줄기를 따라 골짜기마다 마을이 형성되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2002년 4월 1일 교하와 함께 읍으로 승격되었다.

진동면（津東面） 본래 진동면, 장서면의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진동면, 장서면 일부 지역을 병합하 

여 읍내 동쪽이 되므로 진동면이라 하였다. 1972년 12월 28일 법률 제2395호에 의하여 파주군에 편입되었다. 

6己5전쟁 이후 주민 미거주 지역이었으나 2000년을 전후해 수복마을인 해마루촌이 조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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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연혁 및 지명유래

파주의 지명유래

진서면 （津®面）

본래 송림현（松林!W 지역으로 1418년（태종 18） 임강현（臨江,W에 편입되었고, 1458년（세조 4）에 장단군에 

편입되어 송림 읍내 남쪽에 자리하고 있어 송남면（松南面）이라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송남면과 송 

서면의 일부, 진북면의 조산리 일부와 개성군 청교면, 동면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진서면이라 하였다.

탄현면 （炭 IS 面）

본래 교하군 현내면, 신오리면, 탄포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교하군 현내면의 법흥■맥금■성동 

지역과 신오리면의 성동•대동■만우•금산 지역, 탄포면의 축현•금승•낙하•문지•오금 지역, 청암면의 송촌•연 

다산.오도.갈현의 각 일부 지역, 파주군 오리면의 능동리 일부, 자곡면의 덕옥리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탄현 

면이라 하여 파주군에 편입되었다. 탄현은 탄포（炭淸）의 ‘탄（炭）’자와 현내0絲內）의 ‘현（絲）’자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파주읍（城州邑）

조선시대부터 파주군 지역으로 파주읍내가 되므로 주내면이라 하여, 동부（東部）■서부（西部）•남부（南部）•북 

부（北部） •마산（馬山） 요지（龍池）•대조（大M）•부곡（蓋谷）의 8개 동리를 관할하였는데, 1914년 4월 1일 군면 

폐합 때 백석면（白石面）의 오라（五羅）•우건（牛巾）■봉현（怪＜）•현암（M岩）방축（防築）•학동（學洞）■적전（赤 

田）의 7개 동리와 자곡면（紫谷面）의 도내리（都內理）일부, 칠정면（七井面）의 향양리（向陽理）를 병합하여, 파 

주•연풍•부곡•백석■봉암•봉서■향양의 7개 리로 개편하여 주내면이라 하였다. 1980년 12월 1일 대통령령 제 

10050호에 의하여 주내읍으로 승격되고,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에 의하여 파주읍으로 명칭 

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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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의 지명유래

파평면 （t® 平®）

본래부터 파주군 지역으로 옛날에 파평현이 있었으므로 붙은 이름이다. 조선시대 때 풍덕, 천천, 늘노, 금곡, 

장포, 두문, 신사, 마사, 신곡, 이천, 지천, 용산 등 12개 동리가 이곳에 속하였는데 1914년 군면 폐합 때 칠정면 

의 이천리와 신속면의 임진리 각 일부 그리고 적성군 서면의 식현, 도장리의 각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율곡, 두 

포, 이천, 마산, 금파, 늘노, 덕천 등 7개 리로 개편되었다. 파평면 지역은 475년（장수왕 63）경 파해평사현（城 

害平史惑）이라 하였고 757년（신라 경덕왕 16）에 파평현（裝平腎）으로 개칭되었다.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호에 의하여 적성면의 장파리를 편입하여 8개 리가 되었고,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에 

의하여 이천리를 문산읍에 넘겨주어 현재 7개 리가 되었다. 파평산과 영평산의 명칭에서 연유하여 파평면으 

로 호칭되고 있다. 전 지역이 평평한 언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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