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지도 출처 : Google Earth)

대성동 ‘자유의 마을’ 문화유적
(사진 및 내용 출처 : 경기문화재단, 2014, 『경기도 DMZ 자유의 마을 대성동』)

태성(台城)
•규모
성곽 지름

내부 76.5m, 외부 76.74m

성곽 둘레

내부 240.21m, 외부 240.96m

성벽
성벽 문지

폭 12m, 높이 6m
동문 폭 4.7m, 서문 폭 7m

<유물산포지1 전경>

<유물산포지1 출토 유물>

3구역

<1호 건물지>

5구역

•조선시대 토기, 자기, 기와편 등

김덕함 선정비

•산포지 1에는 기와 가마터가 있었다고 전함

허공 묘역

•고래, 주춧돌, 우물터, 도자기 등이 지표에 노출

대성 저수지
건물지 유적

•지표조사 시 9동의 건물지 확인

•마을 남쪽 0.5~1km 떨어진 구릉 사면 일대
(구 대성동마을의 중심지)

강릉 김씨
동원군파 묘역

•6.25전쟁으로 폐쇄된 마을

4구역

유물산포지 1, 2, 3

대성동 자유의 마을

대성저수지 건물지 유적

대성동마을 조사 계획

<태성 전경>

일제강점기 교량
•교량1 : 마을 입구 부분에서 어룡저수지로 들어가는 길목
•교량2 : 대성저수지로 들어가는 입구

<6호 건물지 동쪽 우물>

<교량1>

<교량2>

대성동 토성
(태성)

1구역

김정주 묘역

6구역

다리 밑 준공비 내용 “四二六三年十二月竣功”

2구역

<3호 건물지>

대성동
자유의 마을

대성동 자유의 마을

대성동 자유의 마을

대성동 자유의 마을

대성동 자유의 마을

대성동 ‘자유의 마을’ 개요

대성동 ‘자유의 마을’ 주요시설

대성동 ‘자유의 마을’ 주택

(사진 및 내용 출처 : 경기문화재단, 2014, 『경기도 DMZ 자유의 마을 대성동』)

행정구역
인구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
인구수

세대수

51

마을 의미

남

여

계

80

74

154

(2020. 07. 31. 기준 /
출처 : 파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사진 및 내용 출처 : 경기문화재단, 2014, 『경기도 DMZ 자유의 마을 대성동』)

공회당
(자유의 집)

마을창고

•1959년 유엔사에 의해 건립

•시멘트블록조 위에 목조트러스를 얹고 슬레이트 맞배지붕을

•마을회관 건립 전까지 마을주민의 집회·회합 장소
•철근, 콘크리트, 시멘트블록, 붉은 벽돌 등 고급
재료를 사용하여 축조된 전형적인 모더니즘 건축물

남한에서 DMZ 내에 조성된 유일한 마을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건축사적으로도

사천(沙川) 건너편에 북한의 기정동 ‘평화의 마을’과 마주보고 있음

가치 있음

(사진 및 내용 출처 : 경기문화재단, 2014, 『경기도 DMZ 자유의 마을 대성동』)

파주 대성동 ‘자유의 마을’ 주택배치도

[A형주택]

•1972년 대성동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처음 조성
얹은 모습
•공회당과 함께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 중 하나

1층, 27평, 맞배집(전면박공)

•단순한 외관과 실내공간이지만 지금은 찾아보기 어려운

[B형주택]

트러스 지붕구조와 40년 가까운 역사의 흔적과 기억을 담고
있어 보존 가치 있음

1층, 28평, 모임지붕집, 우진각집

기정동마을

[D1형주택]

대성동마을

2층, 32평, 맞배집(전면박공), 출입구 전면 우측
[D2형주택]
(위성지도 출처 : Google Earth)

마을 연혁

•1953년

정전협정에 의해 북측의 기정동마을과 함께 DMZ 내 민간인 거주 마을 설치

국기게양대

팔각정

•1959년

문화주택(블록건물), 공회당, 동사무실 등 건축

•공회당 언덕에 위치

•1980년 태성(台城)의 정중앙에 설치

•1965년

문화주택 철거, 기와집 신축

•1968년

대성동국민학교 건축

→ 1980년 현재 위치로 이전
•당초 85m로 설계되었으나 현재는 99.8m

•1971~1972년

제1차 대성동 종합개발사업 착수(새마을주택, 저수지 신축 및 농지정리)

•1979~1980년

제2차 대성동 종합개발사업 1단계(주택개량, 팔각정, 국기게양대, 민정반사무실 신축,

2층, 32평, 맞배집(전면박공), 출입구 전면 좌측

•2층 규모의 정자 형태 건물
•총격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2010년 방탄유리 설치

[E형주택]

국민학교 증축)
•1982~1983년

제2차 대성동 종합개발사업 2단계(저수지 신설, 경지정리사업)

2층, 34평, 맞배집(전면박공), 출입구 전면 우측
[경관주택]

1967년 대성동 자유의 마을

1976년 대성동 자유의 마을(구마을 전경) 1976년 대성동 자유의 마을(신마을 전경)

30평 내외, 맞배집(일명 전면박공집)

[현대주택]

30~40평, 평슬라브지붕(옥상 있는 집)

[H형주택]

2층, 56평, 맞배집(전면박공), 2가구 연립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