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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행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각박

한 세상이 지워준 무거운 의무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지만, 

잠시나마 숨을 가다듬고 전신의 감각들을 활짝 열어 자유와 

해방감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일상의 단조로움이나 

일로부터 휴식을 취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상황을 체

험하고, 그 과정을 통해 인생의 진리를 발견함으로써 삶을 더

욱 충만하게 하는 데 여행의 참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행의 미덕을 구현하기에 문화유산보다 좋은 것이 

또 있을까요. 문화유산은 삶의 체취가 담긴 역사의 발자취이

고, 이를 더듬어 보는 것은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준비가 되어줍니다. 

역사의 흔적과 파편을 모아 과거의 찬란했던 모습을 상상해

보는 일은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색다른 즐거움도 선사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문

화창조의 원동력이 생기고,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문화

문화유산은 
박제된 과거가 아니라 
우리가 아끼고 활용해야 할 
오래된 미래입니다

펴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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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은 박제된 과거가 아니라 우리가 아끼고 활용해야 할 오

래된 미래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문화유산 여행길’ 발굴 사업은 문화유산이 낡

고 고루한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이를 향유하는 기쁨을 더욱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2012년 ‘이야기가 

있는 문화유산 여행길’ 전라권과 경상권을, 2013년 충청권을 

발간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서울·경기·인천권과 강원권을 펴

냅니다. 

이 한 권의 책에서 강원권의 모든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에, 쉽게 접할 수 있고 흥미로운 사연이 담겨 

있는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우리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이야기

들을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이 책이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공유하며 확산시킬 

수 있는 여러분 여행의 좋은 친구가 되길 바랍니다. 

2014년 11월 문화재청장

나 선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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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 펴내는 글  문화유산은 박제된 과거가 아니라 
 우리가 아끼고 활용해야 할 오래된 미래입니다 

010 첫 번째 이야기 길 선비들이 꿈에도 그리던 그곳 
 관동팔경 

	 삼척	죽서루	▶	강릉	경포대	▶	양양	낙산사	일원	▶	고성	청간정

	 길에서	만난	이야기	-	베풀	줄	알아야	한다는	교훈이	담긴	호수

022 두 번째 이야기 길 어라연의 전설이 된 소년왕 
 단종 유배길 

	 	단종대왕	유배길	▶	영월	청령포	▶	영월	장릉	▶	자규루	및	관풍헌	▶	

낙화암과	민충사

	 길에서	만난	이야기	-	전설로	남은	단종

034 세 번째 이야기 길 궁예와 공양왕 
 고려의 시작과 끝 

	 	철원	평화전망대(궁예도성터)	▶	고성	왕곡마을	▶	양양	하조대	▶		 	

삼척	준경묘·영경묘	▶	삼척	공양왕릉	

	 길에서	만난	이야기	-	신이	되고	싶었던	자,	민심을	얻어	왕이	된	자

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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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6 네 번째 이야기 길 시대를 앞서 간 여인들 
 조선 여성 지성사 

	 	오죽헌	▶	허난설헌	생가터	▶	신사임당	사친시비	▶	임윤지당	기념비	▶	

윤희순	유적지	▶	윤희순	동상

	 길에서	만난	이야기	-	고된	삶	속에서	여인들의	강인함으로	빚은	깊은	맛

058 다섯 번째 이야기 길  거대한 바람이 된 민초들의 외침
 동학농민운동과 의병 

	 	풍암리	동학혁명군	전적지	▶	기미만세공원	▶	의암	류인석	유적지	▶			

관동창의대장	민긍호	묘소

	 길에서	만난	이야기	-	서울로	향한	전국의	의병들

070 여섯 번째 이야기 길 찬란했던 시간 속으로의 산책
 옛 절터를 찾아서 

	 	원주	거돈사지	▶	원주	법천사지	▶	원주	흥법사지	▶	홍천	물걸리사지	▶	

양양	선림원지	▶	고성	건봉사지

	 길에서	만난	이야기	-	고려가	남긴	최고의	예술품

082 일곱 번째 이야기 길 자연 속에서 숨은그림찾기
 한국 전통조경의 미학 

	 	춘천	청평사	고려선원	▶	소양정	▶	수타사	▶	강릉	선교장	▶	강릉	해운정	

	 길에서	만난	이야기	-	소금으로	쌓은	재산,	선교장을	만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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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 여덟 번째 이야기 길  끝나지 않은 전쟁, 소리 없는 총성
 한국전쟁의 참상과 민족의 비극 

	 	백마고지	▶	철원	노동당사	▶	철원	승일교	▶	평화의	댐·세계	평화의	종	공원	

▶	을지전망대	▶	고성	통일전망대	▶	속초	아바이마을

	 길에서	만난	이야기	-	서러움이	돌이	되어	쌓인	그곳

106 아홉 번째 이야기 길  상처의 땅에 숨쉬는 생명
 DMZ의 환경과 천연기념물 

	 	토교저수지	▶	철원두루미관	▶	송대소	▶	비수구미	마을	▶	두타연	▶	 	

펀치볼	마을	▶	고성	화진포

	 길에서	만난	이야기	-	세상에서	제일	슬픈	크리스마스와	아이스크림

118 열 번째 이야기 길  10억 년 전 지구에 무슨 일이?
 지질 여행과 동굴 탐험 

	 	태백	구문소	전기고생대	지층	및	하식지형	▶	평창	백룡동굴	▶		

	 정선	화암굴	▶	영월	고씨굴	▶	영월	문곡리	건열구조	및	스트로마톨라이트		

	 ▶	영월	무릉리	요선암	돌개구멍

	 길에서	만난	이야기	-	한강의	시작,	용이	머무르던	곳

130 열한 번째 이야기 길 강퍅한 삶을 달래준 노래
 정선아리랑 

	 	아우라지	▶	정선아리랑	전수관	▶	정선5일장	▶	정선아리랑극	▶	아라리촌	

	 길에서	만난	이야기	-	또	하나의	아리랑

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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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열두 번째 이야기 길  그곳에는 신선과 선녀가 산다
 설악산의 전설과 설화 

	 	설악산	울산바위	▶	설악산	흔들바위	▶	백담사	▶		 	

설악산	십이선녀탕	일원	▶	설악산	대승폭포	▶	양양	오색리	오색약수

	 길에서	만난	이야기	-	영원히	귓가를	울리는	강렬한	님의	침묵

154 열세 번째 이야기 길 산업 유산의 보물단지
 탄광촌 이야기 

	 	석탄역사체험관	▶	삼탄아트마인	▶	태백	석탄박물관	▶	상장동	남부마을	▶	

태백	철암역두	선탄시설	▶	동해	구	삼척개발	사택과	합숙소

	 길에서	만난	이야기	-	석탄과	삶,	추억을	싣고	달리던	기차

166 열네 번째 이야기 길 신석기인들이 남겨놓은 수수께끼
 선사시대 유적 

	 	고성	문암리	유적	▶	양양	오산리	유적	▶	양구	선사박물관	▶		 	

춘천	천전리	지석묘군	▶	국립춘천박물관	

	 길에서	만난	이야기	-	다시	사라질	위기에	처한	3,000년	전의	청동기	마을

178 열다섯 번째 이야기 길 이 땅의 모든 신과 인간을 위한 이야기
 동해안 별신굿 

	 	대관령성황사	및	산신각	▶	구산	서낭당	▶	칠사당	▶	단오문화관	▶		 	

삼척	척주동해비	및	평수토찬비	▶	해신당공원

	 길에서	만난	이야기	-	모두가	하나되는	통합의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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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동팔경

첫 번째 이야기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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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들의 
풍류를 따라서

관동팔경은	많은	시인과	화가들의	

손끝에서	예술로	승화되었다.	아름다운	

풍경은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고,	그	예술은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	전해졌다.	보통	사람들이	

태어난	곳에서	멀리	여행하는	것이	

어렵던	시절,	그림과	시	속의	풍경은	

그곳으로	여행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다.	정조	역시	관동팔경을	

무척이나	가보고	싶어했으나,	김홍도를	

보내	그림을	그려	오라	시키는	것으로	

대신해야	했다.	언제든지	그림	속	그곳에	

몇	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지금,	그곳을	

찾아	길을	떠난다.	

● 치악산
    국립공원

● 원주공항

●횡성한우축제장

●수타사

●강원도청

●청평사

●펀치볼마을

인 제 군

양 구 군

화 천 군

춘 천 시

홍 천 군

횡 성 군

원 주 시

고성군

양양군

강릉시

삼척시

DM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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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죽서루 (보물 제213호)

삼척시의 서쪽을 흐르는 오십천이 내려다 

보이는 절벽 위에 있는 누각(樓閣)인데, 

누의 동쪽으로 죽장사라는 절과 

이름난 기생 죽죽선녀의 집이 있어 

‘죽서루(竹西樓)’라 이름 붙였다고 한다.

강릉 경포대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6호)

경포호 북쪽 언덕에 있는 누각으로, 

주위에는 소나무와 상수리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그 너머로 경포호와 바다가 

내다보이는 운치 있는 풍경을 이루고 있다.

양양 낙산사 일원 (사적 제496호)

671년(신라 문무왕 11년) 의상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바닷가 절벽 위에 지은 의상대와 

거대한 해수관음상 등이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찰 중 하나다.

청간정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32호)

청간천 하구 언덕에 위치한 조선시대의 

정자로, 주변 항구와 동해 한가운데 떠 있는 

죽도의 전망이 빼어난 것으로 유명하다.

 죽서루

 경포대

 낙산사 일원

 청간정

● 양양국제공항

● 설악산
    국립공원

● 오대산
    국립공원

● 가리왕산

●봉평5일장

고 성 군

양 양 군

인 제 군

평 창 군

정 선 군

강 릉 시

삼 척 시

동 해

속 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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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 죽서루

죽서루는 주변의 지형지물과 잘 어울리도록 

지은 것이 특징이다.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인정받아 누각은 보물 제213호로, 죽서루와 

오십천 일대는 명승 제28호로 지정됐다.

삼척시 죽서루길 44
033-570-3670

자연과 하나되는 아름다움, 죽서루

관동팔경 중 유일하게 바닷가가 아닌 강변에 있는 죽서루에

서 강원도의 관동팔경 여행을 시작한다. “누가 하늘을 도와 

이 아름다운 누각을 세웠는가”라는 감탄으로 시작하는 율곡 

이이의 시구처럼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죽서루는, 오십천 

절벽의 자연 지형과 어울리는 건축 미학이 돋보이는 곳이다. 

누각을 자세히 살펴보면 절벽의 바위를 그대로 두고 지어 누

각 하층의 기둥은 길이가 제각각 다르고 방향에 따라 개수도 

다르다. 북측과 남측 면의 칸 수가 다른 것도 주변의 지형지

물과 균형을 맞추어 남측의 암반을 누각으로 오르는 계단으

로 사용하고자 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죽서루는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고려 명종 때

의 문인 김극기의 ‘죽서루’라는 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1190년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의 누각은 

1403년(조선 태종 3년) 삼척부사 김효손이 옛 터에다 새로 지은 이

후 10여 차례의 중수(重修)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누각에 오르니 자연과 내가 하나되는 경지에 조금이나마 가까

이 다가서는 기분이 든다. 정철이 노래하고 정선이 담아낸 그 

당시엔 푸른 산이 눈앞에 펼쳐졌겠지만, 지금은 아파트와 최

신식 건물들이 들어서 아쉽게도 그 풍경을 볼 수 없다. 죽서루

에 올라 바람을 맞으며 주변의 환경을 바꾸어놓은 시간을 훌

쩍 뛰어넘어 정철, 정선과 함께 어울리는 상상을 해본다.  

맑은 호수와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경포대

경포해수욕장은 동해안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해수

▲ 누각에는 정조의 ‘어제시’를 비롯해 

21개의 현판이 걸려 있다. 죽서루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는 물론, 이곳을 

중수한 사람들의 기록을 남겨놓은 

글귀들을 볼 수 있다.

● 관동팔경이란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동해안의 여덟 명승지를 일컫는다. 통천

의 총석정, 고성의 삼일포와 청간정, 양

양의 낙산사, 강릉의 경포대, 삼척의 죽

서루, 경상북도 울진의 망양정, 월송정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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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장 중 하나지만, 정작 그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경포대에 다

녀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바다 안쪽에 자리한 경포호를 돌

아 언덕을 오르면 전망이 탁 트인 경포대가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경포대 누각 안에도 죽서루와 마찬가지로 많은 이

들의 시와 문구를 적은 현판이 남아 있는데, 그중에는 강릉이 

고향인 이이가 열 살에 지었다는 시구와 숙종의 ‘어제시’도 남

아 있다. 

예로부터 많은 예인(藝人)들이 경포대에서 숱한 이야기들을 남

겼는데, 그들의 풍류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 밤이면 경

포호에는 하늘에 하나, 바다에 둘, 호수에 셋, 술잔에 넷, 님

의 눈동자에 다섯……, 이렇게 모두 다섯 개의 달이 뜬다는 

● 역대 임금 중에 경포대를 직접 방문한 

왕은 조선 태조와 세조다. 세조는 1460년 

음력 3월에 경포대에 들른 것으로 남아 

있는데, 그 감흥을 시로 남겼다. 

-

가랑비 살짝 개자 푸른 기운 감아 돌고

거울 같은 경포 호수 비단길이 널렸구나

십리의 해당화는 늦은 봄을 재촉하고

갈매기떼 나지막히 소리내며 지나가네

▲ 경포대

경포호 주변에는 소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우거져 운치 있는 풍경을 이루고 있다. 

경포대는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6호로, 

경포대와 경포호를 아우르는 경치는 명승 

제108호로 지정됐다. 

강릉시 경포로 365
033-640-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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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앞으로 강릉에 가면 바다만 보고 떠날 것이 아니라 

잔잔한 호수에 들러 다섯 개의 달을 찾아보며 풍류를 즐겨보

는 것은 어떨까.

불길에서 건진 보물, 낙산사

낙산사를 찾으며 2005년 봄 가슴 졸이던 뉴스를 떠올린다. 

큰 산불로 천년 고찰과 보물들이 불타 사라지는 것을 그저 지

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날 이후, 낙산사는 오랜 발굴과 고증을 

거쳐 새롭게 재건되었다. 

해안 절벽 위에 들어선 낙산사는 그 일대의 풍경이 모두 장관

이지만, 특히 그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의상대는 제일

▼ 양양 낙산사 의상대와 홍련암

의상대와 홍련암은 바닷가 절벽 위에 있어 

동해안의 아름다운 해안 절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으며, 일출의 장관으로도 

유명하다. 의상대와 홍련암은 명승 제27호로, 

낙산사 일원은 사적 제495호로 지정됐다.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 100
033-672-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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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관음상

『삼국유사』에는 낙산사의 창건에 대한 

설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의상대사가 

당나라에서 돌아와 낙산 동쪽 바닷가 굴 

속에 관세음보살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히 만난 이후, 절을 창건했다고 한다. 

낙산은 산스크리트어로 관세음보살이 

항상 머무는 곳이라는 뜻이다. 이 때문에 

관세음보살에게 기도를 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

의 명소로 손꼽힌다. 유명한 낙락장송(落落長松)은 불길에 사라

졌지만 바다를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풍경은 아직 그대로다. 

또한 역사가 깊은 사찰인 만큼 보물급 문화재도 다수 보유

하고 있다. 조선시대 초기, 세조가 이곳에 행차하여 절 입구

에 세웠다는 무지개 모양의 돌문인 홍예문(강원도 유형문화재 제33호), 

1467년(조선 세조 13년) 수정으로 만든 염주와 여의주를 탑 속에 봉

안하며 본래 3층이던 것을 7층으로 조성한 낙산사 칠층석탑

(보물 제499호), 화려한 보관을 쓰고 온몸에는 구슬 장식이 드리워

져 있는 건칠관음보살좌상(보물 제1362호), 부처님의 사리가 발견

된 해수관음공중사리탑과 탑비(보물 제1723호) 등을 차례로 돌아보

는 것은 낙산사에서 맛볼 수 있는 큰 즐거움이다. 

보물찾기를 하며 오른 낙산사의 가장 꼭대기. 바다를 향해 우

뚝 선 해수관음상 앞에는 의상대사가 관세음보살의 계시를 

받고 지었다는 설화 때문인지, 기도가 꼭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찾아오는 이들이 적지 않다. 많은 사람들의 소원을 

간직한 이곳이 더 이상 산불에 스러지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한

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다음 관동팔경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그림이 되는 바다, 청간정

청간정은 관동팔경의 다른 곳에 비하면 소박한 매력을 지닌 

곳이다. 누각의 규모나 지어진 방식이 화려하기보다 정갈하다. 

청간정은 설악산에서 발원한 청간천이 바다와 만나는 지점에 

들어서 있는데, 굽이치는 하천과 탁 트인 바다, 그 한가운데 

죽도까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낸다. 

● 2005년 산불 피해 이후 세 차례에 걸

친 발굴 조사 결과 양양 낙산사에서는 통일

신라 및 고려시대 건물지와 기와편이 다량 

출토되어, 671년(신라 문무왕 11년) 창건된 

이후 조선시대까지 수차례의 중창불사를 

거친 역사적 사찰임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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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간정은 여러 차례의 개보수를 거쳤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

은 1981년 새롭게 해체 복원한 것이다. 그리고 현판은 이승

만 대통령이 쓴 것인데 안쪽에는 최규하 대통령이 절경을 감

상하고 적은 휘호까지 걸려 있어 우리나라 전직 두 대통령의 

친필을 볼 수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청간정을 지나 그 위로 평해의 월송정, 통천의 총석정, 고성의 

삼일포가 관동팔경으로 꼽히지만 더 이상은 가볼 수 없다. 휴

전선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 안타까움을 정선과 김홍도

의 그림으로 달래고 아쉬운 발걸음을 돌린다. 

▲ 청간정

처음 지은 연대는 알 수 없으나 1520년 

(조선 중종 15년)에 군수 최청이 고쳐 

세웠다는 기록으로 보아 그 이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며, 위치도 지금과는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1884년(조선 고종 21년) 갑신정변 때 불타 

없어졌다가 1928년에 다시 지은 것이다. 

고성군 토성면 동해대로 5110
033-680-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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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봉서원

강릉부사 함헌이 사신으로 중국에 갔다가 

오도자가 그린 공자의 초상화를 가지고 

돌아와 1561년(명종 16년)에 처음 세웠다. 

그 후 1782년(조선 정조 6년)에는 주자, 

1806년(순조 6년)에는 송시열을 함께 

모시면서 선현에 대한 제사와 지방의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다.

강릉시 성산면 오봉서원길 32 

033-640-5519

 남대천

봄에는 황어, 여름에는 은어, 겨울엔 

북태평양에서 3~5년 동안 자란 연어 떼가 

돌아오는 곳이다. 오대산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물과 구룡령에서 발원한 물이 만나 

큰 하천을 이루어 동해로 흘러간다.

양양군 양양읍 남대천

033-670-2397

 보현사

경내에는 낭원대사 오진탑(보물 제191호)과 

낭원대사 오진탑비(보물 제192호), 

대웅전(강원도문화재자료 제37호)이 

있다. 법당 안에는 조선 후기에 조성된 

목조삼존불이 봉안되어 있고, 법당 앞에는 

3층 석탑재, 석등 부재, 사자석 등이 있다.

강릉시 성산면 보현길 396

033-648-9431

 천학정

천혜의 기암괴석과 깎아지른 듯한 해안 

절벽 위에 세워져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다.  

남쪽으로 청간정과 백도를 마주 바라보고 

북으로는 능파대가 가까이 있어 한층 

아름다움을 더한다.

고성군 토성면 천학정길 10

033-680-3361

 남애항

남애항은 삼척 초곡항, 강릉 심곡항과 함께 

강원도의 3대 미항으로, 아름다운 항구의 

경관을 자랑한다. 방파제에서 바라보는 

남애항의 풍경은 우람한 백두대간의 능선과 

어우러지며 최고의 절경을 이룬다.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033-670-2411

 송지호

둘레가 약 4킬로미터, 수심이 5미터에 

달하는 자연호수와 죽도가 어우러지며, 

한반도 해안선을 이정표 삼아 따뜻한 

남쪽으로 날아가던 겨울 철새가 머물다 

가는 철새 도래지이다. 겨울이면 청둥오리 

기러기 떼와 천연기념물인 고니가 호수로 

날아든다.

고성군 죽왕면 동해대로 6021

033-680-3361

함께 가보면 좋을 
곳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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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이름난 연못이나 호수에는 으레 장자못 이야기가 전해진다. 강릉 

경포대에도 마찬가지인데, 그중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옛날 경포 한 부잣집에 노파가 외동딸과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노승이 시주

를 청하자 철 없는 딸이 똥을 한 가득 퍼 담아주었다. 이 광경을 본 노파가 딸

의 처사 때문에 벌을 받을까 두려워 급히 노승을 따라갔다. 노승이 따라오는 

노파에게 “너의 집에 물 명당이 들 터이니 속히 가라”고 말하기에, 노파가 뒤

를 돌아보니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며 물벼락이 내려 집이 있던 곳이 물바

다가 되어 있었다. 노파는 딸을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순간 몸이 

굳어 돌로 변했다. 경포호 가운데 있는 에미바위가 바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지역에 따라 표현과 등장인물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비슷한 

줄거리를 가진다. 이곳 경포대를 비롯해 고성의 화진포, 태백의 황지, 원주의 

용터지기 등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사실 권선징악을 말하는 뻔한 

이야기 구조지만 이처럼 오래도록 많은 지역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은 그

만큼 사람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많이 가진 자들은 그만큼 

베풀 줄 알아야 하는데, 인색하게 굴다가 하루아침에 망하게 된다는 것은 많

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의미는 많이 퇴색되었지만 선조들이 중시했던 삶의 가치가 바로 이런 ‘나눔’ 

아니었을까.

● 길에서 만난 이야기

경포대의 장자못 설화

베풀 줄 
알아야 
한다는 

교훈이 담긴 
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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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종 유배길

어라연의 전설이 된 소년왕
두 번째 이야기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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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의 슬픈 마지막을 
함께하는 길

단종(1441~1457)은	조선왕조	

500년	역사에서	가장	슬픈	

사연을	가진	왕으로	기억된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었으며,	

열두	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마저	

잃고	왕의	자리에	올랐으나,	

숙부에게	쫓겨나	결국은	먼	영월	

땅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	죽음을	

맞이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짧은	삶을	안타까워해서인지	

영월에는	단종과	관련한	많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장릉 

 솔치재
(단종대왕유배길 시작점)

 청령포 

영월군

단종역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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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대왕 유배길

서울을 떠나 단종이 유배를 온 길 중 

영월군에 해당하는 솔치재~청령포 

구간을 총 3일간의 코스로 조성해놓았다. 

‘통곡의 길’, ‘충절의 길’, ‘인륜의 길’ 총 

43킬로미터에 달하는 구간을 도보로 

답사할 수 있다. 

영월 청령포 (명승 제50호)

단종의 유배지로 서쪽은 육육봉의 험준한 

암벽이 솟아 있고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섬과 같이 형성된 곳이다. 단종이 한양을 

바라보며 시름에 잠겼다고 전하는 노산대, 

망향탑 돌무더기 등 슬픈 역사가 남아 있다. 

자규루 및 관풍헌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26호)

단종은 유배지였던 청령포가 홍수로 

침수되자 영월 중심에 위치한 관풍헌으로 

옮겨 기거하다가 세조가 내린 사약을 받고 

승하했다. 단종이 ‘자규시’를 지어 읊었다 

하여 이름 붙여진 자규루가 있다.

낙화암과 민충사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27호)

인근 절벽은 단종이 승하하자 하인과 

시녀들이 이곳 절벽에서 몸을 던졌다 하여 

낙화암이라 이름이 붙여졌다. 1742년(조선 

영조 18년)에 절벽 위에 민충사라는 사당을 

건립하여 위패를 모시고 제를 지내게 

되었다.

영월 장릉 (사적 제196호)

단종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 중종 때 

암장지를 찾아 봉분을 갖춘 이후 1698년 

(조선 숙종 24년)에 복위돼 장릉으로 

추봉됐다. 능 입구에는 단종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단종역사관이 있다.

 자규루 및 관풍헌

 낙화암과   
      민충사

● 봉래산

● 영월군청

● 고씨굴

● 정양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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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등치

임금이 힘겹게 넘은 고개라는 뜻의 군등치. 

그 아래 마을은 명라곡이라 불리는데, 어린 

단종의 유배 행렬을 보며 사람들이 목을 

놓아 통곡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영월군 한반도면 서강로 627-41 

단종의 슬픈 길을 되짚다

1457년 음력 6월 삼복더위가 한창인 여름의 어느 날, 열일곱 

살의 어린 단종은 솔치재를 넘어 영월 땅에 들어섰다. 양력

으로는 7월 말, 쏟아지는 뙤약볕 아래 그 길을 따라 걷노라니 

힘든 발걸음에 울컥 슬픔이 치밀어 오른다. 창덕궁을 나서 7

일 만에 이곳 영월까지 오는 동안 몸의 고단함은 물론이고 다

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이라는 절망이 무겁게 짓눌렀을 터다. 

태어나자마자 이틀 만에 어머니를 잃고 열두 살 나이에 아버

지마저 세상을 떠난 것에 이어, 그를 보필하던 충신들마저 하

나둘 그의 곁을 떠났다. 마지막으로 의지하던 정순왕후와도 

생이별을 하고 홀로 떠나온 단종의 유배길은 말 그대로 통곡

의 길이다. 

길은 원주와 영월의 경계인 솔치재에서 시작된다. 길 곳곳에

는 단종과 관련한 지명이 남아 있고, 그와 함께 슬픈 이야기

도 전해진다. 고갯길은 계속 이어져 임금이 힘겹게 넘은 고개

라는 뜻의 ‘군등치’와 험준한 고갯길에 말들도 숨을 몰아쉬어 

목에 달려 있던 방울이 떨어졌다는 ‘방울재’로 연결된다. 이어 

배일치마을에 닿게 되는데, 이곳에서는 엎드려 절하는 단종

의 조각상이 눈에 들어온다. 

서쪽으로 해가 기울 무렵 이곳을 지나던 단종은 문득 한양이 

있는 서쪽을 바라보다 절을 올렸다고 한다. 자신을 위해 목숨

을 바친 충신들을 향해 고마운 마음과 미안함을 담아 절을 올

리며 곧이어 다가올 마지막 운명을 예감이라도 한 것일까. 그

렇게 고갯길을 넘고 넘어 길은 유배지인 청령포에 다다른다. 

▲ 단종대왕 유배길

통곡의길 (솔치재 - 어음정 - 역골 - 
주천삼층석탑) ➔ 충절의길 (쉼터 - 군등치 

- 방울재) ➔ 인륜의길 (배일치마을 - 
배일치재 - 옥녀봉 - 청령포)

영월군 주천면 신일리 (출발점)

1577-0545
www.ywtou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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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과 단절된 외로운 유배 생활

청령포를 마주하자 그 슬픔은 절정에 달한다. 서쪽은 깎아지

른 절벽이 막아서고 삼면은 서강이 휘돌아 감고 있어 배가 아

니면 들어갈 수 없는 섬과 같은 모양이다. 게다가 소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 밖에서는 안이 들여다보이지도 않아 

세상과 단절돼 있다. 

청령포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관광지이기는 

하나 여느 곳과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 서글펐던 단종의 마

지막을 추모하는 듯 관광객들도 목소리를 낮춰 그저 천천히 

걸음을 옮길 뿐, 왁자지껄한 분위기는 볼 수 없다. 단종이 머

물렀던 작은 집을 둘러보거나 그가 한양이 있는 서쪽을 바라

보며 서 있었다는 언덕에 올라 그저 한숨 지을 뿐이다. 

단종의 서글픈 삶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홍수로 청령포가 

물에 잠기자 거처를 다시 관풍헌으로 옮긴 것이다. 지금 영월

의 중심가에 위치한 관풍헌은 영월 객사의 동헌 건물로, 단종

은 그해 10월 24일 이곳에서 세조의 명으로 사약을 받고 비

참한 최후를 맞았다. 단종의 서글픈 마음은 관풍헌 한편 ‘자

규루’에 남아 있는 ‘자규시’에서 엿볼 수 있는데, 이별한 가족

들과 자신 때문에 죽어간 충신들을 향한 그리움과 슬픔, 자책

과 원망 등이 절절하게 담겨 있다. 

一自寃禽出帝宮(일자원금출제궁) 

한 마리 원한 맺힌 새가 궁중에서 나온 뒤로

孤身隻影碧山中(고신척영벽산중) 

 외로운 몸 짝 없는 그림자가 푸른 산속을 헤맨다

暇眠夜夜眠無暇(가면야야면무가) 

▶ 영월 청령포

청령포에는 단종이 두 달 동안 유배 생활을 

했던 집인 단종어소가 복원되어 있으며, 노산대, 

망향탑을 비롯해 단종의 슬픔을 곁에서 보고 

들었다는 청령포 관음송(천연기념물 제349호) 

등이 있다. 

영월군 영월읍 청령포로 133
033-374-4215

▲ 단종어소의 담장 안에 당시의 모습을 

재현해 놓았는데, 왕을 상징하는 붉은 

곤룡포가 쓸쓸하게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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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 가고 밤이 와도 잠을 못 이루고

窮恨年年恨不窮(궁한년년한불궁) 

해가 가고 해가 와도 한은 끝이 없구나

聲斷曉岺殘月白(성단효령잔월백)  

두견새 소리 끊어진 새벽 멧 부리엔 달빛만 희고

血流春谷落花紅(혈류춘곡낙화홍)  

피를 뿌린 듯한 봄 골짜기에 지는 꽃만 붉구나

天聾尙未聞哀訴(천롱상미문애소)  

하늘은 귀머거린가 애달픈 이 하소연 어이 듣지 못하는지

何乃愁人耳獨廳(하내수인이독청) 

어찌 수심 많은 이 사람의 귀만 홀로 밝은가

- 자규시(子規詩)

시에 남겨진 단종의 애통한 마음을 안고 낙화암으로 발길을 

▼ 자규루 및 관풍헌

조선시대 지방의 업무를 처리하던 관청 

건물인 관풍헌은 단종이 마지막으로 머물다 

끝내 숨을 거둔 곳이다. 자규루의 본래 이름은 

매죽루였으나 단종의 자규시가 너무 슬퍼 

누각의 이름을 자규루로 바꿨다고 한다. 

영월군 영월읍 관풍헌길 34-1
033-374-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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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화암 및 민충사

민충사는 단종이 사약을 받고 승하하자 

절개를 지키기 위해 동강에 몸을 던진 

종인과 시녀들의 충절을 기린 사당이다. 

1742년(조선 영조 18년) 왕명으로 사당이 

건립되어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게 

되었으며, 매년 한식날과 단종이 승하한 

음력 10월 24일에 단종의 기진제를 올리고 

있다. 

영월군 영월읍 금강공원길 136
033-374-4215

돌린다. 그곳은 단종이 승하하자 시녀와 하인들이 차가운 동

강으로 몸을 던져 절개를 지킨 곳으로 전해진다. 그들이 있어 

단종의 마지막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을까.

이제, 편히 잠들다

그렇게 세상을 떠난 단종은 죽음 이후에도 온전히 쉬지 못하

였다. 단종의 시체에 손이라도 대는 자는 3족을 멸하겠다는 

세조의 서슬 퍼런 경고에 감히 누구도 시신을 거둘 엄두를 내

지 못했다. 그러던 중 영월 호장 엄흥도가 몰래 시신을 수습

하여 선산에 암장하고 본인은 자취를 감추었다. 그가 없었

다면 단종은 시신조차 찾을 수 없이 떠도는 신세로 남을 뻔

한 사연이다. 남몰래 암장했던 묘는 200여 년이 지난 뒤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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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 장릉

무덤에 병풍석과 난간석을 세우지 않는 

등, 간단하고 소박하게 조성됐다. 왕위를 

잃었던 탓에 노산묘라 불리다가 1698년 

(조선 숙종 24년)에 복위되어 장릉으로 

추봉되었다.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190
033-374-4215

▼ 단종문화제

www.danjong.co.kr

장릉이라는 이름으로 예를 갖추어 추봉하였다. 

장릉은 처음부터 임금의 능으로 지정되어 조성된 곳이 아니

기 때문에 여느 조선의 왕릉과는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다. 일

반적으로 제를 올리는 정자각은 홍살문을 지나 직선으로 이

어지는데, 장릉의 정자각은 ‘ㄱ’자로 꺾여 있다. 선산의 언덕 

능선을 따라 배치한 탓에 조금은 다른 구조를 가지게 된 것

이다. 그리고 단종의 능은 재실과 정자각 위의 높은 언덕에 

있어 계단을 따라 한참을 올라야 한다. 한 계단씩 오를 때마

다 비통한 삶의 무게가 다시금 느껴져 더욱 엄숙한 마음으로 

단종을 맞이하게 된다. 

능을 참배하고 내려온 후에는 입구에 있는 단종역사관으로 

걸음을 향한다. 단종의 세자 즉위부터 왕위에 올라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후 단종으로 복권되기까지의 일대기가 잘 정리

되어 있어 단종의 숨결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다. 

영원히 단종과 함께하는 문화제

단종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마음으로 품어준 영월은 1967년

부터 매년 4월 마지막 주 단종제향일에 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장릉과 관풍헌, 동강 둔치에서 3일간 개최되는 단종문

화제는 단종의 고혼과 충신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를 넘어 

전통 역사 축제로 자리하고 있다. 짧은 5개월 남짓이었지만 

고된 삶의 마지막을 보내고 편히 누운 땅 영월은 여전히 단

종과 함께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 깊이 바라는 만큼 

소년왕 단종은 살아 있는 동안 겪었던 고초를 잊고 편히 쉬

고 있을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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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가보면 좋을 
곳들

 영월 어라연

동강 상류에 속하는 영월 어라연은 경치가

빼어나기로 유명하여 2004년 명승 14호로 

지정되었다. 강물 속에 뛰노는 물고기들의 

비늘이 비단같이 빛난다 하여 어라연(魚羅淵)

이라 이름 붙였으며, 골짜기가 깊고 노송이 

빼곡히 들어서 있어 운치를 더한다. 특히 

대표적인 래프팅 코스로 인기가 높다. 

영월군 영월읍 거운리 산40

1577-0545

 동강사진박물관

국내 최초의 공립사진박물관으로 2005년에 

개관했다. 194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대표적인 한국 다큐멘터리 사진가들의 

작품과 강원 다큐멘터리 사진 사업 관련 작품, 

영월군민의 기증 사진 등 약 1,500여 점의 

사진과 130여 점의 클래식 카메라가 전시되어 

있다.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 1909-10

033-375-4554

www.dgphotomuseum.com

 법흥사

643년(신라 선덕여왕 12년) 자장율사에 

의해 창건된 사찰이다. 경내에는 

적멸보궁과 징효국사의 사리를 모신 

영월징효국사부도(강원도 유형문화재 

제72호), 영월법흥사석분(강원도 유형문화재 

제73호) , 영월법흥사부도(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09호) 등이 있다. 

영월군 수주면 무릉법흥로 1352 

033-374-9177

 정양산성

삼국이 한강 유역을 놓고 다투던 삼국시대에 

처음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며, 조선 

전기까지 계속 사용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벽은 자연석을 적당히 다듬어 매우 

정교하게 쌓았는데, 현재 남아 있는 성벽만 

해도 높이가 최고 11.5미터에 달한다.

영월군 영월읍 정양리 산1-1번지 외

 김삿갓 유적지

조부를 욕되게 하는 시를 쓴 죄책감으로 

청운의 꿈을 접고 해학과 재치 가득한 

글을 지으며 방랑 생활로 세상을 살다 간 

조선 후기 방랑시인 난고 김삿갓의 생애와 

문학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2003년 조성되었으며, 묘소와 주거지, 

문학관과 시비공원 등을 둘러볼 수 있다. 

김삿갓면 김삿갓로 216-22 

033-375-7900

 별마로천문대

천문대 최상의 관측 조건인 해발 

799.8미터에 자리하고 있으며, 지름 

80센티미터의 주 망원경과 여러 대의 보조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어 달이나 행성, 별을 

잘 관측할 수 있다. 주변에 활공장이 있어 

넓은 시야로 풍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영월읍내 야경도 천체 

관측과 함께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한다.

영월군 영월읍 천문대길 397

033-374-7460 / www.ya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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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이 세상을 떠난 이후, 한동안 그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시되었다. 단

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한 세조가 정통성을 위협하는 단종의 존재를 철저

하게 부정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길 수 없었지만 그 어

떤 임금보다 백성들의 가슴에 깊은 안타까움으로 남은 소년왕은 사람들의 기

억과 전해지는 말에 따라 전설로 남았다. 

영모전에 있는 단종의 영정은 다른 임금과는 다르게 백마를 타고 있는데, 그 

앞에는 머루 바구니를 바치는 한 선비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 눈길을 끈다. 이 

선비는 한성부윤을 지내고 있던 추익한인데, 유배 생활을 하는 단종에게 신

분을 숨긴 채 문안을 드리곤 했다. 하루는 직접 산에서 머루를 따다 드리려고 

가는 길이었는데, 단종이 곤룡포에 익선관까지 갖추어 입고는 백마를 타고 

오는 모습이 눈에 보였다. 이를 이상하게 여겨 급히 달려가 보니 이미 단종은 

숨을 거둔 이후였다. 추익한은 죽음으로 왕의 뒤를 따랐고 후세 사람들이 그

의 충성심을 가엾이 여겨 영정에 함께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 

단종의 묘와 관련해서도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당시 영월에는 새로운 군

수가 부임해 며칠 만에 사망하는 일이 잇따라 일어나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

는데 박충원이 자진하여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 그런데 부임한 다음날 밤 처소

에 단종이 나타났고, 이에 박충원은 묘를 찾아 재건했다고 한다. 

또한 장릉 입구에는 배견정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이곳은 사람이 아닌 두견

새를 위한 정자로 알려져 있다. 단종이 숨을 거둔 이후 시녀들이 동강에 몸을 

던졌는데, 그들은 물에 빠지는 순간 두견새가 되어 날아올랐다고 한다. 이후 

두견새들은 매일 아침 이곳 묘를 찾아 문안을 드리고 슬피 울었는데, 배견정

은 바로 이 새들을 위해 지은 정자였던 것이다. 

● 길에서 만난 이야기

장릉에 전해지는 이야기들

전설로 
남은 
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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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의 시작과 끝

세 번째 이야기 길

내지_강원권1.indd   34 14. 12. 24.   오전 12:17



35

내지_강원권1.indd   35 14. 12. 24.   오전 12:17



36

새로운 시대를 연 
역사의 갈림길

역사	속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	

땅	위에는	많은	나라와	세력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면서	

역사를	이어간다.	강원도는	1,100여	년	전	

궁예가	중국	대륙과	한반도를	아우르는	

거대한	대동방국	건설의	야망을	품고	

처음	도읍을	세웠던	곳이다.	이곳에서	

왕건을	만났고	고려가	탄생했다.	

그러나	고려의	마지막	왕이	유배되고	

피살당한	곳	역시	강원도였다.	역사의	

갈림길에서	영웅의	탄생을	지켜봤고,	

사라져가는	왕조를	마지막으로	품은	

땅.	강원도에서	고려의	시작과	끝을	

되짚어본다.	

 평화전망대
      (궁예도성터)

치악산 ● 
    국립공원

● 원주공항

● 두타연

● 국립춘천박물관

인 제 군

양구군

철원군

화천군

춘천시

홍천군

경 기 도
횡성군

원주시

고성군

양양군

철원군

삼척시

●수타사

내지_강원권1.indd   36 14. 12. 24.   오전 12:18



37

철원 평화전망대 (궁예도성터)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궁예도성터를 볼 수 

있는 곳이다. 전망대 안에는 모형도가 있어 

그 규모와 형태를 짐작할 수 있다.

고성 왕곡마을 (중요민속문화재 제235호)

동해안의 수려한 자연환경 속에 자리한 

전통 한옥마을로, 14세기 경부터 강릉 

함씨와 강릉 최씨, 용궁 김씨 등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다. 고려 말의 충신이었던 

함부열이 조선의 건국에 반대하며 숨어든 

것에서 시작됐으며, 임진왜란으로 폐허가 

된 후 150여 년에 걸쳐 형성된 마을이다.

양양 하조대 (명승 제68호)

양양 하조대는 온갖 기암괴석과 

바위섬들로 이루어져 있는 암석 해안으로, 

주위의 울창한 송림과 어우러져 

동해안의 절경을 이룬다. 조선의 

개국공신인 하륜(河崙)과 조준(趙浚)이 

은둔하며 혁명을 도모한 곳이라 하여 

하조대(河趙台)라 이름 붙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삼척 준경묘 · 영경묘 (사적 제524호)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의 고조부인 

목조의 부모 묘이다. 백두대간 허리에 

해당하는 두타산 자락의 명당 자리에 있어 

땅의 기운이 돋보이는 곳이다.

삼척 공양왕릉 (강원도 기념물 제71호)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이 이성계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삼척으로 유배 왔다가 

피살된 후 묻힌 곳이다. 네 개의 무덤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양왕과 두 아들이 함께 

잠들어 있다.

 왕곡마을

준경묘 · 영경묘  

공양왕릉  

 하조대 
양양국제공항 ● 

● 설악산
    국립공원

● 오대산
    국립공원

DM
Z

● 풍암리 
   동학농민군 전적지

● 두타연

● 오죽헌

고성군

양 양 군

인 제 군

횡성군

영월군

삼척시

평창군

정선군

강릉시

삼 척 시

속초시

●봉평5일장

●수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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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예가 꿈꾸었던 새 나라

철원 평화전망대에 오르면 태봉국 궁예도성터라는 모형도가 

눈에 들어온다. 한국전쟁 이야기만 가득할 줄 알았던 이곳에

서 만난 뜻밖의 이야기. 철원은 궁예가 후삼국 중 하나인 후

고구려를 세우는 과정에서 국호를 태봉이라 하고 도읍을 정

한 곳이다. 

도성터는 휴전선이 놓인 비무장지대 안에 있어 출입할 수 없

지만 평화전망대에서 내려다보면 멀리서나마 그 모습을 짐작

해볼 수 있다. 도성의 자리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북을 뒤

로 하고 비옥한 철원 평야를 바라보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경

원선 철도 건설로 도성의 성벽이 파괴되고, 분단으로 비무장

지대에 속하게 되면서 제대로 된 발굴이나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1942년의 조사 기록에 따르면 도성은 내성과 

외성을 갖춘 이중성의 구조로 내성은 둘레 7.7킬로미터, 외

성은 둘레 12.7킬로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 이루고자 했던 새로운 나라의 꿈은 현실이 되는 듯

했으나, 궁예는 정권을 쥐자 평정심을 잃고 횡포를 저질러 민

심을 잃게 되었다. 결국 왕좌는 왕건에게 넘겨주게 되고 궁예

는 피살당하고 말았다. 

고려의 마지막 왕을 섬긴 마을

궁예가 자신의 꿈대로 새로운 세상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왕

건은 그의 나라를 이어받아 고려를 건국하고 후삼국을 통일

해 다시 하나된 국가를 세웠다. 그러나 고려도 500년을 넘기

지 못하고 사라지고 말았는데, 그 마지막 흔적이 공교롭게도 

▼ 철원 평화전망대 (궁예도성터)

철원 안보 투어 코스 중 하나인 

평화전망대에 오르면 태봉국 궁예 

도성터를 조망할 수 있으며, 옛 모습을 

재현해놓은 조형물을 볼 수 있다.

철원군 동송읍 두루미로 1658 

033-450-5440

● 896년 철원에 도읍을 세운 궁예는 2년 

뒤, 도읍을 송악(개성)으로 옮기고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한다. 899년에는 북원(원주)

을 중심으로 남한강 일대까지 정복하며 

고구려의 옛 땅 가운데 상당 부분을 지배

하게 되었고, 901년 고려를 건국했다. 이

때의 고려는 삼국시대의 고구려와 왕건의 

고려와 구별하여 후고구려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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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의 시작이었던 태봉국 도성터에서 멀지 않은 고성 왕곡

마을에 남아 있다. 

고성 왕곡마을에는 고려 말 공양왕의 최측근이었던 함부열

이 끝까지 공양왕을 모시며 충성을 다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공양왕이 왕좌를 내어주고 이곳 고성까지 쫓겨 오자 함부열

은 왕을 따라 고성에 정착하게 되었다. 예부터 왕곡마을은 물

에 떠 있는 배의 형태인 행주형 지형인데, 이는 풍수지리상 

사람과 재물이 모이는 명당이라 여기는 곳이다. 해안에서 내

륙 쪽으로 1.5킬로미터 정도 들어온 곳에 위치해 눈에 잘 띄

지 않는데다가, 야산에 둘러싸여 외부와 차단된 ‘골’ 형태의 분

지를 이루고 있으니 사라진 나라의 충신들이 몸을 숨기기에 

▲ 고성 왕곡마을

왕곡마을에서는 특히 가옥 구조를 눈여겨 

볼 만하다. 왕곡마을의 집은 추위를 견디기 

위한 관북 지역의 특징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대부분 남향을 하고 있으며 

안방과 사랑방, 마루, 부엌을 한 건물 안에 

배치하고 부엌에 마굿간을 연결한 ‘ㄱ’자 

형의 겹집 구조를 보인다. 

마을의 구조는 임진왜란으로 폐허가 

되었으나, 19세기를 전후하여 북방식 전통 

한옥과 초가가 조성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1988년 최초로 전통건조물 

보존지구로 지정되었고, 이후 2000년에는 

국가 중요민속문화제 제235호로 

지정되었다.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033-631-2120 
www.wanggo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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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 하조대

하조대 절벽 위에는 정자가 있으며 

주변에는 여러 해수욕장이 줄지어 

있다. 예로부터 이곳을 거친 이는 저절로 

다른 사람이 되고 10년이 지나도 그 얼굴에 

산수 자연의 기상의 서려 있다고 기록될 

정도로 경치가 수려한 지역이다. 

양양군 현북면 조준길 99

제격이었을 것이다.

당시 이곳에 자리를 잡았던 충신 함부열의 후손이 아직도 이

곳에서 살고 있다니 고려의 마지막에서 시작된 역사가 현재

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통 가옥 그대로의 원형을 보존

하고 있는 마을의 골목골목을 걷다 보면 고즈넉한 분위기에 마

음도 차분해진다. 나라와 왕을 위해 끝까지 충절을 지킨 함부

열의 나지막한 가르침이 마을을 감싸 안고 있는 듯, 시류에 쉽

게 흔들리지 않는 마을의 오래된 기운이 느껴진다. 

기암괴석 절벽 위에서 꿈꾼 새로운 세상

고려가 멸망하고 새롭게 선 조선의 시작도 이곳 강원도 바닷가

에서 찾을 수 있다.

고성에서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가다가 만나는 하조대는 기

암괴석과 바위섬들로 이뤄진 암석 해안인데, 솔숲과 어우러

진 절경이 일품이다. 이곳에서 고려 말의 인물인 하륜과 조준

은 새로운 왕조를 건설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한다.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지만 자칫 발을 헛디디면 시퍼

런 동해로 떨어질 수도 있는 가파른 절벽 위에 서서 낡은 왕

조를 대신할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다고 상상하니 그 비장함

이 발끝으로 전해지는 듯하다. 

하륜과 조준은 고려 말 나라 안이 어지럽고 왕실이 지도력을 

상실하자 새로운 왕조 건립에 뜻을 두고 벼슬을 버리고 이곳 

양양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이곳에서 새로운 왕조를 도모해 

다시 한양으로 향했고 조선의 개국공신이 되었다. 

훗날 이세근이라는 사람이 이곳을 하조대라 이름 짓고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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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세 글자를 새겼다고 하는데, 지금도 남아 있다. 

새로운 왕을 낳은 명당 중의 명당

삼척엔 이름난 명당이 있는데, 바로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

의 고조부인 목조의 부모 묘이다. 목조의 아버지인 양무 장군

의 묘인 준경묘와 어머니 이씨의 묘인 영경묘는 한반도의 허

리인 백두대간의 주 능선에서 바로 이어지는 지점에 있어 웅

장한 땅의 기운이 돋보인다. 

목조가 이곳에 묘를 조성한 것과 관련해 전설이 전해진다. 묏

자리를 찾던 중 마주친 한 스님이 ‘이곳에 묘를 쓰면 새로운 

▼ 삼척 준경묘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5대조 이양무 

장군의 묘로, 조선 왕조의 가장 오래된 선조를 

모신 선대 묘이다.

삼척시 준경길 333-360
033-570-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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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조를 여는 왕이 날 것이다’라고 했고, 그 말을 들은 목조가 

그 자리에 부모를 묻은 것이다. 여느 왕릉보다도 좋은 명당

에, 잘 가꾸어놓은 것은 새로운 왕조에 권위를 실어주기 위함

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전설이 전해지는 것 또한 그것이 

사실이라기보다는 조선의 왕권 강화를 위해 태조를 신격화한 

이야기 중 하나로 볼 수도 있다. 대부분의 이야기는 이미 일

어난 일을 승자의 시선으로 전하게 마련인 만큼 어디까지 사

실인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길 일이다. 

고려 마지막 왕 그는 어디에 있나

고려의 서른네 번째이자 마지막 왕인 공양왕은 무능한 왕이

라는 평가와 착하고 여린 성품이었다는 평가가 엇갈린다. 왕족

이기는 하나 왕위 계승 서열과는 거리가 멀었던 그가 이성계에 

의해 강제로 왕위에 앉게 되었으니, 왕으로서 제대로 된 정치

를 펼칠 기회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시대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든 권력을 향한 욕망에 의한 것이

었든 조선은 건국되었고 고려는 멸망했다. 이성계가 그 과정

에서 징검다리로 삼았던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은 유배 생

활을 거듭하다 결국 삼척에서 피살당해 최후를 맞이했다. 

삼척에 있는 공양왕릉은 그렇게 세상을 떠난 공양왕과 두 아

들이 묻혀 있는 곳으로 전해진다. 왕릉에는 네 개의 봉분이 

있는데, 하나는 공양왕의 것이고 두 개는 아들의 것, 마지막 

하나는 시녀 또는 말의 무덤이라 전해진다. 

그런데 공양왕릉이라는 이름의 왕릉이 경기도 고양에도 존재

하고 있으며, 공식 인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어느 쪽이 진짜

● 고려 말 이성계는 실권을 장악한 후, 

새로운 왕조 건설을 위한 고려의 마지막

왕이자 허수아비 왕으로 공양왕을 내세웠

다. 성품이 온유하고 우유부단하며, 이성

계와는 사돈 관계였기 때문에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기에 적당한 인물이라고 판단

한 것이다. 공양왕은 왕위에 오르지 않겠

다고 눈물을 흘리며 거절했지만 실권을 

장악한 이성계의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공양왕이 왕위에 오른지 3년 

만에 고려는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면서 

그는 원주와 고성에 이어 삼척으로 유배

되었다가 살해되었다. 

● 공양왕릉과 관련한 기록은 허목이 쓴 

『척주지』가 가장 오래된 것이다. 여기에는 

이미 조선 현종 대에 공양왕이 삼척에 유

배된 이후 살해된 이야기를 바탕으로 궁

촌, 궁터 등 왕과 관련한 지명이 있었다고 

기록돼 있다. 또한, 공양왕의 묘라 하여 산

지기 한 명을 두었다는 기록도 있어 이곳 

공양왕릉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내지_강원권1.indd   42 14. 12. 24.   오전 12:18



43

인지 논란이 되고 있으나, 태종이 공양군으로 강등되었던 공

양왕을 1416년(조선 태종 16년)에 ‘공양왕’으로 추존하고 고양현(지금

의 고양시)에 무덤을 마련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고양의 공양왕

릉이 정식으로 인정받았다. 이곳 삼척의 공양왕릉도 1662년(조

선 현종 3년) 삼척부사 허목의 『척주지』에 기록되어 있어 이 또한 

정식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편에서는 삼척의 공양왕릉이 원

래 묻힌 곳이고, 후에 태종이 공양왕을 추존하면서 능을 서

울 인근으로 옮겨와 새로 조성한 것이 고양의 공양왕릉이라

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사라진 왕조의 마지막 왕으로, 죽은 뒤에도 정식으로 묘 하나 

남기지 못해 이런 논란이 생겼다고 생각하니 안타까움이 더

한다.

▲ 삼척 공양왕릉

고려 왕조의 마지막 임금인 공양왕이 

묻힌 묘라고 전해지며, 3년마다 한 번씩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남아 있다.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178
033-572-2011

▲ 고양 공양왕릉

공양왕과 그의 부인 순비 노씨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적 제191호로 지정돼 

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65-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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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피안사

통일신라 경문왕 시대에 도선국사가 

창건한 사찰로 국보 제63호인 

철조비로자나불좌상과 보물 제223호인 

3층석탑이 있다. 도피안사라는 이름은 

철조불상이 피안(彼岸, 열반의 세계)에 

이르렀다는 뜻에서 유래되었다.

철원군 동송읍 도피동길 23

033-455-2471

 망상해변

연장 1.4킬로미터에 달하는 길이의 넓은 

백사장과 울창한 송림, 맑은 물과 얕은 수심 

등 해수욕을 즐기기에 최적의 해변으로 

손꼽힌다. 특히 주변에 오토캠핑장이 있어 

캠핑족들에게 인기가 높다. 

동해시 동해대로 6270-10

033-530-2799

www.dhtour.go.kr/mangsang

 한탄강 순담계곡

한탄강 물줄기 중 가장 아름다운 계곡을 

이룬 곳으로 알려져 있다. 기묘한 바위와 

깎아지른 듯한 벼랑, 연못 등이 많으며 

계곡에는 보기 드문 하얀 모래밭 100여 

평이 천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궁예가 도성을 버리고 도망가다 강을 

건너며 한탄했다 하여 한탄강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철원군 갈말읍 순담길 159

033-450-5520

 동해 북평 오일장

끝자리가 3일, 8일인 날에 열리는 전통 

오일장으로, 바다에서 나는 신선한 생선과 

해산물을 구입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강원도에서 최대 규모이자 200년 전통을 

자랑하는 곳으로, 다양한 먹을거리가 

관광객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한다. 

동해시 북평동 486-2

033-530-2362

 양양 죽도정

옛날에는 섬이었다고 하나 지금은 

육지와 연결된 죽도에 있는 정자이다. 

사시사철 송죽이 울창해 죽도라 불리는 

곳이며 특히 이 섬의 장죽은 강인함이 

으뜸이어서 조선시대에는 조정에 

진상했다고 전해진다. 해안과 어우러진 

풍경이 절경을 이룬다. 

양양군 현남면 인구항길 24

 두타산 이승휴 유적

사적 제421호. 태백산맥의 지맥인 

두타산의 천은사 일대에 위치하며, 

1287년(고려 충렬왕 13년) 때 문인이며 

정치가인 이승휴가 우리 민족의 역사서인 

동시에 대서사시인 『제왕운기』를 저술한 

유서 깊은 곳이다. 

삼척시 미로면 동안로 816

함께 가보면 좋을 
곳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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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시대 말기, 중앙 권력과 귀족들의 부패에 반하여 지방 호족 세력들이 등

장하면서 한반도는 후삼국으로 다시 나뉘게 되었는데, 이때 가장 먼저 크게 

세력을 키웠던 나라가 바로 궁예의 후고구려였다. 궁예는 강릉을 시작으로 

태백산맥을 넘어 지금의 개성까지 진출해 지금의 강원 · 경기 · 황해 · 충청북

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큰 세력이 되었다. 

개성 출신 호족 세력으로 막강한 부를 축적하고 있던 왕건의 아버지는 궁예

가 세력을 넓혀오자 싸우는 대신 궁예에게 재산을 바치고, 아들을 신하로 등

용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것이 바로 궁예와 왕건의 역사적인 만남이었다. 

그런데 궁예는 권력에 집착해 점차 폭군으로 변해갔다. 스스로를 미륵불이라 

칭하고 관심법(關心法)이라는 기이한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반대

하는 신하들을 모조리 죽이고 부인과 두 아들까지 죽이기에 이르렀다. 

이런 사건들로 민심은 궁예를 완전히 떠나게 되었고, 새로운 지도자로 추대

된 사람이 바로 왕건이다. 왕건은 처음에는 신하된 도리에 어긋난다며 마다

했지만, 민심의 요구에 힘입어 나서게 되고 궁예는 도성을 도망쳐 성난 백성

들에게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궁예는 실패한 군주로 기억된다. 그렇지만 그의 태봉국이 후삼국을 

통일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지방 세력들

을 융합하지 않고는 세력을 유지하기 쉽지 않았던 당시에 전제군주를 꿈꾸며 

스스로를 신격화했던 궁예는 오래갈 수 없는 운명이었다. 이와 반대로 자신의 

신하들은 물론, 적이었던 후백제와 신라까지 포용하는 정책을 펼친 왕건은 후

삼국을 통일하여 다시 하나된 한반도의 왕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 상반된 이 

차이점이 실패한 권력자와 성공한 영웅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였던 것이다.

● 길에서 만난 이야기

궁예와 왕건

신이 되고
싶었던 자

민심을 얻어 
왕이 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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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이야기 길

- 조선 여성 지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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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앞서 간 
강원의 여인들을 만나는 길

조선시대의	‘이상적인	여인상’이라고	

하면	가부장제	아래	남편을	잘	섬기는	

현모양처를	떠올리기	십상이다.	

그러나	그	시기에도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꿈꾸고,	그	안에서	수준	높은	

학문과	예술을	탐구한	여인들이	

있었다.	현모양처의	이미지에	가려져	

있지만	수준	높은	그림을	남긴	화가	

신사임당,	중국과	일본까지	이름을	

드높인	시인	허난설헌,	깊이	있는	지식	

세계를	구축한	성리학자	임윤지당,	

나라를	되찾기	위해	앞장섰던	의병장	

윤희순까지.	시대를	앞서	간	그녀들의	

삶을	따라가본다.	

 윤희순 동상

● 치악산
    국립공원

● 용문산

●가리산

● 원주공항

춘 천 시

홍 천 군

경 기 도

횡 성 군

원 주 시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윤희순 유적지

 임윤지당 기념비

●횡성한우축제장

●수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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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헌 (보물 제165호)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가 태어난 곳으로, 

뜨락에 오죽헌박물관이 있다. 신사임당과 

율곡 선생의 유품과 일가의 수준 높은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허난설헌 생가터 (이광노 가옥,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59호)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여류 시인 

허난설헌의 생가를 복원해 놓은 곳이다. 

허난설헌 일가의 작품과 유품들이 전시돼 

있다.

신사임당 사친시비

사임당이 38세에 늙은 어머니를 친정에 

남겨두고 시댁으로 가는 도중, 대관령 

중턱에서 고향 마을을 내려다보며 지은 

시를 새겨놓은 것이다. 

임윤지당 기념비

임윤지당은 조선 후기 부단한 심성 

수양과 도덕적 실천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학문을 드높인 여성 성리학자다. 

기념비에는 칼날 같은 마음의 결단력으로 

사욕을 끊고 자기 수련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비검명(匕劒名)이 새겨졌다.

윤희순 동상

춘천시립도서관 후원에 세운 윤희순의 

동상으로 일제에 항거해 남자들은 물론 

여인들에게도 의병 활동을 함께할 것을 

독려하던 여장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윤희순 유적지

조선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의 

유적지다. 윤희순이 시집와서 살았던 

옛집과 우물이 복원되어 있으며, 의적비와 

노래비 등이 있다. 

신사임당 사친시비  

● 치악산
    국립공원

●가리왕산

●두타산

횡 성 군
평 창 군

정 선 군

강 릉 시

 허난설헌 생가터

 오죽헌

● 시루봉

●봉평5일장

●영월 장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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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죽헌•오죽헌박물관

오죽헌에는 신사임당과 율곡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가꾸었다는 율곡매(천연기념물 

제484호)가 있으며, 율곡 이이의 영정을 

봉안한 문성사와 직접 사용했다는 벼루와 

토지양여서(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0호)가 

전해지고 있다.

강릉시 율곡로3139번길 24
033-660-3301
www.ojukheon.gangneung.go.kr

현모양처의 틀과 여류 화가 신사임당

강릉에는 맑은 경포호와 푸른 바다만큼이나 유명한 두 여인

이 있다. 바로 신사임당과 허난설헌이 그 주인공이다. 가부

장적인 유교 문화 아래 두드러진 활동을 했던 여인이라는 점

에서 둘은 종종 비교의 대상이 되곤 하는데, 경포호를 사이에 

두고 마주해 있는 오죽헌과 허난설헌 생가에서 닮은 듯 다른 

두 여인의 삶을 엿볼 수 있다. 

신사임당은 흔히 현모양처의 표본처럼 여겨지곤 하는데 그녀

를 단순히 현모양처라고만 하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녀

가 남긴 그림과 글을 보면 훌륭한 예술가로서도 손색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

는데, 아들 율곡이 워낙 훌륭한 인물인 탓에 그의 어머니로서

의 역할이 크게 두드러진다는 것과 여성의 뛰어난 재주가 인

정받기 쉽지 않았던 조선시대의 유교 문화 아래 그녀를 현모

양처의 틀 안에 가두어 남성의 시선으로 재단했다는 것이 주

종을 이룬다. 

그녀가 태어나고 자랐으며 아들 율곡을 낳은 오죽헌은 오천

원권 지폐에 등장할 만큼 유명한 명소다. 그녀는 경기도 파주

의 이원수와 혼인하였으나 결혼한 이후에도 강릉의 친정에서 

주로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진다. 시집을 가면 죽어서도 시댁 

귀신이 되어야 한다고 했던 가부장적인 사상과는 달랐다는 

점에서 놀라게 된다. 오죽헌 안에 있는 율곡기념관에는 그녀

의 ‘조충도’를 비롯해 ‘초서’와 ‘전서’ 등의 글씨가 전시돼 있

는데, 기존의 이미지에 갇힌 신사임당을 고정관념 밖으로 꺼

내어 다시금 돌아보아야 할 필요성을 저절로 느끼게 된다.  

내지_강원권1.indd   50 14. 12. 24.   오전 12:19



51

난초향과 눈처럼 깨끗한 성품을 지닌 허난설헌

오죽헌을 나서 경포호를 따라 건너편으로 가면 해송이 우거

진 초당마을 한편에 있는 허균 · 허난설헌 기념공원을 만난다. 

허난설헌은 두 오빠와 남동생 사이에서 유일한 딸로 자랐는

데, 그녀의 집안은 일반 사대부가와 달리 상당히 개방적이

고 진보적이어서, 어린 시절부터 형제들과 함께 글을 읽고 

논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허균 · 허난설헌 기념공원에 들어서자 다섯 개의 시비가 눈에 

띈다. 4남매와 아버지인 허엽의 글귀를 적은 것이다. 이 다섯

을 허씨 5문장가라 칭하는데, 허난설헌은 이중에서도 글재

주가 가장 뛰어났다고 한다. 조선 말기의 문장가였던 매천 

▲▼ 허난설헌 생가터와 허균 · 허난설헌 기념공원

강릉시 난설헌로193번길 1-16 (초당동) 

070-8829-9390
www.hongkildo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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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은 허난설헌과 허균, 허봉을 가리켜 “초당 가문에 세 그

루 보배로운 나무, 제일의 신선 재주는 경번(허난설헌의 별호)에 속

하였네”라고 칭송하였는데, 허난설헌의 글재주가 신선의 재

주라 할 만큼 뛰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처럼 뛰어난 재능을 가진 그녀였지만 여인으로서의 삶은 

순탄치 못했다. 15세의 나이에 시집을 갔는데, 시댁은 가부

장적 분위기가 강한 탓에 그녀가 글을 읽고 시를 읊는 것을 

마땅치 않아 했으며, 고된 시집살이를 겪어야 했다. 그러던 

중 친정아버지와 오빠가 세상을 떠나고 친정의 가세가 급격

히 기운 가운데, 전염병으로 어린 아들과 딸까지 잃게 되자, 

건강을 잃고 점점 쇠약해져갔다. 그녀는 ‘몽유광상산시’로 자

신의 죽음을 예언했고, 결국 27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마

감하게 되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으로 자신의 글을 모두 불태워

주기를 부탁했는데, 남은 작품을 모두 모아놓고 보니 방 하나

를 가득 채웠다고 한다. 그런데 누이의 작품이 모두 불태워진 

것을 아쉬워했던 동생 허균이 친정에 남아 있던 일부 작품과 

자신이 외우고 있던 것을 문집으로 펴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애틋한 강릉을 뒤로하고 떠나는 길

두 여인과의 만남을 뒤로하고 다음 목적지로 향하는 길. 쭉 

뻗은 고속도로가 아닌 구불구불한 대관령 옛길을 따라 오르

다 보면 정상 부근에서 또 한 번 신사임당의 흔적을 만날 수 

있다. 저 멀리 아스라이 강릉을 보며 시를 읊노라니 조선시대 

● 대관령 옛길 표지석 옆에 있는 신사임

당 사친시비는 강릉과 다른 지역의 경계

를 의미하기도 한다. 지금은 산허리에 터

널을 뚫어 고속도로가 개통되었지만 이전

까지는 강릉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거나, 

다른 지역에서 다시 강릉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었다. 굽이굽이 산을 돌아 이어지

는 길과 저 멀리 내다보이는 바다가 빼어

난 풍경을 만들어낸다.

碧海浸瑤海(벽해침요해) 

푸른 바닷물이 구슬 바다에 스며들고

靑鸞倚彩鸞(청난의채난) 

푸른 난새는 채색 난새에게 기대었구나.

芙蓉三九朶(부용삼구타) 

부용꽃 스물일곱 송이가 붉게 떨어지니

紅墮月霜寒(홍타월상한) 

달빛 서리 위에서 차갑기만 해라.

- 허난설헌의 「몽유광상산시(夢遊廣桑山詩)」

▲ 신사임당 사친시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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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으로 겪었을 삶의 애환이 느껴져 애틋함이 더해진다.  

慈親鶴髮在臨瀛(자친학발재림영)  늙으신 어머님을 강릉에 두고

身向長安獨去情(신향장안독거정)  홀로 서울길로 가는 이 마음

回首北村時一望(회수북촌시일망)  둘러보니 북촌은 아득도 한데

白雲飛下暮山靑(백운비하모산청)  흰 구름만 저문 산을 날아 내리네 

가부장적 유교 사상에 반기를 든 임윤지당

조선시대 여인들의 활동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데다가 그마

저도 대부분 그림이나 문예 등 국한된 분야에서만 활약했다

고 생각하기 쉽다. 원주의 임윤지당은 이런 선입관을 깨고 성

리학자로서 큰 획을 그은 여인이다. 

그러나 그녀의 이야기를 만나기 위해 찾은 원주에서 유적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그녀를 기리는 기념비는 원주역사박물

관의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찾을 수 있었다. 기념비는 초라한 

모습으로 철길 옆 비좁은 공원 한쪽에 놓여 있다. 생전에 여자

라는 이유로 남자들에게 가려 주목받지 못하던 그녀의 재능이 

지금도 여전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

기만 하다. 

임윤지당은 어려서부터 재능이 뛰어나 형제들이 “네가 대장

부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라고 탄식할 정도였는데, 

혼인을 하고 시집살이를 하면서 스스로 재능을 숨기고 여인

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여자에게는 글도 가르치지 않던 당시

의 문화 속에서 한문을 읽고 쓴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한글로 편지를 쓰고, 책은 모두가 잠든 밤중에만 홀로 숨어서 

볼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다 결혼 8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고 

▲ 임윤지당 기념비

원주시 치악로 1901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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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낳은 아이마저 잃고, 양자로 들인 조카까지 먼저 세상

을 떠나는 시련을 겪게 된다. 

그런 시련 속에서도 학문에 매진하여 당시 성리학의 주요 쟁

점이었던 ‘이기심성(理氣心性)’, 즉 우주와 인간의 본성을 둘러싼 

심오한 원리를 체득했다. 이러한 그녀의 사상은 동생 임정주

와 시동생 신광우가 유고를 정리해 『윤지당 유고』를 펴내면

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 속에는 유교 경전에 대한 연

구를 비롯해, 성리학적 논문과 중국의 역대 인물을 비평한 역

사 평론, 교훈적 내용을 담은 운문 등이 실려 있는데, 사상은 

물론 문학성 또한 높게 평가받고 있다. 

묘소라도 찾아가 참배하고 싶었으나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원주시 호저면에 그녀의 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흔

한 비석 하나 없는 탓에 추정만 할 뿐이다. 쓸쓸한 무덤 앞에

서니, 여인으로서 마음껏 기량 한번 뽐내보지 못한 그녀의 삶

이 더욱 안타깝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의병이 된 여인 윤희순

한편 남자보다 용감하고 높은 기상을 자랑한 여인도 있다. 

춘천 시립도서관 뜰에는 눈에 띄는 여인의 동상이 있는데, 한

복을 입고 쪽진 머리를 한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 여인인 듯하

나, 한 손에는 책을 들고 다른 손은 앞으로 뻗어 사람들을 이

끄는 모습이 여느 대장부 못지않은 기상을 뽐낸다. 

그녀의 이름은 윤희순. 일제의 침략에 맞선 여성 최초의 의병장

이다. 그녀의 의병 활동은 시집와서 살았던 춘천시 남면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화서학파의 학통을 계승한 그녀의 시
▲ 윤희순 동상

춘천시 옛 경춘로 830-24

▲ 임윤지당 묘소

수풀이 우거져 있는 임윤지당의 묘소는 

동네 사람들의 안내가 없으면 찾아가기도 

힘들다. 원주시에서는 임윤지당의 

묘소인지 확인하기 위해 많은 조사 활동을 

했으나 추정만 할 뿐 이곳이 임윤지당의 

묘소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 

아직까지는 방치되고 있다. 후손을 남기지 

못한 그녀의 쓸쓸했던 인생이 겹쳐져 더욱 

안타까운 모습이다. 

원주시 호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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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순 유적지

유적지 비석에 새겨진 ‘안사람 의병가’는 

윤희순을 가장 잘 설명하는 노래이다. 

‘아무리 여자인들 나라 사랑 모를쏘냐. 

아무리 남녀가 유별한들 나라 없이 소용 

있나. 우리도 나가 의병 하러 나가보세’라는 

구절에 그녀의 사상이 그대로 드러난다. 

춘천시 남면 발산리

댁은 위정척사 사상을 잇고 있었으며, 시아버지 유홍석은 명

성황후 시해 사건을 계기로 의병 활동을 시작했다. 

윤희순은 시아버지와 남편의 의병 활동을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병가와 경고문을 만들어 여성들도 적극적으로 의병 

활동에 나설 것을 독려했다. 더 이상 국내에서 의병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시아버지와 함께 세 아들을 데리고 중국으로 

건너가 항일운동을 이어갔으며, 조선인 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성하는 데도 힘을 썼다. 이후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중국

에서 숨을 거두었는데, 1994년 고국으로 봉환되어 가족 묘

역에 안장됐다. 

그녀가 시집와서 살았던 곳에는 생전의 활동을 기록한 의적

비와 그녀가 지은 최초의 한글 의병가인 ‘안사람 의병가’ 노래

비가 들어서 있다. 나라가 위험에 처했는데, 여자라는 이유로 

물러서 있기만 해서는 안 된다며 꾸짖는 그녀의 기개가 지금

까지 전해지는 듯하다. 

척박하지만 깊은 기상이 서려 있는 강원도의 기운이 여인들에

게도 전해져 깊은 학식과 굳은 성품을 갖게 한 것일까. 네 여

인을 차례로 만나며 강원도의 어떤 힘이 이런 여인들을 키워

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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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 정동진 해안단구

천연기념물 제437호. 제3기말에 일어난 지반 

융기 작용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단구층은 

200∼250만년 전에 만들어졌다. 이는 약 

200∼250만년 전에는 해수면이 현재보다 

약 80m 높은곳에 있었는데 그 후에 일어난 

지반 융기 작용에 의하여 현 해수면까지 

후퇴했다는것을 알려준다.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산50-60 등

 박경리문학공원

한국 문단의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칭송받고 

있는 대하소설 『토지』를 주제로 박경리의 

문학 세계를 탐방할 수 있는 곳이다. 

박경리의 옛집을 공원화하여 생전에 손수 

농사를 지으며 가꾸던 정원을 그대로 

보존하였고, 주변은 소설 『토지』의 배경을 

그대로 옮겨 테마공원으로 꾸며놓았다.

원주시 토지길 1

033-737-4766

 송라사

나월화상이 수도하던 중 꿈속에서 노스님이 

“삼층탑 부근 밭 가운데 부처님이 묻혀 

있으니 네가 가서 모셔라”라고 하여 

그곳으로 가 석불을 얻은 뒤 현 위치에 

창건한 절이다. 이 절은 소원을 들어주는 

맷돌로 유명한데, 소원을 빌고 맷돌을 

돌리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강릉시 송라길 63-20

033-662-5200

 김유정문학촌

1930년대 우리나라 농촌의 실상과 그 삶을 

탁월한 언어 감각과 투박하면서도 정확한 

문장, 그리고 독특한 해학으로 묘사한 한국 

단편 문학의 대표 작가 김유정의 고향에 

세운 문학촌이다. 전시관을 비롯하여 마을 

전체를 ‘김유정문학촌’이라는 문학 공간으로 

탄생시켰다.

춘천시 신동면 실레길 25

033-261-4650

 원주역사박물관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원주의 역사와 

민속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을 소장, 

전시하고 있다. 원주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는 한편, 가족과 함께 전통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곳이다.

원주시 봉산로 134

033-737-4371

www.wonjumuseum.or.kr

 애니메이션박물관

7년 동안 진행해온 애니타운 페스티벌을 

바탕으로 2003년 개관했다. 애니메이션의 

기원과 탄생 및 발전, 애니메이션의 종류, 

제작 기법, 제작 과정, 애니메이션 관련 기기 

발달사, 한국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세계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체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춘천시 서면 박사로 854

033-245-6470

www.animationmuseum.com

함께 가보면 좋을 
곳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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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경포대 인근, 허균 · 허난설헌 기념공원 인근에 자리잡은 초당두부마을

은 강릉을 찾아온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르는 명소 중 하나다. 그 맛은 이

미 널리 알려져 있으나 그 안에 담긴 역사는 아직 모르는 이가 많다. 

초당두부의 시작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여류 작가인 허난설헌과 최초의 한

글소설인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의 아버지인 허엽이 바닷물을 간수로 해서 

두부를 만들게 했다는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이후 본격적으로 초당두부가 

알려지고 마을을 이룬 것은 한국전쟁부터인데, 여기에는 아픈 역사가 서려 

있다. 

일제강점기에 몽양 여운형 선생이 독립운동을 하며 ‘약천서당’을 운영했는데, 

그를 따르고 함께 공부해 독립운동에 나섰던 많은 남자들이 희생됐다. 이후 

한국전쟁 때는 좌파와 우파가 대립하면서 다시 한 번 피바람이 휩쓸고 가, 마

을에 남자들이 거의 남지 않게 됐다. 생계를 책임지게 된 여인들은 주변의 흔

한 콩과 강릉 앞바다의 바닷물로 두부를 만들어 강릉 시내에 내다 팔기 시작

했고, 한두 집으로 시작했던 것이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집에서 두부를 만

들게 됐다. 매일 새벽마다 지게를 지고 나가 바닷물을 길어 오고 장작을 지피

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 머리에 이고 시내로 나가 두부를 파는 고된 일을 

해가며 초당마을의 여인들은 자식들을 키워나갔다. 

‘초당취연(草堂炊煙)’이라는 말이 있다. 매일 새벽이면 두부를 만드느라 장작

을 때는 연기가 온 마을을 뒤덮고 소나무 숲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생긴 말이

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맛보는 초당두부는 어머니의 강인한 사랑이 고명

으로 얹혀져 더욱 든든하게 배를 채워준다. 

● 길에서 만난 이야기

초당두부마을

고된 
삶 속에서 
여인들의 

강인함으로 
빚은 

깊은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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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이야기 길

- 동학농민운동과 의병

거대한 바람이 된 민초들의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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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운동의 
마지막 격전지 

조선	말기,	우리나라에는	큰	

변화의	바람이	일었다.	

유교와	철저한	신분제로	유지되던	

사회는	새로운	사상이	흘러들면서	

점차	흔들리고,	호시탐탐	

한반도를	노리던	외세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이에	많은	백성들이	스스로	

일어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만민	평등과	외세	척결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동학농민운동과	

이후	의병	활동까지,	강원도를	

거점으로	한	민초들의	외침에	

귀기울여본다.	

의암 류인석 유적지  

춘 천 시

경 기 도

● 용문산

● 양자산

● 삼악산

● 팔봉산

홍천군

춘천시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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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암리 동학혁명군 전적지 

(강원도 기념물 제25호)

조선 후기 동학농민군이 관군과 싸웠던 

전적지이다. 강원도에서 치른 동학군의 

마지막 전투지며, 800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동학군전적기념비가 세워져 그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기미만세공원

일제 탄압에 항거하여 만세 운동을 하다 

이곳에서 순직한 8명의 열사를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기념공원이다. 선열들의 

애국충절을 기리기 위한 팔렬각과 당시의 

모습을 재현한 동상이 세워져 있다. 

의암 류인석 유적지 (강원도 기념물 제74호)

조선 말기 항일의병투쟁을 주도하고 해외 

독립군 기지를 개척한 의암 류인석의 

묘역이다. 류인석의 의병 활동과 관련한 

자료가 소장되어 있는 기념관과 함께 

의병학교를 운영 중이다. 

관동창의대장 민긍호 묘소

1907년 정미의병을 이끌며 항일운동을 한 

관동창의군의 대장 민긍호의 묘소가 있는 

곳이다. 민긍호 대장에 대한 설명과 의병 

활동을 보여주는 부조, 충혼탑 등이 조성돼 

있다.

                풍암리 
동학혁명군 전적지   

 기미만세공원

 관동창의대장 민긍호 묘소

홍 천 군

횡 성 군

원 주 시

● 원주공항

● 횡성한우축제장

● 수타사

● 치악산 
   국립공원

● 가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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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6년 자작고개에서 지역 주민들에 

의해 유해 더미가 발견되었다. 당시 사망

자를 800여 명으로 추정했지만, 부상자를 

함께 묻었다고 하니 그 수는 더 많을 것으

로 보인다. 지금도 풍암리 주민들은 음력 

10월 20일부터 수일간, 동학교도로서 전

투에 참가했다가 전사한 사람들의 제사를 

지내고 있다.

만민 평등을 외친 농민들의 푸른 꿈

홍천군 풍암리에는 진등, 혹은 자작고개라 불리는 야트막한 

고개가 있다. 이곳에서 벌어진 전투 중 목숨을 잃은 농민들의 

시체가 썩어 내려앉아 잦아진 고개라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

다고 한다. 다른 이야기로는 전투 중에 흘린 피가 골짜기마다 

자작하게 고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어떤 사연이건 간

에 이 고개가 핏빛으로 물들 만큼 큰 전투가 있었던 것이다. 

전쟁 직후에는 사망자들을 암매장했고, 큰 비가 오면 인골이 

드러나 이 지역은 마을 사람들조차 출입을 꺼리게 됐다. 

그러나 현재는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와 너른 잔디밭이 사람

▼ 풍암리 동학혁명군 전적지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505-11
033-430-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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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맞이한다. 1970년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정비가 시

작되면서 유골을 모아 제를 지내고 위령탑을 세워 공원으로 

조성한 것이다. 잔디밭에 앉아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 듯한 형

상의 동학혁명군 위령탑을 바라보며 그날의 치열했던 동학농

민운동을 떠올려본다. 

부패한 양반 사회에 반기를 들고 자유와 평등을 외쳤던 농민

들은 목숨을 내놓고 치열하게 싸움에 임했다. 그러나 조정의 

지원을 받는 관군의 막강한 전력에 비해 농민들의 군대는 보

잘 것 없었다. 자유와 평등을 향한 기개만큼은 하늘을 찌를 

듯했지만 제대로 군사 훈련을 받은 경험도 없는 이가 대부분

이었다. 사람을 살리는 농기구를 들고, 사람을 죽이는 전쟁

에 나선 농민들이 처절함만으로 전쟁에서 오래 버틸 수는 없

었다. 결국 1894년, 이곳 풍암리 전투에서 농민군은 800명 

넘게 희생되었고, 오래 가지 않아 동학농민혁명은 실패로 

돌아갔다.   

동창마을에 울려퍼진 ‘대한독립만세’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1919년 4월 3일, 홍천 지역에는 또 한 

번 민초들의 거센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물걸리의 동창마을에

서 3,000여 명의 군중이 모여 독립만세를 외친 것이다. 기미

만세공원은 소리 없이 그날의 외침을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이렇게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3,000여 명의 군중이 모여 만세를 불렀다는 것이 쉽게 믿기

지 않는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전에 이곳은 한양 도성으로 

가는 대동미가 한강을 따라 운반되기 전 모이는 조창이었다

▲ 기미만세공원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1
033-433-3003

▲ 자작고개 노래비

풍암리 동학혁명군 전적지에는 희생된 

넋을 기리기 위한 노래비가 건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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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동쪽에 있는 창고라는 의미로 마을 이름도 동창마을

이 됐다고 하니 그제야 이해가 된다. 당시 동창마을은 생선과 

소금이 거래되던 주요 길목으로,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

어 300여 필의 말이 쉬어갈 정도로 큰 마방(馬房)까지 있었다

고 전해진다.  

오가는 사람들을 통해 전국으로 퍼진 독립만세운동 소식

이 이곳 동창마을에도 전해졌고, 3·1운동이 일어나고 한 달 

뒤 동학교도이자 이곳에서 마방을 운영하던 김덕원은 또 한 

번의 만세운동을 계획한다. 4월 3일, 주변 다섯 마을에서 

3,000여 명의 군중이 몰려들어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일

본 경찰은 군중을 향해 마구 총을 쐈고, 결국 8명이 숨을 거

두고 20여 명이 중상을 당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1963년, 마을 사람들은 이날 희생된 8인의 열사를 추모하기 

위한 팔렬각(八烈閣)을 건립해 그 뜻을 기리고자 했으며, 1990

년에는 그날의 모습을 형상화한 기미만세상이 건립돼 그 기

상을 다시 전하고 있다. 

초기 의병의 사상적 기틀을 다진 의암 류인석

외세에 항거해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민중은 의병을 일으켜 

보다 조직적으로 행동에 나섰는데, 홍천, 춘천, 원주로 이어

지는 이 지역은 의병의 최대 근거지기도 했다. 춘천 가정리에 

위치한 의암 류인석 유적지로 향한다. 

춘천시 남면 가정리에서 태어난 류인석은 조선 말기의 성리

학자이자 위정척사 사상의 대표적 인물인 화서 이항로의 제

자이다. 류인석을 비롯한 제자들은 이후 ‘화서학파’를 이루어 

▲ 팔렬각

팔렬각에는 8열사(이순극, 전영균, 이기선, 

이여선, 연의진, 김자희, 전기홍, 양도준)의 

행적과 뜻을 기린 비석이 있다.

● 류인석 선생이 의병으로 나선 것은 

1895년 을미의병 때이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단발령 시행에 항거하여 충북 제

천에서 처음 시작된 을미의병을 계기로, 

1896년 2월 영월에서 의병대장에 취임하

여 호좌창의진을 출범하고 전국으로 의병

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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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암 류인석 유적지 

유적지에는 류인석의 묘를 중심으로 영정을 

모신 사당과 어록비 등이 있으며, 당시의 

마을 모습을 재현한 의병마을과 의병학교 

등이 있다. 

춘천시 남면 충효로 1503
033-264-3980
www.ryuinseok.or.kr

초기 의병 활동의 사상적 기틀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자연스럽게 이 일대는 의병의 근거지로 확산돼갔다. 경기도

와 강원도를 잇는 길목인 데다, 산세가 험해 일본 군사들의 

눈을 피해 군사훈련을 하기에도 맞춤이었을 것이다. 1895년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을 기점으로 의병 운동은 불이 

붙기 시작했다. 한때 류인석의 의병대는 3,000명을 넘어서

는 규모였다고 하니 외세의 침략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와 저

항정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다. 

현재 가정리에는 의병마을이라는 이름의 이야기길 코스가 조

성 중이다. 의병이 태동했으며, 큰 세력을 이루어 훈련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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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와 맞서 싸우던 흔적을 이어, 강인했던 그들의 정신을 전

하려는 것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희미해진 흔적을 찾기가 쉬

운 일은 아니지만, 지도를 들고 작은 표지판을 따라 곳곳을 

찾아다니다 보면 그 옛날 일제의 눈을 피해 숨어 활동했던 의

병들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다. 

의병마을의 중심이자 시작인 의암 류인석 유적지는 우리나라 

유일의 의병학교가 있어 어린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기 있게 일어선 

옛사람들의 의병정신은 오늘을 사는 어린 학생들에게 리더십

과 도전정신을 가르쳐주는 거울이 되고 있다. 이렇게 그들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가르침을 전한다. 

▲ 의열사 

의암 류인석 선생의 영정을 모신 사당으로 

류인석 선생 묘소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다.

내지_강원권1.indd   66 14. 12. 24.   오전 12:20



67

용맹한 군관, 관동창의대장 민긍호

원주시 봉산동에는 또 한 명의 의병장이 잠들어 있다. 류인석

이 성리학자였던 것에 반해 관동창의대를 이끌었던 민긍호는 

군관 출신이었다. 그는 1907년 일제가 군대를 해산하려 하자 

병사들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 이렇게 조직된 의병대는 추

후 전국 의병연합체인 13도창의군의 모태가 되었다. 그러나 

민긍호의 의병 활동은 오래가지 못하고 이듬해 일본군에 의

해 사살되고 말았다. 

백성들이 힘을 모아 큰 목소리로 자유를 외쳤던 운동들은 결

국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실패 속에서 작고 힘없는 

존재였던 민중들은 성장하고 또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나갔

다. 동학농민운동에서 의병으로, 만세운동으로…… 꿈을 향

해 목놓아 울부짖었던 그날의 외침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 땅 위에 자

유롭게 두 발을 딛고 사는 것이리라. 

10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목숨 바쳐 바랐던 평등한 사

회와 비리 척결, 외세로부터의 독립은 과연 이루어졌을까?  

그들의 희생 앞에 다시 고개 숙이며 생각해본다.

▼ 관동창의대장 민긍호 묘소

묘역에는 추모비와 함께 일제와 전투를 

벌이며 진두지휘하는 높이 2.5미터, 폭 9미터 

규모의 민긍호 의병장 부조상이 있다.

원주시 봉산동 산 5-8
033-737-5122

▲ 의병학교 

의암 류인석 유적지 기념관 맞은편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의병학교가 있다. ‘자발’, 

‘헌신’, ‘협동’ 세 가지의 의병정신을 

바탕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리더십과 

협력을 키우는 의병 리더십 캠프, 효와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부자유친 캠프, 

나라사랑과 역사를 배우는 청소년 역사 

캠프 등의 1박2일 코스를 비롯해 당일 체험 

코스도 운영 중이다. 

춘천시 남면 충효로 1503
033-264-3980
www.loyaltroopsschoo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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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봉의산성 

 

강원도 기념물 제26호.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청의 뒷산인 봉의산 능선에 쌓은 

산성으로, 산성을 쌓은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거란, 몽고와의 전쟁에서 격전지였던 

기록을 감안하면 고려 중엽에 쌓은 성으로 

추측된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으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춘천시 소양로 1가 산1-1

033-250-3062

 홍천 한서 남궁억 묘역 

 

남궁억 선생은 독립운동가이며 교육자이자 

언론인이다. <황성신문>을 창간하여 일제의 

침략 야욕을 폭로하고, 무궁화 보급 운동과 

국어 · 국사 교육을 통해 민족정신을 

고취시킨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애국지사이다.

홍천군 서면 모곡로34번길 21

033-430-2323

 막국수체험박물관

춘천의 향토 음식인 막국수를 테마로 한 

체험박물관으로 막국수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전시해놓았다.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264

033-243 -8268

www.makguksumuseum.com

 원주 성남리 성황림 

 

천연기념물 제93호. 마을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숲으로, 우리 조상들의 과거 

종교관을 알 수 있는 민속 자료이자 

온대지방을 대표할 만한 활엽수림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다.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 191

 홍천읍사무소

등록문화재 제108호. 1956년 건축된 

건물로 홍천군청과 읍사무소로 사용되다가, 

현재는 홍천미술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외국 건축물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절충적으로 나타나는 발코니형 건축물로, 

건립 당시 관공서 건물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149-2

033-430-4611

 원주 강원감영

사적 제439호. 강원감영은 조선시대 

강원도 관찰사가 직무를 보던 관청이다. 

선화당을 비롯하여 포정루, 보선고, 내아, 

비장청, 호저고 등 40여 동에 달하는 

웅장한 모습으로 1395년부터 1895년까지 

500년간 강원도 역사 창조의 중심 역할을 

했다.

원주시 원일로 85 (일산동)

033-737-4767

함께 가보면 좋을 
곳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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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에 의병이 가장 크게 일어난 시기는 일본이 군대를 해산시켰던 

1907년이다. 이때 강원도를 중심으로 의병 활동을 하던 이인영은 전국의 의

병을 규합하기 위해 13개 도의 의병장과 의병부대를 경기도 양주로 집결토

록 했다. 이때 참여한 의병이 총 1만여 명에 이르렀는데, 그중 강원도 의병은 

8,000여 명에 달했다. 

이후 13도 연합 의병부대를 전체적으로 재편성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경상 지방의 신돌석을 비롯해 홍범도, 김수민 같은 평민 출신 의병장이 이끄

는 부대들은 전투에 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배제되었다. 

전국에 흩어져 있던 의병이 하나로 뭉치고 신분을 넘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외세를 물리치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었는

데, 그러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제국주

의 열강들의 이해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각국 공사관에 교전단체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기대했던 한계도 있었다. 

이렇게 구성된 연합 의병부대는 1908년 1월, 나라를 되찾기 위해 서울로 진

격했다. 그러나 사전에 계획을 알게 된 일제의 철저한 대비로 서울 진입에 실

패하였고, 일부 의병장의 이탈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퇴각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후 의병부대는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 개별적인 의병 활동을 이어

가거나 외국으로 망명하게 되었다. 

의병 활동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외세를 물리치려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일

어나 헌신했다는 것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냉엄한 제국주의의 이해관

계와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몇 가지 한계와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들의 

뜻은 사그러들지 않는 독립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졌다. 

● 길에서 만난 이야기

13도창의군

서울로 
향한 

전국의 
의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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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이야기 길

- 옛 절터를 찾아서

찬란했던 시간 속으로의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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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보물을 찾아서

옛	절터를	찾아가는	여행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여행이다.	

폐사지(廢寺址)라는	말	자체가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절의	

옛	흔적을	말하는	것이니,	

당연히	그곳에	화려한	볼거리는	

거의	없다.	이	여행은	상상의	

여행이자	시공간을	초월한	시간	

탐험과도	같다.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그곳으로	

여행을	시작한다.	

 거돈사지 

법천사지  

흥법사지  

● 당산

● 미륵산

● 원주시청

●백마고지 두타연 ●

양구군
철원군

화천군

춘천시

횡성군

원 주 시

원주시

홍천군

양양군

고성군

D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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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거돈사지 (사적 제168호)

신라 후기인 9세기 경 처음 지어져 

조선 전기까지 유지된 절터이다. 

절터에서는 중문터, 탑, 금당터, 강당터, 

승방터, 회랑 등이 확인되었다.

원주 법천사지 (사적 제466호)

화엄종과 더불어 고려시대 양대 

종단이었던 법상종 사찰로 번성하였으며, 

왕실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받던 

지광국사 해린이 법천사로 은퇴하면서 

크게 융성하였다가 임진왜란 때 

전소되었다.

원주 흥법사지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45호)

염거화상탑(국보 제104호), 진공대사탑 

및 석관(보물 제365호)이 있었는데, 

일본인들에 의해 강제로 반출되었다가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현재는 흥법사지삼층석탑(보물 제464호), 

진공대사탑비(보물 제463호)만이 남아 

있다.

홍천 물걸리사지 (강원도 기념물 제47호)

통일신라시대의 홍양사가 있던 장소로 

알려져 있다. 석조여래좌상(보물 제541호), 

석조비로자나불좌상(보물 제542호), 

대좌(보물 제543호), 대좌 및 광배(보물 

제544호), 삼층석탑(보물 제545호)이 

보존되어 있다.

양양 선림원지 (강원도 기념물 제53호)

9세기 초 순응법사에 의해 창건된 후 

홍각선사에 의해 중창되었다고 전해진다. 

지금으로부터 900년을 전후한 시기에 

대홍수로 인한 산사태로 절터가 완전히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성 건봉사지 (강원도 기념물 제51호)

전국 4대 사찰의 하나로, 520년(신라 

법흥왕 7년) 때 아도화상이 지은 절이다. 

임진왜란 때 이곳에서 사명대사가 승병을 

모집하였는데 모두 6,000여 명이 모여서 

왜적을 무찔렀다고 한다. 

 건봉사지

 선림원지

 물걸리사지

● 치악산 
   국립공원

●월정사

●백담사

●정선5일장

두타연 ●

● 오대산 국립공원

● 설악산 
   국립공원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

양구군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강릉시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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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의 화려한 옛날을 보다

문막에서 2차선 국도를 따라 한적한 농촌 마을 사이로 한참

을 달려 원주 거돈사지를 찾아간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족히 200미터가 넘는 너른 절터가 이곳에 있었을 거돈사의 

규모를 말해준다. 지금은 삼층석탑과 원공국사승묘탑비만이 

제 모습을 지키고 있을 뿐, 건물이 있던 자리에는 주춧돌과 

부처를 모셨던 좌대만이 남아 있다. 1984년 처음 유적 보호 

공사를 시작해 몇 차례의 발굴과 복원 정비 사업을 거쳐 지금

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하니, 이전에는 이마저도 제대로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다. 

거돈사지와 조금 떨어진 곳에는 또 하나의 커다란 절터가 있

다. 신라시대 말기에 세워져 고려시대에 크게 번성했던 법천

사 터다. 거돈사지가 너른 면적으로 펼쳐져 있는 것과 달리 

법천사지는 절터 한가운데 마을이 들어와 있고 길까지 나 있

어 규모와 형태를 짐작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절의 입구인 

당간지주의 위치와 발굴 조사 중인 곳곳의 흔적을 퍼즐 맞추

듯 연결하면 거대한 절터가 비로소 눈에 들어온다. 지금까지

의 발굴 조사 결과 건물이 19동이나 있었고, 우물도 세 곳이

나 있었다고 하니 그 규모를 족히 짐작할 수 있겠다. 

원주의 또 다른 폐사지인 흥법사지에서는 더욱 상상력을 발

휘해야 한다. 절의 흔적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거의 없고 

흥법사지삼층석탑과 진공대사탑비만이 남아 옛날에 이곳에 

큰 가람이 있었다는 것을 말없이 전해주고 있을 뿐이다.   

▲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비

법천사지에는 우리나라 묘탑 가운데 최고 

걸작으로 손꼽히는 지광국사현묘탑의 

탑비(塔碑, 국보 제59호)가 남아 있다. 

이는 지광국사(984∼1067)가 입적하자 그 

공적을 추모하기 위해 지광국사탑과 함께 

세워놓은 것으로, 비문에는 지광국사가 

불교에 입문해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의 

행적과 공적을 추모하는 글이 새겨져 있다.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629
033-737-2791

◀ 원주 거돈사지

북쪽에 남아 있는 3층석탑(보물 제750호)은 

처음 절이 세워질 때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신라 석탑의 전형적인 양식을 

따르고 있다. 탑의 동쪽에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원공국사승묘탑비(보물 제78호)가 

있다.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189
033-737-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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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걸리사지에서는 보물 4점 외에도 통

일신라 시대의 금동여래입상 1점, 고려시

대 철불 파편 4점, 철솥 파편 2점, 암막새

기와 4점, 수키와 조각 6점, 암키와 조각 6

점, 청자조각 4점, 토기 조각, 조선시대 백

자 조각 등이 발견됐다. 2003년 절터 일부

에 대한 발굴 조사 사업이 진행됐으나, 이

미 마을이 들어서 있고 여건상 일부 지역

에만 해당돼 전체 절터에 대한 정확한 규

모와 형태는 알 수 없다.

▼ 원주 흥법사지 진공대사탑비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활약한 승려인 

진공대사(869∼940)를 기리기 위해 세운 

비이다. 보물 제463호로 웅장한 기운이 

넘치면서도 섬세하게 조각되어 당시의 높은 

예술 수준을 엿볼 수 있다.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517-2
033-737-2791

한강 물길 따라 자리한 가람

한적한 시골 마을에 이토록 큰 사찰들이 들어선 것은 어떤 배

경 때문일까? 그리고 왜 흔적만 남기고 사라져야 했을까?

그 해답은 지리적 여건 속에서 찾을 수 있다. 남한강 유역에 

속하는 원주는 한반도 중심에서 교통의 요지 역할을 하는데, 

특히 부론면은 섬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곳이다. 물길을 따라 

사람과 물자가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을이 형성됐고, 너

른 논과 밭은 마을이 더욱 크게 번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

다. 그래서 교통과 경제의 흐름에 중요한 길목인 남한강 유역

은 예부터 이 유역을 차지하는 자가 한반도의 패권을 차지한

다고 할 만큼 중요한 위치로 자리잡았다. 

중요한 지역인 만큼 서로 차지하려는 세력들 사이에 전쟁도 

잦았는데, 삼국시대를 거쳐 통일신라 이후, 외세의 침략이 있

을 때마다 원주는 격전지가 되었다. 조선이 건국되면서 불교 

세력이 많이 약화된 데다가 병자호란과 임진왜란, 한국전쟁

을 겪으면서 거대했던 가람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이름 없는 보물들의 보고

홍천 물걸리에는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가 여럿 있지만 이름

조차 찾지 못한 절터도 있다. 절터에 대한 명확한 기록을 찾을 

수 없어 그저 마을의 이름을 따서 물걸리사지라 불리고 있는

데, 통일신라시대 홍양사가 있던 장소인 것으로 추정된다. 삼

층석탑 한 기가 서 있는 절터 한편에 정면 3칸 측면 2칸의 전

각을 지어 절터에서 발굴된 석조여래좌상(보물 제541호)과 석조비

로자나불좌상(보물 제542호), 대좌(보물 제543호), 대좌 및 광배(보물 제5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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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 물걸리사지 

홍천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대찰이었음을 

짐작케 하는 여러 유물들이 출토되었고, 

석물들이 남아 있다.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588-1
033-430-2323

를 보관하고 있다. 보물급 문화재가 있는 곳이라기에는 너무 

소박해 보이는 건물의 모습에서 옛날의 영화는 사라지고 달

라진 시대에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쓸쓸함이 스친다.

첩첩산중에 묻힌 찬란한 불교 문화

양양 미천골 자연휴양림은 태백산맥 줄기의 깊은 계곡에 위

치한 숲이다. 그 숲을 찾아 험난한 산길을 돌고돌아야 선림원

지에 닿는다. 가는 길 내내 이렇게 깊은 산속에 있었던 선림

원은 어떤 곳이었을지 궁금하다. 

선림원은 804년(신라 애장왕 5년)경 순응법사가 창건한 곳으로, 통

일신라 시대의 화려한 불교 문화를 바탕으로 크게 융성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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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봉사 불이문, 능파교

건봉사가 전쟁으로 불타 없어질 때 

유일하게 남은 것이 바로 불이문(강원도 

문화재자료 제35호)으로, 홀로 남아 이곳이 

절의 입구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무지개 

모양의 다리인 능파교(보물 제1336호)는 

비교적 크고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어 

가치가 크다. 

▲ 양양 선림원지

양양군 서면 서림리 424 (미천골 자연휴양림 내)

033-670-2728

사찰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900년 전 대홍수로 인한 산사

태로 완전히 매몰된 이곳이 다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1948년. 신라시대의 동종이 출토되어 주목을 받았다. 이 종

은 상원사 범종, 에밀레종과 함께 통일신라 범종을 대표하는 

유물이다. 그러나 뒤이어 일어난 한국전쟁 때 파괴되어 지금

은 일부 파편만이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춘천박물관에 보관

돼 있다. 

전쟁이 휩쓸고 간 자리에 새롭게 일어서다

치열했던 한국전쟁은 전국 4대 사찰 중 하나로 봉황이 머문

다는 건봉사도 폐허로 만들었다. 건봉사는 한때 승려 수만 

700명이 넘고 규모가 766칸에 이르는 영동 지역 최고의 사

찰이었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사명대사가 승병을 일으켜 왜구에 맞서 

싸운 곳으로 유명한데, 적게는 700명에서 많게는 6,000여 

명이 이곳에 모여 싸움에 나섰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건봉사

는 이후에도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승병을 일으켜 나라

를 구하는 일에 앞장섰던 호국사찰이었다.  

그러나 이곳 고성은 한국전쟁 당시 휴전을 앞두고 치열하게 

대치했던 전장의 한가운데였기 때문에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었다. 당시 유일하게 남은 불이문만이 그 명맥을 이

어오고 있으며, 지금은 옛 절터 옆으로 새롭게 복원된 건물이 

들어서며 옛 명성을 되찾아가고 있다. 

화려하고 웅장했던 가람이 무너지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요인

이 있다. 조선이 건국되면서 불교를 억압하는 정책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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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 건봉사지 

영동 지역 최대의 사찰이었던 건봉사는 

한국전쟁으로 불타 폐허로 남았다. 

고성군 거진읍 건봉사로 723
033-682-8100
www.geonbongsa.org

됐던 것도 하나의 요인이지만, 가장 크고 위협적인 것은 전쟁

이었다. 목숨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아 가는 전쟁은 값진 문화 

유산도 파괴해버린 것이다.  

텅 빈 이곳에서 남아 있는 흔적을 밑그림 삼아 그 위에 상상

의 가람을 세워본다. 그곳에서는 웅장한 대웅전이 세워지고 

화려한 불상과 탱화, 단청 그리고 은은한 목탁 소리와 풍경 

소리가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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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 진전사지

강원도 기념물 제52호. 진전사는 

우리나라에 선종을 들여온 도의선사가 

창건한 절이자 『삼국유사』를 지은 일연 

스님이 14세 때 출가한 절로 이름나 있다. 

마을에는 절이 없어질 때, 스님들이 절터 

위에 있는 연못에 범종과 불상을 던져 

수장하고 떠났다는 슬픈 전설이 전해져 

온다.

양양군 강현면 둔전리 100

033-670-2728

 횡성 풍수원성당 구 사제관

등록문화재 제163호. 강원도 최초의 성당인 

풍수원성당은 한국에서 네 번째로 지어진 

성당이며, 한국인 신부가 지은 최초의 

성당이기도 하다. 이중 사제관은 1912년에 

착공하여 1913년 10월 1일 준공한 것으로, 

1997년 수리 후 현재 유물전시관으로 사용 

중이다. 

횡성군 서원면 경강로유현1길 30

033-343-4597

 고성 화암사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14호. 신라 혜공왕 

때 진표율사가 세운 절이다. 수차례 소실과 

재건을 반복하다 1864년(조선 고종 1년)에 

이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화암사 위에 

있는 수바위에는 바위에서 쌀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욕심을 버리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 

고성군 토성면 잼버리로 163-100

033-633-1525

 미천골자연휴양림

크고 작은 폭포를 만들며 굽이쳐 

흐르는 미천골계곡을 끼고 있다. 

휴양림 안에는 숙박시설과 편의시설 

외에도 불바라기약수터, 재래봉(토종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 등이 있어 문화 

유적 탐방과 자연 교육을 겸할 수 있다.

양양군 서면 미천골길 115

033-673-1806

 간현유원지

원주천과 삼산천이 합류하는 간현 협곡에 

자리한 간현유원지는 백사장과 수심이 얕은 

맑은 강물 때문에 여름이면 가족 단위의 

피서객들이 즐겨 찾는다. 편의시설을 갖춘 

캠핑장이 있으며,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는 

두몽폭포와 암벽 등반 코스로 유명한 소금산 

암벽공원 등의 볼거리가 있다. 

원주시 지정면 소금산길 28

033-737-4765

  양양 포매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천연기념물 제229호. 70∼150년 정도 된 

소나무가 500그루 정도 되는 숲이 있으며, 

백로와 왜가리는 이곳에 둥지를 틀어 

번식하고 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당시에는 

전체 숫자가 2,000마리 이상 되었으나, 

현재는 환경 악화로 점차 그 수가 감소하고 

있다. 

양양군 현남면 포매리 122-3

함께 가보면 좋을 
곳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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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부론면 시골 마을 한편에 있는 법천사지는 불교 미술이나 조각을 공부하

는 사람들이라면 한번쯤 꼭 들르는 곳이다. 이제는 폐허가 되다시피 한 이 절

터가 유명한 이유는 바로 한편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지광국사탑비 때문이다. 

고려 문종 때 국사를 지낸 지광국사 해린(海麟, 984~1070)을 기리기 위해 지

광국사가 입적한 지 15년이 지난 1085년 건립된 승탑으로 고려시대 불교 문

화를 대표하는 문화 유물로 손꼽힌다. 

지광국사탑비는 크게 비석의 받침돌인 귀부(龜趺), 비문을 새긴 몸돌인 비신

(碑身), 머릿돌인 이수( 首)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모두 고려시대 최고의 

예술품으로 큰 가치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비신 상단에 새겨진 용화세계 문양

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밀한 조각으로 우리나라 석각 예술의 

정수로 불린다. 

이런 보물을 품은 법천사는 신라시대에 지어져 고려시대에 크게 발전했는데, 

전성기에는 1,000여 명의 승려가 머물던 사찰이었다. 아침 저녁이면 쌀 씻는 

물이 남한강 변까지 뿌옇게 흘러들어갔다는 말이 전할 정도니 그 규모를 짐

작케 한다. 이후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는 뛰어난 문사들이 공부를 하면서 

거쳐간 곳이기도 하다. 

이처럼 크게 발전했던 사찰이었지만 임진왜란을 겪으며 건물은 완전히 불타

고 보물들은 대부분 도난당해 반출되었다. 지광국사탑비와 함께 있었던 지광

국사탑 역시 강제로 옮겨져 여러 곳을 거치다가 지금은 경복궁에 자리하고 

있다. 지켜주지 못한 문화재들이 더 이상 떠돌지 않고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

록 노력하는 것 또한 우리가 안은 커다란 숙제이다.

● 길에서 만난 이야기

법천사지 지광국사탑비

고려가 
남긴 

최고의 
예술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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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 이야기 길

- 한국 전통 조경의 미학

자연 속에서 숨은그림찾기 

내지_강원권1.indd   83 14. 12. 24.   오전 12:22



84

자연과 하나 되는 
여행길

한국	전통	정원은	그	경계를	

따지지	않는다.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다	내	땅’이라는	농담이	

말해주듯,	우리의	정원은	자연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다.	

기거하고	있는	공간을	자연의	

일부로	여기며,	담장	너머,	창문	

사이,	대문	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풍경	모두를	넉넉하게	끌어안은	

우리나라	전통	조경의	아름다움을	

찾아	길을	나선다.	

 청평사 고려선원

 소양정 

 수타사

춘 천 시

홍 천 군

인 제 군

양 구 군

화 천 군

횡 성 군
● 청태산

● 사명산

● 원주공항

춘천시
홍천군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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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청평사 고려선원 (명승 제70호)

973년(고려 광종 24년)에 지어진 청평사 

일대는 계곡 사이 아늑한 분지에 자리하고 

있으며 영지, 폭포, 너럭바위 등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룬다.

소양정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호)

삼국시대에 처음 세운 것으로 전해지는데, 

여러 차례 홍수와 전쟁으로 소실된 것을 

재건하였다. 소양호가 내려다보이는 봉의산 

기슭에 있어 전망이 빼어나다.

수타사

한국의 100대 명산 중 하나로 꼽히는 

공작산이 감싸안고 있는 수타사는 봄에는 

철쭉, 가을에는 단풍이 매우 아름다우며 

기암절벽과 분재 모양의 노송군락, 눈 덮인 

겨울산도 일품이다. 수타사 계곡에는 넓은 

암반과, 큼직큼직한 소(沼), 기암절벽이 

비경을 이루고 있다. 

강릉 선교장 (중요민속문화재 제5호)

조선시대 대표적인 사대부의 가옥 형태를 

하고 있는데, 낮은 언덕의 지형지물을 

그대로 살려 자유롭게 배치한 건물들이 

멋스럽다.

강릉 해운정 (보물 제183호)

경포호가 내다보이는 곳에 지은 조선시대 

상류 주택의 별당 건물이다. 3단으로 

쌓은 축대 위에 지어 멀리 담 너머 풍경이 

훤하게 내다보인다. 

속 초 시

양 양 군

평 창 군

정 선 군

강 릉 시

선교장   
 해운정 

● 오대산 국립공원

● 두타산

● 청태산

● 경포호

● 가리왕산

● 선림원지

● 월정사

오죽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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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의 세계로 들어서는 길

청평사는 소양강댐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소양호를 건너가면

서부터 시작된다. 물을 건너고 30분 남짓한 시간을 걸어 올

라가야 청평사 경내로 들어갈 수 있지만, 청평사를 찾는 사람

들은 소양호를 건너는 배에 오르면서부터 거대한 청평사의 

정원 안으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고려시대에 처음 지어진 청평사는 그 주변이 하나의 큰 정원

이다. 약 3만 평방미터의 면적에 이르는 계곡을 따라 주변 환

경과 어우러지도록 수로를 내고 연못을 만들어 아름다운 정

원을 완성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계곡을 따라 오르다 보면 

이곳 청평사의 전설로 전해지는 상사뱀에 이어 거북을 닮은 

▲ 춘천 청평사 회전문

다른 건물들이 전쟁으로 모두 사리진 

와중에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16세기 건축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며 보물 제164호로 지정됐다.

춘천시 북산면 오봉산길 810 

033-244-1095
www.cheongpyeong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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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평사 고려영지

바위도 만나고, 폭포와 연이어 널려 있는 너럭바위가 만들어 

내는 특색 있는 풍경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오르다 보면 비로소 청평사 정원의 백미라 불리는 고

려영지에 닿는데, 계곡물을 내어 인공적으로 만든 이 연못은 

오봉산의 부용봉이 비치도록 만들어졌다. 맑은 날이면 부용

봉 위에 있는 암자에서 스님이 염불 외는 모습을 볼 수 있었

다고 한다. 

다시 몇 개의 계단을 오르면 청평사의 회전문에 이른다. 중생

이 끊임없이 생을 반복하는 윤회사상을 말해주고 있는 이 문

은 사찰의 출입문 구실을 한다. 여느 사찰과 달리 사천왕상이 

없고 윗부분에 홍살이 있는 것이 특징인데, 대신 사천왕상 입

상이나 그림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여러 차례

의 전쟁을 겪으며 청평사의 많은 건물이 대부분 없어졌는데, 

유일하게 회전문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당시의 건축 문화

를 생생하게 재현해주고 있다. 회전문 너머 청평사는 오랜 복

원 작업 끝에 지금은 대부분의 건물이 다시 들어서 아름다운 

풍경을 완성한다.  

청평사는 예부터 속세와 단절된 심신 수양의 공간으로 여겨

졌다. 973년(고려 광종 24년) 백암선원이라는 이름으로 창건된 이

후, 1089년(고려 선종 6년) 이자현이 벼슬을 버리고 내려와 은거하

는 등 선을 닦는 도량으로 사용됐다. 맑고 깨끗한 자연이 빚

어낸 아름다운 풍경과 어우러진 청평사는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휴식과 마음의 안정을 선물한다. 청평사 경내에 서

서 포근하게 안아주는 주변의 산과 계곡을 바라보고 있노라

면 잠시나마 신선의 세계에 있는 듯한 착각도 든다. 

● 회전문에는 여러 가지 상사뱀 전설이 

전해지는데, 그중 하나가 당나라 태종의 

딸과 관련된 것이다. 공주가 평민 청년과 

사랑에 빠지자 태종이 청년을 사형시켰는

데, 그 청년이 상사뱀으로 변해 공주를 칭

칭 감고 놓아주지 않았던 것이다. 이때 한 

노승이 신라에 영험한 절이 있으니 가서 

불공을 드리면 악연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권했다. 이에 공주가 이곳 

청평사를 찾았고, 상사뱀이 이 문을 지날 

때 번개가 내리쳐 비로소 공주가 자유로워

질 수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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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강 따라 흐르는 시와 노래

춘천 시내를 가로지르는 소양강은 도시를 더욱 아름답게 해

준다. 물줄기에 몇 개의 댐이 생기고 물길은 예전과 많이 달

라졌지만 변함없는 절경이 강을 따라 흐른다. 그중 소양강의 

가장 아름다운 전망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소양정이다. 봉

의산 중턱에서 소양강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예로부터 

많은 문인들이 찾아 풍류를 즐겼던 곳으로 전해진다. 처음 지

을 때는 강 쪽으로 더 가까이 있었으나, 잦은 홍수 피해로 인

해 지금 위치인 산 중턱으로 옮겨 지었는데, 그 덕에 전망은 

더 넓어졌다. 

2층에 올라서면 의암호가 한눈에 들어오고, 경기도와 강원도

의 경계인 화악산 줄기가 펼쳐진다. 처음 지어질 당시 너른 

들판이 있었을 강 건너편엔 아파트촌이 빼곡히 들어섰다. 아

쉽기는 하지만 세월의 변화에 따른 우리 사는 모습의 변화도 

느낄 수 있다. 

맑은 몸과 마음을 찾아가는 길

주차장에서 내려 수타사로 가는 길, 계곡을 흐르는 시원한 물

과 그 위로 가로놓인 공작교가 눈에 들어온다. 유속이 느리고 

바닥이 진흙으로 되어 있어 여느 계곡처럼 맑아 보이지는 않

아도 나름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까닭에 생태 학습장으

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 계곡을 따라 나무 그늘 아래로 여유

롭게 산책을 하다 보면 비로소 수타사에 닿는다. 수타사를 찾

은 사람들이 사찰로 들어서기 전 먼저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바로 연꽃이 가득한 연못이다. 초여름 연꽃이 절정에 달할 

▶ 수타사

수타사는 708년(신라 성덕왕 7년)에 

원효대사가 창건했으며, 일월사로 불렸다고 

전한다. 1569년(조선 선조 2년) 공잠대사가 

현 위치로 옮겨 지으면서 수타사(水墮寺)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한다. 지금 있는 절은 

1878년(고종 15년) 크게 고친 것으로, 

대부분의 건물을 이때 고쳐 지었고 이름도 

음은 같지만 뜻은 다른 수타사(壽陀寺)로 

바뀌었다. 

홍천군 동면 수타사로 473
033-436-6611
www.sutasa.org

▲ 소양정

춘천시 소양정길 48-23 (소양로1가) / 033-250-3062

▼ 소양정 비석군

소양정으로 오르는 입구에는 여러 개의 비석을 

모아놓은 비석군이 있다. 춘천 지역 관찰사나 

부사 등 벼슬아치들의 업적을 기록한 것들이며, 

춘천 각지에 흩어져 있던 것을 이곳에 모아 

보존하고 있다. 특히 맨 뒤쪽에서는 친일파 

이범익의 단죄문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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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타사 대적광전

수타사에서는 대적광전(지방문화재 17호)을 

비롯해, 월인석보(보물 제745호), 수타사 

동종(보물 제11-3호), 사천왕상(유형문화재 

제121호), 삼층석탑(문화재자료 제11호), 홍우당 

부도(문화재자료 제15호) 같은 다양한 문화재를 

만날 수 있다. 

때면 탐스러운 연꽃 앞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이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신라 성덕왕 때에 지어졌다고 전해지는 이 사찰은 산자락에 

포근하게 안겨 1,000여 년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봉황문

을 지나 절 안으로 들어서면 누각인 홍회루가 주변 풍광을 감

싸 안는다. 경내의 꽃나무와 잘 가꾸어진 화단은 담 안의 정

원에도 세심하게 정성을 기울인 것을 알 수 있다. 산속의 쉼

터이자 공원 같은 곳, 이곳이 바로 수타사의 진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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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 선교장 활래정

강릉 선교장 입구에는 인공 연못을 

끼고 있는 활래정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연꽃이 가득해 멀리서 보면 호수 위에 

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아름답다. 이곳은 관동팔경을 유람하는 

조선의 선비와 풍류객들의 안식처가 

되었다고 한다.

너른 마음으로 강릉을 품다

조선시대 강릉은 이름난 사대부 명문가들이 터를 잡고 살았

던 곳이다. 그중 가장 큰 규모의 사대부 가옥이 바로 선교장

이다. 원래 전주 사람이었던 이내번이 이곳으로 이주하면서 

지은 집으로, 안채, 사랑채, 행랑채, 별당, 정자 등 민가의 거

의 모든 형식을 갖춘 넓은 집이다. 

낮은 산기슭을 배경으로 독립된 건물들을 적당히 배치하고 

각 공간은 소박하게 꾸며, 전체적으로 자유롭고 넉넉한 분위

기를 자아낸다. 각 건물들을 처음부터 계획하여 건축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하나씩 증축해 지금의 모습이 되었기 때

문에 각 건물의 통일성은 부족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장

점이 되어 변화무쌍하고 활기찬 공간을 만들어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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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대부들의 주택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다. 

풍족한 곳간과 넉넉한 인심으로 손님을 맞이했던 선교장이 

지금은 옛날 강릉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 옛 명문가의 저택을 거

닐며 오늘날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생각해본다.

사대부들의 풍류 가득한 생활

선교장을 나서 경포호 쪽으로 가다 보면 해운정이라는 오래

된 건물을 볼 수 있다. 이곳에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문인

이자 학자인 송시열의 글씨가 현판으로 걸려 있고, 건물 안에

도 율곡 이이와 권진응 등 유명한 문사들의 글이 걸려 있다. 

수많은 선비들이 이곳에서 풍류를 즐기고 글을 지었음을 증

명하는 부분이다. 이 건물은 3단으로 높게 쌓은 축대 위에 남

향으로 지어 경포호를 내다보고 있는데, 건물의 앞면 창은 모

두 활짝 열 수 있게 했고, 툇마루를 두어 자연 풍광을 그대로 

즐길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전통 조경은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고 그 안에서 어

울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우리의 전통문화가 녹아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연을 정복하고 개발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대로 공존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겼던 것도 눈여겨

볼 만하다. 

해운정 툇마루에 앉아 경포호와 그 너머의 동해를 바라보며 

자연과 공존하고 더 넓은 세상을 품에 담을 수 있기를 꿈꿔

본다. 
▲ 강릉 해운정

강릉시 운정길 125
033-640-5119

▲ 강릉 선교장

예전 경포호가 지금보다 넓은 면적으로 

조성되어 있을 때 배를 타고 건너다니던 

배다리마을(선교리)에 위치하여 

‘선교장(船橋莊)’이라 이름 붙었다.

강릉시 운정길 63
033-648-5303
www.knsgj.net

● 입구에는 인공 연못을 끼고 있는 활래

정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연꽃이 가득해 

멀리서 보면 호수 위에 떠 있는 듯한 착각

을 일으킬 정도로 아름답다. 이곳은 연못

과 함께 경포호수의 경관을 바라보며 관

동팔경 유람하는 조선의 선비와 풍류들의 

안식처가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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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곡폭포

매표소에서 폭포까지 가는 700미터 

등산로는 가족 나들이와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인기가 좋다. 구곡폭포 입구에서 

오른쪽 능선을 따라 오르면 200년 전 

형성된 고즈넉한 산골마을인 문배마을이 

있다.

춘천시 남산면 강촌구곡길 254

033-250-3569

 가리산자연휴양림

해발 1,051미터의 가리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며, 휴양림 시설이 있는 중심 지역은 

해발 550미터로 공기가 매우 신선하다. 

산책로와 운동 시설 외에 숙박 시설도 

갖추고 있다. 

홍천군 천현리 134-1

033-435-6034

 소양강댐, 소양호

진흙, 모래흙, 바위로 쌓은 사력댐으로는 

동양 최대 규모다. 댐이 생기면서 만들어진 

소양호는 저수량이 29억 톤에 달해 내륙의 

바다라 불리기도 한다. 소양호를 한 바퀴 

도는 유람선과 청평사로 가는 배를 탈 수 

있다. 

춘천시 신북읍 신샘밭로 1128

033-242-2455

 홍천 광원리 삼봉약수

천연기념물 제530호. 전국에서도 드물게 

수질이 우수하여 한국의 명수 100선에 

선정되었으며, 15가지 성분이 함유된 

약수로 빈혈, 당뇨병, 신경통, 위장병에 

효험이 있다고 하여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홍천군 내면 월둔길 63-2

033-435-8536

 용소계곡

홍천 괘석리와 광암리에서 시작해 

천현리를 거쳐 두천면 안쪽까지 흐르는 

10여 킬로미터의 계곡이다. 백우산 

자락의 기암괴석 사이로 투명하게 비치는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넓은 바위와 소가 

어우러져 비경을 이룬다.

홍천군 내촌면 광암리

033-430-4431

 강릉향교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99호. 향교는 지방에 

설치된 국립 교육기관으로 성현에 대한 

제사와 유학 교육을 담당하던 곳이다. 

1313년(고려 충선왕 5년) 처음 지어진 이후 

1411년(조선 태종 11년) 한번 소실되어 

다시 세웠으며, 한국전쟁 때 피해를 입지 

않아 옛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강릉시 명륜로 29

033-648-3667

함께 가보면 좋을 
곳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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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포대 옆, 선교장은 그 크기가 상당하다. 이곳의 주인은 어떻게 이런 부를 

축적하게 되었을까.

권씨 부인은 남편이 죽은 후 두 아들 이내번, 이태번을 데리고 강릉에 자리

를 잡았다. 그리고 바다에서 나는 소금의 중요성을 알아채고 아들 이내번과 

함께 강릉 남대천 하구에 염전을 개발해 경영하면서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되

었다고 한다. 이내번이 재산을 모은 것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이내번이 경포대 남쪽의 병산동과 견소동 사이에 있는 작은 봉우리 아래서 

용변을 보았다. 그리고 뒤처리를 하기 위해 둘러보던 중 마침 옆에 새끼줄이 

있어서 당겼더니 돈줄이었다. 새끼줄을 당기자 계속 돈이 딸려 왔다. 권씨 부

인과 이내번이 염전이라는 끊이지 않는 돈줄을 잡은 것이 이런 이야기를 만

들어냈을 것이다. 

이렇게 부를 축적한 이내번이 선교장 터를 정하게 된 것에도 신비스런 이야

기가 전해지는데, 이내번이 새로운 명당 터를 찾던 중, 하루는 집 앞에 족제

비 떼가 나타나 서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쫓아갔더니 어느 야산의 울

창한 소나무 숲으로 사라져버렸다. 이를 기이하게 여긴 이내번이 이곳이 하

늘이 내린 명당 자리라 여겨 집을 짓기 시작했고 선교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연으로 선교장 사람들은 집터를 구해준 족제비들에게 감사하는 마

음으로 집 뒷산에 족제비의 먹이를 가져다 놓기 시작했고, 그 풍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 길에서 만난 이야기

권씨 부인과 이내번

,

소금으로 
쌓은 
재산

선교장을 
만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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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번째 이야기 길

- 한국전쟁의 참상과 민족의 비극

끝나지 않은 전쟁, 소리없는 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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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진행 중인 
전쟁 가운데로 걷는 길

전쟁은 많은 상처를 남긴다. 

쏟아지는 포탄과 끊임없는 

총성 속에서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대대로 이어온 삶의 터전을 

잃었다. 그뿐 아니라 아군과 

적군으로 나뉘어 총칼을 겨눈 

사람들은 큰 트라우마를 

안고 평생을 살아간다. 

포탄과 총성은 잠시 끊겼지만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전쟁의 

한가운데로 들어간다.

백마고지  
 노동당사

 승일교

            평화의댐
세계평화의종공원  

● 윤희순유적지

● 화악산

● 명성산

● 오봉산

철 원 군

화 천 군

춘 천 시
경 기 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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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고지

한국전쟁 당시인 1952년 10월 한국군과 

미군이 중공군과 싸워 승리한 곳이다. 

치열했던 전투 끝에 희생된 영혼을 기리고,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뜻을 담은 

기념탑이 세워져 있다.

철원 노동당사 (등록문화재 제22호)

1946년 공산치하에서 지역 주민들의 강제 

노동력 동원과 모금에 의해 완공된 지상 

3층의 건축물이며, 사회주의 리얼리즘 

계열의 건축적 특징과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철원 승일교 (등록문화재 제26호)

1948년부터 공산당 치하에서 철원 지역 

주민들이 총동원되어 짓기 시작했으나 

한국전쟁의 발발로 중단되었다가 1958년 

우리 정부에 의해 남측 부분을 시공해 

완성했다.

평화의 댐 · 세계 평화의 종 공원

북한 금강산댐에 대비하기 위해 1987년 

착공해 1989년 완공됐다. 전쟁 탄피를 모아 

만든 세계평화의종공원, 비목공원 등이 

조성돼 있다.

을지전망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약 1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위치에 있다. 맑은 날이면 

금강산 봉우리도 볼 수 있다.

고성 통일전망대

동해안 최북단에 있으며, 맑은 날이면 

육안으로 금강산 해금강을 볼 수 

있다. 전망대 옆에는 통일을 기원하는 

미륵불상과 성모상이 세워져 있다.

속초 아바이마을

한국전쟁 당시 함경도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바닷가에 임시로 거처하다가, 

분단 이후 정착해 살아온 지역이다. 

 을지전망대

 통일전망대

 아바이마을

양양국제공항 ● 

●백담사

● 청간정

● 기미만세공원

● 설악산
    국립공원

● 점봉산

● 오봉산

● 방태산

● 오대산
    국립공원

고성군

양 양 군

인 제 군

양 구 군

홍 천 군

강릉시

속초시

DM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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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옛 도시의 흔적을 찾아

경원선을 달리는 기차는 백마고지역에서 멈추어 섰다가 다시 

남쪽으로 방향을 바꾼다. 사람도 마찬가지. 분단을 상징하는 

‘가로막힌 땅’ 철원에는 발이 묶여 돌아서야 하는 우리의 모습

이 담겨 있다. 군사분계선에 가로막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

는 것은 발걸음뿐만이 아니다. 전쟁을 겪으며 무너진 현장은 

‘민통선’이라는 이름으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전쟁 당시

의 과거에 고스란히 묶여 있다. 

지금은 철원이 군사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한국전쟁 

이전만 하더라도 비옥하고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고 남과 북

을 잇는 철도가 지나는 대규모 도시였다. 철원 근대문화유산 

건물터를 둘러보면 그 당시 철원의 모습을 짐작해볼 수 있다. 

오늘날 은행에 해당하는 ‘구 철원 제2금융조합 건물터(등록문화재 

제137호)’, ‘철원 농산물검사소(등록문화재 제25호)’, ‘철원 얼음창고(등록문화

재 제24호)’를 비롯해 신도 수가 500여 명에 달했던 ‘철원 감리교

회(등록문화재 제23호)’ 등의 흔적은 이 지역이 경제·문화 중심지였

다는 것을 말해준다. 

일제가 물러가고 난 이후 철원은 38선 이북인 북한 지역에 속

해 있었는데, 이때 지은 ‘철원 노동당사(등록문화재 제22호)’도 아직 

남아 있다. 치열했던 전쟁의 포화 속에서 인근의 다른 건물들

이 대부분 파괴되고 거의 흔적만 남은 것에 비해, 이 건물은 

비교적 양호하게 골조와 외벽이 남아 있다. 당시 공산당이 자

신들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공을 많이 들여 견고하게 지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곳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온갖 수탈과 

핍박이 이어져 “이곳에 들어가면 성한 몸으로 나오지 못한다”

▲ 백마고지역

민통선 안에 있는 철원역 대신 경원선 철도를 

우회해 새롭게 만든 역으로,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경원선 DMZ 트레인’과 동두천역으로 

연결되는 통근열차가 운행된다. 

철원군 철원읍 평화로 3591
1544-7788

▼ 구 철원 제2금융조합 건물터, 철원 농산

물검사소, 철원 얼음창고, 철원 감리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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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한다. 

과거엔 돈과 사람이 모이는 중심가였지만 지금은 인솔자를 

따라 줄지어 다니는 관광객이 지나가고 나면 가끔 농부나 군

인들의 트럭 외엔 지나는 발길이 거의 없다. 전쟁이 바꾸어 

놓은 이 같은 풍경은 휴전선이 걷히고 나면 다시 옛 영광을 

찾을 수 있을까?   

남과 북이 하나로 연결되는 다리

철원에는 다리의 반절이 각각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승일교

가 있다. 승일교는 1948년 철원에 주둔해 있던 공산군이 인근 
▼ 철원 노동당사

철원군 철원읍 금강산로 265

● 철원 안보 견학

이 지역은 민간인 통제 구역이기 때문에 

정해진 코스로 인솔자를 따라서만 관광이 

가능하다. 고석정 인근의 철의삼각전적지

관광사업소에서 출발해 제2땅굴 ➔ 철원

평화전망대 ➔ 철원두루미관 · 월정리역 

➔ 노동당사를 둘러보는 코스로 진행되

며, 평일에는 승용차로, 주말에는 셔틀버

스를 통해 관광이 진행된다. 

www.hantan.cwg.go.kr

033-455-8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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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을 강제 동원해 놓기 시작했다. 당시 이곳 주민들은 농

사나 공장 일을 마치고 나면 어김없이 다리 건설 현장으로 와

서 정해진 양의 돌을 날라야 했는데, 매일 밤늦게까지 중노

동에 시달려야 했다고 한다. 그러나 1950년 전쟁이 발발하자 

공사가 중단됐고, 이곳은 남측 영토가 되었다. 끊겼던 다리는 

1958년 나머지 절반의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드디어 이어지

게 됐다. 

이렇게 만들어진 다리는 북측 절반은 옛 소련식으로, 남측 절

반은 미국식으로 지어져 각기 다른 교각 아치를 볼 수 있다. 

남과 북이 함께 만든 이 다리처럼 언젠가는 모든 길이 다시 연

결되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기를 꿈꾸며 승일교를 건넌다. 

▲ 철원 승일교

승일교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이승만의 

‘승’ 자와 김일성의 ‘일’ 자를 합쳐 붙인 

이름이라는 설과 한국전쟁 당시 이곳에서 

활약한 박승일 장군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는 설, 두 가지가 있다.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1-11
033-450-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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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이념이 만들어낸 바보댐

30대 후반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평화의 댐’을 기억할 

것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둔 시점, 북에서 금강산댐을 

만들어 많은 양의 물을 한 번에 흘려보내면 서울이 물바다가 

된다는 이야기에서 댐 건설이 시작됐는데, 이후 이 모든 것

이 사기에 가까운 과장과 왜곡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지금

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그 논란의 주인공은 어마

어마한 규모로 우리를 놀라게 한다. 평화의 댐은 2005년 보

강 공사 이후 약 26억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육지의 바다라 불리는 소양강댐의 29억 톤에 육박하는 

양이다. 

그러나 이 댐은 소양강댐이 만든 ‘바다 같은 호수’의 그림은 

만들어내지 못한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댐으로, 평소에

는 물을 저장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건류댐이기 때문이

다. 홍수 조절이나 전력 생산 등 댐의 원래 역할을 하지 못하

기 때문에 ‘바보댐’이라는 굴욕적인 별명을 얻은 것도 이 때문

이다. 그러나 2010년 강원 북부 지역의 집중호우와 2002년, 

2005년 북의 예고 없는 금강산댐 방류 시에 제법 그 기능을 

톡톡히 해 재평가되기도 했다. 

댐 전망대 옆에는 커다란 종이 걸려 있는데, 세계 각 지역의 

전쟁 현장에서 수거한 탄피를 모아 만든 것이다. 방문객은 세

계 평화와 우리나라의 통일을 기원하며 종을 울릴 수 있는데, 

공원을 넘어 울려퍼지는 웅장한 종소리가 왠지 슬프게 들리

는 것은 그 안에 담긴 아픈 이야기들 때문일 것이다.

▼ 세계 평화의 종 공원

세계 평화의 종 공원에는 노벨평화상 

수상자들과 악수를 나눌 수 있는 손 조각이 

있다. 그들이 보내온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읽으며 지구 상에서 전쟁이 영원히 사라질 

날을 꿈꿔본다. 

▲ 평화의 댐 

화천군 화천읍 평화로 3481-70
033-480-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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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북한 땅

양구 을지전망대는 군사분계선에 가장 가깝게 다가갈 수 있

는 곳 중 하나다. 가파른 경사를 굽이굽이 올라가면 해발 

1,000미터의 높이에서 주변을 살필 수 있다. 발 밑으로는 남

측한계선이 지나고 바로 코앞으로 군사분계선이, 그 바로 너

머엔 북한 군인들의 초소가 있다. 발을 뻗어 내디디면 바로 

닿을 것 같이 가까운 곳에 북한 땅, 북한 사람이 있다니 쉽게 

믿기지 않는다. 

이렇게 남과 북이 가까이 마주하고 있는 탓에 을지전망대에

서는 유난히 심리전이 강하게 전개됐다고 한다. 남측 초소에

서 마주 보이는 북한 쪽 산 계곡에 폭포가 하나 있는데, 그곳

에서 우리 군인들의 심리를 혼란케 하기 위해 여자들이 목욕

을 하곤 했다는 것이다. 우리도 이에 질세라 맞은편 가칠봉 

정상에 수영장을 만들고, 이곳에서 미스코리아 수영복 심사

를 진행하기도 했다. 지금 들으면 웃음이 나는 해프닝이지만 

아직까지 긴장감이 가시지 않은 휴전선 부근에서는 마냥 즐

거울 수 없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금강산 가는 길, 고성 통일전망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금강산 관광이 이뤄지던 당시, 고

성 통일전망대 근처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때 사용하

던 출입국사무소 등을 지나다 보니 지금은 더 이상 왕래할 수 

없는 현실이 더욱 안타까울 따름이다. 

하지만 바닷가 언덕 위에 있는 통일전망대에 오르자 넓게 펼

쳐진 동해와 해변을 따라 북으로 이어지는 해금강의 절경이 

▲ 을지전망대 

양구군 해안면 후리 720
033-480-2674
양구통일관에서 출입 신청 후 관광

▼ 고성 통일전망대 

군사분계선 너머 빼어난 절경의 해금강이 

펼쳐져 있고, 육지에는 금강산으로 가는 

철도와 도로 등이 이어진다. 

고성군 현내면 금강산로 481
033-682-0088
www.tongiltou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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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서나마 그 모습을 드러낸다. 맑은 날이면 금강산의 일부 

봉우리를 볼 수 있어 직접 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그것으로나

마 달래보려고 하는 실향민들이 많이 찾아온다. 언제쯤이면 

저곳에 자유롭게 가볼 수 있을까? 지구상 어느 곳이든, 심지

어는 달나라 우주여행도 가는 지금, 유일하게 갈 수 없는 땅 

북한을 눈앞에 두고 다시 발길을 돌린다.  

손잡고 함께 가자

고성에서 남쪽으로 향하면 속초 아바이마을에 닿는다. 북에

서 피난을 내려온 사람들이 모여서 정착한 마을로, 고유의 문

화를 간직하고 있다.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는 60년이 넘

게 돌아가지 못하고 이곳에 살게 되리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

했을 것이다. 그러나 가로막힌 휴전선은 열릴 줄 모르고 세월

은 또다시 흘러간다. 

바닷가 모래언덕 위에 지어진 마을이라 짧은 거리지만 갯배를 

타고 가야 하는데, TV 드라마와 오락 프로그램에 소개된 이

후 관광객 수가 부쩍 늘었다. 아바이순대라고 불리는 오징어

순대와 함흥냉면 같은 이북의 맛을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다. 

아바이마을을 나와 큰길로 접어들면 속초수복기념탑을 볼 수 

있다. 전쟁과 관련된 탑인 만큼 으레 군인들의 용감무쌍한 모

습을 상상하기 쉬운데, 주인공부터 의외다. 높게 솟은 탑 위

에는 두 손을 꼭 잡고 북을 향해 손짓하며 걸어가는 어머니와 

아들이 있는데, 분단의 아픔, 통일을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한데 어우러져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 아바이마을과 속초 시내를 이어주는 갯배

속초시 청호로 122 속초 아바이마을 

033-633-3171 

▼ 속초수복기념탑 

속초시 동명동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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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석정

고석정은 한탄강변에 있는 정자이다. 

12미터의 거대한 자연석과 한탄강의 맑은 

강물이 사행으로 맴돌아 흐르는 협곡과 

어우러져 절경을 연출한다. 조선 명종 

때는 임꺽정이 이곳의 험한 지형을 이용해 

석성을 쌓고 은거하면서 의적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 내려온다.

철원군 동송읍 태봉로 1825

033-450-5558

 고성 육송정 홍교

보물 제1337호. 폭이 12.3미터 정도 되는 

하천에 석축을 쌓고, 길이 10.6미터의 

다리를 놓았다. 자연지형을 잘 이용하여 

축조한 단칸 홍예교로, 보존상태도 양호하고 

조선시대 석조 다리의 아름다운 조형미를 

잘 보여준다. 

고성군 간성읍 해상리 1041번지

 화강쉬리공원

 (김화생활체육공원)

북한에서부터 흐르는 화강(남대천)은 물이 

맑아 1급수에서만 산다는 쉬리를 비롯해 

여러 종의 어류를 관찰할 수 있다. 낚시를 

위해 찾는 사람들이 많으며, 야영장이 있어 

캠핑이 가능하다. 여름이면 다슬기축제가 

열린다.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 15-4

033-252-6885

 명파해변

동해안의 최북단에 위치한 해수욕장으로 

평소엔 민간인들의 출입이 제한되지만 

여름에는 한시적으로 해수욕장으로 

운영된다. 조용한 해변에 특별한 볼거리는 

없지만 우리나라 최북단 해수욕장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다.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박수근 미술관

박수근 생가에 조성됐다. 박수근의 유품과 

유화, 수채화, 드로잉, 판화, 삽화 등 여러 

작품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를 선별하여 

상설 전시하고 있다. 또한 근 · 현대 주요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도 전시하고 있다.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 265-15 

033-480-2655

 속초 설악동 소나무

천연기념물 제351호. 속초에서 설악동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으며, 마을을 지켜주는 

서낭나무로서의 민속적 가치와 생물학적 

보존가치가 높다. 나이는 500년 정도로 

추정되며, 크기는 높이 16.5미터, 둘레 

4.03미터다.  

속초시 설악동 20-5번지

함께 가보면 좋을 
곳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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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양지 녘에 /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비목이여 

먼 고향 초동 친구 두고 온 하늘 가 / 그리워 마디마디 이끼 되어 맺혔네

궁노루 산울림 달빛 타고 흐르는 밤 / 홀로 선 적막감에 울어 지친 비목이여 

그 옛날 천진스런 추억은 애달파 / 서러움 알알이 돌이 되어 쌓였네 

누구나 ‘비목’이란 이름의 가곡을 한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화천 평화의 댐 

비목공원에는 이 노래에 얽힌 가슴 아픈 사연이 남아 있다. 

1960년대 중반 평화의댐 인근 백암산 계곡 비무장지대에서 장교로 근무하던 

한명희는 잡초가 우거진 숲 속에서 녹슨 철모와 카빈총 한 자루가 꽂혀 있는 

돌무덤을 발견했다고 한다. 치열한 전장에서 이름도 없이 죽어간 이가 자신

과 비슷한 나이였을 거라는 생각에 친한 동무를 잃은 것 같은 아픔을 느껴 그 

마음을 담아 시를 지었고, 후에 작곡가 장일남이 선율을 붙여 ‘비목’이라는 노

래가 탄생한 것이다. 

한국전쟁 동안 근처의 산과 들에서는 이 무덤의 주인뿐 아니라 수많은 젊은

이들이 쏟아지는 포탄 속으로 뛰어들어 전사했다. 휴전협정이 체결되는 그 

순간까지 한 발짝이라도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가 벌

어졌던 이곳, 화천 일대에서만 4만여 명의 국군과 중공군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이토록 비참하고 슬픈 역사가 또 있을까. 비목의 애잔한 선율과 노랫말

이 그들의 넋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줄 수 있기를 바라며, 가슴속으로 ‘비목’의 

가사를 읊조린다.

● 길에서 만난 이야기

비목공원의 녹슨 철모

서러움이 
돌이 되어 

쌓인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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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 번째 이야기 길

- DMZ의 환경과 천연기념물

상처의 땅에 숨쉬는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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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악산

● 명성산

철 원 군

화 천 군

양 구 군

춘 천 시

경 기 도

자연의 민낯을 
만나는 여행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맺어지면서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질러 철책선이 쳐지고 

약 900평방킬로미터의 땅은 

접근할 수 없는, 사라진 

땅이 되었다. DMZ에 

민간인통제구역까지 더해진 

이곳은 일반인들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었다. 사람들이 

사라진 이 땅의 새로운 주인은 

‘자연’이 되었고, 수십 년 동안 

생태계가 복원돼 원시 자연에 

가까운 모습으로 되살아났다. 

 토교저수지 

  송대소

  철원두루미관

두타연  
비수구미 마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청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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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제공항 ● 

● 설악산
    국립공원

● 점봉산

● 방태산

● 대암산

● 오대산
    국립공원

고성군

양 양 군

인 제 군

양 구 군

양 구 군

홍 천 군

속초시

토교저수지

철원 지역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인공적으로 만든 저수지다. 겨울이면 

철새들이 모여든다.

철원 두루미관

천연기념물인 두루미를 비롯해 독수리와 

부엉이, 고라니, 멧돼지, 담비 등 철원 

지역의 동물들을 볼 수 있다.

송대소

한탄강 줄기에 생긴 소로, 작은 호수 같은 

모습이다. 직각으로 형성된 주상절리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으며, 주변으로 

산책로와 트레킹 코스가 조성되어 있다.

비수구미 마을

화천댐으로 생긴 파로호 상류에 있는 

오지 마을로, 총 네 가구가 산다. 최근에는 

트레킹 코스가 조성됐다.

두타연

민통선 안에 있는 곳으로 수입천의 물이 

계곡을 따라 흐르다가 바위를 만나 작은 

폭포를 이루며 만든 연못이다.  

펀치볼 마을

해발 1,000미터 이상의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의 마을이다. 마을의 모습이 마치 

화채그릇 같다고 해서 펀치볼(Punch 

bowl)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고성 화진포 (강원도 기념물 제10호)

둘레가 16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자연 

호수로, 갈대가 우거져 철새들의 서식지로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호수 주변의 

해당화와 송림도 장관을 이룬다.

  펀치볼 마을

 화진포

DM
Z

● 백담사

● 수타사

● 봉평5일장

● 내린천

●을지전망대

● 청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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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들의 안식처

여름철의 토교저수지는 그저 거대한 물웅덩이에 불과해 보이

지만, 겨울이 되면 이곳의 진짜 주인이 나타난다. 특히 동이 

틀 무렵이면 잠을 자던 두루미가 일제히 날아오르며 장관을 

연출한다. 독수리와 청둥오리, 기러기 등의 새들도 쉽게 관찰

할 수 있다. 

철원에 이처럼 철새가 많이 찾는 이유는 일 년 내내 일정 온

도의 물이 뿜어져나오는 샘통을 중심으로 얼지 않고 마르지

도 않는 자연 연못이 많은 데다가 사람들로부터 안전하기 때

문이다. 자연의 천적인 ‘인간’이 통제되어 원래 주인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철원의 동물들을 보다 자세하게 알기 위해 월정리역에 있는 

철원 두루미관으로 향한다. 입구에 들어서면 박제된 두루미

와 고라니, 독수리 등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생각보다 훨씬 

거대한 두루미의 크기에 놀라고, 희고 고운 자태에 감동하게 

된다. 이처럼 멸종 위기에 처해 쉽게 볼 수 없는 동물들을 실

제 크기로 가까이에서 보는 것은 놀라운 경험이다. 보호를 소

홀히 하다 보면 이런 동물들을 전시관이나 사진첩 속에서만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설명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화산 활동이 만들어낸 비경

철원은 남한에서 제주도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된 현무암 지형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제주와 달리 

이곳의 현무암은 철분을 많이 함유하여 색이 붉고 무게도 훨

씬 무거운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한탄강변에서는 수직으로 

▼ 토교저수지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866
033-450-5151

▼ 철원 두루미관 

월정리역 옆에 있으며, 민간인통제구역에 

있어 인솔자를 따라가는 관광 코스 중 

하나로 들를 수 있다. 월정리역은 경원선 

철원역 다음의 간이역으로 군사분계선 아래 

최북단에 있는 기차역이며, 현재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멈춰진 기차가 

녹슨 모습으로 서 있다. 

철원군 철원읍 두루미로 1882 

033-450-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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깎여 단면이 드러난 주상절리의 독특한 풍경을 볼 수 있는데, 

송대소 주변에는 이러한 주상절리를 더욱 가깝게 볼 수 있도

록 산책로와 자전거 코스를 조성해놓았다. 승일교에서 출발

해, 고석정을 거쳐 송대소, 직탕폭포로 이어지는 한여울길은 

계절마다 다른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한다. 

세월이 멈춘 듯한 오지 마을

비수구미 마을을 찾아가는 길은 꽤나 험난하다. 꼬불꼬불한 

산길을 넘어 비포장도로를 한참이나 타고 들어가야 작은 마

을이 나온다. 단 네 가구만이 사는 오지 중의 오지 마을인 이

곳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 나오면

▲ 송대소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 비수구미 마을 

화천군 화천읍 동촌2리

033-442-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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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터다. 이후 많은 사람들이 때 묻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풍경을 찾아 어려운 발걸음을 하기 시작했고 작은 민박집도 

북적이게 됐다.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 험난한 길을 돌고 돌아 이곳에 오

는 이유는 와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자연의 고즈넉함 때문

이다. 마치 세상과 단절되어 시간이 멈춘 듯한 마을과 자연이 

만들어낸 천혜의 아름다움은 그 모든 수고로움을 잊게 하기

에 충분하다. ▼ 두타연 

(이목정안내소) 양구군 방산면 송현리 

033-482-8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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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타연은 ‘소지섭길’이 시작되는 곳이

기도 하다. 소지섭길은 배우 소지섭이 이 

일대 자연의 아름다움에 반해 포토에세이

집을 발간한 것에서 시작됐으며, 총 길이 

51킬로미터로 조성돼 있다. 

▲ 지뢰 체험장

두타연을 돌아보고 나오는 길에는 지뢰 

체험장이 있다. 한국전쟁 기간에 매설된 

지뢰는 수많은 사상자를 냈는데,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도 종종 비가 오면 북에서 떠내려온 

지뢰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데, 지뢰 

체험장에서는 이러한 지뢰들이 종류에 따라 

얼마큼 파괴력이 있는지 간접 체험할 수 있다. 

열목어가 사는 천연의 계곡과 숲

DMZ에서는 차갑고 가장 맑은 물에서만 산다는 열목어도 볼 

수 있다. 열목어 최대 서식지로 손꼽히는 두타연으로 가는 

길, 출입통제소에서 나눠주는 위치추적기를 목에 거니 이곳

이 민간인통제구역이자 잠시 멈춘 전쟁의 한가운데라는 사실

이 새삼 와 닿는다. 우거진 숲 사이로 난 길을 따라 안으로 들

어가노라니 “지뢰 미확인 지역이기 때문에 정해진 길로만 다

니고 물에도 절대 들어가지 말라”는 설명이 계속 머릿속을 맴

돈다. 그렇게 사람들의 발길이 통제된 덕분에 열목어는 강물

을 자유로이 헤엄칠 수 있었을 것이다. 인간이 자연에 얼마나 

해를 끼쳐왔는지 새삼 미안해진다. 

안내소를 지나 우거진 숲 사이 비포장도로를 한참 달려 도착한 

두타연은 자연 그대로인 계곡 사이로 투명하게 흐르는 물이 신

비로울 지경이다. 두타연은 굽이치던 물길에 의해 한 부분이 

절단되면서 작은 폭포가 되고 그 아래 물웅덩이가 만들어진 

지형으로, 그 일대에는 생태 탐방 코스가 조성되어 있다. 양구

전투위령비와 조각공원을 지나 징검다리도 건너고, 출렁다리

도 건너보면 천혜의 자연 한가운데 있음을 만끽할 수 있다.

자연이 만든 신기한 땅

‘펀치볼마을’이라는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마을을 찾아나선

다. 역시 굽이굽이 산길을 올라야 하지만 산 중턱에 시원하게 

뚫린 터널이 마을로 가는 길을 훨씬 단축시켜준다. 마을의 모

습을 제대로 보려면 터널의 맞은편 을지전망대에 오르는 것

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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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전망대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보면 ‘해안’이라는 원래 

이름 대신에 왜 펀치볼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알 수 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 종군기자가 산으로 둘러싸여 분지를 이

룬 모습이 마치 오목한 화채그릇 같다고 해서 ‘펀치볼(Punch bowl)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소개한 데서 유래되었는데, 참

으로 잘 어울리는 이름이다. 

이곳 펀치볼 마을은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출입증을 받

은 사람들만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오지에 속했지만, 지금은 

누구나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하고, 독특한 마을의 모습을 보

러 찾아오는 여행객들도 꽤 많다. 마을을 한 바퀴 도는 둘레

길도 마련돼 있어 여유롭게 길을 따라 걸으며 마을의 모습을 

좀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도 있다. 

남북의 거물들이 선택한 호수

화진포에는 유명한 세 개의 별장이 있다. 북의 김일성과 우리

▼ 펀치볼 마을

양구군 해안면 동막동길 50-3
033-481-2648

▲ 펀치볼 마을 둘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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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진포의 성 

화진포호 주변에 있는 화진포의 성(김일성 

별장), 이승만 별장, 이기붕 별장은 

통합권으로 함께 관람할 수 있다. 

화진포의 성은 1920년대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 지어졌는데, 해방 이후 이곳이 잠시 

북한 땅에 속했을 때, 김일성의 가족 

별장으로 사용됐다.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033-680-3361

나라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과 부통령 이기붕의 별장이다. 

그만큼 아름답고 자연을 벗해 휴식을 취하기에 좋다는 뜻일 

것이다. 화진포는 동해안을 따라 만들어진 자연 호수들 중에

서 가장 큰데, 갈대밭이 넓게 자리하고 있어 철새들이 찾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특히 백조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고니가 호수에서 노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잔잔한 호수

의 물결과 함께 마음도 평온해진다. 

사람들의 발길이 뜸할수록 자연이 제 모습을 유지하고, 동물

들도 활기차게 살아간다는 당연한 사실을 DMZ에서 새삼 깨

닫는다. 아름다운 자연과 신비를 간직한 생명들을 보면서 감

탄하는 동시에, 인간이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에게 얼마

나 몹쓸 짓을 해왔는지 돌아보게 된다. 전쟁과 분단이라는 

비극이 만든 것이기는 하지만, 덕분에 지킬 수 있었던 자연

을 앞으로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숙제가 남는 여행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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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봉대교

고석정 상류 2킬로미터 지점 한탄강 

계곡에 놓은 철제 다리로, 직탕폭포와 

주상절리 등을 전망할 수 있어 많은 

관광객이 들르는 곳이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로 다리 상판 위에 번지점프장이 

설치되어 50미터 높이에서 아름다운 

계곡을 바라보며 스릴을 만끽할 수 있다.

철원군 갈말읍 태봉대교길 153 

033-452-2211

 국토정중앙천문대

한반도의 정중앙인 양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곳보다 

맑은 밤하늘의 별을 관측할 수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80센티미터 나스미스식 

반사망원경을 비롯한 여러 대의 

망원경들을 보유하고 있다.

양구군 남면 국토정중앙로 127

033-480-2586

www.ygtour.kr

 삼부연폭포

명성산 중턱에 있는 높이 20미터의 3층 

폭포로 철원팔경 중 하나다. 사계절 마르지 

않는 물과 기이한 바위가 신비로움을 

불러일으키며, 폭포의 물 떨어지는 곳이 세  

군데 있는데 그 모양이 가마솥 같다 하여 

삼부연이라고 부른다.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산23-4

 광치자연휴양림

양구, 원통, 동해안을 연결하는 이동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양구군에서 자연 

휴양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산림문화휴양관, 숲 속의 집, 야영장 등이 잘 

갖춰져 있으며, 청정한 광치계곡과 더불어 

상쾌함을 만끽할 수 있다.

양구군 남면 광치령로1794번길 265 

033-482-3115

www.kwangchi.or.kr

 감성마을 이외수 문학관

통찰력 있는 문장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작가 이외수를 촌장으로 한 

감성테마마을이다. 작가의 집필실과 

방문객들을 만나는 자리인 모월당, 모월교, 

생태 주차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천군 상서면 감성마을길 157 

033-441-1253

 화진포 해양박물관

세계적으로 희귀한 각종 조개류, 갑각류, 

산호류, 화석류, 박제 등을 전시한 

패류박물관과, 수중생물 125종 3,000여 

마리를 각각의 서식 환경과 콘셉트에 따라 

보여주는 어류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성군 현내면 화진포길 412

033-682-7300

www.hwajinpoaquarium.com

함께 가보면 좋을 
곳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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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지역을 둘러보다 보면 특색 있는 이름들을 듣게 되는데, 알고 보면 하

나 같이 참혹하고 슬픈 사연이 깃들어 있다. 이러한 이름은 대부분 미군 종

군기자들이 전쟁의 현장을 보도하면서 인용했던 표현에서 유래한 것이다. 

철원의 평화전망대에 오르면 탁 트인 전망 너머로 몇 개의 산이 보이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아이스크림 고지’다. 이곳 철원의 산은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포탄을 맞으면 쉽게 부서지는데, 전쟁 당시 폭격으로 산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하여 ‘아이스크림 고지’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아이스크림 고지에서 북쪽으로 있는 ‘백마고지’ 역시 한국전쟁으로 새로운 

이름이 붙었다. 이곳은 전쟁 중 20여 차례나 주인이 바뀔 정도로 치열한 전

투가 있었던 곳인데, 폭격으로 인해 산 전체가 부서져 내리면서 화산암 아래 

밝은 회색빛 화강암이 드러나면서 백마가 누운 모습과 같다 하여 붙여진 이

름이다. 

양구에는 겹겹이 둘러싼 봉우리 중 ‘크리스마스 고지’라 불리는 곳이 있다. 

1951년 크리스마스에 중공군이 공격을 해와 붙여진 이름인데, 두 달여 간 뺏

고 뺏기는 전투를 계속하며 역시 많은 피해를 남긴 곳이다. 세상에 사랑과 평

화를 전하기 위해 예수가 온 날인 크리스마스가 비참한 살육이 벌어진 전쟁

터의 이름으로 남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이 외에도 양구에는 전사자들의 피로 계곡물이 붉게 물들 정도였다고 하여 

‘피의 능선’이라 불리는 언덕도 있다. 또한, 한 부상병이 벌벌 떨며 가슴이 찢

어지는 것 같다고 울부짖는 장면을 보고 ‘심장이 끊어지는 것 같다’고 보도한 

데서 유래한 ‘단장의 능선’도 있다. 

● 길에서 만난 이야기

DMZ 주변의 지명들

세상에서 
제일 
슬픈 

크리스마스와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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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번째 이야기 길

10억 년 전 지구에 무슨 일이? 
- 지질 여행과 동굴 탐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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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역사를 찾아 떠나는 
흥미로운 여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나이는 약 46억 년으로 

추정되는데, 그중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약 1만 년밖에 되지 

않았다. 지구가 생성된 시기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를 

지질시대라 부르는데,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은 그 오랜 

시간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돌과 흙이 들려주는 46억 년의 

오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자. 

 고씨굴

백룡동굴

 문곡리 건열구조 및      
     스트로마톨라이트

 무릉리 
      요선암 돌개구멍

● 태화산

● 청령포

● 송학산

● 가리왕산평 창 군

영 월 군

충 청 도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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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구문소 전기고생대 지층 및 하식지형 

(천연기념물  제417호)

동굴처럼 생긴 독특한 지형이다. 퇴적 

구조, 침식 지형 등 다양한 지질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고생대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크다.

평창 백룡동굴 (천연기념물 제260호)

2010년 이전까지 비공개로 보존되어 원시 

그대로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현재는 

생태학습형 체험 동굴로 한정 개방하고 

있으며, 조명 등의 인공적인 시설을 

최소화해 자연 그대로의 동굴을 볼 수 있다.

정선 화암굴 (강원도 기념물 제33호)

금을 캐내던 광산과 석회 동굴이 함께 

어우러진 세계 유일의 동굴이다. 쉽고 

재미있게 지질에 대해 설명해놓아 학습 

효과가 크다.

영월 고씨굴 (천연기념물  제219호)

남한강 상류에 형성된 자연 동굴로, 

임진왜란 당시 고씨 일가가 숨어 들었다 

하여 고씨굴이라 불린다. 희귀한 동굴 

생물이 많이 살고 있다.

영월 문곡리 건열구조 및 스트로마톨라이트

(천연기념물 제413호)

지구상에서 최초로 살기 시작한 미생물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작은 퇴적물 

알갱이가 겹겹이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생명의 근원을 알려주는 열쇠가 되어준다.

영월 무릉리 요선암 돌개구멍

(천연기념물 제543호)

하천을 따라 흘러 내려온 자갈과 모래가 

기반암을 깎아내 만든 지형이다. 흐르는 

물이 만들어낸 크고 작은 웅덩이는 독특한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화암굴

 고씨굴

  구문소 
       전기고생대
       지층 및 하식 지형 

● 두타산

● 아우라지

석탄역사체험관 ● 

정 선 군

태 백 시

삼 척 시

동 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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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지질 자연사의 보고, 구문소

우리나라에는 유독 용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 

많다. 특히 신기한 지형에 용의 전설이 함께하는 경우가 많은

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과거에 사람들이 신비로운 

지형지물을 보고 상상의 동물인 용과 관련한 이야기를 지어

낸 것이 아닐까 한다. 태백 구문소에는 청룡과 백룡의 전설이 

전해진다. 

구문소는 황지천과 철암천이 만나는 곳으로, 두 물길이 원래 

지하에 있던 동굴과 만나면서 점차 동굴을 크게 만들고 거기

에 물이 관통하면서 지상에 동굴 모양의 지형을 만들게 된 것

이다. 이런 원리를 알 턱이 없었던 옛사람들은 지상에 만들

어진 동굴을 보고 양쪽 물길을 지키던 두 마리의 용이 싸우다 

한 마리가 땅 아래에서 솟구쳐오르며 산에 구멍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믿었다. 

구문소의 독특한 지형은 5억 년 전 한반도의 지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석회암층에서 나타나는 다

양한 퇴적 구조와 삼엽충 등의 화석들이 잘 보존되어 있어 우

리나라 최고의 지질과학 체험 현장으로 불린다. 

온몸으로 즐기는 지구과학 교과서

구문소 바로 옆에 들어선 태백 고생대자연사박물관에서는 지

질시대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다. 이곳 지형이 형성된 

시기를 전후해 선캄브리아기부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까

지 지구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했으며, 그곳에서 어떤 생물

들이 숨 쉬며 살아왔는지 체계적으로 설명해놓았다. 

▲ 태백 구문소 전기고생대 지층 및  

하식지형

구문소에는 각기 다른 세 개의 굴이 있다. 

하나는 신이 만든 구문소이고, 또 하나는 

일제가 자원 수탈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길을 내어 뚫은 굴이고, 또 하나는 통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새로 뚫은 터널이다.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육교 위에서 바라보면 

세 개의 굴이 한눈에 들어온다. 

태백시 동점동 산10-1
033-581-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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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구가 생성된 이후 대륙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바다였

던 태백 인근 지형이 어떻게 솟아올랐는지를 다양한 멀티미

디어로 재현해놓았는데 매우 흥미롭다. 태백 지역에서 발견

된 지층과 화석 등도 전시돼 있는데 그중에서도 삼엽충이 눈

에 띈다. 고생대의 대표 동물인 삼엽충은 바다 밑을 기어다니

며 살았다고 알려져 있다. 체험전시실에서는 땅속의 화석이 

박물관에 오기까지의 발굴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해놓았으며, 

몸으로 화석의 원리 체험하기, 탁본 만들기 같은 체험도 할 

수 있다. 어렵기만 했던 지구과학 교과서를 쉽고 재미있게 접

할 수 있는 곳이다.

▲▼ 태백 고생대자연사박물관

태백시 태백로 2249
033-581-3003
www.paleozoi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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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 화암굴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248
033-562-7062
www.jsimc.or.kr

◀ 평창 백룡동굴

평창군 미탄면 문희길 6
033-334-7200
cave.maha.or.kr

태초의 자연을 간직한 곳

박물관을 뒤로하고 이번에는 동굴 탐험에 나선다. 땅속에서 

오랜 시간을 거쳐 생성된 동굴은 그 자체로 시간의 흐름을 고

스란히 담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고 

감춰져 있었던 까닭에 땅 위에서는 볼 수 없는 화석동물인 옛

새우를 비롯하여 갈르와 관박쥐 등 수십 종에 달하는 희귀 생

명체가 살고 있기도 하다. 

특히 2010년 세상에 공개된 평창의 백룡동굴은 원시의 모습

에 가깝다. 이곳은 인공적인 변형을 최소화하고자 조명도, 탐

방 데크도 설치하지 않았다. 대신 방문객은 제공되는 체험복

을 입고 헤드랜턴에 의지해 거의 바닥을 기다시피 하며 동굴

을 탐험해야 한다. 수억 년 지구의 활동이 만들어낸 자연의 경

이로움과 생명의 변화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시간이다. 

시간이 빚은 신비함을 맛보는 동굴 탐험

정선 화암굴은 일제강점기 때 금광을 찾다가 발견한 곳이라 

자연 동굴과 함께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금광도 볼 수 있

다. 매표소에서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면 금광맥의 발견부

터 채취까지의 과정을 재현해놓은 인공굴이 펼쳐진다. 이어

지는 수직 90미터의 계단을 내려가면 화암굴의 상징인 도깨

비가 안내하는 지하 세계를 만나는데, 캐릭터 하나로 아이들

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지점이다. 체험학습 공간을 지나면 비

로소 자연 동굴에 들어선다. 천연 석회암 동굴인 이곳에서는 

종유석과 석순 등의 갖가지 모양을 넋 놓고 바라보게 된다. 

아주 작은 물방울의 힘이 이런 볼거리를 만들었다니 새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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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 문곡리 건열 구조 및  

스트로마톨라이트 

영월군 북면 문곡리 산3

자연의 위대함을 느낀다.

동굴의 힘은 영월의 고씨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씨굴은 

4~5억 년 전 멸종되어 화석으로만 존재한다고 믿어왔던 갈

로아 곤충이 서식하고 있어 더욱 큰 의미가 있다. 또한 검은

색의 동굴산호가 나타나 학술적 가치도 높다. 이곳은 임진왜

란 때 고씨 성을 가진 일가가 피난해 머물렀기 때문에 고씨굴

이라 불리기 시작했으며 불을 피우고 생활했던 흔적이 아직

도 남아 있다. 굴 주변은 동강의 아름다운 절경과 어울려 신

비로운 느낌을 더한다. 

▲ 영월 고씨굴

영월군 김삿갓면 영월동로 1117
033-370-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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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켜이 쌓인 시간의 흔적들

영월에는 수억의 시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흔적이 남아 있는

데, 바로 스트로마톨라이트(Stromatolite)라 불리는 독특한 지형 

구조다. 지구상 최초의 단세포 원시 미생물인 시아노박테리

아(Cyanobacteria) 가 오랜시간 광합성을 한 흔적인 스트로마톨라

이트는 그 지형이 짧게는 5억 년 전, 길게는 46억 년 전에 만

들어졌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시아노박테리아가 바다에서 

살던 것이었으므로 이 지역이 바다였다는 사실도 알 수 있

다. 지금은 굽이굽이 산골인 이곳 영월이 바다였다니, 50억 

년에 걸쳐 진행된 지구의 역사가 신비롭다 못해 경이롭다. 

영월의 독특한 지형은 계곡에서도 볼 수 있다. 주천강과 법흥

계곡이 만나 소용돌이를 이루는 곳에는 요선암이라 불리는 

너럭바위가 널려 있는데, 바위에 돌개구멍이라는 크고 작은 

웅덩이가 있어 신기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기이한 모습이 하

늘나라의 것이라 여겨졌는지, 옛 사람들은 선계와 인간계를 

이어주는 ‘신선을 맞이하는 바위’라 불렀다고 한다. 실제로는 

물을 따라 흘러온 자갈과 모래가 바위를 깎아 이런 유려한 곡

선을 만들어냈다고 하니, 자연만큼 더 훌륭한 조각가는 없을 

듯하다.  

자연의 위대함과 시간의 힘을 눈으로 확인하고 손끝으로 느

끼는 여행길 곳곳에서 인간이란 정말 작은 존재이며 결코 

자연을 넘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러니 작은 모

래 알갱이, 떨어지는 빗방울 하나도 예사로 보이지 않을 수

밖에…….

▼ 영월 무릉리 요선암 돌개구멍  

영월군 수주면 무릉리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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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 고원자연휴양림

해발 700미터 이상의 고원 위에 있는 숲 

속에서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을 느낄 수 

있다. 야영장과 숲 속의집 등이 있어 저렴한 

가격에 숙박을 할 수 있다. 

태백시 머리골길 153

033-582-7440

http://forest.taebaek.go.kr

 평창향교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01호. 최창민과 

유생들이 1658년(조선 효종 9년)에 

세웠으며, 2층 누각인 풍화루와 학생들이 

공부하던 강당인 명륜당, 내삼문과 공자를 

비롯하여 여러 성현들을 모시고 있는 

대성전이 남아 있다.  

평창군 평창읍 향교길 148

033-330-2541

 화암약수

화암관광지 내에 위치한 화암약수는 위장병, 

피부병, 빈혈, 안질, 위암 등에 특출한 

효능을 보인다고 전해진다. 쌍약수에 두 곳 

본약수에 두 곳, 이렇게 총 네 곳에 샘이 

있으며 각각의 샘마다 약수 맛이 다르다.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248

 영월 화석박물관

영월 지역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집한 

각종 화석 1,100여 점을 전시해놓았다. 

5억 년 전 영월이 바다였음을 말해주는 

스트로마톨라이트에 대한 내용과 고생대에 

살았던 실러캔스 화석을 볼 수 있다. 

영월군 주천면 평창강로 139

033-375-0088

www.ywmuseum.com

 평창동강 민물고기 생태관

동강 일대의 각종 토종 어종을 관찰하고 

생태 체험 학습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천연기념물인 어름치를 비롯해 45종의 

민물고기가 전시되어 있으며 뗏목 타기 

체험도 할 수 있다. 

평창군 미탄면 마하길 42-5

033-330-2138

fish.maha.or.kr

 보덕사

668년(신라 문무왕 8년) 창건된 사찰로,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32호인 영월 보덕사 

해우소는 1882년에 지어져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도내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화장실이다. 

영월군 영월읍 보덕사길 34 

033-374-3169

함께 가보면 좋을 
곳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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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의 대덕산 금대봉에는 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소(儉龍沼)가 있다. 약 1억 

5,000만 년 전에 형성된 석회암 지역에 있는 이 용천(湧泉)에서 솟아난 샘물

은 지름 6미터 정도의 소(沼)를 이루었다가 경사가 완만한 폭포를 따라 흘러

내린다. 여기서 솟아난 물은 한여름에도 섭씨 9도의 수온을 유지하고, 연중 

수량이 많아 물길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검룡소가 한강의 발원지로 알려진 것은 그리 오래지 않은 일이다. 검룡소가 

발견되기 전에는 한강의 발원지가 평창 오대산의 산샘 우통수라고 알려져 있

었다. 그런데 두 물줄기가 합쳐지는 지점인 나전 삼거리에서 측정을 한 결과, 

검룡소까지의 거리가 30여 킬로미터 더 긴 것으로 나타나, 1987년 국립지리

원이 한강의 발원지로 공식 인정했다.

검룡소라는 이름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옛날 서해에 살던 이무

기가 용이 되고자 한강을 거슬러 올라와 가장 상류의 연못을 찾다가, 이 연못

에 들어가 용이 될 준비를 했다고 한다. 이때 이무기가 용이 되기 위해 몸부

림치는 바람에 암반이 패 흔적이 남았다. 그런데 이무기가 이 연못에 머무르

는 동안 물을 마시러 온 소를 잡아먹어 마을 사람들이 이 연못을 메워버렸다. 

이런 전설을 바탕으로 신을 상징하는 ‘단군왕검’의 ‘검(儉)’ 자와 전설 속의 ‘용

(龍)’ 자를 더해 검룡소가 되었다. 

오랜 시간 솟아난 물이 휘돌아 흐르면서 만들어낸 침식 지형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검룡소

의 물은 멀리 흐르고 흘러 다른 물길과 만나 한강의 큰 물줄기를 이루고 있다. 

● 길에서 만난 이야기

태백 검룡소

한강의 
시작
용이 

머무르던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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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한 번째 이야기 길

- 정선아리랑

강퍅한 삶을 달래준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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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한이 녹아 있는 
여행길

2012년 아리랑이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됐다. 

정선아리랑은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아리랑으로 손꼽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시작되어 

다른 아리랑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해진다. 정선의 어떤 면이 

우리 민족의 영혼이라 불리는 

아리랑을 탄생시켰을까? 

굽이굽이 고개를 돌아 정선 

여행을 시작한다. 

 정선5일장

정선아리랑극 

아라리촌 

정선군

●삼방산

●접산

●완택산

영 월 군

평 창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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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라지

평창에서 흘러오는 송천과 삼척에서 

흘러오는 골지천이 만나는 곳으로 

두 물길이 만나 어우러진다는 의미로 

‘아우라지’라 불린다. 서울까지 이어지는 

남한강 물길을 따라 목재를 운반하던 

뗏목의 출발점으로, 각지에서 모여든 

뗏꾼들의 아라리 소리가 끊이지 않던 

곳이다. 

정선아리랑 전수관

정선아리랑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고자 만들어진 곳이다. 미리 전화 

예약을 하고 정해진 교육 시간에 맞추어 

방문하면 공인된 전수자들에게 무료로 

정선아리랑을 배울 수 있다. 단체인 경우 

숙박도 가능하다.

정선5일장

1966년 개장한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전통 

시장 중 하나로 손꼽힌다. 산에서 나는 

나물과 약초, 감자 등 직접 채취하거나 

재배한 농작물을 싼 값에 구입할 수 

있으며, 장에서 주종을 이루는 것은 지역의 

전통적인 먹을거리다.

정선아리랑극

정선문화예술회관 3층에 위치한 

전용극장에서는 정선아리랑을 응용한 

아리랑극이 상설 공연되고 있다. 

정선5일장이 열리는 날 오후 2시부터 

공연을 볼 수 있다.

아라리촌

정선의 전통 가옥을 재현한 곳으로 

기와집, 초가집, 너와집, 돌집, 귀틀집, 

저릅집(겨릅집) 등 다양한 종류의 가옥과 

장승을 볼 수 있다. 해학과 풍자가 넘치는 

『양반전』의 내용을 재현해놓은 볼거리가 

있으며 양반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우라지 

정선아리랑 전수관 

● 왕치산

● 노추산

● 상원산

● 석병산

● 벽안산

●여량버스터미널

● 두위봉

●상정바위산

정 선 군

평 창 군 강 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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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라지는 서울로 이어지는 물길을 

따라 강원도의 목재를 운반하던 뗏목이 

출발하는 곳이었다. 화전민들이 어렵게 

생을 일구던 것과는 달리 뗏목꾼들은 당

시에도 큰돈을 벌었다고 한다. ‘떼돈을 

번다’의 어원도 이곳 뗏목에서 시작된 것

이라고 한다. 아우라지 근처의 공원에는 

다양한 뗏목들이 전시돼 있으며, 1년에 

한 번 축제를 통해 옛날 방식으로 다시 

뗏목을 묶어 강에 띄우는 행사도 개최하

고 있다. 

첩첩산중 산골 마을에서 시작된 노래

정선은 강원도에서 제일가는 첩첩산중이다. 태백산맥의 산간 

마을로 화전민들이 근근히 생을 꾸려가던 이곳에서 어떻게 

아리랑이 시작됐을까? 정선아리랑 속에도 등장하는 아우라

지를 찾아 그 역사를 되짚어본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정선아리랑의 시작은 고려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려 왕조를 섬기던 선비들이 고려가 망하

자 정선 지방에 숨어 살면서 두 임금을 섬기지 않겠다는 충절

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한시를 지었는데, 한시를 이해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쉽게 노래로 풀어 알려주

면서 퍼지게 된 것이 정선아리랑이다. 정선에는 없는 개성의 

만수산이 정선아리랑에 등장하는 까닭이 바로 이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리랑 가락에는 많은 이야기가 더해져 사

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아우라

지에 얽힌 이야기다. 아우라지 나루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는 두 마을의 처녀와 총각이 서로 사랑을 했는데, 장마로 물

이 불어 만날 수 없게 되자 처녀가 이를 원망하여 부른 노래라

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증명하듯 아우라지에는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는 처녀와 총각 동상이 각각 서 있다. 지금은 두 마을

을 잇는 오작교가 들어서 장마로 아무리 물이 불어난다 해도 

쉽게 건널 수 있도록 둘을 연결해주고 있다. 오작교 옆으로는 

옛 모습 그대로인 돌 징검다리가 놓여 있어 옛이야기를 떠올

리게 한다. 정자에 올라 처녀의 뒷모습 너머 아우라지의 풍경

을 보고 있노라니 넉넉하지 않은 삶이지만 그 속에서 풍류를 

◀▲ 아우라지

정선군 여량면 아우라지길 69
1544-9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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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기고 낭만을 꿈꾼 옛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지는 듯하다.  

나만의 아리랑을 배우다

총각의 동상 너머에는 이들의 이야기가 담긴 아리랑을 배울 

수 있는 정선아리랑 전수관이 들어서 있다. 

일반인도 신청을 하면 전수자들에게 아리랑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주말이면 아리랑을 찾아오는 사람들로 붐빈다. 민요

가 어느 한 사람이 지어 모두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기에 가사

를 지어 붙인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쌓이고 가락도 변형

되어 지금 전해지는 아리랑의 가사만도 800여 수가 된다고 

한다. 그중 배우는 사람이 가장 깊이 이해하고 부를 수 있는 

가락을 찾아서 가르쳐준다고 하니 한 번쯤 들러봄 직하다. 아

리랑을 배우고 나서 자신의 심경을 한 구절 보태어 부른다면 

또 하나의 아리랑이 탄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장터

아리랑을 흥얼거리며 강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면 그 유명

한 정선 5일장이 열리는 장터에 다다른다. 장이 서는 날이면 

장터 주변은 몰려든 관광객들로 교통 정체를 빚을 정도인데, 

이 산골 마을에 어떻게 이런 큰 장이 서게 되었을까? 

이곳에 장이 처음 열린 것은 탄광 개발이 시작되면서부터다. 

탄광의 일자리를 찾아 각지에서 몰려든 젊은이들로 정선의 

인구는 급격히 늘어났고, 이들을 상대로 한 장이 서게 된 것

이다. 이후 탄광이 문을 닫으며 장도 쇠락의 길을 걸었지만 

서울과 연결되는 철도 관광 상품이 생기고 입소문이 나면서 

▶ 정선오일장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359
033-563-6200
매월 2, 7, 12, 17, 22, 27일 주말 운영

▲ 정선아리랑 전수관
정선군 여량면 아우라지길 69
033-560-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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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기차를 타고 산속 시골 마을을 

찾아 산나물과 약초가 가득한 전통장을 구경하는 일이 도시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관광 코스가 된 것이다. 매스컴을 통해 

장터의 먹을거리들이 알려지면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발

걸음도 크게 늘어 지금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전통 5일장으로 자리 잡았다. 

장터에 들어서자 왁자지껄한 사람들 너머로 아리랑 곡조가 

들려온다. 역시 아리랑의 고장답다. 소리를 따라가니 사람

들로 둘러싸인 장터 한편 무대에서 아리랑 공연이 한창이다. 

공연자가 선창을 하고 관람객이 후렴을 따라 하며 모두 함께 

● 정선 5일장은 1966년 2월 17일 개장한

시골 장터로 옛 장터의 향수를 느낄 수 있

는 곳이다. 산에서 나는 각종 산나물과 약

초, 감자, 황기, 더덕, 마늘 등 농작물과 농

가에서 직접 재배한 각종 농산물이 주종

을 이루며, 대부분 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것을 팔기 때문에 신선한 상품을 싼 값으

로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최근 TV 프로그

램에 여러 번 등장해 인기가 높아진 콧등

치기국수와 올챙이국수, 메밀전, 곤드레

밥 등을 맛보기 위해 찾는 사람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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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촌 양반전 동상

연암 박지원의 『양반전』에 등장하는 양반 

풍자 장면을 조각작품으로 재현해놓았다. 

익살스러운 표정과 동작이 웃음을 자아낸다.

아리랑을 만들어가는 모습이다. 

정선에서는 아리랑을 보다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이야기와 접

목한 공연도 무대에 올리고 있다. 이 아리랑극은 장이 서는 

날 장터에서 멀지 않은 정선문화예술회관에 방문하면 볼 수 

있어 장날의 흥겨움을 더해준다. 아리랑의 가락과 노랫말을 

바탕으로 그에 얽힌 설화를 극화하여 작품으로 탄생시켰다. 

1999년 시작된 정선아리랑극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프로그램 

내용을 바꾸어 관객을 찾고 있으며, 전문성과 완성도 면에서

도 손색없는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양반증서를 받아들고 양반을 풍자하다

정선의 옛 모습을 재현해놓은 곳도 있는데, 바로 이 지역의 

옛 주거 문화를 재현한 아라리촌이다. 아라리촌에 들어서면 

눈길을 끄는 표지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양반증서’를 발급해

준다는 안내다. 호기심에 들여다보니, 공부만 하면 그 자리에

서 양반증서를 발급해 준다고 한다. 공부라고 해봤자 안내문 

몇 자 읽으면 그만이니 거저 얻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분 차이가 명확하던 과거에는 양반이라는 신분이 큰 권력

이고, 양반이 아닌 이들은 제대로 된 대우조차 받지 못했는

데, 그 큰 권한을 몇 분 만에 달랑 종이 한 장으로 얻을 수 있

다니 헛웃음이 절로 나온다. 

마을 안으로 들어서니 연암 박지원의 『양반전』에 등장하는 

내용이 조각상으로 익살맞게 재현돼 있다. 양반증서를 받아

들고 그 앞에 서서 조각들의 내용을 살펴보니, 또 한 번 웃음

이 나온다. 

▲ 정선아리랑극

정선군 정선읍 봉양3리 21 

정선문화예술회관

033-560-2567
정선5일장날 오후 2시

● 정선아리랑극을 관람하거나 아라리촌

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정선아리랑 상품권을 소지해야 한다. 이 

상품권은 장터 대부분의 상점을 비롯해 정

선 지역의 가맹점 어디서든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입장료를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

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개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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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촌

정선읍 애산로 37 

033-560-2059

마을 가운데 있는 놀이마당에서는 『양반전』을 극화한 공연도 

볼 수 있으니 시간을 맞춰 들러봐도 좋다. 마을의 기와집에서

는 정선아리랑의 고장답게 정선아리랑 교실이 열려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당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 마음속의 정을 노래했던 아리

랑은 저마다의 사연으로 풍성하게 발전해왔다. 그들의 노래 

가락이 끊이지 않도록 더 많이 귀를 기울여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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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암사

열목어 서식지(천연기념물 제73호)가 있을 

만큼 청정한 곳이다.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석가모니불의 사리를 받아와 

수마노탑(보물 제410호)에 안치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적멸보궁(강원도 문화재자료 

제32호)을 세웠다고 전해진다. 

정선군 고한읍 함백산로 1410

033-591-2469

 정선 레일바이크

구절리에서 아우라지까지 석탄을 싣고 

달리던 철로를 관광 상품으로 개발한 

것이다. 페달을 밟아 철로 위를 달리는 

레일바이크는 넘어질 염려가 없다. 

약 7.2킬로미터를 시속 15~20킬로미터로 

달릴 수 있다. 

정선군 여량면 노추산로 745

033-563-6050

www.railbike.co.kr

 민둥산

등산로 초입은 소나무 관목과 잡목이 

무성하지만 7부 능선을 넘으면, 나무를 

찾아보기 힘든 완만한 구릉지대로 억새만 

지천으로 널려 있다. 전망이 뛰어나서 

가슴을 탁 트이게 하며, 완만한  능선이 

이어진 억새 동산은 큰 볼거리다.

정선군 남면 민둥산로 12

1544-9053

 아리힐스

스카이워크 전망대가 있는 곳이다. 바닥이 

강화유리로 되어 있어 마치 벼랑 위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아찔함을 느낄 수 있으며, 

주변의 빼어난 풍경에 둘러싸인 한반도 

지형을 전망할 수 있다. 계곡과 계곡 사이를 

와이어로 연결해 하늘을 나는 듯 이동하는 

체험도 할 수 있다. 

정선군 정선읍 북실안길 29

033-563-4100 / www.ariihills.co.kr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석병산 자락 해발 700미터에 

1.3평방킬로미터 규모로 조성되었고, 

21개 주제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야생화 

및 수목의 꽃말 유래, 특성을 들으면서 

알차게 수목원을 즐길 수 있는 숲 해설과 

계절별 맞춤 숲 체험 프로그램, 생태 공예 

프로그램이 있으며 숙박시설도 갖춰져 있다. 

정선군 임계면 화천동길 351-100

033-563-9011

 정선 백전리 물레방아

강원도 민속문화재 제6호. 물이 잠시 

고였다 떨어지는 구유가 56개로 구성되어 

있고, 물레는 지름 250센티미터, 폭 

67센티미터의 크기이다. 50미터 쯤 떨어져 

있는 보의 위쪽으로 용소가 있어 풍부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19세기 말경에 만들었다고 전한다.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601

함께 가보면 좋을 
곳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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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아리랑이 정선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설악산을 끼고 있는 인제

군에는 또 하나의 아리랑이 불리고 있다. 인제에서 발원한 소양강은 춘천

을 지나면서 북한강에 합류하고 한강까지 이어지는데, 그 강을 따라 설악

산의 황장목을 비롯한 목재들이 한양으로 옮겨졌다. 뗏목을 운전하던 떼

꾼들은 험한 물길을 따라가며 불안과 시름을 달래고자 노래를 지어 불렀

고 그것이 인제 ‘뗏목아리랑’으로 이어지고 있다. 

뗏목은 인제 합강정에서 출발하는데, 출발 전 제사를 지내며 안전을 빌었다. 

인제에서 한양으로 이어지는 물길은 일주일에서 길게는 보름까지 걸렸는데, 

급류라도 만나는 날엔 무척이나 위험하기도 했다. 그럴 때면 떼꾼들의 입에

서는 노래가 흘러나왔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우수나 경칩에 물 풀리나 합강정 뗏목이 떠내려 간다

창랑에야 뗏목을 띄워나 노니 아리랑 타령이 절러 난다

앞 사공 뒷 사공 물조심하게 포아리 물싸품이 치솟는다

오시라는 정든임은 아니나 오고 구지랑 청파리만 모여만 든다

도지거리 갈보야 술 거르게 보맥이 여울에 떼 내려온다

아리랑 고개다가 집을 짓고 정드신 님 올때만 기다린다

포아리 신영강을 다 지나니 덕두원 썩정이가 날 반긴다

왜 못 갔나 왜 못 갔어 왜 못 갔나 총각 낭군 가잘 적에 왜 못 갔나

- 문화콘텐츠닷컴(한국콘텐츠진흥원, 2004) 중에서

한 소절 한 소절 부를 때마다 마치 기도라도 하는 양 두려운 마음이 조금

씩 사라져갔고, 시퍼런 강물 위에 노래가 흘러갔다. 이처럼 뗏목아리랑은 

북한강을 따라 험한 뱃길을 가르는 떼꾼들을 지켜준 노래였다.

● 길에서 만난 이야기

인제 뗏목아리랑

또 
하나의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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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두 번째 이야기 길

- 설악산의 전설과 설화

그곳에는 신선과 선녀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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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 따라 오르는 
설악산 여행

설악산은 한반도에서 금강산 다음 

가는 명산으로 손꼽힌다. 우뚝 솟은 

봉우리와 그 사이를 잇는 능선, 

여러 형태의 기암괴석, 굽이쳐 

흐르는 맑은 계곡과 폭포들은 

탄성을 자아낸다. 우리 조상들은 그 

감탄을 전설과 설화로 만들어냈고, 

폭포와 바위 하나하나는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게 됐다. 그냥 듣자면 

‘에이~’라고 웃어넘기지만, 눈 앞에 

펼쳐지는 비경을 접하게 되면 ‘그럴 

법도 하다’며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이야기를 따라 설악산을 올라본다.

백담사 

 십이선녀탕

 대승폭포

인제군

속초시

양양군

● 주걱봉

귀때기청봉 ●

마산 ●

●매봉산

●매봉산

인 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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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울산바위 (명승 제100호)

병풍처럼 우뚝 솟은 거대한 화강암체로 

모두 6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고 

정상부에는 항아리 모양의 구멍이 5개가 

있어 근경이 훌륭하다. 원경도 빼어나 

특히 미시령 옛길 방면에서 보이는 경치가 

웅장하고 탁월한 느낌을 준다.

설악산 흔들바위

울산바위 아래의 계조암 앞에 있는 

바위이다. 한 사람이 흔드나 백 사람이 

흔드나 똑같이 흔들린다고 하며 설악산 

팔기(八奇) 가운데 하나이다.

백담사

신라시대 옛 한계사 터에 처음 창건된 

이후 여러 차례 화재로 소실되어 재건을 

거듭하다 지금의 자리로 옮겨졌으며 

백담(100개의 웅덩이)이라는 이름과 관련한 

설화가 전해진다. 

설악산 십이선녀탕 일원 (명승 제98호)

열두 명의 선녀가 내려와 만들었다는 

곳으로 여덟 개의 폭포와 연못이 골짜기를 

따라 연이어 자리해 있다. 

설악산 대승폭포 (명승 제97호)

해발 740미터 폭포, 높이 약 88미터의 

웅장한 폭포로서 금강산의 구룡폭포, 

개성의 박연폭포와 함께 한국 3대 폭포의 

하나이다.

양양 오색리 오색약수 (천연기념물 제529호)

땅으로 흘러들어간 물이 땅속의 나트륨과 

철분을 녹여 다시 솟아난 약수로 나트륨 

함량이 높아 특이한 맛과 색을 지닌다. 

1500년 경 한 스님이 발견한 이후 건강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흔들바위 

 울산바위

 오색약수

● 설악산

● 청대산

● 비룡폭포

고 성 군

양 양 군

속 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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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바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신흥사

를 지나게 되는데, 이곳에는 울산바위와 

관련한 재미난 이야기가 전해진다. 울산

바위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울산부사

는 이렇게 멋진 바위를 빼앗겼다는 생각

에 심통이 나 이곳 신흥사를 찾아와 울산

바위에 대한 세금을 내라고 호통을 쳤다

고 한다. 어쩔 수 없이 비싼 세금을 내던 

절에서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한 동자승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꾀를 내

어 바위가 오히려 험한 고개를 만들어 이

곳에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니 다시 

가져가라고 큰소리를 쳤다는 것이다. 당

황한 울산부사는 재로 새끼를 꼬아 묶어

두면 다시 가져가겠다고 하고 일단은 돌

아갔는데, 동자승이 속초의 청초호와 영

랑호에서 나는 갈대로 새끼를 꼬아 바위

에 두르고 불을 놓으니 재로 만든 새끼줄

로 바위를 묶은 셈이 되었다. 이에 울산부

사는 방법이 없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고 한다. 

금강산이 되고 싶었던 울산바위

울산바위는 남한에서 가장 멋진 암괴로 손꼽히는데, 둘레가 

4킬로미터에 달하고 여섯 개의 크고 작은 봉우리로 이루어

져 있다. 울산바위라는 이름의 유래에는 두 가지 설이 있는

데, 하나는 바위가 울타리처럼 둘러 있다고 해서 붙여졌다는 

설과, 다른 하나는 경상도 울산의 지명과 관련된 설이다. 산

신령이 1만2,000봉에 달하는 명산을 만들기 위해 세상의 멋

진 봉우리들에게 금강산 자리로 모일 것을 명했는데, 울산바

위가 금강산으로 가던 중 설악산에 머물게 되었다는 이야기

다. 이곳에서 잠시 쉬어 가려고 하던 차에 이미 금강산의 1만

2,000봉이 다 찼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울산으로 돌아갈 수

도 없어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다고 하는데, 덕분에 설악산은 

이토록 아름다운 봉우리를 얻었으니 울산바위의 무거운 행차

가 우리에게는 되레 고마운 일이 된 셈이다. 

울산바위로 오르는 길, 작은 암자 옆에 있는 흔들바위는 그 

크기로는 울산바위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작지만 유명세

는 못지않다. 평평한 암반 위에 세워져 있는데 일정한 방향, 

간격으로만 흔들릴 뿐 아무리 강한 힘을 가해도, 폭풍우가 몰

아쳐도 떨어져 내리지 않으니 신기할 따름이다. 

여기에는 사이 좋은 오누이의 사연이 전하는데, 오빠가 전쟁

터에 나간 사이 여동생이 오빠를 기다리다 이 자리에서 쓰러

져 세상을 떠났고 나중에 돌아온 오빠가 통곡을 하며 돌을 내

리쳐 바위가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 힘껏 바위를 밀어보

지만 바위는 딱 그만큼만 흔들릴 뿐이다. 몇 해 전 만우절, 

▶  신흥사~흔들바위 등산로  

(울산바위 코스) 

신흥사에서 시작해 흔들바위를 거쳐 

울산바위로 오르는 등산 코스는 설악산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가파른 오르막이 있기는 하지만 길이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어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다. 

신흥사에서 흔들바위까지 40분, 

다시 울산바위까지 1시간가량 소요된다. 

속초시 설악동 109 (설악산 소공원)  

033-636-7700 

seorak.k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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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흔들바위 추락’이라는 거짓말이 사람들의 간담을 서

늘하게 만들기도 한 것을 보면 지금까지도 이 흔들바위는 신

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깃거리인가 보다. 

불길로부터 지켜주는 100개의 웅덩이

백담사는 독특한 사연으로 유명해졌는데, 바로 전직 대통령

이 현대판 귀양살이를 했던 곳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전

까지는 신흥사에 딸린 말사로 찾는 이가 많지 않던 이곳이 세

상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된 것이다. 이후 귀양살이는 끝나

고 화엄실에 머물던 이는 떠나갔지만 백담사는 발전을 거듭

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다. 

이곳 백담사에는 이름과 관련한 전설이 전해진다. 처음 절이 

지어진 곳은 여기에서 조금 떨어진 한계사 터였지만 계속되

는 화재로 소실되고 재건하기를 반복하다 지금의 위치로 옮

겨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다시 불이 나 재건을 앞두고 있던 

때에, 주지스님의 꿈에 신선이 나타나 ‘대청봉에서 절까지 물

웅덩이를 살펴보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이 말을 듣고 산

에 올라 세어보니 물웅덩이의 개수가 100개에 달했고 ‘이 물

을 다 모으면 화마로부터 안전하겠구나’ 하는 생각에 절의 이

름을 백담사라 했다고 한다. 덕분인지 그 다음부터는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니 효험이 있는 처방이었던가 보다. 

선녀들이 빚은 신비한 계곡

설악산에는 선녀가 만들었다는 십이선녀탕이 있다. 이름만 

들어서는 열두 개가 있어야 할 것 같지만, 여덟 개만 존재해 

▼ 백담사는 템플스테이로 유명하다. 

휴식형, 체험형, 명상형, 청소년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각기 원하는 형태의 템플스테이를 체험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참가할 수 있다.

▶ 백담사

입구에서 백담사까지는 자가용의 출입이 

불가능하고, 걷거나 구간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소요 시간은 버스로 15분, 도보로는 

1시간 40분가량 걸린다.

인제군 북면 백담로 746
033-462-5565
www.baekdams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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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그 해답 또한 전설 속에 있다. 

옛날에 옥황상제가 지상에 깨끗한 물을 담을 탕을 만들기 위해 

열두 명의 선녀를 내려보냈는데, 설악산의 아름다움에 반해 

이곳에 탕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다 네 명의 선녀가 

고된 작업 끝에 숨을 거두자 나머지 여덟 선녀가 이들을 그 

탕에 묻어주고 하늘로 올라갔고, 옥황상제가 하늘에서 물을 

뿌리니 그 물이 여덟 개의 탕을 만들고 굽이굽이 폭포가 되었

다고 한다. 

길은 대승령을 지나 대승폭포로 이어진다. 대승폭포는 금강

산의 구룡폭포, 개성의 박연폭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폭포

로 손꼽힌다. 나머지 두 폭포는 북에 있으니 대승폭포가 우리

▼ 십이선녀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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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이곳에 대승이라는 이름의 청년이 있었는데 절벽에서 밧줄에 

매달려 버섯을 따던 중, 줄 위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대승

아~’ 하며 자꾸 부르는 소리가 들려 올라가 보니 지네가 밧줄

을 갉아내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아들을 생각한 어머니

의 외침이 울리는 듯하다 하여 대승폭포라 이름했다고 한다. 

물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죽어서도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놓지 못한 어머니의 사랑을 느껴본다. 

신비한 이야기를 담은 두 갈래의 약수

설악산을 오르내리느라 지친 몸을 추스르기 위해 오색약수터

▲▼ 십이선녀탕~대승폭포 등산로 (남교리 코스)

십이선녀탕과 대승폭포를 한 번에 돌아보기 위해서는 

남교리지킴터와 장수대분소를 잇는 등산로(11.3킬로미터, 

약 6시간 30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십이선녀탕 구간은 

길이도 길고 험난한 바위와 가파른 언덕을 오르내리는 

어려운 코스이기 때문에 미리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남교리지킴터에서 십이선녀탕의 

일곱 번째 탕인 복숭아탕까지 등산로가 4.2킬로미터, 

2시간 20분(편도), 대승폭포는 장수대분소에서 900미터, 

40분가량(편도) 걸린다. 

인제군 북면 십이선녀탕길 83 (남교리지킴터) 

인제군 북면 설악로 4193 (장수대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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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색약수터 근처의 남설악 탐방지원

센터에서 출발하는 오색 - 대청 탐방 코스

는 설악산 최고봉인 대청봉을 오르는 가

장 빠른 최단 코스로, 4시간이면 대청봉 

정상에 오를 수 있다. 이 구간은 숲 속 산

행이기에 별다른 전망이나 조망은 없지만 

아름드리 나무와 우거진 숲 속에서 굽이

굽이 이어지는 산길을 오르내리며 자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 양양 오색리 오색약수

양양군 서면 약수길 45
033-672-2883

로 향한다. 그 이름에는 주변에 다섯 가지 색의 꽃이 피는 신

기한 나무가 있다는 데서 유래했다는 설과 약수에서 다섯 가

지 맛이 나서 오색약수라 한다는 설이 있다. 오색약수터에 이

르는 물길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 사람들은 한쪽을 음

수, 다른 쪽을 양수라 부르고 있다. 

일곱 선녀가 이곳에 내려와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몰래 따라

온 선관이 두 선녀의 날개옷을 감춰버렸고 둘은 승천하지 못

하고 옷을 찾다가 끝내 이곳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다. 뒤늦게 

선녀들을 찾으러 온 선관은 선녀와 다른 방향으로 오르다 역

시 찾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다고 한다. 그렇게 두 선녀가 

숨진 곳에 옥녀폭포와 여신폭포가 생겼고, 선관이 숨진 곳에

는 독주폭포가 생겼다. 숨겼던 선녀들의 날개옷은 물을 따라 

흘러 오색약수 앞에서 치마폭포와 속치마폭포가 되었고, 선

녀를 찾으러 뛰어가던 선관이 벗어던진 탕건과 감투도 바위

가 되어 아래쪽에 남아 있다. 이후 두 물길이 합쳐지는데, 오

색약수는 이렇게 음양의 조화를 이룬 물이기 때문에 그 효험

이 더 좋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어쩜 이리도 쏙 들어맞는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구르는 바위 하나, 흐르는 물방울 하나에도 숨

결을 불어넣고 생생한 감동을 부여하는 옛사람들의 탁월한 

이야기 솜씨에 감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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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청봉

설악산의 주봉으로 높이 1,708미터다. 

하늘과 맞닿은 봉우리가 푸르게 보인다고 

해서 대청봉이라 한다. 설악동의 소공원에서 

출발하는 코스와 백담사에서 오르는 코스, 

오색약수에서 오르는 코스가 대청봉에 

오르기 위해 가장 많이 찾는 구간이다. 

속초시 설악산로 833

033-636-7700

seorak.knps.or.kr 

 내린천 계곡

병풍 같은 기암괴석과 은빛백사장, 자갈밭 

위로 물밑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맑은 

물이 계곡을 따라 신비롭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래프팅 최적지로 정평이 나 있으며, 

가는 길도 평탄하고 곳곳에 유원지, 

쉼터, 간이주차장 등이 있어 야영을 하며 

물놀이와 낚시도 겸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가족 단위로 즐겨 찾는다.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033-460-2082 

 용대리 황태마을

전국 황태 생산량의 70퍼센트 이상이 이곳 

용대리에서 난다. 설악산 자락의 고지대에 

있어 일교차가 크고 겨울이 길어 황태 

생산에 최적지이다. 큰길을 따라 황태 

음식점과 직판장이 들어서 있으며, 직접 

황태 덕장을 구경할 수도 있다. 

인제군 북면 용대3리

033-462-4805

www.yongdaeri.com

 합강정

내린천과 인북천이 합류하는 합강이 

흐르는 곳에 있는 정자라는 뜻으로, 

1676년에 지은 인제 지역 최초의 

누정이다. 합강정 뒤편에는 자식을 낳게 

해준다는 미륵불이 있어 기도를 올리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 맞은편에는 

내린천 번지점프대가 설치돼 있는데, 

63미터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도 짜릿함을 전해준다. 

인제군 인제읍 설악로 2254

 내설악예술인촌

1996년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 20여 명이 

모여 만든 곳이다. 미술관에서는 지역의 

예술가들을 비롯해 외부 작가들의 수준 

높은 전시를 이어가며, 공공 예술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인제군 북면 한계리 1191-12

033-463-4081

www.inama.co.kr

 방동약수

자연보호중앙협의회에서 ‘한국의 명수’로 

지정했다. 탄산 성분이 많아서 설탕만 

넣으면 영락없이 사이다 맛으로, 탄산 

외에도 철, 망간, 불소가 들어 있어서 

위장병에 특효가 있고 소화 증진에도 

좋다고 전해진다. 

강원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033-463-5094

함께 가보면 좋을 
곳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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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백담사에는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였으며 스님이었던 만해 한용운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 한용운은 18세에 백담사의 오세암에 입산하였다가 승려

가 된 후 이곳에 머물면서 불교 지식을 섭렵하고 도를 닦았다. 특히 이곳에서 

일제에 저항하는 문학 활동을 하면서 많은 작품을 남겼고, 그 유명한 『님의 

침묵』도 이곳에서 탄생했다. 시집 『님의 침묵』의 ‘독자에게’ 내용에는 이곳에

서 글을 마치며 남긴 소회가 담겨 있다. 

독자여, 나는 시인으로 여러분 앞에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 여러분이 나

의 시를 읽을 때에 나는 슬퍼하고 스스로 슬퍼할 줄을 압니다. / 나는 나의 시를 

독자의 자손들에게까지 읽히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 그때에는 나의 시를 읽

는 것이 늦은 봄의 꽃수풀에 앉아서 마른 국화를 비벼서 코에 대는 것과 같을는

지 모르겠습니다. 

밤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설악산의 무거운 그림자는 엷어갑니다. / 

새벽종을 기다리면서 붓을 던집니다.

산속의 적막한 암자에서 새벽의 희망을 기다리며 정갈한 문장으로 써내려간 

글은 그의 뜻과 달리 당시 독자의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널리 읽히고 사랑받

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만해 한용운의 생애와 그의 숭고했던 독립운동, 그리고 

오랜 수련으로 얻어진 깊이 있는 사상과 성찰을 노래한 작품들 역시 많은 이

들에게 진한 울림을 주고 있다. 

백담사는 만해 한용운을 기리고자 경내에 만해기념관을 두어 『님의 침묵』 초

간본을 비롯한 그의 저서와 유품, 관련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또한 인근에 

만해마을을 조성해 그가 널리 전파하고자 했던 생명과 평화의 의미를 연구하

고 나누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 길에서 만난 이야기

만해마을

영원히 
귓가를 
울리는 
강렬한 

님의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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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세 번째 이야기 길

- 탄광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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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이라는 
따뜻한 추억으로의 여행

정선, 태백, 삼척으로 이어지는 

강원도 산간 지역은 우리나라 

근현대 산업 발전의 한 축을 

담당했던 석탄산업의 중심지였다. 

대부분 생산을 중단한 지금, 

그 수많은 탄광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그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했던 광부들과 

그 가족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석탄역사체험관 

삼탄아트마인 

● 두타산

● 정선5일장

● 화암동굴

● 아우라지

환선굴 ●

정 선 군

평 창 군

영 월 군

동 해 시

정선군

태백시

동해시

내지_강원권2.indd   156 14. 12. 24.   오전 12:21



157

석탄역사체험관

옛 동원탄좌 사북광업소를 개조해 만든 

전시관이다. 옛 탄광에서 사용하던 물품과 

광부들의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으며, 

열차를 타고 갱도 안에 들어가볼 수도 있다. 

삼탄아트마인

옛 삼척탄좌 시설을 창조적인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공간이다. 탄광 

시설과 어우러진 수준 높은 설치 미술 

작품을 만날 수 있으며, 다양한 예술 활동이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다.

태백 석탄박물관

태백산도립공원 내에 위치하며, 우리나라의 

주요 에너지 자원이었던 석탄의 모든 

것을 한곳에 모아 일목요연하게 전시하는 

곳이다. 석탄의 탄생과 석탄 산업의 

발전, 태백의 지형적 특성 등을 흥미롭게 

구성해놓았다.

상장동 남부마을

탄광에서 일하던 광부들이 주로 모여 살던 

동네로, 다양한 벽화가 그려진 색다른 

분위기의 이야기 마을이다. 폐광과 함께 

급격히 낙후됐던 지역이 예술과 문화의 

힘으로 변화한 사례다. 

태백 철암역두 선탄시설 (등록문화재  제21호)

무연탄을 연료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할 때 만들어진 국내 최초의 무연탄 

선탄시설로, 우리나라 근대 산업사를 

상징하는 주요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철암역 앞에는 까치발 건물을 보존해 만든 

철암탄광역사촌이 있다.

동해 구 삼척개발 사택과 합숙소

(등록문화재  제456호)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탄광회사의 

사택으로, 직급과 기혼자, 미혼자를 

구분하여 만든 구조가 비교적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다. 옛 광부들의 생활사를 

엿볼 수 있다. 

 구 삼척개발 
      사택과 합숙소

 철암역두 
      선탄시설

 상장동 남부마을 

 석탄박물관

● 두타산

● 준경묘

죽서루 ●

● 응봉산

● 연화산
● 백병산

태 백 시

삼 척 시

동 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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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절 산업 전사들은 어디로 갔나

20세기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근간이 됐던 석탄 산업은 21

세기인 지금, 추억의 한 조각이 되어버렸다. 그런 변화를 가

장 잘 보여주는 곳이 바로 정선 사북이다. 폐광 지역의 부활

을 위해 내국인 카지노를 갖춘 대규모 리조트가 들어선 이곳

에서 이제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검은 석탄 대신 전

당포와 유흥업소의 번쩍이는 네온불빛이 가득한 거리를 보니 

이질감과 안타까움이 교차한다. 그래도 덕분에 많은 일자리

가 생기고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 하니 긍정적인 변화

이긴 할 것이다. 

▼ 석탄역사체험관

대부분의 갱도 입구에는 ‘아빠 오늘도 

무사히’라는 표어가 어김없이 걸려 있다. 

광부들은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었고 빈번한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례도 많았다.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도 

가족과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했던 광부들의 

노고가 사무치는 글귀다.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57-3
033-592-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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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이 탄광촌이었다는 것은 네온불빛 사이를 지나 옛 동원

탄좌 사북광업소 자리에 위치한 ‘석탄역사체험관’이 증명하

고 있다. 전시관은 폐광 직전까지 사용되던 탄광의 모습을 그

대로 보존하고 있다. 당시 사용하던 물품과 샤워실, 회의 자

료 등이 시간을 뛰어넘어 관광객들에게 옛 탄광의 모습을 전

해준다. 열차를 타고 갱도를 따라 탄광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있으며, 실제 광부로 일했던 직원의 안내를 받아 설명도 들을 

수 있다. 

정선의 또 다른 대표적 탄광이었던 삼척탄좌가 있던 곳도 새

롭게 변해 있다. 석탄이 아닌 예술을 캐내는 곳이라는 의미에

서 ‘삼탄아트마인’이라는 이름으로 변신한 이곳은 탄광에 예

술혼을 불어넣어 색다른 공간이 되었다. 한편, 어두운 갱도 

안에서 고된 노동으로 석탄을 캐 올리던 광부들이 고급스러

운 예술 공간으로 변화한 이곳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잠

시 생각에 잠기게 된다.   

석탄 산업의 흥망과 함께한 도시

우리나라 석탄 산업의 중심 도시는 바로 태백이었다. 한창 때

는 동네 개들도 입에 만 원짜리를 물고 다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경제 활동도 활발했다고 한다. 한때 40여 곳을 훌쩍 

넘던 탄광이 지금은 모두 문을 닫고 대한석탄공사에서 운영

하는 단 두 곳만이 남아 석탄을 캐 올리고 있다. 폐광과 함께 

인구가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빈집

이 늘고 경제 활동도 줄어들어 예전 같은 활기는 사라지고 없

다. 이런 까닭에 태백의 곳곳을 걷다 보면 산업 환경의 변화가 

▲ 삼탄아트마인

정선군 고한읍 함백산로 1445-44
033-591-3001 

www.samtanartmine.com

● 태백은 1960~1980년대에는 탄광의 

일자리를 찾아 온 광부들과 그 가족들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해 13만 명을 넘을 정

도로 번성했다. 비등록 인구까지 합하면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 태백에서 

생활했다고 하는데, 1990년대 들어 탄광

이 줄줄이 문을 닫고 구조조정이 진행되

면서 일자리를 찾아 왔던 젊은이들은 다

시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발길을 

돌렸고 지금은 인구가 채 5만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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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온 도시의 흥망을 느낄 수 있다. 

태백산도립공원 내에 위치한 태백 석탄박물관을 방문하면 석

탄 산업의 처음과 끝을 보다 상세하게 알 수 있다. 입구에서

는 지구의 지질 변화와 석탄의 탄생 과정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진동이 전해지는 효과를 더해 관람객의 집중도와 재

미를 한층 끌어올린다. 지하 전시실로 내려가면 갱도 내부를 

재현해놓은 모습도 볼 수 있다. 

박물관을 나와 이번에는 진짜 살아 있는 석탄 산업의 유물을 

찾아 나선다. 옛 광부 가족들이 모여 살던 마을인 상장동 남부

마을이 그곳이다. 이 마을은 폐광 이후 낙후되고 인적이 줄어 ▼ 상장동 남부마을

태백시 상장남길 27-8
033-552-1373

▲ 태백 석탄박물관

강원도 태백시 천제단길 195 (소도동) 

033-552-7720
www.coalmuseu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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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 철암역두 선탄 시설

철근 콘크리트 구조와 강재로 된 트러스를 

사용하는 등 근대 건축 재료와 공법으로 

만든 산업 시설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20개 

주요 시설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선탄의 주요 

시설물은 원탄 저장과 운반, 경석 선별과 

파쇄 운반, 1, 2, 3차 무연탄 선탄, 이물질 

분리, 각종 기계 공급과 수선창 등 다섯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강원 태백시 철암동 365-1번지 외 18필지

▲ 상장동 남부마을

탄광에서 검은 보석이라 불리는 석탄이 한창 

생산되던 시기, 이 지역에는 동네 개들도 만 

원짜리를 입에 물고 다닐 정도였다는 말이 

있는데, 담벼락에 그려진 귀여운 강아지가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하다. 

든 곳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화단을 정비하고 집 앞

을 손보면서 분위기를 바꾸어나갔다. 여기에 재능 있는 예술

가들이 탄광 마을과 어울리는 그림을 곳곳에 그려 넣기 시작

하면서 사람들이 찾아드는 마을로 변했다. 지금도 주말이면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찾아든다. 

그러나 이곳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담벼락에 그려진 그림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웃음과 정에서 찾을 수 있다. 마을을 

찾은 손님에게 시원한 물 한 잔, 과일 한 쪽을 건네는 마을 주

민들은 한겨울 연탄보다 더 따뜻한 정을 전한다.  

까치발로 위태롭게 선 사람들

태백을 여행하다 보면 주요 지점마다 굽이굽이 산길 사이로 

기찻길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일제강점기에 태백

과 정선, 영월에서 생산한 석탄을 삼척으로 옮겨 일본으로 가

져가기 위한 것이었다. 주요 탄광을 이어놓은 철도를 따라 중

심가가 형성된 것은 물론이다. 특히 철암역에는 소중한 산업 

유산이 남겨져 있는데 바로 ‘태백 철암역두 선탄시설’이다. 탄

광에서 캐낸 원탄을 분리해 선별하고 좋은 석탄만 골라 기차

에 싣는 작업을 하는 이 시설은 지금도 이용되고 있다. 국내 

최초의 무연탄 선탄시설로, 우리나라 근대 산업사를 상징하

는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역 앞에는 어김없이 마을이 들어서 있는데, 이곳 마을은 조금 

특별하다. 도로를 따라 건물을 지을 때 땅이 좁아 개천에 말

뚝을 박고 그 위로 건물을 확장해서 지었는데, 그 모양이 까

치발 같다 하여 까치발 건물이라 불리게 됐다. 이 작은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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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창때는 영화관까지 있었다고 하니 젊은 일꾼들이 얼마

나 많이 모여들었을지 짐작이 간다. 마을 뒤편 강 건너에서 

보면, 도시락을 싸들고 탄광으로 일하러 가는 남편과 아이를 

업고 배웅을 나온 젊은 아내가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모습이 

조각으로 서 있는데, 당시 이곳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하다. 

이곳 역시 폐광 이후 사람들이 떠나고 폐허나 다름없게 되어 

허물어질 위기에 처했는데, 그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 수리 후 

지금은 탄광문화촌으로 탈바꿈했다. 치킨집, 다방, 음식점의 

외관은 그대로 살려 보존하고, 내부 공간은 전시 공간과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옛 탄광마을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 철암 탄광역사촌

광부들의 생활 공간이었던 까치발 건물은 이제 

문화 시설로 탈바꿈했다. 기존의 것을 모조리 

없애고 새롭게 세우는 개발이 아닌, 옛것을 지키고 

그 안에 새로운 문화의 숨결을 불어넣은 것이 

인상적이다.

태백시 동태백로 404
033-582-8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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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 구 삼척개발 사택과 합숙소

동해시 숫골길 86

▲ 도계마을

태백에서 태백산맥을 넘어 삼척으로 들어서 

처음 만나는 마을 도계는 아직까지 탄광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덕분에 아직까지 

마을이 활기를 잃지 않고 있으며, 실제 작업 

중인 탄광을 멀리서나마 구경할 수도 있다. 

되살리는 한편, 좁은 건물의 구석구석마다 재미있는 전시물

을 설치해 관광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고된 광부들의 생활 터전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했던 탄광들은 몰려드는 인력을 수용

하기 위해 대부분 탄광 인근에 합숙소를 지어 생활하게 했다. 

동해시에 있는 ‘구 삼척개발 사택과 합숙소’는 이런 광부들의 

생활 공간이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 있는데, 일부 주민들은 아

직도 이곳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빠른 시간 안에 집을 

지어 제한된 면적에 많은 인구를 수용해야 했던 터라 상자 같

은 집들을 일렬로 쭉 늘어서게 지은 것이 대부분이었고, 생활

환경도 그다지 양호하지는 않았다. 늘어선 집들을 보면 주택

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전쟁 막사 같은 분위기다. 그래도 이곳

에서 광부들은 지친 몸을 누이고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

냈을 것이다. 

마을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우리가 없었으면 불 때느라 산

에 나무가 모두 없어지고 말았을 거야. 공장은 또 어떻게 돌

리고!” 하며 광부들이 산업 발전의 주역이라고 강조했다. 이

런 자부심과,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사랑으로 우

리 아버지들은 깜깜한 땅 아래에서 검은 보석을 캐 올렸을 것

이다. 세상이 변하고 쓸모가 줄어든 석탄처럼, 그들의 노고도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여행길이다.

내지_강원권2.indd   163 14. 12. 24.   오전 12:22



164

 태백 용연굴

강원도 기념물 제39호.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동굴로 지금으로부터 약 3억 년 

전에서 1억 5,000만 년 전에 만들어졌다. 

종유석과 석순, 산호 모양의 생성물이 

많으며 긴다리장님좀딱정벌레를 비롯한 

여섯 종류의 동굴생물이 발견되어 전 세계 

동물학회와 곤충학회의 주목을 받았다.

태백시 화전동 산47-1번지

033-550-2083

 태백체험공원

실제 탄광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으며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시대별 사택의 모습을 재현해놓은 

사택촌을 통해 광부들의 실제 생활 모습을 

짐작해볼 수 있다. 

태백시 태백산로 4833 (소도동)

033-553-7091

 태백산도립공원

천제단이 있는 영봉을 중심으로 장군봉 

(1567미터), 문수봉(1,517미터), 부쇠봉 

(1,546미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부터 

천제를 지낼 정도로 영험한 산으로 여겼다. 

하늘로 올라가는 용이 머물렀다는 검룡소를 

비롯해 용담 등의 명소가 있으며 사계절 변화 

무쌍한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한다. 

강원도 태백시 천제단길 168

033-550-2741

tbmt.taebaek.go.kr

 통리장

태백시와 삼척시의 경계인 태백산맥 

꼭대기에 위치한 통리역 인근에서 매월 5, 

15, 25일에 열리는 장이다. 지역적 특성으로 

산나물이나 약초와 함께 다양한 해산물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것이 이채롭다. 

태백시 통리1길 39

 황지연못

낙동강의 발원지로 태백시내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1일 5,000톤의 물이 용출하고 

있으며 이 못에서 솟아나는 물은 영남 

평야로 흘러간다. 

태백시 황지동 25-2

033)550-2131

 매봉산 바람의 언덕

매봉산 정상부 능선을 따라 광활한 채소밭 

사이로 커다란 풍력발전기 8기가 이국적인 

풍경을 그려내는 곳이다. 정상에서 내려다 

보이는 탁 트인 풍광과 바람의 언덕, 빨간 

풍차 등 볼거리가 많다. 정상 바로 아래 

주차시설이 되어 있어 정상 가까이 차를 

가지고 갈 수 있다. 

강원 태백시 창죽동 산1-118번지

033-550-2828

함께 가보면 좋을 
곳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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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과 태백 사이 태백산맥의 험준한 고개 정상, 해발 720미터에 달하는 이

곳에 철도가 생긴 것은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에서 시작한다. 일제는 태백

과 정선 일대의 석탄을 수탈하기 위해 태백산맥을 넘어 삼척으로 이어지는 

철도를 개설했고 그 길목이 된 것이 바로 통리역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경사가 심한 도계와 통리를 잇는 구간은 우리나라 유일의 

인클라인(incline) 철도와 스위치백(switchback) 철도로 건설되었다. 그중 

통리와 심포리 사이의 인클라인 철도는 열차가 스스로 고갯길을 올라가지 못

해 기차에 로프를 연결해 전기모터를 돌려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이때 로프 양쪽 끝에는 각각 고개를 올라가는 기차와 내려가는 기차가 연결

됐는데, 그중 올라가는 기차가 더 가벼워야 했던 탓에 승객들은 모두 심포리

역에서 내려 통리역까지 고갯길을 걸어 올라갔다. 그 행렬로 통리재는 언제

나 사람들로 북적였다고 한다. 1962년 우회 선로가 개설된 이후 인클라인 철

도는 폐쇄되고 지금은 일부 흔적만 찾을 수 있다. 

반면, 홍전역과 나한정역 사이의 스위치백 구간은 최근 2012년까지 운행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던 코스였다.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면서 지그재그로 고

갯길을 올라가던 이 구간은 우회 철도가 개통되면서 역시 폐쇄되었지만, 보수 

공사를 통해 관광 자원으로 개발될 예정이라고 한다. 

일제의 수탈로 자원과 노동력을 빼앗긴 아픈 철길은 이후 산업 발전과 석탄 

산업의 부흥으로 많은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싣고 달려왔다. 지금은 찾는 

발길이 끊어지고 적막함이 감돌지만 추억과 역사를 좇아 다시 사람들이 찾아

오리라 기대해본다. 

● 길에서 만난 이야기

영동선 통리역

석탄과 삶
추억을 

싣고 
달리던 

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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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네 번째 이야기 길

- 선사시대 유적

신석기인들이 남겨놓은 수수께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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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년 전 
이 땅의 주인을 찾아서

건물을 짓거나, 길을 내는 공사를 

하던 중 선사시대 유적을 발견했다는 

뉴스를 종종 듣게 된다. 이런 유적은 

한반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정착하고 

생활했는지를 증명해주는 소중한 

단서가 된다. 

그러나 발굴된 유적들은 일반 

사람들에게 그저 너른 공간에 흩어져 

있는 돌무지로 보이기 십상이다. 

수천 년 전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수고가 더해진다면 값진 선물을 

얻어 오는 여행길이 된다.

 천전리 지석묘군

 국립춘천박물관

 양구 선사박물관

● 두타연

● 펀치볼마을

● 명성산

● 오봉산

철 원 군

화 천 군

양 구 군

춘 천 시

춘천시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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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문암리 유적 (사적 제426호)

지금까지 발견된 신석기시대 유적 중 

최남단에 위치한 유적이며, 인근에는 

초기 철기시대의 유적도 분포하고 있어 

여러 시기에 걸쳐 사람이 살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곳에서 발견된 

밭은 한반도에서 농경이 시작된 시기가 

신석기시대 중기라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양양 오산리 유적 (사적 제394호)

주변 호수를 매립해 농지로 조성하다가  

발견했는데, 여러 차례의 발굴 조사를 통해 

4,000여 점의 유물이 발견되었다. 유적지 

옆의 선사유적박물관에서는 오산리 유적 

뿐만아니라 동해안 지역의 선사 유적에 

대한 폭넓은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양구 선사박물관

양구를 중심으로 하는 북한강 유역에서 

발굴 조사된 선사 유적을 소개하는 

공간이다. 양구 상무룡리 구석기 유적, 양구 

고대리·공수리 청동기시대 유적, 양구 해안 

만대리 선사 유적 등과 춘천, 화천, 홍천, 

인제 등지에서 발굴된 유물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춘천 천전리 지석묘군 (강원도 기념물 제4호)

지석묘는 청동기시대의 대표적 유적인 

고인돌을 뜻한다. 소양강 변에 위치해 

있으며 네 개의 받침돌을 세워 지상에 

무덤방을 만들고 그 위에 거대하고 평평한 

덮개돌을 올려놓은 탁자식 고인돌 5기가 

남아 있다.

국립춘천박물관

강원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인데, 특히 선사실에는 구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까지 강원도 내 각 유적에서 

출토된 다양한 문화재가 주제별, 유적별로 

전시되어 있다. 

 문암리 유적

 오산리 유적

양양국제공항 ● 

● 선림원지

● 백담사

● 설악산
    국립공원

● 점봉산

● 방태산

● 오대산
    국립공원

양 양 군

강 릉 시

속 초 시

인 제 군

고 성 군

홍 천 군

속초시

DM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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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책을 바꿀 놀라운 발견

2012년 고성에서는 놀라운 뉴스가 전해졌다. 고성 문암리 유

적에서 신석기시대의 밭이 발굴된 것이다. 지금까지 교과서

를 통해 신석기시대까지는 주로 수렵 활동을 했고, 청동기시

대에 들어서야 본격적인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고 배웠는데, 

이 내용을 뒤바꿀 만큼 획기적인 발견이었다. 

놀라운 발견의 현장은 고성의 한 바닷가 마을. 주소를 따라 

찾아간 곳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었다. 한적한 어촌마을 한가

운데, 산기슭 아래로 추정되는 너른 공터에 문화재 발굴과 보

호를 위해 출입을 금한다는 표지판이 있을 뿐이다. 5,000년

을 땅속에 묻혀 있던 유적들이 세상에 존재를 다시 드러낸다

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기 때문일 터였다. 유적지를 둘러보

며, 주변의 마을과 건물들을 지우고 원시의 생활을 그 위에 

그려본다. 

앞으로 유적을 복원해 공원으로 조성하고 박물관도 세울 계

획이라고 하니, 고고학에 문외한인 사람들도 이곳에 와서 더 

많은 것을 보고, 인근 국가들보다 훨씬 앞섰던 우리 한반도의 

농경 문화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토우니가 들려주는 5,000년 전의 이야기

선사시대 유적이 강원도에서 처음 발견된 것은 1977년이다. 

동해안에서 2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쌍호라는 호수

를 메우고 농경지를 만들기 위해 주변의 토사를 채취하는 과

정에서 신석기시대의 유적이 대량 발견된 것이다. 우연한 기

회에 시작된 선사시대 유적 발굴은 주변으로 확대돼, 인근의 

▲ 고성 문암리 유적지 내 

신석기시대 농경 유적

2012년 발견 당시의 사진이다. 

페인트로 그어진 선이 경작된 밭의 이랑 

형태다. 이는 중국 일본에서도 발견된 바 

없는 동아시아 최초의 신석기시대 농경 

유적으로 추정된다. 

고성군 죽암면 문암리 1
033-680-3361

● 문암리 유적은 2001년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이후 꾸준한 발굴 조사가 이루어

지고 있다. 특히 2012년 신석시시대 농경

의 흔적을 발견하면서 학계의 주목을 받

았다. 이후 학술심포지엄을 통해 유적을 

재조명하는 등 폭넓은 연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주변 지역까지 조사가 확대되고 

있다. 발굴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 일대에 

박물관 등을 건립해 테마공원으로 조성할 

계획도 세우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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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용호리, 가평리, 지경리, 강릉의 초당동, 안인리 등에서

도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의 유물이 발굴되었다. 

발굴 현장이나 유적지에서 선사시대의 생활상을 상상해보기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오산리 유적 인근에 들어선 오산

리 선사유적박물관에 들러보면 좋다. 신석기시대의 자연 환

경과 당시의 생활 모습을 정교한 모형으로 재현해놓은 전시

관은 5,000년의 시간을 홀쩍 뛰어넘게 해준다. 흙으로 그릇

을 빚는 모습,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사냥을 해서 고기를 

얻는 모습, 열매를 따는 모습 등이 생생하게 재현돼 있다. 특

히 인근 지형의 특징까지 살려, 물길과 바다를 배경으로 한 

생활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다.

▲ 양양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동해안 지역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 

선사시대 유적지인 오산리에는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이 세워져 관련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신석시시대의 다양한 

주거지와 환경, 생활 모습을 인형으로 

재현해놓아 당시의 모습을 보다 생생하고 

재미있게 살펴볼 수 있다. 

양양군 손양면 학포길 33
033-670-2446
www.os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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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박물관을 더욱 흥미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토우니라는 

캐릭터다. 오산리 유적에서 발견된 흙으로 빚은 사람얼굴상

을 본떠 만든 토우니는 애니메이션 등의 영상을 통해 쉽고 재

미있게 신석기시대에 대해 설명해주어, 어린이들도 흥미롭게 

볼 수 있다. 

동해안의 다른 선사시대 유적에 대한 설명도 있어 일일이 가

보지 않더라도 동해안 지역에 살았던 선사시대 사람들의 흔

적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북한강을 따라 피어난 선사시대 문화

백두대간을 넘어 영서 지역의 선사시대 유적을 둘러보기 위

해서는 양구 선사박물관을 찾으면 된다. 양구와 춘천, 홍천 

등에는 북한강 줄기를 따라 선사시대 유적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지역 개발과 댐 건설 중에 발견된 유적들을 이곳에 

한데 모아 전시하고 있다. 발굴된 지역별로 시대와 특징에 대

한 설명과 함께 토기, 도끼, 화살촉 등의 유적을 분류해놓아 

서로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다. 

이곳에서 작은 돌멩이, 토기 조각 등으로 수천 년 전 조상들의 

삶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일부 유적들은 발굴 조사 후 댐 건설로 

수몰되거나 개발에 밀려 현장에서는 더 이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박물관에서만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박물관을 나서면 주변 지역에서 발굴된 고인돌들을 옮겨 전

시해놓은 공원을 둘러볼 수 있다. 제자리를 잃고 이곳으로 이

사 온 수천 년 전 무덤의 주인들은 이처럼 새로운 곳에서 손

님들을 맞이하고 있다. 까마득하게 오랜 시간 지켜온 자리를 

▲ 양구 선사박물관

양구군 양구읍 금강산로 439-54
033-480-2677
www.ygpm.or.kr

▲ 흙으로 빚은 사람얼굴상

둥근 점토판을 손가락으로 눌러, 사람얼굴 

모양을 표현한 것으로, 크기는 가로 4.3센티미터, 

세로 5센티미터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초기 신상(神像)의 하나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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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기고 낯선 곳으로 옮겨진 이들에게 왠지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5,000년 동안 묵묵히 변화를 목격한 청동기 무덤

양구에서 소양강을 따라 춘천으로 들어서면 선사시대 유적을 

더 많이 볼 수 있으며, 그 시대와 종류도 다양해진다. 그중 춘

천 천전리 유적은 신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삼

국시대를 거쳐 고려시대까지 모두 보여준다. 가치 있는 다량

의 유물이 발견되면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연결 고리를 

찾는 데 큰 획을 그었다고 평가되는 곳이다. 

길가의 표지판이 이곳이 문화 유적임을 알려주고 있으나 기

대했던 것만큼 거창하게 유적 현장이 보존되어 있는 것은 아

니었다. 다만 빼곡한 비닐하우스 사이로 인근에서 발견된 고

인돌 중 5기를 모아놓은 작은 공간과 안내 표지판만이 이곳

이 선사시대 유적임을 말해준다. 수천 년 전 신석기인들이 이

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왔듯, 지금 역시 상당 부분 농

경지가 되어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고인돌의 주인들은 수천 년 동안 이곳에서 세상이 바뀌고 

사람이 변하는 것을 모두 지켜보았을까. 시대에 따라 다른 방

식으로 삶이 이어지고 그 흔적이 켜켜이 쌓이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철기시대의 유적 

3~4미터 아래에서 신석기시대 유적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그 위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흔적도 다시 쌓이게 되리라.

그러나 자연스럽게 삶의 터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

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발굴과 조사 없이 개발이라는 이름으

● 양구 선사박물관 내 향토사료관에는 

양구 지방의 선조들이 남긴 문화유산과 

옛 산간 농경생활을 통하여 남겨진 농기

구, 생활 민속 자료들도 전시되어 있어, 고

대부터 근 · 현대에 이르는 많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건물 밖에는 화전 농경의 

상징인 ‘쌍겨리’와 항아리, 석물, 수복 주

택, 디딜방앗간, 대장간 등을 복원하여 인

물모형과 함께 설치하였으며, 입구에는 

양구 지방의 전통 주거 양식을 보여주는 

초가집이 세워져 있다.

▼ 춘천 천전리 지석묘군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685-7
033-250-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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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오랜 시간의 흔적을 무너뜨리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시

간을 거슬러 들려주는 과거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

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시간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

춘천 천전리 지석묘군과 멀지 않은 춘천 소양강의 작은 섬 중

도에서는 최근 개발과 보전의 목소리가 거세게 부딪치고 있

다. 세계적인 테마파크 건설을 앞두고 진행된 발굴 작업에서 

청동기시대의 집단 주거지 유적이 대규모 쏟아져나왔기 때문

이다. 면적이나 발굴 유물의 가치 면에서 한반도 최대의 마을 

▲▼ 국립춘천박물관 선사실

강원 지역은 높은 산과 깊은 계곡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산악 지형이다. 서쪽은 하천에 의한 

충적대지와 크고 작은 분지가 발달했으며, 동쪽은 

동해안을 따라 좁고 긴 해안평야와 사구, 석호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자연 환경 속의 다양하고 풍부한 

자원들은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아가는 터전이 

되었기 때문에 강원 지역에는 많은 선사 유적이 남아 

있다. 

사
진

제
공

. 국
립

춘
천

박
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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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이라는 평가에 현장 보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

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어떤 것이 더욱 가치 있고 소

중한 자산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사고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저런 생각을 뒤로하고 국립춘천박물관으로 향한다. 선

사시대부터 역사시대, 그리고 현대까지 강원도 땅이 어떤 변

화를 겪어왔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

지를 박물관의 전시물들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인류 최초

의 도구라 할 수 있는 구석기시대의 뗀석기부터 시작해, 신석

기시대의 빗살무늬 토기, 이음낚시, 그리고 청동기시대의 청

동검과 청동거울까지,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들이 옛날 사람

들의 생활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철기문화를 바

탕으로 한 삼국시대의 출현과 본격적인 역사시대로 접어드는 

과정을 흥미롭게 구성해놓고 있다. 

여행에선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한다. 선사시대 유적을 찾아가

는 여행은 특히나 더 그렇다. 수천 년 전의 선사시대 유적도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돌덩이나 흙무

더기로 보일 뿐이다. 수천 년 전의 조상들이 남긴 값진 선물

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 가치는 다르게 매겨

질 수 있을 것이다. 

▲ 국립춘천박물관

춘천시 우석로 70
033-260-1500
www.chuncheon.museum.go.kr

● 국립춘천박물관은 강원도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서, 강원 지역의 역사와 문화

를 종합적으로 전시하고 있다. 1층의 선사

실에는 구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까지 

강원도 내 각 유적에서 출토된 다양한 문

화재가 전시되어 있으며, 고대실은 동예

부터 남북국시대까지 강원의 문화를 살펴

볼 수 있는 공간이다. 2층의 전시실은 강

원도에서 꽃핀 불교 문화와 왕실 문화를 

비롯해 강원도의 역사적 인물, 민간 생활

과 관련 있는 문화재와 자료들이 전시되

어 있다. 옥외 정원에는 강원도 일원에서 

발견된 고인돌, 석탑과 부재, 장명등과 석

인상 등의 석조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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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무정

조선시대 말기의 성리학자 오윤환이 

1934년에 건립한 정자이다. 정자 모양이 

육각으로 되어 있어 육모정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선비들과 글을 짓고 시를 읊거나, 

제자들에게 강론하는 교육의 장으로 

삼았다고 한다. 

속초시 도문동 33-1

 양구 백자박물관

조선 후기 왕실 분원에서 생산되던 백자 

원료의 주요 공급처 가운데 하나가 

양구였다. 양구백토가 만들어낸 백자와 

청화백자 등을 볼 수 있으며, 전통 가마와 

성형 공방 등을 재현해놓았다. 

양구군 방산면 평화로 5182

033-480-2664 

www.yanggum.or.kr

 청초호 호수공원

청초호는 둘레가 5킬로미터에 이르는 

자연석호로 속초시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호수 위에 지어진 청초정은 동해와 

설악산의 풍경까지 감상할 수 있는 명소로, 

청초호 해상공원에는 청초호 청룡과 영랑호 

황룡의 사랑을 담은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속초시 엑스포로 18

 후곡약수터

동면 263번 군도로부터 약 1.2킬로미터 

지점 대암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후곡 약수는 철분과 불소가 많이 들어 있고 

탄산가스가 풍부하여 위장병에 특효이며 

피부병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양구군 동면 후곡리 263-2

 파로호

한국전쟁 중 국군이 중공군을 무찌른 것을 

기념해 이승만 대통령이 ‘오랑캐를 무찌른 

호수’라는 뜻의 ‘파로호’라는 친필 휘호를 

내린데서 그 이름이 비롯되었다. 잉어 붕어 

등 각종 담수어가 풍부해 전국 최고의 

낚시터로 손꼽힌다.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033-480-2251

 춘천시 도심도보여행

문화해설사와 함께 춘천의 도심을 걸으며 

역사와 문화를 돌아보는 코스다. 

물시계관 ➔ 조각공원 ➔ 뜨락 ➔ 

에티오피아기념관 ➔ 황금비늘테마거리 ➔ 

당재뿔 ➔ 상상마당으로 이어지며, 공지천 

산책로를 따라 도심의 풍경을 즐길 수 

있다. 

033-250-3269

www.tour.chuncheon.go.kr

함께 가보면 좋을 
곳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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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중도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됐다. 레고랜드를 조성하기 위한 공사를 

하던 중 청동기시대의 유적이 쏟아져나왔기 때문이다. 고인돌 101기, 집터 

917기, 구덩이 355기, 바닥 높은 집터 9기, 마을을 둘러싼 긴 도랑까지, 청동

기시대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유적들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고고학자들은 유적 발견에 하나같이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지금껏 청동기시

대의 주거지를 보여주는 다양한 유적이 이처럼 양호한 상태로 발견된 유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일부 집터는 가운데 화덕을 비롯해, 불에 탄 통나무의 흔적

이 무너진 천장과 벽 아래에서 그대로 발견되기도 했다. 이 집터를 비롯해 다

른 집터들도 면적이 상당히 넓어 청동기시대 생활상을 연구하는 새로운 지표

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무더기로 발견된 고인돌 역시 다른 곳과 달리 공동묘지 

형태를 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금 춘천이 강원도의 대표 도시이자 살기 좋

은 곳으로 손꼽히는 것처럼 3,000년 전에도 그러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3,000년 만에 비로소 세상에 모습을 온전히 드러낸 이 보물들이 다시 

땅속에 묻힐 위기에 처했다. 현대사회에서 불가침의 원칙처럼 떠받들어지는 

개발과 경제 논리 때문이다. 이미 예전부터 선사시대 유적지일 가능성이 높

은 곳으로 지목되었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개발이 확정돼 논란은 쉽게 가라

앉지 않을 전망이다. 

어떤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할 것인지는 각자의 몫이나 변하지 않는 중요한 사

실은, 역사와 문화는 지금의 우리가 있게 된 토대이며 한 번 사라지면 영원히 

다시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중도의 내일이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을 놓을 수 

없는 이유다.

● 길에서 만난 이야기

춘천 중도

다시 
사라질 위기에

처한 
3,000년 전의 
청동기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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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다섯 번째 이야기 길

- 동해안 별신굿

이 땅의 모든 신과 인간을 
위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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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자들을 위한 
잔치 한마당

신이나 죽은 이들을 위해 올리는 

제(祭)는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안식을 비는 일로 시작되지만 이 

모든 것은 산 사람들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어진다. 이런 

제의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축제로 자리하고 문화 예술로 

발전해왔다. 강릉의 단오제는 

이런 전통 축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신과 인간이 

함께하는 그 길을 따라가보자. 

대관령성황사 및  
산신각

구산서낭당 

● 가리왕산

● 오대산
   국립공원

● 아우라지

● 백룡동굴

평 창 군

정 선 군

강 릉 시

동 해 시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평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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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령 성황사 및 산신각

(강원도 기념물 제54호)

성황사는 통일신라시대의 승려로 강릉 지역을 

보호하는 신으로 추앙받던 범일국사를 모신 

곳이다. 산신각은 이곳에서 검술을 배운 

김유신 장군을 모신 곳이다.

구산 서낭당

대관령에서 강릉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데, 

신의 영역인 대관령 구간과 인간의 영역인 

강릉을 나누는 경계에 해당한다. 단오제 기간 

중 강릉 주민들이 성대하게 신을 맞이했던 

장소다.

칠사당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7호)

한 달 이상 이어지는 단오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신주빚기’가 이곳에서 진행된다. 

신주빚기란 단오제 행사 동안 쓰일 술과 떡을 

정성스럽게 만드는 일이다.

단오문화관

단오제 기간 외에도 단오제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모형과 사진을 전시해놓았다. 한 달에 

한 차례 단오제 관련 공연도 볼 수 있다. 

삼척 척주동해비 및 평수토찬비

(강원도 유형문화제 제38호)

척주동해비는 조선시대 허목이 세운 비석으로, 

바다를 잠재우고 어민들의 피해를 막아주는 

신비한 능력을 지녔다고 전해진다. 평수토찬비 

역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원래는 목판에 

새겨진 것을 돌에 다시 새겨 넣었다.

해신당공원

남근숭배사상이 남아 있는 신남마을에 조성된 

공원으로 해신당 설화와 관련된 전시물과 

남근을 소재로 한 조각품들이 있다. 공원 안에 

있는 어촌민속전시관에서는 동해안 어촌의 

생활상과 전통을 볼 수 있다.

삼척 척주동해비  
   및 평수토찬비

해신당공원 

● 정동진역

삼 척 시

동 해 시

 칠사당

 단오문화관

● 남산공원

남 대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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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령, 그곳엔 신들이 산다

‘신들이 사는 곳’으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고속도로가 아닌 대

관령 옛길을 선택해야 한다. 대관령 중턱에서 선자령으로 넘

어가는 길을 한참 오르다 보면 조용한 산을 울리는 악기 소리

와 그 안에 섞인 사람들의 읊조림이 들려온다. 

성황사와 산신각 앞에는 갖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그 앞에서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리는 사람들이 가득하다. 화려한 색의 

옷을 입고 징을 치고 구슬을 흔들며 신을 맞이하는 무속인들

도 상당수다. 과연 이곳에 어떤 신들이 있기에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그리도 간절한 눈빛으로 기도를 올릴까?

성황사와 산신각이 있는 이곳 대관령은 예부터 신들이 머무

는 신계(神界)라고 여겨왔고, 강릉 사람들은 이 신들이 주변 지

역을 보살펴준다고 믿었다. 특히 이곳은 실존 인물이었던 세 

명의 신을 모시고 있는데, 대관령국사성황신은 범일국사, 대

관령국사여성황신은 정씨 여인, 대관령산신은 김유신 장군을 

신격화한 표현이다. 단오제는 이들 신을 인간들의 세상으로 

모시고 내려와 성대하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다. 

성황사와 산신각을 뒤로하고 내려오는 길, 양옆으로 우거진 

단풍나무 숲이 눈길을 끈다. 이 나무들 중 하나는 베어져 다

음에 있을 단오제에 신목(神木)으로 쓰이게 될 터, 어떤 나무가 

선택을 받아 단오제의 주인공이 될지 눈여겨보며 강릉으로 

향한다.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구분 짓다

대관령 옛길을 다 내려오면 꼬불꼬불했던 길이 허리를 펴고 

◀ 대관령 성황사 및 산신각

대관령국사성황신과 대관령산신을 모시고 

있는 곳으로, 기도를 올리기 위해 무속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마루길 527-35
033-641-1593

● 강릉 지역에는 범일국사의 탄생담이 

전설로 전해지고 있다. 한 양갓집 규수가 

우물에 물을 길러 갔는데 바가지에 물을 

뜨니 해가 담겼고, 처녀는 그 물을 마시고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아비 없는 자식이

라 몰래 뒷산 학바위에 버렸는데, 며칠 뒤 

가보니 학이 붉은 구슬을 입에서 내어 먹이

고 있었다. 이를 보고 비범히 여겨 데려다 

키운 아이가 범일(梵日)이라는 것이다. 

이후 범일은 승려가 되어 국사의 지위까

지 올랐지만 부귀영화를 버리고 강릉에 

굴산사를 지어 수행에 매진하던 중 왜구

가 쳐들어오자 도술을 부려 물리쳤고, 죽

은 뒤에는 대관령국사성황신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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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사당

칠사당은 조선시대 관청의 한 건물로, 호적 · 농사· 

병무 · 교육 · 세금 · 재판 · 풍속 등 일곱 가지 

공무를 보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강릉시 경강로 2045
033-640-5119

▲ 구산 서낭당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556

경사도 비교적 완만해지는 곳에 도달하는데, 이곳에 바로 구

산 서낭당이 있다. 여기서부터는 신의 세계가 끝나고 인간의 

세계로 접어드는 곳이라 여겨진다. 지금은 그냥 길가에 서 있

는 낡은 집에 지나지 않지만 옛날에 단오제가 열리는 날이면 

모두 이곳에 나와 대관령에서 내려오는 성황신을 성대하게 

맞이했다고 한다. 지금도 단오제 행사 기간이면 화려하게 치

장을 하는 중요한 곳이다. 

인간들의 신 맞이는 강릉 시내에 있는 칠사당에서 주로 이루

어진다. 단오제가 시작되기 한 달 전, 사람들은 쌀과 갖은 곡

식을 모아 단오제에 쓰일 술과 떡을 정성껏 빚고 신이 내려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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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오문화관

단오제는 1년에 한 번 열리는 축제지만 

단오문화관에 가면 언제든지 단오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단오제의 기원과 그 의미는 물론 

단오제가 진행되는 과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놓았다.

강릉시 단오장길 1
033-660-3940
www.danocenter.kr

▲ 강릉단오제

강릉단오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축제로, 그 문화적 독창성과 뛰어난 예술성을 

인정받아 2005년 11월 25일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에 등재된 후, 2008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통합되었다.

날을 기다린다. 

음력 3월 20일부터 단오 다음날인 5월 6일까지 한 달 넘게 

지속되는 강릉단오제는 신에게 제를 올리고 풍작과 풍어를 

기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있다. 단오제 기간 동안에는 신분을 뛰

어넘어 모두가 참여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고, 풍악과 유희를 

즐기며 축제를 만끽했다. 그렇기에 21세기인 지금까지도 이 

제의식이 가치를 지니고 전해지는 것이리라. 

바다를 잠재우는 비문

삼척에는 바다의 거친 풍랑을 잠재우는 신비한 비문이 있다. 

삼척 시내에서 바닷가로 가는 길 야트막한 육향산 정상에 있

는 두 개의 비석, 척주동해비와 평수토찬비가 바로 그것이다. 

산을 따라 계단을 오르다 보면 비각 안에 자리한 이 두 비석

이 대체 무엇이기에 거친 바다의 풍랑도 막아준다는 것인지 

궁금해진다.

두 개의 비석은 모두 삼척부사 허목이 직접 비문을 짓고 건립

한 것이라 전해진다. 당시 풍랑이 심해 삼척 시내까지 홍수 

피해가 잦아 이를 안타깝게 여겨 신비로운 내용으로 비문을 

작성하고 웅장하고 막힘 없는 필치로 전각하여 비석을 세운 

것이다. 

자연도 이에 감탄한 것인지 이후에는 큰 피해 없이 풍랑이 

잦아들었다고 한다. 이 지역에서 뱃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비문의 내용을 일터에 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비문의 

아름다움 때문이기도 하다. 비문의 내용을 모르고 비석만 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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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씨체의 수려함에 놀라게 되는데, 동방의 1인자로 불리는 

허목의 전서체는 기묘한 모양과 조형미로 유명하다.

애달픈 처녀의 마음을 달래다

바다를 주 생활 공간으로 삼았던 삼척 지역에는 바다와 관련

된 전설과 설화가 많은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해신당 설

화다. 이를 테마로 조성된 해신당공원에는 독특한 볼거리들

이 많다. 공원으로 들어서면 먼저 남근을 주제로 한 다양한 

조각 작품들이 전시돼 있는 조각공원을 지나게 된다. 하나의 

소재를 예술가들의 시선으로 익살스럽게, 혹은 아름답게 표

현한 제각각의 작품들을 보노라면 민망하기보다는 웃음이 먼

저 나온다. 

조각공원을 지나 처녀의 집에 이르면 이 공원의 배경이 된 해

신당 설화의 내용이 소개돼 있다. 이곳 신남마을에는 결혼을 

약속한 처녀와 총각이 살았는데, 어느 날 홀로 해초를 뜯던 

처녀가 풍랑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 그 뒤로 바다에서 고기

가 잡히지 않아 마을이 피폐해져가고 있었는데, 한 어부가 바

다를 향해 오줌을 누자 그 다음날부터 고기가 잘 잡혔다. 그래

서 마을 사람들은 정월대보름이 되면 나무로 남근 모양을 깎아 

바다에 던지고 처녀의 원혼을 달래는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금도 이 마을에서는 정월대보름과 음력 10월 첫 오

일(午日)에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남아 있다. 오일은 12간지 중

에서 성기가 가장 큰 말[午]의 날이기 때문이다.

공원은 바다와 맞닿아 있는 절벽 위에 자리하고 있는데, 바다 

쪽으로 난 산책로를 걸으며 동해를 조망할 수 있다. 

▼ 남근조각공원

해신당공원에는 남근을 테마로 한 

조각공원이 있다. 다양한 예술가의 시선으로 

풀어낸 재미있는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 삼척 척주동해비 및 평수토찬비

삼척시 정상동 82-1
033-570-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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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신당공원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1852-6
033-572-4429

● 해신당공원 내에는 동해안 어민들의 

생활 문화 자료와 영상을 전시해놓은 어

촌민속전시관이 있다. 어촌의 옛 모습과 

동해안 별신굿, 뱃고사 등을 볼 수 있으며, 

전통선박과 어구, 어종, 어법 등이 설명돼 

있다.

그 옛날 망망대해 푸른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온 

어민들에게 거센 풍랑과 조류는 신의 영역으로 여겨졌을 것

이다. 그런 바다를 향해 정성을 다해 제를 올렸던 조상들의 

노력을 오늘날 과학의 잣대로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이다.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삶의 터전을 닦고 문화를 만들고 

이어온 것은 거친 자연 속에서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온 사

람들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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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호 등대

동해시 묵호동 산중턱에 위치(해발고도 

67미터)하고 있으며 시원한 동해가 한눈에 

들어오는 절경을 자랑한다. 또한 등대의 

역할과 역사를 배울 수 있는 등대홍보관도 

있다. 

동해시 산제골길 1

033-531-3258

 대관령 옛길

명승 제74호. 대관령 옛길은 령의 중간에 

위치한 반정에서 내려가는 코스와 

대관령박물관이나 가마골로 올라가는 

코스가 있다. 내려가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50분 정도이며 올라가는 데는 2시간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산세가 

완만해 가족 단위로 등산하기 좋다. 

강원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평창군 도암면 

횡계리(지방도456호선) 

033-645-0990 

 추암해변

동해안의 삼해금강이라고도 불리는 맑은 

물과 잘게 부서진 백사장이 아름다워 

‘한국의 가볼 만한 곳 1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TV에서 애국가 첫 소절의 배경 

화면으로 등장하는 촛대바위는 주위 

기암괴석과 함께 절경을 이룬다.

동해시 촛대바위길 26

 삼척 너와마을

‘너와’란 소나무나 참나무를 자른 널빤지를 

말하고 너와집이란 이 너와를 지붕에 얹은 

집으로 강원도만의 독특한 주거구조를 

보여준다. 신리에 있는 강봉문 · 김진호 

· 윤영원 씨 소유였던 너와집과 이들 

집에 딸린 민속유물들은 중요민속문화재 

제33호로 지정돼 있다.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문의재로 1113 

033-552-1659

 바다열차

강릉, 동해, 삼척을 잇는 바다열차는 

58킬로미터의 아름다운 동해안 해안선을 

달리는 열차이다. 전 좌석을 측면 방향으로 

배치하고 창문도 일반 열차보다 크게 만들어 

동해의 넘실거리는 파도와 드넓은 백사장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삼척시 중앙로 13 (삼척역)

033-573-5474

www.seatrain.co.kr

 환선굴

환선굴은 약 5억 3,000만 년 전에 생성된 

석회암 동굴로, 동양 최대의 크기이다. 동굴 

내부에는 미인상, 거북이, 항아리 등 여러 

모양의 종유석, 석순, 석주가 웅장하게 

발달되어 있다. 환선굴에서 발견된 동물은 

모두 47종이며, 이중에서 환선장님좀딱정벌레 

등 4종이 환선굴에서만 발견되거나 환선굴이 

모식산지로 기록되어 있다. 

삼척시 신기면 환선로 800

033-541-9266

함께 가보면 좋을 
곳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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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월, 동해 삼화사에서는 죽은 자들을 위한 또 하나의 잔치가 열린다. 

2013년 12월에 중요무형문화재 제125호로 지정되면서 다시 주목받은 삼화사 

‘수륙재(水陸齋)’가 그것이다. 

수륙재는 깨달음을 얻은 성인과 미혹한 중생,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가 차별 없이 평등하게 한자리에 모여 서로 소통하고 통합하

는 불교식 의례다. 조선시대에 들어 태조 3년부터 삼화사에서는 이런 수륙재

가 나라에서 주관하는 국행으로 치러졌는데, 불교 억제 정책을 펼치던 것과 

비교해보자면 좀 특별한 일이다. 

태조가 동해 삼화사에서 이런 대규모 수륙재를 연 것은 조선을 건국하는 과

정에서 희생된 고려 왕족의 혼을 달래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였다. 고려

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과 두 아들이 유배를 왔다가 살해된 곳이 이곳 삼척이

었다는 사실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처음 삼화사에서 수륙재가 시작된 것은 이처럼 고려 왕족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후에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졌다. 조선

이 뿌리를 내리고 난 뒤에는 조선의 선왕을 기리고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것으로 변해갔으며, 이후에는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해, 대규모 나랏일

에 동원됐다가 죽은 백성들을 위해, 자연재해를 막거나 전쟁의 전사자들을 

위하는 등, 국가 주도로 민심을 수습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행사가 되었다. 

이처럼 수륙재는 종교의 이름 아래 국가가 백성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아

픔을 보듬어줌으로써 사회 통합을 이루려는 노력을 담은 것이라 할 수 있다. 

● 길에서 만난 이야기

삼화사 국행수륙재

모두가 
하나되는

통합의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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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쪽  단종문화제 ⓒ 영월군청 

67쪽 의병학교 ⓒ 의암 류인석 유적지 관리사무소 

123쪽 태백 고생대자연사박물관 ⓒ 태백 고생대자연사박물관 

127쪽  영월 고씨굴 ⓒ 영월군청 

147쪽  울산바위 ⓒ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 사무소

151쪽  오색약수 ⓒ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 사무소

170쪽 고성 문암리 유적지 내 신석기시대 농경 유적 ⓒ 국립문화재연구소 

171쪽 양양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172쪽  흙으로 빚은 사람얼굴상 ⓒ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174쪽  국립춘천박물관 선사실 ⓒ 국립춘천박물관 

175쪽 국립춘천박물관 ⓒ 국립춘천박물관 

185쪽  강릉단오제 ⓒ 강릉단오제위원회 

사진 도움 
주신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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