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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금강 

거제 해금강은 풍광이 아름다워 마치 금강산의 해금강을 연상하게 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

름이다. 해금강은 거제도 해금강마을에서 남쪽으로 500m 해상에 마주보고 있는 두 개의  

섬을 말한다. 멀리서 보면 3개의 봉우리가 바다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원래는 

노자산 줄기가 갈곶리 앞바다까지 뻗어 내린 형상이 칡뿌리를 닮았다하여 ‘갈도(葛島)[갈곶

섬, 칡섬]’라고 불렸던 곳이다. 

거제 토박이 사람들은 해금강이 용과 여의주의 형상을 지녔다고 말한다. 노자산 줄기가 용

트림하듯 달려 내려오다가 입을 벌리고, 용성을 울리면서 동해의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것 

같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금강은 보는 위치에 따라 그 모습이 다양하다. 갈곶리에서 보는 

해금강은 부드러운 여인의 자태이고, 바다 쪽에서 바라보며 남자의 골격처럼 억세게도 보

인다. 여러모로 신비로운 섬이다. 지금은 해금강을 경유하는 유람선이 운행 중에 있어 해

금강 곳곳의 절경을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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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의 동남부는 깎아 놓은 듯한 절벽이 매우 아름다워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또한 

신비한 ‘십자동굴’을 비롯하여 석문, 사자바위, 쌍촛대 바위, 미륵바위, 곰바위, 장군바위 

등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룬다. 

바다가 만들어낸 조형물, 기암괴석

해금강은 오랜 세월에 걸쳐 비바람과 파도에 씻긴 바위들이 갖가지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

다. 마치 사자가 포효하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는 사자바위는, 그 사이로 솟아오르는 일출

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돛단배 모양을 한 돛대 바위, 뱃길을 떠난 남편을 기다리는 망부

석, 두꺼비 바위, 조도령 바위, 석양에 머리를 내밀고 미소 짓는 미륵 바위, 그 외에 해골바

위, 곰바위, 염소바위, 장군바위, 물새바위 등 이름 그대로 천태만상이다. 

그 중 해금강에서 통영 뱃길인 천장산 해변에는 쌍촛대 같이 우뚝 솟은 바위가 있다. 그 위

해금강 전경

해금강 일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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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외롭게 선 천년송은 불을 밝히고 있는 것 같다. 칠흑 같은 밤바다를 환하게 밝히며 뱃길

을 열어주는, 뱃사람들에게는 실로 고마운 바위다. 촛대 바위에 부딪치는 흰파도가 일으키

는 물보라는 촛농처럼 빛나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위를 쌍촛대 바위라고 부른다.

불로초를 품은 해금강

중국 최초로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은 불로불사(不老不死)를 꿈꾸며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천하 각지에 사람을 보내 이를 찾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번번히 실패하였고, 이때 도(道)에 

정통한 방사(方士)임을 내세운 서복이 나타났다. 사기(史記)에 따르면 서불(徐市)은 시황제

에게 “바다 건너 봉래(蓬萊), 방장(方丈), 영주(瀛洲)의 삼신산(三神山)에는 신선이 사는데, 

이곳에는 영생불사한다는 불로초가 있다하니 동남동녀를 데리고 가서 모셔오고자 한다”고 

하였다. 이를 크게 반긴 시황제는 60척의 배에 동남동녀 3천명을 비롯, 5천명이 넘는 장인

들을 태워 보냈으나 끝내 서불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서불이 불로초를 찾아다닌 흔적은 여기저기에서 발견되어 전설처럼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거제 해금강 우제봉 절벽에 새겨진 글씨도 그 하나이다. 해금강 마을의 

곶(串)에 해당하는 우제봉 절벽에는 ‘서불과차(徐市過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고 한

다. 그러나 1959년 사라호 태풍 때 떨어져 나가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고, 서불의 

이야기만 남아 해금강의 신비로움을 더하고 있다. 현재 우제봉에는 해금강 일대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설치되어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신비한 십자동굴

십자동굴은 엄밀히 따지면 동굴은 아니다. 바위섬에 떨어

진 공산 사이로 들어가 하늘을 올려다보면 열 십(十)자 모

양이 띠고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유람선을 타고 

들어가 십자동굴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운이 따라야 

한다. 

파도의 상태, 바람, 날씨 등의 영향으로 십자동굴의 북쪽

에서 들어가 가운데에서 90도로 방향을 회전하여 동쪽으

로 빠져 나오기는 여간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해금강 십자동굴



고결한 해송과 희귀식물들

섬 절벽 위에는 동백을 비롯한 상록 군림이 우거져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이다. 겨울 찬

바람 속에서 피기 시작하는 붉은 동백은 해금강의 암벽을 장식하는 천연의 벽화라 할 만하

다. 그리고 기암절벽에 뿌리를 두고 자란 해송과 잡목군총은 그대로 어우러져서 자연을 이

룬다. 바위틈에서 이슬과 빗물에만 의지하면서 천년을 하루같이 견디며 살아온 천년송도 

있었으나 2003년에 고사하고 말았다. 동굴 입구 바위 암벽 위에는 마주 보고 선 소나무 두 

그루는 견우와 직녀 소나무로 불린다. 

황칠나무는 경남에서 유일하게 거제에서만 자생하는 희귀식물이다. 황칠나무의 잎은 두텁

고 표면에 윤기가 나며, 타원형이거나 3~5개로 갈라지고, 길이가 10~20cm나 되는 큰 잎

을 가지 끝에 달고 있다. 

이렇듯 풍란, 석란, 춘란이 아무도 보지 않는 어느 바위틈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워 바

다로 훈향을 날려 보내는 곳이 해금강이다.  

관련문화재  거제 해금강

관련이야기 소스  해금강 주변 바위의 이름에 담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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