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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27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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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유 산  스 토 리 텔 링

: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변하여 바위가 되다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꽃지해수욕장에는 신비한 모양의 바위가 있다. 바로 ‘꽃지

할미할아비바위’이다. 이 바위는 만조 시에는 바다 위의 섬이 되고 간조 시에는 육지와 연

결되어 자신의 모습을 다 보여준다. 섬이 되었을 때는 두 개의 바위처럼 갈라져 보이지만

물이 빠지면 두 개의 바위 아랫부분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마치 사랑하는 두 사람이 손

을 꼭 잡고 있는 듯하다. 

이 바위는 사랑하는 두 사람이 바위로 변한 것이다. 통일신라 때인 9세기 중엽 장보고가

청해진에 주둔해 있을 때, 당시 최전방이었던 견승포(안면도)에 승언(承彦)이란 장군을 지

휘관으로 파견하였다. 그런데 장군의 부인인 ‘미도’는 빼어난 미인이었고 부부 사이의 금실

이 매우 좋아서 주변 사람들이 이들을 부러워하며 시기하였을 정도다. 그러던 중 청해진으

로부터 승언 장군에게 “북쪽으로 출정하라!”는 명령이 떨어져 원정을 떠나게 되었다. 

“출정 명령이 떨어졌으니 떠나지 않을 수 없소. 곧 돌아올 테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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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여러 달이 지나도록 남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다. 부인

은 날이면 날마다 남편이 머무르던 바위섬에 올라가 바다를 바라보며 남편을 기다렸다.

하지만 남편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남편이 귀환을 못하게 되어 생이별의 세월을

보내다 지친 부인은 남편을 기다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 바위가 되었다. 그러자 천둥번

개가 내리치는 동시에 부인이 기도한 자리 옆에 갑자기 또 하나의 바위가 솟아올랐다. 그

또 하나의 바위가 할아비바위가 되었다. 두 바위는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처럼 바닷물 밑에

서 이어져 있다. 사람들은 두 개의 쌍바위를 ‘할미할아비바위’라 불렀다. 

아름다운 사랑 위에 노을 지는 서쪽 하늘

할미할아비바위는 2009년 명승 제69호로 지정되었고 면적은 약 10,526㎡이다. 안면도 자

연휴양림에서 약 2㎞ 되는 지점에 있으며, 바닷물이 빠지는 시간에는 직접 걸어서 가 볼 수

있다. 바위 사이로 해가 떨어지는 아름다운 일몰 광경은 변산의 채석강, 강화의 석모도와

함께 ‘서해의 3대 낙조’로 손꼽힌다. 할미할아비바위가 있는 승언리의 지명도 승언장군과

미도 부부의 전설에 기인한다고 전해진다.

꽃지해수욕장을 나와 방포 해수욕장 쪽으로 발길을 돌리면 천연기념물 138호로 지정된

모감주나무 군락지를 만나게 된다. 군락지의 길이는 120m, 너비 약 15m로 바닥은 자갈

안면도 꽃지 할미할아비바위



188

로 덮여 있으며, 높이 2m쯤 되는 나무가 400∼500그루 정도 자라고 있어 바닷바람을 막

아주는 방풍림의 역할을 한다. 이곳에는 모감주나무 외에도 소사나무, 졸참나무, 신나무

등 다양한 식물들이 함께 자라고 있다. 

모감주나무 군락의 유래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다. 모감주나무는 중국이 분포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어 중국내륙에서 자라던 나무의 종자가 해류에 밀려와 군락을 이루게

된 것으로 추측하기도 하고, 서해안은 물론 동해의 영일만 일대에서도 발견되고 있어 우리

나라에서 본래 자랐다고도 한다. 

한편, 꽃지 해수욕장과 방포 해수욕장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조성한 태안해변길 중 노

할미할아비바위 낙조

모감주나무 군락 모감주나무 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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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길 코스(총 연장 12㎞)에 포함되어 있다. 태안 해안 기름유출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

었던 해변이 도보여행을 통해 재활하려는 기지개를 켜고 있다. 

직접 관련된 유적(물) 안면도 꽃지 할미할아비바위

간접 관련된 유적(물)

태안해변길 표지석 태안해변길 유도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