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별 및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171호

지정(등록)일 1965. 11. 05.

소재지 강원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 일부

눈 내린 신성한 산, 설악산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은 강원도의 인제군, 양양군, 속초시에 걸쳐 넓게 펼쳐져 있다. 

산으로 살피면 태백산맥의 북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북으로는 금강산을 거쳐 북한의 

고원지대로 통하고, 남으로는 오대산·태백산을 거쳐 차령산맥·소백산맥과 연결되

어있다. 면적 173,744,122㎡의 광대한 영역인 설악산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경승은 대

규모의 화강암 관입과 더불어 암질과 절리의 차이에 따른 차별침식의 결과로 보고 있

다. 이처럼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은 특별히 보존해야 할 지질·지형 및 동·식물 자원

이 풍부하여 자연고고학적 가치가 클뿐 아니라, 경치가 매우 아름다워 경관고고학적

으로도 보존할 가치가 있다. 또한 전통 사찰 등 많은 문화유산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산 중의 하나이므로 설악산 전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

고 있다.

천연
보호
구역

19 	설악산천연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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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내	덮인	눈이	하지까지	이어지니

설악산은 악(嶽)이 들어간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대

표적인 골산(骨山)이다. 금강산에 버금가는 명산과 명승으로 자연경

관이 빼어나고 문화재와 관광 명소가 많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한가위에 덮이기 시작한 눈이 하지에 이르러 녹는다 하여 설악이라 

한다.”하였고, 『중보문헌비고』에는 “산마루에 오래도록 눈이 덮여 있

고 암석이 눈같이 희다고 하여 설악이라 이름 짓게 되었다”라고 하였

다. 그래서 설산(雪山) 또는 설봉산(雪峰山), 설화산(雪花山)이라고도 

부른다. 

설악산은 대청봉(1708미터)과 북쪽의 마등령·미시령, 서쪽의 한계

령에 이르는 능선을 설악산맥이라 하며, 한계령을 중심으로 한 서쪽 

지역을 내설악, 동쪽 지역을 외설악으로 크게 나눈다. 대청봉의 동북

쪽에 있는 호채봉과 서쪽에 있는 귀떼기청봉, 대승령 그리고 안산을 

경계로 그 남쪽을 남설악이라 한다.

내설악은 깊은 계곡이 많고 물이 풍부해 설악에서도 가장 빼어난 

경승지를 이루며, 백담사(百潭寺)를 기준으로 백운동계곡, 수렴동계

곡, 가야동계곡이 계속된다.

외설악은 천불동계곡을 끼고 기암절벽이 웅장하다. 설악동에서 신

흥사를 거쳐 계조암에 이르면 그 앞에 흔들바위가 있고 여기서 조금 

더 오르면 사방이 절벽으로 된 높이 950미터의 울산바위가 있다. 울산

바위 신흥사 일주문을 지나 왼쪽으로 가면 대청봉으로 이어지는 천불

동계곡이 나타난다.

공룡처럼 생겼다는 공룡능선과 하늘에 핀 꽃이라는 천화대능선 그

리고 그 양쪽에 솟은 봉우리들이 마치 불상 몇 천 개를 새겨놓은 듯하

다 해서 이름이 붙은 천불동계곡은 사람들이 특히 즐겨 찾는다. 용의 

이빨처럼 생겼다는 용아능선, 구곡담계곡과 가야동계곡 등과 그 밖에 

권금성, 백담계곡, 비룡폭포, 토왕성폭포 등이 설악산의 절경을 이루

는 데 한몫을 한다.

그중 권금성에 대해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			설악산	내설악	만경대

·명승 제104호

·소재지 :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12-21 / 산75

·사진 출처 : 문화재청 

▲			설악산	울산바위

·명승 제100호

·소재지 :   강원 속초시 설악동 /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산40-0 / 산1-2

·사진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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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꼭대기에 있으며 석축이다. 둘레는 1112척이고 높이는 4척이

었는데, 지금은 반쯤 무너졌다. 세상에 전해오기로는 예전에 권씨, 김

씨 두 집이 여기에 피란한 까닭으로 이름 하였다.

권금성은 집선봉과 봉화대 주위에 쌓은 산성으로 ‘옹금산석성’ 또는 

‘설악산고성’으로도 불리는데 『와유록(臥遊錄)』3 「낙산사기(洛山寺記)」

에 의하면 “몽골의 난 때 양양부민이 설악산에 성을 쌓아 적을 막았

다”라고 기록되어 고려 때 성으로 추정된다.

남설악은 한계령과 점봉산으로 이어지며 우리나라 3대 폭포의 하

나라는 88미터 높이의 대승폭포와 장수대, 오색온천 오색약수 등이 

남설악에 자리 잡고 있다. 

	 신라,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다

설악산은 신성시 되는 산이었던 만큼 일찍이 신라 때부터 국가적 

제의인 설악문화제(雪嶽文化祭)를 지내기도 했다.

설악산신제는 여러 측면에서 주목되는데 첫째는 강원도 내에서는 

현존 문헌상 신라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 제의 중 하나라는 점

이고, 둘째는 국가에서 제례를 거행한 봉정제향이라는 것이다. 셋째

는 영동의 진산(鎭山)인 설악산악제를 통해 정신적 일체감을 조성했

다는 점이다. 넷째는 삼국통일 기원의 의지가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통일산악제로서 재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이미 신라 때부터 제의를 올려왔을 만큼 설악산은 우리 민

족과 깊게 연관이 되어 있었다. 현재도 설악산 내에는 사찰과 사지 등

의 불교 건축물과 산성 등의 국방유적이 산재해있으며 신라시대 때 

만들어 진 것으로 보이는 석탑만도 여럿 된다. 

그중 보물 제443호인 속초 향성사지 삼층석탑은 2단의 기단위에  

3층의 탑신을 세운 신라석탑 양식을 따르고 있으며 9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오색약수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양양 오

색리 삼층석탑은 전형적인 통일신라시대 석탑으로 보인다. 더불어 한

계사지 금당터에 위치한 한계사지 남삼층석탑과 한계사지 북삼층 석

•오색약수는 1500년경 오색석사 사

찰의 스님이 발견했다고 하는데, 토양

에 흡수된 나트륨과 철분을 용해한 후 

기반암 절리를 통해 솟아나고 있다. 

나트륨 함량이 높아 특이한 맛과 색을 

지닌다.

•진산은 한국인의 숭산의식(崇山意

識)을 반영한 것으로 단순한 주산(主

山)이라는 의미 외에도 의지와 안정의 

뜻을 담고 있어서 지역의 무사안녕과 

생활의 안정, 정성의 결집을 내포하고 

있다.

•한계사지 북삼층석탑은 원래 무너져 

있었으나 1984년에 복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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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은 모두 통일신라 양식의 일반형 석탑으로 9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강산과	비교되던	산

금강산 남쪽은 설악산과 한계산이다. 이 산들 또한 돌산, 돌샘으로 되

어 있으며 높고 험하며 깊숙하게 싸늘하다. 첩첩으로 쌓인 산봉우리와 

높은 숲이 하늘과 해를 가린다. 한계산에는 만 길이나 되는 큰 폭포가 

있는데 옛날 임진년에 당나라 장수가 보고서 여산폭포보다 훌륭하다 

하였다.

이중환(李重煥), 『택리지』

•택리지(擇里志)

1751년(영조 27) 실학자 이중환(李重

煥)이 현지답사를 기초로 하여 저술한 

우리나라 지리서

▲	설악산천연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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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환의 『택리지』에는 금강산에서 남으로 내려오면 만나게 되는 

산이 설악산이라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지리적인 요인과 더불어 설

악산은 명산과 명승, 문화재가 많아 금강산과 자주 비교되었다.

조선 후기의 문신 김창협(1651~1708)은 자신의 시문집인 『농암집』

에서 설악산과 금강산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고 있다.

설악산의 봉우리는 풍악산(楓嶽山)과 너무도 닮았는데, 다만 이곳에는 

풍악산처럼 정양대(正陽臺)가 있지 않아 한눈에 온 산을 볼 수 없고 또 

마음껏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즐기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곡연

(曲淵)과 봉정(鳳頂)은 모두 가보지 못하였습니다. 수석(水石)의 경관

은 그다지 대단한 구경거리가 못 되지만 폭포는 전에 본 적이 없는 특

이한 것이었습니다. 박연폭포가 웅장하다면 이곳의 폭포는 아름답고, 

박연폭포가 뛰어난 기세를 갖추었다면 이곳의 폭포는 운치가 뛰어납

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나은지 순위를 정할 수는 없지만 더 특이한 

것은 이곳일 것입니다.

김창협(金昌協), 『농암집(農巖集)』

김창협은 설악산을 두고 금강산에 비해 수석의 경관은 그다지 대단

한 구경거리가 못 되지만 폭포는 특이하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육

당 최남선은 『설악기행』에서 다음과 같이 설악산을 예찬하였다.

탄탄히 짜인 맛은 금강산이 더 낫다고 하겠지만 너그러이 펴인 맛은 

설악산이 도리어 낫다. 금강산은 너무나 드러나서 마치 길가에서 술을 

파는 색시같이 아무나 손을 잡게 된 한탄스러움이 있음에 견주어 설악

산은 절세의 미인이 골짜기 속에 있되 고운 모습으로 물속의 고기를 

놀라게 하는 듯 있어서 참으로 산수풍경의 지극한 아름다움을 사랑하

는 이라면 금강산이 아니라 설악산에서 그 구하는 바를 비로소 만족할 

것이다. 설악산은 그 경치를 낱낱이 헤어보면 그 빼어남이 결코 금강산

의 아래에 둘 것이 아니지만 원체 이름이 높은 금강산에 눌려서 세상

에 알려지기는 금강산에 견주면 몇 천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니, 이는 

아는 이가 보면 도리어 우스운 일이다.

•옛사람들의 탐승경로는 크게 둘로 

나뉜다. 초반에는 양양∼오색∼한계

령∼원통∼인제 또는 양양∼원암∼

미시령∼용대리∼원통∼인제길을 경

유했다. 하지만 후반에는 현재 설악산 

탐방코스와 같은 한계사지∼한계폭포

∼대승령∼흑선동, 양양∼신흥사∼내

원암∼계조암∼울산바위 코스는 물론 

설악산 깊은 곳까지 발길이 닿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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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부터 ‘금강산이 수려하기는 하되 웅장한 맛이 없고 지리산이 

웅장하기는 하되 수려하지 못한데 설악산은 수려하면서도 웅장하다’

는 말이 있다. 그러나 설악산과 금강산의 우열을 굳이 비교할 필요가 

있을까. 금강산은 금강산 나름으로 그리고 설악산은 설악산 나름으로 

그 맛이 있으리라. 그러니 예부터 숱한 사람들이 설악산을 찾았다.

이렇게 설악산과 인연을 맺은 옛사람들이 그 인연을 시(詩)나 문

(文)으로 남긴 것은 당연했으리라. 설악산은 그 곳곳마다 전승하는 설

화와 함께 옛사람들이 남긴 글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먼저 내설악부터 알아보자.

내설악 백담사에서 마등령 사이에 있는 오세암(五歲庵)은 다섯 살

에 득도한 신동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옛날 이 암자에서 설정대사

가 부모 잃은 조카를 기르고 있었는데 대사는 관음상을 가리켜 어머

니라고 일러주었다. 조카가 다섯 살 되던 해에 월동 준비가 늦어 늦가

을에야 양식 마련에 나서게 되었다. 대사는 조카가 하루 동안 먹을 것

을 마련해놓고, 다음 날 돌아올 작정을 하고 하산하였다.

그런데 그날 밤 큰 눈이 내려 계곡이 묻혀버리고 말았다. 대사는 속

수무책으로 눈 녹기를 기다려 봄이 다 되어서야 암자로 돌아왔다. 그

런데 죽었으리라 생각했던 그 어린 조카가 나와 반가이 맞으면서 말

하기를 “어머니가 밥을 해주고 공부를 가르쳐주었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닌가. 그때 흰옷을 입은 선녀가 나타나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

며 경전을 주고는 새가 되어 날아갔다. 그래서 아이는 득도를 했고, 

그리하여 이 암자를 오세암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조선 말기의 학자인 서응순(徐應淳)은 다음과 같은 「오세암」이라는 

시를 지었다.

아무도 없는 빈산, 옛 절간

목련이 홀로 피었네

동쪽 산봉우리, 달 떠오르니

열경(悅卿, 김시습의 자)이 거기 와 있는 듯 1)

일찍이 매월당 김시습이 설악산에 들어와 오세암에서 출가했다고 

하니, 서응순의 시는 그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오세암을 현실의 갈등
1) 古寺空山裏 木蓮花自開 東峰明月上 

猶似悅卿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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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잊을 수 있는 탈속의 공간이라는 이미지로 주로 표현해 내는 김창

흡의 시에서도 김시습이 등장하며. 그의 시에 나타난 김시습은 고결

한 정신이 남아 있는 은둔자로 표현되었다.

동학농민운동에 가담했던 만해 한용운 역시 동학농민운동이 실패

로 돌아가자 설악산의 오세암에 몸을 숨겼다. 한용운은 1896년 오세

암으로 들어가 백담사를 오가며 10여 년을 살다가 백담사에서 머리를 

깎았는데 그때가 1905년이었다.

또한 내설악에 있는 영시암(永矢庵)은 조선 후기의 문장가인 김삼

연이 세상에 뜻이 없어 찾아든 곳이다. 그는 『영시암기』에서 “다시는 

인간 세상에 나가지 않기를 맹세하였다[人間出世爲誓]”라고 하였다.

‘영시’란 길이 맹세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그 당시 수많은 사

람들이 그가 살던 이곳 영시암을 찾았다고 한다. 그가 지은 기에 “혹 

휴양하려는 사람이 먼 곳에서 다투어 몰려왔고, 혹 기(氣)를 기르려는 ▼	설악산천연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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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들이 사방에서 구름처럼 모여들었다”라고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당시 세태를 알 수 있다.

이곳에서 김삼연은 수많은 글을 남겼는데 다음의 시는 그중의 한 

편이다.

내 삶은 괴로워 즐거움이 없고

세상 모든 일이 견디기 어려워라

늙어 설악산 중에 들어와

여기 영시암을 지었네

부친인 김수항이 사사된 후 설악산에 들어왔던 그가 이곳을 떠난 

것은 6년 뒤였는데, 그 이유는 그의 수발을 들던 노비가 호랑이에게 

물려가 더는 살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인제에서 고성군 간성읍 진부리로 넘어가는 고개가 진부령이고, 조

선 중기 양양과 간성의 중요한 관로가 미시령이다. 미시령은 한계령

과 함께 내설악과 외설악을 가르는 고개로 조선시대에는 미시파령(彌

矢坡嶺)으로 불렸고 조선 중기 양양과 간성의 중요한 교통로였는데, 

그 미시령을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고을 서남쪽 80리쯤에 있다. 길이 있었으나 예전에는 폐지하고 다니지 

않았는데, 성종 24년에 양양부의 소동라령이 험하고 좁다 하여 다시 

이 길을 열었다.

그러면 이 미시령을 넘어 외설악으로 가보자.

이 외설악의 내원암(內院庵)을 지나 보이는 울산바위에도 바위정좌

내력과 그 내력 때문에 벌어진 지세다툼 일화가 얽혀 있다.

한반도를 만들던 조물주가 천하에 으뜸가는 경승을 하나 만들고 싶

어 온 산의 봉우리들을 금강산으로 불러들여 심사했다고 한다. 둘레

가 4킬로미터쯤 되는 울산바위는 원래 경상도 울산 땅에 있었는데 소

식을 듣고 급히 달려갔다. 그러나 덩치가 크고 몸이 무거워 지각하는 

바람에 금강산에 들지 못했다. 울산바위는 그대로 고향에 돌아가면 

체면이 구겨질 것이 걱정되어 돌아가지 못하고 정착할 곳을 물색하였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에서 인제군 

북면으로 넘어가는 고개가 대간령이

고, 양양군 서면 오색리 관터에서 인

제군 기림면 진동리로 넘어가는 고개

가 박달령 또는 단목령으로 불리는 고

개였다. 고려 고종 때 김취려 장군이 

고려를 침입한 거란 군사들을 원주에

서부터 추격하여 이곳에서 섬멸했다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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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다가 하룻밤 쉬어갔던 설악이 괜찮겠다 싶어 지금의 자리에 

눌러앉았다고 한다.

그래서 생긴 또 하나의 전설이 있다. 조선시대에 설악산 유람을 왔

던 울산부사가 이 울산바위의 전설을 듣고 신흥사를 찾아가 주지스님

을 불러 세우고, “울산바위가 너희가 관장하는 사찰림에 와 있는데 땅

세를 물지 않으니 괘씸하기 그지없다. 땅세를 내놓아라.”하였다. 억울

한 일이긴 하나 주지스님은 마지못해 매년 산세를 물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해에 신흥사의 동자승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

서 “이제 세금을 주지 못하겠으니 이 바위를 도로 울산 땅으로 가져가

시오”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난 울산부사가 “이 바위를 재로 꼰 새끼로 

묶어주면 가져가겠다”라고 하였다. 재로 새끼를 꼴 수 없으니 계속해

서 산세를 받겠다는 심보였다.

그러자 꾀를 낸 동자승이 청초호와 영랑호 사이에 많이 자라던 풀

로 새끼를 꼬아 울산바위를 동여맨 뒤에 그 새끼를 불로 태워 꼰 새

끼처럼 만들었다. 당연히 울산부사는 이 바위를 가져갈 수가 없었고 

세금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었다. 그 후 청초호와 영랑호 사이의 지역

을 한자로 ‘묶을 속(束)’, ‘풀 초(草)’ 자를 써서 속초라고 부르게 되었

다 한다.

한편 남설악은 한계령, 망대암산, 점봉산에 이르는 지역으로 신라

의 마지막 임금인 경순왕이 피서지로 삼았다는 대승폭포가 있다. 개

성의 박연폭포, 금강산의 구룡폭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폭포 중의 하

나인 이 폭포 근처에 장수대·오색약수·오색온천이 있다. 75세에 대

승폭포를 구경하고 백담계곡으로 간 김수증은 그 당시 감격스러운 마

음을 백담계곡 바위에 새겨놓기도 했다.

전설에 따르면 옛날에 일찍 부모를 여읜 대승이라는 총각이 이 폭

포의 절벽에서 자라는 석이버섯을 따서 근근이 살아가고 있었다. 어

느 날 대승이 절벽에 동아줄을 매달고 내려가서 석이버섯을 따고 있

는데, 갑자기 죽은 어머니가 “대승아, 대승아” 하고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소스라치게 놀란 대승이 버섯을 따다 말고 동아줄을 

잡고 올라가니 어머니의 모습은 찾을 수 없고 그가 매달려 있던 동아

줄을 신보다 더 큰 지네가 갉아먹고 있었다 한다. 어머니가 부르지 않

았더라면 벼랑에서 떨어져 죽을 뻔했던 대승이 목숨을 건진 후 이 폭

•석이버섯은 바위에서 자라는 버섯

인데, 설악산의 특산물로 험한 낭떠러

지에서 드물게 볼 수 있다.

▲			설악산	대승폭포

·명승 제97호

·소재지 :   강원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1-67

·사진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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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를 대승폭포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곳 한계령의 동쪽 골짜기에서 시작된 물은 오색약수터를 지나 양

양의 남대천이 되어 바다로 들어간다. 개울가의 바위를 뚫고 세 군데

에서 솟아나는 오색약수는 1500년쯤 오색석사(五色石寺)의 한 승려가 

발견했다고 한다. 다섯 가지 꽃이 피어 오색석사라고 불렸던 이 절은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

	 풍성한	희귀	동식물의	보고

설악산은 여느 산에서 잘 볼 수 없는 희귀 동식물이 자라는 것으로

도 유명하다. 현재까지 조사된 이 산의 관속식물은 123과 536속 1123

종(2013년, 국립공원 관리공단 연구자료 참조)이다. 식물구계(植物區

系：자연적으로 자라는 식물의 특징을 지역별로 분류한 각 구역)는 

중일식물구계 중 온대아구(溫帶亞區)의 한국구에 속하므로 온대 중부

의 대표적인 숲을 볼 수 있다. 신갈나무·당단풍나무 등의 낙엽활엽

수림과 소나무·잣나무·분비나무 등의 상록침엽수와의 혼성림으로 

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단순림을 형성

하기도 한다. 

정상부일대에서 보이는 바람꽃·꽃쥐손이·대서호 등으로 구성된 

고산식물군집은 지질시대의 기후변천에 따른 식물의 이동을 추정하

게 하는 좋은 자료이기도 하다.

또한 중청봉과 대청봉 사이에 발달한 눈잣나무군, 50길폭포계곡의 

서편, 쌍폭계곡의 서쪽, 천불동계곡의 양쪽, 대청봉 남쪽 등에 발달한 

지빵나무군, 중청봉의 서쪽 해발 1,700m 고지에 발달한 왜소형 털진

달래군, 대청봉의 서남쪽, 오색계곡의 북서면과 대청봉 정상에서 화

채봉으로 갈리는 능선에서 보이는 눈향나무군, 고산지대에서 볼 수 

있는 가라목군 등은 모두 귀중한 학술자원이다. 또, 금강초롱·금낭

화가 여러 곳에 자생하고 있는 것도 주목되며, 설악조팝나무·찰피나

무·큰꽃긴잎여로·세잎종덩굴·큰바리 등 특산식물이 산출되는 것

도 특이하다.

한편 설악산일대는 만주아구(滿洲亞區)에 속하지만 표범·산양 등 

▲			양양	오색리	오색약수

·천연기념물 제529호

·소재지 : 강원 양양군

·사진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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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아구에 서식하는 동물들이 발견되며, 북방분자로 알려진 반

달곰·까막딱따구리·잣까마귀·쇠솔새·흰배멧새 등과, 외눈이사

촌나비·함경산뱀눈나비·후치령부전나비·꼬마까마귀부전나비·

산부나비 등 북방계의 곤충들이 살고 있어서 주목된다.

보호구역내에 서식하는 어류의 경우는 동서의 차가 명백하다. 내

설악에서는 돌고기·버들치·쉬리·메기·꺽지·피라미·갈겨니 등 

중국아지구의 대표적인 종들이 살고 있지만, 외설악에서는 이들을 볼 

수 없고, 송어·연어·산천어·버들개 등 북방분자들이 살고 있어서 

아무르아구계의 특색이 짙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내설악에서 열목어

와 금강모치가, 외설악에서 칠성장어와 미끈망둑이 산출되는 것이다. 

또, 내설악에서만 물두꺼비가 산출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이, 이 보호구역내에는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질·

지형 및 동식물자원이 많이 있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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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지역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제229호
양양 포매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강원 영양군 현남면 포매리 122-3 - 1970. 11. 05.

제351호 속초 설악동 소나무 강원 속초시 설악동 20-5, 1필 - 1988. 04. 30.

제529호 양양 오색리 오색약수 강원 양양군 - 2011. 01. 13.

주변	지역	문화재	/	유적

문화재	종별	및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보물 제443호 속초 향성사지 삼층석탑 강원 속초시 설악동 산24-2 삼국시대 1966. 08. 25.

보물 제1362호
양양 낙산사 

건칠관음보살좌상 

강원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 100, 

낙산사 (전진리) 
조선시대 2003. 02. 03.

보물 제1721호
속초 신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강원 속초시 설악동 170 신흥사 

극락보전내 설악동 170 신흥사 

극락보전내

조선시대 2011. 09. 05.

보물 제1723호

양양 낙산사 

해수관음공중사리탑·비 및 

사리장엄구 일괄 

강원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55 조선시대 2011. 11. 01.

보물 제1749호
속초 신흥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강원 속초시 설악산로 1137-0 

(설악동, 신흥사)
조선시대 2012. 02. 22.

사적 제376호 속초 조양동 유적 강원 속초시 조양동 산142, 외 9필 - 1992. 10. 10.

명승 제27호 양양 낙산사 의상대와 홍련암 강원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산5-2 등 - 2007. 12. 07.

명승 제29호 구룡령 옛길 강원 양양군 서면 갈천리 산1-1 - 2007. 12. 17.

명승 제68호 양양 하조대 
강원 양양군 현북면 조준길 99 일원 

(하광정리) 
- 2009. 12. 09.

명승 제95호 설악산 비룡폭포 계곡 일원 강원 속초시 설악동 산41-0 - 2013. 03. 11.

명승 제96호 설악산 토왕성폭포 강원 속초시 설악동 산41-0 - 2013. 03. 11.

명승 제97호 설악산 대승폭포 강원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1-67 - 2013. 03. 11.

명승 제98호 설악산 십이선녀탕 일원 강원 인제군 북면 남교리 산12-21 - 2013. 03. 11.

명승 제99호
설악산 수렴동.구곡담 계곡 

일원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12-21 - 2013. 03. 11.

명승 제100호 설악산 울산바위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산40-0 - 2013. 03. 11.

명승 제101호 
설악산 비선대와 천불동계곡 

일원 
강원 속초시 설악동 산41-0 - 2013. 03. 11.

명승 제102호 설악산 용아장성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12-21 - 2013. 03. 11.

명승 제104호 설악산 내설악 만경대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12-21 / 

산75 
- 2013. 03.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