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별 및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178호

지정(등록)일 1966. 06. 17.

소재지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환선로 557

물과 석회암이 만들어낸 미지의 세계, 
삼척대이리동굴지대

억겁의 세월이 빚어놓은 대자연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일은 언제나 흥미롭다. 그 대

상이 동굴 속에 감춰진 미지의 세계라면 더욱 그렇다. 

1966년 6월 15일 천연기념물 제178호로 지정된 강원 삼척시 신기면 대이리 산 117

번지에 위치한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에는 환선굴, 관음굴, 대금굴(물골동굴) 등이 자

리 잡고 있다. 문화재로서 보호를 받고 있는 이 일대의 면적만 658만 4969㎡에 달한다.

현재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는 동굴 생성물 등의 보호를 위해 대금굴과 환선굴의 공

개구간을 제외한 지역이 공개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리 및 학술 목적 등으로

만 출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질 17 	삼척대이리동굴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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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녀가	환생한	환선굴

환선굴은 동굴 입구의 크기만도 폭 14m, 높이 10m이고 총 연장은 

8,510m 이상으로 추정되는 동굴로 우리나라 석회암동굴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동굴 내부에는 만남의 광장(장축×단축 약 30×20m, 높이 약 25m)

과 통일 광장(장축×단축 약 20×15m, 높이 약 27m)이라고 명명된 두

개의 넓은 광장이 있다. 또한 계단식 논 모양의 휴석과 특이한 형태로 

발달한 연꽃 모양의 휴석 ‘옥좌대’·넓고 높은 벽면을 따라 성장하는 

웅장한 유석·커튼·여의봉이라는 거대한 종유석·대머리형 석순·

동굴진주·동굴산호·석화·월유 등의 아름다운 동굴생성물이 큰 규

모의 광장과 용식공·폭포·호소·만리장성이라는 퇴적층 등과 조화

를 이루며 화려한 경관을 이룬다. 

환선굴에서 발견된 동굴생물로는 꼬리치레도롱뇽을 포함하여 총 

47종이 확인되며, 이 중에서 환선장님좀딱정벌레 등 4종이 환선굴에

서만 발견되거나 환선굴이 모식산지로 기록되고 있다. 환선굴은 1997 ▼	삼척대이리동굴지대	환선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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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0월 15일부터 약 1,600m가 공개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은 동굴이다. 

이 같은 환선굴은 다양한 지형에 걸맞은 전설 또한 남아있다.

먼 옛날 대이리 마을의 촛대바위 근처 폭포와 소가 있는 곳에서, 아

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곤 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쫓아가자 지

금의 환선굴 부근에서 천둥 번개와 함께 커다란 바위더미들이 쏟아져 

나오고 여인은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선녀

가 환생한 것이라 하여 바위가 쏟아져 나온 곳을 환선굴이라 이름 짓

고 제를 올려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게 되었다. 

여인이 사라진 후 촛대바위 근처의 폭포는 물이 마르고 환선굴에서 

물이 넘쳐 나와 선녀폭포를 이루었다. 그리고 쏟아져 나온 바위는 지

금의 환선굴로 가는 길목에 남아 있고 바위더미 위에는 산신당이 지

어져 있었다고 한다. 

◀	삼척대이리동굴지대	환선굴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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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스님에 관한 전설이 전하고 있다. 한 스님이 도를 닦기 위해 

환선굴로 들어갔으나 되돌아 나오는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에 사람들은 이 스님 또한 환선이라 하였다. 스님이 짚고 왔던 지

팡이를 산신당 앞에 꽂아 두었는데 지금의 엄나무가 바로 그것이라고 

전하며, 환선굴 내에는 스님이 기거하던 온돌터와 아궁이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한다.

	 대이리	동굴지대의	군계일학(群鷄一鶴),	관음굴

관음굴은 불교의 관음보살의 명칭에서 딴 것이라 하며, 국내 석회암 

동굴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학술적 가치가 높은 동굴로서 세계에 내놓

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화려하고 웅장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동굴 탐험 전문가들은 “비록 관음굴이 유고·헝가리의 카르스트지

대, 중국 계림의 석회암지대, 미국 뉴멕시코주에 있는 칼스바드 지대 ▼	삼척대이리동굴지대	관음굴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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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굴에 비해 규모는 작으나 독특한 형태 및 다양한 동굴 생성물을 

간직하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더 높다”고 입을 모은다. 

다른 동굴과 마찬가지로 관음굴의 첫 발견자 역시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1662년 삼척부사를 지낸 허목 선생이 저술한 『척주

지』에 최초의 기록이 등장할 뿐이다. 

관음굴 동굴 입구의 크기는 폭 4.2m, 높이 3m로 총 연장은 약 

1,600m이다. 이 중에서 주굴의 길이 약 1,200m, 가지굴 약 400m이며, 

폭은 5~7m, 높이는 4~22m 이다. 연중 많은 동굴수(지하수)가 흘러나

오고 있으며 동굴생성물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동굴이다. 

동굴의 통로는 단층면을 따라 북동~남서 방향으로 발달한 5단의 

계단 형태로 수직과 수평이 복합된 형태를 이루며 내부에는 4개의 폭

포가 발달해있다. 가장 안쪽에 있는 제4폭포인 옥문폭포의 높이는 약 

9m에 이른다. 

웅장하고 다양한 동굴생성물·미지형·완벽한 원형 보존상태·아

름다운 경관·동굴생물(10강 22목 32과 35속 38종) 등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석회암동굴이며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큰 미공개 동굴

이다.

•척주지에 거명된 갈매굴(葛梅窟)이 

바로 지금의 관음굴이다. 백두대간 주

능에서 뻗어 나온 삼척시 신기면 대이

리 갈매산 기슭에 있어 이같이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일대 일부 주민

들은 요즘도 갈매굴이라 부른다. 

◀	삼척대이리동굴지대	관음굴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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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솟아나는	대금굴	

대금굴이 있는 골짜기는 항상 많은 물이 솟아나고 있어 물골이라 

부르고 있다. 물골의 많은 물은 동굴에서 유출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굴을 찾기 시작했고 마침내 2003년 2월 동굴을 발견하였다. 대금굴

은 물이 많이 나는 물골에 있는 동굴이라 처음에는 ‘물골굴’이라고 불

렀으나 동굴생성물들이 누런 황금색을 띠고 있어 ‘대금굴(大金窟)’이

라고 명칭을 바꿨다.

대금굴의 총 연장은 약 1,610m이며, 이 중 주굴의 길이는 약 730m, 

가지굴은 약 880m이다. 대부분 수평통로이고 호수 구간이 많다. 굵기

가 일정한 막대기형 석순, 최대 직경 4cm에 달하는 동굴진주, 8m 높

이의 폭포, 호수 등이 특징이다. 확인된 동굴생물은 8강 14목 15과 15

속 15종이다. 이렇듯 연중 많은 동굴수가 흐르며, 4개의 폭포와 특이

한 동굴생성물이 발달해 있어 학술적 가치가 큰 동굴이다. 

주변	지역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제95호 삼척 도계리 긴잎느티나무 강원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278-2 - 1962. 12. 07.

제226호 삼척초당굴 강원 삼척시 근덕면 금계리 산380 - 1970. 09. 17.

제272호 삼척 갈전리 당숲 
강원 삼척시 하장면 갈전리 

415-1 3필
- 1982. 11. 09.

제363호 삼척 궁촌리 음나무 강원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452 - 1989. 09. 16.

주변	지역	문화재	/	유적

문화재	종별	및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보물 제213호 삼척 죽서루 강원 삼척시 죽서루길 44 (성내동) 조선시대 1963. 01. 21.

사적 제421호 삼척 두타산 이승휴 유적 
강원 삼척시 미로면 동안로 816, 외 

(내미로리) 
고려시대 2000. 09. 16.

사적 제524호 삼척 준경묘·영경묘 
강원 삼척시 준경길 산333-360 

(미로면, 준경묘 사당) 
조선시대 2012. 07. 12.

명승 제28호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 강원 삼척시 성내동 28 등 - 2007. 12. 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