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별 및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537호

지정(등록)일 2012. 09. 25.

소재지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대회산리  

산42-1

선녀가 노닐던 곳이었을까,  
포천 한탄강 현무암 협곡과  
비둘기낭 폭포

포천 한탄강 현무암 협곡과 비둘기낭 폭포는 한탄강 용암대지가 개석되면서 형성

된 현무암 협곡과 폭포로 그 주변에는 크고 작은 하식동과 주상절리, 판상절리, 협곡, 

용암대지 등이 있어 포천-철원-연천지역의 지형형성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초

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용암분출에 따른 침식기준면의 변동과 수계발달 간의 상호작용과 용암대지 

내의 폭포 발달과정을 알 수 있는 독특한 폭포지형으로 지형·지질학적 가치가 매우 

크기에 2012년 천연기념물 제 537호로 지정되었다.

•수계(水系)

한 지역을 흐르는 지표면의 하천이나 고여 있는 표층수 및 그 지류

지질 11 	포천	한탄강	현무암	협곡과	비둘기낭	폭포



문화재 이야기 여행 천연기념물 100선   65

	 큰	여울에서	신세를	한탄하다

한탄강의 명칭 유래와 관련된 전설로는 ‘궁예(弓裔)가 왕건에 쫓겨 

도망치다 이곳에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다’고 해서 한탄강이 되었다

는 설과 6·25 전쟁 때 피난을 가다가 한탄강을 만나 건너지 못하고 

한탄했다고 해서 한탄강이라고 불렀다는 구전이 있다. 

그러나 문헌상 유래를 찾아보면 한탄강의 옛 지명은 대탄(大灘)으

로 ‘큰 여울’이라는 뜻을 가진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한탄강을 

“양쪽 언덕에 모두 섬돌 같은 석벽(石壁)이 있으므로 체천[섬돌이 겹

쳐 있는 하천]”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한탄강 하류의 사람들은 

한탄강을 ‘한여울[큰여울]’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같은 한탄강은 강원도 평강군의 추가령 구조곡 동쪽 산지에서 

발원하여 남서쪽으로 흐르면서 평강과 철원을 남류하고 포천시의 경

계를 따라 남서류하다가 연천 도감포에서 임진강과 합수한다. 

한탄강은 약 27만 년 전 북한의 강원도 평강 남서쪽 3km 지점 오리

산에서 최소한 11번의 화산 폭발로 분출된 용암이 남쪽으로 흘러 옛 

한탄강의 포천과 연천 지역을 거쳐 임진강 하류 파주 율곡리까지 뒤

덮어 용암 평원을 형성하였다.

굳어진 용암대지 위에는 새로이 변경된 유로가 나타나며, 높아진 

대지로 인해 증가된 하방침식력으로 새로운 유로는 하곡을 깊게 파내

◀			포천	한탄강	현무암	협곡과		

비둘기낭	폭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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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가게 되었다. 특히 기반암인 화강암이나 편마암과의 약한 경계를 따

라 활발하게 침식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용암 대지의 침식으로 인해 양

쪽 절벽이 수직 절벽인 협곡이 만들어져서 현재의 한탄강이 생겨났다.

한탄강 중에서 포천 한탄강은 주상 절리 협곡이 길게 늘어져 있고 

침식에 따른 하식 동굴이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 1990년대 초에는 상

수원 보호 구역으로 설정되어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고 있었다. 

포천시에서는 한탄강 홍수 조절 댐 건설에 따라 상수원 보호 구역

에서 해제되는 한탄강의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2009년부터 자체 조사

와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2011년 3월 ‘포천 한탄강 8경’을 지정하였다. 

그리고 2011년부터 포천 한탄강의 보존 방안을 위하여 문화재청과 협

조하여 주요 경승지를 천연 기념물과 명승으로 지정하였다.

	 포천	한탄강	8경

우리나라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났던 지역이라고 하면 제주도나 울

릉도를 떠올린다. 하지만 섬이 아닌, 서울 근교에 화산활동으로 형성

된 현무암 협곡 지대가 있으니 그곳이 바로 한탄강이다. 

포천시는 한탄강 일대에 형성된 현무암 협곡 가운데 빼어난 경치를 

가진 여덟 곳을 꼽아 한탄강 8경을 선정했다. 일반적인 강변 풍광과는 

사뭇 다른 한탄강 8경은 특이한 지형 덕분에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가 

되기도 했지만, 거의 대부분 지역이 아직도 오염 없는 원형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다. 

한탄강 최고의 명승지로 꼽히는 고석정은 철원 땅에 있지만 포천 

경계 안에도 그 못지않은 비경이 많다. 상류에서 하류 쪽으로 가면서 

제1경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 협곡(천연기념물 제436호), 제2경 샘소, 

제3경 화적연(명승 제93호), 제4경 멍우리협곡(명승 제94호), 제5경 

교동 가마소, 제6경 비둘기낭 폭포(천연기념물 제537호), 제7경 구라

이골, 제8경 아우라지 베개용암(천연기념물 제542호)이 각각 위치해 

있다.

•한탄강은 성분이 상이한 암석 경계

면을 따라 차별침식이 이루어져 화강

암 지역은 완경사, 현무암 지역은 급

경사인 비대칭의 협곡이 형성되었다.

▲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	협곡

·천연기념물 제436호

·소재지 :   경기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1101 등, 강원도 철원군 동

송읍 장흥리 725 등

·사진 출처 : 문화재청

▲	포천	아우라지	베개용암

·천연기념물 제542호

·소재지 :   경기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산 209-1 등 12필지

·사진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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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폭의	동양화가	펼쳐지다

‘비둘기낭’이란 이름은 이곳이 비둘기 둥지처럼 움푹 파인 낭떠러지 

모양을 하고 있다는 데서 붙여진 것으로 ‘낭’은 낭떠러지를 의미한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때 비둘기가 많이 서식했었던 곳이라고도 알려지

고 있다. 

비둘기낭 폭포는 큰 문화재적 가치를 지니는데, 한탄강 부근의 용

암대지에 형성되어 있는 폭포의 발달과정을 알 수 있는 매우 귀중한 

폭포지형이다. 규모면에서도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재인폭포를 능

가한다. 경관의 아름다움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제주도의 어떤 폭포

보다도 아기자기한 아름다움을 선사해서 20m 내외의 주상절리 절벽

으로 둘러싸여 있는 폭포 주변의 반원 모양의 4개의 하식동굴은 글자 

그대로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하다. 

폭포 상류 쪽은 논 옆으로 개울이 흐르는 정도로 평평하다가 갑자

기 땅이 푹 꺼지면서 폭포가 떨어진다. 하류 쪽으로는 높이 20~30m

의 수직 절벽으로 된 협곡이 형성돼 있어 보는 것만으로도 신비함이 

느껴진다. 하지만 드라마 속 한 장면을 떠올리며 비둘기낭 폭포를 찾

았다가는 실망하기 십상이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 폭포에서 물이 떨

어지지 않기에 비가 많이 내린 직후나 장마철에 찾아야 비둘기낭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 

◀			포천	한탄강	현무암	협곡과		

비둘기낭	폭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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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폭포의 하류에는 용암류와 용암류 사이의 경계면을 따라 흐르던 

지하수가 두 곳에서 유출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이 비둘

기낭 폭포로부터 상류 116m 떨어진 지점에도 높이 9.4m의 작은낭 폭

포가 형성되어 있어 절경을 이룬다.

주변	지역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제436호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 협곡
경기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1101 등,

강원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25 등
 - 2004. 02. 23.

제460호 포천 직두리 부부송 
경기 포천시 군내면 청군로

2985번길 180 
 - 2005. 06. 13.

제542호 포천 아우라지 베개용암
경기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산 209-1 등 12필지 
기타 2013. 02. 12.

주변	지역	문화재	/	유적

문화재	종별	및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사적 제403호 포천 반월성 
경기 포천시 군내면 청군로 

3290번길 19 외
삼국시대 1998. 02. 20.

명승 제93호 포천 화적연 경기 포천시 영북면 산 115-0 자일리  - 2013. 01. 04.

명승 제94호 포천 한탄강 멍우리 협곡 경기 포천시 관인면 574-1 일원  - 2013. 02. 06.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70호
용연서원 경기 포천시 신북면 신평2리 165 조선시대 1976. 08. 27.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75호
인평대군치제문비

경기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산46-1 
조선시대 1978. 10. 10.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55호
포천석조여래입상 경기 포천시 어룡동 산19 고려시대 1995. 08. 07.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20호
포천 동화사 목조불좌상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476-2 조선시대 2009. 02. 09.

경기도 기념물

제24호
이항복선생 묘 경기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산4 조선시대 1975. 09. 05.

경기도 기념물

제35호
서성선생 묘 경기 포천시 설운동 산1-14 조선시대 1976. 08. 27.

경기도 기념물

제46호
화산서원 경기 포천시 가산면 가산로 227-40 조선시대 1975. 09. 05.

경기도 기념물

제102호
충목단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소흘로116번길 

13
조선시대 1987. 02. 12.

경기도 기념물

제130호
인평대군 묘 및 신도비 경기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산46-1 조선시대 1992. 0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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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념물

제140호
포천 영송리 선사유적

경기 포천시 영중면 영송리  

158-2, 외 30필지 
삼국시대 1994. 07. 02.

경기도 기념물

제185호
포천 고모리 산성 

경기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산64, 외 
삼국시대 2002. 09. 16.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6호
포천향교

경기 포천시 군내면 청군로  

3274번길 37 
조선시대 1983. 09. 19.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47호
포천 금현리 지석묘

경기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04-10 
- 1983. 09. 19.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38호
포천 안동김씨 고가터 

경기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 557
조선시대 2006. 04.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