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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이�책은�강원도�고성군의�문화유산�가운데�여행�다니기에�좋은�대상지를�선별하여�알기�쉽게�정리한�

것으로,�고성군의�문화유산이�모두�수록된�것은�아님을�미리�밝혀둡니다.

•�상이한�내용,�오·탈자�등은�고성군�문화체육과(033-680-3365)로�연락주시면,�향후�2쇄�발간시에�반영하

겠습니다.

•�문화유산을�찾아�가는�데에�도움이�되도록�GPS좌표를�수록하였습니다.�주소로�찾기�어려울�때에는�

GPS좌표를�활용하는�것도�도움이�될�것입니다.�아래와�같이�지도�검색창에�위도와�경도를�띄어쓰기로�

입력하여�쉽게�활용할�수�있습니다.�(단,�이�GPS좌표는�문화유산의�정확한�좌표값을�나타낸�것이�아닌�문화유산을�

찾아�가기�위해�참고용으로�기록된�것이며,�반경�20m�정도의�오차가�있을�수�있습니다.)

GPS

이미지 출처: 카카오 지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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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간성읍

1

지금 지나는 골목, 그 집, 저 언덕에도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다. 예로부터 

고성지역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문화재가 존재하는 간성의 시간을 거닐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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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물 제1337호

 조선시대

 2002. 2. 6. 지정

강원 고성군 간성읍 해상리 1041

GPS  38.386663˚ N  128.398324˚ S

고성 육송정 홍교
高城 六松亭 虹橋

홍교虹橋란 다리 밑이 무지개 같은 반원형이 되게 쌓은 다리를 말하

며, 홍예교虹霓橋, 무지개다리라고도 한다. 고성 육송정 홍교는 백운교白雲橋

라고도 하며 건봉사에서 동남쪽 4km 거리, 간성읍 해상리에서 건봉사로 

향하는 산길이 시작되는 곳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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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봉사에는 5개의 홍교가 

있었다고 하며 그중에서 육송

정 홍교는 사찰에서 가장 멀리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다리이

다. 영조 24년1748 편찬된 『간성

군읍지杆城郡邑誌』에는 을축년1745

의 대홍수로 붕괴되어 1765년 

음력 2월에 석교를 중수하고 

정자 1칸을 다리 옆에 건립했

다는 기록이 있고 『건봉사본말사적乾鳳寺本末寺蹟』에는 영조 41년1765 건봉사 

스님인 현붕玄鵬과 치흡緇洽이 육송정 홍교를 중건하고 백운교白雲橋라고 하

였으며 비를 세웠다는 기록으로 보아 다리의 명칭과 건립 연대의 일부를 

추정할 수 있다. 지상에 높게 돌출된 자연암반을 잘 이용하여 축조한 홍

교로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조선시대 석조 다리의 아름다운 조형미를 잘 

보여주어 2002년 보물 제1337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는 2006년에 복

원된 모습으로 남아있다.

Travel Tip

이�다리의�보존을�위하여�지금은�홍교�동측에�새로운�

다리가�놓였지만,�직접�다리�위를�걸어�다녀�볼�수�있다.

다리의 한쪽을 받치고 있는 자연암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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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기념물 제247호

 1973.7.13. 지정

강원 고성군 간성읍·거진읍·수동면 일부, 인제군 서화면 일부

GPS  38.265274˚ N  128.358831˚ S(진부령미술관)

향로봉·건봉산 천연보호구역
香爐峰·乾峰山 天然保護區域

향로봉·건봉산 천연보호구역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천연의 숲이 

보존되어 온 곳이다. 

강원도 고성군과 인제군에 걸쳐 위치해 있으며, 칠절봉1,172m~향로봉

1,296m~건봉산910m을 지나 비무장지대까지 이르는 지역에 걸쳐 지정되어 

있다. 이 지역은 우리나라 중부 온대림의 특징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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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적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대표

적인 지역으로서 높은 가치가 인정되어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

고 있다. 

금강초롱을 비롯하여 검팽나무, 사람주나무, 분비나무, 눈측백, 덤불

오리 등의 희귀식물이 자라고 있으며 계곡에서는 칠성장어, 산천어, 금

강모치, 버들가지, 가는돌고기 등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어류가 서식하

고 있다. 포유류는 20종이 조사되었는데 그중에서 수달, 사향노루, 산양, 

하늘다람쥐, 삵 등은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되어 있다.

금강초롱(ⓒ 국립수목원)

천연기념물 제216호 사향노루(ⓒ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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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향로봉·건봉산 천연보호구역은 공개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보

호되고 있다. 특별한 허가가 없이는 출입할 수 없으며 관리·학술 목적 등

으로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

향로봉 출입금지 안내문 진부령미술관에서 VR로 향로봉의 모습을 볼 

수 있다.

Travel Tip

이곳의�모습을�보기�위해서는�진부령�정상에�위치한�진

부령미술관을�방문해�볼�것을�추천한다.�이곳에서�향로

봉�소개�영상을�보거나�VR로�3D영상을�시청할�수도�있

다.�출입이�통제되어�있는�지역이지만�영상을�통해�그�

안으로�들어가�원시림의�모습을�둘러볼�수도�있고�숲�속�

생태계에�대한�소개와�보존을�위한�활동에�대해서도�간

략히�접해�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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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 간성읍 교동2길 26(교동리 280), 극락암

GPS  38.380523˚ N  128.440104˚ S

고성 극락암 선종영가집(언해)

高城 極樂庵 禪宗永嘉集(諺解)

선종영가집은 당나라의 승려 영가 현각永嘉玄覺,�665~713이 선종禪宗의 교

리를 알기 쉽게 풀이한 것으로 불교의 핵심이 되는 계율과 선정* 그리고 

지혜[戒·定·慧]의 세가지 배움을 바탕으로 하여 깨달아 가는 수행 방법을 

10개의 주제로 나누어 상세하게 분석하여 설명한 글이다. 즉 선정에 들 

때의 주의할 일과 수행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고려 때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79호

 조선시대

 2018. 10. 26. 지정

*�선정禪定:�불교의�근본�수행방법�가운데�하나.�마음을�닦는�수행으로서�생각을�쉬는�것을�의미함.�(한국

민족문화대백과�http://encykorea.aks.ac.kr)

사진 제공: 극락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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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들어오게 되었고, 조선시대에 이를 우리말로 풀이한 언해본諺解本이 

많이 전해진다.

극락암에 소장되어있는 ‘고성 극락암 선종영가집(언해)’는 조선 세조

世祖�때에 한글로 토를 달고 신미대사信眉大師가 번역하여 효령대군孝寧大君과 

해초海超, 홍일弘一, 효운曉雲, 해통海通, 연희演熙 등의 고승들이 감수한 것을 

1464년 간경도감**에서 목판본 상·하 2책으로 펴낸 선종영가집(언해본)의 

상권 1책이다. 이는 훈민정음이 반포된 이후의 국어를 반영하여 국어사

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당시의 도서 형태, 불교사상적 경향 등과 

같은 역사ㆍ문화적인 실체를 담고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2018년 강원도 

‘고성 극락암 선종영가집(언해)’가 소장되어 있는 극락암

**�간경도감刊經都監:�조선�세조�때�불경을�번역하여�간행하던�기관으로서,�한자로�되어있던�불경들을�

언문으로�번역하고�간행하여�백성들이�그동안�마음�놓고�읽을�수�없던�불경들을�자유롭게�읽고�쓸�수�있

게�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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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재 제179호로 지정되었다.

‘고성 극락암 선종영가집(언해)’는 극락암에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지

만,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는 않다. 주지 스님께서는 추후 전시공간이 마

련되면 일반 관광객에게도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하셨다. 

선종영가집을 직접 보지 못하더라도 극락암은 한 번쯤 들러보기를 추천

한다. 전통사찰로도 지정되어 있는 극락암은 비구니 스님들께서 정성껏 

돌보신 때문인지 소박하게 아기자기하고 마음을 쉬어가기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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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Tip

전봉상�효자각과�가까운�마을길(교동2길)을�따라�극락

암으로�진입할�수도�있지만,�이쪽�길은�좁은�산길을�넘

어가야�한다.�사진과�같이�진부령로에서�극락암�이정표

를�따라�진입하기를�추천한다.�길도�평탄하고�주변�논밭

의�풍경�또한�좋다.

극락암�이정표(38.380969,�128.44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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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 간성읍 수성로 71-7, 고성어로요 보존회

고성 어로요
高城 漁撈謠

댕겨보세 댕겨보세 에야/ 올라가는 비우치야 에야/

우리 소망 들어주오 에야/ 우리의 망자 열어주자 에야/

그물 천 코라도 에야/ 우리 망자가 잘도 걸었다 에야/

아홉 코에 열 마리씩 에야/ 올라가고 내려가는 비우치도 에야/

우리에 망자에 다 와서 에야/ 걸어주게 에야

- 명태잡이소리 <그물 당기는 소리> 中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7호

 조선시대

 2015. 5. 8. 지정

명태잡이소리 공연(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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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어로요는 고성지역에서 전승되는 대표적인 어업 노동요로서, 

‘명태잡이소리’, ‘곰바위 미역따기’, ‘반바우 후리질소리’를 포함한다.

명태잡이소리는 고성군의 대표 어종인 명태를 잡는 작업 과정에서 

어부가 부르는 민요이다. 작업의 단계마다 내용이 달라지는데, 고기를 

잡는 과정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과 마무리하여 덕장에 너는 과정에

서 불려지는 어로요 등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명태덕장

(1930년대, 고성군지 사진집)

명태잡이 어선

(1930, 고성군지 사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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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을 손질하는 어부(1930년대, 고성군지 

사진집)

어로요의 어휘와 선율은 단순

하다. 파도와 싸우면서 고기잡이

를 하는 어부들에게 사실상 소리를 

할 여유는 없다고 봐야 한다. 따라

서 어로요는 단순하면서도 힘을 요

구하는 반복적인 후렴으로 지속되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요의 가사 

내용을 보면 어민들 생활상의 어려

움을 표현하거나 어로 작업상의 힘

을 내거나 힘을 모으기 위한 독촉과 

격려, 풍어와 풍요를 기원하는 내용 

등으로 나타난다.

곰바위 미역따기는 공현진 앞바다의 곰바위, 불근내바위 등 크고 작

은 바위에서 질 좋은 미역을 따기 위해 바위에 붙은 잡풀을 제거하는 작

업을 하면서 힘겨움을 잊기 위해 부르던 어로요로 전해지고 있다.

반바우 후리질소리는 어부와 주민들이 멸치를 잡아 만선으로 귀항

하는 고깃배를 맞이하며 풍어의 즐거움을 노래하는 어로요로 ‘출어·후릿

그물을 놓는 소리’, ‘후릿그물 당기는 소리’, ‘고기 푸는 소리’로 나뉘어진

다.

‘고성 어로요’는 어로작업할 때 부르는 다양한 소리와 사설辞说,�노래가사

의�의미이 잘 보존되어 있어 전통문화의 체계적 보존·전승을 위해 문화재로

서의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어 2015년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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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Tip

고성군에서�매년�가을�개최되는�‘수성문화제’와�‘고성통일명태축제’�등에서�고성어로요�공연

을�볼�수�있다.

반바우 후리질 공연(1989년, 고성군지 사진집)

봉포해변 미역채취(1960년대, 고성군지 사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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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 간성읍 진부령로 2659 (교동리 664)

GPS  38.377918˚ N  128.438993˚ S

간성향교
杆城鄕校

향교는 조선시대 지방에서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교

육기관이다. 간성향교는 세종 2년1420 성의 북쪽 용연동龍淵洞,�지금의�간성읍�상리

에 창건되어 조선시대 간성지역 관학官學의 중심기능과 성현에 대한 제사 

기능을 담당하던 곳이다.

간성향교가 지금의 위치로 옮겨오기까지 여러 과정이 있었는데 간성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04호

 조선시대

 1985. 1. 17. 지정



고성 문화유산 가이드북24

군수 함헌咸軒,�1508~?의 『칠봉선생유고권지일七峯先生遺稿卷之一』 「간성향교이

건기杆城鄕校移建記」에 의하면 “대대방大代坊�산언덕 뒤편에 터가 있는데 비좁

아서 팔풍*이 교차해 불어 집이 기울었다. 한겨울 추위가 극심해서 거주

하는 유생들이 모두 병이 들었다. 정미년1547년에 훈도들이 모두 모여 다른 

곳으로 이거할 것을 모의하였다. 군에 동서무를 옮길 적당한 곳이 있어서 

교생들이 원하는 대로 군의 서쪽 5리 떨어진 곳을 정하였다”고 전한다. 

이후 세월이 흐르면서 건물은 불타거나 낡아서 다시 짓거나 고쳐졌다. 

1592년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진 것을 이듬해에 다시 지었고 영조 36년

1760에 현 위치로 옮겨졌다. 6·25전쟁으로 대부분의 건물이 불타자 1956

년에 대성전, 동·서재, 대성문을 지었고, 이어 1960년에 명륜당, 1966년

에 동·서무, 1982년에는 외삼문을 세워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위패는 처음 지을 당시의 것으로 지금까지도 잘 모시고 있다. 이 위

패는 임진왜란 당시 향교를 지키기 위해 항거하였던 유생들에 의해 지켜

진 것으로 간성읍 해상리에 위치해 있는 ‘간성향교기적비·비각’에 그들

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지금도 유림회 주관으로 매년 제사가 행해지는

데, 춘추기에 공자와 선현에게 지내는 제사인 석전제釋奠祭를 지내고 있다.

*�팔풍八風:�입춘,�춘분,�입하,�하지,�입추,�추분,�입동,�동지�등�8절기에�부는�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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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는�공자孔子와�여러�성현聖賢을�모시는�

‘제향공간’과�교육을�하는�‘강학공간’으로�구

성되어�있으며�이외에�제사와�교육에�필요

한�부속�공간들이�위치하기도�한다.�제향공

간은�선현들의�위패를�모신�대성전을�중심

으로�좌우에�동무와�서무를�두고,�강학공간

은�강의가�이뤄지는�명륜당을�중심으로�좌

우에�동재와�서재를�둔다.�그�밖에�문루�등

의�부속건물을�배치하는�것이�일반적이다.

대성전大成殿�:�공자의�위패를�비롯해�중국

의�사성과�우리나라의�18현�등을�모시고�제

사를�드리는�곳으로,�향교의�중심�건물.

동무東廡·서무西廡�:�공자의�제자�및�현인들

의�위패를�모신�곳.

명륜당明倫堂�:�유생들을�교육하는�곳.

동재東齋·서재西齋�:�유생들이�숙식과�독서를�

하는�곳.

Travel Tip

향교�동측에�주차장도�마련되어있다.

<향교의 공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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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 간성읍 교동리 664

GPS  38.377771˚ N  128.439276˚ S

현감택당선생이공거사비
縣監澤堂先生李公去思碑

간성향교의 동측 협문에 다다르기 전, 향교 담장을 따라 4기의 비석

이 자리해 있다. 그중에서 가장 왼편에 있는 화강암 비석이 ‘현감택당선

생이공거사비’이다.

거사비去思碑는 선정을 베푼 감사나 수령 등이 떠난 뒤 그 선정을 기리

어 고을의 백성들이 세운 비석이다. 택당 이식李植,�1584~1647선생은 인조 9

 비지정

 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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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1631부터 인조 11년1633까지 간성현감*

을 지낸 인물로, 그는 인재의 양성과 

지역개발을 위해 많은 공적을 쌓았다. 

특히 재임 기간 동안 완성한 ‘간성지杆

城志’는 고을의 자세한 역사를 정리한 

책으로서 간성군 최초의 읍지**로 평가

받는다. 

이와 같은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

해 거사비가 세워졌으며, 건립시기는 

현종 2년1661으로 추정된다. 1981년 진

부령도로 확포장공사에 배수로에 매

몰된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1922년경 

진부령도로를 처음으로 건설할 때 매

몰된 것으로 알려진다. 1982년 향교 

앞 현재의 위치에 복원되었으며 1997

년 이식선생의 후손들이 이 비와 관련

된 또다른 비를 동편에 세웠다.

*�간성杆城:�고성군�지역의�조선시대�명칭.�현감縣監:�조선�시대에�지방�현에�파견된�수령.

**�읍지邑誌:�조선시대�지방�각�읍을�단위로�하여�작성된�지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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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 간성읍 해상리 524-3

GPS  38.387450˚ N  128.420467˚ S

간성향교기적비·비각
杆城鄕校紀蹟碑·碑閣

기적비紀蹟碑는 어떤 사건이나 사업에 관련된 사실이나 자취를 기록한 

비碑를 말한다. 간성향교기적비에는 향교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왜적에 항거하였던 유생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 당시 간성향교는 왜적들에게 점거되었다. 문

묘와 강당을 숙소와 마굿간으로 개축하는 등 행패를 자행하자 향교의 재

 비지정

 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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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었던 김자발金自潑과 박응열朴應烈�

등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왜적에 대

항하여 급히 성인의 위패位牌를 거두

어 정결한 곳에 봉안하였다. 이때 지

켜진 위패가 지금까지도 간성향교에 

잘 남아있는 것이다. 그 뒤 얼마 되

지 않아 왜적은 향교를 불사르고 퇴

각하였다. 왜군에 의해 전소된 향교

를 김자발, 박응열이 사재를 털어 구

한 자재로 1593년 10월에 중건을 시

작하여 준공 후 모든 유생들과 함께 제례를 봉행하였다. 이 일이 임금님

께 알려져 두 사람에게 포상이 내려졌으며 순조 5년1805에 간성향교 유림

에서 이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이 기적비를 건립하였다고 한다. 비

의 보존을 위해 그 위를 덮어 짓는 집인 비각碑閣이 세워져 있으며 비각이 

매우 낡아짐에 따라 1997년 기와를 가지런하게 정비하고 부식된 목재를 

교체하였으며 단청을 하는 등 새롭게 보수하였다.

*�재임齋任:�성균관이나�향교에서�숙식하는�유생으로서�유생들의�의견�등을�대표하거나�그�안의�일을�맡

아보던�임원.

간성향교 기적비

Travel Tip

논�옆으로�난�길을�조금만�따라�들어가면�소나무가�높게�

자라있는�아래에�간성향교기적비·비각을�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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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363-1

GPS  38.381450˚ N  128.470448˚ S

건봉사 포교당
乾鳳寺 布敎堂

포교당이란 산 중의 큰 절이 포교를 목적으로 도시민들의 생활터전 

가까운 곳에 마련한 작은 사찰이다.

건봉사 포교당은 6·25전쟁으로 건봉사가 소실되고, 민간인 출입통제

지역이 되면서 포교당을 중심으로 건봉사의 법맥을 이었다고 한다. 현재 

 비지정

 근대

건봉사 포교당 전경, 스님의 기도 소리가 경내에 고요하게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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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전과 요사채 2동, 수마제원須摩提院이 있고 대웅전 내에는 근년에 조성

된 석가여래 1구와 탱화 6점이 있다.

건봉사 포교당 마당에는 잔디가 넓게 깔려

있고 한쪽 끝에는 벤치도 놓여 있어 잠시 휴

식을 취하기에도 좋다. 사찰 밖으로는 간성

읍내가 잔잔하게 바라 보인다.

건봉사 포교당에서는 이웃을 위한 무료급식

소도 운영하고 있었다.

건봉사 포교당 주차장 입구

Travel Tip

간성읍내에서�만날�수�있는�예쁜�사찰이다.�경내에�들어서면�경건한�불경�소리에�차분해지

고,�중심의�넓은�잔디밭에서는�잠시�쉬어가고�싶어져�고양이도�편안하게�낮잠을�자는�곳이

다.�강아지가�자꾸�짖더라도�무서워하지�말고�조금�시간을�두자.�곧�귀여운�눈망울로�같이�

놀자고�할�것이다.�작지만�실속있는�주차장도�있으니�부담없이�방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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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 간성읍 교동리 521

GPS  38.379398˚ N  128.440303˚ S

전봉상 효자각
全鳳祥 孝子閣

자손대대로 정선전씨旌善全氏 가문들이 모여 사는 이곳에 전봉상 효자

각이 자리잡고 있다.

조선 선조 때 사람인 전봉상은 어릴 때부터 매우 지혜롭고 총명하였

으며 공부에 열심인 소년이었다. 항상 웃어른께 공손하며 부모님께는 효

행이 극진한 아이로 소문나 있었는데 그가 7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병석

 비지정

 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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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눕게 되었다. 그는 잉어가 특효라는 소문을 듣고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 추운 겨울날 혼자서 20여 리나 떨어진 호수까지 눈길을 헤

쳐 나갔다. 호숫가에 거의 다가갈 무렵 하늘이 갑자기 검게 변하더니 천

둥 번개와 함께 난데없이 팔뚝만 한 잉어 2마리가 공중에서 떨어졌다. 어

린 소년은 이를 하늘의 도움이라 생각하여 급히 집으로 잉어를 가져가 정

성을 다해 달여 드렸더니 부친의 병이 완쾌되었다. 후일 다시 아버님이 

병석에 눕자 단지하여 간병하였으며 부모의 상을 당하여는 3년동안 한번

도 집에 돌아오지 않으며 시묘살이를 하였다고 한다.

숲길 끝에 전봉상 효자각의 측면이 바라보인다.

그의 자손인 공순, 재후도 

같은 효심과 정성으로 웃어른

들을 잘 모셔 1610년 그의 후

손들이 효자각을 세웠다. 세월

이 지나 1997년 효자각이 기

울어 지고 주변 정리가 시급해

짐에 따라 현재의 위치로 이전

하고 보수하였다. 

이 효자각에는 전씨문중

의 46대손 전봉상全鳳祥, 51대

손 전공순全孔淳, 54대손 전재후

全載厚의 효자비 3기가 나란히 

모셔져 있고 지금도 매년 이곳

에서는 이들의 덕망을 추모하

는 제사가 올려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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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Tip

전봉상�효자각은�마을�뒤편�산�속에�위치해�있다.�교동

리�교동2길을�따라�고성�극락암으로�넘어가는�고개�중

간에서�전봉상�효자각�안내판이�설치되어�있는�숲길을�

따라�조금만�걸어�들어가�보자.

전봉상 효자각 안에 효자비 3기가 모셔져 있다.

전봉상 효자각으로 향하는 숲길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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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 간성읍 상리 196

GPS  38.380448˚ N  128.466141˚ S

상1리 선정비군
上一里 善政碑群

선정비善政碑는 백성을 어질게 다스린 지방관을 칭송하고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을 통칭해서 부르는 것으로, 이외에도 청덕비淸德碑, 만고불망비

萬古不忘碑 등으로도 불린다.

고성군청의 서쪽 언덕 위에는 고성에서 선정을 베풀었던 인물들을 

기억하기 위한 선정비들이 모여 있다. 이러한 비석들은 대체로 관청으로 

 비지정

 조선~190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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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는 길목이나 국가에서 관장하는 길 

곁에 줄지어 건립되었는데 1985년 고성

군 일대에 산재해 있던 것들 중 각종 개

발 등으로 훼손의 염려가 있거나 민가에

서 빨래판 등으로 사용되던 총 18기의 

비석들을 이곳에 모아 놓은 것이다. 

선정비에는 선정비를 세운 이유, 세

운 사람들의 직위, 명단이 비석에 새겨

져 있다. 앞면의 내용을 보면 주로 군수 

누구 선정비, 영세불망비 등으로 적혀 

있어 어느 인물을 기념하기 위한 비석인

지 알 수 있고, 뒷면에 건립일을 알려주

는 기록이 남아 있다.

상1리 선정비군 배치도 (김광섭(2012) p.261 그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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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비 건립 이유

연번 명칭 연대 주요 내용

1 군수�이도식�영세불망비 1887 간성군수�재임�중�금강산건봉사의�사적을�정리함

2 군수�김상복�선정비 1629 간성군수로�재임하는�동안�백성을�구휼함

3 군수�김계렴�영세불망비 1807 간성군수로�재임�중�선비들을�양성하고�학문을�일으킴

4 군수�성준길�추사비 1625 간성군수가�되어�선정을�폄

5 군수�김용�영세불망비 1870 간성군수�재임�중�건봉사에서�바치던�세금�부담을�덜어줌

6 통훈대부�박근형�불망비 1920 동헌東軒을�건립하는�데�도움을�줌

7
군수�육군참령�이준구�

영세불망비
1904

간성군수로�재임�중�화재로�여러�집과�밭이�피해를�입자�장계

를�올려�구휼을�청함

8 군수�이정하�영세불망비 1902 간성군수�재임�중�어진�마음으로�백성들에게�고루�베풀었다.

9 향토건설�협심비 근대
고성군�지역에서�향토건설에�중요한�사안을�대중에게�널리�

알리기�위한�표석(추정)

10 군수�구음�청백거사비 1696
간성군수로�재임하는�동안�백성을�어루만지고�재정을�관리하

는데�마음을�썼고,�얼음처럼�깨끗한�마음가짐으로�일관함

11 군수�김시보�영세불망비 1722 간성군수�재임�동안�선비들을�양성하고�학문을�일으킴

12 군수�송재의�영세불망비 1831 간성군수�재임�중�건봉사의�잡역雜役을�덜어줌

13 군수�이인정�영세불망비 1871

간성군수로�재임�중�동고東庫,�여제단厲祭壇,�신주�모신�곳,�

제관방祭官房,�제사를�맡아보는�관리의�방,�객사客舍�등을�고

쳐�지음

14 군수�이면익�영세불망비 1909 간성군수�재임�중�근대학교�‘수성학교’�설립에�기여

15 군수�정재용�영세불망비 1847
청간관淸澗館을�고쳐�지었고,�건봉사의�요사채가�화재로�소

실되자�상부에�보고하여�공명첩空名帖을�받도록�함

16 관찰사�정태호�영세불망비 1887 건봉사의�사적기�발문을�쓰는�등�혜택을�베품

17 군수�서유여�선정비 1854 간성군수로�재임하는�동안�많은�공덕을�남김

18 군수�이용학�거사비 1875
간성군수로�재임하는�동안�열산관烈山館,�청간관淸澗館을�다

시�짓는�등�여러�건물을�건축함

출처: 김광섭(2012) 내용 참조

Travel Tip

상1리�선정비군에�도착하면�하늘을�향해�높게�뻗은�충혼탑이�

바라보인다.�고성은�6·25전쟁�당시�북한과의�치열한�전투가�

지속되었던�지역으로,�6·25전쟁�중�산화한�호국영령들을�추

모하기�위한�충혼탑이�여러�곳에�건립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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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 간성읍 금수리 산117 일원

GPS  38.351706˚ N  128.450953˚ S

고성 금수리 산성(남산성)

高城 金水里 山城(南山城)

고성 금수리 산성은 고성군 간성읍 금수리 고성산 해발 297m에 위

치한 산성이다. ‘고성산석성古城山石城’이라고도 하며 관아 남쪽에 있는 산

성이라 하여 ‘남산성南山城’이라고도 부른다. 간성읍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

해 있으면서 간성읍과 인근 지대는 물론 멀리 속초까지 바라다보일 만큼 

주변에 대한 조망이 매우 양호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비지정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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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고성군 간성읍내의 읍성터로 이전해 오기 전 금수리 산성은 

이 지역 거점성이었던 것으로 여겨지며 ‘고성산성’이라고도 한다. 이 산

성의 정확한 축조 연대는 알 수 없으나 통일신라기에는 이미 축조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 고종 4년1217 거란의 침입 당시 이 산성에서 전투를 

벌인 것으로 전해져오고 있으며, 고려시대 몽골침입기까지 사용되다가 

이후 고려말 왜구 침입에 대비하여 다시 수리되어 조선시대 초기까지 사

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금수리 산성은 산 정상부 9부 능선에 위치해 있으며 마치 머리띠를 

두른 것과 같이 산 정상부를 한 바퀴 둘러 쌓은 테뫼식 산성이다. 산 정상

부 평탄지에 이르면 갈림길을 만나게 되는데 왼쪽으로 가면 고성금수리

산성 표석이 세워져 있다. 그곳에서 바깥쪽 경사면을 내려다보면 성벽이 

잘 남아 있는 구간을 볼 수 있다.

성의 둘레는 630m 정도이다. 성 안쪽에는 우물터가 남아 있고 산성 

내부와 주변으로 지금도 많은 기와 조각과 토기편 등이 흩어져 있다. 다

시 그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향하면 고성산 봉수지가 나온다. 일제강점

기에 폐허가 되었던 봉수지를 2008년에 금수리 주민들이 복원하였다고 

하며 이곳에서 멀리 동해와 면한 간성읍과 죽왕면 일대가 넓게 조망된다.

정상부 평탄지  ‘고성금수리산성’ 표석 주변에서 내려다보이는 

석축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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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 안에 위치한 봉화대(2008년 복원)와 멀리 바라보이는 동해 전경

등산로를 오르면서도 성을 쌓은 석축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Travel Tip

고성산�유아숲체험원�주변까지�차로�오를�수�있다.�등산

로�입구에서부터�약�10분�정도�도보로�올라가면�산성�내

부의�평탄지에�다다른다.

금수리산성�등산로�입구�

GPS��:�38.350457,�128.448564(탑동리�산�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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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초록빛 한가운데 고려시대 석탑 1기가 곧게 서있다. 주변의 들깻잎이 무성해지는 8월말부터 

하얀색 꽃이 피는 9월 말 사이의 금수리사지 경관을 감상해보기를 추천한다.

강원 고성군 간성읍 금수리 420

GPS  38.358497˚ N  128.452399˚ S

금수리 사지
金水里 寺址

간성읍 금수리 산골짜기 깊숙한 곳에서 고려 제34대 왕이자 마지막 

임금인 공양왕의 이야기가 전해오는 절터가 있다. 

사찰의 명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남아 있지 않으나 이곳을 금수

 비지정

 고려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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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사지 또는 수타사 절터라 부르고 있으며, 구전에 의하면 고려말 공양

왕이 이곳에 유배되어 1년 7개월간 머물렀다고 한다.

고성산 아래에 위치한 1천여 평의 사지寺址는 주변이 산으로 둘러쌓

인 분지 형태로 아늑한 느낌을 준다. 사찰은 폐허가 된 후 건물들은 모두 

사라져 그 흔적을 찾을 수 없고 현재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사지 끝쪽, 

계곡과 면한 곳에 고려시대 석탑 1기가 남아 있다.

탑 군데군데에서 탄흔도 볼 수 있는

데 지붕돌은 대부분 모서리 부분이 깨

어져 나갔고 상륜부는 모두 멸실되었지

만 일석으로 구성된 기단, 몸돌과 지붕

돌이 하나의 돌로 조성된 점 등은 고려

시대 석탑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어 

가치가 높다.

몸돌에 남아있는 탄흔

Travel Tip

산속에�난�작은�도로를�굽이굽이�따라

가보자.�한�가정집�앞에서�길이�끝나면,�

주변에�차를�대고�가정집을�지나�안으

로�더�걸어�들어가�보자.�곧,�시간이�멈

춘�듯한�경관을�마주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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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407 일원

GPS  38.381300˚ N  128.467629˚ S

간성읍성
杆城邑城

간성읍성은 옛 간성군의 치소성治所城
* 역할을 했던 읍성으로 낮은 야

산이나 구릉지대의 능선을 따라 축조한 평산식** 읍성이다. 길이는 약 

1.3km 정도이고 현재 고성군 간성읍내 대부분이 읍성터에 해당한다. 

 비지정

 조선시대

*�치소성治所城:�관청이�있었던�성으로�군사적인�목적뿐만�아니라�행정적인�측면에서�유사시를�대비한�

성곽

**성곽은�위치하는�지형에�따라�산에�위치하는�산성山城,�평지에�축성한�평지성平地城,�구릉지와�평탄지

를�각기�일부씩�포함하고�있는�평산성平山城으로�구분할�수�있다.

간성읍성 탐방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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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축조된 시기는 고려말로 추정된다. 처음엔 규모가 작았던 성을 

이후 수리하고 증축하면서 큰 읍성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데 문종 원

년1451�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다른 6개 지역 읍성과 함께 고쳐 지어지면서 

이전보다 확장하였고 명종 10년1555 간성군수 유공작柳公綽에 의해서 다시 

지어졌다.

토축土築과 석축石築으로 쌓여진 간성읍성은 세월이 흐르며 길이 나고 

건물이 들어서면서 잔존하는 구간이 일부만 확인된다. 2019년 간성읍성

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자 탐방길이 조성되었다. 약 650m 구간으로 

고성군청을 중심으로 간성도서관, 와우산 충혼탑, 간성전통시장과도 연

결되어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간성읍성 탐

방길은 2019년 고성군에서 난 대형산불로 피해를 본 산불 피해목을 활

용하여 개설했다고 하니 더욱 의미있게 다가온다.

『해동지도』(18세기)에 표현된 간성읍성(이미지 출처: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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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으로 가면 간성전통시장, 오른쪽으로 가면 고성

군청이 나온다.

산책로를 걷다보면 곳곳에 휴식을 취하기에 좋은 쉼

터가 나온다.

Travel Tip

간성읍에�들리게�된다면�간성읍성�탐방길에서�가볍게�트레킹을�즐기는�것도�좋을�듯�하다.�

간성전통시장과도�연결되어�있으므로�출출할�땐�이쪽으로�걸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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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 앞 우물: 강원 고성군 간성읍 하리 39  GPS  38.379762˚ N  128.467703˚ S

천주교 간성성당 앞 우물: 강원 고성군 간성읍 하리 31-15  GPS  38.379155˚ N  128.466864˚ S

간성 은행나무: 간성읍 고성중앙길 9  GPS  38.379992˚ N  128.467485˚ S

삼정·사지·오목
三井·四池·五木

고성에 있는 우물 하나, 나무 한 그루도 다르게 바라보일 이야기가 

있다.

고려 때 덕망이 높은 원님 한 분이 이곳에 부임했다. 넓은 들녘과 아

담한 성으로 둘러져 있는 평화로운 간성이 무척 마음에 든 원님은 이곳

 비지정

 고려시대

『1872년 지방지도』 간성지도에 표시된 3개의 우물(井)과 4개의 연못(池) (이미지 출처: 규장각 한국

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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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오래도록 머무르고 싶었다. 어느 날 원님은 “이방! 이곳에 부임하고 보

니 정말 살기 좋은 곳이구나 내가 이곳에 오래도록 머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아보시오.” 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하명을 받은 아전은 당시 용

하다는 점쟁이에게 부탁하였고 괘를 살피던 점쟁이는 “원님께서 이곳 관

직에 오래 머물고 장수하시려면 성 안에 3개의 우물을 파고 4개의 연못

을 만들고 5그루의 나무를 심으면 오래 머물 수 있겠습니다.”라며 알려

주었다. 아전에게 보고를 받은 원님은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 당장 성 안

에 우물 3개와 연못 4개를 만들고 나무 5그루를 심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렇게 원님이 관복官福과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만든 우물, 

연못, 나무 등을 가리켜 삼정三井, 사지四池, 오목五木이라고 불렀다. 삼정의 

우물은 물이 맑고 깨끗하며 차고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아 많은 주민

이 식수로 이용하였다고 한다.

현재까지 2개의 우물과 1그루의 나무가 남아있다. 그 외의 우물과 

연못은 6·25전쟁과 수복 이후 도시개발 등으로 매몰되고, 나무는 고사 

또는 피폭되어 없어졌다고 한다. 

2개의 우물 중 하나는 천주교 간성성당 입구에 위치해있고 하나는 

고성군청 앞 가정집 마당에 현존해 있다. 두 우물의 보전을 위하여 1994

년 보수작업이 시행되었는데 우물 내 석축을 쌓고 그 위에 잘 다듬어진 

화강석을 우물정자(井)형으로 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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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성성당 입구에 위치한 우물.

고성군청 앞 하리 39번지에 위치한 우물. 우물 옆에는 ‘고성의 유적인 삼정중 하리우물’이라 적힌 

석비가 세워져 있다.

오목 중에 현존해있는 나무는 고성군청 앞마당에서 볼 수 있다. 1280

년대에 식재되었다고 전하는 수령 약 700년의 거대한 은행나무가 언덕에 

자리하여 간성읍내를 내려다보고 있으며 그 앞에는 석비를 세워 연혁을 

기록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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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 입구 오르막길에 들어서면 간성 은행나무가 바라보인다. 

현재 남아있는 삼정·사지·오목은 고성군(옛 간성군) 번영과 주민의 안

녕을 기원하는 상징물이다.

Travel Tip

고성군청�앞우물�위를�덮은�뚜껑을�살짝�들어�올리면�안

을�들여다볼�수�있다.�지금도�우물물이�넉넉히�고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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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단점: 강원 고성군 간성읍 교동리 976-25  GPS  38.383381˚ N  128.449485˚ S

서단점: 강원 고성군 간성읍 해상리 643-2  GPS  38.387005˚ N  128.414018˚ S

고성 구 간성기선점 반석
高城 舊 杆城基線點 盤石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체계적인 제도와 기술력의 근대적인 토지조사

가 이뤄진 시기는 언제이고 어떻게 이뤄졌을까? 

 국가등록문화재 제806호

 1912년

간성기선 동단 반석

보호곽 안을 들여다 보면 기선의 반석을 볼 수 있다.

간성기선 서단 반석

 2021.4.5.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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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3월, 대한제국은 정부에 ‘토지조사국’이라는 전담기구를 만

들고 국토 전역에 대한 토지조사와 측량을 실시한다. 이 토지조사사업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국토 전역을 23개의 삼각망으로 구획하여 삼각측

량을 실시하였다. 이 삼각측량을 위한 한 변의 길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전국 13개소(남한 6개, 북한 7개)에 기선기준선을 설치하였는데, 간성기

선은 이들 중 하나로서 1912년에 간성읍에 설치되었다.

삼각측량이란, 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와 그 양쪽의 각을 알면 남

은 변의 길이를 계산해내는 수학 공식을 이용한 측량방법이다. 따라서 

정확하게 실제 측정된 한 변의 길이가 필수적인데, 이 한 변 즉, 기선이 

삼각측량 시행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정밀도 향상과 정확성 검증 기능

을 했다.

기선을 설치하는 장소인 기선장이 설치되기 위해서는 우선 2~4km 

정도의 거리에 고저차가 없는 평탄하면서도 직선 구간이 확보되어야 한

다. 이 지역은 지세가 극히 좁고 험하여 기선을 설치하기에 어려웠으나 

간성기선 망도삼각측량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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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합당한 곳을 찾을 수 없어 이곳에 설치되었다고 한다. 기선로에 5

개의 제방을 개축하는 등 기타공사를 시행하면서 실측이 이뤄졌다.

교동리에 설치한 동단점과 해상리에 설치한 서단점을 잇는 약 3km

의 이 기선을 기초로 하여 삼각측량 방법으로 주변으로 확장해 나가면서 

대삼각본점으로 선점된 두 점, ‘학산’과 ‘설악산’에 연결되는데, 간성기선

의 확장선인 이 ‘학산-설악산’ 연장선이 전국 23개 삼각망 중에서 강원

도 지방의 ‘강북망’에서 기선으로 기능을 하였던 것이다. 당시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로 현재의 국가기본도인 1:50,000 지도와 지적도가 완성되

어 전 국토의 지형과 필지에 대한 경계, 소유권 등의 조사가 이뤄졌다.

대삼각본점 망도 중 간성기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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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성기선은 우리나라 최초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와 기술력으

로 측량을 실시한 측량기선이며, 당시 설치된 전국 13개 기선 가운데 강

원도에 유일하게 설치된 기선이자 현재까지 양단점의 반석넓고�판판한�돌이 

확인된 유일한 기선으로서 역사성과 희소성 측면에서 보존가치가 매우 

높다.

간성기선 동단 주변 간성기선 서단 기선장 모형

Travel Tip

동단�주변으로�작은�소공원이�조성되어있고�서단에는�기선장�실제�거리의�1/100로�모형이�

만들어져�있어�기선�간�거리를�실측하던�당시의�모습을�상상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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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가보면 좋은 간성읍의 여행지

천년고성시장

과거 금강산으로 가는 길목이었던 고성에 위치한 천년고

성시장은 오래전에 형성된 전통시장이다. 상설시장과 함

께 매월 2일, 7일 5일장이 열리고 있으며 바닷가에 면한 

지역답게 고성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명태를 비롯한 해산

물이 많이 거래된다.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시장1~3길

장신리유원지 / 진부령유원지

진부령 정상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이 계곡을 따라 흘러

내리는 곳으로 이 맑은 물은 한여름에도 얼음같이 차갑

다. 두 곳 모두 넓은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있고 텐트 대

여도 가능하다.

 장신리유원지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소똥령마을길 32

 진부령우원지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진부령로 1000

라벤더축제

매년 6월이면 산골마을과 농장을 보랏빛으로 물들이는 

라벤더가 만개한다. 하늬라벤더팜을 한 바퀴 천천히 돌

아보는 데 1시간 정도 소요된다. 체험거리가 많아지는 주

말이면 그것보다 길어질 수 있다.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꽃대마을길 175, 하늬라벤더팜

 http://www.lavenderfarm.co.kr

진부령미술관

진부령(529m) 정상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

에 위치한 미술관이다. 이중섭의 전시실이 운영되고 있

으며 1층에서는 향로봉의 풍경을 VR로 탐방해볼 수 있는 

VR존이 마련되어있다.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진부령로 663

ⓒ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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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거진읍

2

거진의 문화유산 어디를 가든 자연 경관이 유난히 아름답다. 좀 더 머물고 

싶어서 멍하니 있다보면 넓은 하늘에 해넘이가 찬란하게 퍼진다.



고성 문화유산 가이드북56

거
진
읍 

문
화
유
산 

분
포
지
도



part 1. 간성읍 57



고성 문화유산 가이드북58

능파凌波란 ‘물결 위로 건너듯 가볍고도 우아한 미인의 걸음걸이’를 

뜻하는 말로 속세의 파도를 헤치고 해탈의 부처님 세계로 건너간다는 의

미에서 능파교라고 한다.

능파교는 건봉사의 5개 홍교 중 가장 규모가 큰 다리로 대웅전으로 

들어가는 문턱에 자리해있다. ‘능파교신창기’凌波橋新創記, 1708 비문碑文에 따

 보물 제1336호

 조선시대

 2002.2.6. 지정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건봉사로 723(냉천리)

GPS  38.40242˚ N  128.37854˚ S

고성 건봉사 능파교
高城 乾鳳寺 凌波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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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파교신창기비는 건봉사 불이문 옆에 세

워져 있다.

르면 1704~1707년에 처음 축조되었고 1745년에 대홍수로 붕괴되어 

1749년에 중수되었다고 한다. 이후 1880년에 다시 무너졌는데 그 석재

를 대웅전의 돌층계와 산영루山映樓를 고쳐 쌓는 데에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다. 건봉사 능파교는 무지개 돌다리로 자연지형을 잘 이용하여 축조하

였으며 축조 시기와 건립자 등을 알려주는 능파교신창기비凌波橋新創記碑가 

근처에 세워져 있어 우리나라 홍교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1972년 능파교 모습(고성군, 2020) 능파교는 

2005년에 복원이 이뤄져 지금에 이른다.

Travel Tip

대웅전으로�들어서기�전�건너는�그�다리가�보물�제1336

호�고성�건봉사�능파교이다.�건봉사에�도달하기까지�건

너야�하는�5개의�홍교는�모두�다음과�같다.

•�능파교凌波橋�:�대웅전�들어가는�다리.�일명�산영교山映

橋라고도�함.

•�문수교文殊橋�:�불이문�동남쪽�150m�지점에�있음.�

•�청련교靑蓮橋�:�건봉사�주차장�입구에�위치.�일명�봉명

교鳳鳴橋라고도�함.

•�육송정교六松亭橋�:�해상리와�탑현리�경계에�위치.�일

명�백운교白雲橋라고도�함.

•�극락교極樂橋�:�장항리에�위치.�지금은�송강�저수지�안

에�수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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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寺址는 사찰寺刹이 있었던 장소를 말한다. 건봉사는 금강산 남쪽 

자락 건봉산에 있는 사찰로서 조선시대 전국 4대 사찰의 하나로 많은 전

각과 문화재로 위용을 자랑하던 사찰이었다.

6·25전쟁으로 불이문과 몇 개의 탑비, 부도를 남기고 모조리 불타 없

 강원도 기념물 제51호

 신라시대

 1982.11.3. 지정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건봉사로 723(냉천리)

GPS  38.402334˚ N  128.378802˚ S

고성 건봉사지
高城 乾鳳寺址

건봉사의 옛 모습(1912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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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고 1954년 수복 이후 민간인통제구역이 되어 방치되어 오다가 1989

년 통제구역이 해제되면서 복원작업이 본격화되어 대웅전, 적멸보궁, 산

신각 등 많은 건물들이 복원되고 재건 중에 있다.

건봉사는 신라 법흥왕 7년520에 아도화상我道和尙에 의해 ‘원각사圓覺寺’

로 창건되었으며 경덕왕 17년758 발징화상發徵和尙이 중건하고 만일염불회

萬日念佛會를 열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만일염불회의 효시라고 한

다. 고려시대에는 태조 24년941 도선국사道詵國師가 왕명을 받들어 절을 중

복원된 대웅전의 현재 모습

복원된 건물들 사이사이에는 지금도 빈 건물터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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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하고 이름을 ‘서봉사西鳳寺’라 하였는데 절의 서쪽에 봉황모양을 한 봉

암鳳巖이 있기 때문이다. 이후 공민왕 7년1358에 나옹화상懶翁和尙이 중수하

면서 건봉사로 개칭하여 오늘까지 그 이름을 쓰고 있다. 건봉사乾鳳寺라는 

이름은 이 절의 북서쪽乾方,�건방
*에 봉황새鳳,�봉모양으로 생긴 바위가 있어 

건乾자와 봉鳳자를 함쳐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조선 세조 10년1464에는 세

조가 이 절로 행차하여 왕실의 원당願堂,�소원을�빌기�위한�지정�사찰으로 삼으며 왕

실의 보호를 받는 큰 사찰이 되었다. 임진왜란 때에는 사명대사泗溟大師가 

승의병 700여 명을 모아 훈련시키던 장소였으며 임진왜란 후에는 왜군

이 통도사에서 훔쳐간 부처님 진신치아사리를 되찾아와 이곳에 봉안하

였다. 이때 찾아온 부처님 진신 치아사리는 현재 대웅전 옆의 만일염불

원萬日念佛院에 모셔져 있으며 누구든 상시 친견할 수 있다.

*�건방乾方:�풍수�용어로서�북서쪽을�뜻한다.

고성 건봉사에 안치된 부처님 진신치아사리(ⓒ건봉사)

본래 신라시대 자장율사慈藏律師가 통도사通度寺에 봉안하였던 것

이며, 임진왜란 때 약탈당한 것을 되찾아 오면서 통도사에 다시 모

시고 그 가운데 일부를 건봉사에 봉안한 것이라 전한다.

건봉사 낙서암 송운대사 원불 

1912년 사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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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봉사 입구의 사명대사(송운대사) 상

송운松雲은 사명대사의 또 다른 호다. 사명대사 

원불願佛, 호신불은 높이 약 9.4cm의 금동여래

좌상으로 조선 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6·25전쟁 당시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부 

전문가는 현재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09호로 

지정되어있는 ‘포항 대성사 소장 금동여래좌상

浦項�大聖寺�所藏�金銅如來坐像’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성 건봉사에 있던 불상이 어떤 

연유로 포항 대성사에 모셔지게 되었는지는 확

실치 않으나 6·25전쟁 과정에서 비롯되었을 것

으로 추정될 뿐이다.

능파교를 지나자마자 통로 좌우에 십바라밀석주

가 있다. 1920년에 조성된 것으로서, 대승불교

의 보살이 실천해야 할 10종의 덕목인 십바라밀

의 도형이 음각되어있으며 각각에 대한 설명이 

안내판에 잘 나와있다. 국내의 다른 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건봉사의 독특한 문화유산이다. 

Travel Tip

건봉사�영역에는�중요한�문화유산이�많이�있다.�건봉사�불이문,�건봉사�부도군,�능파교를�포

함한�4개의�홍교를�볼�수�있는�곳이다.�‘간성읍’에서�소개된�‘고성�육송정�홍교’도�그�중�하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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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문은 건봉사 경내로 들어가는 문이다. 사찰로 들어가기 위해서

는 세 개의 문일주문-천왕문-불이문을 지나야 하는데 불이문은 절의 법당또는�금당

에 이르는 마지막 문을 지칭한다. 

‘不二불이’란 둘이 아니라는 뜻으로 진리는 곧 하나임을 의미하며 이 문

을 통해야만 진리의 세계인 불국토佛國土가 펼쳐진다. 그래서 불이문을 지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35호

 1920년 건립

 1984.6.2. 지정

강원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35-1

GPS  38.402459˚ N  128.379397˚ S

건봉사 불이문
乾鳳寺 不二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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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면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법당이 바로 보

일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한다. 이러한 의미

에서 불이문을 해탈문解脫門이라고도 한다.

건봉사 불이문은 1920년에 건립되었

으며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건봉사터에 

유일하게 남겨진 건물이다. 정면 1칸, 측면 

1칸 규모에 팔작지붕으로 되어 있는 이 문

은 초석 위로 돌기둥을 먼저 놓은 다음에 

그 위에 나무기둥을 세웠다. 그리고 각각의 

돌기둥에는 금강저*문양을 음각하고 색을 칠하였다. 돌기둥에 금강저 문

양을 새긴 까닭은 천왕문을 따로 축조하지 않고 불이문으로 하여금 사찰

수호의 기능을 함께 하도록 했기 때문이란다. 또 현재 돌기둥에는 총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6·25전쟁 당시 건봉사에서 얼마나 치열한 

격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이다.

정면에는 ‘不二門’이라 써진 현판이 걸려 있는데, 이 현판은 조선의 

마지막 왕세자, 영친왕 이은英親王�李垠,�1897~1970의 스승이자 당대 명필이었

던 해강 김규진海岡�金奎鎭,�1868~1933
**선생이 쓴 것이다. 불이문 안쪽 천장에

도 또 하나의 현판이 있는데, 설암당 봉흔雪巖堂�奉欣스님이 1920년 불이문

을 중건하고 단청을 했다는 기록이 담겨있다.

*�금강저金剛杵란�불교의식에�사용하는�도구의�하나로�인도의�고대�무기이기도�했다.

**�해강�김규진은�근대서화계몽운동에�적극적으로�활동했던�근대�서화가로,�중국에서�8년간�서화를�공부

하고�돌아와�왕세자인�영친왕의�사부가�되어�글씨를�가르쳤다.�전국의�궁전,�사찰,�현판에�많은�글씨를�남

겼다.

돌기둥에 새겨진 금강저 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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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아미타불 석주 능파교신창기비

해강 김규진이 쓴 불이문 현판 불이문 안쪽에 있는 불이문 중건 

기록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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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약 500년 된 팽나무

Travel Tip

건봉사는�임진왜란�때�활약한�사명대사와�만해�한용운�

선생의�자취가�남아�있는�사찰이다.�불이문을�지나기�

전,�먼저�기념관에�들러�그�자취에�대해�알아보자!

불이문의 주변에는 ‘나무아미타불석주’南無阿彌陀佛石柱,�1920년, ‘능파교신

창기비’凌波橋新創記碑,�1708년 등이 있으며, 500년 수령의 팽나무도 있다. 이 팽

나무는 불이문을 전쟁의 화마 속에서 지켜준 나무라 하여 고성군에서는 

건봉사의 상징목으로 정하고 보호수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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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봉사 초입에는 건봉사에서 수행한 덕이 높은 승려의 승탑僧塔과 탑

비塔碑를 한데 모아놓은 부도군浮屠群이 있다. 불교식 장례법에 따라 승려

가 입적入寂하면 사리舍利나 유골을 안치하는데, 이것을 승탑이라고 하며 

다른 이름으로 묘탑墓塔 또는 부도浮屠라 한다. 부도 옆에는 보통 주인공의 

생전에 행적을 기록한 탑비를 함께 건립한다.

 조선시대

 비지정

강원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 5

GPS  38.400818˚ N  128.383733˚ S

건봉사 부도군
乾鳳寺 浮屠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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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봉사는 신라 법흥왕 7년520 아도화상我道和尙이 창건한 사찰로 전성

기 때에는 조선시대 4대 사찰 중 하나였을 정도로 천년이 넘는 오랜 역사

를 간직하고 있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명대사와 한용운 등 많은 

고승을 배출하였다. 그래서 건봉사에는 부도와 공덕비가 많이 남아 있으

며 이 부도군이 바로 그 증거라 할 수 있다.

원래 건봉사에는 1백여 기가 넘는 부도와 탑비가 있었다. 그러나 

6·25전쟁 이후 상당수 분실되어 사라지고 현재 건봉사에는 조선시대에 

조성된 53기의 부도와 21기의 탑비가 남아 있다. 대부분은 종鍾 모양의 

탑신塔身,�탑의�몸에�해당하는�부분에 연꽃 봉우리 형태의 보주寶珠,�탑�맨�위에�얹은�구슬�모

양의�장식를 올린 석종형 부도이며 탑신에 부도명이 새겨져 있어 주인공을 

알 수 있으나 일부는 부재가 유실되어 주인공을 알 수 없는 것도 있다. 비

부도 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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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Tip

석에는 주인공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거나 어떠한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

기 위해 비석을 세웠다는 내용 등이 새겨져 있다.

건봉사 입구의 부도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조선 철종 때 개

설했던 건봉사의 제4회 만일회*
1851~1881 당시 참여했던 승려 10여명의 생

사리탑이다. 그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몽월당夢月堂�영홍泳泓의 부도이다. 

승려 영홍은 건봉사에서 만일회에 참여했는데 염불삼매경念佛三昧經에 들

어 입적하였다. 입적하던 날 몸에서는 상서로운 광채가 나왔고, 다비를 

마치자 사리가 나와 승탑을 세워 봉안하였다고 한다. 건봉사 경내로 들

어가기 전 부도군에서 영홍의 부도를 먼저 만나 보는 것은 어떨까?

*�만일회는�염불만일회(念佛萬日會)의�이칭으로�조선�후기�건봉사와�망월사에서�극락정토의�왕생을�기원

하며�10,000일�동안�염불을�했던�모임을�말한다.�건봉사에서�최초로�시작되었다.

금강산이�시작되는�입구에�위치한�절이라�하여�‘금강산�

건봉사’로도�불리는�건봉사는�주변�경관이�매우�아름다

워�사계절�언제�찾아도�멋진�풍광을�선사하는데,�특히�

가을�단풍이�한창일�때의�풍경은�단연�으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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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Tip

현재 건봉사에 남아 있는 4개의 홍예교 중에서 가장 작은 다리이며 

문수교文殊橋라고도 한다. 1928년 만해 한용운이 편찬한 『건봉사급건봉사

말사사적乾鳳寺及乾鳳寺末寺事蹟』에 1920년 문수교를 새로 지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근대

 비지정

강원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 5

GPS  38.40199˚ N  128.38125˚ S

홍예교(2)

虹霓橋(2)

건봉사�사명대사�기념관�옆�주차장으

로�진입하기�약�90m�전에�있다.�홍예

교�옆으로�다리가�새로�놓였지만�홍예

교를�직접�걸어다녀�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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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봉사에 남아 있는 4개의 홍예교 중 하나이며 청련교靑蓮橋 또

는 봉명교鳳鳴橋라고도 불린다. 지금은 홍예교의 아치석만 남아있다. 홍예

교가 퇴락하여 통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곳에 주둔한 군인들이 그 아치

석 위에 기둥을 세우고 시멘트교량을 가설한 것이라 한다.

 근대

 비지정

강원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 5

GPS  38.40248˚ N  128.38231˚ S

홍예교(3)

虹霓橋(3)

Travel Tip

건봉사로�들어가기�전�문수

교보다�먼저�만나게�되는�다

리이다.�건봉사�부도군을�지

나�건봉사�방향으로�100여m�

향하다�보면�갈림길이�나오

는데,�그�우측도로의�5m�지

점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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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장刻字匠은 고유의 전통기법으로 나무판에 글자나 그림, 문양 등

을 새기는 장인으로 각수刻手라고도 한다. 각자刻字 작품은 인쇄를 목적으

로 하는 목판, 목활자, 건물에 거는 현판류 등에 주로 쓰였으며 의걸이장

과 책장 등 목가구에도 활용되는 등 그 쓰임새가 다양하였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6호

 2004.5.21. 지정

강원 고성군 거진읍 자산천로 23(반암리 230-15) 고성군 각자전수교육관

GPS  38.41875˚ N  128.46413˚ S

각자장
刻字匠

목활자판을 조립 중인 각자장 이창석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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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인쇄본을 만들기 위해서 목활자의 모든 글씨는 좌우가 뒤바껴 새겨져 있다.

각자장 소제 이창석素齊�李昌石 선생은 강원도 최초 각자 분야의 강원도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이다. 그는 1978년부터 각자를 해 온 장인으로

서, 『월인석보月印釋譜』 권17·18·22, 『훈민정음訓民正音』 해례본解例本과 언해본

諺解本, 『집왕성교서集王聖敎書』, 『삼국유사』 등의 목판 전체를 복원하였을 뿐

만 아니라, 청간정 현판2012, 춘천 조양루 현판2013, 광화문 현판2015, 혜화문 

현판2019 등 많은 목판들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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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교육관 옆, 쌓여있는 것들이 궁금하다. 모두 각자 재료로 쓰이기 위해 몇 년씩 건조 중인 나무 

판재들이라고 한다. 이것도 적은 것이라고. 이보다 훨씬 높이 쌓여있던 것이 각자장 선생의 많은 작

품활동과 함께 끊임없이 줄어들고 새로 쌓아서 건조시키고를 반복한다고 한다.

강원도에서는 이창석 선생의 뛰어난 전통 각자 기능을 보존·전승하

기 위해서 2004년 무형문화재 보유자 제16호로 지정하였으며, 이창석 

각자장의 아들인 이운천 씨가 현재 전승교육사로 대를 잇고 있다.

Travel Tip

각자전수교육관에서는�주로�전통각자�전승교육이�이뤄

진다.�1년에�한�번�누구나�신청할�수�있는�이�교육�프로

그램에�전국에서�교육생이�몰려들며�학구열도�대단하다

고�한다.

아직은�전시공간이�없어서�일반�관광객이�상시로�각자

장의�작품을�관람하거나�시연을�보기는�어려우므로,�공

개시연�행사나�목판�체험�행사�등의�기회를�노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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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진포는 동해안 최대의 석호로 둘레 약 16km의 호수이다. 석호란 

육지 쪽으로 움푹 들어가 있던 바다가 점차 바다와 분리되어 생긴 호수

를 말한다. 

 강원도 기념물 제10호

 1971.12.16. 지정

강원 고성군 거진읍 화진포길 280(화포리 596) 일원

GPS  주차장(화진포생태박물관): 38.47236˚ N, 128.44266˚ S

응봉 정상: 38.464792˚ N, 128.447781˚ S

화진포
花津浦

응봉 정상에서 조망한 화진포, ‘화진포’는 호숫가에 해당화가 만발해 붙여진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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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진포는 인근 하천이 흘러들 뿐만 아니라 바다와도 교류하고 있어

잉어, 숭어, 향어, 붕어, 가물치, 도미, 전어 등 염담수 어류가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으며 저어새, 고니, 청둥오리 등 철새도래지로도 유명하다. 

주변에는 적송금강송과 곰솔해송이 울창하게 퍼져있는 소나무 숲과 넓은 갈

대밭으로 둘러싸여 있어 경관이 빼어나 예로부터 유명한 별장들이 많았

다. 일제강점기에는 선교사들이 들어와 휴양지로 삼았으며 이때 ‘화진포

의 성’이 건립되었다.

또한 화진포 일원에 지석묘 등 선사유적이 여럿 발견되어 이 지역이 

아주 오랜 옛날부터 중요한 생활터전이었음을 알 수 있다.

화진포 전경

화진포 관찰 조망대 화진포 주변 송림 산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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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진포 5호 고인돌

화진포의 성

이승만 초대 대통령 별장

Travel Tip

화진포�호숫가를�따라�길이나�소공원�등이�놓여�있어�산

책과�드라이브를�즐기기에도�좋다.

응봉鷹峯,�해발�122m�정상에�오르면�화진포�전체를�조

망할�수�있다.�화진포의�성에서부터�해맞이�숲길을�따라�

약�40분(1.7km)�정도�거리이다.�등산로가�잘�정비되어�

있으므로�가벼운�운동삼아�올라가�보자.�아름다운�석호

와�동해바다의�절경을�만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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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진포의 성은 우리나라 최초로 크리스마스 씰을 보급한 닥터 셔우

드 홀Sherwood�hall의 별장이었다.

셔우드 홀은 1893년 조선에서 태어난 최초의 외국인이었다. 셔우드 

홀의 부모님은 조선에서 의료봉사로 헌신한 인물로 아버지는 미국 감리

회 의료선교사이자 광성고등학교 설립자인 윌리엄 제임스 홀, 어머니는 

 비지정

 근대

강원 고성군 거진읍 화진포길 280(화포리 530-1)

GPS  38.474128˚ N, 128.443553˚ S

화진포의 성
花津浦 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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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와 아동을 위한 의료봉사에 헌신하고 우리나라 처음으로 특수교

육을 시작한 캐나다 의료선교사 로제타 셔우드 홀이다. 

미국에서 결핵에 관하여 공부한 셔우드는 우리나라 최초의 결핵전

문요양병원을 설립하게 된다. 당시 조선에서 결핵은 불치의 병으로 여겨

졌으며 악귀의 기분을 상하게 한 사람이 운명적으로 받는 벌이라 생각되

었다. 셔우드 홀은 병의 치료 뿐만 아니라 계몽과 교육 목적에서도 요양

원이 꼭 필요하다고 여겼으며 결핵치료 재원 마련을 위해 1932년 우리

나라에 크리스마스 씰을 도입하였다. 

화진포의 성은 셔우드 홀이 1938년 독일 건축가 베버Herr�Weber에게 건

축하게 하였으며 건물이 2층 돌집으로 만들어져 독일 라인강의 성을 연

상시킨다고 하여 ‘화진포의 성’이라 불렀다고 한다. 이 건물은 셔우드 홀

이 선교사를 위한 예배당으로 사용하였고 가족과 친구들의 별장으로도 

사용하였는데 1940년 그가 일제에 의해 국외 추방되면서 공가로 남아

있게 되었다. 광복 이후에는 38선 이북에 속해 북한 공산당 간부들의 휴

윌리엄 제임스 홀 로제타 셔우드 홀 셔우드 홀 (화진포의 성 건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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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로 운영되었다. 특히 김일성과 가족들의 별장으로 사용되면서 이후 

‘김일성 별장’으로도 불렸다.

셔우드 홀은 1932년 12월 3일 숭례문을 그린 한국 최초의 씰을 발행했다. 이는 한국의 상징이며 

결핵을 방어하는 성루城樓로 나타낸 것이다. 처음 도안은 거북선이었으나 일제의 불허로 숭례문으

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셔우드 홀은 그가 국외 추방되던 1940년까지 9회에 걸쳐 크리스마스 씰을 

발행했다.

1948년 화진포의 성 원형 모습. 왼쪽에서 두 번

째가 김정일이다.

현재 화진포의 성 계단에는 당시 김정일이 앉았

던 계단에 사진과 위치표시가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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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창에서 바라본 화진포해변 경관

화진포의 성은 전쟁 중에 훼손되어 1964년 재건축되었다. 1995년과 

1999년에 전면적인 개·보수가 이루어졌고, 1999년 7월부터 안보역사관

으로 활용하고 있다.

Travel Tip

화진포의�성�관람�시�입장권을�제시해야�하며,�입장권은�주차장�입구�매표소에서�구입하면�

된다.�입장권은�통합발권으로�이승만별장,�이기붕별장,�생태박물관을�함께�이용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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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진포 소나무숲길을 걷다보면 콘크리트로 만든 미니골프장을 만날 

수 있다. 일제강점기이던 1920년대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만든 시설이라 

전하며 현재 8개의 코스가 확인된다.

소나무숲에 가려져 있어 일반 관광객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곳이지

만 간단한 코스부터 나름의 전략이 필요한 어려운 코스까지 갖가지 모양

 비지정

 근대

강원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596

GPS  38.47418˚ N, 128.44038˚ S

영국선교사 미니골프장
英國宣敎師 미니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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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모습이 지금까지 잘 보존된 흥미로운 장소이

다.

Travel Tip

소나무숲길을�따라�천천히�걷다보면�화진포콘도와�멀지�

않은�곳에서�미니골프장을�찾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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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합축교는 고성군 간성읍과 거진읍을 연결하는 다리로 남·북한

이 일부씩 만들었다는 의미로 합축교라 부른다. 원래 명칭은 북천교北川橋

이며 다리 전체 규모는 폭 6m, 길이 214m, 높이는 5m이고, 17개의 교각

이 있다. 

1948년 6월 이곳은 38선 이북지역에서 동해안의 주요 관통로로 기

 국가등록문화재 제143호

 북측1948, 남측1960

강원 고성군 간성읍 상리 214-1번지 외 1필지, 거진읍 대대리 6-1 외 2필지

GPS  합축교 남측 지점 : 38.385524˚ N, 128.461371˚ S 

합축교 북측 지점 : 38.387234˚ N, 128.460241˚ S

고성 합축교
高城 合築橋 

 2004.12.31.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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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했으며 북한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사용해 온 나무다리를 헐고 새로 시

멘트 다리를 건설하려 했었다고 한다. 당시 주민들을 강제 동원하여 건

설 작업을 하였다고 전하는데 주로 거진읍, 간성읍 일대에서 80여 명을 

강제동원해 저녁 늦게까지 공사를 해나갔다고 알려져 있다. 

북한의 강원도인민위원회의 주관으로 남쪽의 교각 9개를 건설하다

가 6·25전쟁의 발발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휴전 이후 이 지역은 수복되

어 1960년 대한민국 국군 공병대가 북쪽의 8개 교각을 마저 건설하고 완

공함으로써 착공 후 12년만에 다리가 개통되었다.

다리 하나에서 남과 북의 교량 형식을 모두 볼 수 있다. 남한에서 건

설한 부분은 받침대와 난간을 철재로 만든데 비해 북한에서 만든 부분은 

시멘트로 만든 것을 알 수 있다. 난간은 현재 새로 정비된 형태로 이전의 

모습은 볼 수 없으나 교각과 받침대의 모습은 지금도 육안으로 비교가 

가능하다.

고성 합축교는 남북 간의 건설공법의 차이를 볼 수 있는 구조물이자 

6·25전쟁의 비극과 현실, 화해시대의 상징적인 유물로 평가받아 2004년 

등록문화재 제143호로 지정되었다. 다리를 통행하는 교통량이 증가하

면서 1988년 합축교 바로 옆에 왕복 4차선의 새로운 북천교가 완공됐고, 

1964년 합축교 모습. 북한에서 건설한 난간형

태를 볼 수 있다. 

1980년 합축교 모습. 남북한에서 만든 난간의 

모습이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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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축교는 현재 보행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북한에서 공사한 시멘트로 만들어진 상판(왼쪽)과, 남한에서 공

사한 철재로 지은 상판(오른쪽)

붕괴위험으로 보수 진행중인 

북천교(1990)

합축교를 찾아가며 만난 경관 합축교에서 바라본 북천의 모습

Travel Tip

합축교와�함께�주변의�아름다운�풍경도�놓치지�말자.�탁트인�논밭은�포근해보이고,�북천과�

주변�산세가�이루는�경관은�더�오래�합축교에�머물도록�한다.�고성을�다닐�때에는�이런�느낌

을�자주�받는다.�넓은�들판과�그�주변의�산세가�완만히�만나�편안하게�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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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가보면 좋은 거진읍의 여행지

백섬 해상전망대

거진리 해안에서 백섬까지 바다 위를 걸어가는 스카이워

크. 전망대에는 투명한 강화유리 바닥이 조성되어 있어 

아찔함을 느낄 수도 있다. 총 길이 137m로 가볍게 산책 

삼아 방문하면 북쪽으로는 해금강과 금구도, 남쪽으로는 

거진항구와 거진11리 해변을 조망할 수 있다.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산 105번지

반암해변

전형적인 어촌의 해안을 따라 양호하게 발달한 백사장에

는 희고 고운 모래가 있어 가족단위 해변으로 적합한 곳

이다. 주변에는 횟집들이 위치하고 있어 먹거리가 풍부

하다.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반암리

고성통일명태축제

고성에서 매년 10월에 열리는 해산물 축제로 제례행사, 

명태 기원제, 거리 퍼레이드, 공연 등이 열린다. 푸드코트

는 고성의 손맛 좋기로 유명한 명태 맛집들이 모두 모여 

운영한다.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11리 해변

 http://www.myeongtae.com

거진항 수산물 판매장

싱싱한 활어회가 생각난다면 거진항 수산물 판매장으로 

가보자. 거진항의 활어 난전을 정비하면서 2019년에 새

로 조성된 수산물 판매장으로, 고성 앞바다에서 생산되

는 각종 활어, 대게, 홍어, 문어 등을 판매하고, 횟감 손질

도 해 준다.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항1길 42

ⓒ 고성통일명태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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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현내면

3

대한민국 최동북단 DMZ와 맞닿아 있는 지역이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세워졌던 군사시설들을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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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 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안보를 최전방에서 지켜온 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GP)다.

1953년 7월 27일 3년이 넘게 지속된 6·25전쟁의 휴전협정이 체결되

 국가등록문화재 제752호

 1953년

 2019.6.5. 지정

강원 고성군 수동면 덕산리 산1

GPS  통일전망대 38.586672˚ N  128.374832˚ S

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GP)

高城 最東北端 監視哨所(GP)

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GP) 2010년 전경. 북한 GP로부터 불과 580m 떨어진 이곳은 ‘GP중의 GP’

라고 불린다. (출처: 육군 블로그 아미누리 armynuri.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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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군사분계선MDL 일명 휴전선이 설정되었고 쌍

방의 적대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대의 주둔이나 무기의 배치가 

금지되는 비무장지대DMZ가 설정되었다.

GP는 휴전협정에 근거하여 DMZ 내부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경계 

소초小哨이다. DMZ에는 남측에 60여 개 북측에는 160여 개의 GP가 설

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 하나인 강원도 고성군의 최동북단 감시초

소는 6·25전쟁 휴전 직후인 1953년 7월 남한에 설치된 최초의 감시초소

이며 그로부터 약 65년간 대한민국의 최전방에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2018년 9월 19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에 의해 

11개 철수 GP를 선정하여 시범 철거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중 남·북측의 

GP 1곳씩 보존하기로 합의하였다. 대한민국은 최초로 설치된 역사성을 

띤 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를 보존하기로 결정하였고 GP에 배치된 화

기, 장비, 병력 등의 철수가 이루어진 후 11월 7일 GP로서의 임무가 종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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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에서 근무한 수색대 병사들 모습(2010)

(출처: 육군 블로그 아미누리 armynuri.tistory.

com)

현재 GP 모습

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 내·외부(출처: 문화재청)

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GP)는 면적 330㎡에 본체가 4층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외벽은 개구부를 최소화하였다. 외부에는 일정 간격으로 감시

초소가 있고 내부에는 상황실, 내무반생활관, 무기고, 식당 등이 있으며 옥

상에는 감시실과 포대, 감시탑이 있어 북한 초소의 상황을 조망할 수 있

게 되어 있다. 또한 이 GP로 부식을 보급했던 케이블카 설비도 현재까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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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통일전망타워에서 바라본 북녘땅과 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GP)

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GP)는 6·25전쟁 휴전 이후 남측에 최초로 

설치된 GP로서 역사성을 지니며 대한민국 최동북단에 위치하여 북한의 

감시초소와 가장 근접580m하여 있고 반세기가 넘도록 오랜 대치 상황과 

냉전시기를 거치며 적대적 관계를 이어오던 현장으로서 향후 남북 화합

과 평화를 위한 상징적 가치가 인정되어 2019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되었다.

Travel Tip

GP에�직접�가�볼�수는�없지만�고성통일전망대에서�바

라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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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산성은 고성산해발�약�290m의 8분능선 상에 위치하고 있는 산성이

다. 대부분의 구간이 멸실되어 완전한 형태의 성벽을 찾아보기는 어렵지

만 일부 남아있는 흔적을 통해 그 형태를 추측해 볼 수 있다.

고성산성은 정상부에 머리띠를 두른 듯한 형태의 테뫼식 산성으로 

그 둘레가 205m 내외이며 산성의 구조는 돌을 주로 사용하여 토석혼축

 비지정

 신라시대

강원 고성군 현내면 산학리 산21 일대

GPS  고성산성 등산로 입구(갈보리기도원) 38.476506˚ N  128.415959˚ S

고성산성(산학리)

古城山城(山鶴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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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石混築한 것으로 추정된다. 산 정상과 그 주변에서 기와조각과 토기조각 

등이 발견되어 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통일신라의 인화문 토기 

뚜껑과 선문 기와편, 어골문 기와편이 수습된 바 있어 적어도 통일신라

부터는 사용된 산성으로 여겨지고 있다.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등의 문헌에 의하면 이 산은 삼

국시대부터 조선 초까지 산학리山鶴里에 존속되어 왔던 열산현烈山縣의 진

산鎭山,�도읍지나�각�고을�뒤에�있는�큰�산과 대피성의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

고 그 후 열산현이 폐현되면서 폐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성의 정상부에서는 남북으로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의 전역과 동해

가 한 눈에 조망되어 군사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지형요건을 갖추고 있다.

갈보리기도원에서부터 흙길로 된 등산로로 진

입하면 금방 왼편으로 나무 계단이 나오는데, 

이쪽으로 올라가면 산성과 산의 정상부로 향할 

수 있다.

산성을 찾으러 가는 중에 만나는 주변의 아름다

운 경관은 덤이다.

Travel Tip

갈보리기도원에서�시작하는�등산로�입구.�이곳에�차를�

살짝�대고�등산로를�따라�걸어올라가�보자.

정상에�통일기원철탑이�세워져�있는�야트막한�산이�바

로�고성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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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산현의 방어시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소나무

숲이 있는 언덕의 하단부를 보면 기와와 자연석으로 토성을 쌓은 흔적을 

볼 수 있다.

 조선시대

 비지정

강원 고성군 현내면 산학리 20-2

GPS  38.473962˚ N  128.417853˚ S

열산현 성지
烈山縣 城址

Travel Tip

7번�국도에서�열산길을�따라�약�400m�정도�들어가다�보면�소나무숲이�있는�언덕을�발견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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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진포 주변인 현내면 죽정리, 거진읍 화포리 일대의 구릉과 일부 사

구지대에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다.

 비지정

 청동기시대

강원 고성군 현내면 죽정리 산 1-1

GPS  38.471562˚ N  128.434627˚ S

죽정리 고인돌
竹亭里 고인돌

죽정리 1반 1호 고인돌(GPS: 38.471914, 128.434507) 

호수와 면한 낭떠러지 가까이에 있으므로 접근 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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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동지방 단일지역 중 최대 군집을 이루어 분포하고 있으며, 

1966년부터 2009년까지 여러 차례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죽정리 1반 

일대에 9기, 죽정리 2반 일대에 16기, 화포리 일대에 29기 등 약 50여 기

가 밀집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인돌 주변으로는 청동기시

대 주거유적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화진포 주변에 형성된 

청동기시대 취락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무덤유적으로 추정되며, 향후 화

진포 주변의 청동기시대 사회의 취락과 고인돌의 문화적 성격과 양상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주목되고 있다.

고인돌이 분포하는 화진포 주변 숲



part 3. 현내면 101

죽정리 1반 2호 고인돌

죽정리 1반 2호 고인돌

죽정리 1반 4호 고인돌

죽정리 1반 6호 고인돌. 차를 잠시 대놓기 좋은 샛길에서도 고인돌을 찾을 수 있다.

Travel Tip

이승만대통령별장에서�도로를�따라�서쪽으로�약�150m

정도�가면�도로�좌측(남측)에�고인돌�덮개돌이�바로�보

인다.�이곳에서부터�도로�좌·우측�숲�일원에서�고인돌을�

찾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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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차진터널은 일제강점기에 개통된 동해북부선* 철도의 터널이다. 

총 길이 110m 대진리와 마차진리의 경계를 통과하는 터널로 대진리에 

사는 이들은 대진터널이라고 하고 마차진리에 사는 이들은 마차진터널 

또는 지역 명소 이름을 따서 무송정 터널로 부른다. 

 일제강점기

강원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 산 107 일원

GPS  38.509713˚ N  128.417563˚ S

마차진터널
麻次津터널

*�동해북부선:�일제강점기에�개통된�철로로써�함경남도�원산에서부터�강원도�양양을�이어주던�철도�노선

이었다.�6·25전쟁과�남북�분단�이후�운행이�중단되었다.

 비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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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에 있는 동해북부선 터널들은 대체로 마을과 마을 사이의 야

트막한 산을 통과한다. 마차진 터널은 마차진리 마을이 있는 언덕 위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안전관리를 위하여 2010년

부터 터널의 양쪽 입구가 폐쇄되었지만 외관을 둘러보거나 철망 사이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다.

Travel Tip

마을분들께�가는�길을�여쭤보면�마을�가운데로�난�다소�

가파른�오르막길을�알려주신다.�오르막길을�꽤�오르며�

“정말�이런�언덕�위에�터널이�있을까?”�라는�의문이�들

며�언덕�위에�다다를�때쯤,�마차진터널을�발견할�수�있다.

<고성군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동해북부선 철도 터널>

˙가진터널(180m) :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 산 1-2

˙마차진터널(110m) : 마차진리 산 107

˙배봉리터널(300m) : 배봉리 163

 ̇통전터널(송현터널, 110m) : 현재 통일전망대 이북에 위치하여 'DMZ 평화의 길' 투

어를 통해서만 답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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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봉리터널은 마차진터널과 같이 일제강점기에 개통된 동해북부선

의 철도 터널로 현존하는 고성군 지역의 동해북부선 터널 중에 가장 긴 

터널300m이다.

6·25전쟁과 남북분단 이후에는 철도 운행이 중단되었고 철로도 사

라진지 오래이지만 아치형 터널은 지금까지 잘 남아있다. 안전관리를 위

 일제강점기

강원 고성군 현내면 배봉리 163 일원

GPS  38.524933˚ N  128.403242˚ S

배봉리터널
培峰里터널

 비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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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터널의 양쪽 입구가 폐쇄되었지만 외관을 둘러보거나 철망 사이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다.

배봉리마을에서 배봉리 터널로 향

하는 작은 길

Travel Tip

배봉리터널은�배봉리마을의�동쪽으로�면한�봉우리�아래

를�지난다.�배봉리마을에서�백두대간로를�따라�동쪽으

로�향하다가�쑥고개로�오르기�전�배봉리�157-3번지�주

변에서�오른쪽으로�갈라지는�작은�길을�따라가보자.

<고성군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동해북부선 철도 터널>

˙가진터널(180m) :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 산 1-2

˙마차진터널(110m) : 마차진리 산 107

˙배봉리터널(300m) : 배봉리 163

 ̇통전터널(송현터널, 110m) : 현재 통일전망대 이북에 위치하여 'DMZ 평화의 길' 투

어를 통해서만 답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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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가보면 좋은 현내면의 여행지

통일전망대

북한 지역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로 우리나라 최북단

에 위치해있다. 고성 통일전망대에 오르면 북녘의 금강

산과 해금강이 광활하게 펼쳐진다. 민통선 이북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출입신고 등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입장이 가능하다.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금강산로 481

DMZ박물관

DMZ의 역사와 독특한 생태환경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박

물관으로, 통일전망대로 가는 길목에 있다. 전쟁·군사 자

료와 유물을 비롯해 자연, 생태, 민속, 예술 등 한국전쟁

과 DMZ에 관한 전시물이 있다.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통일전망대로 369

 http://www.dmzmuseum.com

대문어축제

대문어축제는 매년 5월 대진항 일원에서 개최된다. 동해

안 최북단 대진항 저도어장의 대표 어종인 대문어와 자

연산 수산물을 주제로 하는 수산 먹거리 축제로 다양한 

체험과 자연산 수산물을 만날 수 있다.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항길 100

이승만별장

이승만대통령이 머물렀던 별장이다. 침실과 집무실로 쓰

이던 방 두 개와 거실로 구분되어 있으며 유족들에게 기

증받은 물품들로 전시되어있다. 별장 뒤에는 이승만대통

령의 업적 등 일대기를 볼 수 있는 기념관이 있다.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이승만별장길 33

ⓒ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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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죽왕면

4

죽왕면의 시간은 세상과 다르게 흐른다. 혼자 편안히 쉬면서 구경 다니기

에도 좋고, 다음에는 그 사람이랑도 같이 와서 보여주고 싶은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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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문암리 유적은 신석기 전기에서 중기B.C�1600~4000에 이르는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유적이다. 해안가, 하천과 가까운 낮은 구릉의 서남

부 사면에 위치해 있으며 발굴조사를 통해 신석기시대 집터, 무덤, 밭 등

의 유구와 다수의 유물이 확인되었다. 

 신석기시대

강원 고성군 죽왕면 문암진리 1번지 외

GPS  38.304206˚ N  128.545127˚ S

고성 문암리 유적
高城 文巖里 遺蹟

 사적 제426호

 2001.2.5. 지정

고성 문암리 유적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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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터는 원형, 둥그스름한 장방

형, 장타원형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나

며 집터 바닥은 불다짐을 하거나 모

래바닥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내부

에 화덕자리爐址가 확인되는데 원형 

또는 장방형으로 얕은 토광을 파고 

주위에 돌아가면서 돌을 세워뒀다.

무덤유구 내에서 출토된 접시형

토기와 옥으로 만든 귀고리는 우리나

라에서는 처음 출토된 사례이다. 중

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아무르강 유

역에서 출토되는 것과 유사한 것으

로서 한반도 이외 지역과의 교류관

계 이해에 중요한 자료로 주목된다.

집터 유구(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무덤 유구 출토 접시형 토기 

(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신석기시대인들이 어로생활을 하였음을 보여주는 결합식 낚시바늘, 

어망추그물에�다는�추, 결합식 작살 등의 다양한 유물도 출토되었다. 또한 신

석기시대 중기로 추정되는 ‘밭터’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동아시아 최초

로 확인된 신석기시대 농경유적이다.

어망추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결합식 작살

(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무덤 유구 출토 옥귀고리

(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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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한반도에서 발굴된 경

작유구는 청동기시대의 것이 가장 이

른 시기로 알려졌으나 문암리 유적에

서 확인된 신석기시대 밭 경작유구는 

아직까지 중국, 일본 등에서도 확인된 

바 없어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발굴된 

유적이란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 고성 문암리 유

적은 한반도 동북지방과 중국의 동북 3성 지방, 러시아 아무르강 연안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의 신석기 문화와 한반도 선사인의 원류, 이동경로 

등 당시의 문화계통과 전파 정도 등을 밝히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유적

으로 평가되어 2001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문암리유적 신석기시대 ‘밭’ 유구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고성 문암리 유적 안내판

Travel Tip

고성�문암리�유적은�현재�유적지�주변으로�담장이�둘러

져�있고�안으로의�진입은�제한되어�있으니�담장�바깥에

서�안내판의�설명과�함께�유적지를�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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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씨魚氏마을 집성촌에 위치한 어명기 고택은 이 지역의 전형적인 

부유층 가옥으로 500여 년간 잘 보존되어 왔다. 1500년대 현재의 위치

에 처음 자리잡았고 화재로 소실되었던 것을 1750년경에 어태준魚泰俊,�

1705~1758이 3년에 걸쳐 옛 모습대로 복원하였다. 

 조선 영조 26년(1750)

강원 고성군 죽왕면 봉수대길 131-7(삼포리 551-1)

GPS  38.314611˚ N  128.517968˚ S

고성 어명기 고택
高城 魚命驥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31호

 1984.1.14. 지정

고성 어명기 고택 본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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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명기의 2대조 조부인 어용주魚用株 선생이 1860년대에 본 가옥을 농

토 약 300평을 주고 구입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며 후손에게 대대손손 절

대로 팔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남서향의 집터에 본채를 중심으로 앞마당에는 화장실과 디딜방앗간

이 있고 본채 뒤 후원에는 곳간채*가 있다. 본채의 전체적인 규모는 정면 

4칸 측면 3칸이다. 가옥의 우측 부엌 앞에 외양간을 한칸 돌출시켜 집의 

형태가 ㄱ자를 취하고 있으며 외양간 위에는 다락을 두어 물품을 보관하

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고성 어명기 고택 본채 평면도(대한건축사협회, 

2005)

외양간을 부엌 앞으로 돌출시킨 것은 인근의 왕

곡마을을 비롯하여 고성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평면형태이다.

고성 어명기 고택 배치도(대한건축사협회, 

2005)

*�곳간채:�곡물�등�각종�물건을�넣어두기�위해�창고�형태로�지은�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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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북부지방에 지어진 민가의 평면은 추위에 대한 방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겹집이 대부분인데 이 가옥은 그중에서도 측면이 3칸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단히 희귀한 형태의 구조이다. 겹집은 채광과 통풍보다

는 난방의 효율을 중시한 구조로 함경도, 황해도, 강원도, 경상도 동해북

부 해안의 산간지역에 분포된 가옥 형태이다.

홑집: 한 용마루 아래 방들이 한 줄로 배치된 집

겹집: 한 용마루 아래 방들이 2줄 이상으로 배치

된 집으로 방이 앞뒤로 겹쳐있기 때문에 채광과 

환기가 홑집에 비해 불리하지만 난방에 적합한 

구조

어명기 고택의 측면. 3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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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어명기 고택 진입부

38.315521, 128.518112

이미지 출처: 카카오 지도 활용

앞마당에 위치한 디딜방앗간과 화장실

디딜방앗간은 원래 부엌 측면 마당에 있었으나 

1996년 발생한 산불로 소실된 후 현재의 위치

에 옮겨져 지어졌다.

고성 어명기 고택 진입로에 들어서면 소나무가 

울창한 오솔길을 걷게 된다. 조용하게 걷다 보

면 어느새 가옥을 아늑하게 감싸고 있는 정겨운 

담장이 보인다.

Travel Tip

한적한�마을길을�지나다�

보면�어명기�가옥으로�연

결되는�진입부를�찾을�수�

있다.�GPS좌표를�참고하

여�진입부에�설치된�이정

표를�놓치지�말고�잘�찾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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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왕곡마을은 14세기경부터 양근 함씨, 강릉 최씨, 용궁 김씨 등

이 모여 사는 전통 민속마을로 고려 말 두문동 72인 중 한 분인 함부열咸

傅說이 조선의 건국에 반대하여 은거한 데서 비롯된 집성마을이다. 

동해안의 수려한 자연환경 속에 자리해 있으며 19세기 전후에 건립

된 북방식 전통한옥과 초가집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밀집되어 있는 곳이

 조선시대

강원 고성군 죽왕면 왕곡마을길 41 일원

GPS  38.340574˚ N  128.499386˚ S

고성 왕곡마을
高城 旺谷마을

 국가민속문화재 제235호

 2000.1.7.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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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옥들이 원래의 모습대로 잘 보존되어 있으며 오랜 세월 동안 마을 

전체에 자연경관, 농업 위주의 생활 등이 잘 지켜져온 가치가 인정되어 

전통 민속마을로서는 최초로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왕곡마을은 집집마다 대문이 없어 앞마당은 늘 타인에게 개방적이

고 뒷마당은 반드시 부엌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아낙

네들의 사생활을 보호했다. 왕곡마을의 북방식 전통 한옥은 긴 겨울의 

추위를 견디기 위한 구조로 방들을 앞뒤 2줄 이상으로 배치하여 안방, 사

랑방, 마루, 부엌을 한 건물 내에 수용하여 온기를 유지하는 겹집구조의 

집이다. 농가인 경우 우사를 본채에 덧붙여 다는데 부엌 앞으로 처마를 

내달아서 만들어 전체 가옥 구조가 ㄱ자 형태를 이룬다. 이러한 가옥 구

조는 함경도 지방에서부터 태백산맥 줄기를 따라 내려오면서 동해안 지

방에서 볼 수 있다. 

영화 ‘동주’ 촬영 가옥. 현재 숙박가옥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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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에 방문하게 된다면 하룻밤은 꼭 이곳에서 숙박해 볼 것을 추천

한다. 문화재 안에서 생활해 볼 기회는 매우 드물다. 특히나 왕곡마을의 

숙박가옥은 모두 옛 조상들이 살던 바로 그 가옥들로 저마다의 맛과 멋

이 일상의 삶과는 다른 세상을 만나게 해준다. 문화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봄부터 가을까지만 운영되고 있으며 왕곡마을 홈페이지나 전화

를 통해 쉽게 예약할 수 있다.

왕곡마을 안길 풍경

숙박가옥 내부 모습. 옛날 모습 그대로 남아 있으며 숙박객을 위하여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화장실

과 벽지, 창호 등도 깨끗하게 정비해 두었다.

집집마다 다르게 생긴 굴뚝을 구경하는 것도 좋은 재미 요소다. 기본적으로는 진흙과 기와를 한 켜

씩 쌓거나 진흙과 자연석을 섞어 쌓아올리고 그 위에 항아리를 엎어놓은 형태인데 굴뚝에서 나오

는 불길이 지붕에 옮겨 붙지 않도록 하고 열기를 집 내부로 다시 들여보내기 위한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해 질 무렵이 되면 밥 짓는 연기가 집집이 굴뚝에서 피어오르는데 그 풍경이 무척이

나 따뜻하고 낭만적이다. 

항아리를 얹은 굴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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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가옥에서의 아침. 창가로 다가온 고양이. 마당의 평상에서 쉬다 보면 지나가던 주민분이 

방금 딴 자두를 쥐여 주고 가시기도 한다.

왕곡마을에서의 시간은 언제나 따뜻하고 편안하다. 오늘날까지도 

가장 정감이 넘치는 민속마을이 아닐까.

Travel Tip

숙박가옥에서는�문화재의�보존을�위해�취사가�불가능하

다.�그러나�걱정하지�말자.�마을�입구의�저잣거리�식당

에서�비빔밥,�추어탕�등을�판매하는데�인심도�좋고�맛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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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옥은 고성 왕곡마을 깊숙한 곳에 자리한 종가로서 소유자인 함

정균은 입향조 함부열의 21대손이다.

가옥의 건립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대략 19세기 중엽으로 추정하

고 있다. 함정균의 고조부인 함희석에 의해 건립되었을 가능성이 큰데 

함희석이 어린 시절에는 집안이 궁핍하였다고 하며 그의 효행으로 인해 

 조선시대

강원 고성군 죽왕면 왕곡마을길 52(오봉리)

GPS  38.341264˚ N  128.498689˚ S

고성 함정균 가옥
高城 咸丁均 家屋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78호

 1985.1.17. 지정



고성 문화유산 가이드북122

나라에서 정려를 하사받은 점과 희석의 자녀는 모두 기와집으로 가옥을 

지어주었다는 점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함정균 가옥은 위치로 볼 때 왕곡마을에서 위계가 높은 중심적인 위

치에 있고 여러 대를 이어 온 가장 오래된 가옥 중 하나이다. 특히 왕곡마

을의 전형적인 가옥형태를 잘 보존하고 있다. 본채 건물구조는 정면 4칸, 

측면 2칸의 겹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좌측으로 외양간이 돌출되어 ㄱ자

형 평면이며 돌출 부분은 본채의 지붕선이 그대로 이어지도록 꾸며 놓았

다. 이러한 ㄱ자형 평면은 같은 영동 북부권의 강릉, 양양, 속초 지역 가

옥과도 뚜렷하게 구별되며 왕곡마을의 독특한 가옥 평면과 입면 형태를 

보여준다.

왕곡마을의 다른 가옥과 마찬가지로 대문이 없고 텃밭을 경계로 가

옥 영역이 구분되고 있다. 이렇듯 가옥의 전면 부분이 매우 개방적인 형

태를 보이는 것은 집성촌이 가지는 특징으로 같은 문중이라는 동질감과 

공동체 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삶이 이어지고 있는 민속마을 곳곳의 풍경은 정감있고 따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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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채의 우측에는 행랑채가 있는데 사랑채의 기능도 겸하였던 것으

로 추정된다. 가옥의 진입부에 있는 디딜방앗간은 2003년에 복원된 것

이다. 

행랑채 디딜방앗간

◀ 행랑채 뒤편의 굴뚝

Travel Tip

가옥의�한쪽�구석에도�놓칠�수�없는�아름답고�신비한�모습

이�담겨있다.�가옥을�구경할�때에는�주민분께�실례가�되지�

않도록�외관만�살짝�둘러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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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효자각은 양근 함씨 4세에 걸쳐 5효자가 모두 단지하여 부친의 생

명을 연장하는 보기 드문 효행을 실천하여 이를 기념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조선시대, 왕곡마을에 효성이 지극한 동몽교관童蒙敎官
*인 함성욱咸成郁

 조선시대

강원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354

GPS  38.341408˚ N  128.500331˚ S

양근 함씨 4세5효자각
楊根 咸氏 四世五孝子閣

 비지정

*�동몽교관�:�조선시대�어린이를�교육시키기�위하여�각�군현에�두었던�교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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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사람이 살았다. 그는 어린이를 교육하는 

훈육자로서 아버지의 병이 위독하게 되자 망

설임 없이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아버

지 입에 넣어 드려서 일주일을 더 살도록 했다

고 한다. 옛날 약재가 흔치 않던 때 병이 위중

한 환자에게 손가락을 자르거나 깨물어 그 피

를 먹여 위급한 시간을 넘기는 일이 종종 있

었다. 이러한 그의 효심은 가풍으로 이어져 그 

아들 인흥仁興과 인홍仁弘, 인홍의 아들 덕우德祐,  

덕우의 아들 희용熙龍 역시 각각 그들의 손가락

을 잘라 위독하신 아버지의 생명을 더 연장케 

하였다.

효자각에서 바라보이는 왕곡마을 전경

4대에 걸친 5효자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1820년 마을에 비각을 세우

고 효자비를 건립하였다고 전해지며 현재 남아있는 효자각과 5기의 비

석은 모두 1984년에 새로 만든 것이다.

Travel Tip

왕곡마을의�북동쪽�한고개를�넘어�들어오는�진입부에�

들어서면�오른쪽으로�양근함씨�4세5효자각으로�향하는�

샛길이�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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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각은 함희석의 효행을 기리기 위하여 고종 6년1869에 건립한 것

이다.

조선 헌종 때 왕곡마을에 효심이 아주 깊은 함희석咸熙錫이라는 사람

이 살았다. 희석의 아버지인 덕인德仁은 3형제를 두었으며 희석은 그의 장

남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천성이 온화하여 부모를 극진히 공경하였으며 

 조선시대

강원 고성군 죽왕면 왕곡마을길 36-7(오봉리 339-2)

GPS  38.340775˚ N  128.500098˚ S

함희석 효자각
咸熙錫 孝子閣

 비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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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가 빈곤하여 하고 싶었던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도 집안 일을 

도맡아 하였다. 항상 부친이 술을 좋아한 탓에 10여 세의 어린 소년이지

만 혹시 부친에게 실수나 사고가 있을까봐 늘 걱정이 되어 멀고 가까운 

곳을 가리지 않고 찾아 다니며 모셨다.

함희석 효자각 현판

1973년 함희석 효자각 전경(출처: 고성군(2020), 고성군지)

함희석 효자비. “효자전통정

대부돈녕부도정강릉함희석지

려‘라고 각자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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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년 겨울 부친이 병환으로 앓아눕게 되자 엄동설한에 송지호의 

꽁꽁 언 얼음을 깨고 잉어를 잡아다가 약으로 봉양하여 돌아가실 뻔했던 

아버지를 다시 소생케 했다. 1860년 2월 천화天火가 나서 부친이 큰 화상

을 입어 움직일 수 없게 되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극 정성으로 간병하

였으나 같은 해 3월 아버지는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때 당시 희석

의 나이는 16세 였다. 어린 함희석은 애틋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다음 3년간 묘 앞에 아버지가 좋아하는 술과 과일을 차려 놓고 밤에

는 호랑이의 호위 아래 시묘侍墓
*하였다. 이러한 그의 효행이 조정에 알려

져 정려旌閭
**를 하사받았다고 한다. 

*�시묘(시묘살이):�부모의�상중에�3년간�그�무덤�옆에서�움막을�짓고�사는�일.

**�정려:�조선시대에�유교적�윤리를�권장하기�위하여�충신·효자·열녀�등의�동네에�붉은�칠을�한�정문(旌

門)을�세워�표창하던�풍습.

Travel Tip

왕곡마을의�중앙으로�난�안길을�따라�

걷다보면�함희석�효자각으로�갈라지는�

샛길이�나온다.�문은�언제나�열려�있으

니�조용히�들어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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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이덕균 가옥은 북부형의 온돌중심 주거문화와 남부형의 마루

중심 문화가 함께 혼용된 독특한 건축양식으로서 동북부 고성지역에 몇 

채 없는 건축물이다. 

원래 죽왕면 구성리 마을에 있던 가옥으로 작고한 이덕균李德均의 4대

조인 이동언李東彦이 19세기 후반1879에 건립한 것을 20세기 초에 지금의 

 조선시대

강원 고성군 죽왕면 송지호로 198-12(인정리 419)

GPS  38.328386˚ N  128.503568˚ S

고성 이덕균 가옥
高城 李德均 家屋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77호

 1985.1.17.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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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로 옮긴 것이다. 一자형 본채에 부엌 앞으로 외양간이 붙어 전체적

으로 ㄱ자형의 집이다. 본채의 지붕은 팔작 기와지붕이고 정면 4칸, 측면 

2칸 규모의 겹집구조이다. 본채 뒤편으로는 창고가 있는 고방채가 있다. 

본채 내 부엌에서 바라보이는 외양간 전경. 

본채 내에는 외양간, 부엌, 대청이 한 공간으로 연결되어있다. 외양간 위에는 물건을 넣어둘 수 있

는 다락이 있고 창을 내었다.

본채 내 부엌과 대청

Travel Tip

마을길을�따라�들어가다�보면�넓은�밭을�둔�언덕�위에�

고성�이덕균�가옥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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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정은 송지호 북쪽 호수변 가운데 솟은 용소두봉龍小斗峰에서 송지

호를 내려다보고 있는 정자이다.

1959년 죽왕면장 최창길崔昌吉과 지역의 독지가, 유지, 창건 기성회장 

김원섭金元燮이 모금액을 들여 최초 건립하였다. 시간이 지나며 퇴락한 송

호정을 1995년 보수·정비하였는데 1996년 4월 죽왕면 일원에 발생한 대

 1959년

강원 고성군 죽왕면 인정리 산22-2

GPS  38.335541˚ N  128.514087˚ S

송호정
松湖亭

 비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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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산불로 소실되고 말았다. 기둥을 받치는 초석 4기가 부서진 채로 남아 

있었다가 1997년 복원하여 옛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 

송지호 가운데에 솟은 용소두봉에 자리한 송호정

송호정에 오르면 송지호의 경관을 조용히 감상

하며 휴식을 취하기에 좋다.

지금의 현판은 당시 강원도교육위원이던 함귀

호咸貴鎬 선생이 쓰고 무형문화재 제16호 각자

장 이창석李昌石 선생이 각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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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호는 이른 아침이나 저녁 어스름에는 더 기품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송지호에는 겨울 철새인 

천연기념물 제201호 고니와 청둥오리 등 여러 철새가 찾아든다.

Travel Tip

송지호�주변�산소길을�통해�들어가다가�산길에서부터는�

도보로�이동해야�한다.�굽이굽이�호수와�면한�숲길을�천

천히�걸어보자.�조용한�산책로�끝에�송지호의�풍경을�안

은�송호정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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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학정駕鶴亭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대사헌, 형조판서, 예조판서 등

을 역임한 택당 이식澤堂�李植,�1584~1647 선생이 1631년 간성현감으로 왔을 

때 건립한 정자라 전한다. 

 조선시대

가학정지(선유담)

駕鶴亭址(仙遊潭)

 비지정

김홍도 『금강사군첩』 중 「가학정」(1788, 개인소장)   출처: 한국데이터진흥원

강원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 산 107-1

GPS  38.356577˚ N  128.504689˚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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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도金弘道,�1745~1806의 『금강사군첩』 중 「가학정」을 보면 가운데 호수

는 선유담으로 추정되는데 지금과 달리 물이 가득히 차 있다. 주변에 소

나무 풍경이 아름답고 호수 남쪽 아래 뾰족하게 돌출된 나지막한 언덕 

위에 가학정이 있다. 지금은 빈터만이 남아 있지만 이곳의 절경에 감탄

하여 우암 송시열尤庵�宋時烈,�1607~1689 선생이 친필로 쓴 ‘仙遊潭선유담’ 이란 

글씨가 천연 반석 위에 뚜렷이 남아 있고 주변으로 몇 개의 석재가 흩어

져 있다.

‘선유담’이라는 글자가 음각되어 있는 암반 가학정 터에 남아 있는 다듬어진 석재. 터 가운

데에는 이름 모를 민묘가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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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학정 터에서 바라본 선유담 경관

선유담은 신라시대 때 주위의 경치가 매우 아름다워 영랑永郎, 술랑述郎, 안상安詳, 남석행南石行 

등 사선四仙이 이곳에서 놀았다는 전설이 있다.

Travel Tip

논길�끝에�차를�세우고�가운데�바라보이는�언덕을�향해�걸어가�보자.�저�위에�가학정지가�있

는데�현재�마땅한�길이�있는�것은�아니니�모험하듯이�올라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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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터널은 동해북부선 철도가 지나는 터널 중 하나이며 총 길이

는 180m이다. 동해북부선은 함경남도 안변安邊으로부터 남하하여 강원

도 삼척 사이를 잇는 철도노선으로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것이다. 양양

~삼척간과 삼척~북평간 구간은 1933년에 개통하였고 안변~양양 간은 

 일제강점기

강원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 산 1-2

GPS  38.364158˚ N  128.505727˚ S

가진터널(덕포터널)

加津터널(德浦터널)

 비지정

가진터널 남쪽 입구. 터널 입구 주변에는 6·25전쟁의 총탄 자국이 군데군데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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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년 12월에 개통하였는데 가진터널은 안변~양양 간 노선192.6㎞이 개

통되던 1937년 전후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터널은 공현진리와 

가진리 경계에 있어 공현진에 사는 사람들은 공현진터널이라고 부르고 

가진리에 사는 사람들은 가진터널 또는 덕포터널*이라 불렀다고 한다.

1950년 6·25전쟁 이전까지 안변~양양 간 열차가 운행되었으나  

6·25전쟁 이후 열차 운행은 재개되지 못하였다. 현재 가진터널에는 기차

가 다니지 않는다. 안전관리를 위하여 터널의 양쪽 입구도 폐쇄되어 있

지만 외관을 둘러보거나 철망 사이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다.

가진터널 북쪽 입구

*�철도청�옛�문서에는�‘덕포터널’이라�기록되어�있다.�‘덕포德浦’는�일제강점기�가진리의�속칭명이다.�가진

리는�본래�가포진리加浦津里라고�했는데,�1748년�『간성군읍지』에�따르면�‘가진리加津里’라는�지명을�사용

하고�있고�이를�현재까지�사용하고�있는�것이다.�‘덕포’는�“마을에서�잡히는�고기(생선)가�많아�찾아오는�

사람들에게�후하게�주었다”는�뜻에서�비롯되었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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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의 남쪽 입구 터널의 북쪽 입구

Travel Tip

터널의�남쪽�입구에서는�공현진해변이�바라보인다.�공현진교차로에서�공현진길을�따라�북

쪽으로�630m쯤�북상하면�멀리�언덕�위에�있는�가진터널이�바라보인다.

가진터널의�북쪽�입구는�넓은�공터와�면해�있다.�공터�끝에�연결된�작은�산길로�조금�들어가

면�볼�수�있다.

<고성군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동해북부선 철도 터널>

˙가진터널(180m) :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 산 1-2

˙마차진터널(110m) : 마차진리 산 107

˙배봉리터널(300m) : 배봉리 163

 ̇통전터널(송현터널, 110m) : 현재 통일전망대 이북에 위치하여 'DMZ 평화의 길' 투

어를 통해서만 답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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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가보면 좋은 죽왕면의 여행지

송지호

원래 바다였던 곳이 퇴적작용으로 호수가 된 석호이다. 

울창한 송림과 자연호수가 어우러져 경관이 수려하여 고

성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꼽힌다. 송지호 관망타워에 오

르면 송지호의 경관을 한눈에 바라볼 수도 있고 송지호 

관망타워 옆 자전거 무료 대여소가 있어 송지호를 배경

으로 자전거 코스길을 왕복할 수 있다.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동해대로 6021

서핑

서핑은 파도의 경사진 면을 오르내리며 즐기는 매력있는 

사계절 해양레저스포츠이다. 죽왕면의 아름다운 해변은 

서핑을 즐기기에 좋으며 삼포해변에서는 서핑축제가 개

최되기도 한다.

 공현진해변, 송지호해변, 삼포해변, 백도해변 등에 서핑업체가 있다.

밀리터리체험장

송지호 밀리터리 체험장은 최대 30명까지 팀을 구성하

여 진행하는 서바이벌게임 레저체험시설이다. 만7세 이

상부터 체험이 가능하며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동해대로 6090-22

능파대(국가지질공원)

문암해변에 군락을 이루는 능파대는 파도가 바위를 때리

면서 암석의 약한 부분에 염분이 작용하여 벌집 모양을 

이루게 된 곳이다. 구멍이 뽕뽕 뚫린 바위 사이를 탐방로

를 따라 걸을 수 있다.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괘진길 65ⓒ 강원평화지역국가지질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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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토성면

5

동해 바다의 아름다움에는 옛 선인들도 반할 수 밖에 없었다. 도포자락 휘

날리며 찾아왔던 그곳에서 변함없는 파도의 소리를 감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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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울산바위는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과 속초시 설악동 사이에 

위치한 바위산으로 높이 해발 873m, 둘레 4km, 봉우리 6개로 이루어져 

있다. 사방이 절벽이며 거대한 화강암 바위가 하나의 산을 이루고 있는 

울산바위는 남한에서 가장 큰 돌산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성 8경 중 하나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산 1-2 외

GPS  38.196465˚ N  128.470432˚ S

설악산 울산바위
雪嶽山 蔚山바위

 명승 제100호

 2013.3.11. 지정

설악산 울산바위 전경(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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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3가지의 설이 전해진다. 첫 번째로 바위가 

울타리 같이 생겼다 하여 붙여졌다는 설(‘이산籬山’이라고도 함), 두 번째로 이 

바위가 본래 영남지방의 울산蔚山에 있던 바위라는 데에서 명칭이 유래하

였다는 설, 그리고 세 번째로 동굴에서 부는 바람이 많아 그 소리를 두고 

하늘이 운다고 하여 ‘천후산天吼山’, ‘우는 산’이라 부르던 것을 한자화하면

서 울산이 되었다는 설이다. 

울산바위는 주변의 풍화물질이 제거되면서 덩어리 형태의 화강암체

로 남아 있는 지형이다. 한반도 남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화강암 지형 중 

가장 높은 고도를 보이며 절리를 따른 풍화와 잔류 암체의 지형을 잘 보

여주는 곳이다.

울산바위는 그 빼어난 경치만으로도 명승적 가치를 지니는데 울산

바위 아래에 우리나라 불교사에서 유서 깊은 계조암繼祖庵과 신흥사神興寺

가 있어 문화적 의미를 더하며 수많은 고시문이 전해지고 김홍도金弘道가 

그린 실경산수화도 여러 편이 남아 있어 미술사적 명승의 가치가 있다.

울산바위 형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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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도 『금강사군첩』 중 「계조굴」(1788, 개인소장, 출처 : 한국데이터진흥원)

계조굴은 울산바위와 그 아래에 목탁바위를 뚫고 석굴사원으로 지은 절인 계조암繼祖庵을 그린 것

이다.

Travel Tip

울산바위�가까이에�울산바위촬영휴게소가�있다.�휴게소

는�현재�운영되지�않지만�이름대로�울산바위를�천천히�

조망하기에�좋은�장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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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은 고성군,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의 4개 시·군

에 걸쳐 있는 국립공원이다. 1년 중 5~6개월은 눈이 덮여있고 그 자태가 

아름다워 ‘설악雪嶽’이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천연보호구역 내에는 약 1,013종의 식물과 1,562종의 동물이 서식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산 1-2 외

GPS  38.19844˚ N  128.47077˚ S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雪嶽山 天然保護區域

 천연기념물 제171호

 1965.11.5. 지정

설악산 전경(고성군)



고성 문화유산 가이드북148

하고 있다. 이 가운데 노랑만병초, 난쟁이붓꽃, 난사초, 한계령풀 등 희귀

식물 56종이 분포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반달가슴곰, 사향노

루, 산양, 수달, 하늘다람쥐, 황조롱이, 붉은배새매, 크낙새, 까막딱따구

리 등도 서식하고 있다.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은 특별히 보존해야 할 지질, 지형, 동·식물 자

원이 풍부하며 경치가 매우 아름답고 전통 사찰 등 많은 문화유산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 중의 하나이므로 설악산 전체를 천

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노랑만병초(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난사초(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난쟁이붓꽃(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한계령풀(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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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가슴곰(국립생물자원관)

하늘다람쥐(국립생물자원관)

산양(문화재청)

황조롱이(문화재청)

수달(국립생물자원관)

붉은배새매(국립생물자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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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간천 하구와 동해바다가 만나는 언덕 위에 관동팔경의 하나인 청

간정이 위치해 있다. 창건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560년 간성군수 

최천崔倩이 중수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 그 이전에 건립된 것으로 추

정되는 곳이다. 본래 청간역淸澗驛의 정자로 만경대萬景臺의 남쪽 2리약�800m�

물가에 옮겨 짓고는 청간정淸澗亭이라 하였다고 하며 조선시대에는 사대

 조선시대

강원 고성군 토성면 동해대로 5110 (청간리 89-2)

GPS  38.264428˚ N  128.558352˚ S

청간정
淸澗亭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32호

 1971.12.16.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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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시인 묵객들에게 명승지로 널리 알려진 곳이었다.

그림에서와 같이 청간정의 본래 위치는 지금과는 달랐는데 19세기 

중반까지 몇 차례의 수리가 이뤄지다가 1884년에 화재로 무너져 12개의 

석주石柱�,�돌기둥만 남아 있던 것을 1928년 다시 지으면서 현재의 위치에 이

건되었다. 그 이후 6·25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으나 1953년 이승만 대통령

의 뜻으로 보수하였고 이후 1980년과 2012년에 해체 보수하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왼쪽에 우뚝 솟은 돌산이 만경대이다. 청

간정으로 추정되는 건물은 섬돌 위에 측

면 3칸 형태의 건물로 묘사되어 있고, 만

경루로 추정되는 건물은 돌기둥 위의 누

각형식으로 그려져 있다. 만경대는 현재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 위치해 있어 민

간인의 출입이 불가능하다.

정선 『관동명승첩』 중 「청간정」(18세기경, 간송미술관 

소장)

1953년 이승만 대통령이 쓴 ‘청간정淸澗

亭’ 친필 현판

1958년 청간정(고성군(2020), 『고성군지 별책부록: 

사진으로 보는 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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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간정은 고성8경 중 하나로서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Travel Tip

청간정으로�오르기�전�입구에�청간정자료전시관이�건립

되어�있으므로�먼저�둘러보기를�추천한다.�청간정의�주

요�역사와�문화,�건축적�특징까지�가볍게�살필�수�있어�

청간정을�충분히�향유하는�데에�도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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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화암사는 금강산 1만 2천봉, 8만 9암자 중 남쪽에서 시작하는 

첫 봉우리신선봉에 위치한 첫 암자이자 제1관문이다.

신라 혜공왕 5년769 법상종의 개조開祖인 진표율사眞表律師가 금강산 남

쪽 기슭에 세웠으며 진표율사가 이곳에서 《화엄경》을 설파해 많은 중생

들을 제도했다고 하여 ‘화엄사華嚴寺’라 하였다.

 통일신라

강원 고성군 토성면 화암사길 100(신평리)

GPS  38.227021˚ N  128.469771˚ S

고성 화암사
高城 禾岩寺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14호

 1990.9.7.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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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역사를 간직한 화암사는 조선시대에 이르러 많은 수난을 겪었

는데 인조 1년1623에 화재로 소실된 것을 인조 3년1625에 다시 지은 후에도 

여덟 차례의 화재로 소실과 중건이 거듭되었다. 『간성지杆城志』1633에 보면 

“화암사禾岩寺는 천후산 미시파령 아래에 있다. 화암禾岩
*이 오른쪽에 있어

서 그런 이름이 생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고종 1년1864 수바위 밑으로 

사찰을 옮겨 짓고 이 바위의 이름을 따서 ‘수암사穗巖寺’라 하였다가 1912

년 다시 바꾸어 지금의 ‘화암사禾岩寺’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1915년 화암사에 또다시 화재가 발생하였고 1950년에는 6·25전쟁

*�화암禾岩:��화암사에서�바라보이는�큰�바위로,�곡식을�쌓아�놓은�것�같다는�데서�유래했다고�한다.

화암사 경내에서 바라본 수바위 전경

수바위에서 내려다본 화암사 전경

세심교洗心橋에 다다르기 전, 수바위로 오르는 

등산로 입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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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거의 모든 건물이 전소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그 후 화암사에 법당 

하나를 지어 명맥을 유지하다가 1991년 세계잼버리대회 준비를 위해 기

존 법당을 철거하고 대웅전을 비롯하여 여러 건물을 신축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현재 경내에는 일주문, 대웅전, 삼성각, 명부전, 

설법전, 종각, 금강루, 요사채 등이 있으며 부속 암자로 미타암이 있다. 

1988년 전통사찰 제27호로 지정되었으며 1990년에 설법전說法展 1동이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14호로 지정되었다.

화암사 주변 곳곳에는 금강산 제1봉인 신선봉에서 발원한 계곡의 맑

은 물이 소와 폭포를 이루고 우거진 숲과 수바위, 시루떡 바위, 신선바위, 

매바위, 신선대(성인대) 등 기암괴석이 절경을 이루어 아름다운 경관을 자

아내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화암사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사람들의 발길

이 이어지고 있다. 

화암사 대웅전의 봄날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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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Tip

화암사의�삼성각�안�벽에는�금강산의�이채로운�풍경이�그려져�있으며�삼성각은�금강산이�시

작하는�신선봉�아래에�세워져�있어�영험한�곳으로�알려져�있다.�꼭�들러보자.

<수바위의 전설>
화암사 남쪽에는 왕관 모양의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이 바위가 진표율사를 비롯한 

여러 스님들이 수행하던 수바위(일명 쌀바위)이다. 

옛날에 산속 절에서 수행하던 두 스님이 있었다. 이 절은 민가와는 멀리 떨어져 있어 

항상 시주를 구하기 쉽지 않았는데 어느 날 두 스님의 꿈속에 백발의 노인이 나타나 

수바위에 작은 구멍이 있으니 그곳을 찾아가 구멍에 지팡이를 넣고 세 번 흔들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잠에서 깬 두 스님은 아침 일찍 수바위로 달려가 지난밤 꿈을 

생각하며 백발노인의 말대로 하였더니 신기하게도 2인분의 쌀이 나왔다. 그 후부터 두 

스님들은 끼니 때마다 수바위에서 쌀을 받아와 공양미 걱정없이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욕심 많은 한 객승이 찾아와 이것을 보고는 여러 번 흔들어 

더 많은 쌀을 받으려 하였다. 하지만 쌀은 나오지 않고 갑자기 구멍에서 피(血)가 나

오는 것이 아닌가, 그 후부터 지금까지 수바위에서는 더 이상 쌀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객승의 욕심이 산신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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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암사에서 수행한 고승들의 사리탑부도이 한데 모여 있는 곳으로 일

주문을 지나 화암사로 가는 진입로 좌측에 위치하고 있다.

 조선시대

강원 고성군 토성면 화암사길 100(신평리)

GPS  38.226828˚ N  128.477798˚ S

화암사 부도군
禾巖寺 浮屠群

 비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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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浮屠는 스님의 사리舍利나 유골을 안치한 석조물로 묘탑墓塔 또는 

승탑僧塔이라고도 한다. 부도를 세울 때에는 옆에 탑비塔碑를 함께 세워 부

도의 주인공과 그의 생애, 행적 등을 기록한다. 그래서 부도와 탑비는 하

나의 짝을 이룬다. 현재 화암사 부도군에는 부도 17기, 탑비 4기가 있다. 

대부분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것이고 일부는 지대석地臺石만 남아 최근에 

조성하거나 추가로 조성한 것이다. 부도의 탑신 중앙에는 주인공을 알 

수 있도록 ‘○○塔’이라는 명문을 새겨 넣었다.

현재 주인공을 알 수 있는 부도로는 영담影潭, 원봉圓峯, 청암淸巖, 인봉

印峯, 춘담春潭, 화곡당華谷堂, 월송당月松堂, 능허당凌虛堂, 자운당慈雲堂, 죽암당竹

岩堂, 화월당華月堂, 광명당廣明堂, 담연당湛淵堂, 강산당剛山堂, 무생당無生堂 스님

의 부도가 있으며 그 외에는 마모가 심해 명문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명

문이 새겨진 탑신이 사라져 누구의 부도인지 알 수 없다. 부도와 짝을 이

루는 탑비를 갖춘 것은 춘담대법사春潭大法師의 탑비가 유일하다. 화암사에

는 삼성각 서편에도 부도가 남아있다.

화암사 일주문 일주문을 지나 화암사로 오르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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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암사로 오르는 길가에 위치한 화암사 부도군

Travel Tip

일주문을�지나�사찰로�들어가다�보면�화암사에�도착할�즈음�금강산�신선봉과�설악산�울산바

위,�푸른�동해를�함께�감상할�수�있는�‘금강산�화암사�숲길(4.1㎞)’의�입구가�있다.�시간이�된

다면�꼭�한�번�올라�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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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학정은 해안 절벽 위에 세워진 정자로 이곳의 기이한 경관을 즐기

기 위한 휴식 공간으로서 1931년 지역 유지들에 의해 건립되었다. 

정자에서 바라보면 검푸른 동해 바다에 작은 바위섬들이 떠있고 교

암 항구의 등대와 주변의 기암괴석이 감싸는 아늑한 경관이 바라보인다. 

정자 주변으로 내려다보이는 기암괴석들은 기이하게도 거북이, 두꺼비, 

 근대

강원 고성군 토성면 교암리 177

GPS  38.288888˚ N  128.548023˚ S

천학정
天鶴亭

 비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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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끼리, 고래, 봉황 새끼, 신선의 손 등의 형상을 띈다고 한다.

천학정은 해뜨는 모습과 달 뜨는 광경이 아름답기로 이름난 곳이며 

여름철 아무리 더운 날에도 냉랭한 공기와 바닷바람이 감돌아 선선함을 

느낄 수 있는 휴식공간이기도 하다. 1994년 고성군에서 전체적인 보수를 

실시하여 말끔하게 단장되어 있으며 정자 옆에 나무 그늘이 우거진 널찍

한 공터도 있어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즐기는 관광객도 많다. 

천학정에서 바라본 경관

천학정

천학정 주변 공터

Travel Tip

주차장은�따로�없으나�천학정으로�오르는�입구�주변에�

살짝�주차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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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고 평생을 시부모께 효도하며 수절한 한 효부

의 열행烈行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정려각이다. 조선 고종 때 고성군 토성

면 용촌리에 살던 노병곤盧炳琨의 아내 연안 김씨延安�金氏는 명문 양가집의 

딸이었다. 어느 날 남편이 뜻밖의 병에 걸려 앓아눕게 되자 그녀는 남편

의 간병에 15년간 온 정성을 다했고 백방으로 다니면서 좋다는 약을 모

두 구해 남편을 보살폈다. 그러나 병세는 기울어져 위독한 지경에 이르

 1952년

강원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547

GPS  38.234829˚ N  128.570203˚ S

연안 김씨 열녀각
延安 金氏 烈女閣

 비지정

연안김씨 열녀각 전경비각 안에 있는 열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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렀다. 부인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귀동냥으로 들은 생각이 떠올라 자신

의 살을 베어 약을 지어 치료하여 남편을 회생시켰는데 그 후 정성을 다

했지만 남편은 끝내 운명하고 말았다. 그 후부터 연안 김씨는 남편의 혼

을 모시고 수절하면서 시동생의 장남 재용在容을 양자로 삼아 부군의 대

를 잇게 하였다. 그녀는 양자인 재용을 서울 휘문고를 보내고 일본 동경

으로 대학을 보내 유학까지 시킨 현모였고 평생동안 시부모에게는 천하

에 없는 효부로 그 효행이 고을에 널리 알려졌다. 그녀는 먼저 간 남편을 

사모하는 열녀로서 정절을 지키다가 1952년 생애를 마쳤다고 한다. 그

녀의 열행을 기리기 위하여 예조 학사원에서 효부 표창을 내리기도 했으

며 1952년 광주 노씨 문중에서 마을 어귀에 연안 김씨 열녀비각을 건립

하고 그녀의 업적을 현판에 새겨 영구 보존케 했다.

연안 김씨의 아름다운 마음씨와 효행의 업적을 기록한 현판

Travel Tip

용원로1길을�따라�마을�안쪽으로�쭉�들어가면�길�끝에�

열녀각이�바라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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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석비는 아야진 출신인 이근철李根喆,�?~1852 옹의 업적을 기리기 위

해 세워졌다. 조선 헌종 무렵1834~1849 대기근이 들었을 때 이근철은 대부

로서 자신의 집 곳간을 열어 주민을 구휼하였다고 한다. 그러한 이근철 

옹에 대한 고마운 뜻으로 지역 주민들이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를 세웠다고 

한다. 

 조선시대

강원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173-1

GPS  38.274651˚ N  128.555733˚ S

이근철 영세불망비
李根喆 永世不忘碑

 비지정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오랜�세월�동안�잊지�말라는�의미로�세운�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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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 전면에는 ‘가의대부이근철영세불망비嘉義大夫李根喆永世不忘碑’라고 

적혀있다. 비의 우측과 좌측에는 “백가활환 무구제민百家活患�務救濟民: 백 집

의 근심을 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구제했으므로”, “일편어석 천재감인

一片語石�千載感人: 한조각 말씀을 돌에 새겨 천년동안 사람을 감동케 하리라”

라는 명문이 각자되어 있다.

영세불망비는 원래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295에 위치해 있었으나 

토지소유권 문제로 2018년 현 위치로 이전되었다.

가의대부 이근철 영세불망비 앞으로 바라보이

는 바다와 아야진 해수욕장. 아야진 해수욕장은 

고운 모래가 깔려 있고 해변에서 30m까지 수

심이 1.5~2m정도 밖에 되지 않아 안전하게 수

영할 수 있고 낚시도 즐길 수 있다.

이근철 영세불망비 옆으로는 아야진 지역의 옛

모습과 변화상을 시대별로 살펴볼 수 있는 안내

판이 설치되어 있다.

Travel Tip

이근철�영세불망비�앞에는�도로를�따라�주차공간이�넉

넉하게�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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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는 보洑의 축조과정에서 자선을 베푼 김정권의 공덕을 기리기 

위하여 1904년에 마을 일동이 건립하였다. 전면에는 ‘통정대부김정권영

세불망비通政大夫�金正權�不忘碑’라고 적혀 있고 뒷면에는 ‘벙바우보개돌인수자

선기념비벙바우洑開乭引水慈善記念碑’라 되어있다. 벙바우는 약 400m 동쪽 낮은 

야산의 바위를 말한다.

 1904년

강원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614-7

GPS  38.256898˚ N  128.523099˚ S

통정대부 김정권 영세불망비
通政大夫 金正權 永世不忘碑

 비지정

통정대부 김정권 영세불망비 Travel Tip

도로면에�수풀과�함께�있어�못보고�지나치기�

쉬우므로�근처에�이르면�찬찬히�살펴보자.�통

정대부�김정권�불망비에서�서쪽으로�90m쯤�

가면�영월�엄씨�열녀비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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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전에 의하면 엄씨는 날 때부터 천성이 온순하고 부모에게 효도가 

극진하였다고 한다. 남편 김동경金東經이 병으로 눕게 되자 백방으로 약을 

구하여 치료하였는데 차도가 없자 손가락을 베어 피를 마시게 하여 병을 

완쾌시키고 6년을 더 살게 하였다고 전한다. 이에 1928년 열녀로 표창되

었다.

 1928년

강원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22-16

GPS  38.256181˚ N  128.522128˚ S

영월 엄씨 열녀비
寧越 嚴氏 烈女碑

 비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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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열녀비는 용암리에서 성대리로 연결되는 도로면에 위치해 있

으며 담장을 두른 가운데 비석이 서 있다. 비의 전면에는 “전참봉김동경

지처열부 영월엄씨지비前參奉金東經之妻烈婦寧越嚴氏之碑”라 각자되어 있으며 그 

후면에는 효행과 행실에 대해 기술되어 있다.

영월 엄씨 열녀비 전면 경관 영월 엄씨 열녀비

Travel Tip

영월�엄씨�열녀비에서�동쪽으로�90m쯤�가면�통정대부�김정권�불망비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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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는 김행음 선생이 의술로써 많은 사람을 구제했음을 기리기 위

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비의 전면에는 ‘김행음 선생 영세불망비金

杏陰先生�永世不忘碑’라고 되어 있고 우측에는 “공시백초 아포재생公試百草�我宲再

生”, 좌측에 “석어불후 용표미리石語不朽�用表微裏”라는 글로써 김행음 선생의 

송덕을 기리는 내용을 새겼다.

 1939년

강원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374-1

GPS  38.248217˚ N  128.567406˚ S

김행음 선생 영세불망비
金杏陰 先生 永世不忘碑

 비지정

Travel Tip

김행음�선생�영세불망비는�교통섬�가운데�자

리해�있으므로�횡단보도를�통해�안전하게�접

근하자.



고성 문화유산 가이드북170

함께 가보면 좋은 토성면의 여행지

바우지움 조각미술관

고성의 깊은 시골에 자리한 고즈넉한 조각 미술관이다. 

한국 근·현대 조각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으며 전시관 건

물과 야외 정원이 워낙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 천천히 걷

는 것 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곳이다.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온천 3길 37

 https://www.bauzium.co.kr

아야진해변

크고 작은 바위와 맑은 바다, 깨끗한 백사장이 어울려 가

족단위 피서지로 적합한 곳이다. 고운 모래가 깔려있고 

수심이 해변에서 30m까지는 1.5m~2m정도로 안전하게 

수영할 수 있는 곳이다.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향도원 힐링의 숲

사람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고요한 숲 속에 트래킹코

스가 마련되어있다. 도착하는 순간부터 공기가 벌써 다

름을 느낄 수 있다. 길도 험하지 않아 편안하게 경치를 

즐기며 걷기에 좋다.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도원 1리

원암온천지구

토성면 원암리 일대에 있는 온천지구이다. 온천수의 용

출량이 풍부하고 대형콘도 단지 내에 있어 편안하게 즐

길 수 있다.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 강원도

ⓒ parkyoungch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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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의 특별함

자연 그대로의 고성

산과 들과 호수와 바다, 고성은 자연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70여 년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원시의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천연생태지 DMZ, 동해안 파도가 암석에 새긴 흔적을 볼 수 있는 국가

지질공원 서낭바위, 능파대, 그리고 석호의 고장이라고 불릴 만큼 화진

포, 송지호 등 여러 개의 호수까지... 다양한 자연 환경을 그대로 간직하

고 있다.

평화를 바라보는 고성

분단의 중심에 놓인 고성은 어떤 지역보다도 아픈 역사를 잘 보여준

다. 평화통일의 염원이 담겨있는 통일전망대, DMZ박물관, 고성 최동북

단 감시초소(GP), 전쟁의 참혹함을 보여주는 6·25전쟁기념관, 분단과 전

쟁의 과정을 겪으며 만들어진 합축교는 시각적으로도 상징적으로도 남

북의 평화를 바라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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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축제의 장, 고성

따듯해지는 계절의 고성은 보랏빛으로 물드는 라벤더와 블루베리 

축제가 열리고 해안가에서는 맛있는 먹거리로 북적이는 해변 축제가 열

린다. 동해안의 북쪽 끝 해안선을 따라 위치한 고성은 바다가 차고 맑아 

명태와 문어 같은 해산물이 잘 잡히는 곳이다. 매년 5월에는 문어축제, 

10월에는 명태축제가 개최되는데 고성의 손맛 좋기로 유명한 명가들의 

음식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멋진 풍경을 따라 걷는 고성

고성에는 바다 내음과 여행의 추억을 더 오래, 더 깊이 간직할 수 있

는 여러 테마의 산책길이 있다. 부산에서부터 이어져 온 동해안길 걷기

코스 ‘고성해파랑길’, 고성의 아름다운 명소를 두루 다니는 ‘고성갈래9경

길’, DMZ 안으로 한 발짝 내딛는 ‘고성DMZ평화의 길’, 아름다운 해안

도로를 따라가는 ‘고성 자전거 라이딩’ 등 고성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

가 만나는 길들을 자유로이 다녀보자. (화진포, 송지호에서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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