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은이 소개

정동일 (鄭東一)

고양군 원당면 원흥리 (덕양구 흥도동) 출생

현 재 •고양시 역사문화재 전문위원

•고양시 지명 위원

•고양시 향토문화재 심의 위원

쓴 책 •고양의 역사와 문화유산

•고양의 문화유산 이야기

•고양의 1000년 이야기

•고양시 문화재 대관

•고양군 지명 유래집 등

논 문 •고양의 토박이 가문 해주오씨 연구

•고양시 대자동 연산군 금표비 연구

•고양지역 의병활동 연구  등

일러두기

1. 2018년 12월 현재, 고양시 소재 지정 문화재 중 그 일부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2. 지정문화재의 내용 이외에 고양시의 항일유적,  보기 어려운 시향(時享) 제례를 수록하였습

니다.

3. 책자에 수록된 문화재의 순서는 사진의 중복성,  문화재의 가치, 주변 문화재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지은이가 임의대로 하였습니다.

4. 책자의 내용은 글씨를 최대한 줄였고 사진을 많이 넣어 현장감을 최대한 높이려 하였습니다.

5. 본 책자에서 빠진 문화유산들도 단계적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시리즈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고양시 문화유산 책자를 만들면서

고양시에서 가장 오래된 유적은 덕양구 도내동 구석기 유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약 7만년

전 중기 구석기 시대입니다.

고양지역에는 구석기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문화유적이 발굴되었습니다. 이 오

랜 역사의 흔적이 고양시 곳곳에 문화재, 문화유산, 유적과 유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숨결이 담겨진 문화유산을 새롭게 발굴, 복원하고 관리하는 일 참 어렵고 중요

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보존되고 있는 유형, 무형의 문화유산을 활용하고 교육,

계승하는 것입니다.

고양시에는 150여점이 넘는 문화유산과 전통사찰 등이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원고와 글이 들

어간 책자의 발간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글씨 보다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기 쉬운 사진으로 시민 여러분께 알려 드리고 싶

었습니다.

그리고 준비 끝에 부족한 점이 많은 “ 사진으로 보는 고양의 문화유산 ”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

습니다.

책자가 발간되기 까지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12월  20일

고양시 문화예술과 문화재 전문위원 정   동   일



자연 속에 안긴 아름다운 한옥 _ 고양 영사정

고양시에 하나 밖에 없는 초가집 문화재 _ 일산 밤가시 초가

수도권 유일의 국립공원, 명승지 _ 북한산의 문화유산, 길에서 만나다

고양시의 오랜 선사문화를 보여주는 _ 국사봉, 지렁산 고인돌

남한에서 보기 드문 고려시대의 왕릉 _ 고려 공양왕릉

고양시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보호수나무 _ 고양동 향교골 은행나무

한옥의 담장과 굴뚝, 단청과 마루가 예쁜 _ 고양 향교

고양시 최초, 최고의 보물 _ 고양 태고사 원증국사탑과 탑비

고양시 유일의 천연기념물, 흰 소나무 _ 고양 송포 백송

고려의 충신, 고려시대의 사각형 무덤 _ 무민공 최영 장군 묘소

한강 옆에 자리한 한옥 건축물 _ 행주서원

고양의 의병장, 장대비 _ 이신의 선생의 유적, 그리고 후손들의 시향제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과 산성이 어우러진 _ 북한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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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순서



세종대왕의 친동생 , 독특한 모양의 무덤 _ 성령대군의 묘와 신도비

특이한 장명등, 뛰어난 석물 가치가 있는 _ 경안군, 임창군의 묘소

고양 독립운동의 중심지 , 행주산성 역사공원 _ 독립운동가 이가순 송덕비와 항일유적지

고양시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기차역 _ 고양 일산역

예쁜 전통한옥의 모습을 간직한 고양시 최고의 성당 _ 고양 행주성당

고양시를 대표하는 오래된 전통 사찰 _ 고양 흥국사

고양시의 옛 통신역사를 보여주는 문화유산 _ 고양 독산 봉수대지

고양시 향토문화재 제 1호. 무덤과 사당이 나란히 _ 월산대군의 묘와 신도비 그리고 석광사

고양시 최고의 돌다리 _ 강매 석교

고양 여성 의병장의 석상, 오래된 돌다리의 흔적 _ 고양 밥 할머니 석상과 동산동 비석들

고양시에 하나밖에 없는 효자비 문화유산 _ 박태성 묘와 효자 정려(孝子旌閭) 비석

조선 후기 무덤 연구에 귀중한 자료인 _ 김주신 선생의 묘와 신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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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진으로 보는 고양의 문화유산

자연 속에 안긴 
아름다운 한옥

고양 영사정 / 高陽 永思亭

한 여름의 영사정한옥과 북한산



고양 영사정 17

덕양구 대자동에 있는 오래된 한옥입니다. 

조선 숙종 35년 (1709)에 처음 지어져 고양시에서 가장 오래된 살림집 한옥

문화유산입니다. 문화재의 정식 이름은 “고양 경주김씨 의정공파 영사정”

입니다.

일제강점기와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크게 훼손되었다가 고양시, 경주김씨

의정공파 종중, 경기도, 시민단체가 함께 노력하여 2014년 8월에 복원하였

습니다.

현재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 157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문화재 보존을 위해

영사정 내부는 공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산 기슭에 자리한 영사정의 정면 모습



18 사진으로 보는 고양의 문화유산

영사정 서쪽 작은문에서 본 감나무와 영사정, 충헌재 재실

문간채에서 본 영사정의 안채와 안마당



고양 영사정 19

영사정 서쪽 모퉁이에서 본 돌담장과 가을 하늘

문간채와 안채, 사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넌방, 부엌이 어우러져 튼 “ㅁ”

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숙종의 왕비인 인원왕후 김씨, 그의 친정 아버지인 경은부원군 김주신과 깊

은 인연이 있는 문화유산 입니다. 영사정 한옥의 안채 정면에 영사정 (永思

亭)이라 쓰여진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영사정은 멀리 북한산의 주봉들 보여 풍광이 아름답고 대자산을 안산 삼아

자연 속에 안긴 고양시 최고의 한옥 입니다.

영사정  뒤편으로는 조선 후기에 총리대신을 지낸 김홍집의 충헌재 재실이

있으며 그 안쪽으로  김홍집의 무덤과 그의 선조인 경은부원군 김주신의 묘

소가 있습니다.



20 사진으로 보는 고양의 문화유산

안채 동쪽에서 본 영사정의 마루와 방, 네모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안채의 대청마루와 사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넌방영사정 안채와 마루, 건넌방으로 연결된다.



고양 영사정 21

영사정 안채의 굴뚝과 감실외벽, 처마와 서까래

전통 담장과 기와지붕, 목재가 예쁜 영사정 한옥영사정 현판과 마루, 그리고 충헌재 재실



22 사진으로 보는 고양의 문화유산

팔작지붕의 영사정 안채와 북한산 (왼쪽부터 인수봉, 백운대, 만경대)



000 23

영사정 앞쪽 연못에서 본 북한산 원경



24 사진으로 보는 고양의 문화유산

고양시에 하나 밖에 없는 
초가집 문화재

일산(一山) 밤가시 초가(草家)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유명한 초가집 문화재 입니다.

1991년 일산신도시 개발에 앞서 진행된 문화유적조사 당시에 처음 학계에

알졌고 바로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경기도 민속 문화재 제 8호인 일산

밤가시 초가는 우리나라에서도 보기 드문 똬리 모양의 지붕을 가지고 있습

니다. 

초가집이 위치한 언덕은 일산신도시가 개발되기 전 마을의 높이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밤가시 초가의 밖으로는 밤나무로 만든 울타리, 담장이 있

습니다. 울타리를 지나면 정면에 대문이 있고 그 안쪽에 안마당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산 밤가시 초가 25

동쪽에서 본 초가, 전체적으로 네모 모양이다.

일산 신도시 개발 당시에 수집한 장독남쪽에서 바라 본 밤가시 초가와 밤나무 울타리



26 사진으로 보는 고양의 문화유산

초가집 대문 안쪽에서 찍은 안마당과 똬리 지붕



일산 밤가시 초가 27

안마당은 작은 동그라미 모양을 하고 있는데 경사가 있어 비가 오면 배수가

잘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표면 밑으로 파인 안마당의 동쪽으로 물길이 작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초가집 곳곳의 바닥 흙과 나무기둥, 서까래, 흙벽의

예쁩니다. 밤가시 초가 부근에는 기와집인 민속전시관도 있습니다.

지붕의 가운데로 똬리 모양의 원형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하늘과 뚫려 있

어 햇빛이 들어오고 별과 달도 볼 수 있는데, 비가 오면 아름다운 원형의 물

폭포를 볼 수 있습니다.

약 180년 전에 처음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일산 밤가시 초가의 밖은 ㅁ

자형 인데 안쪽은 0 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의 사진을 보면 현재의 주엽동, 장항동, 백석동 일대의 초가집들

은 대부분 밤가시 초가와 같은 똬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초가 안쪽의 흙벽과 자연미가 돋보이는 나무 목재들안방 마루에서 찍은 초가의 내부 모습



28 사진으로 보는 고양의 문화유산

밤나무 기둥 하나가 겹처마와 지붕을 받치고 있다.

가을 감나무 낙엽과 밤나무 울타리



일산 밤가시 초가 29

밤나무 울타리와 주변 단풍

밤가시 초가에서 본 한옥 (민속) 전시관

초가 앞에는 돌기와를 올린 한옥 관리사가 있다



30 사진으로 보는 고양의 문화유산

수도권 유일의 국립공원, 
명승지

북한산의 문화유산, 길에서 만나다



000 31

비봉 부근에서 본 북한산 의상 능선과 백운대 주능선의 봄날 모습.



32 사진으로 보는 고양의 문화유산

북한산 곳곳에는 오래된 옛길이 남아 있다.

조선의 숙종이 북한산성 행궁으로 오른던 길, 지금도 숙종의 길이라 부르고 있다. 



000 33

북한산은 아름다운 국립공원으로 전 세계

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북한산의 많은 문화유산들은 잘 알

려져 있지 않습니다. 북한산성 안쪽의 태

고사와 중흥사는 한국 불교사에 있어 그

중심에 있는 오래된 사찰들 입니다. 백운

동 계곡 바위위에 우뚝 솟아 있는 산영루

는 북한산 최고의 명소 중 한 곳 입니다.

아름다운 누각, 산영루를 지나 태고사 입

구에서 대남문 방향으로 오르면 크기가 대

단한 북한산성 행궁(行宮)을 만납니다. 약

30여년에 걸친 문화재 조사와 정비를 통

해 지금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행궁은 북한산과 북한산성의 핵심적인 문

화유산입니다. 한국의 역사와 함께 영광과

아픔을 보여주고 있는 사적지 입니다.

조선 영조 당시, 북한산성과 그 안쪽의 역

사와 문화재를 기록한 북한지 (北漢誌) 책

자에는 수많은 유적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북한산성 안쪽, 대서문에서 시작해 숙종의

길을 따라, 행궁지, 동장대, 그리고 백운대

정상의 3.1운동 암각문까지 북한산 길에

있는 문화유산을 찾아 갑니다. 

북한산 백운대 정상에 있는 3.1독립만세운동 암각문

고양시에서 제일 높은곳에 있는 문화유산이다.

(고양시 향토문화재 제 32호)



34 사진으로 보는 고양의 문화유산

대서문 안쪽의 무량사에서 본 한옥 지붕과 북한산 주봉들의 모습

노적봉 정상에서 본 명승 10호 삼각산 (왼쪽부터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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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산영루, 고양시가 복원한 후 2018년 새롭게 단청을 하였다. 

(경기도 기념물 제 223호)

경기도 지정문화재인 산영루의 멋진 현판 , 

자세히 보면 곳곳에 편히 쉰다는 의미,

북한산의 세 봉우리가 표현되어 있다.

비석거리 길가에서 본 산영루의 모습. 

돌 주춧돌만 남아 있다가 고양시가 복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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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대 위에서 중흥사를 내려다 본 모습

태고사에서 내려오면서 단풍나무 사이로 보이는 중흥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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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사의 대표적인 건물, 대웅전, 기와지붕 처마에 잡상이 있으며

팔작지붕이 멋지다.

(중흥사지는 경기도 기념물 제 136호로 지정되어 있다)

중흥사의 대웅전의 공포, 화려하고 아름다운 단청이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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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성의 전통사찰, 노적사 담장과 가을 단풍의 모습노적사와 노을빛이 드리워진 노적봉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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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 위에서 본 석 사자상의 얼굴 모습 동쪽에서 본 석 사자상의 옆면 모습

고양시 향토문화재 제63호로 지정되어 있는 노적사 석 사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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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 사적 479호로 지정되어 있는 북한산성 행궁의 내전 모습, 앞쪽으로 높은 돌기둥과 

북한산의 백운대, 만경대, 용암봉이 보인다.

행궁지 동쪽에서 본 북한산의 주봉들(왼쪽부터 노적봉, 백운대, 만경대, 용암봉 이다)



000 41

헬기로 돌을 날라 정비, 복원되고 북산산성 행궁의 모습

문화재 유적 발굴 조사가 진행중인

행궁의 담장 유구

하창지 인근에 있는 보호수 나무, 북한동 향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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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
오랜 선사문화를 보여주는

국사봉, 지렁산 고인돌

고양시는 최근 유적 발굴조사를 통해 중기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아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역사시대 보다 이전의 시대를 흔히

선사시대라 부르며 그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바로 고인돌 (지석묘)입니다.

고양시 곳곳에 고인돌이 많이 있었으나 도시개발 등으로 사라지고 현재는 그

중 몇 개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덕양구

성사동, 화정동, 경계에 있는 성라산 국사봉 고인돌 입니다. 덮개돌과 받침돌

이 잘 남아 있고 문화재 설명문이 세워져 있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남쪽으로 약 4km 지점에 있는 화정동 지렁산 정상 부근에도 고인돌

이 2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한 개는 동그란 모양이며 그 북쪽에 있는 고인돌

은 덮개돌이 넓적합니다. 받침돌과 넓적한 모양이 고인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고양시를 대표하는 선사문화유산 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인정되어 향토문

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는 오래된 선사 유적부터 최근의 근대 등록문화유산까지 매우

다양한 문화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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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렁산 고인돌과 문화재 안내 설명판

고인돌 앞으로는 행주누리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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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 넓적하게 만들어진 지렁산 고인돌의 덮개돌

국사봉 고인돌 입구에는 성라체육 공원이 만들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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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침돌 위에 올려져 있는 고인돌 (덮개돌이 크고 넓다)

옆에서 본 국사봉 고인돌과 문화재 설명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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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렁산의 둥근 고인돌, 

우측에 받침돌이 잘 남아 있다.



000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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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에서 보기 드문 
고려시대의 왕릉

고려 공양왕릉 / 高麗 恭讓王陵

정면에서 본 공양왕릉(왼쪽이 왕의 봉분, 오른쪽이 왕비의 봉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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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구 원당동 왕릉골 마을에 있는 고려 34대 공양왕과 순비 노씨의 무덤

입니다. 왕릉은 정면에서 볼 때 남좌여우 (男左女右)의 양식으로 봉분을

만들었습니다. 왕릉의 외곽으로는 문화재의 관리를 위해 쇠로 만든 울타

리가 만들어져 있어 왕릉 안쪽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작은 언덕위에 남쪽을 향하여 만들어진 무덤은 2개의 봉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왕과 왕비의 봉분 가운데에는 사각모양의 비석이 있는데 비바

람으로 인해 글씨가 훼손되어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왕과 왕비의 봉분 앞에는 작은 비석과 상석이 만들어져 있고 좌우로는 문

인석과 무인석이 각 2개씩, 모두 4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능은 조선이

개국하고 처음 만들어진 왕릉으로 곳곳에 고려시대 왕릉 조성의 수법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석물들이 서있는 제절의 중앙에는 팔각모양의 덮

개돌이 독특한 장명등이 한 개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특이한 모양으로

인근에서 보기 드문 가치 높은 석물입니다.

왕릉의 중앙에 있는 장명등(팔각형의 덮개돌이 독특하다)



왕릉 입구에서 본 공양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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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을 지키고 있는 돌짐승 (석수), 귀엽게 생긴 호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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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서 본 공양왕릉의 전경 (규모는 작지만 왕릉답게 많은 석물이 자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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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월 25일 유교식, 불교식으로 고려 공양왕 고릉제례를 올리고 있다.

장명등의 남쪽에는 왕릉을 수호하는 호석(護石),

석수(石獸) 1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조선 왕릉에서

볼 수 있는 용맹한 호랑이와는 달리 귀엽고 정겨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2개가 있어야 하나 지

금은 훼손되어 1개만 남아 있습니다. 그 문화재적

가치가 높아 1970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19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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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보호수나무

고양동 향교골 은행나무

은행나무의 기둥과 뿌리, 노란 단풍잎으로 덮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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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향교골 마을에 있는 큰 나무입니다.

고양동의 중심에 있는 사적 벽제관지에서 고양향교 방향에 있는

나무로 자연 환경적 가치가 인정되어 경기도에서 지정한 보호수

나무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대양로 등 큰 도로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어 다른 지역에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작은 공원 안에 있는 이 은행나무의 나이는 500년이 넘었으며 아

주 오래전 고양군수가 심었다고 합니다.

2018년 12월 현재 고양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이 나무

의 높이는 25m 이며, 가슴높이 둘레는 약 7m에 이릅니다.  1982

년 보호수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데 고양향교의 입구에 있다

고 하여 향교골 은행나무라고 불립니다.

고양시에는 약 40 여 그루의 보호수 나무가 있는데 이 향교골 은

행나무가 그 중에서 가장 크고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나무 주변의 은행잎과 열매



나무의 가을 단풍과 가지에 달린 은행 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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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나무 입구에 떨어진 단풍나무 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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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의 담장과 굴뚝, 
단청과 마루가 예쁜

고양 향교 / 高陽鄕校

덕양구 고양동 향교골에 있는 한옥 문화유산 입니다.

고양향교는 1398년 고양문묘라는 이름으로 처음 세워졌습니다. 이후 조선 세종 10년에

크게 고쳤으며 일제강점기, 1980년대 등 여러 차례 보수, 수리 하였습니다.

오래전부터 고양향교가 이곳에 있어 마을 이름도 향교골 입니다.

향교골 입구에는 나무나이가 500년도 넘는 큰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고양향교는 입구의 홍살문을 시작으로 고직사, 명륜당, 동재와 서재, 대성전, 동무와 서

무, 전사청 등 총 아홉 채의 한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향교의 주요 건축물들은 북한산을 바라보며 동쪽을 향해 지어졌습니다. 앞쪽 건물들은

학생들과 선생님이 공부하는 공간이며, 뒤쪽의 대성전과 동무, 서무는 선현의 위패를 모

시며 제향의 공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마루가 넓어 여러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명륜당에서는 인성교육과 예절교육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공자님의 탄신일인 음력 8월 27일에는 석전대제라는 큰 제례를 올립니다.

고양향교는 지금도 고양지역의 유림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양 향교는 평 담장과, 층 담장, 유난히 낮게 만든 전통 굴뚝, 기와지붕과 단청, 그리고

대자산 숲속 자연이 어우러져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문화유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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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문화원 입구에서 본 고양향교의 전경

향교의 중심건물인 명륜당 마루와 외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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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 위쪽에서 본 한국 전통 담장과 한옥

지붕과 담장이 잘 어우러져있다.

옆에서 본 서무, 전사청, 대성전과 내삼문, 

그리고 층 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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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대성전, 동무, 

서무에서 봉행되고 있는 석전대제 모

습

동무에서 본 내삼문과 동무, 그리고 대성전 일대

고양향교 대성전의 방풍판 

(곡선미가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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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재 마루와 대성전, 동무, 내삼문의 가을 모습

내삼문과 동무, 명륜당의 처마와 기와굴뚝이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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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재의 기와굴뚝, 

위에서 내려오는 층 담장과 평 담장

외주길에서 본 향교의 담장과 서무 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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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재 마루와 대성전, 동무, 내삼문의 가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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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당 건물의 공포와 익공, 

단아한 단청색이 곱다

향교 동무 뒤쪽 층 담장과 동재의 가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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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최초, 
최고의 보물

고양 태고사 원증국사탑과 탑비

북한산의 노적봉, 백운대, 만경대가 보이는 곳에 원증국사의 승탑이 세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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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북한산성 안쪽 태고사에 있는 보물들 입니다.

북한산성의 안쪽에 있는 태고사 대웅전 건물 주변에 2개의 보물이 나란히 자

리해 있습니다. 

먼저 1977년 고양시에서 처음 보물로 지정된 원증국사의 탑비는 고려 우왕 때

만들어 세운 것입니다. 비각을 제외한 비석의 총 높이는 약 3.5m에 이릅니다.

비석은 아래쪽에 거북모양 받침돌이 있고 이 받침돌 위에 비석의 몸돌을 세운

후 꼭대기에 덮개돌 (옥개돌)을 얹은 모양입니다.

비석의 앞면과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앞면 윗 부분에는 큰 글씨

로 원증국사탑명 (圓證國師塔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비문의 글씨를 통

해 보면 비석은 1385년에 세웠으며 글은 명필가 권주가 쓰고, 목은 이색이 비

문을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증국사의 비석을 보호하고 있는 비각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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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형의 받침석 위에 승탑이 세워져 있다, 안정적인 균형미와 곡선이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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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증국사 탑비의 뒤쪽 구암봉 방향으로 약

100m 지점에는 원증국사의 승탑(僧塔)이 보

존되고 있습니다. 도굴 등으로 크게 훼손되어

있다가 1983년 보물 749호로 지정되어 현재

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크게 받침부,

몸돌부, 옥개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곳곳에 연

꽃무늬가 새겨진 아름다운 문화유산입니다,

아랫부분은 사각형의 탑 자리가 있고 윗부분

에는 커다란 연꽃을 돌로 만들어 얹은 상륜부

(보개)가 있습니다.

고려 말의 큰 승려인 태고원증국사 보우(

1301 – 1882)는 오랫동안 이곳 태고사에서

머물며 한국불교의 화합과 발전에 노력한 국

사(國師)입니다.  현재 한국 불교의 주요 종파

인 조계종에서는 중흥조로, 태고종에서는 종

조(宗祖)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원증국사탑 비석의 앞면 글씨 모습. 

매우 정교하게 쓰여 있다.



70 사진으로 보는 고양의 문화유산

태고사 뒤편에 세워져 있는 

원증국사의 승탑 정면 모습

탑의 받침부분과 몸돌의 복련, 앙련문 무늬



000 71

전통사찰 태고사의 현판

매년 태고종이 주관하여 봉행하고 있는 태고원증국사 다례제 모습

태고사 앞마당에서 자라고 있는 귀룽나무, 

현재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72 사진으로 보는 고양의 문화유산

고양시 유일의 천연기념물, 
흰 소나무

고양 송포 백송

매년 태고종이 주관하여 봉행하고 있는 태고원증국사 다례제 모습

관리가 잘 되고 있어 나무모양이 이쁘고 건강합니다.



000 73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천연 기념물 입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부채와 같은 역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조선조 세종 때의 인물은 최수원 장군이 여진족을 물리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심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송을 심은 최수원 장군의 무덤은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산 자락에 현

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조선 선조 때 인물인 유하겸 선생이 중국의 사신으

로부터 백송 두 그루를 선물로 받아 이중 한그루를 덕이동에 심었는데

이것이 지금의 송포 백송이라 합니다.

고양 송포 백송은 참 예쁘고 멋지게 생겼습니다. 나무는 보는 방향에

따라 그 모양이 각기 달리 보이는데 탐진 최씨 문중의 묘역에서 보는

모습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백송의 크기는 높이가 12m, 가슴높이 나무둘레는 약 2.4m에 이

릅니다.   

백송 나무의 기둥은 땅에서 가까운 곳에서는 한 개로 자라다가 나무 위

로 올라가면서 수십 개의 가지와 줄기로 나뉘어져 하늘을 향해 자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나무와는 달리 흰색의 껍질은 아주 얇게 나무기둥에 붙어

있는데 일정한 기간이 되면 나무 밑으로 떨어집니다.

고양 송포 백송은 우리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흰 소나무로 지금도 건강

한 수세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나무의 모양새가 아름다우며 중국과의

교류 역사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환경적, 역사적 가치가 인정되어

천연기념물 제 6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74 사진으로 보는 고양의 문화유산

나무 아래에서 촬영한 백송 기둥과 가지, 줄기



000 75

백송 나무의 껍질

(흰색이 뚜렷하고 나무기둥에 딸려 있다)

송포 백송을 심은 것으로 알려진 최수원 장군의 묘 

(고봉산 소재)



76 사진으로 보는 고양의 문화유산

덕이동 느티나무의 전체 모습, 

일산서구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이다.



000 77

덕이동 느티나무는 경기도에서 지정한 보호수 나무이다.

백송 입구에 있는 

덕이동 느티나무의 뿌리와 나무기둥



78 사진으로 보는 고양의 문화유산

고려의 충신, 
고려시대의 사각형 무덤

무민공 최영 장군 묘소



000 79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대자산 자락에 있는 고려시대의 무덤입니다.

최영 장군의 묘소가 있는 대자산은 숲과 흙, 자연과 문화유산이 어우러진 고양

동 누리길이 지나는 곳입니다. 주차장에서 장군의 묘소에 이르는 숲길은 고양시

에서도 걷기 좋은 길로 유명합니다.

묘소 입구에는 최영장군의 생애 등을 적은 문화재 설명문이 있고 계단을 따라 약

100m 정도 오르면 2개의 무덤이 보입니다.

앞쪽의 봉분은 무민공 최영장군과 그의 부인인 문화 류씨의 무덤이고 그 위쪽에

는 장군의 아버지인 최원직 선생의 봉분이 있습니다. 

최영 장군의 무덤은 고려시대에 쉽게 볼 수 있는 사각형 모양인데 둘레석은 2단

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앞쪽 정면에서 보았을 때 좌측은 최영장군, 우측은 그

의 부인이 묻혀 있습니다. 

최영장군 묘소로 오르는 길, 

고양동 누리길이 만들어져 있다

최원직 선생, 최영장군 묘역의 

곡장 뒤편에 있는 산업주저리



80 사진으로 보는 고양의 문화유산

멀리 길 뒤편으로 계단과 문화재 설명판이 보인다.



000 81

장군의 묘소 정면에서 본 모습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최영 장군과 부친인 최원직 선생의 봉분 , 사각형이 독특하다.



82 사진으로 보는 고양의 문화유산

최영 장군의 아버지인 최원직 선생 묘비 뒤편에서 찍은 묘역 전경



000 83

최영 장군 묘소 입구, 

주차장에 세워진 명언 비석

장군의 묘역을 내려오면서 만난 

낙조와 가을 낙엽길

무덤 좌우에 후손 및 경기도가 세운 비석 2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뒤편에 있는 최원직 선생의 봉분은 부인 없이 혼자 묻혀 있는 단분

입니다.

정면 좌측에는 최영 장군이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는 묘비석 1개가

있습니다. 비석의 앞면과 뒷면에는 큰 크기의 글씨로 관직명, 본관,

비석의 건립 연대 등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최영 장군과 최원직 선생의 봉분 뒤편으로는 전통 한옥 담장의 모

습을 하고 있는 곡장(曲墻)이 남아 있습니다.



84 사진으로 보는 고양의 문화유산

한강 옆에 자리한 
한옥 건축물

행주서원 / 杏洲書院

덕양구 행주외동 한강 옆에 있는 한옥서원 입니다.

서원에서 한강가의 행주역사공원까지 불과 100m 거리에 있어 예전에는 수

해를 자주 겪기도 했습니다.

행주서원은 조선조 후기에 단행된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 에서도 보존된

고양지역 유일의 서원입니다.  현재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 71호로 지정되어

있는 행주서원의 처음 이름은 기공사 (紀功祠)였습니다. 

조선 헌종 7년 (1841) 행주대첩으로 유명한 장군인 충장공 권율 (1537-

1599)을 기리기 위해 처음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후 기공사는 행주서원이

되었고 지금은 권율 장군과 함께 조경, 이빈, 선거이, 변이중, 처영, 정걸의

위패를 모시고 봄과 가을에 제향을 모시고 있습니다.



000 85

행주서원의 남쪽에서 촬영한 모습

행주서원 교육의 공간인 강당과 전사청행주서원 입구에서 본 행주서원의 전체 모습



행주서원 외삼문의 동문과 강당 모습

86 사진으로 보는 고양의 문화유산



000 87

행주서원의 입구에는 출입하는 외삼문이 있고 그 안쪽에 강당, 전사

청, 문간채, 내삼문, 기공사 등이 세워져 있습니다.  앞쪽의 건물들은

낮게 그리고 뒤쪽의 건물들은 높게 만들어 물 빠짐과 햇빛받기 등을

쉽게 하였습니다. 

행주서원 기공사 서쪽에는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행주대첩

중건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행주서원은 그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고 교육 및 제향이 정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양시 유일의 서원이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가 큽니다.

행주대첩 중건비 앞면의 두전 (제목글씨), 글자의 모양이 상형문자답게 재미있다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74호)

기공사 서쪽에 

행주대첩 중건비가 세워져 있다.



88 사진으로 보는 고양의 문화유산

서원의 서쪽 끝에 있는 전사청 건물과 강당, 기공사 모습

행주서원의 현판과 오래된 중문, 

글씨는 조선후기의 명필 위당 신헌이 쓴 것이다.



000 89

봄과 가을에 제향을 모시는 

행주서원 기공사

행주서원 제향의 진설모습 

(중앙에 충장공 권율 도원수를 모시고

좌우로 행주대첩 여러 장수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90 사진으로 보는 고양의 문화유산

고양의 의병장,  
보기드문 장대비

이신의 선생의 묘와 신도비, 장대비. 
그리고 후손들의 시향제례

고양시 덕양구 흥도동(도내동) 도래울 마을에 있는 문화유산입니다.

석탄 이신의 선생 ( 1551- 1627)과 관련된 문화유산으로는 부인인 경

주이씨와 함께 묻힌 묘소, 우암 송시열 선생께서 비문을 지은 신도비,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 의병봉기를 기록한 있는 장대비 (將臺碑)가 남

아 있습니다.

묘소와 신도비는 고양시 향토문화재 14호로, 장대비는 39호로 지정되

어 있습니다.

묘소의 입구에 세워진 신도비는 비각 안에 보존되어 있는데 받침석,

몸돌, 덮개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도비의 뒤편 약 30m 지점에는

석탄 이신의 선생의 무덤이 부인과 나란히 쌍분으로 보존되어 있습니

다. 봉분의 서남쪽으로는 명필로 유명한 원교 이광사 선생이 직접 글

을 쓴 묘비가 남아 있습니다.



000 91

의장대 위에서 본 석탄 이신의 의병장 창의 벽화그림

노을이 지고 있는 

석탄 이신의 선생 묘역

도래울 마을에 있는 의장대의 가을 모습



92 사진으로 보는 고양의 문화유산

여름에 촬영한 석탄 이신의 선생 묘소 (주변에 충의재, 석탄 이신의 기념관이 있다.)

한옥 비각안에 이신의 선생의 신도비가 보존되고 있다.장대비각과 한옥 의장대, 문화재 설명판도 보인다.



000 93

석탄 이신의 선생의 묘소에서는 매년 음력 10월 8일 전국의 전

의이씨 후손들이 모여 시향제례를 지냅니다. 비교적 전통적인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는데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음복례, 망

료례, 산신례 등의 순서로 진행 합니다.

이신의 선생의 묘소에서 동쪽으로 약 300m 지점에는 석탄 이신

의 장대비석이 남아 있습니다. 1593년 임진왜란 당시에 고양지

역 의병 수 백 여명을 이끌고 왜적과 대치했던 이신의 의병장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도내동 주민들이 세운 의미

깊은 문화유산입니다.

석탄 이신의 선생 의병 장대비

1740년 도내동 마을 주민들이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다(비석과 받침돌이 통돌로 되어 있다.)



94 사진으로 보는 고양의 문화유산

석탄 이신의 선생 묘소는 길게 용미가 만들어져 있다.(사진은 독축례, 전의 이씨 후손들이 촌헌례, 독축을 하고 있다.)



000 95

헌관과 집사들이 산신제를 올리고 있다.아헌관은 낙지를 제물로 올린다.

시제에 진설된 제물과 상석, 혼유석의 모습



96 사진으로 보는 고양의 문화유산

헌관과 집사들이 산신제를 올리고 있다.



000 97

여러 집사 및 전의 이씨 종인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제를 지내고 있다.



98 사진으로 보는 고양의 문화유산

초헌관이 산적을 올리고 있다



000 99

시향제례는 예법에 밝은 집례관이 주관한다, 

전국에서 모인 후손들이 모여 큰 절을 올린다.



100 사진으로 보는 고양의 문화유산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과 
산성이 어우러진

북한산성 / 北漢山城

북한산성의 동쪽 끝에 있는 대동문 (규모가 크며, 현판은 숙종의 글씨를 모아 만들었다)



000 101

우리나라 최고의 명산에 속하는 북한산 (北漢山), 이 높고 험준한 곳에

아름다운 북한산성이 쌓여져 있습니다. 가장 높은 백운대로부터 북한산

의 물이 빠져 나오는 평지의 수문 (水門)에 이르기까지 성곽은 여러 모습

으로 남아 있습니다. 처음 백제가 성을 쌓았고 고려, 조선을 거쳐 최근에

도 성곽을 고치고 허물어진 곳은 보수 하였습니다.

북한산성은 고양시를 비롯하여 서울시 강북구, 종로구, 은평구에 걸쳐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산성입니다. 성곽은 백운대와 만경대 ,시단봉, 문

수봉, 증취봉, 원효봉과 의상봉, 영취봉 등 20여개의 산봉우리에 쌓여져

있습니다. 

대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대서문을 포함하여 총 16개의 크고 작은 문이

만들어 졌습니다. 산성의 안쪽에는 국왕이 직접 행차 했던 고양 북한산

성 행궁을 비롯하여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원증국사 보우의 승탑과 승

탑비석 등 많은 문화유산이 남아 있습니다.

대동문의 성벽과 문, 

암문과는 달리 무지개 모양의 홍예가 눈에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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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사진으로 보는 고양의 문화유산



000 103

북한산성의 정문 역할을 하고 있는 대서문, 현판 글씨와 여장이 보인다

이승만 대통령이 쓴 것으로 알려진 대서문 현판, 

좌측아래의 일부분은 지워져 있다



산성 안쪽의 중성문과 문루, 그리고 노을이 비취는 노적봉과 백운대

104 사진으로 보는 고양의 문화유산



000 105

지금의 성곽은 조선 숙종 37년 (1711) 때 대규모로 쌓은 후 1990년대 초

반부터 문화재청,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 등이 복원한 것입니다. 현재 성

의 둘레는 총 11.6km에 이릅니다. 산성에서 가장 낮은 구간과 높은 구간

의 높이차이는 무려 748m에 달합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북한산성 면적의 대부분은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 1-1번지 일원 입니다. 

북한산성은 아름다운 대자연속에 쌓여진 산성으로 그 중요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일한으로 문화재 발굴조사 등을 추진한 후, 세계문화유

산 등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서문 안쪽의 모습 (바깥쪽과는 달리 여장도 없고, 

용두는 입을 다물고 있다)



106 사진으로 보는 고양의 문화유산

북한산과 고양지역 일대를 지도에 그렸다 

(대동여지도)



000 107

북한산성의 지휘소 역할을 하고 있는 시단봉 정상의 동장대



108 사진으로 보는 고양의 문화유산



000 109

대서문 문루에서 산성 안쪽을 촬영한 가을의 모습 



110 사진으로 보는 고양의 문화유산

대서문 여장과 문루의 지붕과 처마



000 111

대서문 문루에서 본 원효봉과 백운대 (정상부로 산성이 쌓여져 있다)



112 사진으로 보는 고양의 문화유산

자연의 바위를 이용하여 쌓은 북한산성 성곽

북한산성의 암문인 보국문. 

(고양시와 서울시의 경계에 있다)

대서문 성체에 남아 있는 포탄의 흔적



000 113

보현봉 부근에서 본 북한산성 성곽과 

백운대, 도봉산의 봄날

동장대에서 용암문 으로 이어진 

북한산성

성곽 곡성에서 바라본 

백운대와 인수봉, 만경대의 모습 , 

봉우리를 따라 성벽이 길게 이어져 있다.



114 사진으로 보는 고양의 문화유산

세종대왕의 친동생, 
독특한 모양의 무덤

성령대군의 묘와 신도비

무덤 뒤쪽에서 본 성령대군  묘역의 전체 모습(아래 마을은 대자동 이다)



000 115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에 있는 조선 전기 왕실의 무덤, 문화유산입니다.

고양시 향토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어 있는 성령대군의 묘소는 그의 부인

창녕 성씨와 합장되어 한 개의 봉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려 말, 조선 초기에 쉽게 볼 수 있는 사각형 모양을 간직하고 있는 성령

대군의 묘소는 보기 드물게  서쪽을 향해 있습니다.

무덤의 경계를 나타내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로부터 봉분을 보호하기 위

한 만든 사성 (무덤 날개)에도 ㄷ자 모양의 석축을 쌓은 것이 특이 합니다.

사각형의 봉분도 무너짐을 막기 위해 병풍석, 둘레석을 만들었습니다.

무덤의 봉분 주위로는 호석 (돌 호랑이)이 세워져 있다.

무덤의 앞쪽에는 오래된 석축이 있고 좌우에 문인석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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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사진으로 보는 고양의 문화유산



000 117

태종의 아들, 세종대왕의 동생답게 봉분 주위에는 모두 4개의 돌짐승

(석호)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중 2개는 호랑이, 2개는 돌로 만든 양(羊)

입니다.

무덤의 앞쪽에는 여러 제물을 올리고 제사를 지내는 상석이 있고 상석

좌우로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문인석 2개가 서 있

습니다.

성령대군 묘소 아래 약 100m 지점에는 성령대군의 사당인 대자사와 그

의 신도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성령대군의 신도비는 조선 태종 18년 (1418) 에 세웠는데 독특한 모양

새, 재질, 거북받침의 특이성에서 그 문화재적 가치가 높게 평가받고 있

습니다.

성령대군은 태종의 4번째 대군으로 1405년에 태어나 1418년에 돌아간

인물입니다.

대군의 상석에 돌이끼가 꽃처럼 자라고 있다.



118 사진으로 보는 고양의 문화유산

성령대군의 사당인 대자사와 신도비각.



000 119

묘역에서 본 가을하늘과 흰 구름



120 사진으로 보는 고양의 문화유산

특이한 장명등, 
뛰어난 석물 가치가 있는

경안군(慶安君), 임창군(臨昌君)의 묘소

언덕 아래에서 본 경안군 묘소의 전체모습



000 121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최영 장군 묘소 입구에 있는 조선 중기 왕족의 묘역입니다. 아버

지인 경안군의 묘소는 언덕 높은 곳에 자리해 있고 아들인 임창군묘소는 그 아래에 위치

하고 있습니다. 

두 무덤은 1986년  향토문화재 제5호로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선 경안군(1644 - 1665)은 인조의 장자인 소현세자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무덤의 정면에서 볼 때  오른쪽에 옆으로 세워진 묘비가 1개 있습니다.  비석의 뒤쪽으로

는 붉은 벽돌로 만든 곡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경안군 묘비 윗부분, 이수(螭首)의 조각모습



122 사진으로 보는 고양의 문화유산

경안군 묘의 문인석과 대자동 마을, 

사진 아래로는 아들인 경안군이 묘소가 있다.

구름아래 멀리 고양 영사정 한옥이 자리해 있다.



000 123

무덤은 경안군과 그의 부인인 익성군 부인 허씨가 함께 묻혀 1개의 봉분으로 남아 있습

니다. 무덤 앞쪽으로 귀엽게 만들어진 동자석과 함께 문인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각 석물들의 표정과 조각수법이 돋보이는 문화유산입니다.

경안군의 묘소 아래 약30m 지점에는 경안군의 아들인 임창군과 임창군의 부인, 의천군

부인 박씨가 잠들어 있는 무덤이 있습니다.  석물과 봉분, 장명등과 묘비를 비교해 보면

경안군의 묘역에 비해 규모가 조금 큽니다.

무덤 앞에서 보면 우측에 덮개와 몸돌, 받침돌로 이루어진 묘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좋

은 재질의 화강석으로 만들었으며 잘 쓴 글씨가 그 문화재적 가치를 더욱 높여주고 있습

니다. 비석의 일부는 총알을 맞아 깨져 있습니다.

곡장은 모두 무너졌으며 상석과 혼유석, 장명등과 문인석, 망주석 등 석물이 봉분 앞쪽

에 있습니다. 특히 중국 청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장명등(長明燈)이 독특하

고 멋집니다.

경안군 묘소에 있는 동자상의 옆모습 ( 귀엽고 예쁘다)

경안군 묘소 앞쪽에 세워진 동자석, 문인석, 망주석



124 사진으로 보는 고양의 문화유산

햇살이 비추는 경안군(위쪽)과 임창군(아래쪽) 묘소

가을 하늘과 임창군 묘소의 옆 모습



000 125

임창군 무덤의 묘비 (글씨가 굵고 멋지다)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는 

임창군 묘소의 장명등

(기와, 합각지붕, 동물모양, 연꽃이 조각되어 있다)

임창군 묘비의  총알 자국과 비문



126 사진으로 보는 고양의 문화유산

고양 독립운동의 중심지 , 
행주산성 역사공원

독립운동가 이가순 송덕비와 항일유적지



000 127

덕양구 행주외동 한강 옆 행주산성 역사공원에 있는 문화유산들 입니다.

우선 공원의 동남쪽, 행주산성역사누리길 입구에는 고양시 향토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양곡 이가순 (李可順 1867-1943) 선생의 관개 송덕비(灌

漑頌德碑)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가순 선생은 한강의 물을 끌어올려 고양군 지도, 일산, 송포, 지역에 농

업용수를 보급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관개사업가, 독립운동가로 유명

한 인물입니다. 이가순 송덕비에서 고양 시정연수원 방향으로 약 100m

지점에는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 단재 신채호 선생의 항일 유적 안

내문이 세워져 있습니다. 

행주산성 역사 공원 중앙에는 1919년 행주나루에서 전개된 3.1만세운동 설명문도 있다.

행주외동 한강 가에 세워진 3.1 독립 만세운동 설명문

(희미하게 신행주대교가 보인다.)



128 사진으로 보는 고양의 문화유산

독립운동가 양곡 이가순 선생의 관개 송덕비, 앞면

이가순 송덕비의 뒷면으로 1950년 건립하였다. 

검은 오석돌을 사용하여 만들었다.

(2017년 고양시 향토문화재 제46호로 지정하였다) 



000 129

이가순 선생의 송덕비는 고양지역 유일의 독립운동가 비석 문화재 이다.



130 사진으로 보는 고양의 문화유산

행주산성 역사공원 안에 있는 도산 안창호, 단재 신채호 선생의 독립운동 관련 설명문

행주나루에서 독립운동의 의지를 담은 거국가를 지었다.



000 131

한강 행주나루는 일제강점기 서울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경의선

(京義線)과 함께 독립운동가의 주요 루트로 사용되었습니다.

1919년 3월 독립만세운동 당시에는 500여명의 주민들이 집결하

여 만세운동을 펼쳤고  한강에 배를 띄우고 선상 (船上) 만세 운동

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옛 행주나루터에서 동쪽 상류방향에 표석이 있습니다. 공원 안에

도 당시 만세운동의 현황과 규모를 기록한 설명안내문이 세워져

있습니다.  

공원에 심겨진 예쁜 색깔의 코스모스

항일 유적지 인근에는 

행주산성 역사 공원이 만들어져 있다.

옛 행주나루터를 알려주고 있는 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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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기차역

고양 일산역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근대 건축물 문화유산입니다.

일산역은 서울과 북한지역의 신의주를 연결하는 경의선에 있는 기차역입니

다.  그 건축적, 역사적 가치가 인정되어 2006년 국가 지정 등록문화재 제 294

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일산역은 지금까지 남아 있는 고양시의 기차, 전철역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

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904년 경의선의 부분개통과 함께 일산역이

건립되었으나 지금의 역청사는 1933년에 다시 지어진 것입니다. 

일산역은 전체적으로 ㅡ자형 모양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재료는 나무와 시

멘트을 사용했습니다. 경의선 일산역이 신설되면서 고양지역 상업, 교통의 중

심이 기존의 고양동, 행주나루에서 일산 (중면)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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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의 옛 철로와 일산역. 지금은 기차가 운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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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의 시작인 서울 용산역부터 신의주역까지 주요 역들이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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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항쟁기 에는 이곳 일산역을 중심으로 3.1독립만세운동이 활발하게 이

루어졌고 많은 독립 운동가들이 왕래하던 항일운동의 루트로도 사용 되었

습니다.

일산역의 동쪽에서는 100년 넘게  전통 일산장 (3,8일)이 지금도 서고 있습

니다. 일산역은 신도시의 과정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보존되어 있는 옛 기차

역 인데 시민들에게는 많은 추억과 함께 고양 현대사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

습니다.

일산역에서 시민들은 구하고 순직한 최규명, 방사언 역장 순직 위령비.

1979년 중면 (지금의 일산) 기관장들이 건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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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등록문화재  제 294호로 지정되어 있는 일산역의 앞쪽모습

일산역의 안쪽 모습, 일산역의 역사 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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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역 인근의 경의선 기차역 현황 그림

일산역이 항일독립운동의 중심지였음을 기록한 안내 설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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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 전통한옥의 모습을 간직한 
고양시 최고의 성당

고양 행주성당 / 幸州聖堂

덕양구 행주외동 한강 가 소애촌 마을에 있는 오래된 한옥 성당 입니다.

본래 성당은 아래 마을에 있었으나 잦은 한강의 수해로 인해 1928년 지

금의 자리로 옮긴 것입니다.

행주성당의 역사성과 건축사적 중요성 등으로 2010년 국가 등록문화

재 제455호로 지정한 후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거쳐 지금의 모습을 하

게 되었습니다.

행주성당은 1899년에 설립되었지만 지금의 한옥 성당 건물은 1910년

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북부지역에서는 명

동 성당 등에 이어 세 번째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예

쁜 한옥성당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근까지 문화재 정비 등의 과

정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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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쪽에서 본 행주성당 전체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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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주성당 본당 출입구의 십자가와 한옥 기와와 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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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쪽의 팔작지붕 아래 출입구를 통해 성당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당의

안쪽에는 십자가에 못 막힌 예수님 상이 중앙 안쪽에 자리해 있는데 전통 한옥의

느낌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상량보와 상량문, 나무 서까래와 기둥의 모습에서 오래된 한옥 성당의 기품을 바

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928년 현재 위치로 옮긴 행주성당은 고양지역 근대화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져 있습니다.  종교시설 , 항일 운동 이였던 3,1 만세독립운동의 중심지, 근대 여성

교육의 상징성 등에서 매우 중요한 근대 문화유산 입니다.

1899년, 행주성당 최초 건립 당시의 모습을 그림으로 기록하였다. 

왼쪽에 한강물과 파란색의 배가 보인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행을 

동판 그림과 글로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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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 내부의 나무 부재와 목재로 만든 십자가 예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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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 안쪽의 주요 목재와 상량문, 창문과 주요 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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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를 대표하는 
오래된 전통 사찰

고양 흥국사 / 興國寺

흥국사의 주본전인 약사전의 전경

고양시에 가장 오래된 사찰 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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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에 있는 천년고찰 입니다.

예전 한미산 (漢美山, 현재의 노고산) 남쪽에 위치한 흥국사는 신라시대의

고승인 원효대사(元曉大師)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그 규모나 아름다운 풍광, 문화재 지정 숫자, 그리고 일제 항

쟁기 연기우 의병장이 활동한 곳으로 유명한 사찰입니다.  사찰 경내에는 흥

국사의 역사와 나라를 위한 기원이 담겨진 흥국사 만일회비를 시작으로 약

사전과 같은 한옥 문화유산, 흥국사 괘불과 같은 그림 문화재도 많습니다.

등록문화재인 대방, 쉽게 보기 어려운 극락구품도, 나무를 깎아 만든 불상,

그리고 수 백년간 흥국사를 지키고 있는 보호수 나무들도 있습니다.

흥국사의 동쪽에서 본 명부전, 약사전과 나한전, 대방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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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사 뒤편 노고산 자락에서 본 흥국사와 의상, 비봉 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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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송 뒤로 보이는 흥국사와 북한산(의상, 용혈, 용출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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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사 약사전 뒤편 전망대에서는 북한산의 주봉인 백운대를 비롯하여 20여

개의 준봉들을 볼 수 있습니다.

흥국사에는 일주문과 불이문 (해탈문), 나한전과 명부전 등 한옥 건물 10여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흥국사에서 바라보는 큰달 (大月)과 북한산의 봉우리, 그리고 저

녁에 종치는 소리와 모습은 아름다운 장면으로 유명 합니다. 

사찰 곳곳에 조선 영조대왕과의 인연, 조선후기 왕실과의 관련, 독립운동의

중심지로 그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약사전 건물에 그려진 비천보살상 그림



150 사진으로 보는 고양의 문화유산

흥국사의 입구인 불이문 (해탈문)에서 본 흥국사 대방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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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전과 나한전의 용마루, 의상봉과 용출, 용혈봉

범종각 부근에서 본 가을 북한산의 주요 봉우리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 등)

흥국사 입구에 세워져 있는 만일회 비기명 비석

근대문화재로 등재되어 있는 흥국사 대방과 코스모스, 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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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사의 보호수 나무와 약사전, 북한산의 가을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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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한번 볼 수 있는 흥국사 괘불, 

고양시에서 가장 큰 문화재 그림이다.

흥국사 약사전의 아름다운 공포와 목재, 단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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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사 약사전과 대방, 5층 석탑, 그리고 북한산의 주봉들

흥국사 대방 (아미타전)에 모셔진 아미타불,

나무를 깍아 만들었다

(불상 뒤로는 극락구품도가 걸려 있다)

고양시 향토문화재 제 34호로 

지정되어 있는 흥국사 나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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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산에서 내려오면 숲속 뒤로 흥국사가 보인다.

약사전 뒤편에서 본 흥국사의 주요 전각과 북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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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석의 앞면에는 원효대사가 창건 했다는 기록이 표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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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사 종무소 입구에는 보호수 느티나무가 자리해 있다.

흥국사 나한전 뒤편에는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상수리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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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 옛 통신문화를 보여준 
문화유산

고양 독산 봉수대지 / 禿山 烽燧臺址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사리현동 , 지영동 일대에 위치한 독산 정상

에 있는 봉수대 유적입니다.

봉수대는 낯에는 연기로 밤에는 봉화 횃불로 신호를 주고받던 전통적

인 통신 수단입니다. 전쟁 등 그 위급함에 따라 1거 (炬)부터 5거까지

있었습니다.

고양시에서 유일하게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독산 봉수대는 일명 “봉

화뚝”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해발 133m 독산 정상부에 그 터만 남아

있습니다.

조선조 영조 당시에 발간된 고양군지(高陽郡誌) 책자에 의하면 독산

봉수는 파주의 대산 (봉서산)에서 신호를 받아 고양 해포 ( 강매 봉대

산) 봉수대로 전달한다고 기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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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봉동 견달산 자락에서 본 독산( 산 정상에 봉수대지가 있다)

독산 봉수대에 신호를 전달해 주던 파주 대산

(지금의 봉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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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독산 봉수대의 석축과 문화재 설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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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감시탑 옥상에서 바라 본 봉수대의 전체 모습

산 아래에서 봉수대로 오르는 길

지금도 산 정상의 봉수대 인근 산불 감시초소에 오르면 북한산은 물론, 파주

봉서산, 고양 개명산, 서오릉 뒤편의 매봉 (앵봉), 서울 무악재의 안산, 고봉산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독산 봉수대는 커다란 동그라미 모양의 석축을 만들고 그 안쪽에 사람이 거주

하는 공간을 배치했습니다.  원형 석축의 남동쪽에는 직접 봉화를 올리는 봉돈

의 흔적이 잘 남아 있는데 현재는 한 개의 봉돈 만이 높게 남아 있습니다.

봉수대의 본 모습이 비교적 잘 남아 있고 옛 문헌기록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많

은 점, 고양시의 옛 통신, 교통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인정되

어 경기도 기념물 제 19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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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쪽에서 본 독산봉수대지 정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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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수대 안쪽에 있는 봉돈의 일부분

봉수대 안쪽에 있는 원형의 주거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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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향토문화재 제 1호. 
무덤과 사당이 나란히

월산대군의 묘와 신도비 그리고 석광사

덕양구 신원동에 있는 조선시대 전기 왕족의 무덤과 사당 입니다.

고양시 향토문화재 제 1호인 월산대군(月山大君)의 무덤과 신도비는

조선시대 묘제 연구에 중요한 문화재 입니다. 무덤 앞쪽에 자리한 비

각속의 신도비를 비롯하여 봉분과 석물의 규모가 매우 큽니다.

무덤의 모습도 참 특이 합니다. 우선 무덤 봉분이 좌우로 나란히 배치

되어 있지 않고 앞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남자인 월산대군 이정

(1454-1488)의 봉분은 앞쪽에, 그의 부인인 승평부부인 박씨의 봉분

은 뒤쪽에 자리해 있습니다. 두 분의 무덤은 보기 드물게 서울 (한양)

을 등지고 북쪽 매봉재와 개명산을 향하고 있습니다. 조선조 제 9대 성

종의 형인 월산대군 무덤에는 일반적인 사대부 묘소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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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 앞쪽의 신도비각에서 본 월산대군 묘역,

묘소의 봉분은 앞쪽에 월산대군, 뒤쪽에 승평부부인을 묻은 독특한 양식으로 되어있다.



166 사진으로 보는 고양의 문화유산

소 서쪽에 있는 문인석의 얼굴 옆모습과 가을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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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에서 고양동 방향으로 이어진 호국로를 사이에 두고 무덤 북서쪽 약

250m 지점에 월산대군의 사당인 석광사 (錫光祠)가 있습니다. 조선조 영조

당시에 크게 고쳐지은 월산대군의 사당, 석광사는 담장과 삼문, 그리고 맞배

지붕 모양의 사당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삼문 앞쪽에는 고양시에서 보

호하고 있는 회화나무 두 그루가 자라고 있습니다. 석광사, 월산대군의 사당

은 고양시에서 가장 오래된 한옥 제례관련 문화유산 입니다.

일반사당에서는 보기 어려운 궁궐양식 담장과 배수구가 만들어져 있고 영조

가 친히 쓴 석광사 현판 글씨, 제례에 사용되었던 요여 (腰轝)가 있던 건축물

이라는 점에서 그 역사성이 높습니다.

월산대군 묘소의 동쪽 문인석

월산대군 신도비의 앞면



168 사진으로 보는 고양의 문화유산

묘소의 망주석과 문인석, 멀리 매봉재와 개명산이 보인다.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석

신도비 윗부분의 두전, 전서 (월산대군의 글자체가 독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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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분앞의 석물들, 3판의 상석, 고석의 무늬, 장명등과 문인석, 촛대 모양의 망주석이 눈에 띤다.

화려한 구름무늬 조각과 비문 글씨가 멋진 묘비

월산대군의 신도비와 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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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서 본 회화나무와 월산대군의 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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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길에서 멀리 보이는 

월산대군의 사당 (석광사)

뒤에서 본 월산대군의 사당인 석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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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 뒷면에서 본 석광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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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로 지정된 회화나무 사이로 본 사당의 정면

사당의 중심건물, 석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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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최고의 돌다리 

강매 석교 / 江梅石橋

북쪽에서 바라본 강매 석교(좌우가 낮고 가운데가 조금 높다)



000 175

덕양구 강매동에 있는 석교 , 돌다리로 고양시 유일의 전통 교량 입니다

강매 석교는 역사성 및 건축, 문화재적 가치가 높아 고양시 향토문화재 

3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돌다리의 규모는 길이가 약 19m, 넓이는

3.6m에 이릅니다.  이 석교를 옆에서 보면 좌우는 조금 낮고 가운데 부분

을 높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재료는 돌을 사용했는데 돌다리의 한 가운데

에 “강매리교 경신신조”라 기록되어 1920년에 새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

습니다.

그러나 1755년 영조 연간의 고양군지 책자에는 이미 강매리에 해포교

(醢浦橋)란 다리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이 다리의 역사는 더욱 오

래 되었습니다.

강매동의 강고산, 은행정 마을 주민들에 의하면 본래 나무다리 , 목교 (木

橋)였는데 1920년에 새롭게 돌다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강매석교 위에 피어난 하얀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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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매 석교의 교각(돌기둥) 교판석의 짜임새(물이 흐르는 부분에는 

돌기둥을 마름모꼴로 만들어 물살의 압력을 줄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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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리는 자유로나 통일로, 중앙로 등 현대적인 도로가 만들어지기

이전, 고양지역의 서쪽 지도면, 중면, 송포면 주민들이 서울을 왕래할

때 사용했습니다. 마름모꼴 모양의 교각과 돌을 다듬어 끼운 교판석

등에서 한국 고유의 돌다리 모습이 잘 남아 있습니다.

강매석교는 우리나라 전통 석교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점, 정확

한 건립연대를 알 수 있다는 점, 고양지역 옛길의 변천사를 알 수 있다

는 점에서 그 역사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 입니다.

다리 중앙부에 강매 석교의 건립연도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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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쪽에서 본 강매 석교 (창릉천위에 세워져 있다)

돌을 다듬어 교각과 교판석을 잘 짜 맞추었다.

강매동 석교와 문화재 설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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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교의 돌기둥과 교판석을 맞춘 붙인 모습 

돌을 다듬어 만든 석교 윗부분(교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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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여성의병장의 석상, 
오래된 돌다리의 흔적

고양 밥 할머니 석상과 동산동 비석들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밥 할머니 공원 안에 있는 문화유산들 입니다.

2006년 고양시 향토문화재 제 46호로 지정된 고양 밥 할머니 석상(石像)은 고양

지역 유일의 여성인물상(人物像) 문화재 입니다. 석상의 높이는 총 160cm 인데

현재 목 부분이 사라진 채 북한산을 바라보며 서 있습니다.

재질은 화강암인데 전체적인 모습은 석불(石佛)과 비슷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면은 약사합과 손의 모습도 볼 수 있도록 조각 하였으나 뒷면은 자연 바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고양 밥 할머니는 임진왜란 당시의 여성 의병장인 정경부인 해주 오씨를 부르는

별칭입니다.  해주오씨는 남평 문씨 가문의 문옥형 에게 출가한 후, 아들 문천립

을 두었으며 임진왜란 때 활약한 여성의병장으로 유명 합니다.

매년 10월 10일경 동산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밥 할머니 제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밥 할머니 석상에서 북쪽으로 약 5m 지점에는 세 개의 동산동 비석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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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밥 할머니 석상의 앞면 모습 (약사여래불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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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쪽 끝에는 경기도 관찰사 오정일의 선정비(善政碑)가 있고 가운데는 덕

수자씨교비명, 서쪽 끝에는 고양군수 엄찬의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특

히 가운데의 고양 덕수자씨 교비명은 조선 현종1년 (1660)에 세운 것인데

비석의 앞면과 뒷면에 많은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비석은 덕수천

(현재의 창릉천) 위에 돌로 다리를 만들면서 그 건립과정과 참여한 사람

의 이름 등이 기록되어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서쪽에는 조선조 숙

종 당시에 고양군수 였던 엄찬 (재직기간 1690 – 1691)의 선정비석 입니

다. 고양시의 역사와 금석문의 가치가 높아 2006년 고양시 향토 문화재

제4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밥 할머니 석상 주변 모습, 도시화가 추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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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덕수자씨 교비명 모습,  수 백 명의 시람 이름이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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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동 비석들, 왼쪽부터 고양군수 엄찬비, 

덕수자씨 교비, 오정일 선정비다.

경기도 관찰사 오정일의 청덕휼민 선정비, 

귀부와 이수가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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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에 하나밖에 없는 
효자비 문화유산

박태성 묘와 효자 정려(孝子旌閭) 비석

효자 정려비 옆에 세운 박효자와 호랑이 이야기 설명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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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북한산 자락에 있는 박효자의 묘와 효자비입니다.  북

한산성 입구에서 송추방향으로 이어진 북한산로를 따라 약 1km정도 가면 박

태성(朴泰星) 효자의 정려비 (효자비)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조선 후기 효자로 유명한 박태성의 정려 효자비는 받침돌과 몸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박효자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기 위해 안내 설명판을 만

들어 세웠습니다.

고양지역 유일의 박효자 정려비석을 지나 제청마을 안쪽으로 약 250m 가량

들어가면 박태성과 그의 부인들, 그리고 아버지인 박세걸의 무덤이 있습니다.

박효자 묘소 앞에는 박태성 효자를 부모님 무덤까지 매일 데려다 주었다는 인

왕산 호랑이의 무덤과 돌로 만든 호랑이 석상이 있습니다.

고양시 향토문화재 제35호로 지정되어 있는 박태성 효자의 묘와 효자 정려비

는 고양시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유명 합니다.

박태성 효자 무덤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야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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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서 본 박태성 효자 무덤



190 사진으로 보는 고양의 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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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효자, 박태성의 무덤에 세워진 묘비석 글씨



192 사진으로 보는 고양의 문화유산

조선 후기 
무덤 연구에 귀중한 자료인

김주신(金柱臣) 선생의 묘와 신도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영사정 한옥 부근에 있는 조선 후기의 무덤과 신도비입

니다. 김주신의 신도비는 영사정 한옥 건물에서 서남쪽으로 약 20m 지점에  있

으며 그의 무덤은 영사정 뒤편으로 약 200m 가량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우선 고양시 향토문화재 제 18호로 지정되어 있는 김주신의 신도비는 총 높이

가 3.86m에 이릅니다. 조선 순조 26년 (1826)에 세웠는데 앞뒤, 좌우 측면에

모두 글씨가 새겨져 있으며 규모와 글씨를 새긴 수법 등에서 그 문화재적 가치

가 높습니다.

신도비에서 북쪽으로 약 200m 지점에는 김주신과 그의 부인인 가림부부인 조

씨가 함께 묻힌 무덤이 있습니다. 석물의 배치와 조각 수법의 특이성, 조선 후

기 묘제 (墓制)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어 향토문화재로 지정 하였습니다.   

둥근 모양의 봉분에는 글씨가 새겨진 둘레석이 있으며 그 밖으로는 전통 담장

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예쁜 곡장(曲墻)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000 193

묘에 만들어진 여러 석물들 ,조선후기 무덤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묘역 장명등에 조각된 꽃무늬, 자세히 보면 코와 눈, 눈썹, 이빨과 귀가 있는 귀면 얼굴 모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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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분 우측의 묘비, 풍만함을 가득 보여주고 있는 문인석, 문인석 등 쪽

의 화려한 조각기법, 장명등의 꽃무늬와 귀면(鬼面), 곡장 기와 곳곳에

새겨진 10여 가지의 무늬 모습에서 조선 후기 묘제연구의 소중한 자

료가 되고 있습니다.  

김주신은 조선 숙종의 장인이며 서오릉 명릉에 잠들어 있는 인원왕후

김씨의 아버지 입니다. 김주신 묘소에서 서북쪽으로 약 30m 지점에

는 총리대신을 지낸 김홍집 (金弘集)의 무덤이 고양시 향토문화재 24

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사정 한옥에서 

김주신의 묘역으로 오르는 숲길

김주신 묘의 문인석 얼굴 모습 

(코가 유난히 큰데 풍만함이 베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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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장 기와 곳곳에 새겨진 여러 종류의 무늬들, 

고양시 최고의 전통 담장이다.

봉분 뒤에서 본 김주신 선생의 묘소, 

곡장과 둘레석 등이 눈에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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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비 앞에서 본 북한산의 모습 (왼쪽부터 인수봉, 백운대, 만경대가 보인다)

고양시의 대표적인 비석, 김주신 선생의 신도비

김주신 신도비의 비문 글씨, 비석의 사면(四面)에 

작은 글씨로 생애와 업적을 기록하였다.



198 사진으로 보는 고양의 문화유산

김주신 신도비의 비문 글씨, 비석의 사면(四面)에 작은 글씨로 생애와 업적을 기록하였다.



000 199

김주신 묘역 서쪽에는 그의 후손인 

김홍집 총리대신의 무덤이 있다. 

고양시에서 세운 문화재 안내 이정표



본 도서의 내용 및 사진 등의 모든 저작권은 고양시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 본 저작물은 비매품이며 책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고양시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031-909-90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고양의 문화유산에는 고양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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