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대표

문화유산

북한산성

탐방안내도

1코스

6시간(5.5㎞)

2코스

5시간(7.6㎞)

3코스

3시간 30분(4.2㎞)

아미타사(구 덕암사)

4코스

• 북한산성 방문자센터•

3시간(4.3㎞)

• 북한산성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북한산성 방문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북한산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문화관광해설사가 역사해설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둘레길(내시묘역길)

찾아오시는 길
송추, 의정부

i

북한산성
방문자센터
탐방지원센터

제2주차장

CU편의점

BUS

문길
대서

북한산
초등학교

추천
탐방코스

북한산성 입구
제1주차장

북한산성
입구
구파발, 고양

북문
동장대

대동문

북한행궁
산영루·선정비군

북한행궁
구파발역 1번 출구 704, 34번 버스 이용
지축역·삼송역 4번 출구 77번 마을버스 이용
북한산성입구 정류장 하차 후 도보 5~10분 소요

산영루·선정비군
중흥사

중흥사

중성문

방문자센터

북한산성 공식블로그
http://blog.naver.com/buksamo

1코스 / 6시간(5.5㎞)

수문

방문자센터

하창지

서암문

대서문

방문자센터

하창지

방문자센터

하창지

서암문

서암사

수문

아미타사

칠유암

방문자센터▶ 수문/서암사/하창지/중성
문/산영루·선정비군/중흥사/호조창지/
경리청 상창지/북한행궁/대동문/동장대

서암문
대서문
칠유암

하창지

서암사

수문

상운사
생태탐방길

하창지

수문

아미타사

경리청 상창지
호조창지

화 ~ 일요일 10:00~17:00
(매주 월 휴무, 동절기 16:00)

02) 359-5327~30

원효봉

상운사

중성문

서울 은평구 대서문길 43-9, 2층

북문

원효봉

대서문길

서암문길

※ 역사해설 1코스

※ 역사해설 2코스

대서문

산영루·선정비군
태고사

대서문
방문자센터▶ 대서문/하창지/중성문/산
영루·선정비군/중흥사/북한행궁/태고
사/하창지/수문

2코스 / 5시간(7.6㎞)

서암사
수문

방문자센터

방문자센터▶ 수문/서암사/칠유암/하창
지/아미타사/서암문/원효봉/북문/상운사/
하창지/대서문

3코스 / 3시간 30분(4.2㎞)

둘레길(내시묘역길)

방문자센터

수문

방문자센터▶ 둘레길/서암문/원효
봉/북문/상운사/하창지/대서문

4코스 / 3시간(4.3㎞)

하창지
대서문

방문자센터

중성문

중흥사
북한행궁

북한행궁길
※ 역사해설 3코스

북한산성을 소개합니다!
북한산성

북한산성, 얼마나 알고 있나요?

북한산성의 문화유산

북한산성 연표

북한산성은 자연과 문화유산이 어우
러진 역사문화공간으로 경기북부의
대표 문화유산입니다.
북한산성은 『삼국사기』「백제본기」
개루왕 5년(132)에 북한산성을 쌓
았다는 기록을 통해 그 연원을 찾을
수 있고, 고려시대에는 삼각산에 중
흥산성을 쌓은 기록이 『고려사』를
통해 전해집니다.
지금의 북한산성은 왜란과 호란이라
는 두 차례 동아시아 국제전쟁을 치
룬 조선이 왕실보장처이자 피난성으
로 숙종 37년(1711)에 축성한 금성
탕지의 견고한 산성으로 국가 사적
제162호입니다. 숙종임금과 영조임
금이 북한산성을 다녀갔고, 정조임
금은 세손시절에 영조임금과 함께
다녀갔습니다.

132년 백제 개루왕(5년)

북한산성 축성

555년 신라 진흥왕(16년)

진흥왕 북한산 순수비 건립

1387년 고려 우왕(13년)

중흥산성 수축

1711년 조선 숙종(37년)

북한산성 축성

1712년 조선 숙종(38년)

북한산성 행행(行幸),
중성 축조 지시
사적 제162호

북한행궁

성능 「북한지(北漢誌)」 편찬

1760년 조선 영조(36년)

북한산성 행행 – 선원보 봉안

1772년 조선 영조(48년)

북한산성 행행

원형이 잘 보존된 산성

승영사찰과 불교문화

숙종이 지켜내고 싶었던 곳

숙종 행행 60갑자를 맞아
영조와 세손(정조) 시단봉에 오름

북한산성은 7,620보 규모로 축성된 조선
의 대표적인 종합건축물입니다. 대문과
암문 그리고 수문을 아우르는 16개의 성
문과 11.6km의 성곽의 원형이 비교적 잘
남아있습니다. 북한산성은 남한산성-북
한산성-수원화성으로 이어지는 조선시대
성곽 축성술의 발달과정을 엿볼 수 있습
니다.

북한산성은 13개의 승영사찰을 중심으로
축성과 관리에 승려들이 기여한 바가 있습
니다. 중흥사 등 13곳 승영사찰이 있었고,
전국 승군의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팔
도도총섭’이 축성이후 북한산성에 머물렀
습니다. 북한산성을 위시한 북한산국립공
원에는 사찰을 비롯해 여러 불상들과 부도
등 조선후기의 불교문화와 유적이 잘 남아
있습니다.

북한산성은 숙종의 정치·군사적 의지가
서린 성입니다. 왕실과 백성이 함께 도성
을 지켜내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써 북한
산성을 축성하였습니다. 11.6km에 달
하는 성곽을 단 6개월 만에 완공하였고,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을 잇는 탕춘대성과
함께 한양을 방어하는 군사적 거점이었
습니다.

북한행궁(국가 사적 제479호)은 조
선왕실의 보장처로 북한산성 축성
1915년

이 진행되던 그 해 가을에 시작해 이

북한산성

1745년 조선 영조(21년)

듬해 봄에 완공되었습니다(숙종38

산사태로 인한
북한행궁 매몰

년, 1712). 북한행궁은 124칸 규모
로 내전과 외전 그리고 부속건물로
구성되었고, 무엇보다 북한산성 내

양란 이후 도성 방위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축성되었으며, 유사시 왕실과 도성민이 옮겨 올 피난처였습니다. 1711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만에 완공되었으며 주요 보장처이자 문인들
의 유람지로 각광받았습니다. (▲ 백운대에서 바라본 북한산성 전경, ▼ 나한봉에서 바라본 북한산성 전경)

조선 후기 문화가 고스란히 남은 문화공간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어 조

군사, 성곽, 불교문화, 문학, 환곡제 등 조선 후기의 다양한 문화자산이 보존된 공간입니다.

조선시대 기행문학이 생생히
살아있는 곳
한양도성과 인접하여 추사 김정희, 다산
정약용과 이덕무 등 여러 문인들이 자주
찾은 유람장소였습니다.

선왕실의 완벽한 보장처였습니다.
1915년 대홍수로 유실되어 옛 모습
을 온전히 찾아볼 수 없으나, 2012
보물 제611호

년부터 경기문화재단에서 문화재발
굴조사와 정비사업을 통해 옛 숨결
을 되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북한승도절목」

북한산성 역사문화아카데미

이덕무 「청장관전서」

보물 제749호

사적 제479호

태고사 원증국사탑비

태고사 원증국사탑

고려 우왕 11년(1385) 건립되었습니다. 원
증국사의 출생부터 입적까지 내력을 기록
하였으며, 목은 이색이 비문을 지었습니다.

태고사에 자리한 원증국사 보우의 사리탑입 전란시 임금과 왕실이 머무르기 위한 공간으로 행궁을 지었습니다. 1915년 홍수와 산사태
니다. 원증국사탑비의 건립연대인 우왕 11년 로 매몰되었고, 현재 발굴조사와 정비사업을 통해 원형을 조금씩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1385) 이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 고양

북한산성 속 지명의 유래를 알아볼까요?

북한산성 행궁지

덕암사 목조보살좌상

2010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46호로 지정
되었으며, 한국전쟁 전 철원 심원사에서 옮겨
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1. 아하! 북한산성, 제대로 즐겨보자(역사해설)

4. 휴(休)! 북한산(명상수련)

북한산성 역사해설 프로그램으로 방문자센터를 찾는 탐방객들은 언제나 문화관광해설
사로부터 재미있는 역사해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북한산성내 문화유적을 찾아가는 해
설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됩니다.

명상강사와 함께 북한산성을 거닐며 자연 속에서 경험하는 명상을 통해 지친 마음을 달
래고 생기를 되찾아가는 시간입니다.

▶ 북한지

우리가 딛고 선 북한산과 북한산성의 지명들은 과연 어디서 유래했을까요?
여러 이름에 얽힌 이야기들을 알아봅니다.

1945년 팔도도총섭 성능이 편찬한 종합 인문
지리서로, 당시 북한산성의 현황이 잘 기록되
어 있습니다.

유형 제246호

◀ 고양

북한산 서암사지

북한산성 내 13개 승영사찰 중 하나로, 수문과
서암문 주변의 수비를 담당하였습니다. 19세
기 말 폐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 북한산성

2. 북한산성 16문 스탬프투어

5. 북한산성에서 만나는 역사 이야기(토요돌봄)

대문 6곳, 암문 8곳, 수문지 2곳에서 인증사진을 찍은 뒤, 방문자센터에서 인증스탬프
를 받는 자율 참여형 프로그램입니다. ※ 이벤트 기간 중 기념품 제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 강의와 고고학 체험교실의 어린이 고고학자 교육과정으로
전문강사와 고고학자가 진행하는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문화재자료 제140호

유형 제87호

◀ 북한산

북한산과 삼각산이란?

비석거리의 유래는?

북한산과 삼각산 모두 같은 곳을 이르는 말입니다. 북한산은 한강유역을 두고 다툰 백제
와 신라, 훗날 한양에 도읍한 조선의 관점에서 한강의 북쪽에 자리한 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
습니다. 반면 삼각산은 주로 고려시대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고려 수도였던 개경에서
남쪽으로 바라보면 만경대와 인수봉, 백운대 세 봉우리가 도드라졌기 때문입니다.

6. 북한산성 사진 공모전

전문강사와 함께 원효와 숙종이 남겨둔 발자취를 쫓아가며 북한산성과 북한행궁 등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배우는 역사탐방 프로그램입니다.

북한산과 북한산성을 찾는 이들을 대상으로 북한산성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사진작
품을 수렴하여 대중에게 북한산성의 아름다움을 알리려는 행사입니다.

참가신청 : 북한산성 공식블로그(http://blog.naver.com/buksamo)

북한산 비봉은 왜 비봉인가요?
삼국시대 당시 한강유역을 두고 치열
하게 싸운 끝에 마침내 신라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진흥왕은 새로운 영토를 돌아
보고(巡狩) 북한산에 비를 세웠는데 바로
‘북한산 순수비’입니다. 오래도록 방치되
었다가 추사 김정희에 의해 존재가 알려졌
고, 비가 서있는 봉우리라고 하여 ‘비봉’이
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북한산 순
수비는 훼손을 막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에 보관 중입니다.

국보 제3호

산영루지

중흥사 앞에 위치하며 주변에 선정비군과 북
한승도절목이 있습니다. 산그림자가 수면 위

명승 제10호

3. 숙종의 길·원효의 길을 걷다(역사탐방)

금위영 이건기비

1715년 북한산성을 수비하는 금위영의 유영
(留營)을 옮기면서 내력을 남긴 비입니다.
비석이 누워 있는 와비(臥碑) 형태가 특징입
니다.

에 비친다 하여 '산영루'라고 하였습니다.

용학사 인근 산영루 앞에는 비석들이 줄지어 서있습니다. 북한산성 내 관청인 총융청을
관장하던 총융사들의 선정을 기리기 위한 선정비였습니다. 여러 비석들이 자리하고 있다고 하
여 비석거리 또는 선정비군(群)이라고 부릅니다.

▶ 고양

봉성암 전성능대사부도

북한산성을 축성한 성능대사의 묘탑으로 전해
지며, 18세기 후반의 부도 조성 양식이 잘 남
아 있습니다.

하창(서문안)이란?
북한산성에 있던 여러 창고 중 가
장 낮은 곳에 위치하여 하창(下倉)이라
고 불렀습니다. 「북한지(北漢誌)」에 따
르면 서문안(대서문 안쪽)에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현재 북한동 역사관이 있
는 자리가 옛 하창이 있던 터로 추정됩
니다. 북한산성 내에는 총 7곳의 창고가
있었고, 바깥에 1곳(평창)을 두었습니
다. 지금의 평창동 또한 여기서 유래합
니다.

기념물 제223호

유형 제188호

◀ 북한산

중흥사지

팔도도총섭이 머물던 중심 승영사찰입니다.
1915년 홍수로 무너진 뒤 방치되다 최근 정비
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고양 상운사 목조아미타삼존불
본존과 좌협시보살은 1713년 조성되었고, 처
음 만든 관음보살상은 분실되어 조선후기 관
음보살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기념물 제136호

유형 제19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