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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구군
[Introduction of Yanggu-gun]

 인    구 : 23,039명 (세대수:10,051)   Population: 23,039 (households:10,051)

 면    적 : 701.53㎢                  Area: 701.53㎢

 자매결연일 : 2008.11.20              Sister-city date: 2008.11.20

 위    치                             Location

 

   자연생태, 역사문화, DMZ와 전쟁유적이 잘 어우러진 강원도 양구군은 우리나라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정

자연과 박수근 화백으로 유명한 문화예술의 고장이다. 또한 6.25 한국전쟁 당시 최대격전지로 호국정신과 평화통일의 

의지를 간직한 도시로, 군사상 요지로 군인이 많이 있는 지역이다. 자연환경 보존 및 태고의 신비가 그대로 간직된 

역사의 고장 양구는 화천댐, 소양댐 건설로 임야, 호수가 전체 면적의 85% 차지하고 있으며, 냉수성 어류인 열목어·

잉어름치·황쏘가리 등 희귀 동식물 서식지로 유명하고 양구팔경(楊口八景)이 있는 산수가 아름다운 고장이다. 

Yanggu, surrounded by natural ecology, the Demilitarized Zone (DMZ), and rich historic and 

cultural resources, is in the middle of the Korean Peninsula. It is a famed cultural and art 

city known for outstanding nature and the artist Park Soo Keun. It witnessed the most 

ferocious battles during the Korean War. With the spirit of patriotism and desire for peaceful 

reunification, the city is populated by many service men and women. Long preserving the 

natural environment, 85% of Yanggu is covered by forests and streams (due to the 

construction of Hwacheon Dam and Soyang Dam). It is home to habitats of rare plants and 

animals including lenoks, carps, and golden mandarin fish. Eight Scenic Sites also showcase 

the splendid landscape in Ya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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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관 Unification Hall
두타연은 민간인통제구역으로 50여 년간 출입이 통제된 

후 2003년에 일반인에게 공개된 곳으로 금강산으로 가

는 길목이기도 하다. 원시자연을 그대로 간직한 DMZ생

태계의 보고로서 사계절 다채롭게 변화하는 천혜자연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어 생태, 안보체험 관광

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유수량은 많지 않지만 주위의 산세가 수려한 경관을 이

루며 오염되지 않아 천연기념물인 열목어의 국내 최대서

식지로 알려져 있다. 높이 10m의 계곡물이 떨어지는 폭

포아래 형성된 두타연은 20m의 바위가 병풍을 두른 듯 

하고 동쪽 안벽에는 3평정도의 굴이 있는데 바닥에는 머리빗과 말구박이 반석위에 찍혀있다.

 1천년 전 두타사란 절이 있었다는 데서 연유된 이름이며, 민간인 출입통제선 이북에 위치하여 출입 1일전 12시가지 

출입신청 할 경우, 관할 군부대의 승인을 받아 출입 할 수 있다.

The valley was a restricted area for 50 years. It was opened to the public in 2003 and on a 

path to the Geumgangsan Mountain in North Korea. It is the jewel of the pristine DMZ 

ecology, boasting colorful nature. It has become an ecological and security tourist attraction. 

While the amount of water flow is not substantial, the valley is surrounded by scenic 

landscapes. Its pristine water is home to the largest habitat of lenoks in Korea. The valley 

formed below 10m-high waterfalls is flanked by 20m-high rocks. There is a small cave along 

the wall on the east of the valley. Comb patterns can be seen on rocks near the bottom of 

the cave. The name of the valley originates from the temple with the same name that existed 

a millennium ago. Because it is located on the northern side of the Civilian Access Control 

Line, visitors need to get approval from the military station with jurisdiction over this site to 

enter the valley. The request must be made by 12 p.m. the day before the intended visit.

제4땅굴 The 4th Underground Tunnel
제4땅굴은 1990년 3월 3일 발견되었으며 국내에서 유

일하게 내부 관람용 전동차를 운행하고 있다.

우리의 국방력 강화와 남파간첩의 지상침투가 한계에 

이르러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적화통일이 어렵다고 느낀 

북한이 1960년대부터 새로운 침투방법을 모색하게 되었

는데, 북한 김일성이 “9.25전투명령”이란 교시를 내려 1

개의 땅굴은 10개의 핵폭탄보다 효과적이라 하면서 월

남전에서의 땅굴전술에 착안, 남침용 땅굴을 파기 시작

했다.

1978년 제3땅굴이 발견된 지 12년만인 1990년 3월 3일

에 양구 동북방 26㎞ 지점 비무장지대 안에서 이 땅굴이 발견되었으며,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1,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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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underground tunnel was found on March 3rd, 1990. It is the only tunnel in Korea that 

operates an internal tour train. North Korea, beginning in the 1960s, searched for ways to 

infiltrate South Korea after it realized the impossibility of the forceful unification of South 

Korea as well as South Korea’s own fortification of defense. The order by Kim Il-sung 

(September 25 Battle Order) argued that one underground tunnel is 10 times as effective as 

an atomic bomb. The idea was derived from the effectiveness of underground tunnels used 

during the Vietnam War. Just twelve years after the Third Tunnel was found in 1978, this 

tunnel was identified on March 3rd, 1990 in the DMZ, 26km to the northeast of Yanggu. The 

location was just 1.2km from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을지전망대  Eulji Observatory 

을지전망대는 양구 동북방 27㎞,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약 

1㎞ 남쪽지점 해안분지를 이루고 있는 가칠봉의 능선에 

위치하고 있으며, 양구통일관에서 7.2km 거리에 있다. 

1987년 12월 12일 전경련회장단이 육군 제1862부대를 

방문하여 안보교육관의 건립을 제의하였고 이듬해인 

1988년 5월 31일 1억2천5백만원을 부대에 기탁함으로써 

같은 해 12월 16일 을지전망대를 건립하게 되었다. 
이 전망대는 높이 10m, 건평 98평의 2층 콘크리트 슬

라브 건물로 완공이후 군부대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던 

것을 1998년 2월부터 관광객들이 당일 출입하게 되었으며, 양구군에서는 군 작전도로로 이용하던 전망대까지의 7km 

도로를 같은 해 5월, 30여억원을 투자하여 확포장공사를 완료하였다. 
날씨가 좋으면 금강산 비로봉 외 4개의 봉우리(차일봉, 월출봉, 미륵봉, 일출봉)를 볼 수 있는 해발 1,049m의 최전방 

안보관광지로 안보교육장으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This observatory is located on the Gachilbong Peak, 27km to the northeast of Yanggu and 

1km to the south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It is also 7.2km from Unification Hall.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visited Camp #1862 on December 12, 1987, and suggested 

building a national security educational hall. On May 31, 1988, the organization donated KRW 

125 million to the military camp, which led to the establishment of this observatory on 

December 16th of the same year. This 10m-high, concrete slab building (323.96m2) was 

initially restricted to visitors upon receiving approval from a military station. But, beginning in 

February 1998, it was open to walk-on visitors as well. Yanggu also expanded the 7km-long 

military road leading up to the observatory in May 1998 by investing KRW 3 billion. On a 

cloudless day, visitors can oversee Birobong, Chailbong, Wolchulbong, Mireukbong, and 

Ilchulbong Peaks of Geumgangsan Mountain. Standing 1,049m above sea level, the observatory 

serves as a front line national security attraction and educational site.



- 4 -

전쟁기념관 Yanggu War Memorial Hall 
전쟁기념관은 한국전쟁시 양구지역에서 치열했던 도솔산, 대

우산, 피의능선, 백석산, 펀치볼, 가칠봉, 단장의능선, 949고

지, 크리스마스고지 전투 등 9개전투를 총망라 전투사를 재

조명하고 선열들의 희생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전후 세대들에

게 호국정신과 애국심을 일깨워주는 호국의 전당으로 활용하

고자 건립하여 2000년 6월 20일 개관하였다.

  규모는 부지 1,056평, 건물 125평, 전시면적 101평 이며, 

내부전시는 무념의장, 환영의장, 만남의장, 이해의장, 체험의

장, 확인의장, 추념의장, 옥상, 사색의장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전시시설로는 전투장면 디오라마, 동영상, 슬라이드영상

이 조화를 이루는 3방향 멀티영상실과 미라클 영상시스템이 있다. 

This hall commemorates 9 battles waged in Yanggu: Battle of Dosolsan, Battle of Daeusan, 

Battle of Bloody Ridge, Battle of Baekseoksan, Battle of Punch Bowl, Battle Gachilbong, Battle 

of Danjang Ridge, Battle of 949 Hill, and Battle of Christmas Hill. 

It commemorates the sacrifice and patriotism of soldiers during the Korean War for next 

generations. Opened on June 20, 2000, it has a land area of 3,490m2, floor area of 413m2, 

and exhibition area of 333m2. Internal exhibition sections are centered on themes: Meditation, 

Welcome, Meeting, Understanding, Experience, Assurance, Contemplation, and Rooftop. Other 

exhibition facilities include a three-directional multimedia room (combining diorama of battles, 

videos, and slides) and a miracle imaging system.

통일관 Unification Hall
양구 통일관은 민통선 최북단 양구군 해안면에 위치하고 있

으며, 통일에 대비하여 국민에게 북한실상에 대한 이해의 폭

을 넓히고, 통일의지를 고취시키는 등 통일교육장으로 활용

하기 위해 제4땅굴 앞 5km 지점에 펀치볼분지 북단에 건립

되어 지난 1996년 개관되었다. 양구군에서 직영하는 양구통

일관에는 북한의 실상을 알 수 있는 생활용품, 수출품과 사

진 등을 상설 전시하고 있으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에서는 

농특산물과 북한산 물품, 관광기념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Located on the coastal side in Yanggu, this hall 

was opened in 1996 on the northern side of 

the Punch Bowl 5km from the Fourth Tunnel #4. The hall is intended for visitors to 

understand North Korea. It is also an educational site for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Operated by Yanggu, the hall exhibits daily items, export products, and photos of 

North Korea. An agricultural exhibition and sale shop offer local produce, North Korean items, 

and souven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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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치볼 Punch Bowl
한국전쟁당시 유엔군에 의해 punch bowl(화채그릇)처럼 

생겼다하여 펀치볼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양구군 해안분

지는 주위가 모두 해발 1,000m를 넘는 고지들로 인하여 

피의능선 전투전적비, 도솔산 전투전적비, 가칠봉지구 전투

전적비등 당시의 처절했던 전쟁 상황과 조국을 위하여 숨

져간 젊은 학도들의 넋을 달래는 전투전적비가 있으며 근

처에 제4땅굴, 을지전망대, 북한관, 전적비, 전쟁기념관등 

안보관광지가 국민 안보교육장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UN Forces called the bowl-shaped Haean Valley 

in Yanggu Punch Bowl. Surrounded by peaks above 1km, Punch Bowl witnessed fierce battles 

during the Korean War. It is home to the Monument to the Battle of Bloody Ridge, Monument 

to the Battle of Dosolsan, and Monument to the Battle of Gachilbong Peak, which show the 

gruesome conditions of the war and commemorate young souls sacrificed for their country. In 

addition, Punch Bowl is near the Fourth Tunnel, Eulji Observatory, North Korean Hall, and 

Yanggu War Memorial Hall, serving as a national security attraction and educational si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