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항상 많은 물이 솟아나고 있어 물골이라 불리고  
있던 지역을 탐색하여, 2003년 2월에 동굴을 
발견하고 대금굴이라 이름지음.

- 동굴 내부에 흐르는 수량이 풍부하여 대규모  
폭포와 종유석, 석순, 석주 등 동굴 생성물이 
잘 발달되어 있고, 현재까지도 자라고 있으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모노레일을 이용하여 동굴 
내부 140m 지점까지 들어가 관람할 수 있는 
동굴. (아름답고 섬세함)

위	 치 삼척시 신기면 대이리 산17 일원  
  (해발415m)

동굴개방 2007년 6월 5일  ㅣ 	서식생물 15종

규	 모 총연장 1.6㎞(개방구간 0.8㎞)  
  관람동선 1,356m

내부기상 온도 8~14℃ / 습도 95%이상 /
  수온 10~12.2℃

관람소요시간		1시간 40분      ※가이드 안내 관람

(매표소에서 동굴까지 왕복40분, 동굴내부관람 1시간)

대금굴모노레일	운행
- 하절기(3~10월) 09:00~17:00 / 1일 17회
- 동절기(11~2월) 09:30~16:00 / 1일 14회

※입장시간 30분 전에 매표소 도착 (30분간격운행)

관람요금 ※모노레일 포함

구분 어른 경로 / 청소년 어린이 / 군인

개인 12,000원 9,000원 6,000원

단체 10,000원 8,000원 5,000원

※ 단체: 유료 관람인원 30명 이상

역사	
및	특징

현황

관람안내

- 1662년 허목선생이 저술한 척주지에 최초 기록 
존재.

- 환선굴 일원의 대이동굴지대(6.6㎞)가 1966년  
국가 천연기념물 제178호로 지정되었고, 1996년 
대이리 군립공원으로 지정됨.

- 우리나라 석회암 동굴 중 가장 규모가 큰 동굴로 
현재까지 가장 많은 관람객이 찾은 동굴.
(웅장하고 거대함)

- 2010년부터 환선굴 모노레일 운행을 시작하여 
좀 더 쉽게 환선굴 입구에 접근할 수 있음.

위	 치 삼척시 신기면 대이리 산17 일원  
  (해발500m)

동굴개방 1997년 10월 15일 ㅣ 서식생물 39종

규	 모 총연장 6.2㎞(개방구간 1.6㎞)  

  입구(폭14m, 높이20~30m), 
  내부(폭20~100m, 높이20~30m)

내부기상 온도 10.2~14℃   
  습도 86~96%이상 /수온 10~13.3℃

관람소요시간		약 2시간                      ※자율 관람

(매표소에서 동굴까지 왕복1시간, 동굴내부관람 1시간)

환선굴	매표시간 ※현장발권

- 하절기(3~10월) 09:00~17:00
- 동절기(11~2월) 09:30~16:00

환선굴	관람요금 ※모노레일 미포함

구분 어른 경로 / 청소년 어린이 / 군인

개인 4,500원 3,000원 2,000원

단체 4,000원 2,500원 2,000원

※ 단체: 유료 관람인원 30명 이상

환선굴	모노레일	이용요금
-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므로 별도 구매

구분 어른 어린이(초등학생) 비고

왕복 7,000원 3,000원 402m,  

40인승, 복선편도 4,000원 2,000원

※ 문의: 삼척모노레일(주) 033-541-2621

역사	
및	특징

현황

관람안내

삼척		l  동굴주차장(6:50부터 17:40까지 5회)

도계		l  동굴주차장(6:50부터 17:40까지 5회)

서울권
삼척IC  »  오십천로(도계방면)  »  38번국도  »  
강원남부로  » 신기사거리  »  환선로

부산권
7번국도  »  근덕교차로(근덕방면)  »  삼척
(도계노곡방면)  » 미근로  »  424번 지방도  »  
천기삼거리  »  강원남부로  »  신기사거리  »  
환선로

충천권
영월  »  태백  » 도계  »  강원남부로  »   
신기사거리  »  환선로

대구권
영주  »  봉화  »  태백  »  도계  »  강원 
남부로  »  신기사거리 » 환선로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환선로 800 
(대이리 189)

시내버스

자가용

찾아
오시는길

매월	18일
(18일이 휴일, 연휴인 경우 그 다음 평일)

대금굴은	1일전까지	인터넷	사전예매	필수!
(매달 1일부터 다음달 분 예매가능)

☎ 환선굴 033-541-9266 
☎ 대금굴 033-541-7600

환선굴, 대금굴,  
덕항산 등산로 QR 코드 확인

정기
휴관일

대금굴
예약

문의사항

등산로

※	유의사항
• 대금굴 입장권은 100% 사전 인터넷 예매로만 구입 가능하며 폭우

로 인해 동굴 침수 시 관람 불가합니다.
• 인터넷 사전예매: 매달 1일 10시 30분부터 다음달 표를 예매할 수 

있으며 관람일 1일전까지 예매가능
• 예약사이트   / www.samcheoktour.kr 
• 결제관련문의: (주)스마틱스 02)866-6480

+ 대금굴 + 100%	인터넷	사전예매
입장권	예매	시	온라인으로만	가능!+ 환선굴 + 현장매표	관람

사전예매불가	현장	구매만	가능! +환선굴·대금굴 교통안내+

+환선굴·대금굴 안내+



+ 대금굴 +
5억년	땅속	금강물이		
빚어낸	신비의	황금동굴 1 . 은하역 

대금굴 모노레일을 타고 인공 
터널 안으로 140m 들어가면 
나타나는 자연동굴 광장으로  
승하차 및 동굴 내부 관람이 시작 
되는 곳이다.

2. 비룡폭포 
대금굴 내에 형성된 폭포로 8m의 
높이를 자랑하고 있으며, 동굴
내에 형성되어 있어 겨울철에도 
얼지 않는 폭포이다.

3. 커튼 
커튼 광장에 위치하며, 암석의 
갈라진 틈새를 따라 흘러내리 
면서 띠모양으로 넓게 형성되는 
종유석이다.

4. 휴석소 
대금굴 내 물이 흐르는 바닥 위에  
작은 호수가 형성되면서 방해석의  
침전으로 만들어진다.

5. 막대형 석순 
만물상 광장에 위치해 있으며  
지름이  5cm이고 높이가 3.5m로  
국내 최대의 크기를 자랑한다.

6. 동굴방패 
대금굴 만물상 광장에 위치해  
있으며 천정의 틈새에서 흘러내려  
동굴방패로 성장하였다.

7. 생명의 문 
벽면을 타고 흐르는 물에의해  
만들어진 두 종류의 유석이  
자리한 곳으로 음과 양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신비한 생명이 탄생 
하는 곳을 상징한다.

8. 용소부잔교 
대금굴 관람 중 물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우기시 높이 2m 
까지 뜰 수 있게 하여 시설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 되어있다.

9. 천지연 
대금굴의 마지막 장소인 천지연은  
백두산의 천지를 닮은 형태라 
이름 지어졌으며 수중을 통하여 
다시 동굴이 이어진다고 한다.

+ 환선굴 +
태고	자연을	간직한		
아름다운	숲속		
국내	최고의	대굴

1. 미녀상 
백색유석이 자란 후 황색 유석이 
그 위를 덮으면서 자라 형성된다.

2. 대머리형 석순 
천정의 낙수에 의해 형성된 석순 
이다.

3. 도깨비방망이 
거대한 편심종유석으로 그 위에 
물이 흐르며, 표면에는 산호와 
커튼이 형성 되어있다. 

4. 사랑의 맹세 
천정에 뚫린 구멍이 하트 모양을  
선명히 보여주고 있다.

5. 생명의 샘 
노화된 커튼과 종유석 가운데로  
근원을 알수 없는 샘이 솟고  
새롭게 성장하는 산호들이 있다.

6. 마리아상 
광장 남쪽 구석의 작은 소(沼) 
위 벽면에 새 형상의 종유석  
위에 마리아상 석순이 형성되어 
있다.

7. 만마지기 논두렁 
수 많은 논두렁 같은 둑에 물이  
고인 형태가 모여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가 계단식 논을 
연상케한다.

8. 옥좌대 
환선굴의 상징으로 돔형 평정석
순으로 세계적으로 희귀한 2차 
생성물이다.

9. 만리장성 
만리장성이라는 곳은 퇴적된  
점토층 상부가 석회화되어 만리
장성의 성벽처럼 형성된 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