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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제주도는 우리나라의 남서해상에 위치한 가장 큰 섬이다. 제주도는 섬 중심부에

1,950m의 한라산으로 인해 남북방향은 급경사를 이루는 반면 동서방향은 매우 완만

한 경사를 이룬다. 화산섬인 제주도는 오랜 기간 동안 수 십 회의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현무암, 조면암, 조면암질안산암 등으로 구성된 용암류가 층리형태로 겹겹이

쌓여 형성되었다.

그동안 제주도 지질 및 환경자원에 대한 많은 연구자들의 열정적인 조사·연구에

힘입어 제주도는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2002), 세계자연유산(2007), 세계지질공

원(2010)으로 지정되었고, 또 물장오리오름을 포함한 5개 곳이 람사르협약 습지로

등록되었다. 이러한 제주도의 지질학적 가치가 우리나라를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높게 평가 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와 같은 제주도 지질

의 숨은 가치를 발굴하지 못하고 단지 화산섬으로만 여겨 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

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 화산지질 가치를 발굴하고 대중화하기 위해 ‘제주도

지질여행(국문 개정증보판 및 영문 초판)’을 발간하여 국내외 일반인들에게 제공하

는데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제주연구원 등 유관기관 및 여러 전문가들과 수행한 연구

결과를 통해 2003년 제주도 지질여행 국문 초판을 발간하였으며, 이후 증보판(2006

년)과 개정판(2013년)을 발간하였다. 특히 개정판은 2012년도 까지 조사·연구의 결과를 반영

하였으며, 제주도 화산활동과 형성과정을 종합·정리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여 주요 지점의

지질현상을 중심으로 발간하였다. 그러나 그 후 한라산 정상지역에 대한 암석화학과 Ar-Ar

절대연대, 용암류 사이에 분포하는 퇴적층에 대한 방사성 탄소 및 OSL 연대측정 결과 등이

발표됨에 따라 제주도의 전반적인 화산활동과 형성과정을 정립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

다. 따라서 2020 국문 개정증보판과 영문 초판은 제주도의 화산활동과 화산층서를 제시하고

지질학적 및 학술적 가치가 있고 감상적 가치가 높은 지질관광자원에 대해 지질현상, 형성과

정, 지질학적 가치 등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러스트 및 생동감 있는 현장사진, 드론 촬영 사진 등을 많이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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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Jeju Island, South Korea’s largest island, is located at the tip of the Korean

peninsula. Mt. Halla rises in the center of the island to 1,950 m above sea level

and is surrounded by gently sloping plains. Its unique geologic setting has been

shaped by a long history of volcanic eruptions yielding basaltic and trachytic

bedrocks with numerous volcanic cones.

From the passion and efforts of many researchers who devoted themselves to

study the geologic and environmental resources, the Island was designated as a

Biosphere Reserve (2002), a UNESCO World Natural Heritage Site (2007), and a

Global Geopark (2010). In addition, five wetlands on Jeju Island have been

designated as Ramsar Sites. Now Jeju Island’s geology and environmental

resources are valuably recognized in both local and international. During last 10

years, however, Jeju was known as only island itself without recognizing its

precious geological values. Therefore,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ublish the visitor's guide book named 'Experience the Geological Splendor of

Jeju Island' in the 4th edition in Korean as well as the first edition in English.

In line with these recognitions, the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IGAM) and the Jeju Research Institute (JRI) with the help of

experts published the first edition in 2003, and then the second and third edition

in 2006 and 2013, respectively. In particular, the third edition was published

focusing only on the interesting geological spots to the tourists due to the lack

of data for establishing the process of volcanic activities in Jeju Island. After

that, new research findings of volcanic activities and formation of Jeju Island

from the geochemical data, Ar-Ar absolute age and OSL dating results of the

sediments between the lava flows have been reported. The 2020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edition and the first edition in English presented the volcanic

activities and stratigraphy of Jeju Island and are composed of its geological

phenomena and process of the formation. Finally, restructuring of these guide

books are designed to help readers better and more easily understand the scope

of volcanic activities across the island and geological features they can observe

from a lot of illustrations as well as lively field photos and drone sh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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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필요성 및 목적

1 절 연구개발의 개요

○ 제주도 화산지질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및 세계지질공원 지정, 세계 7대

자연경관 인증, 국가지질공원 지정 등 국제 인증 및 학술적 가치가 국내외적으

로 크게 부각됨

○ 또한, 유네스코 국제수문학프로그램(UNESCO-IHP)에서 운영하는 세계 물박물관 네트

워크에 ‘제주물홍보관’(제주개발공사 내)이 2020년 2월에 가입되어 제주도 지하수

자원의 가치를 세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짐

○ 지난 15여 년 동안 우리연구원과 제주연구원을 포함한 유관 산･학･연이 공동 또는

자체적으로 수행한 제주도 지질 및 지하수자원 조사를 통해 새로운 연구결과를 국내

외에 발표하는 성과를 얻음

○ 제주도 화산암의 특이한 구조, 모양, 활용 등 그 가치는 일반인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으며, 이를 과학적인 지식과 자료를 토대로 제공하고자 ‘제주도 지질여행’

이라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전문 지구과학 도서를 발간함

○ 제주도 지질여행은 제주도의 지질, 암석, 물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한 지질

현상 설명과 함께 생생한 현장 사진을 통해 학생, 교사는 물론 일반인들에게 유익한

지질해설사 역할을 함

○ 2003년에 초판을 발간한 이래 증보판(2006년), 개정판(2013년)을 발간하였으며, 2018

년도에 완판되어 구독자들의 요청에 의해 재인쇄를 함

○ 또한, 최근에 수행된 조사･연구로부터 새롭게 밝혀진 제주도 형성사, 한라산 천연

보호구역 기초학술 조사결과, 제주도 화산 활동사, 고환경/고기후 변화 등 최신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제주도 지질여행 개정판을 발간해야 한다는 관련 전문가들

의 의견이 대두됨

○ 이를 위해 2019년도 자체연구사업(09.20.~12.31.)에서 ‘제주도 화산지질 가치의 대중

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을 목표로 제주도 화산지질 연령측정 및 고환경/고기후 최근

연구결과 평가, 제주도 지질여행 개정판 기획 및 콘텐츠 디자인 등의 연구개발내용을 수

행하고 개정판 국문 초안 작성을 완료함

○ 본 자체연구사업의 목적은 화산지질, 암석, 물 등 제주도의 지질자원유산을 일반인들

에게 널리 알리고 그 가치를 오래 보전하기 위해 제주연구원과 공동으로 제주도 지

질여행 2020 개정증보판(국문) 및 초판(영문)을 발간하는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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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판 2003년 증보판 2006년 개정판 2013년

표 1. 제주도 지질여행 개정판(제3판) 판매 통계

연도 원내주문

원외주문

연도별 합계KIGAM 

홈페이지
교보문고 Yes24

2014 214 25 143 84 466

2015 131 7 146 44 328

2016 24 85 89 46 244

2017 4 23 167 66 260

2018 14 16 105 32 167

2019 18 8 76 34 136

2020 33 3 95 67 198

합계 438
167 821 373

1,799
1,361

표 2. 제주도 지질여행 2020 개정증보판 판매 통계

연도 원내주문

원외주문

연도별 합계KIGAM 

홈페이지
교보문고 Yes24

2020 0 4 300 78 382



- 3 -

2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목적

1. 기술적 측면

○ 제주도의 지질, 암석, 물 등에 대한 새로운 학술적 가치를 대중성과 연계하여 평가함

- 제주도 형성사 재정립 및 지질, 암석, 지하수자원 연령 분석

- 한라산의 퇴적층 조사를 통한 고환경/고기후 특성 조사

2. 경제 산업적 측면

○ 제주도 지질여행 개정판을 통해 국내외 일반인들에게 화산섬의 지질학적 가치의 우수

성을 알림

- 제주도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화산지질, 암석, 지하수자원 등의 형성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제주도 방문과 홍보 증대

-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찾는 국외 관광객, 특히 올해 11월에 개최되는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총회 참석자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영문판 발간이 필요(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9월로 연기됨)

3. 사회 문화적 측면

○ 국내외 일반인들이 제주도의 화산지질을 이해하고 또한 제주도만의 독특한 물 문화에

대한 흥미로움을 이끌 수 있는 제주지질학적 가치의 대중화가 필요함

-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고 흥미로운 제주도 지질에 관한 전문 지구과학도서 발간

- 제주도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제주의 학술적 가치가 있는 최근 화산지질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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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현무암질 용암의 종류와 화산분화형태

1 절 현무암질 용암의 종류

1. 파호이호이 용암

현무암질 용암류는 표면의 형태에 따라 파호이호이(pahoehoe)와 아아(aa) 용암

류로 구분하는데, 이는 용암의 화학적 조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용암의

분출 및 이동과 관련된 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파호이호이 용암은 표면이 밋밋하고

부풀어 오른 형태를 취하며 새끼줄구조(ropy structure)가 발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용암의 겉면에는 급랭작용에 의해 3～5mm 정도의 얇은 유리질이 형성되지만

아주 연약해서 쉽게 부셔지며, 기공들이 발달한다. 일반적으로 이 용암류의 단위 두

께는 3～5m 정도이고, 이동거리는 용암 분출량과 관련성이 높지만 대체로 50km 내

외이다. 1859년 Mauna Loa (해발 3,355m)에서 분출된 용암은 52km를 흘러 바다로

유입되었다.

파호이호이 용암류 표면에 발달하는 밧줄구조(로피구조). 하와이섬 킬라우에아 화

산지대.

파호이호이 용암류는 점성이 낮아 높은 유동성을 나타낸다. 빠르게 전진하는 파

호이호이 판상류(sheet flows)는 용암의 상부가 하부로 내려가는 회전운동을 반복하

면서 지속적으로 이동한다. 반면에 느리게 움직이는 로브(lobe)는 정체된 상태에서

용암 내부 팽창(inflation)이 일어나면서 전진한다. 보통 속도로 이동하는 경우, 성장

하는 로브의 껍질(표면 각)이 깨지면서 삐져나온 용암이 새로운 로브를 만드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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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반복하면서 앞으로 이동한다.

파호이호이 용암류는 전형적으로 다공질이고, 상부와 하부 경계부에는 파쇄대가

발달하지만 중앙부는 치밀한 특징을 나타낸다. 이 용암류는 판상류로 흐르거나 용

암터널을 통해 흐르면서 먼 거리를 유동하기 때문에 그 표면에 밧줄구조가 발달한

다. 또한, 파호이호이 용암류의 하부는 대체로 산화된 붉은색을 띄는 반면 상부는

유리질이 발달한다. 용암류의 내부는 상·하부에 비해 천천히 냉각되기 때문에 기공

이 조금 있거나 아니면 전혀 발달하지 않는다. 파호이호이 용암류의 두께는 3m 이

하에서 50m까지의 변화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이 용암류에는 1～15m 굴곡을 갖

는 언덕(hummocky)이 만들어지며, 측방으로의 연속성은 매우 가변적이다.

파호이호이 용암은 분화구나 틈(fissures)을 통해 지표면으로 분출된다. 분화구

에 가까운 지역은 스코리아, 분석, 그리고 두께 2m 이하의 얇은 용암누층이 분포한

다. 파호이호이 용암류의 선단부에서는 로브가 부풀어 오르면서 언덕지형이 만들어

지고 그것들의 깨진 틈을 통해 용암이 흘러나와 사방으로 퍼져 흐른다. 일반적으로

분화구에서 분출한 용암은 용암관이나 용암터널, 또는 부풀어 오른 로브의 깨진 틈

을 통해 아래쪽으로 흐르는데, 이 같은 용암의 유동통로들은 냉각과정에서 붕괴되

어 각력(rubble)으로 채워진 공동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하와이섬 킬라우에아 용암지대에 발달한 용암팽창 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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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암류 팽창(lava flow inflation)은 고화된 상·하부 사이(중간부)로 새로운 용암

이 지속적으로 공급됨으로써 발생한다. 용암류 선단 즉, 앞쪽이 전진하는 속도를 초

과하는 과다한 양의 용암이 공급되는 경우에 팽창현상은 일어난다. 경사가 완만한

저지대에서 용암류 선단은 경사가 급한 곳보다 훨씬 느리게 전진하기 때문에 용암

팽창 현상은 매우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 같은 팽창현상은 작은 로브 또는 규모가

큰 판상류 내부에서 일어난다. 팽창작용은 언덕지형을 만들어 낼 뿐 아니라, 수 m

에서 수 십 m 폭을 갖는 투물리(tumuli)를 형성시킨다(Swanson, 1973; Hon et al.,

1994). 파호이호이 판상류에서는 수 백 m 이상에 달하는 대규모의 팽창지형이 만들

어지기도 하는데, 이런 곳은 주변 지대보다 높고 지표면은 비교적 평평한 지형이

만들어진다.

하와이 Big Island Kalapana 지역 파호이호이 용암지대의 팽창구조(투물러스) 깨

진 틈을 통해 용암이 유출되는 현상 (좌); 용암유출에 의해 투물러스의 형태가

크게 변형되고, 로피구조가 형성된 투물러스 (우).

Columbia River Plateau basalt 노두 (좌); 베개용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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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호이호이 용암류는 전형적으로 다공질이고, 상부와 하부 경계부에는 파쇄대가

발달하지만 중앙부는 치밀한 특징을 보인다. 기공은 현무암질 용암류에 특히 많이

발달하며, 1개의 용암류 단위 내에서 상·하부는 다공질의 상태를 나타내고, 가운데

부분은 기공이 없는 치밀질의 구조를 보이거나, 아니면 현저하게 기공이 감소한 모습

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파호이호이 용암류는 기공의 분포와 구조, 절리발달 상태,

광물결정 함유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상부: 다공질, 용암류가 팽창하는 동안 형성된 수평 다공질대(horizontal

vesicular zone)가 분리되어 존재, 기공의 크기는 심도가 증가함에 따

라 증가함. 용암류 단위의 40～60% 차지함.

- 중심부: 기공 거의 없음; 공극은 diktytaxitic void가 지배적임; 기공은

cylinders(VCs) 및 vesicle sheets(VSs), Holocrystalline(<10%

glass)를 보임.

- 하부: 상부와 같은 다공질임; 절리 부분적으로 발달, 50～90% 유리질, 대체

로 20～100cm 두께를 보임.

파호이호이 용암류 단위의 수직적 구분. VZ: horizontal vesicular zone, VS's: vesicle

sheets, VC's: vesicle cylinder(Self et al.,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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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아 용암

대체로 아아 용암류는 틈 분출 분화구(fissure eruption vent)로부터 유출된 용암

이 오픈채널을 통해 운반될 때 형성된다(Lipman and Banks, 1987; Wolfe et al.,

1988). 용암이 흐르기 시작하는 초기단계부터 유동성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넓고 두꺼운

용암류를 만든다(Cashman et al., 1999; Kilburn, 1993).

하와이섬 파호이호이 용암류 위를 덮고 있는 아아용암.

아아 용암류의 상하부 클링커층와 치밀질 중앙부 구조.

대량의 용암 유출이 이루어지면, 강물처럼 용암이 아래쪽으로 흘러내려가면서

잡석(rubble)들이 달라붙어 용암류의 양쪽에 제방이 만들어지고 용암은 그 사이를

통해 전진한다. 대체로 채널을 통한 용암 흐름은 틈 분출 분화구로부터 용암이 유

출될 때 형성된다. 틈 분화구로부터 뿜어져 나온 용암은 처음에는 넓은 면적을 피

복하는 판상류 형태로 흐르기 시작하나 수십～수백 m를 지나면서부터 채널이 만들

어진다. 초기 용암흐름은 망상채널(anastomosing channel)을 형성하고, 액상 용암의

표면에는 얇은 각이 만들어지고, 가장자리에 작은 제방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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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구로부터 멀어지면서 냉각이 빠르게 진행되어 각이 형성되고, 제방은 계속해서

만들어진다.

킬라우에아 화산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Holcomb, 1987), 용암류 유형의 지표

면 분포는 분화구와의 거리, 지형경사, 분출 지속기간과 관련된다. 킬라우에아 화산

지대 지표면의 81%는 킬라우에아 정상으로부터 장기간 분출이 지속되는 동안 킬라

우에아 열곡대를 따라 형성된 용암관(lava tube)을 통해 운반된 파호이호이 용암으

로 이루어져 있다(Clague et al., 1999).

하와이 Big Island Kona지역의 아아 용암류 오픈채널(좌)과 아아 용암류의 단면

및 클링커층(우).

파호이호이와 아아 용암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들에 의해 구별할 수 있

다. 파호이호이 용암류는 유리질 각(glassy crust)과 로피구조를 지닌다. 또한, 원형

의 기공들이 풍부하다. 부풀어 오른 파호이호이 용암류은 대체로 2～3m 두께를 하

고 기공들이 상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반해 아아 용암류는 잡석

(rubbly), 각력화된 표면, 상·하부면에 산화 및 풍화흔적, 치밀질의 중앙부, 기공들은

변형되고 불규칙하다. 전이 용암류는 잡석이 많고, 상부와 하부에 아아 용암류처럼

각력들이 존재하지만, 기공들은 파호이호이와 같이 원형을 유지한다. 그러나, 기공

들의 크기와 밀도는 변화가 크다.

2 절 화산분화 형태

화산분화는 화산의 구조와 위치, 마그마의 화학성분, 온도, 휘발성분의 함량 등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제주도는 높은 온도의 현무암질 마그마에서 유래된 화산



- 10 -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섬으로, 다양한 화산지형을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자연학습장

이다. 제주도는 비폭발적인 하와이형 용암분출(Hawaiian lava effusion), 마그마의

휘발성분이 폭발해 분출한 화산쇄설물이 분석구(scoria cone)를 만드는 스트롬볼리

형 분화(Strombolian eruption) 등을 통해 형성되었다. 또한 지하에서 상승하는 마

그마가다양한 유형의 외부물(지하수, 빙하, 눈, 바닷물, 호수 등)과 만나 반응하여

생긴 수성화산분화(hydrovolcanism)는 응회구(tuff cone), 응회환(tuff ring), 마르

(maar) 등의 화산체를 만들었다.

제주도에는 360여 개의 오름이 분포하고 있다. 오름은 분석구, 응회환, 응회구,

용암돔을 모두 포함한 제주어이다.

1. 하와이형 용암분화

현무암질 용암류는 크게 파호이호이(pahoehoe) 용암류와 아아(aa) 용암류, 두 종

류로 구분한다. 이들 용암은 형성과정에서 마그마의 성분보다 용암분출 당시의 온

도, 점성, 유속 등과 같은 물리적 조건과 탈기체화(degassing)에 따른 변화 그리고

지표면 경사 등에 의해 다른 특성을 갖는 형태로 구분된다. 미국 하와이섬 사례에

따르면, 아아 용암류는 비교적 활발한 마그마 공급(>5～10㎥/s)으로부터 많은 양의

용암이 격렬하게 분출하면서 만들어지는 반면, 파호이호이 용암류는 아아 용암류보

다 적은 양(<5～10㎥/s)의 마그마가 조용하고 일정한 속도로 분출하는 경우에 만들

어진다.

파호이호이 용암류가 굳어지면 표면이 유리질과 같이 반짝이고 매끄러우며, 내

부의 기공(공기주머니)은 상·하부에 집중되는데 대부분 둥근 형태를 지닌다. 표면에

새끼줄과 비슷한 무늬가 형성되며, 또 내부에는 미처 굳지 않은 용암이 흘러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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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암관 혹은 용암동굴이 발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개 1～3m 두께(드물게 최대

20m) 규모이며, 용암관이나 용암동굴을 통해 장거리를 이동하게 된다. 공기와 접하

여 굳어진 용암의 외부와 달리 내부는 여전히 뜨거운 용암이 계속 공급되면 상부표

면부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도 생긴다. 이로 인해 투물러스(tumulus), 용암 함몰지

(lava pit) 등의 이름을 가진 독특한 지형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또한 흘러가던 용암

류가 전면이 굳어지면서 돌출부(lobes)가 생겨나 울퉁불퉁한 작은 언덕지형이 형성

되기도 한다. 파호이호이 용암류가 낮은 지형으로 흘러가면 ‘판상형용암류’로 바뀐

다. 공기와 접하는 겉표면은 뜨거운 하부에 비해 먼저 굳어 커다란 판조각이 생기

며, 이런 판은 다시 갈라지기도 한다. 이러한 용암류가 굳으면 넓은 평지를 형성하

게 되는데, 제주도에서는 이를 ‘빌레’라 부른다.

제주도의 파호이호이 용암류의 판상류 지형(빌레). 송당 동거문오름 부근(좌), 선

흘 동백동산 부근(우).

아아 용암류는 일반적으로 상·하부 경계가 불규칙한 편이지만 표면은 산화로 인

해 적색을 띠는 클링커층으로 이루어지며, 중앙부는 비교적 치밀한 용암상태를 이

루는 것이 특징이다. 용암류의 규모는 3～20m로 두꺼운 편이다. 클링커는 아아 용

암류의 겉 표면이 부서져 만들어지는데, 용암류가 앞쪽에서 무한궤도처럼 움직이면

서 클링커가 만들어진다. 표면 기공은 대부분 찌그러진 형태이다. 아아 용암류는 주

로 용암수로(lava channel)를 통해 이동한다. 용암수로의 형태는 대개 분출구와 가

까운 곳에서는 좁은 편이나 멀어질수록 넓어진다. 용암류가 이동하면서 용암수로의

가장자리 부분에서 먼저 냉각, 응축, 고체화 되면서 자연스럽게 제방이 생겨난다.

그러나 굳어진 용암류의 선단부에선 넓고 제방을 이루지 않은 두꺼운 용암단위가

나타난다. 아아 용암류의 내부에서도 드물게 용암관 혹은 용암동굴이 형성될 수 있

다. 용암이 굳어져 생긴 석판과 석판 사이가 벌어지거나 혹은 클링커가 제거돼 동

굴을 연상케 할 정도의 공간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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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용암 분출시 용암 분출량의 미묘한 변화와 용암이 흘러가는 동안 생겨난

점성의 변화 그리고 용암 내부가 뒤섞이기도 하면서 용암류가 굳어져 생긴 지형에

변화가 생기기도 한다. 용암류가 굳어진 지형을 보면 분출지 주변에서는 매끄러운

표면을 보이며 파호이호이 용암류의 특징을 보이지만, 멀리 흘러가면서 아아 용암

류로 성질이 바뀌는 경우도 흔히 관찰된다. 또한 아아 용암류가 용암수로를 따라

이동되어 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도달하게 되면 파호이호이 용암류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A
C

제주도의 다양한 아아 용암류 지형. 제주돌문화공원 박물관 (A); 게우지코지 해안

(B); 항공우주박물관 부지 조성지 (C); 화순해수욕장 (D).

2. 스트롬볼리형 분화

마그마는 화산이 불을 내뿜는 곳인 화구(vent) 아래로 연결된 화도(conduit)를

따라 상승하는데, 마그마가 압력이 낮은 환경으로 솟구치면서, 그 안에 섞여있는 휘

발성분 때문에 갑자기 폭발하는 경우도 있다. 마치 탄산수 속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병뚜껑을 열었을 때 거품을 이루며 솟구치는 현상과 비슷하다. 이렇게 휘발성 가스

가 많이 포함된 마그마가 폭발한 이후 굳어지면 부석(pumice) 또는 분석(scoria)이

라고 하는 용암파편이 만들어진다. 부석은 조면암질이나 유문암질 마그마가 분출할

때 생겨난다. 흰색에 가깝고 내부에 기공이 많아 매우 가볍기 때문에 돌이지만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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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뜬다. 이에 비해 분석은 현무암질 마그마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검은색을 띠며,

부석에 비해 기공이 적고 무겁기 때문에 물에 가라앉는다.

약 1,000년 전 화산분화 때 분출된 부석으로 덮여 있는 백두산 천지 남쪽 사면

(좌); 제주도의 오름을 이루는 붉은색 분석(중), 검정색 분석 (우).

휘발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현무암질 마그마는 폭발적인 화산분화를 일으킨

다. 이때 콩알부터 집채만한 분석이 화구 주위에 뒤엉켜 화산체를 만드는데 이를

분석구라 한다. 분석구를 형성하는 폭발은 불기둥 높이가 대략 500m에 이른다. 이

탈리아에 있는 ‘스트롬볼리 화산’의 분출 양상에서 이름을 따 ‘스트롬볼리형 분화’라

한다. 대부분의 분석구는 한 번의 화산활동 기간을 거치면 마그마가 굳어 화산 아

래 화도를 틀어막게 되므로 화산으로서의 일생을 마치게 된다. 다만 화산활동이 끝

난 뒤에도 상당기간 열이 공급되는데, 이로 인해 분석이 산화돼 붉은색을 띠게 된

다. 분석구에 따라서는 붉은색의 분석과 검은색의 분석이 함께 산출되기도 한다. 분

석은 서로 성글게 엉켜있어 손으로도 쉽게 캐낼 수 있다. 제주도에서 ‘송이’라 부르

는 암석파편은 대부분이 분석에 해당한다.

3. 수성화산분화

마그마나 용암은 물과 섞이면 급격하게 식지만, 물은 끓어오르게 된다. 이런 냉

각과 가열반응은 매우 격렬하게 일어나 수증기를 다량 함유한 큰 폭발이 일어나게

된다. 이를 ‘수증기-마그마성 분출’ 혹은 ‘수성화산분화’라 한다. 고온의 마그마(또는

용암)가 차가운 물을 만나면 마그마는 작은 반투명 유리조각 알갱이로 깨지게 되는

데, 이런 현상은 뜨거운 유리컵을 찬물에 넣으면 유리컵이 깨지는 현상과 동일하다.

이런 폭발이 일어나면 작은 화산암 알갱이와 수증기가 혼합된 ‘화산쇄설물’이 강렬

하게 분출해 멀리까지 운반되어 퇴적된다. 이 과정을 거쳐 형성된 오름이 응회구와

응회환이다. 응회구는 성산일출봉과 같이 높이가 수 백m에 달하며, 응회환은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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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 십m 정도이다. 송악산과 수월봉은 응회환에 해당된다. 수성화산분화에 의해

형성된 화산쇄설암은 일반적으로 층리가 형성돼 있어 언뜻 보면 퇴적암처럼 보이기

도 한다. 화산쇄설암을 구성하고 있는 유리질 파편은 물리적 성질이 불안정하지만

수증기를 흡수하면서 안정화되며 부피도 증가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도 쉽게 단단

하게 굳어진다.

4. 단성화산분화

제주도에는 ‘오름’ 이라 불리는 작은 화산체가 산재해 있다. 오름은 주변 지형에

비해 뚜렷이 솟아올라 있는 봉긋한 지형을 가리키는 제주어로서 ‘악’, ‘봉’, ‘산’으로

도 불린다. 이런 소화산체는 주로 규모가 큰 순상화산 주위에서 만들어진 화산이란

의미에서 기생화산(parasitic volcano)이라 불렸다. 그러나 지금은 이들이 순상화산

과 성층화산의 사면분화(flank eruption) 활동과 관계없이 현무암질 화산지대에서

독립적으로 각각 마그마의 분화에 의한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단일화산체로 보고

있으며, 그 의미에서 단성화산(monogenetic volcano)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단성화

산에 해당하는 368개의 오름은 대부분 분석구이며, 화구로부터 분출한 분석이 쌓여

원추형을 이룬다. 그 외 응회구, 응회환, 마르, 방패형 화산 및 용암돔(종상화산혹은

원정구) 등으로 구분한다. 분석구는 꼭대기에 지름이 100m 정도에 이르는 분화구

(제주어로는 ‘굼부리’라고 함)가 있으며, 때로는 이후 분출한 용암에 의해 분석구의

일부가 파괴되어 다양한 형태의 외형을 지니게 된다. 마그마와 물이 만나 형성된

응회환과 응회구는 산 정상에 지름이 수 백 m에 이르는 분화구가 형성되기도 한다.

용암이 분출해 작은 규모의 방패형 화산을 형성하기도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오름

은 제주도에서는 모슬봉이 대표적이다. 마그마 안에 있는 가스나 수증기의 폭발적

분출로 인해 원형의 작은 분화구가 만들어지고, 이후 화구호(crater lake)가 만들어

지는 것을 마르(또는 폭렬공)라 한다. 하논분화구는 대표적 예이다. 점성이 높은 조

면암질 용암의 경우, 분출한 용암이 분화구에서 멀리 흐르지 못하고 그 주변부에

계속 축적이 되어 용암돔을 만들게 되는데 산방산, 영실, 백록담 등이 여기에 해당

한다. 한편, 화산활동을 통해 용암을 분출 하는 중에 하부에 있는 마그마가 다른 통

로로 빠져나가게 되면 지름이 수 백m, 깊이가 수 십 내지 수 백m에 이르는 수직함

몰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함몰분화구(pit crater)라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산굼부리이다. 함몰분화구는 절벽에서 떨어져 나온 암석이 분화구 바닥에 쌓이는

일이 많으며, 용암으로 채워져 용암호를 만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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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연구개발 목표

본 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 목표

○ 제주도 화산지질 가치의 대중화를 위한 제주도 지질여행 국·영문 전문도서 발간

2.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 제주도 지질여행 개정증보판의 구성, 내용, 콘텐츠 디자인 편집 및 감수자문

○ 제주도 지질여행 2020 개정증보판 국문 및 초판 영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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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 연구내용 및 범위

1 절 제주도 지질

1. 제주도 하부암석

제주도의 기반암은 우리나라 남해안에 분포하는 기반암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 지역 화산쇄설층에 포획된 변성암편, 화강암편, 규산질 응회암편 등

과 심부시추과정에서 회수한 화강암 혹은 응회암 시추코어가 이를 뒷받침 한다. 지

역별 편차가 있긴 하지만 시추로 확인된 기반암의 분포 깊이는 해수면 기준 -155～

-312m 정도로 나타났다.

다양한 제주도 하부 암석. 성산읍 오조리 시추공에서 회수된 응회암 및 사암 시

추코어 (상); 별도봉 응회암층내 화강암편 (중); 우도 소머리오름 응회암층 내 다

양한 이질 암편(흰색이나 붉은 색을 띠는 자갈역) (하).



- 17 -

제주도의 여러 곳에서 온천탐사를 목적으로 심부 시추가 진행됐다. 이를 통해

제주 기반암 위로 점토와 모래로 이루어진 굳지 않은 퇴적층이 두껍게 존재하고 있

다는 사실이 밝혀져 ‘U층(미고결 퇴적층)’이라 명명됐다. U층은 주로 점토질과 세립

질 모래로 구성돼 있으며, 평균 약 150m의 두께를 나타낸다. 분포 깊이는 해수기준

-44m～-258m이며, 전체평균은 -119m 정도이다. U층 위를 서귀포층이 덮고 있다.

점토질과 세립질 모래로 구성된 U층(용수2호공) (좌); 지하 심부에 분포하는 화산

쇄설층 시추코어(조수4호공) (우).

2. 제주도 형성과정과 지질

제주도는 유라시아판 밑으로 태평양판이 섭입(암석권 판이 다른 판 밑으로 내려

가는 과정)하는 일본해구로부터 서쪽으로 약 1,300㎞, 필리핀판이 섭입해 들어오는

류쿠해구로 부터는 약 550㎞ 떨어져 있다. 바다밑 대륙붕 위에서 발생한 ‘대륙지각

판 내부 화산활동(continental intraplate volcanism)’에 의해 만들어진 화산섬으로,

그 지질학적인 특징은 울릉도, 독도, 그리고 하와이 등 다른 해양화산섬과도 근본적

인 차이가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180만 년 전, 뻘과 모래로 된 광활한 남해의 한 바

닷가에서 화산이 분출하기 시작했다. 제주도 심부에 분포하는 U층은 해수면이 가장

낮았던 시기에 육지와 연결되어 있던 제주도 형성 초기의 환경을 알려주는 지층이

다. 모래와 점토로 구성된 U층은 아직도 굳지 않아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마그

마가 약 150m 두께의 U층을 뚫고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물을 만나게 된다. 이 때문

에 화산폭발 과정은 매우 격렬했고, 용암이 급랭 파쇄되면서 수많은 작은 돌 알갱

이들로 이루어진 수성화산체를 만든다. 제주도 지하에는 수많은 수성화산체의 흔적

인 응회암층이 분포하는 것으로 시추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다. 수성화산체는 해수면

이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동안 침식되어 높이가 낮아지고, 깎여서 떨어져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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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들이 주변에 쌓였다. 이렇게 쌓인 퇴적층이 서귀포층이다. 수성화산체가 곳곳에

만들어진 뒤에는 마그마가 지표로 상승하면서 물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

어들고 화산분화의 양식도 용암분출 형태로 바뀌게 됐다.

제주도의 화산활동은 서귀포층을 만드는 과정인 퇴적동시대 화산 활동기(약 180

만 년 전～50만 년 전)와 그 이후의 화산 활동기(50만 년 전～홀로세)로 구분할 수

있다. 퇴적동시대 화산 활동기인 약 100만 년 전 알칼리 현무암질 용암이 최초 육

상으로 흘렀으며, 이에 수반된 수성화산활동, 이후 분화된 알칼리 계열 용암류의 돔

상 분출, 알칼리 계열 용암류의 분출로 구분되는데, 이들은 서귀포층이 퇴적되는 동

안 발생한 국지적이며 간헐적인 화산활동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제주도 지표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암석은 약85만 년 전에서 80만 년 전의 화산활동으로 만들

어진 것들이다. 가파도, 산방산, 문섬 등 남부지역에 분포하는 조면암조성의 용암

돔이 여기에 속한다. 퇴적 이후 화산 활동기는 서귀포층의 퇴적이 종료된 이후 제

주도 전체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된 ‘육상화산활동’으로 정의된다. 대부분의 용암은

지금부터 약 40만 년 전에서 2만 년 전 사이에 분출되었으며 지표에는 약 10만 년

전부터 분출한 용암류가 대부분 덮고 있다. 제주도는 한라산체를 중심으로 하는 복

성 복합화산체와 수많은 단성화산체로부터 분출한 용암류 및 화산쇄설물이 층상으

로 누적되어 형성됐으며, 이들은 수성화산분출물과 연안 퇴적물로 구성된 서귀포층

에 섞이거나 덮여있다.



- 19 -

제주도 형성 모식도(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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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암류

제주도를 구성하는 용암류의 조성은 상당히 다양하다. 화산암의 이름은 암석의

성분분석을 거쳐 실리카와 알칼리 조성의 함량에 따라 명명하게 된다. 제주도의 용

암류는 알칼리현무암, 조면현무암, 현무암질조면안산암, 조면안산암, 조면암 등 알칼

리계열의 암류와 톨레이아이트질(tholeiitic) 현무암과 톨레이아이트질안산암 등 비알

칼리암류로 구성돼있다.

용암류의 표면에는 작은 기공이 많은데 이 기공은 용암 표면에서 50㎝ 정도 범

위에 주로 형성된다. 제주도의 용암류는 그 조성과 형성 시 물리적 특징에 따라 반

정광물을 포함하는 반상조직을 이루기도 하고 반정이 없는 무반정 치밀질 조직을

나타내기도 한다. 반정광물로는 사장석, 감람석, 단사휘석이 흔히 보이며, 드물게 케

르수타이트(kaersutite), 알칼리장석 등이 있다. 반정광물의 종류와 비율은 용암류의

화학적 조성에 크게 좌우된다.

용암류는 그 조직과 반정광물(커다란 유리질, 세립질 등의 결정이 섞인 광물)의

종류 및 양에 따라 이름이 부여 된다. 특히 결정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반정광물이라 한다. 노란색 광물은 감람석, 검정색은 단사휘석, 흰색은 사장석이

다. 휘발성분이 용암류에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굳게 되면 암석 속에 작은

구멍을 이루게 되는데, 이를 기공이라 한다. 많은 기공은 용암류가 굳을 때 휘발

성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암석 내에 포획되어 있던 자리이다. 기공을 가지는

반정이 없는 다공질 용암류 (좌상); 기공이 없으며 감람석과 단사휘석 반정을 가

진 용암류 (우상); 치밀질 용암류 (하좌); 사장석과 단사휘석 반정을 가진 용암류

(하우).



- 21 -

4. 퇴적층

용암류 사이에는 드물게 화산활동 휴지기 동안 쌓인 퇴적층이 분포한다. 퇴적층

은 적황색 혹은 회색의 진흙, 모래, 자갈역으로 구성되며, 용암류 사이에서 발견된

다. 퇴적층은 하천 혹은 바닷가에서 형성된 것으로, 국지적으로 분포하여 수평적인

연장은 짧은 편이다.

시추조사를 통해 확인된 분출시기를 달리하는 용암류 사이에 분포하는 퇴적층

(황색).

퇴적층 노두. 입석동 역암층 (상); 서김녕리 퇴적층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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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 제주도 지질여행

1. 북부 해안지역

가. 내도동역암층

내도동역암층은 제주시 내도동 어시천 하류에 있는 지층이다. 이 역암층은 원마

도(풍화 등에 의해 모서리가 둥글게 된 정도)가 양호하나, 분급도(퇴적물의 입자가

균일한 정도)는 낮은 하성자갈층이다. 자갈은 수 ㎝에서 수 십㎝에 이르는 다양한

크기를 지니는 현무암류이다. 노출된 퇴적층은 어시천을 따라 약 6～7m 두께로 분

포하는데 하부로부터 황갈색 실트질 퇴적층, 하성자갈층이 분포하며 그 상부를 용

암류가 덮고 있다. 상부의 자갈층은 2～3m 두께이며, 하부의 실트질 미고화층과 경

계가 뚜렷하다. 최상부에는2～3m 두께의 용암류가 분포하고 있다. 자갈층 하부의

실트질 미고화층 내 석영을 이용한 광여기루미네선스 연대는 9만 4천 년에서 4만 9

천 년 사이를 나타낸다. 따라서 내도동역암층(상부의 자갈층)은 최소한 5만 년 이내

에 하천 환경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나. 내도동 알작지 해안

알작지는 동그란 알 모양을 하고 있는 돌멩이 모양과 돌멩이를 뜻하는 ‘작지’라

는 제주어가 더해져 만들어진 명칭이다. 제주시 내도동 해안가에 아기자기하고 동

글동글한 형태의 ‘몽돌’이 유명하여 2013년 제주도 향토유형유산 제5호로 지정됐다.

3개의 하천(도근천, 어시천, 무수천)이 만나는 상류 지역에 분포하는 하성자갈층이

풍화 되고 바닷가로 운반되어 파도의 침식작용에 의해 해안을 따라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안타깝게도 최근 주변 개발로 인해 자갈의 유실이 심각해 폭 20m, 길이

300m에 이르는 알작지 해안이 원형을 잃어가고 있다.

다. 도두봉

도두봉은 제주도내에서 관입암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다. 제주공

항 북쪽 해안가에 해발 63.5m 높이의 오름이 바로 도두봉이다. 서쪽 시작점은 응회

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이외 대부분은 분석구이다. 다만 북쪽과 서쪽해안을 따라

용암류도 일부 분포하고 있다. 도두봉 응회암은 현무암질 화산쇄설층으로 도두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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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구) 북쪽 및 서쪽사면에 소규모로 분포한다. 갈색 내지 암적색을 띠며 다량의 화

산쇄설물이 엉겨 굳어진 고결층을 이루고 층리 발달이 양호하다. 다량의 현무암질

암편과 더불어 회색을 띠는 이암 및 화강암 암편을 함유하고 있다. 이 응회암층에

는 소규모의 퇴적동시성 단층(syndepositional fault)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탄낭구

조(bomb sag)를 관찰할 수 있다.

도두봉 서쪽 해안에 분포하는 응회암층을 관입한 도두봉 관입암은 2∼4%의 장

석반정과 더불어 휘석과 감람석도 소량 함유한 알칼리현무암이다. 관입암 경계면에

는 뜨거운 용암류가 응회암층을 뚫고 관입할 때 생겨난 열변질구조가 발달되어있

다.

응회암층의 층리면과 나란하게 뚫고 올라 온 도두봉 관입암(검정색 부분) (좌);

도두봉 관입암과 응회암층과의 경계면. 열에 의해 붉게 변색됨 (우).

라. 용두암

용두암은 제주도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제주시 용담동 해안에 위치한다. 이 주변

지형은 용두암 부근에서만 높은 절벽을 이루고 있으며, 동쪽과 서쪽으로는 점차 완

만해지는 것으로 보아 비교적 두꺼운 용암류가 내륙에서 해안방향으로 흐르면서 만

들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용두암의 옆모습은 이름 그대로 ‘용의머리’ 모양을 하고 있으나, 암석이 얇은 편

이라 다른 방향에서 보면 용머리모양의 얇은 판을 세워 놓은 것처럼 보인다. 또한

용두암 표면에는 주먹 크기의 둥근 돌들이 박혀 있는데, 이들은 아아 용암류가 흐

를 때 만들어진 클링커로서, 먼 거리를 밀려 내려오는 동안 크기가 작아지고 모양

은 둥글게 마모되어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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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암 및 육각형 내지 사각형의 주상절리가 벌집모양으로 형성.

용두암에서 서쪽으로 약 7㎞ 떨어진 제주시 내도동 해안에도 아아 용암류가 흘

렀던 용암수로를 볼 수 있다. 이 용암수로는 해안에서 바다쪽으로 약 100m 길게 뻗

어 있으며, 주변으로 클링커층이 발달한 아아 용암류 지형도 관찰할 수 있다.

제주시 내도동 해안에 위치한 용암수로.

마. 사라봉과 별도봉

사라봉(표고 146.5m)과 알오름(96.1m), 별도봉(135.5m)은 제주의 관문인 제주항

남서쪽에 위치한 오름(단성화산)들이다. 서로 연결된 오름군을 이루고 있으며, 트레

킹 코스로 유명한 제주올레길 18코스 구간에 포함된다. 이곳에서는 분석구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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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형성 이전에 수성화산분화로 만들어진 별도봉 응회암층 그리고 이 지층을 뚫고

분출한 용암류(비석거리하와이아이트)를 관찰할 수 있다. 특히 제주항 제9부두의 해

변도로를 따라 전체적인 노두를 조망할 수 있다.

사라봉과 별도봉 분석구는 서로 연결돼 있다. 전체적으로 땅콩 형태를 이루고

있지만 하나씩 보면 각각 북서쪽으로 벌어진 말발굽형 분화구 형태다. 화산분화 동

안 상당 부분 파괴된 것으로 보인다. 분석구는 화산재, 분석, 용암편(암괴)으로 구성

되며, 분석은 다공질의 각진 형태로 약 3～4㎝ 크기이다.

별도봉응회암은 알오름과 사라봉 북쪽 바닷가에 접하여 약 1.5m 두께로 층리를

이루고 있다. 부분적으로 노출돼 있긴 하지만 대부분 바닷물에 잠겨 있어 정확한

두께를 확인하기 어렵고, 노출된 노두까지 접근하기도 쉽지 않다. 황갈색 내지 갈색

을 띠며 주로 화산 모래와 화산 자갈로 구성돼 있다. 때로 10～50㎝ 크기의 화강암

암편이나 변성작용을 받은 퇴적암 암편도 함유하고 있어 제주도 하부의 지질정보를

제공해 주는 귀중한 노두이다. 별도봉 북쪽 해안 사면에서 응회암층이 용암류에 의

해 관입돼 있는 현상과 사라봉 북쪽 해안사면에서 용암류에 의해 덮여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별도봉 북쪽해안 사면에는 수직의 주상절리대가 발달해 있다. 약 40m의 절벽지

형을 이루는데, 하단부에 파도침식에 의해 만들어진 동굴지형은 ‘고래굴’이라고 불

린다. 정상부의 기암은 ‘애기업은돌’이라는 애칭으로 유명하다. 한편, 사라봉 북쪽

해안 사면에는 약 3～4매의 용암류가 마치 시루떡과 같이 쌓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별도봉응회암을 용암류(비석거리하와이아이트)가 덮고 있다 (좌); 바다와 접하는

곳에 만들어진 해식동굴인 고래굴과 그 주변의 주상절리 지형. 새들의 배설물에

의해 표면이 하얗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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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부 해안지역

가. 김녕-행원해안 투물러스

제주도 북동쪽, 특히 구좌읍 김녕리에서 행원리에 이르는 해안에는 특별한 아름

다움이 숨어있다. 크고 작은 언덕지형과 양탄자를 깔아 놓은 것처럼 평평한 검정색

용암지형이 백색의 모래와 어우러져 이색적인 풍광을 연출한다.

이들은 모두 파호이호이 용암류가 흐르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화산지형이다. 해

안에서 1～1.5㎞ 떨어진 바닷속까지 연결돼 있다. 이 지역 해안가에 볼록하게 솟아

있는 작은 언덕지형들이 무리를 지어 발달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투물러스(tumulus)

라는 이름의 지형이다. 투물러스는 라틴어 ‘tumeo’에서 유래한 말로, ‘작은산 또는

언덕’ 이란 뜻이다. 여러 개의 투물러스가 있는 경우는 투물리(tumuli)라 한다.

투물러스는 용암류 표면껍질(각) 아래로 고온의 액상용암 유입이 계속됨에 따라

축적된 압력이 용암류를 위로 밀어 올리면서 만들어진 지형이다. 이 같은 현상을

‘용암팽창(lava inflation)’ 또는 ‘용암상승(lava rise)’이라 한다. 용암 공급량이 많은

경우에 발생하며, 이 과정을 통해 투물러스는 물론 길게 연장된 ‘압력능선(pressure

ridge)’도 만들어진다. 과거에는 투물러스와 압력능선을 별개로 취급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용암팽창 현상에 의해 형성된 모든 언덕지형을 투물러스로 통일해 부르고

있다.

투물러스의 높이는 대체로 1～3m 정도이고 큰 것은 5m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모양은 타원형과 원형이 주를 이루지만 주로 비대칭적인 형상을 나타낸다. 용암류

가 위로 들어 올려지는 과정에서 장축을 따라 깊게 갈라진 균열이 생겨나는데, 이

균열의 양쪽사면은 20～40° 경사를 이루며 방사형의 무늬를 만들며 발달한다. 마치

고래등처럼 보이기도 한다. 투물러스의 장축이나 경사면은 균열을 통해 소량의 용

암류가 새어나오는 경우 풍선모양 또는 막대처럼 길쭉한 형태의 작은 용암발가락

(toe)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양의 용암류가 균열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

출 될 때에는 투물러스의 원형이 상당히 변형되며, 주변에 밧줄구조와 복합용암류

층이 만들어진다.

투물러스는 김녕리 덩개해안-월정하수처리장 사이 해안가와 행원포구-행원 양식

단지 사이 해안가에 집중적으로 발달해 있다. 덩개해안 앞 ‘두럭산’ 일대 해저에는

투물러스를 포함한 용암팽창지형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팽창지형 사이의 낮은

곳은 대부분 모래로 채워져 있거나 오목한 골짜기를 이룬다. 특히 국가풍력실증연

구단지 앞 해안가에는 3개의 대형 투물러스가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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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앞 해안가에 발달한 투물러스(장축 길이 30m, 높

이 7m, 둘레 약 600m). 형성 당시 발달한 수축절리들은 바람과 파도, 퇴적 등에

의해 원래 모습이 많이 변형됐다.

투물러스 사면에 발달한 거북등절리 (좌); 파호이호이 용암류가 아아 용암류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생겨난 지형. 밧줄구조 표면이 계속 밀려 가면서 만들어진

경우이다 (우).

나. 만장굴

제주도에는 170여 개의 용암동굴이 있다. 만장굴은 인근에 위치한 김녕굴과 함

께 거문오름에서 분출한 용암류에 의해 형성된 동굴로서, ‘거문오름용암동굴계’ 라

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만장굴의 총길이는 7.4㎞이

며, 동굴 중간에 천장이 함몰되어 만들어진 입구는 세 곳이 있는데, 이 중 두 번째

입구에서 들어갈 수 있는 1㎞ 구간만 개방되어있다.

만장굴 벽면에는 수평으로 띠를 새긴 것 같은 구조가 잘 발달해있다. 이 구조는

지속적으로 용암류가 흐르는 동안 동굴바닥이 녹으면서 동굴이 점점 깊어져 용암의

수위가 낮아졌다는 증거로, ‘용암유선’ 이라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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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성이 낮았던 용암이 용암 동굴 내에 있다가 용암 공급이 줄어들었거나, 용암

흐름을 막고 있던 장애물이 제거됨으로써 용암의 높이가 갑자기 낮아지면서 용

암동굴 벽을 따라 흘러내린 흔적이다(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만장굴의 천장에는 상어 이빨처럼 뾰족한 모양의 돌고드름도 볼 수 있다. 이 모

양을 ‘용암종유’ 라 부르는데, 동굴 내부로 용암류가 흘러갈 때 뜨거운 열에 의해

천장의 표면이 부분적으로 녹으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용암종유는 형태에 따라 뾰

족한 상어이빨, 빨대모양, 불규칙 형태 등 다양한 모습으로 발견된다. 용암종유는

바닥으로 떨어지면 촛불의 촛농처럼 바닥에 쌓여 ‘용암석순’을 형성하기도 한다. 만

장굴의 용암종유는 주로 통로가 좁아지는 구역의 천장에서 발견된다.

만장굴 500m 지점에는 제주도 지형과 유사한 형태의 ‘거북바위’를 볼 수 있다.

동굴 내부로 용암이 흐를 때 천장의 암석이 바닥으로 떨어져 용암류에 휩쓸려 떠내

려 가다가 정지한 후, 그 위에 뜨거운 용암이 달라붙으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바위

표면에 달라붙은 용암의 높이는 동굴벽면의 용암유선 높이와 일치한다.

만장굴 내부에선 기둥형태의 ‘용암석주’도 볼 수 있다. 만장굴이 형성되고 시간

이 지난 후, 화산분화구에서 새로 흘러나온 용암류가 지표면을 따라 흐르다가 만장

굴 천장에 뚫린 구멍을 따라 동굴 내부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생긴 것이다. 용암석

주는 여러 용암동굴에서 발견되지만, 만장굴의 용암석주는 높이가 7.6m에 이르러

그 규모가 세계적이다. 동굴 천장에서 떨어진 용암은 용암석주를 형성한 다음 바닥

을 따라 흘러가다가 멈춰 굳어지며 다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기도 하는데, 만장

굴의 경우 이 모습이 여러 가닥으로 갈라진 마치 코끼리 발가락처럼 보인다. 흔히

‘용암발가락’이라 불린다.



- 29 -

용암유선: 용암의 수위가 지속적으로 낮아졌음을 나타내는 벽면구조이다 (좌); 용

암종유: 형성 당시 동굴내부의 뜨거운 열기로 인해 천장과 벽면이 녹으면서 만

들어진 구조이다 (우).

다. 성산일출봉

성산일출봉은 약 5,000년 전 바닷가에서 일어난 화산분출에 의해 만들어진 ‘응회

구’이다. 5,000년 전은 빙하기가 끝나고 지구환경이 지금과 거의 같아졌던 시기다.

성산일출봉이 분출할 당시 이 지역은 지금처럼 얕은 바다였다. 마그마가 지각의 틈

새를 뚫고 지표로 올라올 때에는 온도가 1,000°C를 넘는다. 물과 만난 마그마는 급

격히 식으며 부스러지고, 물은 수증기로 변하며 부피가 1천배 이상 늘어난다. 이런

반응은 매우 격렬하게 일어나며 대량의 수증기를 동반한 큰 폭발을 일으키게 된다.

성산일출봉의 분화구 바닥은 해발 90m 높이에 있으며, 일출봉 전체 높이는

180m에 이른다. 화산재층의 경사는 30°를 넘는 전형적인 응회구이다. 제주도에 분

포하는 360여 개의 오름은 대부분 ‘분석구’이며 20여개의 오름만이 응회환 또는 응

회구로 분류된다.

약 5,000년 전에 형성된 이후 성산일출봉은 바다의 끊임없는 침식작용을 받아왔

다. 그 결과 사발모양의 분화구와 서쪽 일부만을 남긴 채 응회구의 대부분이 파도

에 깎여 나가 가파른 절벽만이 남았다. 이 해안절벽을 통해 응회구 내부의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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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일출봉의 꼭대기 부분은 분화구의 일부분이며 많은 부분이 깎여 나가 웅장

한 성 모양을 이루고 있다.

성산일출봉은 마그마가 바닷물과 폭발적으로 반응하며 분출이 일어난 화산으로,

이 당시 터져 나온 화산재는 차갑게 식었을 뿐만 아니라 물기를 머금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 지질구조를 통해 알 수 있다. 모래나 자갈과 같은 물질이 흘러내리지

않고 쌓일 수 있는 최대 각을 ‘안식각’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퇴적물의 최대 안식

각은 35°정도다. 그러나 성산일출봉의 응회암층들이 보여주는 지층의 경사는 최대

45°에 달한다. 성산일출봉의 화산재가 분출할 당시에 물기를 머금고 있어 서로 달라

붙는 성질이 있었기 때문이다. 바싹 마른 모래는 모래성을 쌓을 수 없지만 축축하

게 젖은 모래로는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축축하게 젖은 응회암층이 미끄러져 내리며 반복적으로 겹쳐져 기왓장이 포개진

것과 같은 구조 (좌); 잔자갈 크기의 화산암편에 젖은 화산재가 들러붙어 만들어

진 외장화산력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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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일출봉의 지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화산재가 콩알 크기 알갱이로 뭉쳐 있

거나, 작은 자갈 크기의 화산암편(화산력, lapillus) 표면에 두께 수 ㎜의 화산재 알

갱이가 덮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꼭 인절미에 고물이 붙어있는 것 같은 구조다.

이 역시 수성화산활동이 일어날 때 흔히 만들어진다. 물기를 머금은 화산재는 서로

들러붙는 성질이 있어 콩알처럼 뭉치기도 하고, 화산암편의 표면에 달라붙기도 한

다. 이런 구조를 ‘부가화산력’ 또는 ‘외장화산력’이라고 한다.

축축한 상태로 쌓인 응회암층 위로 화쇄난류가 흐르며 만들어진 주름무늬로서

점착연흔이라고 한다 (좌); 돌출한 화산암편의 한쪽 면에 젖은 화산재가 달라붙

어 굳어진 모습. 화산재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흐르며 퇴적된 것을 알 수 있다

(우).

성산일출봉의 남서쪽 해안 노두에서는 분출 당시, 즉 5,000년 전의 해수면 상황

을 알 수 있는 구조가 잘 관찰된다. 이 노두의 위쪽에는 해수면 위에서 화산재와

화산력이 쌓여 만들어진 지층과 ‘탄낭구조’ 가, 아래쪽에는 얕은 바닷속에서 화산쇄

설물이 파도에 씻기며 퇴적됐음을 보여주는 ‘사층리 구조’ 가 함께 나타난다. 이 두

구조의 경계는 일출봉 형성 당시의 해수면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높이가 현재의

만조시 해수면과도 거의 일치한다. 일출봉은 현재와 같이 얕은 바다속에서 분출하

였으며, 일출봉의 대부분은 해수면위에서 쌓였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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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년 전 성산일출봉 분출 당시의 해수면 구조.

라. 섭지코지

제주도 동쪽 해안에 있는 섭지코지는 좁은 땅이라는 뜻의 제주어 ‘섭지’와 ‘곶’이

라는 뜻의 ‘코지’가 합쳐져 생긴 지명이다. 이 일대를 방두반도라고도 한다.

섭지코지로 들어서는 입구는 매우 좁다. 이 입구는 풍성사구층(바람의 영향으로

쌓인 모래언덕), 북쪽의 광치기 해변, 남쪽 신양리 해변으로 연결돼 있으며, 붉은오

름(해발33.5m)과 해안을 따라 발달된 용암류의 지형 그리고 방두포 등대가 위치한

선돌분석구와 선돌바위가 있다. 섭지코지 해안에는 침식된 분석구의 중심부인 화도

와 이로부터 멀리 날아가 쌓인 분석층까지 모두 볼 수 있다. 제주도에서 분석구의

내부와 외부 모두 관찰할 수 있는 곳은 섭지코지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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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지코지 전경과 기공이 많고 검은색을 띠는 스코리아 분석

섭지코지 전망대에서 방두포 등대와 선돌바위를 바라보면, 등대 왼쪽으로 완만

하게 경사진 분석층은 바닷물의 풍화를 거치고 남은 분석구의 일부분이다. 스트롬

볼리형 분화에 의해 터져 나온 화산쇄설물이 집적되면서 생겨났으며 층리가 발달한

다. 분석층의 밑부분은 검붉은 색이며 상부는 검은색으로 구분된다.

선돌바위는 분석구를 만든 분화구의 중심부에 해당한다. 등대 밑 부분은 분화구

의 가장자리이다. 분화구 중심부에서 왼쪽 가장자리로 가면서 암편의 크기가 작

아지고, 층리는 점점 뚜렷해진다. 암석의 색깔은 검붉은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한

다.

섭지코지에서는 붉은오름 및 선돌분석구, 현무암질 파호이호이 용암류와 아아

용암류, 암맥(feeder dike), 그리고 암경부분을 이루는 치밀질 용암류를 두루 관찰할

수 있다. 가장 상부에서 볼 수 있는 용암류는 붉은오름에서 분출된 것으로 추정된

다. 섭지코지 주차장에서 봉수대로 가는 언덕길 동쪽 절벽 아래에 용암수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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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5m 정도의 얇은 판상 암석이 양쪽으로, 거의 수직으로 원형의 용암벽을 이루

고 있는데, 그 사이는 집괴암이 있다. 용암벽을 이루고 있는 판상 암석에 주먹크기

의 클링커 혹은 집괴암들이 붙어있다. 용암류는 여러 갈래의 용암수로를 만들어 해

안방향으로 흘러갔다.

주차장 입구에서 만나게 되는 아아 용암류가 흘렀던 용암수로. 전망대 밑이 붉

은색으로 보이는 것은 집괴암으로, 가장자리에 판상의 용암벽이 형성되어 있다.

선돌분석구와 유사한 화산체가 있었거나 혹은 붉은오름의 일부가 아아 용암류의

분출로 땟목과 같이 이동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아 용암류는 선돌분석구의 분석층과 하부 파호이호이 용암류를 덮고 있다. 파호

이호이 용암류는 대부분 두께가 얇은 복합용암류로서 이 지역의 최하부 용암대지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선돌분석구와 직접적인 접촉면은 확인하기 어렵다. 아아 용암

류는 섭지코지 전역의 해안가를 따라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동쪽해안에 여러 매의

복합용암류로 이루어진 해안절벽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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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호이호이 용암류가 복합용암류를 이루고 있다. 용암관 혹은 용암동굴을 따라

공급된 증기에 의해 붉게 산화된 부분이 보인다.

3. 남부 해안지역

가. 천지연폭포

제주 폭포수는 대부분 땅에서 솟아난 ‘지하수’다. 한라산 지역의 강수는 땅속 깊

숙이 스며들어 지하수로 바뀐다. 이 지하수는 지층의 틈을 따라 바닷가 쪽으로 천

천히 이동하다 해안 가까이에 이르러 암석이나 지층 사이로 솟아나게 된다. 이를

‘용천수’라 부른다. 천지연폭포와 정방폭포 주변에는 서로 다른 용암류가 맞닿아 있

거나, 끝나는 지점에서 용천수가 솟아나는 곳이 여럿 있다. 특히 선반내(솜반천)와

동홍천 변에 위치한 여러 용천수가 천지연폭포와 정방폭포로 떨어지는 물의 원천이

된다.

천지연폭포는 칠십리교에서 약 830m 안쪽에 위치한다. 오랜 세월 유수에 의한

침식작용으로 U자형 침식곡이 발달했으며, 계곡의 양쪽 벽면은 30～40m 높이의 용

암절벽(조면안산암)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다. 폭포의 높이는 22m, 폭은 12m이다.

폭포 아래 형성된 하천(하도)의 폭도 대단히 넓다. 폭포주변에선 20여 m 정도지만

칠십리교 쪽으로 내려오면서 40여 m로 넓어진다. 22m 높이에서 쉴 새 없이 세차게

떨어지는 물에 의해 20m 깊이의 호수(pool)가 만들어졌다. 면적은 2,500㎡ 정도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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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연폭포의 원류인 용천수(윗선반내물). 여러 곳의 용암류가 맞닿은 곳에서 솟

아난 용천수가 모여 천지연폭포수를 이룬다.

천지연폭포 주변의 지질을 살펴보면, 폭포가 쏟아지는 절벽의 하부는 점토와 모

래가 쌓여 이뤄진 ‘서귀포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위를 조면안산암 조성의 용암류

가 덮고 있다. 폭포수 하단부에 노출된 서귀포층의 두께는 지층 표식지(기준지역)에

비해 상당히 얇은 편이다. 용암류는 대부분 기공을 포함하지 않은 치밀질이며 판상

의 절리가 발달하고 두께는 10여 m(최대 약 40m)로 매우 두꺼운 편이다.

천지연폭포 진입로에 있는 유적 ‘생수궤’의 내부 모습. 서귀포층과는 다른 역질에

서 사질의 퇴적층을 용암류가 덮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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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연계곡은 화산활동에 따른 마그마의 관입과 지반의 융기, 단층운동, 그리고

오랜 기간 흐르는 물에 의한 침식작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만들어졌다. 서귀포층

표식지 주변과 황우지 해안에는 ‘관입암’이 분포한다. 이 관입암은 서귀포항 앞바다

에서 볼 수 있는 ‘새섬’을 비롯해 섭섬과 문섬, 범섬 등 3개의 섬, 그리고 인근 ‘삼매

봉’의 분석구를 형성시킨 화산활동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화산활동에 의해 마그마가 관입하여 서귀포층을 해수면 위로 융기시켰고 주변

지형의 변화도 생겨났다. 서귀포층이 융기하고 이와 더불어 천지연폭포 주변에 소

규모의 단층들이 생겨나면서 상대적으로 폭포 인근 지형은 오목하게 파인 형태가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천지연 계곡내에서 서귀포층의 깊이와 두께를 통해

유추 할 수 있다. 이후 조면안산암조성의 용암류가 흘러 들어오목하던 계곡 지형을

메우게 됐고, 그 때문에 점성이 비교적 높은 치밀한 용암류가 냉각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주상절리와 불규칙한 균열이 발달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용암류는 굳

어진 후 세월이 흐르며 절리면을 따라 더 많은 균열과 파쇄대가 발달하게 되었고,

낮은 지형을 중심으로 유수의 침식작용이 장기간 진행되면서 용암류의 연약한 부위

가 침식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계곡 벽면 암석 틈으로 빗물이 유입되고 식물의

뿌리 등도 파고들면서 낙석이 진행돼 가파른 계곡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폭우가

올 때마다 생겨난 거센 물살이 계곡 중심부의 지형을 지속적으로 침식시키면서 계

곡의 폭도 점차 넓어져 하도가 형성됐다. 하부의 서귀포층은 폭포 물줄기에 의한

침식으로 깊숙이 파이면서 호수(폭호)가 만들어지고, 강한 물살이 와류를 일으켜 폭

포 안쪽의 서귀포층을 끊임없이 깎아 내다보니 상부 암석의 붕괴를 유발했다. 이런

침식이 오랜 기간 진행되면서 현재의 천지연폭포는 약 50～60m 안쪽으로 위치가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나. 서귀포층

서귀포층은 서귀포시 천지연 폭포 서쪽 ‘새섬’ 앞 해안가에 노출된 패류(조개류)

화석을 많이 포함한 퇴적층이다. 1928년 일본인 학자 하라구치가 발견해 ‘서귀포층

(Seikipo Formation)’이라고 명명했다. 이 지층은 30여 m 높이로 약 1㎞ 지역에 걸

쳐 지상에 노출돼 있으며, 1968년 천연기념물 제195호로 지정됐다. 1970년대부터 제

주도 여러 곳에서 지하수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지하에도 서귀포층이 분포하고 있음

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제주도 화산층서를 연구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층준

(stratigraphic horizon), 즉 지질연구의 ‘열쇠’가 되는 지층으로 인식되고 있다.

서귀포층은 역질사암, 사암, 사질이암, 이암 및 유리쇄설암 등 다양한 암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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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 있다. 조개류를 비롯하여 성게, 유공충, 완족류, 개형충, 산호 등의 해양생

물 화석도 자주 발견되며, 수직(Skolithos) 및 수평방향성(Thalassinoides)을 갖는

생흔화석(생물의 활동 흔적이 남아 있는 화석)도 많이 포함되어있다. 또 평행엽리,

점이층리, 파형층리(wavy bedding), 우상층리(flaser bedding), 사층리(cross

bedding), 연흔사엽층리(ripple cross-lamination) 등의 퇴적구조도 관찰할 수 있다.

육상에 노출된 서귀포층은 층경계면이 북서쪽으로 약 5° 기울어져 있는데, 노두

의 아래쪽 층 절반에서는 화석이 포함된 비화산성 해양퇴적층과 화석이 나타나지

않는 현무암질 화산쇄설층이 번갈아 가며 쌓여있다. 해양화석을 포함하는 퇴적층은

주로 얕은 바다에서 살던 생물의 입자(유해)로구 성되며, 이와 함께 둥글게 마모된

현무암질 입자(자갈, 모래)나 석영 입자(모래, 니)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층

리와 같은 퇴적구조는 왕성한 해양생물의 활동으로 대부분 교란되거나 파괴되어 뚜

렷하게 관찰되지는 않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화석이 없는 퇴적층에서는 생물기원 입자는 거의 없고 주로

화산기원의 유리질 입자와 휘석이나 감람석과 같은 광물입자가 우세하게 관찰된다.

이들 화산입자는 대부분 표면이 거칠고 각이져 있어서, 마모된 상태로 나타나는 화

석 포함 퇴적층의 화산기원 입자들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또한 평행층리나 사층리

와 같이 해류나 파도의 작용을 지시하는 퇴적구조도 화석 비포함 퇴적층에서 잘 나

타난다

서귀포층 노두의 위쪽 절반은 약 30m 두께의 화산쇄설성 이암과 각력암(혹은

집괴암)이 나타난다. 이들은 대부분 화석을 포함하지 않으며, 해수면 위의 육상에서

쌓인 화산쇄설층이다. 그리고 서귀포층 상부에는 조면안산암 조성을 갖는 용암류가

덮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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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층의 노두(황색)와 이를 덮고 있는 조면안산암 조성의 용암류(회색).

서귀포층은 다양한 종류의 해양생물 화석뿐만 아니라, 풍화과정에서 둥글게 다

듬어진 크고 작은 현무암질 암편, 화산재 성분이 포함된 사암, 석영과 장석을 다량

함유한 미교결 모래층, 그리고 점토층 등으로 이뤄져 있다. 지질연구의 중요 근거가

될 수 있어 퇴적물의 공급원과 퇴적환경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

서귀포층을 구성하는 물질은 대부분 화산쇄설물과 현무암질 암편이다. 수성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응회암층과 인근 육상의 화쇄류가 바다로 유입돼 연안과 천해환

경에서 퇴적된 것이다. 서귀포층에서 발견되는 해양생물 화석종으로 볼 때, 퇴적기

간중에 난류와 한류환경의 지배도 받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서귀포층은 육상의 화

산쇄설물을 옮겨와 바다로 공급하는 삼각주, 폭풍 등에 의해 형성된 연안의 생물편

뱅크, 연안 및 대륙붕 등 다양한 주위 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천해층(얕은 바다

에서 침적, 생성된 지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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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 기간 중에 벌레들이 퇴적물을 파고 들어가 살았던 흔적

서귀포층은 제주도 지하에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지역에 따라 분포심도가 다를

뿐 아니라, 층의 두께, 지층의 성질에도 차이가 난다. 남부지역의 경우 안덕면 사계

리-남원읍 위미리 사이 지역에서 평균 해수면 상부에 분포하고 있으며, 남부 서귀

포 일대와 북부에서 한라산체와 가까워질수록 평균 해수면 위 100m에서도 발견된

다.

이와 달리 동부지역은 표선-조천으로 연결되는 해수면(EL.) -60m 등심선을 기

준으로 동쪽을 향해 점진적으로 지층의 깊이가 깊어진다. 신양리-행원리 사이 지역

에서는 EL.-100m 이하에서 발견된다. 서부지역에서 발견되는 깊이는 대체로

EL.-50m 내외이다. 무릉리와 영락리 일부지역에서는 EL.-60m 이상 깊은 위치에

분포하기도 한다. 서귀포층이 이처럼 서로 다른 위치에서 포착되는 것은 제주도 화

산활동과정에서 지역적인 지각구조 운동이 함께 진행됐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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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화석들이 많이 들어 있는 서귀포층. 조개들은 볼록한 면이 위를 향하고 있

다. 파도에 의해 굴러다니다가 안정한 위치에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하논분화구

서귀포시 천지연폭포 북서쪽에 위치한 ‘하논’은 제주에서는 드물게 논농사가 이

루어지고 있는 야트막한 능선으로 둘러싸인 분지이다. 하논이란 이름은 큰 논을 뜻

하는 순우리말 ‘한논’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논은 화산재로 이뤄진 응

회암 화구륜(화산분화구를 둘러싸고 있는 원형의 능선)이 특징이며, 주변 지표면 보

다 평균 30m 정도 더 낮게 파인 분화구안에 최대 약15m 두께의 습지 퇴적층이 채

워져 있다. 국내외에서는 보기 드문 마르(maar, 화구만으로 구성된 폭렬화구)형 화

산체이다.

하논분화구의 직경은 1,000∼1,150m이며, 면적은 약 94만㎡로 제주월드컵경기장

의 24배 가까이 된다. 하논분화구를 포함한 화산체는 남남동쪽으로 완만하게 경사

져 있는 사면(고도 50∼110m) 위에 형성돼 있으며, 남동쪽으로 삼매봉분석구의 북

서 사면과 접하고 있다. 화산체의 사면은 남서측 일부지역이 20° 이상의 급경사를

보이지만, 이를 제외하면 대부분 10°이하의 완만한 경사로 나타난다. 화산체의 높이

는 최대 63m(주변 평지기준) 정도이다. 해수면 기준으로 살펴보면 분화구 남서쪽부

분에서 해발 143.4m로 가장 높고, 분화구 동쪽에서는 해발 60m 정도로 가장 낮다.

서쪽 화구륜은 대부분 해발 100m 이상이나 동쪽은 해발 80m 이하로 나타나면서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비대칭적인 단면을 보인다.

분화구 내부에는 평지와 높이 20m 정도의 소규모 구릉(분석구)들이 발달해 있는

데, 평지는 화산체 바깥쪽의 지표면보다도 최대 60m 낮게 파여 있다. 이 때문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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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지층을 흐르던 지하수가 분화구의 벽으로부터 흘러나오면서 생긴 용천수(몰망수,

동언새미, 섯언새미)가 하논분화구 안쪽에 발달해 있다.

하논분화구의 지형.

몰망수는 하논분화구 동쪽 지경 바닥에 위치한 용천수이다. 샘의 면적은 약 260

㎡로, 1일 용출량은 1,000～5,000㎥이다. 지금은 이 물을 농사에 이용하고 있으며 격

자모양의 인공수로를 따라 2만6,000평(85,950㎡)의 논에 유입되고 있다. 논으로 흘러

갔던 물은 하논분화구에서 가장 낮은 남쪽 화구벽의 수로를 통해 다시 분화구 외부

로 빠져나가 천지연폭포로 이어진다.

하논분화구를 구성하는 응회암층은 최대 60m, 평균 40m 두께로 괴상 혹은 층리

구조를 보이는데, 대부분 미립-조립 화산재와 라필리(화산자갈)로 구성돼 있다. 유

리질 및 다공질 물질로 구성된 본질입자 외에도 화산분출시 기반암으로부터 포획된

석영과 암편 등 다량의 이질입자가 포함돼 있다.

분화구 내에서 국지적으로 분포하는 용암류는 담회색 혹은 암갈색의 기공이 많

이 포함된 암석으로서 현무암질 조면안산암의 조성을 가진다. 대부분 비현정질 및

유리질 조직이며 1∼3㎜ 크기의 사장석 반정이 소량 함유되어 있다. 다양한 크기의

다공질 입자로 구성된 적갈색의 분석은 분화구 내부의 중앙과 남쪽부분에 분포하는

다수의 분석구를 구성하고 있으며 유리질 특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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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논응회암의 노두 단면.

라. 대포·예례 주상절리

대포동 주상절리대는 ‘지삿개 주상절리대’라고도 불린다. 높이는 최대 약 30m,

약 1㎞ 구간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대포동 주상절리대는 약 54,000년 전(Ar-Ar 절

대연대는 54±23ka)에 분출한 현무암질 용암류로 이뤄져 있다. 이 용암류의 표면에

는 거칠고 울퉁불퉁한 파편으로 이루어진 클링커가 발달했으며, 그 하부에 사각형

내지 육각형의 주상절리가 형성돼 있다. 파도에 의한 지속적인 침식에 의해 주상절

리의 일부가 깎여나간 부분에는 파식대(파도에 침식된 평평한 면)가 발달해 있고,

다각형의 주상절리 단면이 잘 노출되어 있다.

예례동 주상절리대는 ‘갯깍 주상절리대’라고도 불리며, 중문해수욕장에서부터 서

쪽 예례 동해안까지 약 1.7㎞ 구간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높이는 약 20～40m 정도

다. 예례동 주상절리대는 약 48만 5,000년 전(Ar-Ar 절대연대는 485±19ka)에 분출

한 조면현무암질 용암류로 이뤄져 있다. 이 용암류의 표면과 상부에는 불규칙하게

깨져 겹쳐진, ‘인테브러춰(entablature)’라 불리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그 하부에

는 다각형의 주상절리가 15～20m 높이로 발달해 있다. 상부에 발달한 인테브러춰는

뜨거운 용암이 급속하게 냉각되면서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외부에서 물

이 유입된 것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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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례동 주상절리대.

마. 산방산과 용머리

산방산은 제주도 서남쪽 평탄한 지형 위에 400m 높이로 솟아 있는데, 수성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된 용머리와 연결돼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제주도에는

주로 검은색 돌이 평평한 모습을 보이는데, 거대한 회색 종 모양의 산방산이 신비

함을 더해 준다. 이런 종 모양의 거대한 화산암체를 용암돔(lava dome)이라고 한다.

용머리는 산방산 바로 앞 해안에 형성된 지형의 이름이다. 응회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층의 발달양상으로 보아 ‘응회환’에 해당한다. 산방산의 화산분출로 인해 생겨

난 화산쇄설물은 용머리응회암을 덮고 있다. 이를 통해 용머리 응회암이 만들어진

후에 산방산이 생겨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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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방산과 용머리.

용암돔은 용암이 지표로 흘러나와 형성되지만, 지하에서 계속 공급된 용암에 의

해 만들어지기도 한다. 산방산은 후자에 속하며, 조성은 조면암성분이다. 조면암은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와 울릉도에서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암석이다. 용암이 분출

하여 돔을 만들 때는 화구주변에서 소규모의 화산폭발이 일어나거나 돔의 붕괴를

포함한 큰 폭발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분출은 가끔 인간이 예측하지 못하는 강

력한 화산폭발 형태로 일어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산방산은 용머리 응회환이 형성된 후 약 80만 년 전(Ar-Ar 절대연대는

802±5ka)에 형성 되었다. 산방산에서는 지름 2m 정도의 주상절리가 50여 m 높이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화산활동에 의해 돔이 형성되면 부채꼴 모양으로

절리가 만들어지는데, 산방산에는 수직의 주상절리만 남아 있어 많은 부분이 침식

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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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방산 돔에 형성돼 있는 주상절리.

용머리응회환을 형성한 수성화산 분출 시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수십 m에

서 100m가 넘는 화산쇄설물이 쌓여 응회환(응회구)이 만들어지면, 그 밑의 굳지 않

은 퇴적층이 불안정해져 붕괴하게 되고, 붕괴된 물질들이 종종 분화구를 막게 된다.

마그마가 지나가는 ‘화도’가 굳은 암석에 형성돼 있으면 같은 장소에서 분출이

계속 일어나지만, 두껍고 굳지 않은 퇴적층에서는 화도가 다른 곳으로 쉽게 이동해

분출이 일어나게 된다. 용머리응회환에서 갑자기 지층의 자세가 변하는 현상을 볼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지층의 변화 때문이다. 화도가 이동해 다른 방향에서 응회물

질이 공급되어 쌓였기 때문이다. 용머리응회암에서 지층의 변화를 추적해 보면 화

도 이동이 총 세 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용머리응회환은 굳어지지 않은 퇴적층

과 같이 연약한 지반위에서 수성화산활동이 일어날 때 화산분출 도중 화도가 이동

하며 분출이 일어 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화산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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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에서 일부분만 남아있는 용머리응회환.

4. 서부 해안지역

가. 송악산

제주도는 오름의 섬이라고 할 수 있다. 수많은 오름이 섬 전역에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오름 중 분출연대가 알려진 것은 손에 꼽는다. 지금까지 연

대가 확인된 오름 중 가장 나이가 젊은 오름은 제주도 남서부 모슬포 해안에 위치

해 있는 송악산이다.

송악산은 한라산부터 우리나라 최남단 마라도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제주도의 여러 수성화산 중 가장 원형이 잘 보존돼 있는 오름이기도 하

다. 수성화산 분출에서 마그마성 분출로 분화양상이 변화하면서 형성돼 분화구 가

장 아래로부터 응회환→분석층→용암연(조면현무암질용암류)→분석구를 차례로 관

찰 할 수 있다. 송악산은 바다의 침식작용으로 인해 분화구 내부에도 해안을 따라

연속적인 지질단면이 만들어져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수성화산의 단면이 송악산처

럼 잘 만들어져 있는 곳은 찾기 어렵다.

송악산 응회환에는 평평한 층리와 나지막이 굽이치는 파동층리 그리고 거대한

연흔층리 등의 구조가 잘 발달되어 있다. 습기를 머금은 화산재가 붙어 만들어진

부가화산력 및 외장화산력, 그리고 응회암에 화산암괴(또는 화산암편)가 떨어져 오

목하게 패인 ‘탄낭구조’도 곳곳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응회환의 최하부 약 1m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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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응회암내에서는 파도의 작용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연흔사층리 구조가 총

7개의 층에서 관찰된다. 이 층들은 현재 만조수위보다 낮은 높이, 즉 주기적으로 물

에 잠기는 조간대에만 관찰된다. 또한 물속에서 펄이 침전해 생긴 이질박층(mud

drape)도 함께 볼 수 있다. 이 층들은 조간대지역에 퇴적된 화산재가 밀물과 만조

시에 파도의 영향을 받으며 생긴 퇴적층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고조위보다 높은 위치에 쌓인 응회암은 물속에서 형성될 수 없거나, 혹

은 물속에서는 보존되기 힘든 새발자국, 빗방울자국 등의 구조들이 나타난다. 작은

자갈크기의 화산암편이 날아와 떨어지면서 응회암 층표면에 만든 낙하 자국도 볼

수 있다.

송악산의 응회암층이 한 겹 한 겹 쌓여가며 점차 높아짐에 따라 퇴적환경도 조

수간만의 차를 볼 수 있는 구간, 즉 ‘조간대’ 환경에서 공기중에서 생겨 날 수 있는

‘대기하’ 환경으로 변화했다. 앞서 설명한 구조들이 이런 퇴적환경 변화를 잘 보여

준다. 응회암층에 기록된 퇴적구조를 바탕으로 3,700년 전과 현재는 밀물 때 바다의

높이가 거의 차이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당시의 해수면이 현재와 같았다고 볼 수

있다.

송악산 응회환에는 화쇄난류에 의해 퇴적된 판상층리(상부) 또는 거대연흔층리

(하부)가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

이질박층은 게조(slack water, 조수와 간만이 바뀔 때 바닷물이 잠시 정지해 있

는 시간) 시에 세립질 퇴적물이 침전해 만들어진 층이다. 이질박층의 개수를 세어보

면 조석주기의 횟수를 추정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응회암이 쌓이는데 걸린 시

간 역시 알아볼 수 있다. 송악산 하부응회암층에선 13개의 이질박층이 발견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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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퇴적에 최소 1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는 뜻이다. 즉 송악산이 길어야 몇

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 내에 분출한 ‘단성화산’이라는 증거인 셈이다. 단성화산은

보통 몇 주에서 몇 달 이내의 짧은 기간 내에 분출이 종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통상적인 연대측정법으로는 이러한 기간을 알아낼 방법이 없었다. 조석작용의

퇴적기록을 이용해 과거 화산의 분출기간을 해석해낸 사례는 송악산이 유일하다.

송악산 응회암에는 촉촉히 젖은 화산재가 둥글게 뭉쳐 만들어진 부가화산력을

자주 볼 수 있다.

송악산 응회암 층리면에서 볼 수 있는 새발자국 (좌) 및 빗방울자국 (우).

나. 곶자왈

곶자왈은 고유 제주어 ‘곶’과 ‘자왈’이 합쳐져 만들어진 이름이다. 곶은 숲을 뜻하

며, 자왈은 표준어의 ‘덤불’에 해당한다. 특정지명이 아니라 돌이 많아 농사가 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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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제주산림지역을 뜻하는 단어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과거에는 주로 방목을

하거나, 땔감을 얻거나, 숯을 만들고, 약초 등의 식물을 채취하는 정도로 이용됐다.

곶자왈은 최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질공원 등과 더불어 제주도의 중요한

지질-생태자원으로서 보전해야 할 환경적 자산이자, 지역가치로 꼽히고 있다. 제주

특별자치도에는 1997년 이래 곶자왈을 지하수자원보전2등급 및 생태보전3등급 지역

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2014년 4월21일 제정된「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보

전 및 관리조례」에 따르면 곶자왈은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

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

다.

제주 곶자왈도립공원은 2011년 곶자왈의 생태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한편, 자연휴

양공간과 체험학습기능 등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됐다.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구

억리, 신평리에 이르는 1,546,757㎡의 넓이다. 5개 코스의 탐방로(테우리길, 한수기

길, 빌레길, 오찬이길, 가시낭길)가 있으며 총 길이는 7㎞에 달한다. 아아 용암류가

굳어져 생긴 암괴로 구성된 지역과 파호이호이 용암류가 굳어져 생긴 판상류 및 용

암함몰지 등 독특한 용암지형을 볼 수 있다. 크고 작은 용암류 암괴는 물론 높이가

10m 내외로 성장한 종가시나무가 많다. 이밖에 20～30년 수령의 참가시나무, 아왜

나무, 생달나무, 동백나무, 육박나무 등이 함께 자라고 있는 상록활엽수림이다.

곶자왈도립공원 테우리길에서 볼 수 있는 아아 용암류의 암괴 구릉지 (좌); 곶자

왈도립공원 빌레길에서 접할 수 있는 파호이호이 용암류의 지형. ‘빌레’는 넓은

들 또는 대지를 뜻하는 제주어이다 (우).

안덕곶자왈은 제주의 병악(혹은 대병악,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표고 492m) 및

소병악(혹은 족은오름, 표고 473m) 일대에서 시작해 상창리, 화순리를 지나 산방산

근처 해안까지 이어지는 약 9㎞ 길이의 곶자왈이다. 최대 폭은 약 1.5㎞정도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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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곶자왈’과 ‘화순곶자왈’ 등으로도 불린다. 병악 및 소병악으로 부터 분출한 현무암

질조면안산암 조성의 아아 용암류로 구성돼 있다. 곶자왈 주변은 파호이호이 용암

류가 비교적 평탄한 저지대를 이루고 있어, 지형적으로도 다른 곳과 구분된다. 아아

용암류와 탄화목에 대한 연대측정 결과 77,000～5,000년 전 사이의 용암 분출에 의

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화순곶자왈 생태공원에는 아아 용암류가 바위 형상을 이루고 있지만 한 편으로

는 넓게 펼쳐진 ‘용암판’ 형태로도 분포한다. 용암판과 지질판 사이를 채우고 있던

클링커가 제거되면서, 용암판의 하부암괴가 붕괴되면서 만들어진 최대 50㎝ 내 외

의 조그만 용암동굴도 볼 수 있다.

화순곶자왈 생태숲 내부. 용암판 하부에 최대 30㎝ 내외의 공동이 형성돼 있다.

다. 수월봉

수월봉은 제주도 서쪽에 위치한 나지막한 오름이다. 2009년 천연기념물 제513호,

2010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질명소로 지정됐다. 최근 세계자연유산 추가 등재

후보지로도 주목 받고 있다. 수월봉은 현재 위치에서 바다 쪽으로 약 1㎞ 떨어진

곳에 분화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응회환의 일부이다.

수월봉의 분출 시기는 약 17,000년 전으로 보는데, 이때는 빙하기가 정점에 이르

렀던 시기이다. 당시 해수면은 현재보다 130m 가량 낮았다. 수월봉이 분출할 당시

에 제주도는 섬이 아니었으며 드넓은 평야지대에 우뚝 솟은 육지화산이었다. 즉 수

월봉의 수성화산분출은 바닷물이 사용되지 않았다. 수월봉은 성산일출봉과 달리 응

회암내에 다량의 기반암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이는 화산 폭발이 수 백m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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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지하에서 일어났음을 의미하며, 마그마가 지하수를 만나 수성화산폭발이 일어

났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월봉은 성산일출봉에 비해 훨씬 깊은 지하의 높은 압력

하에서 마그마와 지하수가 만나 매우 강력하게 폭발이 이루어졌으며, 지표로 분출

한 물질은 화쇄난류를 형성해 사방으로 멀리 퍼지며 쌓였기 때문에 나지막한 응회

환의 지형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수월봉 응회암에는 하부 지층과 기반암에서 뜯겨온 이질암편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좌); 수월봉 응회암은 층리가 잘 발달해 있으며 암괴들이 낙하해 만든 ‘탄

낭구조’가 잘 발달해 있다 (우).

수월봉 해안절벽 노두에 드러난 응회암층은 층리가 잘 발달해 있으며, 수많은

탄낭과 함께 거대연흔 및 파동층리 등 화쇄난류 작용을 의미하는 다양한 퇴적구조

들을 보여준다. 화쇄난류에 의해 퇴적된 응회환의 완벽한 단면을 보여 주는 곳은

전 세계에 단 두 곳뿐이다. 수월봉과 송악산 응회환이다. 수월봉의 뛰어나고 연속적

인 해안 노두는 화쇄난류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화쇄난류가 화구에

서 분출한 순간부터 응회환의 가장자리에서 마지막 화산재가 퇴적되는 순간까지 어

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수월봉에 나타나는 퇴적구조 변화를 보면 추정분화구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는 괴상(층리와 같은 구조가 없는 구조) 또는 희미한 층리를 보이는 화산력 응회암

이 주로 나타나고, 화구에서 멀어짐에 따라 판상층리, 파동층리, 거대연흔 층리 등

을 보여주는 응회암으로 변화한다. 화구에서 멀리 떨어진 수월봉 가장자리 응회암

은 기복이 작은 파동층리나 얇은 판상층리를 보여준다. 이러한 퇴적구조 변화는 제

주도 이외 지역의 다른 응회환에서는 거의 관찰이 불가능하다. 화쇄난류는 화구 근

처에서는 입자농도가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해 운반되던 화산쇄설물이 급격히 쌓였

고, 그 결과 화구에 가까운 지역에서는 층리 발달이 불량했다. 화쇄난류가 화구에서

멀리 이동함에 따라 부유물질이 퇴적되고 주변의 대기도 화쇄난류에 섞이면서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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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석돼 입자농도가 낮아졌다. 결국 화쇄난류는 난류(turbulent flow)로 바뀌며 조립

질의 밑짐(크고 무거운 퇴적물)과 세립질의 뜬짐(가볍고 부유하는 퇴적물)으로 분리

돼 얇고 다양한 층을 가진 퇴적구조가 생겨났다. 수월봉을 바탕으로 한 이런 연구

는 화산학계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수증기-마그마성 화산에서 나타나는

화쇄난류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큰 진전을 가져왔다. 이 때문에 수월봉은 국제 화산

학계에서 수증기-마그마성 분출로 생성된 화쇄난류 퇴적층의 표준모델로 잘 알려져

있다.

수월봉 응회암에서 관찰되는 거대연흔층리. 화쇄난류로 운반되는 화산재가 쌓여

생겼다. 화쇄난류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했다 (좌); 수월봉의 화구에 가장 가

까운 곳에 형성된 퇴적상. 매우 조립질이며 층리의 발달이 좋지 못하다 (우).

수월봉에서 가장 인상적인 퇴적구조 중 하나는 거대연흔 구조일 것이다. 연흔은

주로 퇴적암에서 관찰되며 파도나 유수 또는 바람에 의해 퇴적물이 운반되어 쌓일

때 형성되는 구조를 말한다. 물결무늬처럼 구불구불한 퇴적단면을 볼 수 있어 실제

로 ‘물결무늬지층’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퇴적암에 흔히 생기는 연흔은 물결무늬
의 간격이 수 ㎝에서 수십 ㎝ 사이이나, 수월봉의 연흔은 파장이 2m를 넘는다. 이렇

게 거대한 연흔구조가 관찰되는 것이 한때 지질학의 미스터리였으며 화산재가 바람

에 날려 형성된 구조로 생각했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필리핀의 ‘타알화산’이 분출

하면서 발생한 화쇄난류에 의해 거대연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확인되면서 현재

는 거대연흔 구조가 화쇄난류에 의해 생겨난다고 보고 있다. 연흔으로부터 유수의

방향을 알 수 있듯이 응회암의 거대연흔으로부터 화쇄난류가 흐른 방향과 화구의

위치를 알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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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월봉에서 자주 관찰되는 거대연흔 층리를 가까이 본 모습. 화쇄난류가 좌측에

서 우측으로 흘러 거대연흔도 우측으로 이동하며 층리를 만들었다 (좌); 수월봉

응회암 하부에는 황갈색의 점토로 이루어진 고산층이 놓여 있으며, 그 밑으로는

톨레이아이트질 안산암의 조성을 지닌 파호이호이 용암류가 분포한다 (우).

라. 협재사구

제주도에는 ‘협재해빈’을 비롯해 총 16 곳의 해빈들이 해안가를 따라 분포하고

있다. 이들 인근 내륙지역에는 사구(모래언덕) 지형을 볼 수 있는데, 연안의 모래가

바람에 의해 내륙으로 운반되어 쌓인 언덕지형을 말한다. 제주도에 분포하는 사구

의 높이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3∼8m 범위이며, 김녕, 평대, 하도리

일대의 사구는 해안에서 6㎞에 이르는 내륙지역에 약 1㎞ 폭으로 분포하고 있다.

제주도의 서부와 동부해안 지역에 사구가 발달하고 있는 것은 연안, 즉 해빈 인근

에 쌓여있던 모래가 겨울에는 강한 북서 계절풍에 의해, 여름에는 남동 계절풍에

의해 내륙으로 운반되었기 때문이다.

협재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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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재해빈 인근 내륙에 자리한 ‘협재사구’는 지금으로 부터 680∼720년 전(1,200∼

1,300AD) 협재해빈에 쌓여있던 모래가 북서 계절풍에 의해 내륙으로 운반되어 만들

어진 것이다. 탄산염 퇴적물의 생성시기를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으로 조사한 결과,

약 3,500년 전으로 나타났다. 즉 3,500년 전에 살았던 해양생물파편들이 모래(탄산염

퇴적물)로 변해 해변에 쌓여 있다가 지금보다 해수면이 조금 낮았던 약 700년 전에

바람에 의해 내륙 쪽으로 운반되어 사구층이 만들어진 것이다. 현재는 사구층을 개

간해 경작지로이용하고 있다.

인근에선 천연동굴인 ‘협재굴’도 찾아 볼 수 있다. 협재해빈에서 약 300m 거리에

위치해있다. 이 동굴은 길이 약 100m, 높이 6m, 너비 약 12m의 용암동굴로서, 부근

의 황금굴(길이 80m) 및 소천굴(길이 2,980m)과함께 1971년 천연기념물 제236호로

지정되었다.

협재굴에서는 고드름과 같은 모양의 ‘종유석’을 비롯해 땅에서 자라 올라오는

‘석순’, 그리고 종유석과 석순이 맞닿아 생기는 ‘석주’ 등의 동굴생성물을 관찰 할 수

있다. 이런 동굴생성물은 흔히 석회동굴에서 볼 수 있다. 용암동굴인 협재굴에서 종

유석과 석순, 석주가 생겨나는 이유 역시 사구층에서 찾을 수 있다. 협재굴 상부에

사구층이 존재하는데, 조개껍질 등 해양생물 파편이 주성분이라 적잖은 석회 성분

을 포함한다. 빗물이 사구층 속에 있는 해양생물 파편을 녹여 협재굴의 틈을 따라

동굴 속으로 오랜 시간 떨어져 내리면서 석회성분으로 이루어진 종유석은물론, 석

순과 석주와 같은 것들이 만들어 지고 있다.

협재굴 내부 (좌); 사구층에 포함된 패각이 빗물에 녹아 동굴 내부로 흘러들면서

만들어진 종유석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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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구엄 소금빌레

제주도는 소금생산 여건이 매우 좋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제주 사람들은 소금을

얻기 위한 제주만의 독특한 염전이 생겨났는데 이것이 바로 ‘소금빌레’이다. 해안가

의 넓적하고 평평한 바위에 바닷물을 말려 소금을 만드는 방식이다. ‘빌레’는 제주

어로서, ‘지면 또는 땅에 넓적하고 평평하게 묻혀진 돌’을 일컬으며, 표준어 ‘너럭바

위’와 비슷한 말이다. 현재도 ‘소금빌레’로 불리는 용암지형은 제주시에서 서쪽으로

약 15㎞ 떨어진 애월읍 구엄리 포구 주변에 위치해 있다. 애월읍 인근 지역인 구엄

과 중엄, 신엄, 세 곳을 통틀어 속칭 ‘엄쟁이’라 하는데, 예로부터 소금을 제조하며

살아온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구엄해안도로 소금빌레.

소금빌레 지형을 멀리서 보면, 화산암이 손바닥을 펼친 형태를 나타낸다, 이는

용암이 차별적으로 흘러들었음을 의미한다. 또 현재 용암류의 전체적인 경사로 볼

때, 당시 이 지역은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용암의 분출지

(화구)는 알 수 없지만, 흘려내려 오는 과정에서 온도가 낮아지고, 결정화작용 등이

진행되면서 용암류의 점성이 높아진 상태로 소금빌레까지 이동해 멈추게 되었고,

천천히 냉각이 이루어졌다. 당시 용암류의 상부층에는 수축절리가 발달한 기공이

많은 다공질 껍질이 형성됐으나, 빠르게 냉각되었기 때문에 강도가 그리 높지 않았

다. 이 껍질이 오랜 세월 거센 파도와 바람의 침식을 받아 사라지고 현재의 매끈한

표면의 소금빌레가 만들어졌다. 이런 풍화작용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돌염전 군데군

데 타포니(tafoni)가 발달한 버섯바위와 다공질 상부층을 통해 알 수 있다. 풍화작용

으로 깎여나간 용암 상부층 아래에는 균열이 불규칙하게 발달한 편평한 빌레가 속

살처럼 드러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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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염전으로 이용한 소금빌레 용암. 기공이 많은 용암의 상부가 풍화에 의해 제

거됨으로써 매끈한 표면이 형성됐다. 용암이 냉각되는 동안 생겨난 다각형의 불

규칙한 균열들이 발달돼 있다.

소금빌레는 조면현무암 조성의 용암류이다. 암회색의 이 암석에 4～5㎜ 크기의

반자형의 장석 결정이 3～4% 함유되어 있고, 1～3㎜ 크기의 휘석 결정도 1～2% 정

도 있다. 또 노란색을 띠는 감람석 입자도 드물게 관찰된다. 용암류의 두께는 지점

에 따라 변화가 심한 편이나, 소금빌레 지점에서는 대략 5～6m 정도다. 이 용암류

는 약 13만 년 전(Ar-Ar 절대연대는 130±14ka)에 분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돌염전 주위엔 바닥 면보다 높게 솟은 버섯모양의 ‘돌출부(버섯바위)’ 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숭숭 뚫려있는 큰 구멍들은 암석 속 작은 기공들이 오랜 시간 바

람과 파도의 풍화작용을 받아 드러낸 ‘타포니’이다. 이들이 대체로 둥근 형태를 이

루는 것 또한 파도와 바람에 의해 날카롭고 모난 부분들이 깎여 나갔기 때문이다.

돌출부는 바다쪽으로 가면서 형태가 보다 더 뚜렷해 질뿐 아니라, 높이도 높고 빈

도도 많아진다. 바다에 가까운 곳은 파도에 의한 침식작용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소금빌레를 이루고 있는 용암류에 발달한 균열은 모양과 크기, 간격 모두 규칙

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용암이 매우 천천히 식어갔다는 의미다. 특히 용암의

상부와 하부의 균열패턴이 다른 것은 상부와 하부의 냉각속도의 차이에 의해서 생

겨난 것이다. 일반적으로 식는 속도가 느리면 균열에 의해 생겨난 기둥(column)의

폭이 넓어지고, 빠르면 기둥의 폭은 좁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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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화작용에 의해 형성된 타포니

5. 중산간지역

가. 노꼬메오름

노꼬메오름(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표고 834m)은 주변의 ‘족은노꼬메오름(표고

774m)’, ‘궷(궤)물오름(표고597m)’과 함께 오름군을 이루고 있는 소화산이다. 이 들

은 모두 외견상 말발굽형 분석구로서, 노꼬메오름과 족은노꼬메오름은 북서쪽으로

트인 반면, 궷(궤)물오름은 동쪽으로 트여있다. 노꼬메오름은 ‘애월곶자왈’을 구성하

는 조면현무암질 용암의 분출지이다. 약 26,000년전(Ar-Ar 절대연대는26±13ka)에

분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꼬메오름은 분화구의 높이가 비대칭을 이룬다. 분화구서쪽(표고 625～670m)

내부는 약 1m에서 최대 10m 가량의 용암 절벽이 노출되어 있다. 이 용암 절벽은

약 1m 두께의 4～5매의 아아 용암류가 상하 50cm～1m의 클링커층으로 이루어져있

다. 이런 점을 토대로 화산전문가들은 노꼬메오름에서 최대 5회 가량 용암이 분출

되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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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꼬메오름 분화구. 서쪽 내부 약 10m 가량으로 노출된 아아 용암류의 절벽으

로, 최대 5회의 용암 분출 활동이 있었음을 지시해준다.

화산분화구에서 터져 나온 분석이 쌓여 만들어진 원추형의 화산체를 분석구라고

한다. 분석구는 마그마에 들어 있는 휘발성분(가스)이 폭발해 만들어진다. 그 직후

마그마의 휘발성분이 적어지면 폭발하지 않고 용암이 분출하게 된다. 이 용암은 분

화구내에 모여 용암호(lava lake)를 만들게 되는데, 용암은 분석보다 무겁기 때문에

분석구 바닥이나 사면의 약한 틈을 찾아 분석층을 붕괴시켜가면서 분화구 바깥으로

흘러 내려가게 된다. 분석은 용암에 비해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용암위에 둥둥

뜨게 된다. 분석구에서 흘러나온 용암류는 붕괴된 분석구를 띄워 땟목과 같이 멀리

까지 흘러간다. 콘플레이크가 떠 있는 우유가 흘러가는 모습과 비슷하다.

이렇게 용암이 한쪽으로 흘러나오면 분석구는 한쪽 면이 무너지면서 제 모양을

잃게 되어 말발굽 혹은 초승달형의 모양을 갖게 된다. 제주도에 분포하는 분석구는

외형적 특징에 따라 원추형(예, 다랑쉬오름), 말발굽형, 원형(예, 아끈다랑쉬오름) 그

리고 화구가 두 개 이상인 복합형 오름(예, 용눈이오름, 도너리오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말발굽형 오름은 약 50%에 달한다.

나. 교래교퇴적층

교래교퇴적층은 교래리 제4교래교 인근에 자리하고 있는 퇴적층이다. 제3교래교

-제4교래교-교래교일대의 ‘천미천’ 하천을 따라 1m 정도의 두께로 얇게 노출돼 분

포한다. 색깔은 황갈색이나 담갈색, 흑색을 띠며, 점토질, 사질, 역질로 구성돼 있으

며, 미고결(굳어지지 않은), 혹은 준고결(절반 정도 굳어진) 상태로 존재한다. 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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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달이 거의 없는‘괴상’으로, 제3교래교 일대에서는 상부가 용암류의 열에 의해

구워져 붉은색을 띠기도 한다. 또 하부에서는 테프라층(화산분출물, 재 등)이 뒤덮

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제4교래교 일대에서는 측면 암상의 변화가 심한편이다. 때

로는 20～50㎝ 크기의, 원마도(하천 및 바람 등으로 작은 돌 등의 모서리가 둥글게

된 정도)가 낮은 역(자갈)을 함유하고 있다.

이 퇴적층의 구성광물 중에는 석영도 포함돼 있다. 이를 이용한 연대측정(광여기

루미네선스)결과, 상부 용암층 하부 1m 정도의 두께에서 15,000년 전 내외의 일정

한 연대를 얻었다. 이 연대측정법은 석영을 이용하는데, 석영 특유의 광여기(빛을

흡수한 물질의 화학반응)를 이용한다. 또 석영은 일정 온도 이상으로 가열되면 석영

이 이미 지니고 있던 광여기 특성을 잃어버리고 초기화된다.

교래교퇴적층 상부에는 크고 작은 암괴가 섞여 있으며, 하부로 갈수록 세립화

된다 (좌); 용암류 하부에 분포하는 교래교퇴적층 (우).

퇴적층의 열자기 특성을 분석한 결과, 퇴적층의 상부 1m 전후에서 광여기 특성

을 초기화시킬 정도의 많은 열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퇴적층이 쌓이기

시작한 시기를 나타내는 것 이 아니라, 이 지층 위로 용암류가 흐를 당시의 연대를

알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교래교퇴적층 상부 용암류는 최소한 15,000년 전 이후

에 분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산굼부리

천연기념물 제63호로 지정된 산굼부리(표고 437.4m)는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위치한 분화구이다. 주변의 다른 오름에 비해 낮은 구릉을 이루는 원형의 분화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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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화구 상부지름은 약 635m이고 하부 지름은 약 300m이다. 최고점에서 화구 바닥

까지의 깊이는 132m이며, 주변 도로변 보다 약 100m나 깊이 들어간 함몰분화구(pit

crater)이다. 함몰분화구란 용암분출 후 지하에 있던 마그마의 공급이 중단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해 생기는 지하의 빈 공간에 지반이 함몰돼 생긴다. 일반적으로

함몰되어 형성된 분화구 직경이 2㎞ 이상이면 칼데라(caldera)라고 하며, 1㎞ 이하

이면 함몰분화구라고 한다.

산굼부리의 지질은 분화구 절벽사면의 용암류(비현정질휘석현무암)와 화산쇄설

층, 그리고 이를 뒤덮고 있는 용암류(침상장석 감람석 현무암과 비현정질 휘석 현무

암), 집괴암(화산분출물 부스러기가 모여 굳어져서 생긴 암석)으로 구성돼 있다. 분

화구 내부에는 빗물 등에 씻겨 내려와 쌓인 퇴적층이 분포한다. 특히 산굼부리 남

동쪽에는 집괴암류가 분포해 다른 곳의 용암류와는 다른 차이가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산굼부리는 마그마의 공급이 중단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함으로써 생기는 지하

의 빈공동에 의해 지반이 함몰되어 생기는 함몰분화구이다.

라. 거문오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에 위치한 거문오름은 능선 길이 4.4㎞, 바닥 지름이 1㎞에

이르는 거대한 화산 분화구로, 북동쪽으로 터져있는 말발굽형 분석구이다. 거문오름

의 전면에는 북동방향으로 뻗어나간 깊고 길게 패인 붕괴도랑 지형이 발달해 있다.

길이는 수 백m 가량 이어져 있으며 깊이는 최대 10m에 이른다. 거문오름 형성 당

시 용암류가 용암수로를 만들어 흘러가면서 상부 부분이 연결되어 용암동굴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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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가, 이후 동굴지붕이 붕괴되면서 도랑형태로 형성된 것이다.

거문오름 분석구. 가운데 움푹 패여 있는 부분이 분화구이다 (좌); 용암 붕괴도랑

(우).

거문오름 분석구의 형성과정은 두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거문오름 형성

초기 ‘스트롬볼리형’의 화산분화가 일어났다. 폭발이 연속적으로 일어나 화산분출물

이 화구주변에 쌓여 원추형 분석구를 만든다. 이후 용암류가 흘러나와 분화구 내부

를 채우다 점차 압력이 높아져 분화구의 북동쪽 사면을 부수고 흘러나갔다.

중반기는 다소 화산분화가 약화됐지만 지속적으로 분출된 용암이 북동쪽 해안을

향해 흘러갔다. 흘러나온 용암류에서 굳어진 외부껍질은 내부용암의 보온효과를 증

가 시켜 용암의 열손실을 줄인 결과 상대적으로 먼 거리를 흘러갈 수 있었다. 용암

은 거문오름에서 북동쪽해안에 이르는 14㎞를 흘러갔으며, 이 과정에서 만장굴을

비롯한 많은 동굴들이 형성됐다. 이렇게 형성된 여러 용암동굴을 ‘거문오름용암동굴

계’라고 부른다.

거문오름용암동굴계에 속하는 대표적인 용암동굴은 거문오름에 가까운 순서로

선흘수직굴, 벵뒤굴, 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 만장굴, 김녕굴, 용천동굴, 당처물

동굴 등이 있다. 특히 용천동굴과 당처물동굴은 내부를 아름다운 석회질 생성물이

장식하고 있다. 해안에서 바람에 날려 온 패각사(조개껍질과 해양생물 골격 등으로

구성된 모래)가 빗물 등에 녹아 동굴내부로 들어와 물은 증발하고 석회질 결정을

만든 것이다. 용암이 웅장한 규모의 동굴을 만들고 석회물질이 내부를 장식한 것으

로, 전 세계적으로 매우 독특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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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천동굴. 천장의 절리를 따라 분포하는 흰색과 노란색의 미생물 (좌); 당처물동

굴. 내부에서 성장 중인 탄산염 종유석, 종유관, 석순 (우).

마. 가시리 머체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서 매년 봄 유채꽃 축제가 열리는 가시리에는 행기머체(직

경 18m, 높이 7m)와 꽃머체(직경 14m, 높이 6m)라는 반구형의 용암언덕이 분포한

다. ‘머체’는 돌무더기를 이르는 제주어다. 행기머체는 ‘머체 위에 행기물(놋그릇에

담긴 물)을 올려놓은 것 같아 보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마찬가지로 꽃머체

는 ‘머체 위의 나무에 꽃이 아름답게 핀다’는 뜻이다.

이전의 연구에서는 가시리 지역 머체를 화산쇄설물이 제거되며 지표로 노출된

‘크립토돔’으로 해석하였다. 크립토돔이란 화산체의 표면이 부풀어 오른 듯한 지형

으로, 심부에서 올라온 마그마가 화산체에 관입한 후 지표 위로 분출하지 않고 돔

모양을 이루는 경우를 뜻한다.

이 지역 일대의 지질구조는 약 1.7㎞ 북쪽에 위치한 소록산(표고 442.4m)-대록

산(표고 472.1m) 오름군의 화산활동에서 유래됐다. 알칼리현무암질 조성의 파호이호

이 용암류가 분포하며 드문드문 용암팽창지형을 관찰할 수 있다. 머체의 표면은 용

암류가 공기와 접촉해 온도가 급속히 낮아진 까닭에 매끈하며 거북등과 같은 절 리

가 발달돼 있다. 식생의 성장으로 인해 반구형 돔의 정상부가 깨져 내부가 노출되

었는데, 통상적인 용암류 단면과 같이 상부에 기공이 우세하며, 또한 내부에 비교적

많은 공간을 가진 팽창구조를 지니고 있다. 노출된 내부는 절리가 발달하면서 파쇄

된 암괴로 되어 있는데, 단사휘석과 사장석 반정의 분포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

는 ‘반상장석휘석현무암류’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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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기머체의 겉면은 마치 시멘트로 겉 부분을 바른 것처럼 보인다. 거북등 절리

가 발달해 있다 (좌); 행기머체의 내부. 비교적 넓은 공간을 이루며 용암류의 기

공은 상부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우).

행기머체와 꽃머체의 기반은 생성 당시 흘러온 파호이호이 용암류이다. 이 용암

류가 흘러오는 과정에서 상부 겉 부분이 먼저 굳고, 그 내부는 여전히 뜨거운 용암

류가 흘러가던 중 상부겉껍질의 깨진 틈으로 용암류가 밀어 올라와 부풀어 ‘용암팽

창지형’을 이룬 후 굳어지면서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상부에 균열이 발생해 틈

새가 있는 ‘투물러스’ 형태와 달리 반구형의 특징을 이루고 있어 이를 용암언덕

(bulbous squeeze-up)이라한다.

꽃머체(흰색 점선으로 표현된 지역)와 하부 기반을 이루는 파호이호이 용암류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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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라산국립공원

가. 한라산국립공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표고 1,950m)은 한라산국립공원 내에 위치한다.

한라산국립공원은 1966년 천연보호구역으로, 1970년 국립공원으로,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또 200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

었다. 이밖에 산정화구호습지인 ‘물장오리오름’이 람사르습지로 등록되는 등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인명소이다. 한라산국립공원에는 50여개 이상의 소화산체(오름)가 분

포하고 있어 저지대에서 볼 수 있는 오름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한라산국립공

원의 오름과 이를 구성하는 용암류 및 화산쇄설물은 약 19만 년 전부터 수천 년 전

의화산분화기록을 지니고 있음이 최근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나. 백록담

한라산은 여러 차례의 분화에 의해 만들어진 화산이다. 정상부 백록담의 북쪽,

서쪽, 남서쪽이 조면암으로 돼 있으며, 전망대가 있는 동쪽과 남동쪽은 현무암질 조

면안산암 조성의 용암류로 형성돼 있다. 그리고 조면암과 용암류 사이는 화산쇄설

층으로 이뤄져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라산 정상 백록담 주변에 위치한 장구목

오름, 윗세오름, 방애오름, 만세동산 등의 오름들은 백록담이 생기기 이전에 형성되

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백록담이 솟아오르기 전 화산활동을 하며 미리 자리잡고 있

던 작은 화산들 위로 백록담이 올라앉은 것이다.

백록담은 약 33,000년 전(U/Th 저어콘 연대는 33.7±1.9ka)에 높은 점성의 조면

암이 솟아올랐으며, 이후 약 17,000년 전(Ar-Ar 절대연대는17.7±2.7ka, 16.2±3.9ka)

에 현무암질 조면안산암의 용암류가 분출해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백록담이 만들

어졌다. 이 용암류는 다공질의 파호이호이 용암류로, 한라산 관음사 탐방로와 성판

악 탐방로를 통해 한라산 정상부에서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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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백록담 전경

다. 영실기암

   영실기암은 한라산 남서쪽 기슭에 자리한‘영실 휴게소’에서 윗세오름(표고

1,740m) 대피소로 오르는 탐방로 오른쪽에서 볼 수 있다. 명승 제84호로 지정돼 있

다. 영실기암은 하부에서 상부까지 높이 차가 약 250m 내외이며 전형적인 주상절리

형태를 보인다. 주상절리의 형태와 모양에 따라 병풍바위, 오백나한 등으로 불린다.

영실기암은 사장석반정(반점모양의 비교적 큰 결정)이 두드러지는 조면암과 비

반정의 조면암으로 구성돼 있다. 영실조면암은 약 13만 6천 년 전(Ar-Ar 절대연대

는 135.8±0.8ka)에서 75,000년 전(U/Th 저어콘 연대는 74.8±4.5ka)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화산활동 당시 조면암 돔이 형성된 후 화구함몰 혹은 돔 붕괴로 인해 만

들어진 분화구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남서쪽으로 열려있는 반달 형태를 보인다.

병풍바위 (좌); 오백장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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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실기암 정상부는 다공질의 아아 용암류가 조면암을 덮고 있는데, 현무암

질 조면안산암의 조성을 가진다. 이 용암류의 연대는 약 74,000년 전(Ar-Ar 절대연

대는 73.5±1.3ka)이다.

영실 조면암을 뒤덮고 있는 아아 용암류

라. 삼각봉과 왕관릉

삼각봉(표고 1,697.2m)은 삼각추 형태의 조면암 돔 화산체이고, 왕관릉(표고

1,666.3m)은 세 면은 모두 절벽으로 이루어진 원통 모양의 조면암 돔이다. 먼 곳에

서 보기에 왕관을 닮았다고 하여 ‘왕관암’ 또는 ‘왕관바위’라고 부르기도 한다. 두 화

산체는 나란히 마주하고 있다. 삼각봉은 용진각 대피소와 용진각 계곡 사이에서 노

두 관찰이 가능하다. 치밀질 괴상의 조면암으로 이뤄져 있으며, 약 10만 2천 년 전

(Ar-Ar 절대연대는 101.7±0.6ka)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왕관릉은 정상이 평평하며 사장석 반정이 우세한 반상조직의 조면암으로, 약 13

만 3천 년 전(Ar-Ar 절대연대는 133.6±0.9ka)에 형성됐다. 옛 이름으로 ‘구봉암’이라

고 쓴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대부분이 바위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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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장오리오름 (좌); 사라오름 (우).

삼각봉 부근의 조면암 돔의 일부 (좌); 구린굴 (우).

마. 물장오리오름과 사라오름

물장오리오름은 2008년 람사르습지에 등록되고, 2010년에 천연기념물 제517호로

지정된 단성화산체이다. 해발 약 900～930m에 자리하고 있다. 남동방향 장축은 약

130m, 북동방향 단축이 약 100m에 이르는 ‘산정화구호’를 품고 있다. 수심은 0.5～

1m 정도이나, 호수 물 밑에는 점토질 퇴적층이 약 8m까지 두껍게 쌓여있다. 비정

질 입자가 40～55%로 가장 많다. 석영, 백운모-일라이트, 적철석, 깁사이트, 조장석,

녹니석, 정장석, 조회장석, 휘석 등 주요 광물성분이 포함돼 있다. 물장오리오름 습

지 퇴적층의 유기물함량은 10%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특히 상부 약 1m 두께의 퇴

적층은 유기물 함량이 30% 이상이다. 물장오리오름에 쌓인 약 8m 깊이의 퇴적층의

탄소 및 질소 비율변화는 과거 분화구 퇴적물속의 육상기원과 수생기원 유기물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 근거가 된다. 하부에서 3m까지는 육상식물이 대세를

이뤘으며, 그 이후부터는 상대적으로 수생식물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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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오름은 해발 약 1,338m에 위치하고 있는 단성화산체다. 장축130m, 단축

100m에 이르는 아름다운 산정호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호수의 깊이는 약

1m 내외이고, 호수의 중앙에는 약 4m 깊이까지 황갈색의 점토질 퇴적층이 쌓여있

으며, 하부는 화산쇄설층으로 되어있다. 호수 가장자리에는 다양한 습지 식물들이

분포하고 있다. 호수 가장자리는 분석 등의 조립질 및 세립질 화산쇄설물로 이루어

져있다. 사라오름 습지퇴적층은 자철석, 휘석, 석영, 백운모, 조회장석, 적철석, 깁사

이트, 녹니석 등의 광물로 구성돼 있다. 약 2,700년, 3,300년, 4,000년, 4,700년, 5,700

년 전에 유기탄소동위원소 값이 크게 증가한다. 이는 건조한 기후 영향으로 호수

내의 수위가 크게 감소한 시기가 빈번하게 찾아왔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후변화

양상은 과거 제주도 기후변화를 보다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물장오리오름 (좌); 사라오름 (우).

7. 섬속의 섬

가. 우도

우도는 면적 6.18㎢, 해안선 길이 17㎞에 달하는 섬으로 제주도의 63개 부속 도

서 가운데 가장 크다. 성산포에서 3.8㎞ 거리에 있어 배로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

다. 우도는 응회구와 분화구 중심부에 위치한 분석구, 그리고 이를 덮고 있는 용암

류로 이뤄져 있다. 생성 당시 화산분출 양상이 수증기-마그마성 분화에서 스트톰볼

리형 분화를 거쳐 마지막에는 용암류가 분출하였음을 의미한다. ‘소머리오름’은 초

승달 또는 말발굽 모양을 지니고 있는데, 분화구 직경은 약1,000m이며, 높이는

132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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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항에서 우도를 보면 오른쪽이 약간 높고 왼쪽으로 서서히 낮아진다. 오른쪽

의 높은 부분은 응회구이며 왼쪽으로는 용암류가 굳어져 만들어진 현무암이 분포한

다. 우도 응회구 내부는 천진항에서 남쪽해안 도로를 따라 500m 인근 지점에서 관

찰할 수 있다. 분화구 중심부가 노출되어 응회구, 분석구 그리고 계곡을 채운 용암

류를 볼 수 있다. 이 화산체는 수성화산분화 당시 생겨난 폭발충격이 지층의 붕괴

를 가져와 분화구 주변에 많은 퇴적 동시성단층이 형성됐다. 또 분화기간 중에 쌓

인 응회물질이 화구로 함몰이 일어나 화도가 이동했는데, 이 결과 쌓인 응회물질의

층리도 이전과 다르게 나타났다.

소머리오름 (좌); 소머리오름 남서쪽 돌칸이 해변에 분포하는 파호이호이 용암류

(우).

우도 응회구에는 여러 종류의 암편이 섞여 있는데, 이들 암편은 수성화산분화

당시 지하에 분포해 있던 암석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들 암편 중에 유문암과 산성

용결응회암의 파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주도 지하에는 이러한 암석이 기반을 이

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분포심도를 알 수 있다면 수성화산분화 깊이도

계산할 수 있다. 우도 응회구가 형성된 뒤 용암류가 분화구를 채웠다. 두께가 30㎝

의 얇은 파호이호이 용암류로, 이러한 두께의 용암류가 여러 겹으로 쌓인 것을 복

합용암류라 한다.

용암류가 흐른 뒤에 응회구를 이루고 있던 응회물질이 빗물 등에 운반되어 퇴적

층을 만들었다. 구성 물질은 응회구와 같지만, 지층의 경사와 퇴적구조가 다르게 나

타난다. 이 퇴적층에는 깎고 채운구조, 사층리, 점이층이 형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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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응회구에 들어 있는 유문암과 산성 용결응회암 암편. 제주도 지하 깊은 곳

에는 이러한 암석이 기반을 이루고 있다 (좌); 복합용암류로 흐른 용암이 분화구

를 채웠다 (우).

나. 비양도

비양도는 제주시 한림항에서 북서쪽으로 1.1㎞ 떨어져 있는 섬이다. 배편으로 10

여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이 섬의 중심부는 분석구로 이뤄져 있다. 분석구는 물이

없는 육상 환경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바다 한가운데에 분석구로 이뤄진 섬이 있

다는 것은 지질학적으로 흥미로운 일이다. 비양도에는 해안을 따라 산책로가 잘 꾸

며져 있으며, 초대형 화산탄을 비롯해 스패터가 만든 스패터층(집괴암층), 호니토

(hornito)와 붕괴도랑, 투물러스 등의 다양한 용암지형 역시 볼 수 있다.

비양봉의 분석층은 작은 크기의 분석으로 이뤄져 있다. 비양도에선 이와 달리

엉겨 붙은 스패터와 화산탄이 쌓여 형성된 ‘스패터콘’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비양도의 지질구조를 살펴보면 화산폭발당시 쏟아져 나오는 대형화산탄은 스패

터와 함께 모두 서쪽해안에 분포하고 있다. 스패터콘 형성당시 대형화산탄이 분출

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비양봉은 스패터콘이 형성된 이 후에 만들어졌다. 그 때문에

비양봉 정상에는 대형화산탄들을 볼 수 없다.

비양도 북서쪽 코끼리 바위 일대 해안에는 직경 수 m에서 최대 7m에 달하는

초대형 화산탄이 분포하고 있다. 크기만으로 보면 제주도에서 가장 크며, 형태 또한

전형적인 화산탄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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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도 서쪽 해안의 지층 구성. 절벽면에서 크고 작은 스패터와 화산탄이 엉겨

붙어 있는 스패터층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스패터층의 경사가 해안에서 비양

봉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분화구의 위치가 서쪽 해안이었음을 말해준다.

유독 비양도에서 초대형 화산탄이 분포하는 원인은 해안가에서 볼 수 있는, 깨

진 대형화산탄의 단면에서 찾을 수 있다. 화산탄의 내부에는 붉은 다공질인 스패터

들이 엉겨 붙어있고, 2～5㎝ 두께의 치밀한 외벽으로 둘러싸여있다. 화산탄 내부에

엉겨 붙은 스패터는 분화구에서 뿜어져 나왔지만 외부로 날아가지 못하고 안으로

다시 떨어져 스패터들과 다시 뒤섞이는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크기가 점차

커졌다. 그리고 분출에너지가 증가한 어느 순간 외부로 뿜어져 나오게 된 것이다.

화산탄은 분출되면서 꼬리가 생기는데, 이 당시 날아온 대형 화산탄 중에 일부

는 꼬리가 부서지지 않고 보존돼 있다. 비양도 화산탄의 꼬리방향은 모두 서쪽-서

북쪽 바다를 향하고 있음을 볼 때, 지금은 사라진 또 다른 화산체가 비양도의 서쪽

바닷가에 존재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무게가 20여 톤에 달하는 초대형 화산탄

을 뿜어낸 분화구는 최대 300m 떨어진 서쪽해안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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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끼리 바위 주변에 있는 초대형 화산탄.

호니토는 용암이 지표를 흐르다 얕은 호수나 습지 등의 물을 만나 수증기와 용

암이 뒤섞여 분수처럼 솟구쳐 나오는 ‘수증기성 폭발’이 일어나면서 쌓인 굴뚝모양

의 구조를 말한다. 비양도에서도 호니토를 볼 수 있다. 비양도 북쪽 파호이호이 용

암류 분포지역에 약 30여개의 호니토가 일정한 공간에 줄지어 분포하고 있다. 가장

큰 호니토는 최대 3m 높이로 ‘아기밴돌’로 불린다. 호니토 내부는 대부분 비어있으

며, 내부벽면에는 용암기포와 용암이 흘러내린 용암유석 및 용암종유가 발달해있다.

호니토가 형성될 당시 뜨거운 액체상태의 용암이 용암굴뚝의 내부 벽면을 따라 흘

러내리면서 형성되었음을 말해준다. 비양도 호니토는 비양봉 분석구 형성과정에서

유출된 용암류가 분석구의 측면을 뚫고 빠져나와 습지 또는 물웅덩이와 같은 지형

위를 흐르면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뜨거운 용암이 차가운 물을

만나 급격히 부피가 팽창했고 스패터와 분석이 수증기와 함께 뿜어져 나오는 거품

파열(bubble burst) 현상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호니토의 존재는 용암 분

출 이전에 비양도에 습지가 존재했다는 의미로써 호니토의 현재위치로 그 습지의

분포범위를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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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니토의 내부 벽의 모습.

다. 차귀도

차귀도는 제주시 한경면 자구내 포구에서 약 2㎞ 떨어진 무인도로서, 차귀도(죽

도)와 와도 등으로 이뤄져있다. 차귀도는 하나의 화산으로 이루어진 비양도와 달리

동쪽과 서쪽이 각각 볼록한 언덕모양으로 솟아있는 독특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

는 두 개 언덕의 화산활동 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차귀도는 작은 섬이지만

화산쇄설층, 분석층, 용암류, 암맥과 고토양층이 고루 분포하고 있다.

차귀도는 약 45만 년 전 섬의 동쪽에서 발생한 화산활동에 의해 응회환과 분석

구가 형성되었다. 이시기에 인접한 당산봉과 차귀도의 부속섬인 와도에서도 유사한

화산활동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약 20만 년 동안 화산활동의 휴지기가 있은 후 약

25만 년 전 섬의 서쪽에서 다시 화산활동이 일어나 응회환과 분석구를 새롭게 형성

하였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수 일에서 수십 년에 걸친 단주기성 수성화산분화에 의

해 단성화산체가 만들어진다. 차귀도는 그런 면에서 약 20만 년 동안의 휴지기 전

후의 화산분화와 그 분출물을 관찰할 수 있는 복합화산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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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귀도.

라. 가파도

가파도는 서귀포시 대정읍에 속하는 섬으로서, 4월이면 청보리 축제가 열리는

곳으로 유명하다. 하모리 해안에서 남쪽으로 약 2.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모슬

포항에서 뱃길로 약 20분 거리에 있다. 가파도는 동서 길이 1.5km, 남북 길이

1.3km이며, 섬의 가장 높은 곳의 고도는 20.5m이다. 하늘에서 보면 가오리 형태인

섬이다. 섬의 주변해안을 따라서 기반암인 현무암질 조면안산암 조성의 용암류가

노출돼 있고, 그 위를 풍화잔적토(residual soil)와 해빈 역암층이 덮고 있다. 제주지

역에선 보기 드물게 매우 편평한 지형이 특징이다.

가파도의 기반암은 현무암질 조면안산암조성의 용암류이다. 섬의 주변부를 따라

썰물 시에 그 특징을 잘 관찰할 수 있다. 미세한 기공이 산재하고 육안으로 결정의

관찰이 어려운 비현정질이 특징이며, 판상의 절리가 발달되어 있다. 또 암석의 성분

은 동일하지만 조밀도에서 차이가 난다. 담황색 내지 담회색 부분은 진회색의 치밀

질 부분 보다 약해 차별적인 풍화 침식이 진행되어 마치 서로 다른 두 물질이 혼합

되어 있거나 포획되어 있는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가파도는 산방산과 유사한

시기인 80만 년 전(Ar-Ar 절대연대는 824±32～758±9ka) 화산분출로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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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도 전경 (좌); 용암류는 섬의 주변부를 따라 평탄한 지형을 이루며, 판상의

절리가 발달되어 있고 산재한 기공을 따라 침식되어 있다 (우)

마. 마라도

마라도는 우리나라 국토의 최남단 섬의 섬으로, 서귀포시 대정읍에 속한다. 하모

리 해안에서 남쪽으로 약 8㎞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모슬포항에서 배로 30분 거리

에 있다. 남북 길이 1.3㎞ , 동서 길이 0.5㎞ 이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지형의 고

도가 39m 정도인 남북으로 길쭉한 ‘고구마형’의 타원형 섬이다. 마라도를 남쪽에서

바라 볼 때 등대가 있는 동쪽 부분이 조금 높으며, 전체적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

고 있다. 동쪽 해안선은 기암절벽을 이루고 있으며, 서쪽 해안선을 따라 해식동굴이

잘 발달돼 있다. 섬 주변의 해저 지형을 고려할 때 과거 마라도는 훨씬 컸을 것으

로 짐작되며, 침식에 의해 크기가 작아진 것으로 보인다.

마라도는 파호이호이 용암류가 굳어져 만들어진 섬이다. 용암의 두께가 얇은 복

합용암류가 겹겹이 쌓여 형성되었다. 톨레이아이트질 안산암 조성을 지니며 다양한

형태의 용암지형을 이룬다. 아직까지 제주도 본섬과의 관계, 분출양식과 시기에 대

한 궁금증을 풀어 줄 지질학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섬이다.

섬의 북부와 남부 선착장부근에서 용암류의 단면을 쉽게 볼 수 있다. 용암류가

서로 얽혀있고, 겉 부분이 먼저 공기에 닿아 냉각된 이후 여전히 뜨거운 용암류가

그 내부에서 이동하여 천천히 식어 굳어졌음을 알 수 있다. 장소에 따라서는 용암

류 내부가 비어있는 용암관도 관찰된다.

마라도의 해안가 암반에서 용암류의 표면 조직을 관찰할 수 있다. 용암류 단위

에 따라 반정 광물의 양이 미약하게 서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백색의 사

장석과 검정색의 사방휘석 및 노란색의 감람석 반정이 서로 뭉쳐져 있는 취반상

(glomeroporphyritic) 조직을 이루고 있어 마치 꽃잎을 흩뿌려 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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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도 전경 (좌); 얇은 파호이호이 용암류가 여러 겹으로 쌓인 복합용암류의

단면으로 고래등 모양으로 구부러져 있고, 때로 용암류의 속이 비어 있는 용암

관을 만들기도 하였다 (우).

다공질 용암류는 반정 결정들이 서로 뭉쳐 취반상 조직을 이루고 있다 (좌); 서

쪽 해안을 따라 발달한 해식동굴 (우).

8. 제주지하수

가. 제주지하수

지하수는 제주의 빼놓을 수 없는 귀중한 지질자원이다. 화산이 제주도에 내려준

최대의 선물이 곧 제주지하수이다. 제주도는 많은 비가 내리지만, 다공질 화산암류

로 이루어져 있어 물 빠짐이 좋기 때문에 지표수가 거의 없다. 큰 비가 올 때에만

하천에 물이 흐르고, 평상시에는 바싹 말라있다. 땅 위에 물이 없기 때문에 제주도

에는 물허벅(제주식 물동이)으로 물을 운반하는 독특한 풍습이 조상대대로 이어져

내려왔다. 그러나 1961년 제주도 최초로 지하수 관정 개발이 성공하고, 뒤이은 지하

수 개발 사업에 의해 제주의 물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다. 특히 1960년대부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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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된 제주도 지질 및 지하수 조사. 연구로 부터 제주지하수의 부존특성과 우수성에

관한 정보가 상당히 축적되었으며, 1998년에는 제주지하수를 이용한 먹는샘물 ‘제주

삼다수’가 판매를 시작해 국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제주도는 평균 3～5m 두께의 용암류가 겹겹이 쌓인 지층구조를 이루고 있다. 용

암류사이에는 얇은 분석층, 토양층, 퇴적층도 간간이 분포한다. 용암류에 발달하는

수축절리, 균열, 클링커, 기공, 용암류와 용암류사이의 빈 공간 등은 빗물의 지하침

투와 지하수의 유동통로 역할을 한다. 빗물은 용암류에 발달된 틈을 통해 지하로

내려가면서 불순물이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로 걸러져 지하수로 만들어진다.

한라산지역에 내린 빗물이 지하 깊숙이 침투한 후, 해안지역으로 흘러 용천수로

솟아나기까지는 수 없이 많은 용암층 속을 통과하기 때문에 용암류와 퇴적층과의

반응을 통해 화산암지역 특유의 맛있는 지하수로 탄생한다. 제주지하수는 거대한

용암필터에 의해 여과되고 숙성된 화산암 지하수이다.

1970년대의 지하수 관정 개발 시추 모습 (좌); 제주도 지하수 부존 분포도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2018) (우).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지역 중의 한 곳이다. 연평균 강

수량(1998～2019)은 내륙지역보다 약 700㎜가 많은 2,162㎜에 달한다. 특히 한라산

정상지역에는 연평균 5,00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린다. 2019년의 경우 한라산 정상

삼각봉에는 8,097㎜의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 이처럼 풍부한 강수량은 지하수 함양

에 큰 도움이 된다. 제주도는 젊은 화산섬이기 때문에 화산활동 당시 만들어진 공

극들이 잘 보존되어 있어 지하수 함양에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 제주도에 1년

동안 내리는 강수는 39억5,200만㎥이며, 이중 40.6%(16억400만㎥)이 땅속으로 침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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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하수로 생성된다.

제주지하수의 나이는 프레온가스(CFCs)와 헬륨동위원소를 이용해 조사한 결과

10년 이하에서 60여 년 정도의 범위를 보인다. 제주삼다수는 약 18년의 연령 값을

갖는다.

제주도 지하수 연령 분포.

지하수의 수질은 구성 지질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제주도는 현무암질 용암류가

주로 분포하기 때문에 지하수 수질도 내륙지역과 다르다. 제주지하수의 수소이온

농도(pH)는 7.5～8.0 이고, 경도는 100㎎/L 이하로 연수의 특성을 나타낸다. 또한 규

소(SiO2) 성분이 내륙지역 지하수보다 월등히 많으며, 기능성 미량원소로 알려진 바

나듐(V)도 많이 함유돼 있다. 칼슘(Ca)과 마그네슘(Mg) 함량이 나트륨(Na)과 칼륨

(K) 성분 보다 많아 물맛이 좋은 편이다.

서귀포시 거린사슴 지역에는 천연탄산이 함유된 지하수가 부존한다. 이 지역 지

하수에 포함된 탄산가스(CO2)는 맨틀기원으로 밝혀졌으며, 탄산농도는 약 2,000ppm

으로 외국(독일, 프랑스)에서 상품화된 천연탄산수의 농도와 비슷하다. 또한 상대적

으로 높은 농도의 천연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데, 그 함량은 미국의 천연광천수

수질기준(250ppm) 보다 높은 400～2,750ppm을 나타낸다.

나. 제주용천수

용천수는 땅속을 흐르던 지하수가 지층이나 암석의 틈을 통해 지상으로 솟는 물

이다. 제주에서는 예로부터 용천수를 ‘산물’ 또는 ‘나는물’이라 불렀다. 용천수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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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물이용 역사를 상징한다. 선사시대 이후 제주도민(석기시대, 탐라시대 등 고

려)의 생명수역할을 하였고, 용천수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었으며, 또 용천수에

는 제주 선조들의 애환이 깃든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있다.

제주도에는 661개의 용천수가 있으며, 이들 용천수로부터 솟아나는 지하수량은

1일 평균 100만㎥에 달한다. 대부분의 용천수는 해안가를 따라 분포하는데, 이는 한

라산 지역에서 스며든 빗물이 지하수가 되어 경사가 낮은 해안지역으로 흐르기 때

문이다. 하천이 발달한 남-북사면의 계곡과 용암류 경계면이나, 계단상의 지형 변화

가 있는 곳 그리고 용암류 말단부에 주로 용천수가 분포한다. 제주용천수의 가치는

역사 문화 가치, 수자원적 가치, 수문지질학적 가치, 생태적 가치, 자연 경관적 가치

등 다양하다.

돈네코 용천수 (좌); 돈내코 계곡 용천수 (우).

지표수 이용이 어려운 제주도에선 용천수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었다. 내륙

지역의 우물과 같이 제주도에서는 용천수가 일상생활에서 물을 공급했으며, 동시에

지역 주민과의 정보가 공유되는 공간이었다. 개인과 가정의 대쪾소사 정보가 사회

관계망 속에 공유되고 지역 공동체가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공간이 용천수였다. 여

기저기서 솟아나오는 용천수는 그 시절 모든 사람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과 행복을

선사하기도 했다. 그 시절 휴식과 여유(물놀이, 물맞이 등)를 위해 맑고 시원한 용

천수를 찾았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용천수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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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산지천’에서 빨래하고 물놀이 하는 모습. 산지천 주변은 용천수가 풍부

해 상수도가 공급되기 전 제주시내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명수와 같았다

(좌); 폭포는 대표적인 물맞이 장소였다. 백중을 맞아 된장, 콩잎, 보리밥, 미숫가

루 같은 것을 싸 들고 가서 물맞이 후 먹고 나면 한 해를 건강하게 넘기곤 하였

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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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 제주도 지질여행 표지 디자인

1. 제주도 지질여행 2020 개정증보판(국문)

2. Geological Splendors of Jeju Island 2020 초판(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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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

1 절 연구개발 추진전략

제주도 화산지질 가치의 대중화를 위한 제주도 지질여행 국·영문 2020 개정증

보판 및 초판 발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추진전략을 세웠다.

□ 제주도 지질여행 개정판 국문 초고 전문가 감수 자문

□ 제주도 지질여행 국문 개정판 영문번역 및 국외 전문가 감수 자문

□ 제주도 지질여행 국ㆍ영문 발간 편집 디자인 및 편집위원 감수 자문

□ 제주도 지질여행 KIGAM-제주연구원 공동 국ㆍ영문 개정판 발간

□ KIGAM-제주연구원 공동 심포지엄에서 국문 개정판 홍보 및 배포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총회에서 영문 개정판 홍보 및 배포

특히, 제주도 지질여행 국·영문 발간을 위해 화산지질학, 수리지질학 등과 관련

이 있는 외부 전문가 3인에게 3차에 걸쳐 국문과 영문 콘텐츠에 대한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또한, 영문 초판의 경우 해외 지질학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영문 표기

및 표현을 가능한 외국인의 영문 사용에 맞게 보완·수정함으로써 책의 내용과 질적

인 측면에서 많이 향상되었다.

당초 발간된 국·영문 도서는 KIGAM-제주연구원 공동 심포지엄과 유네스코 세계지질

공원총회에서 배포하여 홍보할 계획이었으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모든 행사가 취소 또는 연기됨에 따라 이행하지 못하였다.

2 절 연구개발 추진체계

본 기획과제는 제주도 화산지질 가치를 발굴하고 일반 대중화를 위한 지질 전문

도서를 발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최종 성과물로서 ‘제주도 지질여행(개

정증보판 국문 및 초판 영문)’을 출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9년도에 수행한 자

체사업에서 제주도 지질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 및 새로 밝혀진 연구 자료를 검토

분석하여 일반인들에게 흥미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 개발된 콘텐츠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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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지점을 선정하여 현장답사를 통해 책에 들어갈 사진 및 드론

촬영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연구자료, 콘텐츠, 사진(드론촬영) 등을 바탕으로 개정판

목차를 구성하고 개정판의 발간 기획, 편집, 디자인 등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개정증

보판 국문 및 초판 영문을 발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 추진체계를 세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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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기술적 측면

○ 제주도 형성사, 지질 및 지하수 연령 측정 결과에 의한 지질자원의 새로운 학술적 가

치 반영

○ 제주도 오름, 습지 퇴적층 조사를 통한 고환경/고기후 복원 및 변동 특성 제공

○ 한라산천연보호구역의 화산 활동사에 대한 지질학적 가치 제공

□ 경제ㆍ산업적 측면

○ 제주도가 관광지 이상으로 우리나라 지질자원의 보고로 제주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

는 계기 마련

○ 국내외 일반인들에게 제주화산섬의 형성 및 지질학적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지구과학

대중화에 기여

○ 화산지질의 신비함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 제주도가 세계적으로 더욱 가치 있는 관광

지가 될 수 있기를 기대

○ 국내외 관광객의 방문 횟수의 증가로 인한 제주도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

□ 활용방안

○ 지질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화산지질 현상을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지질해설사로 활용

○ 지질학에 관심 있는 학생, 교사, 일반인들에게 제주도의 다양한 지질현상에 대한 이해

의 폭을 넓히는 교과서로 활용

○ 제주도 지질해설사에게 화산지질의 형성, 구조, 변천 등 새로운 학술결과 및 전문지식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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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 소요예산

단위: 천원

구 분

비 목
예산금액 집행액 잔액 잔액비율(%)

외부인건비 0 0 0 0

연구장비재료비 0 0 0 0

연구활동비 43,700 42,420 1,280 2.9

수용비 및 수수료 16,500 16,010 490 3.0

교육훈련 및 전문가

활용비
8,700 8,700 0 0.0

세미나비 및

워크샵개최비
0 0 0 0.0

기술정보활동비 18,500 17,710 790 4.3

연구과제추진비 6,300 5,674 626 9.9

국내여비 2,160 1,586 574 26.5

사무용품비 2,140 2,139 1 0.1

회의비 2,000 1,949 51 2.5

성과활용지원비 0 0 0 0

위탁연구개발비 0 0 0 0

합 계 50,000 48,094 1,906 3.8



1. 이 보고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시행한 자체연구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자체연구사업 보고서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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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