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별 및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342호

지정(등록)일 1984. 08. 14.

소재지 제주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707, 

외 107필지

구석기 문화의 현장,  
빌레못동굴

빌레못동굴은 세계적인 용암동굴로서 동굴이 만들어질 때의 흔적을 다양하게 보여

주고 있고, 황곰뼈 화석 및 구석기시대의 유물이 발견되는 등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

다. 현재 빌레못동굴은 동굴 생성물 등의 보호를 위해 공개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

어 관리 및 학술 목적 등으로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출

입할 수 있다. 

지질 71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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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이�만든�미로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은 어음리 산중턱에 자리 잡고 있다. 빌레

못동굴이라는 명칭은 주변의 ‘빌레못’이라는 작은 연못의 이름에서 유

래된 것이다. ‘빌레’는 제주도의 방언으로서 현무암류로 이루어진 평

지에 작은 분지모양으로 발달한 웅덩이를 말하며, 이곳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이 빌레못이다.

이러한 명칭을 지닌 빌레못동굴은 해발 759m인 발이오름에서 분출

한 용암류를 따라 발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암동굴이다. 

총 연장은 약 11,749m이며, 가지굴의 길이가 주굴의 약 2배에 달하

는데, 이는 빌레못동굴의 형성 과정이 아주 복잡한 미로형 동굴이라

는 것을 의미한다. 

•용암동굴은 용암이 흐를 때, 표면은  

먼저 식어 굳어지지만 내부의 굳지 

않은 용암은 계속 흘러 빠져나가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화산동굴의 한 종

류이다. 

▼�제주�어음리�빌레못동굴�내부�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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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어음리�빌레못동굴�내��

용암종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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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동굴의 중앙부에 발달한 동굴의 통로부분이 가장 복잡한 구조

를 가진다. 상어 이빨형과 원기둥형 용암종유·용암종유관·용암석

순·용암유선·용암교·용암주석 등 다양한 동굴생성물과 미지형이 

발달한다. 

그중에서도 길이 15cm~78cm인 용암석순, 용암이 나무를 둘러싼 

후 나무는 타서 없어지고 형태만 남아 있는 3개의 용암수형(熔岩樹

型), 길이 28cm의 규산석주(硅酸石柱) 및 많은 단백석(Opal)으로 이루

어진 동굴산호가 특징이다.

동굴생물은 5강 14과 18종이 있으며, 거미목이 7과 9종으로 가장 

많다. 한편 갈색곰, 붉은사슴 등의 동물뼈가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석기시대의 유물 105점도 발견되어 동굴유적으로서도 학술적 가치

가 크다. 이 같은 유물로 보아 빌레못동굴의 유적은 중기 구석기시대

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황곰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중기, 후

기 홍적세에 서식했던 동물로서 약 

40-50만 년 전부터 살아왔으며, 아직

도 몽고, 알래스카 등지에 남아 있다. 

◀�빌레못동굴�내부(좌)

◀���빌레못동굴�출토�박편�석기�

(구석기시대)(우)

◀���제주�어음리�빌레못동굴�내��

동굴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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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지역�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제236호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

(소천굴, 황금굴, 협재굴)

제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617 - 1971. 09. 30.

제375호 제주 납읍리 난대림 제주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산16 - 1993. 08. 19.

제441호 제주 수산리 곰솔 제주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2274 - 2004. 05. 14.

주변�지역�문화재�/�유적

문화재�종별�및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사적 제396호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제주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126-1, 

외
- 1997. 04. 20.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24호

월계사 목조아미타불 좌상 제주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4 조선시대 2007. 07.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