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별 및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195호

지정(등록)일 1968. 05. 29.

소재지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707, 외

땅이 남긴 기록,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

서귀포층은 제주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할 무렵 얕은 바다 속에서 폭발한 수성화산

활동으로 생긴 화산체가 오랜 시간 파도에 깎이고 바다에서 조개와 같은 해양 퇴적물

과 함께 쌓이기를 반복하면서 만들어진 퇴적암층이다.

서귀포층을 구성하는 화산분출물과 해양 퇴적물은 제주도 형성 초기 화산활동 흔

적과 과거의 해양환경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기에 천연기념물 제195호로 지정하

여 보호하고 있다.

지질 70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 



문화재 이야기 여행 천연기념물 100선   433

� 층층이�쌓여�역사를�만들다

제주 서귀포층은 신생대 제3기에 속하는 플라이오세 말에서 제4기의 

플라이스토세 초기 사이에 형성된 퇴적층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귀포 해안의 해식절벽에 약 40m 두께로 노출되어 있는 서귀포층은 

주로 현무암질 화산쇄설암(火山碎屑岩)으로 구성되어 있고, 화산쇄설

물이 아닌 쇄설성 퇴적암들이 일부 끼어 있다. 이러한 서귀포층은 약 40

만 년 전에 분출한 현무암질 용암류(熔岩流)에 의하여 덮여 있다. 

서귀포층의 하부 절반은 얕은 바다에서 퇴적되었으며 화석을 포함하

는 층과 포함하지 않는 층이 교대로 나타난다. 그러나 상부 절반은 대

부분 육상에서 퇴적되었고 화석을 포함하지 않는 층들로 구성된다. ▼�제주�서귀포층�패류화석�산지�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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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층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깊은 바다에서 얕은 바다 환

경으로 변해가는 암상을 나타내며, 퇴적층 내에는 여러 번의 해침과 해

퇴 주기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증거들이 남아있다. 이 층은 암상·퇴적

구조·침식 경계면·생물교란 및 화석 포함 여부 등을 기준으로, 10개

의 화석을 포함하는 층단위와 4개의 화석을 포함하지 않는 층단위로 구

분된다.

� 한때는�따스했던�바다

서귀포 화석 산지는 1920년대 초부터 일본인 학자에 의하여 연구되

었으며, 윤선·김봉균 교수 등에 의하여 다양한 화석 연구가 수행되

었다. 

화석을 포함하는 층준(層準)에서는 연체동물·완족동물·유공충

(有孔蟲)·개형충·미화석·해면동물·산호·따개비·성게·상어이

빨·이끼벌레 및 고래 뼈 등 매우 다양한 화석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

한 수많은 생흔화석(生痕化石)들도 산출되는데, 대부분 폭풍의 영향

을 받은 얕은 해저에 서식하는 무척추동물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서귀포층에서 산출되는 화석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연체동

물 화석으로서, 서귀포층으로부터 산출되는 연체동물 화석의 군집을 

‘서귀포 동물군’이라고 한다. 서귀포층의 연체동물 화석종 중에서 대

표적인 것은 천해성(淺海性)의 가리비 조개류, 밤색무늬 조개류 그리

고 백합 조개류에 속하는 바지락 종류가 있다. 

가리비 조개류 화석에는 20cm에 달하는 크기를 갖는 것도 있다. 밤

색무늬 조개류는 난류성 군집을 이루고, 바지락 종류는 대륙 연안계 

군집을 이루어, 서귀포 동물군은 독특한 남방계의 난류성 동물군으로 

추정된다. 또한 가리비 조개류는 한류성 군집이고 산호와 성게 화석

은 온난한 환경을 지시하기 때문에 서귀포 동물군은 특징적으로 난류

성 종들과 한류성 종들이 혼합되어 있다. 따라서 서귀포층은 한류의 

일시적인 영향을 받는 난류 환경 아래의 얕은 바다에서 형성된 퇴적

층이라고 판단된다. 

•이들 층단위는 역질(礫質) 사암·사

암·이질(泥質) 사암·이암들이 갖는 

조직 특성과 생물교란·괴상(塊狀)·

점이층리(漸移層理)·평행층리(平行

層理)·연흔(漣痕) 및 언덕사층리 등

의 퇴적구조를 조합하여, 총 12개의 

퇴적상(堆積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주�서귀포층�패류화석�산지�내�

패각�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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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귀포층�패류화석�산지�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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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공충화석은 서귀포층 하부와 중부에서 천해성 한류종 및 

난류종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상부에서는 천해성 난류종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서귀포층 패류 화석은 서귀포층이 쌓일 당시의 고환경

과 이곳에서 살던 바다 생물들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제주�서귀포층�패류화석�산지�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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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지역�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제18호 제주 삼도 파초일엽 자생지 제주 서귀포시 보목동 산1, 삼도 - 1962. 12. 07.

제27호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2565 - 1962. 12. 07.

제156호
제주 신례리 

왕벚나무 자생지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산2-1 - 1964. 01. 31.

제161호
제주 성읍리 느티나무 

및 팽나무 군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정의현로56번길 3 (성읍리)
- 1964. 01. 31.

 제162호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제주 서귀포시 도순동 210 - 1964. 01. 31.

제163호 제주 천지연 담팔수 자생지 
제주 서귀포시 일주동로 8738 

(서홍동) 
- 1964. 01. 31.

 제376호 제주 산방산 암벽식물지대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16 - 1993. 08. 19.

제377호 제주 안덕계곡 상록수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산1946 - 1993. 08. 19.

 제378호 제주 천제연 난대림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2785-1 - 1993. 08. 19.

제379호 제주 천지연 난대림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973 - 1993. 08. 19.

주변�지역�문화재�/�유적

문화재�종별�및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사적 제487호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추사로 44,  

일원 (안성리) 
조선시대 2007. 10. 10.

명승 제43호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제주 서귀포시 칠십리로 156-8 

(서귀동) 
- 2008. 08. 08.

명승 제77호 제주 서귀포 산방산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16 

일원 
- 2011. 06. 30.

명승 제78호 제주 서귀포 쇠소깍
제주 서귀포시 쇠소깍로 128 일원 

(하효동) 
- 2011. 06. 30.

명승 제79호 제주 서귀포 외돌개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791 일원 - 2011. 06. 30.

명승 제83호 사라오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산2-1 - 2011. 10. 13.

명승 제84호 영실기암과 오백나한
제주 서귀포시 하원동 산1-4, 

도순동 산1-1 일원 
- 2011. 10. 13.

명승 제90호 한라산 백록담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산15-1 - 2012. 11. 23.

명승 제91호 한라산 선작지왓 제주 서귀포시 영남동 산1 - 2012. 12.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