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별 및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420호

지정(등록)일 2000. 07. 18.

소재지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 등

바다를 마주한 자연성곽, 
성산(城山)일출봉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은 제주도의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출봉 전체와 

1km 이내의 해역을 포함한 곳이다. 성산일출봉은 중기 홍적세 때 얕은 바다에서 화산

이 분출되면서 형성되었다.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은 독특한 지형·지질·경관적 특성을 지닐 뿐 아니라, 주

변 1km 연안 해역의 식생이 우리나라 해양생물의 대표적인 특성들을 보존하고 있다. 

이렇듯 자연고고유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커 천연기념물 제420호로 지정하여 보호·

관리하고 있다.

천연
보호
구역

81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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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유일,�바다에서�분출한�화산

성산일출봉은 약 10만 년 전 제주도의 수많은 분화구 중에서는 유

일하게 바다 속에서 수중 폭발한 화산체이다. 뜨거운 용암이 물과 섞

일 때 일어나는 폭발로 용암이 고운 화산재로 부서져 분화구 둘레에 

원뿔 모양으로 쌓여 있다. 본래 바다 위에 홀로 떠 있는 화산섬이었는

데, 1만 년 전 신양리 쪽 땅과 섬 사이에 모래와 자갈이 쌓이면서 육지

와 연결됐다.

성산일출봉은 바다 속에 고립된 동서의 너비 1,000m, 남북의 길이 

700m의 단일 화산체로, 산체에 비해 분화구가 훨씬 크며 분화구의 규

모는 동서로 500m, 남북으로 550m이다. 서쪽에 179m의 주봉이 있고, 

동쪽이 가장 낮아 100m의 해식애를 이룬다. 화구의 안쪽 가장 낮은 

곳은 88.8m이며, 동쪽의 100m 등고선을 기준으로 동심원의 등심선은 

120m이다. 서쪽으로 갈수록 분화구의 고도는 점차 증가되어 170m에

까지 이른다.

일출봉을 중심으로 하는 성산포 해안 일대는 청정해역으로 동남쪽

의 해안은 비교적 넓은 조간대가 있는데, 암석지대·자갈지대·모래

사장 등이 있다. 그 외 해안식물은 녹조류·갈조류·홍조류 등 총 127

종이 발견되어 우리나라 해조상을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해

조류가 자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제주분홍풀, 제주나룻말

•독일의 화산학자 슈나이더(K.Schn-

eider)는 1911년 산체에 비해 큰 화구

를 가지고 있는 소위 절구통 모양의 

화산체를 구상화산(homate:臼狀火

山)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성산일출봉

이 이에 해당한다.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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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칭되는 신종 해산식물의 원산지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기

도 하다. 해산동물의 경우 총 177종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중

에 많은 한국산 미기록종이 포함되어 우리나라 해산동물의 분포 현상

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 성벽의�봉우리,�성산일출봉

육지와 연결된 서쪽을 제외한 성산일출봉의 동·남·북쪽 외벽은 

깎아내린 듯한 절벽으로 바다와 맞닿아 있다. 일출봉의 서쪽은 고운 

잔디 능선 위에 돌기둥과 수백 개의 기암이 우뚝우뚝 솟아 있는데 그 

사이에 계단으로 된 등산로가 나 있다.

일출봉에 오르면 절벽으로 둘러싸인 큰 분화구가 눈앞에 전개되는

데 화구 주변의 능선 상에는 99개의 뾰족한 날카로운 바위들이 마치 

성곽의 총안처럼 나타난다. 이것이 난공불락의 성채처럼 보인다는 데

서 ‘성산’이라는 이름이 앞에 놓였고, 이곳에서 보는 동해의 일출이 장

관이어서 그 뒤에 ‘일출봉’이 붙었다.

《탐라십경도》의 ‘성산’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둘레 사면을 바라

보면 마치 성 바퀴와 같아서 성(城)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 

많은 나무와 귤나무가 있어 과원이 되었고 겸하여 윗봉우리에 봉수가 

설치되어 있다.”고 말한다.

1271년(고려 원종 12)에는 김통정 장군이 이끄는 삼별초가 여몽연

합군의 공세에 대비하여 성산에 토성을 쌓았으며, 1597년(선조 30) 임

진왜란 때는 제주 목사 이경록이 수산진성(水山鎭城)을 잠깐 성산일

출봉으로 옮긴 적이 있다고 한다. 일출봉 정상 동쪽에는 성산 앞바다

에 자주 나타나는 왜구와 외적을 발견하고 신속히 전달하는 통신 업

무를 담당했던 봉수대가 있다.

이렇듯 성산일출봉은 동·남·북의 절벽은 바다에 빠져 있고, 서

쪽은 육지로 이어져 있어 바다에서 침입해오는 적을 공격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춘 요충지여서 역사 속에서 국방의 요지가 되었다.

•본래 성산은 숲이 무성하고 울창하

여 청산(淸山)이라 불렸는데, 바닷가

에 세운 성채 같은 모습 때문에 성산

(城山)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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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산일출봉의�명물,�등경돌과�생이물

성산일출봉 등산로 중간쯤 길목에 우뚝 서 있는 커다란 바위는 제

주섬의 거신(巨神)인 설문대할망이 바느질을 하기 위해 불을 밝혔다

는 ‘등경돌’이다.

전설에 따르면 설문대할망은 일출봉 분화구를 빨래바구니로 삼고 

우도를 빨랫돌로 하여 옷을 매일 세탁하였다고 한다. 옷이 단 한 벌밖

에 없었기에 날마다 빨래를 했으며 밤에는 헤진 데를 꿰매 입었는데, 

이때 등경돌에 불을 밝혔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전설에는 옛날 김통정 장군이 성산에 토성을 쌓을 때 그의 

부인이 밤마다 돌에 불을 밝히고 바느질을 했는데, 부인이 “불빛을 조

금만 돋우었으면 좋을 걸”이라고 하자, 장군이 돌덩이 하나를 주워 그 

위에 얹어주고 불을 밝히니 부인이 좋아하였다. 그 돌이 등경돌이다.

이 지역에는 등결돌뿐 아니라 수직으로 뾰족하게 서있는 거대한 바

위들을 볼 수 있다. 성산일출봉 분출 당시, 화산체 주변에는 굳어지지 

않은 많은 화산재가 가파른 사면을 형성하면서 점점 쌓였다. 화산재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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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층 위로 비가 내리면 빗물은 사면을 따라 흘러내리면서 지층을 침

식시키고 점차 아래로 깊어진 지형을 형성하였다. 이에 반해 상대적

으로 침식을 덜 받은 지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직으로 서있는 형

태로 남게 되었다.

정상에는 지름 600m, 바닥면의 높이 해발 90m에 면적이 8만여 평

이나 되는 분화구가 참으로 평온하고 아늑하게 자리하고 있다. 한때

는 분화구 안에서 농사를 짓기도 했다는데 지금은 온통 억새밭이다. 

분화구 서쪽 바위틈에는 ‘생이물’이라는 샘이 있는데, 물의 양이 아주 

적어 ‘참새들이 먹을 정도’라는 이야기가 있다.

�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성산관일(城山觀日)>

1702년(숙종 28) 제주목사 겸 병마수군절제사로 부임한 이형상(李

衡祥)이 화가인 김남길로 하여금 제주관대 순시를 비롯해 한 해 동안 

거행했던 여러 행사 장면을 40폭의 채색도로 그리게 한 후, 매 화폭의 

하단에 간결한 설명을 적었다. 그러고나서 ‘보길도(甫吉島)에서 한라

산을 바라보면서 호연한 마음으로 거문고를 타며 책을 읽는다’라는 뜻

을 지닌 ‘호연금서(浩然琴書)’라는 명칭으로 그림 한 폭을 곁들여 꾸미

게 했다.

이렇게 구성된 총 41폭의 화첩인 『탐라순력도』는 18세기 초 제주도

의 관아와 성읍, 군사 등의 시설과 지형, 풍물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

고 있어 제주도의 역사 연구에 더할 수 없이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

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순력도’라는 이름의 기록화로는 유일하게 현

존하고 있는 중요한 화첩이다.

그중 한 폭인 <성산관일>은 1702년 7월 13일 성산에서 시행한 탐승

행사를 기록한 그림이다. 우도 방향에서 성산을 바라본 모습으로 그려

졌으며, 제주목사 이형상이 꼭대기 봉수대 앞에서 해가 떠오르는 장면

을 보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판관, 정의현감, 군관 김진기, 도한필이 따랐다. 성

산일출봉에서 일출을 관람하는 장면으로 수평선이 아니라 바다 속에

서 해가 떠오르는 듯 표현한 것이 흥미롭다. 당시로서는 드물게 일출

•‘생이’는 참새같이 작은 새를 일컫는 

제주말이다.

▲����이형상�글,�김남길�그림,�<탐라순력도>�

중�‘성산관일(城山觀日)’,�1702-3년,��

지본채색,�각�55×35.5cm�

·소장처 : 제주시청 

·사진 자료 : 국립제주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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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묘사한 그림이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진한 홍색으로 해를 

그리고 사방으로 뻗어 나오는 햇살을 붉은 선으로 표현했다. 성산은 

V자나 W자를 연속하여 뾰족하게 가는 선으로 그렸으며 먹색으로 살

짝 채색을 하였고, 그 위에 청색과 연두색, 붉은 색 등의 다양한 색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나무와 꽃 등을 화려하게 표현했다.

특히 바다로 툭 튀어나온 성산일출봉의 지형을 부각시키고 성산봉

에 이르는 길을 묘사하는 데에도 공을 들였다. 물결은 옅은 청색을 곡

선으로 반복적으로 그렸다. 일출봉 앞 평지에 있는 봉천수 앞에는 말 

6마리와 마부들이 대기하고 있다. 목사 일행은 이곳에서 말에서 내려 

성산봉 꼭대기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성산 아래에는 성벽을 쌓았고 성벽 입구에 목사의 가마가 보인다. 

이곳에는 진해당(鎭海堂)이라는 옛 터가 표시되어 있다. 그 위로는 수

직에 가까운 깎아지른 경사로가 나 있다. 경사로 시작지점에 각교(刻

橋)라고 쓰여 있는데, 당시 암반에 계단을 새겨 정상에 이르는 길을 

만든 것으로 추측된다.

이 각교를 지나면 난간이 달린 경사로가 있고 그 위에 일부 관원들

이 깃발을 돌고 대기하고 있다. 일출봉 분화구 주위를 둘러싼 기암괴

석 봉우리와 나무를 먹색 및 녹색 물감을 찍어 발랐다. 맨 꼭대기 왼

쪽에 봉수대가 있고, 그 앞에 목사가 보인다. 산개 아래 자세를 취하

고 있는 목사는 귀를 가리는 붉은색 모자를 쓰고 도포를 입었다. 목사

가 일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몸을 돌려 제주도 본토를 바라보고 

있어 이채롭다.

� 떠오르는�해를�보다

성산은 바다 위로 장엄하게 해가 떠오르는 곳이다. 수많은 사람들

이 이곳의 숨 막히는 해돋이 앞에 경의를 표하며 숭고한 자연의 아름

다움 앞에 희열을 느꼈다.

일출대 가까운 마을에서 살았던 조선후기 유학자 오진조(吳眞祚)는 

바다에서 해가 솟는 진경을 일상처럼 보았을 터였다. 이를 읊은 시조

를 잠시 감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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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곳에서 아침 해가 제일 먼저 돋아오나 끝없는 동쪽바다 아득한 

그 곳일세

아침노을이 천문 밖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때

홀연히 소섬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면

돛단배는 난초 삿대와 계수나무 노로 저어 가는 듯 하고

바다 물결은 마치 수정궁 같은데

이 경치를 보려고 일출봉에 오르는 이는

뾰족뾰족한 바위 틈 꼬불꼬불한 바윗길을 걸어야 하네

<성산해돋이>

한편 조선 19세기 선비인 김협(金浹)은 ‘성산일출’을 통해 성산포 해

돋이가 오래전부터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살려내고 있다. 글귀 너머로 

장엄일출의 한 장면이 내리 꽂히는 것이 느껴진다.

제주바다 동쪽 석성을 베개 삼아

흰닭이 여명을 향해 세 번 울면

만리에 뻗친 연파 하나의 둥근 바퀴 솟아나

곧 부상에 닿으면 서기 어린 광채 일어나네.

이처럼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은 독특한 모습의 석봉과 단애로 

천혜의 절경을 제공하는 일출봉의 경관과 함께 자생환경의 보고를 이

루고 있다.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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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원경

주변�지역�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제19호 제주 토끼섬 문주란 자생지 제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 1962. 12. 07.

제374호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제주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산15 - 1993. 08. 19.

제438호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제주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215-5 

등 

7필지의 지선에 인접한 공유수면

- 2004. 04. 09.

주변�지역�문화재�/�유적

문화재�종별�및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중요민속문화재

제68호
성읍조일훈가옥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정의현로34번길 32
조선시대 1979. 01. 26.

중요민속문화재

제69호
성읍고평오가옥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정의현로34번길 5-3
조선시대 1979. 01. 26.

중요민속문화재

제70호
성읍이영숙가옥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서문로 4-7 조선시대 1979. 01. 26.

중요민속문화재

제71호
성읍한봉일가옥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정의현로 34번길 22-10
조선시대 1979. 01. 26.

중요민속문화재

제72호
성읍고상은가옥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정의현로34번길 5-6
조선시대 1979. 01. 26.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
성읍민속마을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조선시대 1984. 06.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