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별 및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182호

지정(등록)일 1966. 10. 12.

소재지 제주 제주도 일원 

여름에도 눈이 녹지 않고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다네,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한라산천연보호구역은 1966년 10월 20일 천연기념물 제182호로 지정되었다. 이곳

은 식물과 동물, 지형과 지질이 특이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보호가 시급한 학

술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 구역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발고도 800~1,300m 이상 되는 곳이다. 제주도의 

상징인 한라산은 완만한 경사를 지녔으며, 높이는 1,950m이다. 한라산은 정상부의 백

록담 분화구, 영실기암의 가파른 암벽과 약 40여개의 오름 등 다양한 화산지형을 갖고 

있다. 

백록담은 화구의 서쪽 절반은 조면암, 동쪽 절반은 현무암질 용암으로 구성되어 있

는 매우 독특한 분화구로 조면암질 용암 돔이 형성된 이후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하여 

분화구가 만들어졌다.

영실기암은 한라산 남서쪽 영실 골짜기에 솟아있는 바위들을 말하며 예로부터 ‘오

백나한’, 또는 ‘오백장군’으로 불리며, ‘영주십경(瀛州十景)’ 중의 하나이다. 영실기암 

주변에는 봄이면 바위사이로 붉은 철쭉이 피고, 여름에는 짙은 녹음과 안개사이로 폭

포수가 흘러내리고, 가을에는 빛깔 고운 단풍이, 겨울에는 한라산에서 가장 멋진 절

경인 눈꽃을 볼 수 있다.

천연
보호
구역

80  한라산천연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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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은하수를�잡아당기다

한라산은 주 남쪽 20리에 있는 진산이다. ‘한라’라고 하는 것은 은하수

를 잡아당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혹은 ‘두무악(頭無岳)’이라 하니 

봉우리마다 평평하기 때문이요, 혹은 원산(圓山)이라고 하니 높고 둥글

기 때문이다. 그 산꼭대기에 큰 못이 있는데, 사람이 떠들면 구름 안개

가 일어나서 지척을 구분할 수가 없다. 5월에도 눈이 있고 털옷을 입어

야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산천」

은하수를 잡아당길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름이 지어진 한라산은 두

무악 혹은 원산, 부악으로도 불렸는데, 두무악이란 명칭에 관해서는 

『기언』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두무악은 한라산의 별칭인데, 또한 부악(釜嶽)이라고도 한다. 위치는 

주의 치소에서 남쪽으로 20리 지점에 있는데, 여러 봉우리가 있고 봉

우리마다 못이 있으며 지세가 평평하기 때문에 두무악이라고 한다. 가

장 높은 정상에 백록홍(白鹿泓)이 있고, 춘분과 추분 초저녁에 남극노

인성(南極老人星)이 보인다.

허목의 『기언(記言)』제48권 속집. 사방(四方)2, 「탐라지(耽羅誌)」

•기언(記言)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 허목(許穆)의 

시문집. 이 책은 저자 자신이 직접 편

찬하여 놓은 것인데, 1689년(숙종 15) 

왕명에 의하여 간행되었다. 자신의 문

집 이름을 ‘기언’이라 한 것은 언행이 

군자의 관건이며 영욕의 갈림길이므

로, 이것이 두려워 날마다 반성하기 

위해 말로 기록한 때문이라 하였다. 

▼�한라산천연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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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악’은 한라산의 정상에 깊고 넓은 분화구가 연못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모습이 마치 솥에 물을 담아 놓은 것과 같아서 붙여진 이

름이다. 이 연못은 한라산의 신선들이 흰 사슴을 타고 노닐다가 물을 

마시게 하던 곳이라 하여 백록담(白鹿潭)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세조

실록』에 의하면 세조 10년인 1464년 2월에 ‘백록담 인근에서 잡은 흰 

사슴을 헌납[濟州獻白鹿]’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같이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 한라산을 기록한 문헌 중 하나인 김

상헌의 『남항일지』를 보면 선조 34년인 1601년 9월 한라산에 올라 산

신에게 치제(致祭)를 올린 기록이 있다.

제주도 사람들은 병이 없고, 곡식이 잘 자라며 축산이 번창하고 읍(邑)

이 편안한 것은 한라산의 덕(德)이다. …… 금강산과 묘향산은 이름만 

높을 뿐, 한라산의 기이하고 수려함에는 따라오지 못하리라.

김상헌의 『남항일지(南航日誌)』

김상헌은 한라산을 영험한 산인 동시에 장엄한 산으로 여겨 한라산

을 백두산 다음의 신령한 산으로 보았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담헌 홍대용은 『담헌서』에서 우리나라의 가

장 남쪽에 있는 한라산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백두산은 영고탑(寧古塔)의 남에 있으니 이는 일국 산세의 조종이다. 

남으로 1500리를 달려 철령(鐵嶺)이 되고, 또 100리에 금강산이 되고, 

또 남으로 오대산·설악산·태백산·소백산·조령·속리산·추풍령

이 되고, 남으로 수백 리에 지리산이 되어 남해에 거(距)하고, 바다로 

들어가 천여 리에 제주의 한라산이 되니 이는 산맥의 대간(大幹)이다. 

……(중략)

한양의 삼각산과 송경(개성)의 천마산과 황해도의 구월산, 함경의 칠보

산과 평안도의 묘향산, 강원의 금강산과 오대산, 설악산과 경상도의 태

백산, 충청의 속리산과 전라도의 지리산, 그리고 제주의 한라산이 있는

데 봉만(峰巒) 수석(水石)이 승경(勝景)이고, 북경 이동에는 이에 비할 

만한 것이 없다. 그중 금강과 지리와 한라는 삼신산(三神山)이라 하여 

영이한 고적이 많으며, 금강은 그 가장 기수(奇秀)한 산이다.

홍대용의 『담헌서(湛軒書)』, 「항전척독(杭傳尺牘)」

•백록담외에도 물장오리·논고악· 

동부악·어승생오름·패랭이오름에

도 물이 고여 있다. 물장오리는 제주 

설화 속의 거인인 ‘설문대 할망’이 빠

져 죽은 곳으로 예전에는 이곳에서 기

우제를 지냈다고 한다.

•한라산의 붉은오름은 삼별초의 한

이 서려있는 곳이다. 원나라가 고려에 

침입했을 때 삼별초를 이끌고 온 김통

정 장군이 항파두리 전투에서 패한 뒤 

붉은오름 싸움에서 마지막 결전을 벌

였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 전우들을 

모두 잃자 산 위로 올라가 비분을 참

지 못하고 자결을 했고, 삼별초의 난

도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한라산�백록담

·명승 제90호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동 산 15-1

·사진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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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조선 중기의 문인 정온의 『동계집』에는 한라산의 모습을 상

세히 밝힌 부분이 있다.

한라산 한 줄기가 남쪽으로 1백여 리를 뻗어가서 둘로 나뉘어 동서의 

양 산록이 되었는데, 동쪽에는 산방악(山方岳)과 파고미악(破古未岳)

이 있고, 서쪽에는 가시악(加時岳)과 모슬포악(毛瑟浦岳)이 있다. 곧장 

남쪽으로 가서 바다에 이르면 송악산(松岳山), 가파도(加波島), 마라도

(磨羅島)가 늘어서 있는데 모두 우뚝 솟아 매우 기이한 형상을 하고 있

다. 파고(破古)가 용의 형상이라면 가시(加時)는 호랑이 형상이다. 황모

(黃茅)가 들에 가득하고 바다에서 10리쯤 떨어진 거리에 외딴 성으로 

둘러싸인 곳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대정현이다.

정온의 『동계집(桐溪集)』제2권

한편 이수광이 지은 『지봉유설』에는 한라산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

어 있다.

▲�한라산천연보호구역(백록담�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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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은 한 이름이 원산(圓山)이다. 제주에 있으며 봉우리 꼭대기가 

모두 평평하기 때문에 원산이라고 이름 지은 것이다. 세상에 전하는 말

에 그 산꼭대기에 오르면 노인성(老人星)을 볼 수 있는데, 그 크기가 

등불만 하다고 한다. 산꼭대기에는 눈이 쌓여서 한여름에도 녹지 않으

며, 큰 못이 있어서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

이수광의 『지봉유설(芝峯類說)』 제4부 ‘지리’

이수광이 언급한 노인성은 남극 부근의 하늘에 있는 별로 중국에서

는 사람의 수명을 맡은 별이라고 하며 이것을 보면 오래 산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라산 정상과 서귀포 부근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한

다. 노인성에 대한 글은 이익이 지은 『성호사설』 제2권 천지문 중 「노

인성(老人星)」에도 실려 있다.

천문학자들이 “노인성은 보이다 안 보이다 한다”는 것은 반드시 북쪽

에서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연(燕)나라와 분야가 같으니 항상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예로부터 한라산에서만은 볼 수 있

다고 한다. 그러므로 제주에는 장수하는 사람이 많다. 과거에 나의 당

숙인 태호공(太湖公)이 제주목사로 나갔을 때 노인잔치를 벌였는데, 

140세 된 사람을 상좌에 앉히고 백 살 이상 된 사람이 많았다. 이것도 

이상한 일이다.

내가 제주에서 벼슬했던 사람에게 들었는데, 큰 별이 삼성(三星)과 정

성(井星)의 분야에서 나왔다가 잠깐 사이에 대정현 문루 위로 떨어졌

다고 하니 꼭 한라산까지 가지 않더라도 볼 수 있음을 알겠다.

이익의 『성호사설(星湖僿說)』 제2권

� 한라산을�만든�설문대할망

설문대할망은 옥황상제의 셋째 딸이었다. 절대 아래를 내려다보지 

말라는 옥황상제의 명을 어기고, 어느 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곳

에는 하늘과 땅이 붙어있는 아래 세상이 있었다. 설문대할망은 하늘

과 땅을 떼어놓아 현재의 모습이 되게 하였다. 이 사실을 안 옥황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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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크게 노하여 설문대할망을 아래 세상으로 쫓아냈다.

쫓겨난 설문대할망은 흙을 모아 제주도를 만든다. 그때 가장 높은 

봉우리가 한라산이 되고, 흘린 흙이 오름이 된다. 한라산이 너무 높아 

한 줌 떠내는데, 이것이 산방산이 되고, 떠낸 자리가 백록담이 된다.

이후 설문대할망은 오백 명의 아들을 데리고 한라산에서 살게 되었

는데 식구가 워낙 많다 보니 하루하루를 구걸 해야 끼니를 마련할 수

가 있었다. 어느날은 아들들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할미는 아들

들과 함께 먹을 죽을 큰 가마솥에 끓이며 죽젓개로 휘휘 젓다가 잘못

하여 가마솥에 빠져 죽과 함께 끓여지게 되었다.

오백 형제가 구걸한 쌀을 짊어지고 저녁 늦게야 돌아왔다. 그들은 

배가 고파 허기부터 채우려고 어머니를 찾을 겨를도 없이 허겁지겁 

죽을 떠먹었다. 그날따라 죽 맛이 좋다 생각하면서 정신없이 먹고 있

는데, 늦게 온 막내아들이 어머니의 행방을 찾았다. 그러다 가마솥을 

죽젓개로 젓자 어머니가 그 안에 빠져서 죽어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막내아들은 크게 서러워하다 무심하게 어머니가 

빠져 죽은 죽을 먹은 형들을 원망하며 도망쳤다. 그러고선 고산 앞바

다 차귀섬 앞에 가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다가 그만 바위가 되어 버렸

고, 499형제는 그 자리(지금의 영실)에서 그대로 굳어져 바위가 되고 

말았다고 한다.

지금도 이곳에서 큰 소리를 지르면 삽시간에 구름이 덮이고 안개가 

끼어 앞을 찾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심하면 비가 온다. 이것은 그

때의 할머니가 성이 나서 그런다고 한다.

� 한라산을�오른�사람들

예부터 제주도를 찾는 사람들 중 한라산에 오르고자 하는 이들이 

많았다. 한라산을 오르는 길은 여러 갈래인데, 역사 속에 등장하는 한

라산으로 오르는 길이 정조 연간에 간행된 『읍지』에 실려 있다.

대정현 쪽으로 험한 산길이 하나 있어서 사람들이 이를 따라 수목 사

이를 헤쳐가며 올라가는데, 위에서 소란을 피우면 곧 운무(雲霧)가 사

▲�영실기암과�오백나한

·명승 제84호

·소재지 :   제주 서귀포시 하원동 산

1-4번지, 도순동 산1-1

번지 일원 

·사진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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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을 덮어 지척을 분간하지 못했다.

원추형의 한라산, 그 정상으로 오르는 길은 지금은 다섯 갈래가 있다. 

영실·어리목·돈내코·관음사·성판악인데, 그 길은 산의 정상인 백

록담으로 이어지는 코스다. 어느 곳에서 오르느냐에 따라 저마다 다른 

풍경들을 보게 되는 것이 한라산이다.

『읍지(邑誌)』

이 산을 올랐던 이건이 지은 『제주풍토기』를 보자.

삼복더위에도 한라산 정상에는 얼음과 눈이 남아 있다. 해마다 여름철

이면 장정들을 모아 얼음을 날라다가 관가에 공물로 바쳤다.

이건의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

그의 글을 보면 그 당시 한라산의 여름철이 덥지 않았음을 알 수

가 있다.

한편 광해군 때의 문신으로 제주판관으로 부임했던 김치(金緻)가 

이 산에 올랐던 것은 1609년 봄이었다. 그는 애월읍의 광령 무수내에 ▼�한라산천연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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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작하여 노루오름·삼장골·볼래오름·존자암·영실·오백나

한·칠성대·남벽 백록담을 거쳐 한라산에 올랐다. 그 산을 답사하고 

나서 지은 『유한라산기』를 보자.

세상에서 소위 영주(삼신산의 하나)라고 일컫는 것이 바로 저 산이다. 

신선이 산다는 삼신산 중의 하나인데, 어찌 이름과 실제가 서로 부합되

지 않는 것일까? 그렇다면 사람 마음이란 남한테서 들은 것은 좋아 보

이고[귀이(貴耳)], 내 눈으로 직접 본 것은 하찮아 보이는[천목(賤目)] 

것일까? 어찌 가서 직접 보고 그 의혹은 깨치지 않으리오.

관에 부임한 지 10여 일에 마침 민응생(閔應生) 군과 더불어 이야기하

다가 한라산 경승에 미치자 민군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영감께서 조만간 틈을 내서 한 번 유람을 가신다면 이 늙은이도 좇아

가고자 합니다.”

▲�한라산천연보호구역(백록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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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대답했다.

“신선이 사는 땅은 만나기가 어렵고, 사람의 일은 어긋나기가 쉽다 했

습니다. 공사로 바빠서 한가한 날이 거의 없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공사를 다 마친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관공서 

일을 끝낸 후라야 한다면 기회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니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마침내 결심하고 계획을 세웠다.

김치가 몇 사람과 함께 말을 타고 제주성을 나선 것은 4월 초파일, 내

리던 비가 그치고 바람과 날씨가 곱고 상큼한 날이었다.

김치의 『유한라산기(遊漢羅山記)』

그 뒤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한라산을 올랐다. 현종 7년인 1841년 

윤삼월부터 2년에 걸쳐 제주목사로 재임했던 이원조도 한라산을 오른 

뒤에 『유한라산기』를 남겼다.

신선(神仙)가에서는 한라산을 신령스런 곳이라 여겨서 두루 널리 알려

진 기이한 전설들을 이 산에 갖다 붙인다. 이 산을 유람하고 싶은 사람

은 반드시 날씨를 두고 점을 쳐야 한다. 점을 치지 않으면 구름 장막이 

정상을 덮어 볼 수가 없다고 한다. 비록 점을 쳤다고 하더라도 수시로 

골짜기의 안개가 솟아 순식간에 산을 가려 버린다고 한다. 신기한 것을 

좋아하는 이들이 말하기를, ‘점을 쳐 보면 신선과 인연이 있는지 없는

지를 안다’고 했다.

신선이란 본디 없는 것인데, 어찌 인연을 내세워 영험이 있으리오. 지

나치게 높은 것은 오르기가 꺼려지고 너무 먼 것은 힘든 것이 이치일

진대, 하기가 쉽지 않은 유람을 하면서 최적의 날씨를 만나게 됨은 큰 

행운일 것이다.

이원조의 『유한라산기(遊漢拏山記)』

그의 글을 보면 관아의 망경루에서 잠을 자고 바라본 한라산은 그

리 높게 보이지 않았는데, 산이 가까워질수록 한라산이 점점 더 높아

지는 것 같았다고 한다. “이미 탐라의 바다를 건너왔는데도 한라산을 

보지 못한다면 이는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의도하는 거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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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생각한 이원조는 날씨 점도 치지 않고 추분이 지난 다음날, 하인

들과 제주의 선비 몇몇을 데리고 한라산 유람에 나섰다.

정상까지 거리가 얼마 남질 않았는데, 남쪽으로는 막혀 있고, 서쪽으

로는 환하게 트여 있는 산의 어깻죽지에 해당하는 곳에 도착했다. 멀

리 섬들이 바둑돌처럼 있고, 가까이로는 오름들이 겹겹이 물결치듯 했

다. 아득히 희미하게 보이는 것들이 시원스레 펼쳐졌다. (……) 드디어 

가마를 재촉하여 백록담에 도착했다. 백록담은 정상에 있으나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남북은 높고 동서는 조금 낮다. (……) 산꼭대

기에 물이 있음은 물의 본성이 아니다. 가장 높은 곳이 움푹 패어 있는 

것은 음양(陰陽)이 서로 근본을 이루는 오묘함이라. 고로 백두산 천지

나 태백산의 황지가 모두 이와 같음이라.

이원조(李源祚), 『유한라산기(遊漢拏山記)』

� 한반도에서�떨어져�독특한�동식물의�보고를�이루다

한국 이름 엄택기로 알려진 프랑스 출신의 타케(1873~1952) 신부

는 1902년부터 1915년까지 제주도에서 포교활동을 하며 틈틈이 채집

한 많은 식물표본을 유럽으로 보냈다. 이를 토대로 많은 논문이 발표

되었는데 이는 제주도의 식물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왕

벚나무의 경우 타케 신부가 1908년에 채집한 표본을 베를린대학에 보

내 DNA를 분석해 본 결과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결과를 얻어 그 주위가 왕벚나무 원산지로 지정되었다.

이렇듯 제주도에는 독특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현재 제주도에 자생하는 관속식물(管束植物：관다발 식물)은 

171과 651목 1,348종, 217변종 합계 1,565종이다. 이 수는 같은 위도, 

같은 면적의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것으로 매우 주목되는 수이다.

식물분포구계상으로 제주도는 중일식물구계 중 ‘한일난대아구(韓

日暖帶亞區)’에 속하며, 붉가시나무·구실잣밤나무·동백나무 등 상

록활엽수가 이 지역의 전형적인 종류이다.

이 구역에 자생하는 수목 287종 중 제주도의 특산식물만도 33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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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한다. 전체 수목 중 31％에 해당하는 89종이 상록수이고, 그중 62％

가 난대성 상록수로서 주로 해안에 가까운 계곡과 평지 및 산록지대

에 자생한다. 안덕계곡·효돈천계곡·도순천계곡·말타리내계곡·

섶섬·남원면의 상록수림은 좋은 예들로서 모두 보호구역에 편입되

어 있다. 또 보호구역내에는 일본의 고산지대에서만 볼 수 있는 들쭉

나무가 있고, 백두산에서만 자생하는 암매·좀민들레·시로미도 자생

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구역의 중심이 되고 있는 한라산의 식물상은 고도에 따

르는 수직적 분포에서 분포대의 구분이 뚜렷해 다른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는 특징적인 면모를 지닌다.

산록지대의 면적은 북쪽은 고도 600m 내외까지, 남쪽은 700∼

1,100m까지이다. 이곳에는 난대상록수림이 발달하였다. 남오미자·

참식나무·사스레피나무·굴거리나무·좀굴거리나무 등이 분포대에

서의 표식종이다. 이 난대성상록수의 8％는 제주도의 고유종이다.

난대림의 위쪽, 즉 한라산 중복에 발달하고 있는 온대림은 내륙지

방에서와 같이 새나무·졸참나무·단풍나무·산벚나무 등으로 구성

된다.

온대림의 위쪽은 물참나무의 순림(純林)이 발달했는데, 순림(純林)

은 80％ 이상이 한 가지 나무로만 이루어진 숲을 일컫는다. 이보다 높

은 곳을 차지하고 있는 한대림은 우리나라 특산종인 구상나무와 고채

목 등으로 구성된다. 한라산 정상부에서는 떡버들·털진달래·눈향

나무·시로미·설앵초·암매·들쭉나무 등이 발견된다.

특히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내에서 중시되는 식물들이 있는 곳은 별

도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비자림 자생지

비자나무는 키가 25m, 가슴 높이 줄기둘레 6m 이상까지 자라는 늘

푸른나무로 난대성 식물에 속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를 

비롯한 남쪽의 섬들과 해안 산지에서만 자라던 것인데 목재가 여러 

가지로 유용하기 때문에 마구 베어낸 까닭에 지금은 매우 드물어졌

다. 더구나 이곳과 같은 원시림에 가까운 비자나무 숲은 현재 어느 곳

에서도 보기 어려운 대단히 중요한 자원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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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읍 난대림 지대

이 지역은 자연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표본지역으로, 60여 종의 

난대 식물이 자라고 있으며 원시적 경관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이 

지역에는 상록교목 및 각종 난대성 식물이 자생하고 있는데 가지의 

절취, 야생 동물의 포획 및 식물 채취 행위 등 자연을 손상시키는 행

위가 일절 금지되고 있다.

*산방굴사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산방산은 용암이 분출되어 

형성된 괴상형 화산이다. 높이는 395m이며, 산 전체가 기암괴석과 상

록수로 덮여 있다.

이 산의 중턱에 위치하고 있는 산방굴사는 자연 암굴에 세워진 것

으로 1천여 년 전 고려시대에 혜일법사가 창건하여 불상을 봉안한 절

이다. 굴 안의 넓은 천장 암반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은 산방산 수호신

인 여신 산방덕이 흘리는 슬픈 사랑의 눈물이라 전해진다.

산방굴사 일원은 암벽에 밀생하고 있는 다양한 식물이 그 원상을 

잘 보존하고 있어,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

된 곳이다. 이 지역에서는 일체의 동물·식물·암석 등의 포획 및 채

집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안덕계곡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감산리에 위치한 안덕계곡은 난대림이 잘 

보존된 지역으로서 상록수림과 맑은 물, 산재해 있는 동굴 등이 어우

러져 빼어난 경관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지역은 천변 일대의 난대림 

지대를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는 곳

이다. 따라서 가지의 절취, 식물 채취, 야생동물 포획 등 자연을 손상

시키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추사 김정희(1786∼1856) 등 많은 학자들이 다녀간 곳으로도 유명

한 이곳은 태고에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구름과 안개가 낀지 9일 만에 

여러 산이 솟아났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안덕계곡�상록수림�지대

·천연기념물 제377호

·소재지 :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산1946 

·사진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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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제연 난대림 지대

이곳은 서귀포시 중문동에서 서쪽으로 500m 지점에 있는 계곡을 

따라 남쪽으로 양쪽 강안에 보존되고 있는 상록수림이다. 이 난대림 

속에는 제주도에서도 가장 희귀한 식물의 일종인 솔잎란이 자생하며 

담팔수·구실잣밤나무·조록나무·참식나무·가시나무가 혼효림을 

이루고 있다. 덩굴식물로는 후추등·마삭줄·남오미자·모람 등이 

많이 자라고 상록관목류로는 자금우·돈나무·박량금, 양치식물로는 

콩짜개덩굴·도깨비고비·더부사리고사리 등으로 난대성 식물의 극

성상을 이루고 있고 보존도 잘되고 있다.

이 보호구역은 경치가 좋아 그 옛날 선녀들이 내려와서 목욕을 하

였다는 전설이 있는 곳이며 3단으로 이어지는 폭포가 있다.

*천지연 난대림 지대

서귀포시에 있는 천지연 계곡은 천연기념물 제163호로 지정된 담

팔수의 자생지이고 가시딸기·솔잎란 등 희귀식물이 분포하고 있어 

계곡 전체가 보호되고 있다. 이곳은 계곡의 양쪽에 구실잣밤나무·

가시나무류·산유자나무·동백나무 등의 난대식물로 숲을 이루고 있

다. 이곳 암벽에 자라고 있는 솔잎란은 뿌리와 잎이 없고 줄기만 있는 

희귀식물로 제주도의 천지연·천제연 등 기후가 온난한 지역의 암벽

에만 자라며 주로 열대지방에 많이 나고 있다.

*제주도 파초일엽 자생지

서귀포시 보목동 해안에서 약 450m의 거리에 있는 삼도는 무인도

로 섶섬이라고도 부른다. 면적은 4만여 평으로 후박나무·구실잣밤나

무·아왜나무·가마귀쪽나무 등 상록활엽수림으로 덮여 있는 자연식

물원이다.

파초일엽은 꼬리고사리과에 속하는 상록 다년생 초본이며 긴 타원

상피침형의 잎이 근경에서 방사상으로 나와서 길이 1m 정도 자란다. 

이 식물은 열대식물의 일종으로 일본의 남부지방에도 분포하고 있으

나, 이곳의 삼도가 분포의 북한지여서 식물 지리학적 측면에서 학술

적 가치가 높게 인정되고 있다.

▲�천제연�난대림�지대

·천연기념물 제378호 

·소재지 :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2785-1 

·사진 출처 : 문화재청

▲�제주�천지연�난대림

·천연기념물 제379호 

·소재지 :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973 

·사진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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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한라산은 난대·온대·한대식물을 고도에 따라 보유하

고 있다. 또, 식물분포대의 한계선이 북쪽과 남쪽이 같지 않은데, 이

것은 해류의 영향에 따르는 기온·강수량·설선(雪線)의 차이 및 계

절풍의 영향 등 주로 기상요인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보인다.

한라산의 식물만큼이나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는 한라산의 동물은 

분포구계상 구북구(舊北區) 중 북부 중국아구의 한국구에 속한다. 제

주도산 동물로 알려진 것은 곤충이 873종, 거미류와 다족류가 74종, 

척추동물은 아종(亞種：한 무리의 비슷한 종류)까지 포함시켜서 담수

어가 12종, 양서류 8종, 파충류 8종, 조류 198종, 포유류 17종 등이다. 

한라산은 한반도의 육지와 떨어져 있어서 원래의 종류와 약간 다른 

아종들이 많은데 한대성과 열대성분자가 함께 섞여 서식하는 점이 특

징적이다.

예를 들면 평지에는 아열대성인 맹꽁이와 난대성인 청개구리가 서

식하는가 하면 중복산림지대에는 북방산개구리가 살며, 백록담에는 

무당개구리를 볼 수 있다. 이 양종은 모두 북방분자이다. 특히, 무당

개구리는 중국 윈난성(雲南省)의 고지와 더불어 이곳이 분포의 남한

계선이 된다.

곤충 중에도 한대성인 산굴뚝나비와 아열대성인 암붉은오색나비와 

남방공작나비가 같이 살고 있다. 제주도의 곤충은 구북구계가 318종, 

동양구계가 149종, 양 구계 공통종이 50종으로 이곳의 곤충상이 한반

도의 그것과 관계가 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제주도

는 한반도와 떨어진 뒤, 적어도 1만 년 이상 지난 까닭에 모주둥이노

린재·제주양코스커딱정벌레·제주풍뎅이·제주은주둥이벌·참뒤

영벌 등의 특산종도 나타나게 되었다.



문화재 이야기 여행 천연기념물 100선   503

주변�지역�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제160호 제주 산천단 곰솔 군
제주 제주시 516로 3041-24 

(아라일동) 
- 1964. 01. 31.

제191호 제주의 한란 제주 제주시 - 1967. 07. 18.

제236호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

(소천굴, 황금굴, 협재굴) 
제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617 - 1971. 09. 30.

제517호 제주 물장오리 오름 제주 제주시 봉개동 산78-38 등 - 2010. 10. 28.

주변�지역�문화재�/�유적

문화재�종별�및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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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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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승 제92호 제주 방선문
제주 제주시 거북새미길 48-26 

(오등동) 
- 2013. 01. 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