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별 및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384호

지정(등록)일 1996. 12. 30.

소재지 제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457, 외

용암동굴 속의 석회동굴 생성물,  
당처물동굴

당처물동굴은 제주시에서 동쪽으로 약 27km쯤 떨어진 곳에 있다. 해당 동굴은 화

산활동에 의해 땅에서 3m 정도 아래에 형성된 용암동굴로, 입구가 없었던 덕에 외부

에 노출되지 않은 채 동굴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당처물동굴은 소규모의 동

굴이지만 석주, 석순, 동굴산호, 석화 및 소규모의 석회화 단구 등 2차 생성물이 다양

하게 발달되어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1996년 12월 30일 천연

기념물 제384호로 지정되었다.

지질 72  제주 당처물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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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형형태의�동굴생성물들의�아름다움

제주 당처물동굴은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459번지 일대에 위치해 

있는데, 1994년 월정리 주민이 밭농사를 위해 터를 고르던 중 발견되

었다. 조사 결과 해당 동굴은 까마득한 옛날인 신생대 제4기 플라이스

토세(지금으로부터 약 2백만 년~약 1만년 전 사이의 지질시대)에 해

당되는 약 20~30만 년 전, 거문오름에서 분출한 용암류(熔岩流)를 따

라 발달한 용암동굴로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당처물동굴은 총 연장이 260m, 높이 1.5~2.5m, 폭 5~15m

이고, 짧고 단순한 구조를 가지며 편평한 바닥과 아치형의 천장 구조

를 갖고 있지만, 용암 성분과 석회질 성분의 동굴생성물이 함께 발달

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특이하다. 

동굴 내부에는 용암 성분의 동굴생성물 중 하나인 수많은 용암곡석

이 천장에 늘어져 있어 매우 인상적이다. 또한 석회암동굴에서와 같

이 석주·종유관·종유석·동굴산호 등 수많은 석회질 동굴생성물들

이 발달하고 있어 장관을 이룬다. 특히 동굴 내부로 들어온 식물의 뿌

리를 감싸며 빼곡히 발달한 석회질 동굴생성물은 단연 세계의 으뜸이

라 할 수 있다. 

•거문오름은 만장굴 남서쪽 약 12km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화산으로서, 거

문오름에서 흘러나온 용암류를 따라 

당처물동굴을 포함한 여러 개의 동굴

들이 발달하고 있어 이 동굴들을 ‘거문

오름 용암동굴계’라고 부르며 2007년 

6월 유네스코의 세계자연유산에 등재

되었다.

▼�제주�당처물동굴�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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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석회질 동굴생성물의 생성 원인은 지표에 쌓여 있던 사구

(砂丘)의 모래 성분에 기인한다. 제주도에서 흰 모래가 쌓인 사구는 

탄산칼슘 성분을 가진 조개류·홍조류·유공충 등의 껍질들이 잘게 

부서져 쌓인 것이다. 이러한 탄산칼슘 성분의 모래가 빗물에 녹아 동

굴 내부로 흘러들 때, 녹아 있던 탄산칼슘이 다시 침전되어 만들어지

는 것이 석회질 동굴생성물의 생성 원인이다. 이처럼 석회질 동굴생

성물들이 수없이 발달한 용암동굴은 전 세계에서 현재까지는 제주도

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굴생물은 총 13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 중 제

주굴 아기거미는 제주도의 용암동굴을 모식산지로 기록된 제주도 고

유종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호동굴성 생물이다.

� 연못이�있던�자리

월정리 서부 지역에 당처물이란 연못이 있었다고 대부분의 주민들

이 전하고 있는데, 그 연못은 동굴 입구에서 남쪽으로 60여m 지점에 

위치해 있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연못의 명칭을 따서 당처물동굴로 ▼�제주�당처물동굴�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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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일부 월정리 주민들은 동굴 인근에 연못이 없고, 단지 당처물이란 

지역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즉 동굴이 위치한 일대가 ‘당처물’로 

불리는 지역이었는데 이를 따서 당처물동굴로 부른다는 것이다.

2007년 유네스코는 제주도를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용천동

굴과 당처물동굴의 아름다움을 뛰어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로 인정했다. 특히 경관이 아주 뛰어난 점에 극찬을 아

끼지 않았다. 당시 유네스코가 제주도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고민하

던 차에 용천동굴과 당처물동굴이 갑자기 발견되면서 세계자연유산

으로 거리낌 없이 낙점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현재 당처물동굴은 동굴생성물 등의 보호를 위해 공개제한지역으

로 지정되어 있어, 관리 및 학술 목적 등으로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

▲�제주�당처물동굴�세부�내�동굴산호

▼���제주�당처물동굴�내�식물의�뿌리를�

둘러싸고�발달한�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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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지역�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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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호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제주 제주시 구좌읍 동김녕리 산7, 외 - 1962. 12. 03.

제159호 제주 봉개동 왕벚나무 자생지 제주 제주시 명림로 584 (봉개동) - 1964. 0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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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일동) 
- 1964. 01. 31.

주변�지역�문화재�/�유적

문화재�종별�및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보물 제322호 제주 관덕정 제주 제주시 관덕로 19 (삼도이동) 조선시대 1963. 01. 21.

보물 제652-2호 이형상 수고본-탐라순력도 
제주 제주시 일주동로 17 

(건입동, 국립제주박물관) 
조선시대 1979. 02. 07.

보물 제1187호 제주 불탑사 오층석탑
제주 제주시 원당로16길 41 

(삼양일동) 
고려시대 1993. 11. 19.

사적 제134호 제주 삼성혈 제주 제주시 삼성로 22 (이도일동) - 1964. 06. 10.

사적 제380호 제주목 관아 제주 제주시 삼도2동 43-40, 외 조선시대 1993.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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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 1997. 04. 20.

사적 제412호 제주 고산리 유적 제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28 - 1998. 12. 23.

사적 제416호 제주 삼양동 유적 
제주 제주시 선사로2길 13, 외 

(삼양일동) 
- 1999. 11. 16.

사적 제522호 제주 용담동 유적 제주 제주시 서천길 8 (용담이동) - 2012. 05. 17.

명승 제92호 제주 방선문 
제주 제주시 거북새미길 48-26 

(오등동) 
- 2013. 01. 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