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별 및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444호

지정(등록)일 2005. 01. 06.

소재지 제주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산102-1 

등

용암동굴구조 완성의 근원지,  
선흘리 거문오름

거문오름은 예로부터 방하오름이라 불렀으며 방하악(防下岳)으로 표기 하였다. 오

름의 거멀창과 수직굴 일대의 형세가 방하 또는 방아와 같다는 데서 붙인 것이다. 그

러다가 검은오름 또는 검은이오름이라 하여 거문악(巨文岳·巨門岳)으로 불렀는데 

돌과 흙이 유난히 검은색을 띠는 데서 붙인 것이다. 어원적으로는 ‘신령스러운 산’이

란 뜻도 가지고 있다. 

거문오름을 비롯하여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는 지질학적·생물학적·근대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 이에 2005년 천연기념물 제444호로 지정되었고, 2007년 6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풍수지리에서는 아홉 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희롱하는 ‘구룡농주형(九龍弄珠形)’을 닮은 신비스러운 

오름으로 여긴다. 

지질 75  제주 선흘리 거문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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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색�오름,�거문오름

거문오름은 화산이 폭발할 때 분출되는 화산쇄설물인 분석(噴石)이 

쌓여 형성된 화산체이며, 이러한 화산체를 분석구(噴石丘)라고 한다. 

제주도에서는 이러한 화산체를 오름이라 부르며, 제주도에는 360여 

개가 있다.

거문오름의 정상부는 해발 456m이고 둘레가 4,551m이며 정상에는 

깊게 패인 화구(火口)가 있다. 분화구 안에는 작은 봉우리가 솟아올라 

있으며, 북동쪽 산사면이 크게 터진 말발굽형 분석구의 형태를 이루

고 있다. 이는 거문오름의 분화구가 처음 형성되었을 때에는 원형이

었으나 이후 여러 차례의 용암 분출로 인하여 북동쪽 산사면이 무너

져 말발굽 모양의 분석구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붕괴된 거문오름 분석구 주변에는 폭 80~150m, 깊이 15~30m, 길

이 약 2km의 깊게 패인 붕괴도랑이 형성되어있는데, 이는 거문오름 

분석구의 터진 부분으로 용암이 흘러나오면서 만들어진 용암동굴이 

붕괴되어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은 유리질의 현무암질로 구성

되며, 작은 구멍들이 무수히 많은 다

공질(多孔質)이고, 크기는 2~64㎜로 

화산력(火山礫)이라고도 한다.

▼�제주�선흘리�거문오름�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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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제주 선흘리 거문오름은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를 형성한 

용암의 공급지로 판단되고 있어 특히 중요성을 갖는다. 

� 자연이�만든�자리,�역사를�입고�관광지로�거듭나다

거문오름의 식생은 조림된 삼나무림·낙엽활엽수림·관목림 및 초

지·상록활엽수림 등 특징적인 4개의 숲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용암

류(熔岩流)가 흘러간 길을 따라 다양한 함몰구가 발달해 독특한 생태

적 입지를 지니고 있으며 난·온대식물이 공존하는 식생과 식물상을 

갖는 곳이다. 

특히, 양치식물의 경우 지리적인 입지가 비슷한 다른 지역에 비해 

독특한 식물상을 보인다. 특징적인 식물로는 일색고사리·주름고사

리·지느러미고사리·곳섬잔고사리·주걱일엽·쇠고사리·좀고사

리·주걱비름·나도은조롱·가시딸기·붓순나무·식나무 등을 들 

수 있다.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는 거문오름으

로부터 분출한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선흘수직동굴~웃산전굴~북오름굴

~만장굴~김녕굴~용천동굴~당처물

동굴로 이어지는 약 13km의 길이에 

걸쳐 만들어진 용암동굴들을 말한다. 

▼�제주�선흘리�거문오름



462

한편 숲에는 곤충류를 비롯한 다양한 먹이가 많아 직박구리·제주

휘파람새·동박새·곤줄박이·박새·멧비둘기·흰배지빠귀·호랑

지빠귀·큰오색딱다구리·어치와 같은 텃새와 팔색조·삼광조·흰

눈썹황금새와 같은 철새들의 번식지가 되고 있다.

이 같은 거문오름 일대는 조선시대 때는 국영목장으로 쓰였으며, 

사람들이 숯을 굽고 화전(火田)을 일구던 생활터전이었다. 하지만 그

와 동시에 제주근대사를 상징하는 핵심 공간 중의 하나로서 일제강점

기와 4·3사건의 슬픔과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일제강점기 당시 태평양 전쟁에서 수세에 몰리게 된 일본은 1945년 

2월부터 일본 본토 사수를 위해 일본 내 6개 지역, 일본 외 1개 지역

(제주도) 등 모두 7개 지역에서 작전을 준비했다.

그들은 제주도 여러 곳에 방어시설을 구축하는데, 고불고불 미로 

같은 거문오름을 놓치지 않았다. 일본군이 만든 갱도진지(坑道陣地) 

등의 군사시설은 오늘날까지 오름의 생명력을 훼손하고 있다. 이어 

불어 닥친 1947년 4·3사건 당시에는 거문오름이 사람들의 도피처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거문오름은 그 이면에 제주근대사의 비극이 면면히 흐르는 

곳이나 최근 관광지로서 새로이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분화구로 내

려가 그 속을 탐방하고 다시 봉우리로 올라와 아홉 봉우리를 일주하

는 태극길 탐방로가 조성되어 관광객들의 발길을 끈다.

세계자연센터 입구 → 제1봉 → 삼거리 초소 → 용암협곡 → 알오

름 전망대 → 숯가마터 → 화산탄 → 선흘수직동굴 → 삼거리 구간은 

자연문화해설사가 동행하고, 자율탐방 구간은 삼거리 → 8개봉 → 초 ▼�제주�선흘리�거문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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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세계자연센터 입구다. 태극길 탐방코스는 약 8km로 3시간 30분

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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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