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별 및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490호

지정(등록)일 2008. 01. 15.

소재지 제주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365

용암이 선물한 미로, 선흘리 벵뒤굴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2리에 위치한 벵뒤굴은 만장굴, 김녕굴, 용천동굴, 당처물동

굴과 함께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의 축을 이루는 있는 용암동굴로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성산 일출봉과 더불어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로 2007년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

다.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 2008년 천연기념물 제490호로 지정되었다.

지질 77  제주 선흘리 벵뒤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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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암이�흘러�복잡한�미로를�만들다

제주 선흘리 벵뒤굴은 신생대 제4기 플라이스토세(지금으로부터 

약 2백만~약 1만 년 전 사이의 지질시대)에 해당되는 약 20~30만 년 

전, 거문오름에서 분출한 용암류(熔岩流)를 따라 발달한 용암동굴로 

알려지고 있다.

벵뒤굴은 총 연장 약 4,500m로서, 제주도에 분포하고 있는 용암동

굴 중에서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갖는 미로형 동굴이다. 제주도의 다른 

어느 동굴보다도 많은 23곳의 입구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에서 18곳

이 출입이 가능하다. 

여러 차례 분출된 용암류에 의해 형성된 동굴이기 때문에 다층 구조

를 이루고 있다. 대부분의 동굴 통로는 폭이 좁고 천장이 낮으며 동굴

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거나 합쳐지면서 매우 복잡하게 발달하고 있다. 

동굴 내에는 많은 용암주석(熔岩柱石)·넓은 동방(洞房)·용암석

•거문오름은 벵뒤굴 부근의 작은 화

산으로서, 거문오름에서 흘러나온 용

암류를 따라 여러 개의 동굴들이 발달

하고 있어, 이 동굴들을 ‘거문오름 용

암동굴계’라고 부른다. 거문오름 용암

동굴계에는 벵뒤굴을 비롯하여 만장

굴·김녕굴·용천동굴·당처물동굴 

등으로 구성되며, 2007년 6월, 유네스

코의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세

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제주�선흘리�벵뒤굴�내부�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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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용암선반·용암교 등이 잘 보존되어 있다. 동굴생물 또한 총 37

종이 보고되었으며, 그중에서 곤봉털띠노래기·성굴통거미·제주동

굴거미는 제주도에서만 알려져 있는 고유종이다. 그 외에도 벵뒤굴 

내에는 사람이 거주했던 흔적뿐만 아니라 탄피·유리병·냄비·철제

도구 등 또한 발견되었다.

� 용암동굴�내의�대표적이고�특이한�지형

*용암 종유

용암이 흘러 내려갈 때 지표면의 공기와 접하는 표면부터 냉각 고

결되기 시작하여 동굴이 형성되는데, 이때 동굴 속의 온도는 아직도 

높기 때문에 동굴 천장이나 동굴 벽면에 용암 방울이 맺혀 굳은 형태

를 말한다.

*용암 석순

동굴 속에서 용암류가 흘러내릴 때 동굴의 천장에서 동굴 바닥으로 

용암 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져 석순으로 자란 것을 가리킨다.

*용암 석주

화산 동굴 속에서 천정의 용암 종유가 동굴 바닥까지 연장되어 바

닥의 용암 석순에 연결된 화산 동굴의 지형을 말한다. 

*용암교

용암이 바닥을 타고 흐를 때 원래의 용암 바닥이 그대로 냉각되어 

남게 되는데 이때의 용암바닥은 계속 침하되어 원래 바닥이 천연교 

모양으로 남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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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선흘리�벵뒤굴�내�자연제방과�

도랑�구조

주변�지역�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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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6호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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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3호 제주 산굼부리 분화구
제주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166-1, 

5필 
 - 1979. 06. 18.

제342호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제주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707,

외 107필지 
- 1984. 08. 14.

제384호 제주 당처물 동굴
제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457,

외 4필 
- 1996. 12. 30.

제444호 제주 선흘리 거문오름 제주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산102-1  - 2005. 01. 06.

제466호 제주 용천동굴
제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 

837-2 
 - 2006. 02. 07.

 제513호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제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산3616-1  - 2009. 12. 11.

주변�지역�문화재�/�유적

문화재�종별�및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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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물 제569-24호
안중근 의사 유묵-

천여불수반수기앙이
제주 제주시 대한제국시대 1999.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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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제주박물관
조선시대 1979. 02. 07.

보물 제1187호 제주 불탑사 오층석탑 제주 제주시 원당로16길 41 고려시대 1993. 11. 19.

보물 제1510호 최익현 초상
제주 제주시 일주동로 17, 

국립제주박물관
대한제국시대 2007. 02. 27.

사적 제134호 제주 삼성혈 제주 제주시 삼성로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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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승 제92호 제주 방선문 제주 제주시 거북새미길 48-26  - 2013. 01. 04.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2호
제주향교 제주 제주시 용담1동 298 조선시대 1971. 0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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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3호

연북정 제주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690 조선시대 1971. 08. 26.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3호

신촌향사 제주 제주시 조천읍 신촌5길 27 조선시대 1975. 03. 12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3호
제주성지 제주 제주시 이도1동 1437-6, 3필  - 1971. 08. 26.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9호
절부암 제주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 1981. 08.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