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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등록)일 2009. 12. 11.

소재지 제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산3616-1

자연과 시간이 함께 만들어낸  
아름다운 병풍, 수월봉 화산쇄설층

수월봉은 성산일출봉, 송악산, 소머리오름 등과 더불어 수중폭발로 형성된 대표적

인 화산이다. 노두는 암석이나 지층이 토양이나 식생 등으로 덮여있지 않고 직접 지

표에 드러나 있는 곳을 말하는데, 수월봉의 서쪽 해안절벽을 따라 노출된 화산쇄설암

의 노두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병풍을 두른 듯 장관을 이루는 모습이 

매우 아름답고, 학술적 가치도 크다고 판단되어 2009년 천연기념물 제513호로 지정되

었다.

지질 78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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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월봉에�저녁노을이�내리면

수월봉 정상에서 한라산 방면으로 바라보면 널따란 평야와 고산마

을이 펼쳐져 있고, 바다 쪽 절벽은 차귀도를 중심으로 한 해안절경이 

한 눈에 들어온다. 

수월봉에서 보는 해가 질 무렵의 저녁노을은 제주에서 꼭 봐야할 

영주십경 중 하나인 사봉낙조(紗峯落照)에 비유될 만큼 매우 아름답

다. 따라서 이곳을 월봉낙조라고 한다. 또한 당산봉에서 바라보는 고

산평야의 모습도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1)

이 같은 수월봉은 풍수지리학상으로는 제주도의 머리에 해당하는 

영산으로 알려져 있다. 정상에는 제사를 지내는 제단과 비석이 세워

져 있고 2000년부터 이 지역 주민들은 수월봉 정상에서 매년 3월에 영

산제를 지내고 있다. 

한편 수월봉에서는 바위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도 볼거리

다. 이 일대 응회암층이 두껍고 치밀해서 지하수가 바닥에까지 이르

1) 고길림, 「제주도지질공원의 지질유산 

가치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水月峰 

地質名所를 中心으로」 (제주대학교 지구

해양과학과, 2014), p.62

▲�제주�수월봉�화산쇄설층

•영주십경(瀛州十景)은 제주에서 경

관이 특히 뛰어난 열 곳을 선정한 것

이다.

-   제1경 성산일출 (城山日出): 성산의 

해돋이

-   제2경 사봉낙조 (紗峯落照): 사라봉

의 저녁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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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바위틈을 뚫고 옆으로 새어나오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 물

을 ‘녹고물’이라고 부른다. 

마을에는 수월봉에서 나오는 샘물과 관련하여 ‘수월이와 녹고’의 전

설이 전해 내려온다. 

고산리 마을에 누나의 이름은 수월이고 남동생의 이름은 녹고인 남

매가 홀어머니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홀어머니가 중병에 걸렸는데, 

백약을 써도 효험이 없었다. 

이때 마침 지나가던 스님이 남매에게 처방을 말해 주었다. 남매는 

스님이 말해 준 100가지 약초를 구하려 사방을 돌아다녔다. 그렇게 해

서 드디어 99가지 약초는 구했는데, 한 가지 약초, 즉 오갈피를 구할 

수 없었다. 

남매는 바닷가를 지나다가 낭떠러지 절벽 중간에 오갈피가 있는 것

을 찾아내었다. 남매는 단숨에 산 위로 올라갔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

봐도 절벽 중간으로 내려갈 방법이 없었다. 할 수 없이 누나가 동생의 

팔을 잡고 내려가기로 하였다. 다행히 누나는 약초를 캐어 동생에게 

건넸는데, 마지막 약초를 캤다는 기쁨에 동생이 그만 누나의 손을 놓

고 말았다. 그 순간 누나는 절벽 밑으로 떨어져 죽고 말았다. 

◀���제주�수월봉�화산쇄설층에�발달한�

수평층리와�연흔

-   제3경 영구춘화 (瀛邱春花): 영구

(속칭 들렁귀)의 봄꽃

-   제4경 정방하폭 (正房夏瀑): 정방폭

포의 여름

-   제5경 귤림추색 (橘林秋色): 귤림의 

가을 빛

-   제6경 녹담만설 (鹿潭晩雪): 백록담

의 늦겨울 눈

-   제7경 영실기암 (靈室奇巖): 영실의 

기이한 바위들

-   제8경 산방굴사 (山房窟寺): 산방산

의 굴 절

-   제9경 산포조어 (山浦釣魚): 산지포

구의 고기잡이

-   제10경 고수목마 (古藪牧馬): 풀밭

에 기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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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동생 녹고는 누이를 잃은 슬픔에 언덕에서 몇날 며칠을 하염

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남매의 효심을 기

려 이 언덕을 ‘녹고물 오름’ 또는 ‘수월봉’ 이라 불렀다고 한다. 

� 뜨거운�마그마가�물을�만나다

해발 78m인 수월봉은 제주도 서쪽 끝 해안에 발달한 나지막한 봉

우리이다. 수월봉은 360여 개나 되는 제주도의 오름(소규모 화산을 일

컫는 제주도 방언) 중에서 성산 일출봉·송악산·소머리오름 등과 더

불어 수성화산활동(水成火山活動)에 의해 형성된 대표적인 수성화산

(水成火山)으로서 응회환(凝灰環)에 속한다. 

수성화산활동이란 화산작용이 일어날 때, 뜨거운 마그마가 물(지하

수·해수·호수·하천 등)과 만나게 되면 극렬하게 폭발을 일으키면

서 많은 돌 부스러기와 수증기 등이 분출되는 화산활동을 말한다. 이

때에 분출되는 돌부스러기를 화산쇄설물이라 하며, 이러한 과정으로 

화산쇄설물이 쌓여 형성된 화산을 수성화산이라 한다. 

한편 화산쇄설물이 쌓여 화산이 만들어졌을 때 높이가 비교적 낮으

며, 산의 경사가 20~30°이하로 넓게 퍼지면서 만들어진 화산을 응회

환(凝灰環)이라 하고, 그 반대인 경우는 응회구(凝灰丘)라고 부른다. 

응회구나 응회환에는 분화구가 생기는 것이 보통이며 성산 일출봉은 

대표적인 응회구이다.

한편 수월봉은 응회환에 속한다. 다만 수월봉은 최초에 만들어진 

수성화산체인 응회환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해

수의 침식작용으로 없어지고 일부만 남아 있는 것이며, 화산쇄설물이 

분출되었던 화구(火口)의 위치는 바다 쪽으로 수백 m떨어져 있을 것

으로 추정된다. 

수월봉의 서쪽 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는 화산쇄설층 

즉, 응회암의 노두(露頭)는 화산이 폭발하고 화산쇄설물이 쌓일 당시

의 생성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화산쇄설물들이 차곡차곡 쌓여 나

타나는 층리(層理)구조, 화쇄난류에 의하여 물결 모양을 이룬 크고 작

은 연흔(漣痕)구조와 사층리(斜層理)구조, 화산쇄설층에 화산암괴들

•화산쇄설물이 쌓여 굳은 암석들을 

응회암이라 한다.

▶�제주�수월봉�화산쇄설층�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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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떨어져 주머니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탄낭(彈囊)구조 등이 모두 

뛰어나게 잘 발달해 있다. 

제주도 이외의 어느 지역에서도 수월봉 같이 내부 구조를 볼 수 있

는 좋은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 때문에 전 세계 화산학자들의 찬사

와 주목을 받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화산학 관련교재에도 

소개되어 있다. 

•화산이 터져 공중으로 상승한 화산

쇄설물은 그 후 서서히 떨어져 쌓이기

도 하지만, 뜨거운 화산가스나 수증기

와 뒤섞여 모래 폭풍과도 같이 빠르

고 격렬하게 지표면 위를 흘러가 쌓이

기도 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화쇄난류

(火碎亂流)’라 한다. 

▼���제주�수월봉�화산쇄설층�내�수평�

층리와�탄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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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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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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4호 제주 당처물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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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7-2
 - 2006. 02. 07.

제490호 제주 선흘리 벵뒤굴
제주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365 등
 - 2008.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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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중근의사유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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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거북새미길 

48-26 
 - 2013. 01. 04.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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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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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