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별 및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443호

지정(등록)일 2005. 01. 06.

소재지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2663-1 등

자연이 조각한 예술품,  
중문·대포해안주상절리대

서귀포시 중문동·대포동 해안에는 벽화와 같은 아름다운 주상절리가 잘 발달해 

있다. 주상절리의 크기는 키가 큰 것은 20m 내외로 발달하며 상부에서 하부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형태의 석주들을 보여주고 있다. 대포해안 주상절리대는 현무암질 용암

이 굳어질 때 일어나는 지질 현상과 그 후의 해식작용에 의한 해안지형의 발달 과정

을 연구·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지형·지질유산이기에 천연기념물 제443호로 지정

해 보호하고 있다.

지질 74  제주중문·대포해안주상절리대



454

� 서귀포,�서쪽으로�돌아가다

서귀포(西歸浦)는 ‘진시황의 명령을 받고 불로초를 구하러 왔던 서

시 일행이 이곳에 머물다가 서쪽으로 돌아갔다’는 전설에서 붙여진 이

름이다. 

한라산이 삼신산(三神山)의 하나이며, 중국이 제주도의 서쪽에 위

치하므로 ‘서쪽으로 돌아간 곳’에서 유래된 지명은 논리적으로도 타당

하다. 정방폭포의 절벽에는 ‘서시과처(徐市過處)’라는 글이 적혀 있다

고 전해지고 있으며, 그 자취를 인정하여 서시과처의 기념관이 세워

져 있다.

서귀포 일대에는 해양을 향하여 해안절벽이 솟아있는데다 절벽을 

따라 정방·천지연·천제연 등의 폭포가 집중 분포하여, 제주도 관광

지역의 중심을 이룬다.

▲�제주중문·대포해안주상절리대�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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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서귀포와 관련해서는 ‘서귀포 칠십리’라는 말이 잘 알려져 

있다. 조선 시대 초기에 이르러 제주도를 제주목·정의현·대정현의 

세 고을로 나누었는데, 정의현청의 관문에서 서귀포의 서귀진 관문까

지 거리가 70여 리가 된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정의현조를 살펴보면, 정의현성에서 홍롯

내(洪爐川, 솟밧내)까지 거리가 64리이고, 서귀포 방호소까지 거리가 

71리라 했다. 18세기 말에 쓰인 『제주읍지』의 「정의현지」에서도, “서

귀리는 정의현청 관문에서 서쪽으로 70리의 거리에 있다. …… 천지

연도 서쪽으로 70리 거리에 있고, 서귀포도 서쪽으로 70리 거리에 있

다.”라고 했다.

이러한 ‘서귀포 칠십리’라는 말은 일제 강점기에 가요로 불리면서 

더욱 널리 알려졌다. 그러다가 시인 겸 작사가인 조명암이 「서귀포 칠

십리」라는 가사를 쓰고, 박시춘이 1936년에 작곡을 하고, 1938년에 남

▲�제주중문·대포해안주상절리대�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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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가 노래로 부르면서 일제 강점기 후반부터 전국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 아름다움과�학술적�가치를�동시에�잡은�주상절리대

용암이 굳어져 만들어진 화산암은 액체인 용암이 식어 굳을 때 부

피가 수축되기 때문에 갈라진 틈 즉, 절리가 잘 발달한다. 특히 유동

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이 식을 때에는 현무암이 만들어지면서 주상절

리가 잘 발달하게 된다.

이는 식어가는 용암 표면에서 수축이 일어나는 중심점들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중심점들이 고르게 분포하면서 냉각과 수축이 진행되면 

다각형의 규칙적인 균열이 생기게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

한 균열들은 용암이 흐르는 방향에 수직으로 발달하여, 현무암질 용

암층은 수많은 기둥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주상절리는 용암의 두께·용암의 온도·냉각 속도 등에 따라 높이 

수십 m, 직경 수십 cm의 다양한 형태로 발달한다. 일반적으로 현무암

질 용암에서 발달하는 주상절리의 생성온도는 약 900℃ 부근인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절리(節理)란 암석 내에 발달한 크

고 작은 갈라진 틈을 말하며, 주상절

리는 암석이 기둥 모양으로 쪼개지도

록 암석 내에 발달한 절리이다. 

◀�제주중문·대포해안주상절리대�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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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해안 주상절리대의 현무암은 신생대 제4기 플라이스토세 말기

인 약 25만 년 전에 녹하지악(중문 해안 북쪽에 위치한 작은 오름) 분

화구에서 분출한 용암이 굳은 것으로 알려진다. 현무암의 상부 표면

에는 5~10mm 크기의 공기구멍들이 발달하며, 현무암의 주구성광물

은 사장석·감람석·휘석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무암에 발달한 주상절리의 최대 높이는 20m 내외이고, 기둥의 

단면은 사각형에서 팔각형까지 다양하나 육각형과 오각형이 대부분

이다. 기둥의 직경은 최대 205cm이며, 120~139cm가 대부분이다. 

대포해안 절벽을 따라 칼로 정교하게 자른 듯한 육각형의 현무암 

돌기둥들은 빼곡하게 계단식으로 약 2km에 걸쳐 늘어서 있는데, 이것

은 주상절리가 발달한 현무암이 바닷가에 노출되어 파도의 침식작용

을 받아 수직의 해식절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중문·대포해안주상절리대�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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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지역�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제163호
제주 천지연

담팔수 자생지 
제주 서귀포시 일주동로 8738  - 1964. 01. 31.

제195호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707, 외 31필 - 1968. 05. 29.

제376호 제주 산방산 암벽식물지대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16 - 1993. 08. 19.

 제378호 제주 천제연 난대림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2785-1  - 1993. 08. 19.

 제379호 제주 천지연 난대림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973  - 1993. 08. 19.

 제420호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  - 2000. 07. 18.

제464호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 화석 산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주변해역 
 - 2005. 09. 08.

제467호 제주 수산동굴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3998 - 2006. 02. 07.

주변�지역�문화재�/�유적

문화재�종별�및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보물 제547-2호 김정희 종가 유물 일괄 제주 서귀포시 추사로 44 조선시대 2006. 07. 18.

사적 제487호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추사로 44, 일원 조선시대 2007. 10. 10.

명승 제43호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제주 서귀포시 칠십리로 156-8 - 2008. 08. 08.

명승 제77호 제주 서귀포 산방산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16 

일원
 - 2011. 06. 30.

명승 제78호 제주 서귀포 쇠소깍 제주 서귀포시 쇠소깍로 128 일원  - 2011. 06. 30.

명승 제79호 제주 서귀포 외돌개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791 일원  - 2011. 06. 30.

명승 제83호 사라오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산2-1  - 2011. 10. 13.

명승 제90호 한라산 백록담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산 15-1  - 2012. 11. 23.

명승 제91호 한라산 선작지왓 제주 서귀포시 영남동 산 1  - 2012. 12. 17.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자료 제8호
선덕사 대적광전 제주 서귀포시 516로771번길 64 - 2005. 10. 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