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체험 이벤트

  가훈 써주기      풍선아트      나만의 구슬팔찌 만들기      우드마카 체험

  캘리그라피로 그린 부채 만들기      태양열로 구운 쥐포와 매추리알

  페트병을 이용한 정리함 만들기      버려지는 해양 쓰레기로 만들기 체험

만장굴

한라산

선흘곶자왈

산방산
천지연폭포

NOTICE

NOTICE

NOTICE

7.29

7.30

8.5

8.10

렌터카 / 자가용

  제주시 출발 (12번 일주도로 이용) 약 1시간 / 45.7km

     제주시 → 이호 → 하귀 → 애월 → 한림 → 신창 → 고산리

  서귀포시 출발 (12번 일주도로 이용) 약 1시간 / 37.4km

     서귀포시 → 중문 → 화순 → 안덕 → 보성 → 인향동 → 고산리

※ 내비게이션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노을해안로 1145 (제주해양경비안전서 고산출장소) 

시외버스

  제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회선 일주도로행 버스(702번)가 20분 간격으로 운행

  소요시간 약 1시간 20분

   운행노선도

      제주시외버스터미널 → 서회선 일주도로행 버스 → 고산1리 정류장 하차 → 고산초등학교 

지나 도보로 20분 → 자구내포구

  서귀포 신시가지 시외버스터미널(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버스가 20분 간격으로 운행

행사장 내 순환차량

  순환차량은 주말 및 휴일에만 운행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A & B 코스 (매시 정각 출발)

      행사본부 → 선사유적지 → 수월봉 → 해녀의 집 → 고산우체국(시외버스 정류장) → 당산봉 → 행사본부

  신규 코스 (매시 30분 출발)

     행사본부 → 당산봉 → 절부암 → 싱계물 공원  → 고산우체국(시외버스 정류장)  → 행사본부

파트너십 리스트개막식전 행사(09:45~11:00)
  웃뜨르난타동아리 공연
  고산리 해녀마을 공연
  고산리 민속보존회 공연 
  제라진 소년소녀합창단 공연 
  가수 진시몬 축하 공연 

개막식(11:00)
  홍보대사 배우 문희경  위촉식
  참가자 기념품 제공

공연&강습(10:30~11:30)
  서쪽하늘 밴드동아리 공연
  아르헨티나 탱고 공연
  탱고 강습 “함께 탱고를 배워봅시다”

공연(11:00~12:00)
  제주어 가수 양정원 공연
  남기다밴드 공연

폐막식(19:00~20:00)

|  제주해녀문화와 함께하는 제주국제관악제  |
  팔렌시아 브라스 앙상블
  노스 스타 옵티미스트 밴드

전문가와 함께하는 지질 탐방 프로그램

탐방객을 대상으로 트레일 코스 관련 지질 및 생태, 역사와 문화, 곤충 등에 대해

전문가들로부터 해설을 들으며 탐방하는 프로그램

(7. 19〈수〉부터 회당 30명 선착순 전화접수 / 사전 예약)

※ 지질공원 관련 퀴즈 이벤트 진행 (소정의 상품 제공)

2017년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수월봉트레일 Facebook 사진 이벤트

|  이벤트 기간  | 2017. 07. 29 (토) ~ 08. 10 (목)

|  참  여  방  법  |  행사기간동안  facebook ‘제주세계지질공원 수월봉트레일’ 

페이지 내 이벤트 게시판에 ‘수월봉’  인증샷 업로드

|  이벤트 내용  | 등록된 사진 중 추첨을 통해서 5명 선정

|  시  상  내  역  | 선정된 5명에게 각각 현금 20만원 지급

‘신의 지문을 찾아서’ 인증샷 이벤트

|  이벤트 기간  | 2017. 07. 29 (토) ~ 08. 10 (목)

|  참  여  방  법  |  트레일 코스 <탄낭>, <사층리>, <도대불>, <봉수대>, <방사탑> 중 

한 곳 에서 인증샷을 찍고 행사 본부석에서 인증샷을 보여 주시는 

모든 탐방객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합니다.

 ※ 상품 소진시 해당 이벤트는 종료합니다.

제주세계지질공원수월봉트레일

지질공원은 교육과 체험 탐방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리플릿을 가지고 행사기간 파트너 업체를 방문할 경우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 지질공원의 모든 명소들은 법에 의해서 특별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자원들을 채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바위나 생물들을 함부로 없애거나 움직이면 안됩니다.

탐방시간은 자연보호와 탐방객 안전을 위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제한하며, 1일 강수량이 25mm를 초과하거나 강한 바람 등 

기상악화 때는 탐방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탐방로 일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어 취사, 화기취급, 식물·암석 

채취, 고성방가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정해진 탐방로를 벗어나서는 안되며, 특히 해안탐방로는 지면이 평탄하지 

않으며 낙석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탐방 중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주위 사람들에게 신속히 알려 안전요원의 

응급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주차장은 없으며 행사기간(07.29~8.10)은 자구내 포구, 수월봉 

정상, 해경파출소 입구 주변의 임시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❶ 한라산

한라산은 해발고도 1950m로 방패형 화산의 

중심 봉우리로, 해발고도에 따라  독특하고 

다양한 동식물이 자생하는 제주생명의 모체

❷ 만장굴

거문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이 흐르면서 만든 

10여개의 동굴 중 하나로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는 제주의  대표 용암동굴

❸ 성산일출봉

수심이 얕은 바닷가에서 세번의 화산분출로 

만들어진 독특한 화산체로, 해뜨는 오름으로 잘 

알려진 제주의 으뜸명소

❹ 서귀포층

제주도 형성과정 초기 180만년부터 55만년 

사이의 화산활동과 환경변화를 고스란히 

간직한 지층과 다양한 조개화석이 분포

❺ 천지연 폭포

무태장어의 서식지이자 담팔수 자생지이며, 

우리나라의 대표적 상록수림의 하나로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되는 곳

❻ 주상절리대

뜨거운 용암이 식으면서 부피가 줄어들어 

거대한 수직의 기둥형태로 남은 독특한 

주상절리 해안지형

❼ 산방산

약 80만년 전 꿀처럼 점성이 높은 용암이 멀리 

흘러가지 못하고 위로 볼록한 종모양으로 굳은 

독특한 형태의 용암돔

❽ 용머리해안

물과 마그마가 만나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온 

화산재가 쌓여 만들어진 화산체가 오랜기간 

침식되어 남은 용머리모양의 해안

❾ 수월봉

약 1만 8천년 전 수성화산 분출로 형성된 

응회환의 일부로 세계적인 화산학 연구의 

교과서로 잘 알려진 곳

❿ 우도

소가 누워있는 모습을 닮은 섬으로 

소머리오름과 홍조단괴해안, 갈대화석 산지 등 

다양한 지질특성들이 분포

⓫ 비양도

섬 중앙에 두개의 분석구가 있고, 해안을 따라 

용암이 넓게 분포, 용암이 물을 만나 기화되면서 

만든 애기업은돌(호니토)과 초대형 화산탄이 분포

⓬ 선흘곶자왈

선흘곶자왈은 암석들이 불규칙하게 널려 있는 지대에 

형성된 숲으로, 독특하고 다양한 동식물이 함께 서식하는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이며, 람사르 습지로도 지정

2017. 07. 29 (토)  13:00 지질 전용문

2017. 07. 30 (일) 10:00 / 14:00 역사 / 문화 이윤형

2017. 08. 05 (토) 10:00 / 14:00 생태 김완병

2017. 08. 06 (일) 10:00 / 14:00 곤충 양경식

2017. 08. 10 (목) 14:00 지질 전용문

순    번 업체명 전화번호

1 성안가든 064-773-2323

2 수용횟집 064-773-2288

3 차귀횟집(배낚시, 민박) 064-773-1114

4 육거리식당 064-772-5560

5 소라민박편의점(민박) 064-772-2966

6 차귀도펜션(민박) 064-772-5545

7 해적잠수함(30%할인) 064-772-2808

찾아오시는 길

행사기간

주요 프로그램

행사기간

부대 프로그램

주의사항

파트너십

제주도 지질공원 대표명소

제주도는 약 180만년 전부터 1,000년 전까지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화산섬으로 화산지형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세계지질공원은 지역구성원들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지질 공원의 모델로 만들어 나갈 것 입니다.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아름다운 장소로,교육

과 관광이 활발히 이루어져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을 도모

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네스코 프로그램입니다.

트레일

2017년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JEJU GEOPARK
SUWOLBONG TRAIL

주          최 제주특별자치도

주          관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수월봉트레일위원회

후          원  환경부  |  문화재청  |  국립공원관리공단  |  대한지질학회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참여기관 한경면사무소  |  한경면이장단협의회  |  한경면주민자치위원회  |  고산1리

 고산2리  |  용수리  |  부영그룹  |  한라일보사

엉알길

수월봉

고산초등학교

당산봉

자구내포구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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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제주시 한경면
수월봉 (천연기념물 제513호)
당산봉 일대
절부암 일대

문  의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트레일위원회

Tel. 064)750-2291, 2540

장소  본부석 특설무대(해경 파출소 주차장 특설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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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월봉

제주시

서귀포시

육거리식당

수월봉

산방산

용머리해안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서귀포층

만장굴

비양도
성산일출봉

우도

한라산

선흘곶자왈

천지연폭포

차귀도펜션

소라민박편의점

성안가든

차귀횟집
수용횟집

해적잠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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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 태그 필수 : #수월봉  #수월봉트레일  #제주세계지질공원

토

토

일

목



사층리

탄낭

N1

N2

N3

당산봉

당산봉수

B5

B6

누운섬

해녀의 집해녀의 집

우체국

수월봉 정상수월봉 정상

검은모래해변검은모래해변

1132

1115

1132

용수리포구

싱계물공원

절부암

엉알과 화산재 지층

고산기상대

용수리

신창리

고산 선사유적지
(발굴 중)

자구내천

육각정육각정

수월봉 탐방안내소

매바위

고산초등학교

알오름

당산봉

한경면
충혼묘지

용당리
사무소

신창리사무소

한경119센터

차귀도선착장

당산봉수

당산봉의 지질
(거북바위)

당산봉 가마우지

육거리식당

성안가든성안가든

자구내포구

차귀도

화산재 지층과화산탄

갱도진지

녹고의 눈물

성 김대건신부 표착기념관

당산봉의 역사

싱계물

생이기정 (새가 날으는 절벽)

A4

A4

A3

A5

A6

A7

올
레
 12코

스

A2

A1

B1
B2

B3

당산봉의
유래
당산봉의
유래

제주옹기마을(승용차로 5분)

고산중학교

Acourse
수월봉 엉앙길

Bcourse
당산봉 트레일

New
course

절부암길

B4

봉수대

방사탑

고산리

한장동

해경출장소

해적잠수함

행사본부

차귀도
매표소

자구내포구자구내포구

차귀도펜션

소라민박편의점

수용횟집

차귀횟집

도대불

주차장

화장실

파트너업체

지질관찰지점

역사관찰지점

생물관찰지점

‘신의 지문을 찾아서’ 인증샷 장소

A코스(엉앙길)

신규코스(절부암길)

B코스(당산봉)

올레 12코스

녹고의 눈물 당산봉의 유래 당산봉의 유래

당산봉수

당산봉 가마우지

생이기정

성 김대건신부 제주표착기념관

절부암

싱계물

당산봉의 지질 (거북바위)

당산봉의 역사

생이기정

당산봉 가마우지

당산봉수

전설에 따르면, 어머니의 병 치유를 위

해 약초를 찾아 절벽을 오르다 누이 수월

이가 떨어져 죽고 동생 녹고도 슬픔에 눈

물을 흘리다 죽고 만다. 그 이후사람들은 

수월봉 절벽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녹고

의 눈물”이라 불렀고, 남매의 효심을 기

려 이 언덕을 “녹고물 오름”이라 불렀다. 

당산봉은 용머리와 산방산과 더불어 

제주도에서 오래된 화산체중의 하나이

다. 당산봉의 명칭은 오래전부터 뱀을 

제사지내는 신당(차귀당)이 있었다고 

하여 이름 붙여졌다.

당산봉은 뜨거운 마그마가 물을 만나 

강력하게 폭발하면서 만들어진 수성화

산체이다. 이 수성화산체는 당산봉의 

외벽을 이루고 있지만 내부에는 분석

(송이)로 구성된 알오름이 있으며, 분

화구는 북쪽으로 열린 말발굽 형태를 

보인다.

당산봉은 봉수대가 설치되기 이전에 뱀

을 신으로 모시는 차귀당이 있어 차귀

악(당산)이라 부르다가 조선시대에 와

서 봉화를 올렸던 곳 이라하여 당산봉 

이라 불리게 되었다.

생이기정은 제주어로 새(鳥)를 뜻하는 

‘생이’와 절벽을 뜻하는 ‘기정’이 합쳐진 

말로 새가 날아다니는 절벽길이란 뜻

을 담고 있다. 이 절벽은 당산봉을 형성

한 화산재가 쌓이고 이후 분화구에서 

분출한 용암이 화산재를 덮은 모습을 

볼 수 있다.

가마우지는 잠수성이 뛰어난 물새지만 

기름샘이 없어 잠수를 한 후에는 깃털

을 말리기 위해 주로 갯바위나 해안절

벽을 이용하는데, 깃털을 말리면서 배

설하는 습성 때문에 화산재 절벽이 하

얗게 되었다.

현재 해안초소가 있는 곳은 조선시대 

봉수대가 있었던 자리이다. 당산봉 봉

수는 조선시대 제주도에 25개 봉수대 

중 하나로 유사시 적의 침입을 알리는 

통신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이 봉수대는 

동쪽으로 모슬봉수대, 서쪽으로 만조봉

수대와 연결되어 있다.

태평양 전쟁당시 일본군은 제주도 전역

에 수많은 군사시설을 만들었다. 수월

봉 해안에는 미군이 고산지역으로 진입

할 경우 갱도에서 바다로 직접 발진하

는 일본군 자살특공용 보트와 탄약이 

보관되어 있던 곳이다.

수월봉 해안 절벽 곳곳에는 다양한 크

기의 화산탄 (화산암괴)들이 박혀있고, 

지층이 휘어진 탄낭구조를 볼 수 있는

데, 무수히 많은 화산탄은 수월봉의 화

산 활동이 얼마나 격렬하게 일어났는

지짐작케 한다.

수월봉은 뜨거운 마그마가 물을 만나 

폭발적으로 분출 하면서 만든 고리모

양 화산체의 일부이며 차귀도, 당산봉 

일대와  넓은 바다를 조망할 수 있다. 

또한 수월봉 정상에는 고산기상대가 

위치해 있다.

고산기상대 아래 쪽 바닷가 엉알길 절

벽 내부에는 수월봉 화산 분출 당시 분

화구 에서 뿜어져 나온 화산분출물이 

쌓인 화산재 지층이 약 70m 두께로 기

왓장처럼 차곡 차곡 쌓여 있다.

수월봉 해안의 검은 모래는 화산재에 

포함되어 있던 검은색 현무암 알갱이들

이 파도에 깎여 부서져 바닷가에 쌓인 

것이다. 검은모래 해변에는 톳, 지충이, 

모자반, 미역과 같은 갈조류가 무성하

여 마을 공동어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해녀(海女)’는 맨몸으로 잠수해 해산물

을 직업적으로 채취하는 여자를 말한

다. 물질은 원래 남자의 몫이었으나, 조

선시대 때 힘든 역을 피해서 남자들이 

제주도를 떠나버리면서 여성의 일로 남

게 되었다. 해녀의 수는 매년 감소하여 

현재 약 4천5백여명이 남아있다.

제주도 고산리에 위치한 수월봉은 높이 77m의 작은 언덕형태의 오름이지만 해안절벽을 따라 드러난 화산재 지층속에 남겨진 다양한 화산 퇴적구조로 인해 

화산학 연구의 교과서 역할을 하고 있다. 수월봉은 약 18,000년전 뜨거운 마그마가 물을 만나면서 폭발적으로 분출하고, 잘게 부서진 화산재가 주변에 

떨어지면서 만든 고리모양 화산체의 일부이다. 수월봉 일대를 뒤덮었던 화산재는 딱딱한 용암에 비해 식물이 자라기 좋은 기름진 토양이 됐고,

기름진 토양은 신석기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되었다.

갱도진지

화산재 지층과 화산탄

수월봉 정상, 고산기상대

엉알과 화산재 지층

검은모래 해변

해녀의 집

A course 수월봉 엉알길 코스

※ A5~A7은 되돌아오는 코스

수월봉과 엉앙길 화산탄 및 진지동굴 등을 탐방하는 코스

지질관찰지점

지질관찰지점

지질관찰지점

지질관찰지점

지질관찰지점

지질관찰지점

생물관찰지점

생물관찰지점

생물관찰지점

생물관찰지점

역사관찰지점

역사관찰지점 역사관찰지점

역사관찰지점

역사관찰지점

역사관찰지점

역사관찰지점

역사관찰지점역사관찰지점

당산봉 일대를 탐방하는 코스 당산봉과 절부암을 거쳐 싱계물까지 탐방하는 코스

당산봉 트레일 코스 절부암길 코스B course New course

김대건 신부(1822~1846)가 1845년 8

월 17일 중국 상해 김가항성당에서 사제 

서품을 받은 후 8월 31일 라파엘호를 타

고 상해를 출발, 조선으로 향하던 중 풍

랑을 만나 28일간의 표류 끝에 제주 용

수리 해안에 표착한 것을 기념함과 동

시에 제주 지역에서 한국 최초 신부의 

첫 번째 미사와 성체성사가 이루어진 

것을 기리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1981년 8월 26일 제주도 기념물 제9

호로 지정된 바위 절부암은 고기잡이

를 나갔다가 조난당한 남편을 기다리

다 못하여 마침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

다는 비통한 사연이 전해오는 곳이다. 

1866년 이를 신통히 여긴 판관 신재우

가 바위에 ‘절부암’이라 새기게 하고 부

부를 합장하였고 그 넋을 위로하기 위

해 제전을 마련하여 용수리 주민으로 

하여금 해마다 3월 15일에 제사를 지내

도록 하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마을에

서는 해마다 이들의 산소를 소분하고 

제사를 지낸다.

신창리 1322-4번지 일대 신창리 해안

도로변 바닷가에 위치해 있으며 사방으

로 돌담을 둘러친 남탕과 여탕이 있다. 

바닷가에서 새로 발견한 “갯물”이라는 

뜻으로 “신포수”(新浦水)라고도 불리며 

여름철에 물이 매우 차다.

2017년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수월봉트레일

거리 200m 시간 10분

거리 500m 시간 15분

거리 250m 시간 10분

거리 300m 시간 10분

거리 1.2km 시간 30분

거리 1km 시간 30분

거리 400m 시간 10분

거리 500m 시간 15분

거리 1.5km 시간 20분

거리 400m 시간 10분

거리 200m 시간 10분

거리 400m 시간 10분

거리 1km 시간 30분

거리 1.2km 시간 20분

거리 150m 시간 2분

거리 3.5km 시간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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