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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년 지구의시간품은최고의자연조각품

화산박물관제주 지질트레일 매력에빠져봐

7000년전바다에서솟구친화산분출물이쌓여형성된성산일출봉

해양문화를품은성산오조지질트레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오조 지질트레일(83)은 화산

과바다를따라제주의해양문화를품고있다 이 코스의

핵심은성산일출봉이다

약 7000년 전 이곳 바다는 섭씨 1000도가 넘는 마그마

가 용광로처럼 끓다가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다 바닷속

화구에서터져나온화산분출물이공중으로튀어올랐다

가 떨어지면서 쌓인 응회구(화산재 언덕)가 성산일출봉

이다

지질트레일은해발 66m의작은오름인식산봉(食山峰)

에서 출발한다 왜구의 침입에 대비해 마을 방어 책임자

인 조방장(助防將)이 백성들을동원 짚가리로 오름전체

를 덮어 군량미를 쌓아 둔 것처럼 위장하면서 이름이 유

래됐다

식산봉앞내수면에는제주최초의양어장이설치됐다

돌로쌓은양어장은바다를거슬러올라오는숭어의습성

에맞춰밀물때수문을열었다가썰물때닫아고기를가

두고길러왔다

이어 만나는오조리마을의내수면에는조선시대수전

소(水戰所)가 들어선 곳이었다 조선술에 능한 목수들이

적판 쌈판 등다양한선박을만들어냈다

바람의언덕에화산기록을새겨놓다

제주의 서쪽 끝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수월봉은 바람

의언덕이라불리고있다 태풍이올때마다강풍 기록을

갈아치웠기때문이다 이곳에도 화산활동의 기록을새겨

놓았다

수월봉 지질트레일은 엉알길 코스(46) 당산봉 코스

(32) 차귀도 코스(18) 등 3개 코스가 있다 엉알은

제주어로높은절벽아래에있는바닷가라는뜻이다

고산리 마을에는 신석기 유적이 있다 제주 사람들의

기원을알려주는열쇠이기도하다 수월봉일대를뒤덮은

화산재는딱딱한용암지대에비해작물이자라기좋은기

름진토양을제공해신석기인들이정착하게됐다

1만8000년 전 수월봉 앞 바닷속 화구에서는 1000도가

넘는마그마가상승하다가바닷물을만났다 뜨거운마그

마는급히식고물은끓었다 이반응은매우격렬해강력

한폭발을일으켰다 이처럼수성화산활동으로만들어진

게수월봉이다

수월봉은화산폭발로생긴화산재가가스및수증기와

뒤섞여발생한화쇄난류(火碎亂流)의 흔적을연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화산재 지층 속에 기왓장처럼 차곡차곡

쌓이며 남겨진 판상의 층리가 뚜렷해 화산학의 교과서

로불리고있다

자연최고의조각푸른바다병풍이되다

산방산용머리해안 지질트레일은 서귀포시 안덕면 사

계리용머리해안에서시작한다

80만년전뜨거운용암이대지를뚫고올라왔지만점성

이높아멀리흐르지않고주변에쌓이고쌓여봉긋한형

태의용암돔으로굳은것이산방산(해발 395m)이다

온통돌로이뤄진척박한환경에도식물이뿌리를내리

더니 정상부는 울창한 산림을 이루고 있다 깎아지른 암

벽에는희귀식물이자생하고있다

산방산바로앞에는용이바다를향해뛰어드는모습을

연상시킨다는용머리해안이펼쳐져있다

화산재가오랜세월겹겹이쌓인용머리해안은화산분

출도중연약한지반이무너지면서화구가막히자마그마

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 또다시 분출하면서 높이가 크게

어긋난지층을관찰할수있다

산방산 서쪽 사계리와 덕수리 마을을 거치는 A코스

(132)는 한국의아름다운길 100선에꼽힐만큼빼어

난풍광을자랑하는형제해안로를끼고있다

이 해안로에는화산재가쌓인상태에서선사인들이걸

어다닌발자국이선명하게남아있는사람발자국화석도

만나볼수있다

용암동굴위선조들발자취따라걷는길

제주시 구좌읍 김녕월정 지질트레일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여긴선조들의삶을느낄수있는코스다

146 길이의지질트레일은김녕마을어울림센터에서

출발해 도대불 김녕본향당 궤네기당 입산봉 조른빌레

길 진빌레정 당처물동굴 월정카페거리를거쳐다시어

울림센터로돌아오는순환코스로이뤄졌다

화산활동으로분출한뜨거운용암이흐르며만들어낸

만장굴과김녕사굴등용암동굴위를걷는이코스는 화

산섬제주의속살을들여다볼수있다

김녕리 해안에는 화산섬의 기록인 튜물러스를 만날

수있다 용암속에있던가스가팽창해표면이부푼빵처

럼들어올려진완만한용암언덕이 튜물러스다

덤으로천혜의자연경관과함께커다란바위를깨경작

지를 일구고 거친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여겼던제주 선

조들의발자취를느낄수있다

한국지방신문협회공동취재단제주신보좌동철기자

1만년전후제주도에살았던신석기인들은두렵고경이로

운광경을목격했을것이다

펄펄끓는시뻘건용암은바다로흘러가고 뜨거운수증

기와 화산재 돌가루는 버섯구름이 되어 하늘로 치솟는 장면이

다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제주도는섬 전체가 화산 박물관이다 유네스

코는 2010년제주도를세계지질공원으로인증했다 제주관광공사는 2011년

부터 3년에 걸쳐 주요 화산지대 4곳에 지질트레일을 개설 지질관광(Geo

Tourism)을내놓았다

제주

화산재언덕성산일출봉화산학교과서수월봉

아름다운 길 100선에 꼽힌 해안로 낀 산방산

화산섬 기록 튜물러스 구좌읍 김녕월정리

제주관광공사 화산지대 4곳 지질트레일 개설

수성화산활동으로만들어진수월봉지질트레일

화산재가겹겹이쌓이면서형성된용머리해안

용암에남아있던가스가부풀어언덕처럼이뤄진김녕리해안의 튜뮬러스
新팔도유람은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 회원사가 공동 취

재보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