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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관광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지질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유산으
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지오투어리즘과 지질공원의 개념이 등
장한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각국의 국가지질공원 제도를 
통해 지질공원이 점차 늘고 있다. 제주는 높은 지질학적 가치로 
지질공원으로 인증되었고, 제주의 지질의 역동적인 생성 과정과 
학문적 가치를 알리고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논문은 지
질공원이 자연경관을 단순히 감상하는 행태를 넘어 자연과 지질
이 만들어진 과정과 그 가치를 전달하는 교육의 장으로 기능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지질공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지질공원의 제도적 의의와 가
치, 운영 관리의 방안, 법적 한계와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중
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연구의 주제와 관련 학계를 살펴보면 지
질학, 지리학, 관광학, 교육학계에서 지질공원에 대해 주로 연구
하고, 지질공원의 운영, 관리, 계획, 설계에 대한 관련 학계 차원
에서의 연구는 미흡하다. 지질공원은 지질과 관련된 전문 지식의 
축적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에게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교육
하는 방식을 고안하고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다. 효과적인 지질 
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질공원의 교육적, 행정적, 설계적 조건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지질공원을 계획하는 원칙과 현황의 개선 방
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은 제주 국가지질공원을 대상으로 지질공원의 계획･설
계･운영･관리의 현황을 분석하여 지질 교육의 차원에서 지질 공
원의 공간 구성을 포함하여 교육과 운영 방식에 대한 종합적 개
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흐름을 정리하면, 이론 고찰을 통해 2000년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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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진행된 지질공원이라는 개념의 등장과 발전 과정, 지
질공원의 역할과 목적, 의의, 특징이 무엇인지 정리한다. 사례 연
구를 통해 지질공원이 지질 교육의 역할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것을 갖추어야 하는지 밝히고, 지질공원 현황 분석을 위한 틀을 
구성한다. 분석의 틀을 기준으로 현장 답사, 인터뷰,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질공원의 교육과 안내, 운영과 
관리, 물리적 구성 방식의 현황을 분석한다. 현황 분석 결과와 분
석의 틀에 의거하여 제주 지질공원의 계획 원칙과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지질공원 분석의 틀과 현황 분석은 크게 교육과 안내의 방식, 
관리와 운영 방식, 물리적 공간 구성과 정보전달 방식의 3가지 
차원에서 진행한다. 교육과 안내의 방식의 차원에서 지질과 관련
된 내용과 데이터의 전문성, 명소별･대상별･단계별 위계와 체계
성, 지질공원 전체가 하나의 체계로 읽히는 통일성을 갖추고 있
는지 살피고,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 안내의 효과를 
파악한다. 관리와 운영 조직의 차원에서 지질공원만을 운영하는 
전담 조직의 구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분업 체계,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협력하는 네트워크 구조가 갖춰져 있는지를 살피고, 담
당 관리자 인터뷰를 통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짚어본다. 마지막으
로 물리적 구성 방식의 차원에서 지질 명소의 형성 원리와 지질
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의 축적과 수집, 교육하고자 하는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공간의 구성, 적합한 정보 전달 방식의 선
정이 갖추고 있는지 분석한다.

교육적 효과를 고려한 지질공원의 계획 원칙은 교육과 안내, 행
정 조직, 물리적 공간 구성의 3가지 차원에서 제시한다. 교육과 
안내의 차원에서 연구의 다양성과 전문성, 교육의 위계와 체계, 
지질공원을 인식하는 방식, 정보의 접근성 등을 고려한 5가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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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을 수립한다. 행정 조직의 차원에서 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 
분업화의 구조, 협업과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고려한 3가지 원
칙을 수립한다. 물리적 공간 구성의 차원에서 지질과 관련된 내
용의 축적, 집중도를 고려한 탐방 환경, 안내 시설의 형태와 내용
에 관련된 3가지 원칙을 수립한다.

제주 지질공원의 개선 방안은 교육, 행정, 물리적 구성 3가지 
차원에서 제안한다. 교육적 차원에서 제주도 전체와 지질 명소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지질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행정적 차원에서 지질공원 전담 조직의 구성, 협의의 
방식과 체계,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개선의 방식을 고안한
다. 물리적 구성의 차원에서 지질 경험의 양적 질적 수준을 높이
고, 안내 시설의 개선, 기존 관광 인프라의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
로 보여준다.

 본 논문은 제주 지질공원 전체의 현황 파악을 기반으로 교육
적, 행정적, 설계적 차원에서 통합적이고 복합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지질공원의 가치 있는 발전을 위한 모델이 될 수 
있으며, 지질공원 관련 제도나 지침을 개선하고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지질공원, 지오투어리즘, 지질 교육, 제주 국가지질공원, 계획 
원칙, 개선 방안

학  번 : 2016-2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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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관광의 패러다임이 대중 관광, 단체 관광에서 지속 가능한 관광, 
대안 관광, 생태 관광 등 새로운 관광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윤경호와 김
남조, 2015).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며 자연과 생태에 관한 관심과 환경에 
대한 관점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지질을 지구의 역사를 통해 일어난 다
양한 지질작용과 생물과 인류의 진화사를 기록하고 있는 유산으로, 유한한 
자원이며 회복 불가능한 보존‧보호의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
한다(손영관, 2014). 지질에 관한 관심은 지질 유산을 방문하여 체험 관광
하는 지오투어리즘을 등장시킨다. 지오투어리즘은 지질 자원과 독특한 경
관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지질 탐방로, 조망점, 가이드 투어, 지질 체험 활
동, 방문객 교육 시설과 같은 관광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질과 자연의 경
관을 이해하고 즐기면서 지질작용과 형성 과정의 신비로움과 지질 유산의 
소중함과 다양성, 보존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전달한다(Newsome D & 
Dowling RK, 2010).

관광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지오투어리즘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지질
학적 가치가 있는 곳을 지정하여 관광 및 교육의 장소로 운영 관리하며 
지질 유산을 알리고 보존하는 지질공원 제도가 등장한다. 지질공원은 유네
스코 지질공원(Geopark)의 인증 제도를 통해서 공식화되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세계지질공원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지질학적 경관이나 그 장소를 
말하며, 보존, 교육,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개
념이다(UNESCO Geopark 홈페이지). 국내에서도 국가지질공원 제도를 통
해 국내에서 지질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을 지정·운영·관리하고 있다. 자
연공원법 개정으로 2011년에 국가지질공원 제도가 도입되었고, 2012년에 
제주도와 울릉도‧독도가 처음으로 인증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18
년 현재 국가지질공원은 총 10개가 인증되었고, 그 위치와 설립연도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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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가지질공원의 위치와 지정 시기

림 1]과 같다. 그 중 제주, 청
송 국가지질공원 2곳은 유네
스코 세계지질공원이다. 6년 
동안 10개의 국가지질공원이 
인증되었고, 인증 신청 중이거
나 신청예정지역을 포함하면 
앞으로 약 16개 이상의 국가
지질공원이 인증될 예정이다
(국가지질공원 홈페이지).

지질공원은 국내에서 새로운 
관광 행태로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고 자연공원과 자연유
산과 같은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인증 제도와 달리 제한 
규제가 없어 양적으로 크게 
확산할 것으로 예산이 충분하다. 특히 관광수익에 대한 기대로 지방자치단
체에서 높은 관심과 노력을 쏟고 있으며, 지역을 기반으로 개발되는 관광 
상품으로 지질공원이 인증에 주민들은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 
예로, 제주 국가지질공원 명소 중 하나인 수월봉은 본래 관광지가 아닌 평
범한 농촌이었지만, 화산 쇄설층의 지질학적으로 높은 가치가 드러나며 
2012년에 7만 7,000여 명, 2015년에는 31만 명이 방문하는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되었다. 주민이 직접 해설사 교육을 받아 수월봉 방문객에게 지질
에 대한 해설을 진행하며 지역 커뮤니티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질공원
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는 아직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지 못하여 백
령･대청 소재지의 지질명소를 중심으로 지자체 예산으로 전문 학술 연구 
사업을 시행하는 등 국가지질공원 인증에 대한 높은 관심과 노력을 보인
다(중앙일보,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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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018년 현재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지 8년, 국가지질공원
으로 지정된 지 6년 차다. 현재 제주 지질공원을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적
인 자연공원이나 관광지의 조성 방식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 지질공원 관리기관에서 수립한 3차 관리 및 운영 계획에 따르면 지
질공원 주요 도입 시설로 탐방로, 안내 시설, 관리사무소를 기준으로 예산
을 꾸리고 개설과 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관리와 운영이 되고 있
다. 지질교육을 위한 해설사의 양성과 지질 해설의 제공만이 다른 공원과
는 차별화되어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지질공원은 지질공원 해설사를 양
성하기 위해 교육하고 방문객들은 사전신청이나 방문신청을 통해 지질교
육 해설을 들을 수 있다.

제주도 지질과 자연의 아름다움과 가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고, 200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
고, 2010년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어 유네스코 3관왕이 되었다. 제주에 
대한 가치의 발견과 보호의 차원에서 유네스코 3개 브랜드는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질공원이 보존과 보호의 역할을 넘어 지질교육의 장으로서 
가치를 발휘할 기회를 잃을 수 있는 우려도 동시에 가진다. 제주도는 브랜
드 가치에 맞는 운영을 위해 유네스코와 관련된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기
관인 세계유산본부 사업소를 설립했다. 세계유산, 지질공원, 생물권 보전 
지역의 관리는 사업소 전 직원 전체 총 261명이 수행하고 있지만, 그중 
지질공원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은 3명뿐이다. 지질공원을 관리하
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질 유산의 보존, 보호, 모니터링, 지질학적 연구, 
지질 역사와 문화와 관련된 자료 수집, 방문객 교육을 위한 연구와 사업 
수행,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 및 배치, 탐방로 개설 등과 관련된 업무의 양
에 비해 그를 수행하는 인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숫자이다. 2014년 세계
지질공원 재인증 당시 권고사항 2에 따르면 제주도 지질공원 팀은 교육, 
트레이닝, 지속가능한 발전, 관광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
록 구성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고사항 5에 따르면 제주도는 세계
유산, 생물권과의 브랜드 희석을 방지하고 각 개별 브랜드의 정체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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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화해야한다고 언급했다. 
통계청 집계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를 방문하는 연간 관광객 수는 2013

년에 1,000만 명, 2016년에 1,500만 명이었다. 제주를 찾아와 자연‧명승경
관감상(83.6%) 활동을 주로 한다고 응답했다(제주특별자치도, 2018). 제주
도 여러 명소 중 대중적 관심을 받는 아름다운 명소는 관광지로 개발되어 
매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제주 지질공원의 성산일출봉, 천지
연폭포, 주상절리대 등 일부 명소도 이미 대형버스가 줄지어 방문하는 대
형관광지이며 지질과 형성 원리와 관련된 지식의 전달이나 교육 체험 활
동이 아닌 경관을 향유하고 휴양의 공간으로 일반적인 관광 행태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 관광 시설물이 배치되어 있고, 상업 활동이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공원 내에서 지질 교육과 지오투어리즘 활동에 
집중하기 어렵다. 그러한 환경에서 지질의 교육적 콘텐츠는 여러 관람의 
대상이나 아이템 중에 하나로 관광객들에게 인식되고 지식의 전달은 단편
적이고 지질 경관은 인증 사진 촬영 등의 활동으로 소비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는 시, 군, 읍, 면의 행정상 경계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
고, 그에 더해 문화재 보존지역, 자연보존지역 등의 보존을 위한 경계, 사
유지와 국유지 등의 사회･경제적 경계 등 다양한 경계가 있다. 각 경계는 
일정한 경계를 기준으로 국토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있다. 지질공원
은 2012년 만들어진 새로운 개념의 경계로 지질공원 전체의 영역과 각 명
소의 경계를 가진다. 지질공원은 경계의 범위와 설정이 지질의 분포와 지
질명소의 범주에 따라 설정되는 것으로 기존의 행정 경계를 넘나든다. 지
질은 광범위한 규모의 지구 현상의 결과물로 그 전체를 공원으로 지정하
고 관리하기 어렵고 지질명소로 지정되어 관리되는 구역은 제한적이다. 지
질공원은 경계의 성격이 명확한 공원과 모호한 지질의 개념이 결합한 새
로운 개념이다. 공원의 관리･운영과 지질교육을 동시에 수행하는 지질공원 
운영･관리가 고정된 현 행정 조직에서 수행하는 방법은 새로 고안될 필요
가 있다.

지질공원은 공원의 범주와 경계를 넘어선 지질을 보전하고 그에 대한 



- 5 -

교육적 이해를 돕는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광범위한 지질의 내용을 제한
된 관찰과 경험의 구간을 통해 담아내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일정 경계 안
에서 이루어지는 일반 공원과 관광지의 설계나 계획과는 다른 접근이 필
요하다. 즉 지질공원의 계획과 설계는 휴양이나 감상을 위한 여타 공원과 
달리 지질 교육과 보전의 가치 전달이라는 특수한 기능을 충족할 수 있어
야 한다. 

제주 관광은 80년대 관광지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부터 현재까지 제주 
관광의 패러다임은 점차 변화하고 있다. 이국적인 경관을 배경으로 하는 
신혼여행지에서 거대한 개발을 동반하는 대중 관광의 형태로 지속하다가, 
2000년대 초 제주 올레길의 등장은 제주 풍광을 배경으로 하는 걷기 열풍
을 일으키면서 생태 관광, 대안 관광의 형태로 변화를 주도했다. 이처럼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자원을 대상으로 제주도를 관광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제주의 자연경관을 가까이에서 향유하고 천천히 
즐기는 것을 벗어나 과거 제주도 땅에서 일어난 혈기 왕성한 지구 활동의 
결과물로 제주의 지질활동 과정과 그 가치를 알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지
질공원 제도는 제주 관광 패러다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감각적 향유를 넘어서 관광객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
하며 자연 자원, 지역문의 정체성, 자연 보전의 가치와 그 방법을 알려주
는 장으로 제주도를 바라보는 시각을 다시 한 번 바꾸게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제주 국가지질공원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지질공원의 
계획･설계･운영･관리의 결과물을 분석하고 진단하여 지질공원의 개선 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질공원이 자연경관을 단순히 걷고 즐기는 생태 
관광, 공정관광의 행태를 넘어서 제주 자연이 만들어진 과정과 그 가치를 
전달하는 지식전달의 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표이다. 지질공원만이 가지는 특성은 무엇이고, 그 가치를 전달
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과 실행 구조는 무엇인지 탐구한다. 본 논문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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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명소 명칭  면적 (m2)

세

계

지

질

공

원

국

가

지

질

공

원

1. 한라산 91,978,398,000 

2. 만장굴 1,299,767 

3. 천지연폭포 35,939,959 

4. 중문-대포 주상절리대 384,732 

5. 서귀포 패류화석산지 74,335 

6. 성산일출봉 응회고 377,872 

7. 산방산 용암돔 1,504,765 

8. 용머리 응회환 51,132 

9. 수월봉 응회환 43,292 

10. 선흘 곶자왈 641,005 

11. 비양도 520,000

12. 우도 6,180,000

[표 1] 제주지질공원의 목록 (환경부 공시 기준)

시하는 제주 지질공원의 교육적, 행정적, 설계적 개선 방안은 양적으로 확
산하고 있는 국가지질공원의 가치 있는 개발을 위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델은 지질공원 관련 제도나 지침을 개선하고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2-1. 연구의 대상

[그림 2] 제주 지질공원의 위치

본 논문의 연구 대상지
는 제주 국가지질공원이
다. [표 1과 그림 2]

제주 국가지질공원은 
국가지질공원 제도가 들
어서기 이전인 2010년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
로 인증된다. 제주 세계
지질공원의 관리를 위해 
국가적 관리제도인 국가
지질공원 제도가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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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도입되었다. 제주 지질공원은 2012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국가지
질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지금까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지질학적 가
치를 인정받고 있다.

제주도 지질명소 중 세계지질공원의 명소로 인증된 곳이 12곳, 국가지질
공원으로 인증된 곳이 10곳이다. 지질공원의 교육과 운영 방식의 현황은 
제주 지질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현장답사를 기초로 한 물리적 구성 
방식에 관한 연구는 면적이 상대적으로 거대한 한라산을 제외한 9개 국가
지질공원 명소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2-2. 연구의 방법과 내용

제주 국가지질공원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크게 문헌과 사례 연구
와 현장조사연구를 한다. 문헌연구를 통해 지오투어리즘과 지질공원 개념
의 정의와 등장 배경을 정리하고, 지질공원이 일반 공원이나 보호제도와는 
다른 성격과 특징을 정리한다. 세계지질공원과 지질공원 외 사례를 통해 
정보 전달 방식, 운영과 관리조직의 구성 방식, 교육의 장으로서 물리적 
구성 방식의 기준을 세운다. 마지막으로 현장조사와 관련 자료 수집을 통
해 제주 지질공원의 운영 및 관리조직의 현황, 통합적인 교육 및 정보 전
달 체계, 명소별 공간 구성과 정보 전달 체계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한다.

문헌연구를 통해 지오투어리즘이 어떤 배경에서 등장하고 그 개념이 어
떻게 발전했는지를 정리한다. 그와 관련해서 지질공원이 등장한 배경과 개
념의 발전 과정, 제도적 조건과 체계를 정리한다. 지질공원이 다른 공원과 
문화재 등의 보호와 관리 방식과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보인다. 지질공
원 개념을 바탕으로 지질공원만이 가지는 특징을 짚어 다른 공원이나 유
원지, 관광지와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인다.

사례 연구는 세 갈래로 진행하는데 지질 교육을 위해 정보전달과 안내, 
운영과 관리 조직, 물리적 구성 방식에 있어 지질공원 사례와 지질공원 외 
사례를 통해 시사한 바를 추출한다. 바람직한 사례를 통해 지질에 대해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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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인 정보전달과 교육의 체계를 명확하게 한 방식, 지질, 교육, 관광 등
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개발을 위해 전문성 있는 조직을 구성하고 협력
한 방식, 지질 교육의 현장으로서 지질의 보존과 이용의 조화를 이룬 적합
한 내러티브와 공간 구성 방식의 기준을 살펴본다. 

사례에서 살펴본 세 갈래의 기준은 효과적인 지질교육을 이루기 위해 지
질공원이 지녀야 할 요소와 기준이다. 지질공원이 방문객들에게 지질에 대
한 지식과 형성 원리를 전달하고 지질을 관찰하고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
서는 정보 전달, 운영과 관리, 물리적 구성 방식의 차원에서 뒷받침이 되
어야한다. 이러한 기준은 제주 지질공원의 현황을 분석하는 틀이 되고, 바
람직한 지질공원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사용된다. 

현장조사연구는 제주 지질공원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크게 
현장답사조사, 해설사 인터뷰, 설문조사, 전문가 인터뷰 등의 조사 활동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한다. 지질공원은 공원 전체의 영역과 개별적인 
지질명소가 지정되고, 그를 다양한 관리 주체들이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관리하고 운영한다. 그러므로 공원 전체의 영역에서 제주 지질공원에 관한 
지질 정보의 전달과 교육을 위한 체계 현황, 지질공원 전반을 관리하고 운
영하는 방식과 조직의 현황을 분석하는 것과 지질명소 각각의 공간 구성 
과 교육과 관련된 내용과 시설의 현황을 분석하는 것으로 나눠서 제주 지
질공원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현장조사연구를 위해 시행한 현장답사, 인터뷰, 설문조사 등의 조사 일
정과 대상지는 [표 2]와 같다. 현장답사는 총 3회에 걸쳐 제주 지질공원 8
개 지질명소의 물리적 현황을 살펴보고, 인터뷰는 지질공원 전문가 겸 관
리자 1인과 지질공원 해설사 3인과 실시한다. 설문조사는 용머리 응회환, 
중문-대포 주상절리대의 방문객 103명이 응했고, 질문지와 답변에 대한 
세부 분석 내용은 부록에 정리되어 있다. 조사 결과의 일부는 지질공원 현
황을 파악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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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명소 명칭 현장 답사 해설사 인터뷰 설문조사 관계자 인터뷰

만장굴 2017.11.15

2018.02.20

천지연폭포 2017.10.15

중문-대포 주상절리대 2017.05.05 2018.02.18

서귀포 패류화석산지 2017.10.15

성산일출봉 응회고 2017.11.16

산방산 용암돔 2017.10.14

용머리 응회환 2017.10.14 2018.02.19 2018.02.18

수월봉 응회환 2017.10.14 2018.02.19

선흘곶자왈 2017.11.15

[표 2] 제주지질공원의 목록과 조사일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 지질공원 전체에 대한 현황과 각 명소별 지
질 교육적 공간 구성의 현황을 살펴본다. 제주 지질공원 전반에 교육과 정
보 전달 방식을 위해 제주 지질공원이 하고 있는 사업과 결과물을 살펴보
고 통합적으로 인식되는 체계와 교육과 정보 전달 방식의 적절성을 파악
하고, 통합적인 인식과 교육적 정보 전달이 원활히 되고 있는지 설문조사
를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한다. 제주 지질공원과 관련된 관리 주체와 조직이 
무엇인지, 어떤 목적과 역할을 가지는 지를 정리하고, 관리 담당자 인터뷰
를 통해 운영･관리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한계를 정리한다. 명소
별 현황 분석은 각 명소가 지닌 지질 현상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짚
고, 지질공원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잘 전달되는 물리적 구성 방식과 시설
이 조성되어 있는지 분석한다.

위의 세 갈래의 연구를 바탕으로 제주 국가지질공원이 교육･운영･설계의 
관점에서 앞으로 제주 지질공원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계획 원칙을 설정하
고 설계적, 교육적, 행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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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흐름은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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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연구의 동향

국내의 지질공원에 대한 연구는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기 직전인 2009년부터 적극적으로 연구가 시작되었다. 제주의 세계
지질공원 인증 이후로 2011년 국가지질공원이 법적으로 도입되면서 지질
공원 제도의 의의･가치, 운영 관리의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
되고 있다. 연구의 범주를 크게 나누면 [표 3]과 같이 지질유산‧지질공원‧
지질관광‧지오투어리즘 개념과 의미에 대한 연구, 탐방로‧관찰로‧트레일‧스
토리텔링 등 지질공원 탐방로에 대한 연구, 관광‧교육‧해설‧프로그램 등 방
문객의 이용과 관련된 연구, 지질공원 제도와 정책에 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지질학, 지리학, 관광학, 교육학계에서의 연구에 비해 지질공원의 운
영, 관리, 계획, 설계와 관련된 조경학계의 연구는 미흡하다는 점에서 연
구의 의의가 있다.

3-1. 지질공원 탐방로‧관찰로‧트레일‧스토리텔링에 대한 연구

권동희(2012)는 지질 및 지형경관에 대한 알기 쉬운 자료와 지역 문화와 
역사가 관련된 스토리텔링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지질 정보에 대한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방법을 연구했다. 이수재 외(2014)는 물리적인 조
성 방식으로 탐방로, 탐방 코스의 구성과 활성화 사례 연구를 진행했다. 
전용문 외 3명(2016)은 지질공원 내부의 가치 있는 지질 노두들을 연결하
여 관찰할 수 있는 탐방로를 설치하고, 그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위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지질공원을 개발할 때 연결, 도보, 관광 등의 키
워드를 가지고 지질경관을 걷기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의 효과와 의미에 
대해 밝히고 유의미한 지질 탐방로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했다. 위 논문과 
다르게 본 논문은 지질공원 탐방로를 포함한 시설, 프로그램의 현황 조사
를 기반으로 지질의 관찰과 교육을 위한 지질공원 계획과 물리적 공간 구
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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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선행 연구

지질유산

지질공원

지질관광

지오

투어리즘

2013, 정대교 외, 경기도 포천시 한탄강 유역 지질공원 후보지의 지질학적 가치

2013, 김범훈, 한국에서의 지오투어리즘(Geotourism) 연구동향과 과제

2014, 김선웅 외, 부산국가지질공원의 지오투어리즘

2014, 임근욱 외 2, 제주도 세계지질공원의 지오투어리즘 활성화 방안 연구

2014, 임근욱, 지질유산의 지오교육 및 지오보전 인식을 통한 지오투어리즘 발전

에 대한 연구

2014, 조형성 외, 부산국가지질공원의 태종대 지질명소에 분포하는 지질노두의 지

질유산적 가치

2016, 김범훈, 제주형 지오투어리즘

2016, 서지원, GIS를 활용한 부산 국가지질공원 (National Geopark) 의 경관자원 

분석

2016, 유중근, 한국의 국가지질공원 현황과 보전 방안 연구

탐방로

관찰로

트레일

스토리

텔링

2010, 정필모 외 3, 지오투어리즘 (Geo-tourism) 을 위한 주왕산국립공원의 자연

관찰로 분석

2011, 김창환, 강원도 DMZ 지리공원 (Geopark) 의 지오사이트 선정과 스토리텔링

2012, 권동희, 지형경관자원의 활용을 위한 스토리텔링 개발

2014, 이수재, 국가 지질탐방로 추진 전략

2014, 이수재 외 다수, 국가지질탐방로 도입 방안 연구

2016, 전용문 외 3, 제주도 지질공원 지질트레일 활성화 사례 연구

2017. 전용문 외 1. 산방산-용머리 해안 지질탐방로 활성화를 위한 연구

관광

교육 

해설

프로그램

2010, 조경남 외 2, 지질공원해설사 전문교육과 교육사례

2013, 김태형 외 2,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교육에 대한 제언 

2014, 이성록 외 1, 지질공원해설사 현황 분석과 전문 교육 개선 방안

2014, 이성록 외 3, 국가 지질공원해설사 현황과 해설사 양성교육에 대한 제언

2014, 김창환 외 1, 교육과 학습의 장 (場) 으로서 지질공원 활용에 관한 연구: 강

원평화지역지질공원을 사례로

2016, 김태형 외1, 국가지질공원 교육 프로그램분석을 통한 국가지질공원 활성화 

방안 연구

2017, 박민영 외1, 인스타그램 해시태그(Hashtags) 분석을 통한 방문객들의 지오

사이트 인식에 대한 분석

[표 3] 지질공원에 대한 주요 선행 연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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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정책

2009, 이수재 외 8, 유네스코 지질공원의 특성과 시사점 연구

2012, 이수재, 지질공원 기본계획 및 인증기준 수립 연구

2014, 조형성 외, 부산국가지질공원의 인증 후 관리와 운영

2014, 이광춘, 법률과 관련된 지질유산: 그 가치와 의미

2016, 전용문, 지질공원의 목적과 의미

2016, 이수재,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운영 강화에 따른 국가지질공원제도의 개선

방안 연구

2016, 문창규 외2, 한국형 국가지질공원 제도

3-2. 지질공원 관련 관광‧교육‧해설‧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김창완 외 1명(2014)은 지질공원이 일상에서 직접 접할 수 있는 효과적
인 지질 교육의 장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며, 지질공원의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시설의 이용하고 도입하는 것의 
필요성을 밝혔다. 김태형 외 1명(2016)은 지질공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
질 교육 프로그램 현황을 총 집합하여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파악했으며, 
현실적인 한계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박민영 외 1명(2017)은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 분석을 통해 지질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지질
을 인식하는 정도를 파악했고, 방문객의 인식 수준에 따라 분류하고 각 유
형의 특성을 조사했다. 위의 연구들은 지질공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
램이나 시설의 현황을 파악했고, 지질공원 방문객의 인식을 SNS를 통해 
간접적으로 분석했다. 위 논문과 다르게 본 논문은 지질공원에서 이루어지
는 지질 교육 현황에 대해 지질공원 전체에서 시행하는 교육 체계와 프로
그램,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시설과 프로그램의 조사를 바탕으로 이용
객 설문조사와 지질공원 해설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직접적인 인식의 현
황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3-3. 지질공원의 제도 및 정책 연구 

이수재 외 8명(2009)은 국가지질공원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지질공원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연구했다. 우리나라는 기존에 문화재 보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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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조사를 위해 실시한 기초 정보 조사가 충분하며 이는 지질공원의 
도입과 운영하는데 기반이 될 것이라 말하며 국가지질공원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광춘(2014)은 회생 불가능하다는 지질유산
의 특성상 보전･관리를 위한 법규 검토와 강력한 법적 보호조치의 필요성
을 주장했다.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는 자연공
원을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및 지질공원’ 네 종류로 분류하고 지
질공원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국가지정문화재를 관장
하고 있는 문화재청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조항 필요
하다고 했다. 문창규 외 2명(2016)은 시행 5년째 되는 2016년에 우리나라 
지질공원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인증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국가지질공원 제도의 인증조건, 지정현황, 영역의 설정 등의 조
건에 대한 한계와 적절성에 대해서 분석했다. 위 연구들은 지질공원 제도
의 도입 초기에 실시한 연구들로 지질공원 제도의 필요성과 지질공원의 
본래 목적과 의의의 적합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지질공원의 취지
에 맞는 제도의 도입도 중요하지만 현재 운영되는 조직 내에서 현실적으
로 작동 가능한 운영 관리 시스템에 대해 실무자의 경험과 입장을 바탕으
로 운영･관리･행정 조직 현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질공원 관리자와의 인터뷰와 행정 조직 구조의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 15 -

II. 이론 고찰과 사례 연구

1. 지질공원의 개념

1-1. 지오투어리즘(Geotourism)

지질공원은 지질 보존(Geoconservation), 지질 유산(Geoheritage), 지
오투어리즘(Geotourism), 지질명소(Geosite) 등의 개념이 등장하고 발전
하면서 만들어진 개념이다. 19세기 초반부터 보존의 가치를 지닌 특성을 
가진 구체적인 표본으로서 지질 유산(Geoheritage)과 지질 유산을 보존하
는 활동이나 연구 등으로서 지질 보존(Geoconservation)에 대한 개념과 
관련된 논의가 유럽 도시를 중심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19세기 중반에
는 미국의 요세미티와 엘로우 스톤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면서 지질 보존
에 대한 연구와 실천이 드러났지만 생물과 자연의 다양성, 연구, 체험 등
에 대한 논의에 비해 지질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이었다. 이후 100여년의 
기간 동안 지질은 자연, 생물계의 다양성과 보존에 대한 논의에 밀려 있다
가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반에 지질학의 발전과 지질에 대한 관심이 
증사하면서 지질, 지형에 대한 보존과 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
루어지기 시작했다(Murray Gray, 2013).

1990년대 후반부터 유럽의 일부 도시에서는 자연관광, 생태관광의 일종
으로 지질명소(geosite)에 방문하여 휴양을 즐기거나, 지질경관의 경이로
움을 느끼고, 감상하고 배우는 관광 활동이 활발해졌다. 이와 관련하여 관
광, 여행, 특별한 경험과 활동, 숙박 등이 발달하고, 관련된 지질 현상의 
형태와 원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며 다양한 지질 명소의 계획과 관리 방
식이 실현되었다(Newsome D & Dowling RK, 2005). 지오투어리즘
(Geotourism)은 개념의 등장과 함께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 유럽 등지
에서 개념의 정의, 성격, 범위, 활동 내용 등에 관해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다.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논의 초반에 Hose(1995)는 “지오투어리즘은 
지질학적인 의미를 가진 지역에 미적인 감상을 넘어 전문 지식이 없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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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객들이 현장의 지질과 지형의 학문적 의미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과 관련된 서비스 시설을 제공하는 것” 으로 정의했고, Frey(1998)은 
“지오투어리즘은 새로운 직업적, 사업적 분야로 일반적인 대중에게 지질 
및 지구과학에 대한 지식과 생각을 전달하고 나누는 활동을 주요 업무로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김범훈(2016)은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논의가 유럽
과 미국에서는 다소 다른 관점으로 발전되었다고 말했다. 유럽계에서 활동
한 지오투어리즘 학자들은 지질 및 지형 경관 자원에 초점에 맞추었고, 미
국의 지오투어리즘 학자들은 장소의 지리적 특징에 초점을 두었다. 2011
년 포르투갈 아루카에서 열린 국제 지오투어리즘 총회(International 
Congress of Geotourism)는 아루가 선언을 통해 지오투어리즘을 지질, 
환경, 문화, 심미, 유산 그리고 지역 주민을 고려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지
속하고 향상시키는 관광으로 정의했다. 지리적 특징에 지질학적인 내용을 
추가하는 정의로 지오투어리즘의 학문적 범위를 높이기 위한 정의로 해석
할 수 있다. 심미적인 감상을 넘어 지질에 대한 지식의 전달, 보존의 가치
를 전달하고 그를 포함하여 지역 주민의 생태와 삶까지도 고려하는 관광
으로 자리매김한 지오투어리즘은 생태관광과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의 
결합과 독창적 발전을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관광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Newsome과 Dowling(2005)은 지오투어리즘을 형태(Form), 프로세스
(Process), 관광 활동(Tourism Activity)의 3가지 요소로 개념화했다. 형
태는 드러나는 경관으로 그 경관적 특징이나 물질적 특성을 보이는 것이
고, 프로세스는 지질학, 지형학적 활동으로 화산, 침식, 풍화, 퇴적 등의 
활동 등을 말한다. 이러한 지질 명소의 경관과 지질적 특성에 더불어 그와 
관련된 숙박, 가이드 투어, 드라이브, 하이킹, 전시시설 방문, 관광객 관리 
등의 활동이 관광 활동이다(Newsome D & Dowling RK, 2005). 
Newsome과 Dowling(2010)은 지오투어리즘만이 가지는 관광적 특징을 
생태관광과 비교하며 차이를 강조했다. 먼저, 생태관광은 식물이나 동물상
의 범주와 같이 환경의 살아있는 조직의 주요한 특성에 관심을 갖는 것에 
비해, 지오투어리즘은 지질과 지구 형성에 관련된 지질, 지형적인 비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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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특징에 관심을 가진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자연적인 환경
에서만 이루어지는 생태관광에 비해 지질관광은 지질의 자연환경과 더불
어 채석장과 같은 인공적 힘이 가해진 환경에서도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지오투어리즘이 계절적, 환경적 제약 없이 지리
적인 특성에 집중하여 다양한 여행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관광활동으로 자
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김범훈, 2016).

지오투어리즘은 또한 기존의 대중관광과 다른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
으로 차이점을 가진다. 대중관광은 관광객의 대규모 유치와 관광 수입의 
극대화를 주요 목표로 한다. 관광객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시설, 
인프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접근성을 높인다. 주로 자본이 많은 외부 
투자자가 관광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관광지를 개발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주민은 종사자 혹은 방관자로 수동적인 태도를 취
하게 된다. 이러한 대중관광은 자연을 훼손하고, 지역주민은 소외하며 전
통 문화도 상실하게 하는 부작용을 일으킨다(최영국, 2000). 지속가능한 
관광은 가치 지향적이고, 교육적이며 실제의 지역 환경에 무리를 주지 않
고, 지역 주민에게 관광의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오정준, 2003). 지오투어
리즘은 지역의 지형 및 지질 자원을 기반으로 지질 경관의 가치, 지역 문
화, 역사, 유산까지도 함께 관광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발전한다
(Newsome & Dowling, 2005)는 의미에서 대중관광과 차별화된 지속가능
한 관광이라고 할 수 있다.

Newsome과 Dowling(2005)은 생물의 다양한 움직임, 색깔, 소리, 반응
에 비해 딱딱한 돌에 불과한 비생물적인 대상을 흥미를 가지고 관찰하고 
관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방문객들에게 지질은 살아있는 
것이라고 알려주는 것이 지오투어리즘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하는 점이
라고 말했다. 지질과 경관은 식물과 동물과 같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
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해석과 이해, 그것의 의미에 대
한 설명이 요구되며, 지오투어리즘은 지질에 대한 기원, 원리, 의미에 대
한 설명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지질경관에 대한 적절한 설명과 이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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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야생 식물이나 동물만큼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고, 방문객
들은 지질의 모양, 색과 같은 특징에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무엇
이 중요하며, 왜 이렇게 되었는지와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된다. 이러한 직
접적이고 자율적인 태도는 지질명소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여주고, 방문
객의 지적 충격을 제공하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보존의식과 지질 보존에 
대한 관심까지도 가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지오투어리즘에서 교육과 이
해의 역할은 매우 핵심적이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Newsome D & 
Dowling RK, 2005).

지오투어리즘은 지질과 지구 생성물에 대한 관심과 보존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대중관광의 부작용을 극복하고자 하는 생태관광, 대안관광, 지속가
능한 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지질에 대한 교육, 연구, 이해, 설명의 활동과 기존의 다양
한 관광활동의 결합과 지역 주민의 생활과 경제와 공생하는 관광 유형으
로 발전하게 되었다. 지역 주민과 지역 문화, 역사와 결합하면서 지역의 
지리적 특성이나 지역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 범주와 범위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지오투어리즘의 개념과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넓은 
범주의 대상과 활동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지질, 지구 활동, 지역의 문화와 
생태에 대한 지적 관심과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지오투어리즘만
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교육과 안내 서비스를 효과
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2. 지질공원(Geopark)1)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유럽의 지질명소에서 
일정한 공간적 영역을 가지고 지질 교육과 연구 활동이 진행되고 관광 프
로그램이 계획되면서 지질공원 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

1) Geo-와 지질의 용어가 완전히 일치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용어의 논란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여러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질공원을 지오파크
(Geopark)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연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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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예가 독일의 Vulkaneifel Geopark이다. 이곳에서는 학교와 대학이 연
계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과정이 개설되고 지오트레일과 대표 
캐릭터 등이 만들어졌다. 이와 같은 활동이 유럽의 일부 지질 명소에서 이
루어지고,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와 독일 등의 지질공원(Geopark)이 연합
을 이룬 유럽 지질공원 네트워크(Eutopean Geopark Network)가 2001년
에 만들어졌다. 2004년에 유네스코(UNESCO,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에서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네트워크 프로그램(Global Geopark Network, GGN)을 만들어 
지원을 시작했고, 이를 통해 지질공원(Geopark), 지오투어리즘과 지질 유
산에 대한 인식이 공식적으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지질공원
은 국제적인 관심과 영향력 있는 정치적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Frey 외 
3, 2005). 즉, 지질공원에 대한 논의는 유럽 지질공원 네트워크와 유네스
코 지질공원 네트워크를 통해 공식화되었고, 본격적으로 양산되기 시작했
다고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지질공원 체계는 크게 국가지질공원, 대륙권 지질공원, 세계지질공
원으로 나눌 수 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대륙권별, 국가별 지질공원 
체계는 각 국가별, 권역별로 등장과 발전 시기가 다르고 세계지질공원이 
유네스코 공식 프로그램으로 확정된 것은 불과 2015년의 일이다. 2004년 
당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는 공식 프로그램이 아니었고, 2001
년 유럽 지질공원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이후에 대륙권 지질공원 네트워크
가 점차 발전하기 시작했다. 20여년도 안된 짧은 시간동안 지질공원은 다
양하고 복잡한 발전과정을 거쳐 지금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앞으로 국
가적, 권역별 단위로 개념과 체계가 점차적으로 완성되어갈 것으로 보인
다. 우리나라의 지질공원을 예를 들어보면, 제주도 지질공원은 국가지질공
원, 아시아 태평양권 지질공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소속되어 있다. 
지질공원이라는 제도는 국가 지질공원(National Geopark), 권역별 지질공
원(European Geoparks Network, Asia Pacific Geoparks Network),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UNESCO Global Geopark)의 위계가 있고, 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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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별로 형성 시기, 공식화 과정, 체계, 기준, 조건 등이 각자 다르다.
2000년 프랑스(Reserve Geologique de Haute-Provence), 그리스

(Natural History Museum of Lesvos Petrified Forest), 독일(Geopark 
Gerolstein / Vulkaneifel), 스페인(Maestrazgo Cultural Park)이 유럽 
지질공원 네트워크를 만들어 지질 유산의 보호와 유럽 영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자 했다. 이후 2004년 2월에 유네스코 산하의 지원 프로
그램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GGN, Global Geoparks Network)이 만
들어졌다. 이후 2015년 11월 제 38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세계지질공원은 
기존 유네스코 지구과학프로그램(IGCP: International Geoscience 
Programme)과 결합하여 유네스코 공식 프로그램으로 승인되어 지구과학 
및 지질공원 프로그램(IGGP: International Geoscience and Geoparks 
Programme)이 창립되었다. 기존에 등재된 지질공원의 자격과 운영 지침
은 그대로 유지되고, 일부 신청절차가 변경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2018년 현재 기준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곳은 38개국 140개의 지질공
원이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UNESCO Global Geopark)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지닌 지형 및 지질현장으로, 생태학적･고고학
적･역사적･문화적 유산을 보전하면서 연구･교육･보급에 활용하고 지오투
어리즘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
들어진 공원이다. 유네스코에서 제공하는 표준 심사용 평가서에 의하면, 
유산의 보호와 관리의 영역, 정보･이해･홍보를 위한 가시성, 시설과 인프
라, 관리 방식과 구조, 교육활동, 지오투어리즘, 지속가능한 발전과 파트너
쉽, 네트워크 등에 관련된 요소를 평가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
계지질공원으로 지속적으로 인증되기 위해서는 교육, 보존, 지속가능한 관
광의 차원에서 꾸준한 발전이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도가 2010년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이후 국가지질공원 도입을 
위해 2011년 자연공원법이 개정되었다. 자연공원법 제 2조에 따라 국가지
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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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교육, 관광 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이다. 
국가지질공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질공원은 지질유산을 보전, 교육, 및 
관광에 활용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일정한 경계
와 면적이 있으며, 생물, 고고, 역사, 문화를 모두 포함하여 사람(지역주
민)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단순히 지질을 다루는 것이 아니며, 사람(주민)
중심의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임을 강조한다(국가지질공원 홈페이지, 
2018). 지질공원은 지질 유산의 보존과 보호를 넘어서 방문하는 사람들에
게 지질을 가르치고, 교육하며, 그와 관련된 교육과 관광 활동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 지질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생물, 고고, 문화, 역사적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 관광, 지역 발전의 매개
체로 활용하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림 4] 지질공원의 기본 개념 (출처: 국가지질공원 홈페이지)

2018년 기준 국가지질공원은 제주도, 울릉도･독도, 부산, 청송, 강원평
화지역, 무등산권, 한탄 임진강, 강원고생대, 전북서해안권, 경북동해안권
으로 총 10곳이다. 국가지질공원 자체평가표에 따르면 지질과 경관, 관리 
및 운영 인프라, 지질공원 관광 및 교육,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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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항목에서 갖추어야하는 필수조건을 만족시켜야 지질공원을 신청할 자
격을 가지고, 지질 및 경관(35점), 관리구조(25점), 해설 및 환경 교육(15
점), 지질관광(15점),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발전(10점)으로 구성되는 자체 
평가표를 기준으로 인증 평가를 실시한다. 지질공원의 지질유산의 보호, 
교육･관광, 지역 경제 발전 3가지의 성격을 만족하도록 그에 맞는 점수표
가 제시되어 있다. 지질공원의 인증을 바라는 지방자치단체는 자가 진단을 
통해 부족한 점을 채우는 방식으로 지질공원을 개발하고 개선한다. 

1-3. 지질공원(Geopark)의 특징

1-3-1. 지질 교육의 장

지오투어리즘, 지질공원에 대한 개념에 대해 살펴본 결과 지오투어리즘
과 지질공원이 가지는 근본적이고 고유한 성격은 ‘지질의 교육과 안내’이
다. 엄격한 보호와 규제를 통해서 지질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질에 대
한 이해와 설명을 기초로 사람들에게 지질의 가치를 알리고 보존의 필요
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 지질공원의 역할이다. 자연에서 살고 있는 동식물
을 관찰하고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는 생태관광이나 지역 주민의 삶과 경
제적 영향력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관광과 달리 지오투어리즘은 지질 경관
이나 지질의 고유한 특성으로부터 기인한 지역 문화를 지역주민과 함께 
발굴하고 연구한다. 지질에 대한 전문지식을 지역주민은 교육받아 방문객
에게 해설을 하고 지질 명소를 보호하고 직접 운영하고 관리한다. 이를 통
해 주민들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거나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정체성
을 인식하게 된다. 지질의 보존, 지속가능한 관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지질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다. 지질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다면 지질공원, 지오투어리즘은 일반적인 공원이나 관광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개념이 되어 버린다.

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지닌 지형 및 지
질현장으로 지질과 지형의 생성과 변화과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커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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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의 일부이다. 각각의 지질명소는 다양한 지구 활동의 결과물로 생성된 
형태와 구조, 구성 원소, 특성 등이 매우 다채롭다(Newsome D & 
Dowling RK, 2005). 그 땅을 기반으로 양분을 얻는 식물계, 해당 식물들
을 먹이로 하거나 식물이 만든 환경에서 서식하는 동물계, 그렇게 형성된 
생태계와 인간은 함께 공존한다. 공존하는 생태계를 바탕으로 인류의 생활
과 문화가 만들어지고 고유의 모습을 갖추게 되고, 다양한 지질에 따라 그 
모습도 다양해진다(Murray Gray, 2013). 지질은 그 형성 과정부터 그와 
연관된 생태와 인간 삶까지를 연결하는 연결 고리이자 그 기초이며, 지질, 
생물, 자연, 문화, 예술과 관련된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현장이다. 지질
공원은 현장을 통해 지질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체득하는 장소이다. 

지질의 형성 과정과 원리, 그 소중함의 가치를 단순한 정보나 지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체험적 대상’으
로서 지질공원은 효과적인 체험환경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 체험환경교육
은 비형식적 교육 과정의 일부로, 학교 환경 교육이 제공하는 체험과 지식
의 범위를 넘어 환경적 감수성을 체득할 수 있게 한다. 환경적 감수성은 
환경 및 환경 문제에 대한 정서적 반응 양식으로 자연 환경에 대한 흥미
와 관심을 지니게 한다(김종연, 2012). 즉, 지질공원은 지질을 직접 보고, 
느끼는 체험 환경을 제공하여 효과적인 교육 방식에 따라 지질과 환경에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지질을 보존하고 보호해야하는 필요성을 알
리는 지질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 

1-3-2. 지질 영역과 행정 경계의 차이

지질공원은 지질을 주제로 하는 공원이다. 그러나 지질 고유의 특성상 
광범위한 지질현상의 결과물 전체를 공원의 범주에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없다(주성옥과 우경식, 2016). 각 지질 현상은 여러 시간의 켜를 거쳐 쌓
이고, 작용과정 간에 서로 영향을 미치고 상호작용한다(Newsome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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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ling RK, 2005). 지질은 하나의 프로세스이고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
문에 지질명소라고 지정된 유한한 경계가 있더라도 해당 장소는 전체 프
로세스에서 시각적으로 드러난 일부분에 불과하다. 

경계가 불문명하고 과도하게 광범위한 지질의 특성상 지질공원을 운영･
관리하고 계획하는 것은 일반적인 공원과 동일하게 실행될 수 없다. 일반
적인 공원은 다루는 주제의 대상은 공원의 경계 내에 있거나 경계와 일치
한다. 하지만 지질공원은 지질현상의 결과물 전체를 사람들에게 공개할 수 
없고, 보존을 위해서라도 모든 공간을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 해당하는 지질 영역의 넓이도 매우 광활하기 때문에 보행으로 전 
구간을 경험하는 것도 시간적, 공간적, 체력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
렇기 때문에 지질공원은 일정 범주 안에서 지질을 효과적으로 경험하고 
지식을 체득할 수 있는 공간 구성과 교육 방식이 필요하고 효율적인 교육
이나 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지질공원의 경계는 영역적 개념을 가지며 하나의 관리주체가 대상지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관리주체들이 각자의 목적에 맞게 관리하는 
것과 동시에 지질공원으로 관리되고 있다. 자연유산이나 문화재 보호와 같
이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보수적인 관리 주체부터 관광지 개발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관리 주체까지 지질공원에 대한 다양한 
목적과 관점을 가지고 관리한다. 특히 지질이라는 넓은 영역적 특성이 지
질공원의 경계를 일반적인 공원 제도에서 가지는 경계의 성격과 물리적, 
내용적으로 다르게 한다. 이는 지질공원 관리와 계획의 법적 경계와 책임
을 불분명하게 하여 지질공원 관리를 위한 노력과 책임의 지속성을 모호
하게 한다. ‘지질’을 지질공원이라는 제도적 경계를 이용하여 관리하는 것
은 다른 공원과 같이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은 현
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1-3-3. 지질 보존과 이용의 조화

지질공원, 자연공원, 문화재보호 제도들은 자연환경이나 지질경관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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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라는 면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지만, 지질공
원은 자연의 보존과 관리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여타 법적 보호제도인 자
연공원이나 천연기념물과는 제도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연공
원은 용도지구와 같이 고정적인 보호 구역을 명확하게 설정한다(환경부, 
2012). 문화재보호법은 지정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구역’, ‘보호
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설정하고 지정구역과 보호구역 내에서의 
모든 행위는 문화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지질공원은 그에 비해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이념을 가지
고 인간의 생활과 활동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허용하고 지향한다. 
지질과 자연유산의 보존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동시에 지질에 관한 교육
과 가치 전달에 큰 관심을 가지며 보전과 이용의 적절한 조화를 추구한다
(환경부, 2012). 지질공원 구역 전체를 보호 및 보전 구역으로 지정하여 
모니터링, 공개제한, 훼손 방지 등의 규제를 통해 유산을 보호하기도 하지
만, 지질공원과 명소 일부를 활용하여 사람들이 직접 방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질 교육, 관광 활동 시설을 갖추거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일정 
부분 유산의 활용을 통해 지질유산의 가치를 전달하고 공유하며, 지질유산
을 지킨다. 

지질 유산은 한 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지질을 다루는 방식은 신중해야한다. 지질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동시에 
지질의 가치와 그와 관련한 지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적절한 개발을 통해 지질을 이용하는 것이 지질공원이 다른 공원과 
관광지와는 다른 차별적인 특성이다. 방문객이 지질 유산을 느끼고 관련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물리적 조성 방식을 선택함과 동시에 후대의 사람들
도 지질유산과 지질공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의 정도를 
설정하고 적절히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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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연구

지질공원의 특성상 효과적인 지질 교육을 위해서 지질공원의 개발과 발
전은 정보 전달과 안내, 운영 조직, 공간 구성의 차원에서 일반적인 공원
이나 관광지의 운영･관리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어떤 
방식이 바람직한지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 세계지질공원의 사례와 지질공
원이 아니지만 세 가지의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사례를 살펴본
다. 정보 전달을 위한 체계를 수립하고, 일정한 영역과 경계를 넘어서 가
치를 보존하고 지켜내기 위해 영향력 있는 실천과 조직 구성 방식을 보여
주고, 교육의 장으로서 흥미롭고 효과적인 공간 구성 방식의 사례를 살펴
보고 지질공원이 앞으로 발전해 나아가야할 방향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2-1. 정보 전달과 안내

2-1-1. 버런 앤 클리프 오브 모어 지질공원

(Burren and Cliffs of Moher Geopark)

버런 앤 클리프 오브 모어 지질공원은 2011년 9월에 유럽 지질공원 네
트워크에 합류했다. 버런(Burren) 지역은 아일랜드 서부 해안에 위치한  
석회암 언덕과 고원 지대의 절벽과 바다 절벽의 극적인 지질 경관을 가지
고 있다. 물은 땅으로 스며들어 지하수가 되고 하나의 동굴 망에서 흘러나
온다. 이곳은 해수면 위 200m 높이의 절벽으로 유명하고, 해안 침식으로 
인해 해안 동굴, 아치, 기둥, 해변과 모래 언덕이 만들어졌다. 풍부한 생태
자원과 고고학적으로 세계적인 가치를 가진 것으로 유명하며, 북극, 알프
스, 지중해 생물종의 독특한 조합과 아일랜드 토착 식물의 70%이상이 자
생하고 있는 곳이다(세계지질공원 홈페이지, 2018).

버런 앤 클리프 오브 모어 지질공원은 합리적인 방문객 안내판을 제공하
기 위해 2008년부터 착수해 계획과 예산을 검토하고 기금을 조달해 2016
년 계획을 수행했다.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사인 디자인 계획 프로젝트 보
고서에 따르면 전문가와의 상담과 방문객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진 1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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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원칙을 기준으로 안내 디자인 계획을 수립했다. 최소한의 안내 시설
을 통해 지질 경관을 유지하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방문
객들이 주로 지나치거나 머무는 지점을 선택하여 명확하고 중요한 안내를 
위한 원칙을 제안한다. 지질공원과 관련된 정보를 제외한 사적 안내 정보
나 부정확한 안내 시설을 완전히 제거하고 보행이나 자전거를 통해 지질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내 체계와 시설 디자인을 실시한다. 통
합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을 통해 개별적인 장소의 안내나 광고가 아닌 문
화적이나 생태적으로 의미가 있는 지역을 안내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또한 
지질공원과 연계된 마을의 입구를 안내하는 시설을 배치하여 접근성을 높
였고, 방문객이 모여드는 지점에 필요한 탐방 경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다. 안내 시설 매뉴얼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그래픽 디자인을 제안하
여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Brendan McGrath, 2011).

[그림 5] 지질공원 안내 시스템 (출처: 버런 앤 클리프 오브 모어 지질공원)

버런 앤 클리프 오브 모어 지질공원은 지질공원 전체의 자동차, 자전거, 
보행을 이용한 안내 지도와 각 지질 명소를 탐방하는 안내지도가 위계별
로 제공되어 있고, 경로의 길이, 시간, 난이도까지 각 명소별로 명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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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지질 명소와 연계된 각 마을의 위치와 성격, 역사를 소개하고, 지질 
명소를 관람하는 탐방경로와 자전거 탐방로, 음식 탐방로, 어드벤처 활동
을 포함한 탐방로 등 다양한 관람 방식과 경로를 제안한다. 관련 어플리케
이션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각 지질명소별 관찰 포인트와 그와 관련된 지
질학적 내용을 안내하고 그와 관련된 역사적인 사건과 이야기도 함께 소
개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체계적이고 쉽게 접할 수 있다(버런 앤 클
리프 오브 모어 지질공원 홈페이지, 2018). 

[그림 6] 지질 명소별, 이동 수단별 탐방경로 지도 

(출처: 버런 앤 클리프 오브 모어 지질공원)

지질공원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명확한 안내 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버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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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아름지기와 문화재청간의 
민간협력 사업으로 바뀐 궁궐안내판

(출처: 아름지기)

앤 크린프 오브 모어 지질공원은 안내 시설물의 배치와 디자인에서부터 
지질 명소의 탐방 주제나 내용과 관련된 경로와 지도 혹은 자동차, 도보, 
자전거 등 다양한 이동수단과 관련된 경로와 지도와 같이 다양한 규모와 
조건별로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을 고안했다. 그와 관련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와 디자인을 선정하고, 인지하기 쉬운 체계를 수
립하여 지질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쉽고 명확하고 다양하게 지질을 경
험하고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한 점이 본받을 만한 점이다.

2-1-2. 아름지기

아름지기는 ‘아름다움을 지키는 사
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우리의 문
화유산을 돌보려는 마음으로 2001년 
만들어진 재단법인이다. 아름지기에
서 시행한 한국의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사업 중 하나가 ‘서울 4대 궁궐 
및 종묘 안내판 개선사업’이다. 이 사
업은 궁궐의 안내판을 기존보다 발전
된 디자인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
이기 위한 사업으로 아름지기와 문화
재청이 힘을 합쳐 각계의 전문가들의 
뜻과 힘을 모아 3년간 진행한 사업이
다. 문화재청은 아름지기와의 민관 
협력의 방식을 제안했다. 궁궐의 공
공디자인을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문화재청에 기
부하면 문화재청이 실행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방문객에게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안내판 내용의 위계와 적합한 매체의 
선정, 관람 방식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안내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과 원칙, 
체계의 차원에서 지질공원에 시사한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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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을 이해하고 보존하기 위해 시행된 공공디자인 사업은 가장 먼
저 궁궐을 이해하고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과정에서 궁궐은 
임금이 살았던 커다란 집이라는 단편적인 인식에서 왕과 왕비, 왕비의 소
지품, 시녀 등이 머무르던 공간, 마당 정원 등이 하나하나 모여 만들어진 
완전한 유기체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안
내판의 문제점과 한계를 짚고, 방문객의 의견에 따라 궁궐이 가지고 있으
나 전달되지 않은 잠재적 가치를 찾았다(아름지기, 2008). 안내판의 구체
적인 디자인과 설계를 맡은 투바이포 대표는 궁의 품격에 맞는 하나의 정
체성을 개발해야하는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 정체성을 ‘편의성이 있으면서
도 진중하고, 문화재에 대한 존경심이 담겨 있어야 한다.’로 설정했다(아름
지기, 2008).

아름지기는 방문객에게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내용의 
위계와 연계 매체, 관람 방식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인 안내 체계를 구축
했다. 각 매체에 따라 전달하는 콘텐츠의 위계와 배치의 원칙과 규칙을 설
정하여 통일성을 갖췄다. 설문조사를 통해 관람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의 
중요도와 빈도를 분석하고 안내판에 담아내야하는 정보의 내용과 종류를 
뽑아냈다.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안내 매체를 구성하고 그에 맞는 정
보의 수준을 설정했다. 각 매체 간 그리고 정보 간의 통일성을 제공하기 
위해 안내 구조와 체계를 설정했다. 안내판의 형태와 디자인의 여러 대안
을 설정하고 최적의 디자인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하고 실험했다(아름지기, 
2008).

2-2. 운영과 관리 조직

2-2-1. 마블 아치 동굴 지질공원 (Marble Arch Caves Geopark)

마블 아치 동굴 지질공원은 북아일랜드에 서부의 페메너(Fermanagh) 
지구에 속해 있다. 큘카(Cuilcagh)산의 낮은 석회암 구릉지는 영국과 아일
랜드의 가치 있는 동굴인 마블 아치 동굴(Marble Arch Caves)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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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동굴 계를 가지고 있다. 페메너(Fermanagh) 지구 협의회는 1985년 
마블 아치 동굴(Marble Arch Caves)을 관광 동굴로 개발했으며 현재 아
일랜드의 선도적인 명소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이 동굴은 100개국이 넘
는 곳에서 92만 2천명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다. 동굴 탐사를 통해서 
마블 아치 동굴 탐사는 세계적 수준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실제 흐르는 
강의 중심 계류를 볼 수 있는 동굴로 직접 관람 가능한 동굴은 흔치 않기 
때문에 매우 유명하다. 이 동굴은 1985년에 개장하여 매년 5만 명의 방문
객이 방문하는 곳으로 성수기에는 45명의 전임 직원이 근무한다. 동굴 관
람하는 사람들은 지역의 호텔, 레스토랑 및 상점과 같은 관광 시설을 이용
하여 관련 산업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세계지질공원 홈페이지, 2018).

마블 아치 동굴 지질공원은 보존, 개발, 교육 및 지질 관광에 관한 관리
와 운영 방식으로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마블아치 지질공원은 아일
랜드와 북아일랜드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지질공원이다. 2004년 세계지
질공원에 등재되고 점차 범위를 확장하여 2008년 북아일랜드 페메너
(Fermanagh) 서부와 아일랜드 카반(Cavan) 서부를 경계로 40개가 넘는 
지질 명소를 가진 국경을 넘은 다국적 세계지질공원이 된다(Marble Arch 
Caves Global Geopark, 2018). 지질공원의 관리의 경우, 운영 및 감독은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두 나라가 공동으로 진행하며 관리본부는 관리의 
효율성을 생각하여 마블아치 지질공원에서 가장 중점으로 운영하는 마블
아치 동굴 방문자센터 내부에 위치하고 있다(주성옥과 우경식, 2016).



- 32 -

[그림 8] 운석과 관련된 지질 교육 현장 

(출처: 마블 아치 동굴 지질공원)
 [그림 9] 큘카(Cuilcagh)산의 석회암 

지대 (출처: 마블 아치 동굴 지질공원)

마블 아치 동굴 지질공원은 지질공원의 내부 직원들을 통해 지질공원과 
관련된 관광, 교육, 보존과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매년 약 30만 명
의 사람들이 지질공원을 방문하며, 1만 명이 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
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편안한 자연 환경 속에서 특별 교육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찾아오게 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Marble Arch Caves Global Geopark, 2018). 지질공원 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관광, 교육, 연구와 보존이 결합된 지질 교육 프
로그램을 구상하고 제공하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지질공원과 관련된 연구를 비롯해 방문객의 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
하는 전담 조직과 센터가 지질공원의 가장 큰 명소를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다. 내부 직원들은 교육, 관광, 보존, 연구의 전문가로 지질공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축적하고 생산한다. 그를 바탕으로 공원을 방문하는 방문
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직접 운영 한다. 이러
한 전문성과 조직을 바탕으로 마블 아치 동굴 지질공원은 주민, 행정 조
직, 전문가, 기업이 협력하고 협조하고 자금을 마련하는 네트워크가 형성
되어 경제적, 사회적인 지속가능한 운영 관리 조직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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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제주 올레 코스 (출처: 제주올레)

2-2-2. 제주올레(Jeju-Olle)

제주올레 길은 사단법인 제주올레의 서명숙 이사장이 만든 길이다. 대형
버스가 줄지어 다녀가는 관광지로서의 제주도를 느리게 걸으며 아름다운 
제주 풍광을 즐기는 도보여행지로 만들었다. 2007년 올레길의 첫 개장 이
후 2018년 5월 현재 21개 코스를 운영하고 있다. 도시의 바쁘고 상처 많
은 삶을 두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온 서명숙 이사장은 제주도의 아름
다운 풍광을 느리게 걸으며 지친 도시인들을 위로하는 길을 내고자 했고 
주변 지인들을 모아 사단법인을 만들어 소정의 후원금을 모을 수 있는 조
직을 구성하고 소수의 구성원과 길을 만들어 갔다(서명숙, 2008). 제주올
레는 국내의 고정된 행정조직 내에 소속되지 않은 새로운 조직을 통해 제
주 관광의 패러다임과 인식을 전환했다는 점에서 주요 시사점을 가진다.

사단법인 제주올
레는 관과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경로
의 후원을 통해 조
금씩 성장했다. 특
정한 관리 기관에 
속해 있는 조직이 
아니라 개인이 운영
하는 사단법인의 형
태로 개인이 가진 
추진력으로 지자체, 
언론, 기업과 협력하며 ‘자연속의 길’을 만들어 갔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관광자원이 만들어 지기를 기대하며 서귀포시청은 코스 당 5백만 원의 탐
사비용을 지원하고, 개장행사마다 유명 언론인과 연예인들이 참석하게 된
다. 이러한 후원과 도움으로 올레길은 초기 마케팅에 큰 효과를 얻게 된
다. 운영 초기에는 주로 개인들의 소액 후원금으로 운영되었고, 그 후원금
은 부족하지만 중요한 재원이었다. 시간이 지나며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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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기 시작하면서 여러 기업들이 후원하기 시작했다(서명숙, 2010). 제주올
레는 사단법인이라는 조직적 특징을 활용하여 방문객, 지역주민 등 다양한 
개인부터 지자체, 기업들까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들이 
모여 ‘자연을 걷는 길 내기’라는 하나의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며 구현하고
자 힘을 모은 것이다.

개인과 그 지인들의 모임이지만 기획, 홍보, 디자인을 전문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내려와 제주 올레를 만들고 기획해 나갔다(서명숙, 
2008). 제주 올레길은 길을 만들어나가고 사람들의 반응과 관심에 따라 
개선해나가는 사단법인이라는 단일 조직이 있었고, 후원과 지원을 통해 지
자체, 주민, 기업가 등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했다. 제주도의 일반적인 관
광 행태와 다른 제주 관광의 새로운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제주 올레가 
만들어 간 것들은 지질공원은 국내에서 지역의 지질적 가치를 드러내는 
방식에 있어서 시사 하는 바를 가지고 있다.

2-3. 물리적 구성 방식

2-3-1. 코퍼 코스트 지질공원 (Copper Coast Geopark)

코퍼 코스트 지질공원(Copper Coast Geopark)은 워터포드(Waterford) 
지역에 속한 트래머(Tramore) 마을의 동쪽에서부터 둔가반(Dungarvan) 
마을의 서쪽으로 뻗어 있는 약 25km 길이의 아름다운 해안선으로 이루어
진 곳이다. 19세기에 운영된 구리 광산에서 이름을 따왔다. 화산과 관련된 
뛰어난 지질학적 가치뿐만 아니라 구리 광산의 중요한 역사를 담고 있는 
지역으로 2001년 유럽 지질공원으로 인증되고, 2004년 유네스코 세계지질
공원으로 인증되었다.

코퍼 코스트 지질공원은 4억 6천만간의 여러 지질학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해안선을 따라 노출된 암석 절벽은 이암과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퇴
적층과 안산암과 유문암질 화산층으로 이루어져 해저의 생물활동과 화산 
활동의 기원과 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 이 지역의 지질은 약 3억 6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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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전 이전에 형성된 암석층이 융기 활동으로 산이 되고 사막 환경에 노
출되면서 붉은색 사암과 역암층을 형성한 더 최근의 지구 활동의 과정도 
함께 기록하고 있다. 현재 해안과 내륙의 지질경관은 지난 2백만 년 동안 
이루어진 빙상과 빙하 작용의 흔적이고, 땅이 천천히 움직이면서 이루어진 
침식작용으로 형성되었다. 풍경을 만들었다. 약 1만 년 전 빙하기가 끝나
자 빙하가 녹으며 돌덩이를 함유한 점토를 쌓아 지층을 덮고 있다. 

스트래드벌리(Stradbally), 번머혼(Bunmahon), 앤스타운(Annestown), 
던힐(Dunhill), 페너(Fenor)의 다섯 지역의 독립적인 커뮤니티에 의해 만
들어진 코퍼 코스트 투어리즘은 아일랜드 지질조사국(Geologiclal Survey 
of Ireland)과 아일랜드 마이닝 헤리티지 트러스트(Mining Heritage 
Trust of Ireland)와 파트너쉽을 이뤄 유럽 지질공원 인증을 위해 노력했
다. 지질공원은 지질 유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 서비스
와 상품을 개발했다. 지질 공원 관리팀은 기존 광산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보존을 위한 노력을 통해 아일랜드 광업 역사의 중요
한 사건을 잘 간직하고 있다(Patrick Maher, 2010).

관광객들이 코퍼 코스트 지질공원의 지질을 이해하도록 개발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지질 정원(Geological Garden)이다. 번머혼(Bunmahon) 마을
에 위치한 이 정원은 방문객들이 정원의 타임 패스(Time Path)를 따라 걸
으며 지질학적 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지구 역사의 주요 단계와 
생물의 진화 과정을 묘사하는 길을 따라 28개의 고정된 돌 조각이 놓여 
있다. 유익하고 다채로운 내용의 안내판이 배치되어 있고 지역에서 발견되
는 바위와 돌의 견본을 전시하고 있어 길을 따라 걸으며 관찰할 수 있다. 
게다가 지질공원과 주변 지역을 탐방하는데 필요한 지질에 관련된 정보와 
탐방 코스가 구성되어 있고, 관련 가이드와 지도 서비스가 제공된다. 각 
지질 명소와 탐방로마다 필요한 정보가 담긴 안내판이 배치되어 있고, 필
요에 따라 가이드 투어를 이용할 수 있다. 탐방로의 안내판은 접근하기 쉬
운 방식으로 엄격한 기준을 통해 개발되었고, 탐방로와 지질공원과 관련된 
정보는 지질공원 웹사이트를 통해 쉽게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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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rick Maher, 2010).

[그림 11] 지질 정원(geological garden)의 모습 (Patrick Maher, 2010)

쿠퍼 코스트 지질공원은 각 지질명소에 대한 세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와 관련된 내용을 방문객에 충분히 느끼고 갈 수 있는 지질 교육의 장을 
조성했다. 지질학적인 내용을 공간에 표현하기 위해 정원을 조성하고 각 
명소의 지질학적 내용에 맞는 안내시설을 배치했다. 지질과 지질경관, 정
원을 이해하고 표현하여 방문객이 지질에 대한 내용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쿠퍼 코스트 지질공원은 지질에 대한 세부적인 내
용, 지질 경관과의 연계, 지질경관의 관리, 탐방로의 구성과 짜임새, 정보 
전달의 방식과 시설 등 지질공원의 물리적 공간 구성에 관련하여 시사 하
는 바를 가지고 있다.

2-3-2. 식물원

최근 식물원은 다양한 식물 종을 수집하고 연구하는 전통적인 기능과 역
할을 넘어서 일반인들에게 식물을 통해 교육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변모
를 꾀하고 있다. 지질공원은 지질 교육의 장으로서 지질을 연구하고 관련
된 지식을 수집하는 것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질에 대한 정보와 지
질 유산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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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에덴 프로젝트 항공사진
(출처: www.edenproject.com)

새로운 개념과 형태로 조성되고 있는 식물원 2곳의 사례를 살펴본다.
첫 번째 사례는 영국 남서

부의 콘월(Cornwall) 지역에 
위치한 에덴 프로젝트이다. 
이 식물원은 팀 스미트(Tim 
Smidt)가 보델바 폐광
(Bodelva Pit)라는 고령토 
폐광산 부지에 22ha의 규모
의 종합 체험 환경 학습 공
간으로 조성한 식물원이다. 
‘에덴 프로젝트는 살아 있는 
세계의 모든 것들을 사람들과 이어줍니다.(The Eden Project connects 
people with each other and the living world)’라는 모토를 가지고 효
과적인 교육 체험 프로그램과 시설을 제공한다. 개별적인 식물 정보의 수
집과 소개에 그치는 영국의 전통적인 식물원과 달리 에덴 프로젝트는 식
물을 소재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강조하고 자연과 인간의 상관관계와 
그 과정을 보여준다. 각 기후대별 전시관에 식물들을 전시하고, 기후의 특
성을 드러낸 가옥을 함께 전시해하여 식물과 지역의 특성을 동시에 보여
준다. 기후에 따른 식물의 분포가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도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각 식물 종과 인간 생활과의 연관성을 보여
주면서 사람들의 일상이 대규모 경작과 불공정 거래와 밀접하게 연관되며 
이러한 일상이 식생과 생태계 파괴에 이를 수 있다는 도덕적 메시지를 전
달하기도 한다(김종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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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에덴 프로젝트의 현장 교육의 모형 (출처: 김종연(2012)) 

전통적인 식물 자체에 대한 강조를 넘어서 식물에 대한 인간의 이용, 환
경교육에 대해 강조하고 다양한 전시 스토리텔링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제
시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행동을 하도록 변화시켰다. 에덴 프로젝트
에서 시사 하는 바는 어떤 교육적 내용과 메세지를 전달하기 위해 관련된 
적합한 내용과 대상을 선정하고 그에 맞는 전시 방식을 결정하는 방식에 
있다. 단편적인 지식의 전달이나 나열이 아니라 일련의 메시지가 담긴 스
토리의 연속성으로 전달의 효과를 증폭시킨다(김종연, 2012).

두 번째 사례는 호주 맬버른(Melbourne) 남동쪽 외곽의 크랜버른
(Cranbourne) 지역에 위치한 오스트레일리아 가든이다. 호주의 왕립식물
원(Royal Botanic Gardens)이  25헥타르의 모래 채굴장이었던 곳을 재생
하는 과정에서 조성했다. 전 세계 식물원들이 기존의 전시 및 연구 중심으
로 진행된 식물원의 패러다임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시점에 완공되었
으며, 경관 보존의 메시지와 방문자의 의미 있는 참여에 대해 새로운 관심
을 일으켰다. 호주인들은 호주 경관에 대해 숭고한 아름다움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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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오스트레일리아 가든 항공사진

(출처: www.archdaily.com)

동시에 고난의 원천으로 
인식하며 애증의 감정을 
품고 있다. 이러한 호주 
경관을 모티브로 창조적 
경관을 구성하여 방문객
에게 자유로운 감상과 감
각적 자극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습의 효과를 
높이고 호주 식물군이 가
진 잠재적 활용성과 다양
성을 보여준다(TCL, 
2018).

오스트레일리아 가든은 방문객에게 해석적인 경험을 통해 식물 전시를 
접하게 하고자 했다. 지나친 교육적 안내판은 지양했는데, 체험과 몰입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복잡한 
나무숲을 산책하거나 바람이 부는 해안가를 가로지르는 보행로를 통해 삼
림과 정원의 경관을 동시에 연상시키고 호주 해안가에서 이루어진 도시화
의 과정을 생각하게 한다(TCL, 2018). 공간이 담고 있는 경관과 분위기를 
통해 감상자가 일련의 메시지를 느끼고 인지하게 만든 것이다. 동시에 다
양한 식물군을 정원에 배치하여 지적이고 해석적인 경험까지도 제공한다. 
일련의 내러티브를 통해 전체 공간을 구성하고, 그 공간을 통해 감각되는 
경험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강화시킨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다층적
으로 감성적, 지적 자극을 받게 된다. 공간의 구성은 다양한 형태와 재료
로 계속해서 변화하지만 그를 경험하는 탐방로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제
각기 경험하고자 하는 예상치 못한 감각적 자극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
고 부유한다. 그 결과 모든 방문객이 각자 다른 경험을 통한 각각의 메시
지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간다(이홍인, 2018).

오스트레일리아 정원은 경관을 통해 사람들에게 던지고자 한 일련의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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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를 설정하고, 경험적이고 감각적인 자극을 통해 지식을 전달한다. 단
편적인 지식의 전달에 집중했던 전통적인 식물원의 전시 방식의 패러다임
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에 맞는 식생
과 재료를 통해 공간을 구성하고, 방문객에게 다층적인 경험과 감각적 자
극을 준다. 메시지나 정보의 전달은 직접적이거나 명시적이지 않고, 경관
과 경험의 변화를 통해 암시적이고 다층적으로 방문객에게 전달된다. 이 
사례는 경관과 공간의 구성 그 자체가 하나의 짜임새를 가진 내용이 되고, 
지적이고 감성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단편적인 지식과 정보의 나열이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유일한 방법
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3. 지질공원 분석의 틀

지질의 보존과 가치의 전달이라는 지질공원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발전을 위해서 지질공원의 특성상 기존의 공원에서 이루어지는 계획, 설
계, 조성, 관리, 운영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질교육의 장으로서, 영역
을 초월하는 광범위한 지질과 지질현상을 다루기 위해서는 지질공원 전체
를 아우르는 교육적, 조직적 체계와 지질 명소의 물리적 구성의 차원에서 
일반적인 공원과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지질공원이 지질 교육의 장으로
서 기능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조건으로 명확한 정보 전달과 
교육 체계, 전문적이고 협력적인 운영 조직, 교육적 정보를 담은 공간 구
성이 있다. 이를 기준으로 지질공원 전반을 운영 관리하는 행정 조직의 현
황과 교육‧홍보를 위한 다양한 구현 방식의 현황, 지질 명소별 공간의 구
성과 정보 전달 방식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그와 관련된 현황 분석의 틀은 아래 [그림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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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국가지질공원 분석의 틀

3-1. 지질 교육과 안내의 차원

지질공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인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
구과학적인 전문성을 포함하여, 교육, 관광, 환경 관련 전문가들과 협력하
여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지질교육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
질공원은 직접 방문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생성
하는 장으로서 기능하여야 한다.

지질공원 범주 안에 포함된 지질의 특성과 지구 활동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지질명소별로 다양한 경관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각 명소
별 특징과 다양성이 다른 명소간의 특징과 비교했을 때 지질의 다양성을 
느끼고 하나의 체계로서 인지할 수 있다. 각 명소별 제공되는 정보가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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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있게 제공되어 동등한 위계에서 지질명소의 지질학적 내용을 파악하고 
지질공원 전체를 유기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교육과 안내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교육하는 각 대상별로 수준과 관심이나 흥미의 정도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초등, 중고등, 성인별로 각 탐방객들의 방문 목적이나 취향에 맞는 
단계별 지질 교육 시스템이 구축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방문객에게 지질학적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이 하나의 체계로 명확하게 
인식되기 위해서는 통일성이 필요하다. 지질공원 전체, 각 명소, 각 명소
의 지질학적 내용, 위치 정보와 관련된 내용이 전달되는 방식이 어떤 명소
의 어떤 매체를 선택하든지 전달되는 정보의 내용과 위계가 한 번에 인식
되는 디자인 언어가 있어야 한다. 일관된 디자인 언어는 지질공원을 이용
하는 사람에게 혼란을 주지 않으며 필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
도록 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질 교육을 기대할 수 있다.

3-2. 운영과 관리 방식의 차원

지질공원은 지질학, 지리학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지질과 관련된 생
물, 생태, 환경, 역사, 문화, 인문, 교육, 관광 등과 관련된 전문성을 필요
로 한다. 지질과 관련된 전문적 내용의 수집을 넘어서 지질과 관련된 전설
이나 전통문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발굴하여 사람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
고, 사람들에게 지질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교육하고 관람하는 방식에 대
한 전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구성원으로 
만들어져 체계적으로 분업하고 협력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지질 고유의 특성상 광범위한 지질현상의 결과물 전체를 공원의 제한된 
경계와 범주에서 안내하고 운영‧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도시 계획, 
자연 보존 계획 등 행정상의 경계와 지질의 경계를 일치하지 않아 공원이
나 자연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기존의 행정구조는 지질공원을 원활하
게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질공원의 
보전, 교육과 연구를 위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전담 조직이 필
요하다. 지질공원의 대표 명소를 중심으로 전담 조직과 방문객 안내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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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결합된 지질공원 전담 조직만을 위한 시설이나 센터가 필요하다. 지질
공원 전담 센터는 지질공원과 관련된 학문적 데이터를 축적하고, 교육 시
설이나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제공하는 베이스캠프의 역할을 할 것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들로 구성된 조직과 지질공원을 전담하는 조
직과 시설은 다양한 기관과의 협조와 협력을 원활하게 한다. 지질 경계의 
탈영역적인 성격으로 하나의 지질공원에 여러 관리 주체가 관계되어 있다. 
자연유산이나 문화재와 같이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관리 주체부터 관광
지로의 개발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개발을 요구하는 
관리 주체까지 지질공원에 대한 다양한 목적과 관점을 가진 주체와 연계
되어 있다. 따라서 지질공원을 관리하는 전문성을 가진 전담 조직이 필요
하고 그를 중심으로 지질공원과 관련된 여러 주체들과 협의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야한다. 

3-3. 물리적 구성 방식의 차원

지질공원은 ‘지질’을 주제로 하는 공원이다. 그러나 지질의 영역과 경계
는 일정 규모로 제한되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각 지질 현상은 여러 
시간의 켜를 거쳐 쌓여 작용과정 간에 서로 영향을 미치고 상호작용하여 
얽혀있다. 지질은 하나의 프로세스이고 유기적인 관계인 것이다. 지질 명
소라고 지정된 유한한 경계가 있는 곳이라도 해당 장소는 전체 프로세스
에서 시각적으로 드러난 일부에 불과하다. 또한 지질현상의 결과물 전체를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탐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지질 
유산의 보존을 위해 해서 접근을 제한하기도 하지만 비전문가가 지질 영
역의 넓이가 일정 시간 안에 사람의 힘으로 전체를 탐험하는 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일정 범주 안에서 지질을 효과적으로 경험하고 지식을 체
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질공원이 기능할 수 있도록 물리적 구성 방식과 
교육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지질공원은 지질과 지형의 생성과 변화과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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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각각의 지질명소는 다양한 지구 활동의 결과물로 생성된 형태와 구조, 
구성 원소, 특성 등이 매우 다채롭다. 그 땅을 기반으로 양분을 얻는 식물
계, 그와 밀접하게 연관된 동물계부터 그렇게 형성된 생태계와 함께 공존
하는 인간과 인간의 생활, 문화는 동시에 다양한 모습을 갖추게 된다. 지
질과 연계되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발견하고 사람들에게 효과적
으로 전달해야하는 것이 지질공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우선적으로 지
질공원을 찾은 방문객에게 전달할 지질과 관련된 학문적 내용이나 전달하
고자 하는 메시지를 수집하고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지질과 지질명소에 관련된 교육 자료를 수집한 것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시설의 선정과 공간의 구성은 방문객에게 관련 지식을 
전달하는 효과와 정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방문객이 움직이는 경로에 
따라 안내판의 배치를 적절하게 하고, 탐방로의 이동 순서에 따라 개괄적
인 내용에서 지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순서에 맞게 나열한다. 설명하
고자하는 내용과 관찰하는 지질 경관이나 현상을 잘 매치하여 지질관람의 
현장감을 높여야 한다. 이처럼 지질공원 내부의 탐방로, 안내시설, 교육하
고자하는 내용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방문객에게 전달되는 정보가 명확하
고 흥미를 자극할 수 있도록 한다.

지질의 형성 과정과 원리, 그 소중함의 가치를 단순한 정보나 지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체험적 대상으
로서 지질공원은 효과적인 체험환경교육의 장이다. 즉, 지질을 직접 보고, 
느끼는 체험 환경을 제공하고 지질에 집중할 수 있는 탐방 환경을 조성해
야한다. 지질공원을 진입하여 지질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지질공원을 나올 
때까지의 과정에서 탐방로의 짜임새와 지질경관의 변화와 광경은 지질을 
체험하는 완결성과 가치를 결정한다. 체험과 교육의 효과에 따라 지질과 
환경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고취시키고 지질을 보존하고 보호해야하는 필
요성을 알리는 지질 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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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교육과 운영 방식 현황 분석

1. 교육과 안내 방식 분석

지질공원의 정보전달과 교육은 명소별 지질의 형성과정에 대한 정보와 
동시에 제주 지질 전반에 대한 통합적 인식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각 명소가 하나의 지질공원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개별적 
지질활동의 결과물을 통해서 제주도가 만들어졌다는 통합적인 교육 지식
도 전달되어야 한다. 제주 지질공원은 그에 따라 다양한 교육 시설, 프로
그램, 홍보, 마케팅 전략을 계획하고 수행하고 있다. 

교육과 안내 방식 현황에 대한 분석의 틀은 제주 지질공원을 교육하고 
안내하는 방식이 전문성, 체계성, 통일성을 갖추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차 제주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계획에 따르면 제주 지질공원은 
지질에 대한 교육과 안내를 위해 교육 자료와 홍보영상물의 개발과 배포, 
안내판의 설치, 지오브랜드의 확립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 지
질공원 홈페이지, 지질공원 관리 담당자, 3차 관리 및 운영계획에서 제공
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결과물들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이 결과물들이 
전문적인 내용으로 각 명소별, 대상별, 목적별 위계를 가지고, 일련의 단
위로 느껴지는 전문성, 체계성, 통일성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한다. 추가적
으로 지질공원을 찾은 방문객에게 지질공원 교육과 안내에 관련된 설문조
사를 실시하여 실제 교육과 안내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고, 지질
공원 해설사의 지질 해설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한계를 짚어본다.

[그림 16] 교육과 안내 방식 현황 분석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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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육과 안내 자료

지질공원은 지질학적 내용과 지질유산의 가치 전달과 유산에 대한 관심
을 증대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 지질의 아름다움
과 그 학문적 가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알기 쉬운 방식으로 전달하고자 
교육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안내판, 해설사 교육 및 배치, 홍보 책자
의 발행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다음은 관리자 인터뷰를 통해 
들은 제주 지질공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질 교육과 안내 관련 활동이다.

수월봉, 중문 주상절리대, 일출봉의 경우 원래 안내판이 아예 없던 곳이
거나 입구에 천연기념물에 대한 글자만 빼곡한 안내판이었다. 그러한 명소
들에 1차적으로 지질공원 안내판을 설치했다. 현재 구성이 조화롭지 않은 
점이 있지만, 이는 조금씩 개정되는 과정에 있다. 현실적으로 순식간에 모
든 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는 조화롭고 통일
성 있게 쉽고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아무것도 없었던 명소는 조금씩 시설을 갖추고 나아지고, 기존에 관
광지였던 명소는 시간을 두고 변해가는 과정에 있다. 해설사도 배치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용머리 해안에 위치한 해설사 사무소도 본래 창고를 
개조해서 만들었다. 해설사를 배치하고 유인물을 가져다 논 것도 불과 3-4
년 전이다. 제주도 지질명소는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지금은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해설사를 더 많이 배치하고, 더 다양한 가이드 프로그
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느리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올해도 해설사를 모집 했다. 일 년에 5-6명 정도 모집해서 해설사를 투입
하고자 한다. 지금과 5년 뒤는 또 다르게 진행되고 발전되어 있을 것이다. 

- 지질공원 담당 공무원

제주 지질공원 관리자 측에서는 안내판, 해설사, 안내소, 관련 유인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질공원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자하는 노력하고 있다. 
제주도 지질 명소가 지질 교육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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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실행 내용 연도 방법 실행 내용 연도

안내 
책자

･ 
도서

유네스코 3관왕 제주 2012

영상

 3D 제주도 지질공원 다큐 2014
바람의 언덕 수월봉 2012

유네스코 3관왕 제주 2014한번 둘러볼까요? 제주 
세계자연유산과 지질공원

2012

영상이지오(GEO) 2016지질공원 안내서 2013

화산이 빚은 제주도 
지질공원

2014 제주도 지질공원 드론영상 2017

제주도 지질여행(증보판) 2014
방송

효리네 민박
어쩌다 어른

2017
2018제주도 지질공원의 지질명소 2014

바람의 언덕 수월봉 (4판) 2014

SNS
페이스북 페이지 

제주지오(@jejugeopark)
유투버와 블로거의 활용

2014산방산 용머리해안 
지질트레일

2014

김녕 월정 지오트레일 2014 홈페
이지

geopark.jeju.go.kr/
jejugeopark.com/korean/

2010
제주도 화산지질(기상청) 2014

차귀도 이름의 유래 (만화) 2015
APP

제주지오
위대한 자연유산,  제주

2014
성산 오조 지오트레일 2015

제주가 태어나기까지 2015 기념
품

지오푸드 아이디어 공모 2014
바람의 언덕 수월봉 (6판) 2016

지오와 함께하는 행복한 
제주여행

2017

제주도 지질공원 2017

 제주도 지질공원 2018

리플
릿

바람의 언덕 수월봉 (4판) 2014

산방산 용머리해안 
지질트레일

2014

김녕 월정 지오트레일 2014

성산 오조 지오트레일 2015

바람의 언덕 수월봉 (6판) 2015

제주도 지질공원 리플릿 2015

바람의 언덕 수월봉 (6판) 2016

출처: 3차 제주 지질공원 운영 및 관리계획, 제주 지질공원 홈페이지

[표 4] 제주지질공원의 홍보 현황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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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제주 지질공원 운영 및 관리계획과 제주 지질공원 홈페이지에 공개
된 제주 지질공원을 교육･안내하고 홍보하는 다양한 매체들의 개발 현황
은 [표 4]와 같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안내 책자와 도서, 리플릿이 
지속적인 개발과 개선이 되었고, 이외에도 영상매체, 방송매체, SNS, 인터
넷,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 자료를 
생산하고 방문객과 대중에게 제공했다. 특히 최근 JTBC방송국의 ‘효리네 
민박’과 tvN 방송국의 ‘어쩌다 어른’에서 제주 지질공원에 관련된 방송이 
방영되어 일반 사람들에게 제주 지질공원의 아름다움과 학술적 가치를 널
리 알리게 되었다. 

제주도와 제주 지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지질공원을 방
문한 사람들이 지질 명소를 방문하여 경험하는 교육과 안내의 체계가 제
대로 갖추어져야 지질 교육 활동을 제대로 완수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
만 안내판, 책자, 해설사, 홈페이지 등의 교육 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하
는 노력에 비해 지질공원 안내 체계와 위계가 명확하게 세워져 있는지 대
표적인 생산물인 안내지도와 책자의 결과물과 각 지질명소에 설치된 안내
판을 통해 살펴본다.

제주 지질공원 전반에 대한 안내지도와 책자는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개발, 발간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제공된 안내지도와 책자의 결과물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제주 지질공원의 안내와 교육 매체 현황에서 세 
가지의 아쉬운 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제주 지질공원과 지질 명소를 안
내하는 지도의 이미지와 캐릭터, 폰트까지 새로운 안내 자료가 개발될 때
마다 표현하는 방식과 디자인 언어가 계속해서 바뀐다. 동시에 중요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와 개념이 달라지면서 지질공원이 하나의 체계로 인
식되기 어렵고 지질 명소와 지질공원 전체를 안내하는 정보와 체계도 연
계성과 통일성이 떨어져 각 지질 명소가 하나의 지질공원에 소속된 일부
라는 인식이 전달되지 않는다. 지질공원을 드러내는 명확한 방식을 찾아가
는 시행착오의 일부라고 해석될 수 있지만 이제는 제주 지질공원만의 정
체성을 드러내는 안내와 교육 매체의 디자인 언어를 정립해야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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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일반인, 학생, 어린이 등 정보전달의 대상자에 따른 수준별 안내 
매체의 개발이 필요하다. 지질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방문목적, 나이, 
지적 수준, 관심사 등에 따라 다양하다. 현재 지질공원은 보편적인 일반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개략적인 지질에 대한 내용과 관련 이미지를 통해 제
주 지질공원을 안내하고 있다. 일반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문
가 등 지질공원을 찾아와 지질을 관찰하고 관련된 정보를 습득하고 체득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수준별 안내매체가 필요하다. 목적과 수준에 
따른 적합한 내용을 전달하는 지질공원 안내 매체의 개발은 지질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

셋째, 안내하는 지질명소 별 매체의 개발 수준과 정보의 수준이 동등하
고 각 명소가 지질공원 전체의 일부라는 인식 체계가 적립될 수 있는 안
내매체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지질공원 안내매체는 지질공원 전체에 소
속된 명소의 위치와 개략적인 형성원리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지질 명
소 중에서는 수월봉과 용머리해안･산방산을 제외한 지질 명소의 지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탐방로에 대한 내용이 담긴 안내매체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 개별적인 지질명소를 설명하고 지질과 그에 관련된 역사, 문
화, 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는 안내 매체의 개발과 지질 명소와 
지질공원 전체가 연계될 수 있는 디자인 체계를 통일한다면 균형감을 가
지고 상호 연계되는 하나의 제주 지질공원 안내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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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제주 지질공원 지도 2015년 제주도 지질공원 지도

2015 제주도 지질공원 2016 수월봉 리플릿 內 제주 지질공원

2016 영상이지오 map 2018 제주도 지질공원 안내책자

2014 수월봉 지도 2014 산방산-용머리 해안 지도

[표 5] 제주지질공원과 지질명소의 지도 변화 과정과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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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질 명소에 배치되어 있는 안내판을 내용과 수량, 형태를 자세히 살
펴보면 [표 5와 6]과 같다. 제주 지질공원 안내판의 현황에서 두 가지의 
아쉬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제주 지질공원 전체와 지질명소 등을 안내하는 안내 체계가 명확
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 지질 명소별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의 내용과 수
를 살펴보면 지질공원 전체와 지질명소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되어 있
는 안내판은 만장굴, 산방산-용머리해안, 수월봉 3곳에 불과하다. 지질 명
소에 설치된 안내판에는 개략적인 형성원리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는 안내
판이 산발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지질 명소에 직접 방문해서 경험할 수 있
는 세부적 사실에 대한 설명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지질의 형성과정에서 
만들어진 지질 생산물과 연계가 되는 내용을 세부적 내용으로 분류하여 
합산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세부적 내용을 전달하는 명소는 만장굴, 성
산일출봉, 수월봉, 선흘 곶자왈이고, 성산 일출봉과 서귀포 패류화석산지
는 명소의 전체 면적에 비하면 안내판의 내용과 수량은 매우 부족한 수준
이다. 직접 방문해야지만 알 수 있는 현장감 있고 세부적 내용을 전달하면 
지질교육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안내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지질공
원을 사전에 알고 있지 않은 방문객들이 지질공원을 인지하고 각 명소의 
지질학적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안내판이 되어야 한다.

둘째, 형태적인 면에서 각 지질명소가 제주 지질공원의 일부라는 인식과 
인지를 도와주고 있지 못하다. 각 명소별 안내 시설의 디자인이 일관성이 
없고, 지질공원, 지질명소, 지질 형성원이 등과 같은 내용의 위계와 그에 
맞는 배치 체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 현재의 안내판의 내용과 
형태는 관찰 지점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되는 지질학적 사
실이 지질 명소와 지질공원 전체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파악하는데 도
움을 주고 있지 않다. 지금 관찰하는 지질 생성물은 지질 형성 과정에 일
부이며, 지질공원이 하나의 유기체로서 상호작용한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안내판의 내용･형태적 체계와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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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공원 전반 개괄적 내용 세부적 내용 총 안내판 수

1 만장굴 1개 7개 10개 18개

2 천지연 폭포 - 3개 - 3개

3 중문-대포 주상절리대 - 5개 - 5개

4 서귀포 패류화석산지 - 6개 - 6개

5 성산일출봉 응회고 - 7개 5개 12개

6
산방산 용암돔

용머리 응회환
1개 11개 - 12개

7 수월봉 응회환 2개 15개 5개 22개

8 선흘곶자왈 9개 10개 19개

[표 6] 제주지질공원의 안내판 현황 종합

1. 만장굴 2. 천지연폭포 3. 대포 주상절리

4. 서귀포 패류화석산지 5. 성산일출봉 6. 산방산-용머리 해안

7. 수월봉응회환 8. 선흘곶자왈

[표 7] 제주지질공원의 지질명소면 안내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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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지질공원 인지도

[그림 18] 타 지질탐방로의 인지 및 관심도

1-2. 방문객 설문조사

2018년 2월에 실시한 방문객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해 지질공원 교육과 
안내 체계와 시설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제주 지질공원 교육과 안내 체계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지질공
원과 지질 탐방로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했다. 중문-대포 주상절리와 용머
리 해안은 연 방문객이 170만 명, 50만 명이 넘어가는 제주 지질공원 대
표 명소이자 제주도 대표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림 17]과 같이 방문객
의 52.9%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 된지 8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지 
6년차가 되는 현 시점에서 방
문객의 절반을 조금 넘는 사
람만이 지질공원을 인지하고 
있는 것은 지질공원의 홍보 
활동이 큰 효과를 보이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주 지질공원은 여러 지질
명소를 포함하고 있고, 다양
한 지질 탐방로를 개발하고 
여러 매체를 통해 안내하고 
홍보했다. 그러한 노력에 비
해 [그림 18]과 같이 타 탐방
로의 인지 및 관심도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55.3%가 다
른 탐방로의 존재 자체를 인
지하고 있지 못했다. 그에 반해  89.4%의 응답자가 다양한 탐방로를 가 
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며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타 지질탐방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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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이미 알고 있지만 가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29.1%이고, [그림 19]
와 같이 가지 않은 이유로 정확한 위치의 파악이 어렵다고 45%가 응답했
다. 

[그림 19] 타 지질탐방로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양한 지질탐방로에 대한 관심에 비해 지질공
원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 및 홍보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 이용자
들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
의 지질명소를 방문한 이용객이 다른 명소의 존재를 알게 되고 다른 지질 
명소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 지질공원 전체를 통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안내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지질탐방로의 위치와 
길이, 주변 환경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통해 실제로 탐방객이 방문하고 탐
방할 때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안내와 정보 제공에 대한 만족도와 탐방환경에 대한 만족도에 대
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 시설에 대한 불만족과 그 이유를 예측
할 수 있다. [그림 20과 21]을 보면 탐방환경에 대한 만족도에 비해 제공
되는 정보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고 응답한 방문객이 더 많은 비율을 보였
다. [그림 22]에 따르면 제공되는 정보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물
음에 안내시설이 있는지 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방문객이 절반(50%)이고, 
제공되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45.2%로 그 뒤를 이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지질에 대한 교육과 안내라는 지질공원의 주요 역할을 제
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안내시설의 기본적인 역할은 방문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전
체 공간에 대한 개략적 안내를 하는 것이다. 안내판의 인식과 전달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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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유용함은 안내판의 기본적 소양이기 때문에 지질공원 측에서 적극적
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안내 시설을 설치할 때 사람들이 
인식하는 효과를 고려한 배치 구조와 내용과 관련된 안내 시스템과 시설
을 구축해야 한다.

[그림 20] 탐방 환경 만족도
  

[그림 21] 정보 제공 만족도 

[그림 22] 정보 제공 불만족 이유

1-3. 해설사 인터뷰

지질공원 해설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지질공원에서 방문객에게 지질에 
대한 내용을 직접 안내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안내와 교육 시설과 관련
된 아쉬운 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용머리 해안 지질공원 해설사 2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시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반적인 지질안내를 제공하는 
센터 같은 곳이 있었으면 좋은 것 같고, 그 전시관을 이곳에 설치하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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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 같다. 각 명소별로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중략).......그렇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지질공원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여러 이야기를 한 번에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만조시
간에 잠겼을 때도 지질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다. 탐방 안내
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질공원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 아주 
많다. 자연유산도 올해 10년이 되었는데 아직 다들 모르고 있다. 자연유산
과 문화유산을 잘 모르고 우리나라에 자연유산이 있었느냐고 하는 사람들
도 많다. 하물며 지질공원은 잘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탐방안내소를 통해 
지질공원을 알릴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

현재 안내판도 많이 있지만 각 자치도별로 다른 시기에 다른 형태와 내
용으로 안내판을 설치해서 잘 읽히지 않는다. 안내판과 그 체계를 하나로 
통일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용머리 해안 탐방로 입구부에만 가
도 안내판이 두 개가 있는데 같은 내용에 다른 디자인으로 설치기관이 달
라서 서로 건드리지 못한다고 한다. 차라리 하나로 통일해서 정리하면 좋
을 것 같다. 같은 이야기를 두고 양쪽에서 서술하고 있고, 그 상세 내용은 
다른 것도 있다. 하지만 서로 설치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개선이 어렵다. 
게다가 안내판이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용머리 해안 지질공원 해설사는 지질에 대한 내용과 관련된 전시관이나 
탐방안내소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교육과 안내 시설을 통해 외부 환경이
나 날씨에 영향을 받아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대비하고, 기초적
인 지식을 안내할 수 있는 자리를 따로 마련할 수 있어 교육과 안내의 효
과와 편리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안내판의 체계가 설치 기관과 시기
별로 형태와 내용이 다르고 배치의 구조도 체계가 없어서 방문객에게 정
보를 전달하고 안내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수월봉 지질공원 해설사 1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탐방안내소에서 검은 모래 해변까지 연결되는 탐방로가 조성되어 있지 
않아 아쉽다. 탐방 시설이 갖추어져야하는데 2~3년 전에 예산안과 시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되지 않아서 불만이다. 관리하는 
상부가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또한 서로 다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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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지질공원과 관련해서 연관되어 있는데 호흡이 잘 안 맞는 것 같다. 
그 탐방로만 조성되면 이곳은 최고의 지질명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현
재 절벽구간의 탐방환경은 낙석 등의 위험 요소가 있긴 하지만 물때만 맞
으면 들어갈 수 있다. 용머리나 주상절리는 옛날 50-60년대부터 관광지였
고 돈 500원씩 내고 들어가는 곳이었다. 이곳 탐방로만 잘 조성되면 용머
리해안이나 주상절리 저리가라이다. 게다가 이곳은 무료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 현재는 연 방문객이 30-40만 명 정도 방문하
고 있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사실상 앞으로 300-4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올만한 잠재력 있는 곳이지만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아 못 오고 
있다.

수월봉 지질공원 해설사 1인은 탐방객들이 지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느
낄 수 있는 탐방로의 조성과 개선이 서둘러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질
을 높은 곳에서 조망하는 것보다도 가까이에서 보고 관찰하는 경험을 통
해 방문객에게 높은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탐방
로를 비롯한 주차장과 탐방안내소와 같은 기초적인 탐방 기반시설이 마련
되어 높은 경관적 교육적 가치가 있는 곳을 사람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
는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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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과 관리 조직 현황 분석

국가지질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인증하고, 시･도지사
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관리한다. 제주 지질공원 홈페이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자료와 전담 행정가와의 심
층 인터뷰를 통해 제주 지질공원 행정 조직을 전담 조직의 구조, 분업화의 
정도, 네트워크 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분석한다. 제주 지질공원 
전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주체와 조직 구성을 살펴보고, 지질공원과 연관
된 관리 주체의 현황과 조직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정리한다. 조직의 구성
원이 지질공원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업무의 분담이 어느 정도 확보
되어 있는지 분석하고 국내의 행정조직상 현실적인 한계를 파악한다. 

[그림 23] 운영과 관리 조직 현황 분석의 틀

2-1. 지질공원 관련 운영･관리 조직

3차 제주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계획에 따르면 [표 8]과 같이 제주도 
지질공원의 관리조직은 2010년에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이후 3번에 걸
쳐 바뀌어 지금의 관리구조를 이루고 있다.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
정책과 산하에 지질공원 추진 TF팀을 시작으로 2012년 세계자연유산관리
단 생물권지질공원 팀, 2014년 8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생물권지질공
원연구과, 2016년 7월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산하 생물권지질공원연
구과의 차례로 개편되어 현재까지 운영관리 조직으로 자리 잡았다. 지질공
원의 운영 인원은 현재 6명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과 함께 공동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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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관리하고 있다. 주요 지질연구와 모니터링과 관련된 업무는 생물권지질
공원연구과 내의 지질전문가 1명을 포함하여 세계유산본부 전체에 소속된 
지질전문가 1명, 생물자원연구과와 세계유산문화재정책과에 각 1명씩으로 
총 4명의 지질전문가가 함께 수행한다. 

일시 소속 기구 명칭 전담 부서명 구성원 전문가

2009 제주특별자치도 
지질공원 TF팀

지질공원 TF팀
담당 사무관 1명
지질전문가 1명
행정지원 3명

지질 1명

2012.01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생물권지질공원팀
사무관 1명

지질전문가 1명
행정 2명

지질 1명

2014.08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생물권지질공원연구과

연구관 1명
지질전문가 1명
식물전문가 1명
역사전문가 1명

행정 2명

지질 3명
생물 6명

2016.07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생물권지질공원연구과

연구관 1명
지질전문가 1명
식물전문가 1명
역사전문가 1명

행정 2명

지질 3명
생물 6명

[표 8] 제주도 지질공원 관리구조 변화

세계유산본부의 조직 구조상에서 제주 지질공원의 운영과 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24]와 같다. 제주 지질공원의 대표 명소인 한라산은 면적
이 넓고 관련된 지질, 생물, 자연적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한라산국립공
원관리소라는 별도의 부서를 통해 운영된다. 다른 지질 명소 중 세계유산
으로 지정된 성산일출봉과 만장굴은 자연문화재과가 담당하고 그 이외 문
화재로 지정된 명소는 세계유산문화재정책과에서도 관리한다. 세계유산본
부와 조직 내 생물권지질공원연구과에서는 제주도 지질공원 전체와 지질
명소의 지질, 생태, 자연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 운영 등의 복합적인 활
동을 수행하고 있다. 지질공원에 관련된 전반적인 연구, 조사, 보전, 홍보, 
교육 등의 다양한 역할2)을 생물권지질공원연구과의 2명의 전담 담당자가 
수행하고 있다. 그림 24의 조직도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세계유산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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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자연문화재과, 생물권지질공원과가 제주 지질공원과 관련된 업무
를 분담하며 조직 내 협력체계를 이루고 있다.

[그림 24] 세계유산본부 조직도

 지질 명소의 물리적 현황과 관광객, 문화재 보호 구역과 관계된 관리는 
[표 9]와 같이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관광지 관리소, 문화재 관련 부서
에서 수행한다. 각 명소가 가지고 있는 법적 보호 장치와 운영･관리 담당 
부서는 아래와 같다. 문화재 관리, 관광지 및 관광객 관리, 관련 시설관리 
등의 기본적인 공원, 관광지, 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각 명소별 관리 
기관이 주로 담당한다.

제주 지질공원의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과 담당자는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되어 있고, 지질공원만을 전담하는 조직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채 생물권지질공원과 일부 담당자만이 지질공원을 전담하고 있
다. 지질공원은 지질의 연구와 모니터링, 탐방시설의 조성과 관리, 교육관
련 행사와 프로그램의 운영, 홍보와 같은 업무가 복합적으로 진행되어야 

2) 생물권지질공원연구과에 관리하고 운영하는 내용으로는 지지유산 보호관리, 지
질공원 탐방 기반시설,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지질교육 프로그램 운영, 연구 
조사사업, 위원회 운영, 홍보마케팅, 국제교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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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현재의 지질공원 관리 조직이 지질공원 관련 업무의 전반을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법적 보호 관리 담당부서

1 만장굴 세계자연유산/완충구역
천연기념물 제98호

 세계자연유산관리단

2 천지연폭포 천연기념물 제43, 378, 379호
완충구역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관광지관리사무소 

3 중문-대포 주상절리대
천연기념물 제443호
공유수면/완충구역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관광지관리사무소 

4 서귀포 패류화석산지 천연기념물 제195호
공유수면/완충구역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5 성산일출봉 응회고
세계자연유산

천연기념물 제420호
천연보호구역/완충구역

 세계자연유산관리단

6
산방산용암돔 천연기념물 제376호

명승 제77호/완충구역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관광지관리사무소 

용머리 응회환 천연기념물 제526호
공유수면/완충구역

7 수월봉응회환
천연기념물 제513호
공유수면/완충구역

 제주시 문화예술과
 한경면사무소 

8 선흘곶자왈
자연보호구역

람사르습지/완충구역
제주도 지정기념물

 환경자산보전과
 제주시 녹색환경과

[표 9] 지질명소의 법적 보호 장치와 관리 담당기관

지질공원의 복합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분
업화도 현재는 미흡한 수준이다. 2014년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을 받을 당시에 내려진 권고사항3)에 의하면 제주 지질공원은 유네스코 세
계유산, 생물권 브랜드와의 희석을 방지하고 정체성 인식을 강화해야한다
고 언급했다. 브랜드간의 협력도 필요하지만 각 브랜드를 역할과 임무에 
따라 구별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이에 3차 제주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3) 권고사항 5: 제주도는 세계유산, 생물권과의 브랜드 희석을 방지하고 각 개별 
브랜드 정체성 인식을 강화해야한다. 제주도 지질공원은 이들 브랜드와 협력과 
개발 및 발전에 힘써야 하며, 동시에 각 브랜드별 소관과 임무를 구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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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서는 생물권지질공원 연구과가 생물권보전지역팀과 지질공원 팀으
로 분리하여 조직하고, 행정과 홍보 관련 전문가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자
평했다. 지질공원의 전반에 대한 계획과 운영을 위해서 연구와 관련된 업
무 외에도 지질공원의 교육과 안내를 통한 지질교육 효과의 증대와 활발
한 지질공원의 이용을 위한 방법만을 고민하고 개발하는 전담 조직이 구
성원이 필요하다. 

[그림 25] 지질공원 관련 의사결정 과정

[그림 25]를 보면 제주 지질공원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그림 25]와 [표 9]를 종합하면 지질공원을 관리하는 관계기관은 
세계유산본부의 생물권지질공원과를 비롯하여, 서귀포시, 제주시, 제주특
별자치도 환경자산물관리과가 있다. 이들은 각 소속 기관이 달라서 지질공
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지질공원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
에서 유기적인 업무의 분배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질공원은 인증 이후의 운영과 관리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질공원으로 인증된 것만으로 모든 지질 명소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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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간에 지질공원을 중심으로 운영･관리되지 않는다. 국립공원, 군립공원 
등과 같이 용도지구의 설정이나 문화재보호구역과 같은 엄격한 법적 제한
을 동반하지 않아 지질공원과 각 명소에 해당하는 기존 관리 담당 기관과
의 의견과 입장 차이가 다르고 협조와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에너
지를 필요로 한다. 문화재와 관련된 사항은 세계유산본부 내에 세계유산문
화재부의 자연문화재과와 협력해야하고, 한라산과 관련된 업무는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소, 탐방안내소와 관광지의 운영과 관리는 서귀포시와 제주시
의 각 담당 부서와 협조를 요청해야한다. 이러한 구조적인 상황에서 제주 
지질공원에서 지질 교육에 관련된 내용에 비해 기관 간의 의사소통과 상
호 협조 요청과 관련된 업무가 지질공원 운영 관리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2-2. 심층 인터뷰

지질공원 관리 담당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제주 지질공원의 관리와 
운영과정에서 겪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와 어려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제주도청, 서귀포 시청, 관광지 관리사무소 등이 여러 기관이 있다. 서
귀포 시청에서 기본계획을 관리하고, 관광지만 관리하는 관광지 관리 사무
소는 표만 파는 것이다. 문제점을 지적하면 관광지 사무소는 모른다고 말
하고, 시청에 말해보라고 한다. 시청을 가면 도청에서 시킨 일이다. 시청에
서 할 것하고 더 큰 문제가 생기면 도에서는 그것을 왜 우리가 하는가 묻
는다. 이런 언밸런스가 있다. 용머리 해안 교량의 시공은 자연문화재관리
과, 본부안 자연유산과에서 자연문화재를 관리하는 과에서 진행한다. 절 
같은 경우는 역사문화재과에서 진행한다. 조직도를 보면 우리는 연구부에 
있고, 문화재관리과 자연 문화재관리과에서 진행한다. 다리를 만들고 관리
를 이곳에서 거의 다하고 매표소는 매표만 관리한다. 서로 관심이 없다. 
대표자들 간에 자주 이야기하고 서로 사업을 공유하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중략).......지질공원은 교육탐방과 체류를 원하고, 사람들이 한 
명소만 들렀다가 가는 것은 원치 않는다. 지역에서 한 2-3시간은 머물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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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것을 원한다. 주변의 가게 식당, 카페를 이용해서 오래 머물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에 반해 관광지 관리사무소의 입장은 깨끗하고 안전하고 
경관보고 무사히 집에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다. 공간의 활용을 어떻게 할
지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는다. 문화재 관리 부서에서는 사고가 없는 것이 
목적이다. 문화재 훼손을 안 시키고 사고가 안 나는 것이다. 나머지 부서
들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 지질공원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절리가 무엇
인지, 정확하게 알고 돌아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중략).......형성원리
에 대한 교육적인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 것이 지질공원의 입장이다. 또
한 그 주변에 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 그곳에 체류하도록 유
도하고 싶다. 잘 알려진 지질 명소 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고 유도하고자 
연구가 진행 중이다. 용머리의 경우 탐방로를 가지 못한 사람들, 경관을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주변의 마을을 거치고 돌아오면서 한 시간 반을 걷
는 코스, 지질학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코스 등으로 제
안 중이다. 주차장을 출발점으로 하고 돌아오면 명소 주변에 다양한 의미
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질공원에서 하고 싶은 것이다. 올레와 다
른 점은 굳이 다 안 가봐도 상관없는 어떤 길이 아니라 이 길이 왜 이곳에 
있는지, 이 길에 다양한 거리들이 얼마나 있는지 발굴해 내서 안내판을 만
들고 해설사를 배치해서 그 길을 따라 다니며 이 길에 대한 전설, 식물 등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질공원의 각 명소를 계획, 운영, 관리하는 과정에는 제주시,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사무소, 자연문화재관리과 등 많은 주체들이 관여하고 있으며, 
각자 다른 업무 목표를 가지고 있어 지질공원을 바라보는 태도가 다르다. 
지질공원은 지질을 보고 관찰하고, 지질에 대한 지식과 함께 지역 문화를 
이해하며, 해당 지역에 오랫동안 체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에 문화
재 담당 부서는 문화재의 보존과 안전사고의 방지를 중심으로 업무를 수
행하고, 관광지관리사무소는 방문객의 매표와 집객에 대한 관리를 맡아 서
로 다른 입장이 있다. 효과적인 지질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전반을 
경험하면서 일정 기간 지역 사회에서 체류하기를 기대하는 지질공원은 공
원 전체의 공간구성과 체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 목표를 실현하
기 위해서는 여러 조직과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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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조직으로 관리가 되었을 때 어렵지 않은 문제일 수 있지만 현실
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구조가 있다. 그것을 고려해야한다. 탐
방의 자연환경은 충분하나 인프라가 국한적으로 되어 있고, 관리조직이 분
산되어 있어서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힘들다. 단순하게 조직을 하나의 체계
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너무나 쉬운 계획은 비현실적이다.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제주도, 시청, 관광지 관리사무소가 다른데 하나
로 통일해서 운영하라는 말은 있을 수 없다. 정확한 현실을 분석하고 조직
에 대한 관리 기구를 설명하고, 대안을 이야기할 때는 관광지를 관리하고 
문화재를 관리하는 분야가 이러한 부분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줘야한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지질공원 관리 담당자는 제주 지질공원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에 
대해서 언급했다. 지질공원 만을 위해 국가를 운영하는 전체적인 시스템이 
완전히 재조직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운영 관리 조직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나의 지질 구조물
에 연계된 행정 경계는 다층적이고 관계된 이익 집단이나 관리 주체들은 
다양하다. 지질공원 전반을 계획하고 운영 관리할 때 지질공원과 관계한 
다양한 입장의 차이를 고려하는 유동적이고 통합적인 체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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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물리적 현황 분석

제주 지질공원의 각 지질 명소는 지질학적 형성 원리가 각자 다르고 다
양하고, 지질교육의 현장으로 생생한 지질 경험과 체험을 제공하는 교육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지질명소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에 맞는 공
간의 구성과 정보 전달 방식이 선정되었는지를 조사하고 분석한다. 우선, 
지질 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 기존 연구 결과와 각종 보고서 자료를 바탕
으로 각 지질 명소별 지질 현상의 의미와 가치를 정리하고 파악한다. 그 
내용에 적합한 지질 경험과 체험의 스토리를 제공하는 전체 탐방로의 환
경과 경로의 짜임새, 지질 경관의 연속성과 스펙타클의 정도를 파악하고 
지질 교육의 차원에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알아낸다. 마지막으로, 명소 
내에 배치되어 있는 지질정보 전달 안내판이 지질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
인 내용부터 세밀한 내용까지 다루고 있는지, 세부 내용이 실제 지질경관
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탐방 경로의 순서에 따라 적합하게 배치되
었는지를 검토한다. 

[그림 26] 지질 명소별 물리적 현황 분석의 틀

제주 지질공원은 만장굴, 천지연폭포, 중문-대포 주상절리대, 서귀포 패
류화석산지, 성산일출봉 응회고, 산방산 용암돔, 용머리 응회환, 수월봉 응
회환, 선흘곶자왈, 한라산 총 10개의 지질명소를 가지고 있다. 그 중 면적
이 매우 커 따로 운영‧관리되고 있는 한라산은 제외하고, 거리가 가까워 
하나의 매표소를 공유하고 있는 산방산 용암돔과 용머리 응회환은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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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출처: 
http://www.ardenhillresort.com)

묶어 분석하여 총 8곳 명소를 대상으로 한다. 각 지질 명소별로 주요 지
질정보를 정리하여 그를 표현하고 경험하는 환경과 정보 전달의 체계와 
매체가 적합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만장굴

1-1. 지질 명소의 교육 내용

분화구에서 분출한 뜨거운 용암이 지표면 경사를 따라 흘러내리면서 공
기와 닿은 부분은 굳으면서 지붕이 되고, 내부의 용암 줄기는 낮은 곳으로 
계속 흘러 빠져나가면 그 자리에 빈 공간의 길이 생기면서 용암동굴이 탄
생한다(전용문 외 2, 2016). 거문오름(해발 456m)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분출된 많은 양의 현무암질 용암류가 지표를 따라 13km 떨어진 해안까지 
흘러가 만든 일련의 용암동굴 무리를 거문오름용암동굴계라고 한다. 거문
오름용암동굴계에는 만장굴, 김녕굴, 용천동굴, 당처물동굴 등이 있다. 만
장굴은 그 중 하나로 총 길이 약 7.4km이고, 주 통로는 폭이 18m이고 
높이가 23m에 이르는 세계적으로 큰 규모의 용암동굴이다. 전 세계에는 
많은 용암
동굴이 분
포 하 지 만 
내부 형태
와 지형이 
잘 보존되
어 있는 용
암 동 굴 은 
드물어 학
술적, 보전
적 가치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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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암종유, 용암석순, 용암유석, 용암유선, 용암선반, 용암표석 등 다양한 
용암동굴생성물이 발달해 있으며, 특히 개방구간 끝에서 볼 수 있는 약 
7.6m 높이의 용암석주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전용문 외 2, 2016). 

1-2. 공간 구성 현황

[그림 28] 만장굴의 현황도

만장굴은 일 년에 약 80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제주도의 유명 명소이다. 
만장굴은 총 2.8km의 탐방로 중에 만장굴 부분 약 1km를 왕복하는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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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를 가진다. 2,850m의 탐방로를 1시간 30분 동안 걸으면서 동굴 내부
를 왕복하여 되돌아오는 공간 구성이다. 동굴 내부를 관찰하는 탐방로로 
진출입의 공원 부를 제외하고 탐방 경로 대부분(71%)이 지질을 경험할 수 
있어 집중도가 높은 편이다. 동굴 내부는 다양한 동굴 생성물을 관찰하며 
걸을 수 있고, 경사가 완만하고 넓은 탐방로이다. 하지만 동굴 내부 특성
상 어둡고 울퉁불퉁한 표면으로 탐방 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 29] 만장굴의 관람 시퀀스

만장굴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만장굴의 형성과정과 동
굴 생성물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는 입구부에 홍보관이 위
치해 있고, 기사휴게소에 일부 지질공원 전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안
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입구와 출구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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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에서 자유롭게 매표 구간으로 진출입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홍보관
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지 않다. 홍보관을 통해 만장굴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유발하고 기본적인 형성원리에 대한 지식을 먼저 접하고 만장굴
의 전반적인 관람이 마무리되고 만장굴 상부를 지나는 초원경관을 지나 
기사휴게소 공간을 활용하여 관람 이후 지질에 대한 지적 활동을 정리하
는 공간을 조성하여 만장굴 관람 이전과 이후까지 지질교육활동이 연속적
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짜임새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를 고려하여 매
표 구간과 관람 동선을 일부 조정하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1-3. 정보 전달 현황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만장굴은 자연 유산 해설사를 포함한 해설사가 19
명으로 해설사가 상시 대기한다. 사전 예약과 현장 예약을 통해서 해설사
와 동행하여 만장굴 전체를 함께 둘러보거나 입구부에서 만장굴의 형성원
리와 그 가치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입구 부를 비롯하여 총 18개의 안내판을 통해 만장굴 곳곳에 대한 설명
을 제공하고, 만장굴에 들어가기 이전에 용암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형성과
정의 개괄적인 내용이 담긴 안내시설에서 만장굴 내부를 탐방하는 과정에
서 각 지질형성물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 용암종유, 용암석순, 용암유석, 
용암유선, 용암선반, 용암표석 등의 다양한 용암동굴생성물에 대한 세부적 
정보가 담긴 안내판이 각 해당 관찰지점에 설치되어 있고, 다양한 삽도를 
통해 만장굴의 형성원리와 용암생성물의 형태를 쉽게 이해하고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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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만장굴의 안내 시설

2. 천지연폭포

2-1. 지질 명소의 교육 내용

천지연폭포는 높이가 약 22m, 폭 12m이며, 폭포아래는 수심이 20m에 
이르는 깊은 웅덩이가 있다. 절벽 위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며 쏟아 
내리는 거대한 물기둥이 땅과 만나 ‘하늘과 땅이 만나는 연못’이라는 뜻으
로 천지연폭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전용문 외 2, 2016). 처음 폭포
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바닷가에 있었지만 폭포의 침식으로 점점 뒤로 후
퇴하면서 지금의 위치에 자리 잡게 되었다. 천지연폭포뿐만 아니라 제주의 
폭포들은 모두 남쪽 해안을 따라 발달하고 있는데, 이는 서귀포 주변 해안
선을 따라 대규모 단층 운동이 발생하여 절벽 지형을 형성한 결과로 추정
된다(전용문 외 2, 2016). 폭포의 하부에는 화산물질과 해양 퇴적물로 구
성된 서귀포층이 있고, 그 상부에는 약 40만 년 전 분출된 용암이 분포하
고 있다. 서귀포층은 계속되는 폭포수의 침식작용에 의해 깎이면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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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로 깊어져 20m에 이르는 깊은 웅덩이가 만들어 졌다. 원래 폭포는 
지금보다 바다에 더 가까웠으나, 오랜 시간 침식작용에 의해 점점 계곡의 
상류 쪽으로 이동한 것이다(전용문 외 2, 2016).

폭포에는 민물에서 5~8년간 살다가 깊은 바다로 내려가 알을 낳는 희귀
종 물고기인 무태장어가 발견되고, 천지연 계곡 서쪽에는 따뜻한 난대림 
지대에서 자라는 담팔수나무 자생지가 있어 천연기념물로 보호되고 있다. 
담팔수나무가 자랄 수 있는 북방한계지역으로 식물분포학상 연구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구실잣밤나무, 송엽란, 산유자나무 등 희귀식물도 자라고 
있어 생태적인 환경을 함께 관찰하기 좋은 명소이다(전용문 외 2, 2016).

[그림 31] 천치연폭포의 형성과정 (출처: 전용문 외 2, 2016)

2-2. 공간 구성 현황

천지연폭포는 일 년에 약 200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제주도의 유명 명
소이다. 1,266m의 탐방로를 40분 동안 걸으면서 폭포의 계류를 따라 폭
포를 종점으로 도달했다가 약 610m을 왕복하여 되돌아오는 탐방경로를 
가진다. 전체 탐방로 중 천지연 폭포를 관찰할 수 있는 구간은 46m로 극
히 일부 구간(3.6%)에서만 지질경관을 경험할 수 있다. 대부분의 탐방 구
간은 난대림과 계류로 이루어진 5~6m의 넓고 평탄한 탐방로로 이루어져 
있어 편안하고 쾌적한 관람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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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천지연폭포의 현황도

[그림 33] 천지연폭포의 관람 시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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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포의 지형적 특성상 점적인 극적 경관이기 때문에 연속적인 지질의 형
성과정은 직접 관찰하는 것보다는 폭포 경관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방식으로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폭포 주변에 제주 난대림과 
담팔수 등의 생태적인 의미를 가진 경관을 활용하여 지질과 폭포의 경관, 
담팔수와 무태장어 등의 생태 환경과 연계한 교육 내용과 그에 맞는 탐방
환경을 제공한다면 천지연폭포 관람 경로 전반에 대한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매표구간의 이전의 상업시설과 안내소의 배치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지만 매표구간 내에서 기념품을 판매하는 등의 상업 활동은 
지질과 주변 생태환경을 관찰하고 경험하는 데 집중하는 것을 방해 한다. 
지질을 본격적으로 관람하기 이전의 환경과 천지연 폭포를 관찰하러 가는 
과정까지의 환경을 전달하고자 하는 교육적 내용과 지질 관람 환경에 맞
춰 집중력을 높이는 방식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2-3. 정보 전달 현황

3개의 천연기념물이 모여 있는 천지연폭포는 문화관광 해설사 4명이 상
시 대기한다. 주로 사전예약을 통해 천지연폭포에 대한 지질학적, 생태학
적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천지연 폭포는 총 3개의 안내판을 통해 천지연 폭포와 주변 문화재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진입부에 천지연폭포의 형성원리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적힌 안내판이 1개 배치되어 있고, 중앙부에 1개, 마지막 폭포 종
점에 1개씩 반복적으로 폭포의 형성원리와 태장서 서식지, 담팔수 자생지, 
난대림 등의 정보가 담긴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천지연 폭포에 대한 세
부적인 지질학적 내용을 배우고 관찰할 수 있는 안내 시설이 제공되어 있
지 않다. 1km가 넘는 탐방로의 길이에 비해 안내하는 내용이 단편적이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서귀포층의 퇴적 지형이나 담팔수와 난대림에 대한 세
부적인 내용과 안내를 추가하여 방문객이 공간을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
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탐방경로의 짜임새가 지질과 자연, 생태를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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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된다면 그에 맞는 다양한 지식을 제공하는 안
내판이 보충되어야 한다.

[그림 34] 천지연폭포의 안내 시설

3. 중문-대포 주상절리대

3-1. 지질 명소의 교육 내용

고정선 외 2명(2005)에 따르면 주상절리는 용암이 비교적 빨리 식는 환
경의 지표면에 노출되어 액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굳으면서 부피가 줄
어들며 생긴다. 용암이 식으며 굳으면서 공기에 노출되는 표면부터 절리가 
생기기 시작하고 내부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냉각되기 때문에 내부로 갈수
록 방향이 휘거나 굵기가 달라진다. 대포동 주상절리는 약 25만 년 전에 
녹하지악 분석구에서 분출한 현무암으로 구성되며, 육면체가 가장 우세한 
대포동 해안가에 약 3.5km에 걸쳐 넓게 분포한다. 대체로 5~6각형의 기
둥형태가 흔하고 최대 높이가 25m에 달한다. 표면이 거친 아아용암류의 
현무암으로 녹하지악쪽으로 상부로 향할수록 암석이 깨친 클링커의 흔적
을 찾아 볼 수 있다(고정선 외 2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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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녹하지악에서 흐른 대포동현무암의 분포와 주상절리의 기둥구조모형 
(출처: 고정선 외2 (2005))

3-2. 공간 구성 현황

중문-대포 주상절리대는 일 년에 약 170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제주도
의 유명 명소이다. 811m의 탐방로를 30여분 동안 걸으면서 관람 데크를 
통해 주상절리를 전망하고 되돌아오는 공간 구성이다. 주상절리대를 가까
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구간은 60m정도로 전체 탐방로의 7.3%에 불과하
다. 지질을 경험하는 구간은 짧고 주변에 지질과 관련 없는 조각물과 간이 
상점이 유료 탐방구간 내에 배치되어 있어 전반적인 공간 구성이 지질에 
대한 집중도가 낮고 산만한 편이다. 대부분의 탐방 구간에서는 공원 내 설
치된 시설물을 관람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고, 일부 60m 관찰구간에서만 
데크를 통해 주상절리 지질을 멀리서 관찰하고 주상절리에 대한 간단한 
원리와 그림이 그려진 안내판으로 지질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받고 있다. 
관찰전망대에 이르는 데크의 폭은 2m정도로 좁은 동선에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몰려 정체되어 혼잡하고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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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천지연폭포의 안내 시설

[그림 37] 중문-대포 주상절리대의 관람 시퀀스

주상절리는 해안가에서 파도에 의한 침식으로 잘 드러난 지형이기 때문
에 관찰대가 있는 지점이 주상절리를 가장 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부분
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극적인 경험에 다다르는 과정에서 전달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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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와 공간이 주상절리 경관을 감상하는 극적 효과는 감소시키고, 지질활동
의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대포 주상절리대는 녹하지악이
라는 오름에서 분출된 용암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화산활동 과정의 일부임
에도 지질을 관찰할 수 있는 구간은 60m에 불과하기 때문에 탐방구간을 
확장하고, 주상절리 경관을 관찰할 수 있는 구간의 연속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3-3. 정보 전달 현황

천연기념물 443호로 등록된 중문-대포 주상절리대는 문화관광 해설사가 
4명으로 상시적으로 2명씩 교대로 대기하며, 지질공원 해설사는 1명이 대
기하고 있다. 사전 예약과 현장 예약을 통해서 해설을 들을 수 있고, 주상
절리의 형성 원리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주상절리대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시설은 따로 갖춰져 있지 않고 방문객 센터에 해설사가 배치되어 
있다. 

총 5개의 안내판이 주상절리대 공원에 배치되어 있는데, 진입부에 주상
절리의 형성원리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적힌 안내판이 1개 배치되어 있
고, 주상절리 전망대에 3개, 후문 지점에 1개씩 주상절리의 형성원리에 관
한 안내판이 있다. 주상절리가 형성된 원리와 지질학적 내용에 비해 안내
하는 내용이 단편적이고 한정적이고, 5개의 안내판이 전달하는 내용이 다
른 위치에서 비슷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어 정보 전달의 생생함이 떨어진
다. 주상절리를 관찰하는 방식이 멀리 떨어져 관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상절리의 생성원리와 과정을 직접 지질 생성물로 관찰하고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지질 탐방로가 확장되고 지질을 관찰하는 구간이 연속적으
로 진행되는 방식으로 공간 구성이 개선된다면 해당 관찰지점에서 경험하
는 지질학적 원리와 연계된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한다. 주상
절리를 관찰하는 진입구간에서 주상절리 생성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을 설
명하는 안내시설을 배치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탐방 구간 내부에서는 관찰
하는 지질경관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이 담긴 안내시설을 배치하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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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정보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38] 중문-대포 주상절리대의 관람 시퀀스

4. 서귀포 패류화석산지

4-1. 지질 명소의 교육 내용

서귀포 패류화석산지는 약 180만 년 전 제주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할 무
렵 바다에서 해양퇴적물이 반복해서 쌓이고 깎이면서 만들어진 약 100m 
두께의 퇴적암층이다. 서귀포 해안단애를 따라 약 30m의 두께로 노출되어 
있고, 14개의 화석포함, 비포함 층단위와 12개의 퇴적상이 분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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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서귀포 해안단애의 퇴적층
(출처: 윤석훈과 조성권(2006))

퇴적활동 이후 제주도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난 화산활동으로 용암이 그 위로 
덮으면서 서귀포층은 지하에 자리 잡게 
되었지만 서귀포 해안 일부에 서귀포층
이 노출되어 드러난 것이다. 서귀포층 
내부에는 다양한 화석을 쉽게 관찰할 
수 있고, 여러 퇴적상을 통해 역동적인 
해안 환경을 유추할 수 있는 흔적을 담
고 있다.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 살던 
조개류, 산호, 성게, 상어이빨 등의 화
석과 차가운 바다에 살던 생물의 화석이 함께 퇴적되어 있다. 이곳은 우리
나라에서 유일한 신생대 제 4기 초의 해성퇴적층으로, 당시 동북아시아 
주변의 고해양 환경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지층으로 평가받고 있다(윤석훈 
외 1인, 2006).

4-2. 공간 구성 현황

서귀포 패류화석산지는 지질학적 가치를 높게 평가 받고 있는 명소이지
만 아직까지 탐방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고 인지도가 높지 않아 방문객들
이 많이 찾는 장소는 아니다. 주변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새섬과 문섬이 
있고, 잠수함 시설이 위치해 있어 넓은 주차공간과 상점, 편의시설이 갖추
어져 방문하는 사람들은 많은 편이다. 마땅한 탐방로가 조성되지 않아 
54m의 길이의 해안가를 둘러보고 안내판을 읽고 돌아가는 방식으로 관람
한다. 화석산지를 근접 관찰하며 지질을 경험할 수 있는 탐방로 거의 
100%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상 관람로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의미 없는 수치이다. 해안 절벽을 따라 노출된 서귀포 패류화석산지는 여
러 퇴적 단층의 흔적을 직접 관찰 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높은 
파고와 암석더미가 위험하게 쌓인 절벽으로 안전한 탐방로 설비가 우선적
으로 필요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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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서귀포 패류화석산지의 현황도

[그림 41] 서귀포 패류화석산지의 관람 시퀀스

4-3. 정보 전달 현황

서귀포 패류화석산지는 탐방 시설과 안내소, 전담 해설사가 없다. 
서귀포 패류화석산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것은 총 6개의 안내판

뿐이다. 안내판은 주로 서귀포 패류화석산지의 형성 원리와 당시의 고해양 
환경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지층이며 여러 화석이 발견되어 학문적 가치가 
높다는 것을 설명한다. 주로 개괄적인 내용이고, 관찰하는 지점과 연관된 
내용은 아니다. 직접 관찰할 수 있는 탐방로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
서 서귀포층의 지질학적 가치와 원리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어려
움이 있다. 추후 탐방로가 개설되면 개괄적인 가치에 대한 안내와 관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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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 연계된 세부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안내 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
다.

[그림 42] 서귀포 패류화석산지의 안내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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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성산일출봉 지질도
(출처: 고정선 외 2인 (2007))

5. 성산일출봉 응회고

5-1. 지질 명소의 교육 내용 

성산일출봉은 약 5천 년 전 얕
은 바다 속에서 폭발한 수성화산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높이 약 
180m, 분화구의 직경이 약 
600m인 소형화산체(오름)이다. 
성산일출봉 응회구는 투수도가 
매우 높은 120m 두께의 용암이 
있었는데, 뜨거운 온도의 마그마
가 수면 밖으로 나오면서 격렬하
게 반응하여 수성화산폭발을 일
으켰다. 수성화산활동으로 분출된 
화산물질은 공중으로 상승하여 
서서히 떨어지거나 뜨거운 화산가스나 수증기가 뒤섞이며 화쇄난류를 일
으켜 사막의 모래폭풍 같이 지표면을 빠르게 흘러가며 층리를 만든다. 성
산일출봉은 총 3번의 분출을 통해 형성되었는데 분출 도중 화구의 위치가 
이동하여 세 개의 분화구가 있었다. 그러나 동쪽의 분화구가 파도에 깎여
나가고 지금은 서쪽 분화구만 남아 있는 상태이고 본래 육지와 떨어진 하
나의 섬으로 존재했다. 파도에 깎여나간 화산물질은 제주도 동쪽 연안에 
쌓여 퇴적층을 형성하고 원래 섬이었던 성산일출봉이 육지와 연결되었다. 
분출 이후 수 천 년에 걸친 침식작용으로 해안절벽의 단면이 드러나 성산
일출봉의 화산활동이 어떻게 일어났으며, 이후 어떤 침식과 퇴적작용을 거
쳤는지를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고정선 외 2인, 2007). 성산일출봉의 화
산 생성물들이 오랜 기간 변함없이 유지되어 효과적인 학습장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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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공간 구성 현황

[그림 44] 성산일출봉의 현황도

성산일출봉 응회고는 일 년에 약 317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제주도의 
유명 명소이다. 성산일출봉 응회고의 탐방로는 약 1시간가량 소요되는 총 
길이 1,724m의 탐방로로 성산일출봉 정상을 주요 관찰 포인트로 관람하
고 내려오면서 다양한 지질 경관과 해녀 활동과 같은 지역 문화 관람을 
하며 돌아오는 순환식 탐방경로다. 지질학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구간은 정
상부(129m)와 해녀의 집 주변 측면부(129m)에 14%로 관찰의 연속도와 
노출의 정도가 높지 않다. 나머지 85% 구간은 성산일출봉을 오르는 경사
지로 초입부는 5~6m의 넓고 낮은 경사 탐방로가 있고, 정상부는 2~3m의 
좁은 계단 길로 이루어져있다. 탐방경로의 폭이 넓어 한 번에 많은 사람들
을 수용하고, 편안한 관람을 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방문으로 지질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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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는데 집중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림 45] 성산일출봉의 관람 시퀀스

매표소에 들어가기 전 초입부의 안내 및 편의시설 내에 홍보관이 있어 
성산일출봉의 형성과정에 대한 전시와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하지만 많
은 사람들이 그곳의 위치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쳐 매표소를 향하는 공
간 구성을 가지고 있어 교육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동선 구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매표 구간 내에 오토보트, 횟집, 해녀 물질 관람 등의 프로
그램이 배치되어 있으나, 관광활동의 일부로 이용되고 있어 지질의 형성원
리와 관련된 지역문화와 연계된 내용은 전달되고 있지 않다. 성산일출봉의 
지질학적 가치를 알리는 동시에 즐거운 휴양의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
록 관광 활동과 지질 교육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짜임새가 필요하다.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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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성산일출봉은 화산활동으로 인해 만들어진 화산탄, 화쇄난류, 층리, 퇴
적층에 관한 생성물은 정상부가 아닌 측면부에 위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관람 동선을 측면부를 관람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격렬했던 화산활동의 
흔적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5-3. 정보 전달 현황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성산일출봉은 자연 유산 해설사를 포함한 해설
사가 23명으로 해설사가 매일 10명이 안내소에 배치되어 있다. 사전 예약
이나 현장 예약을 통해 성산일출봉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와 관련된 전설, 
마을이야기, 생태적 가치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총 12개의 안내판이 성산일출봉 곳곳에 배치되어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
고 있다. 진입부에 성산일출봉 형성원리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적힌 안
내판이 배치되어 있고, 기암, 진지동굴, 조수웅덩이 등에 대한 세부적 정
보가 담긴 안내판이 각 해당 관찰지점에 일부 설치되어 있다. 성산일출봉
의 안내판 배치가 매표 구간의 초입 지점에서 성산일출봉의 형성원리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 설명되어 있으나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안내판이 
정상부 관찰지점에도 배치되어 있다. 게다가 안내판의 위치가 안전시설 뒤
편에 가려져 있거나 주요 이동 동선과 떨어진 곳에 배치되어 안내판을 인
지하기 어렵다. 일부 안내판은 성산일출봉 우측 측면에 해당 관찰 지점에 
세부적 내용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여러 화산생성물 관찰지점이 있는 성산
일출봉의 지질학적 성격과 비교하면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앞으로 화산생
성물을 관찰하는 탐방로가 개설되면 그에 맞는 안내체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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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성산일출봉의 안내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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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산방산의 형성과정 
(출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6. 산방산 용암돔과 용머리 응회환4)

6-1. 지질 명소의 교육 내용

6-1-1. 산방산 용암돔

산방산은 거대한 용암덩어리로 
이루어진 높이 약 395m의 종(鐘) 
모양의 화산으로 분화구가 없는 
용암돔(lava dome) 형태를 하고 
있다. 거대한 조면암질 용암돔으
로 약 80만 년 전에 형성되었으
며, 인근에 위치한 용머리 응회환
과 함께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화
산지형 중 하나이다. 용머리 응회
환이 형성된 후에 응회환을 뚫고 
흘러나온 조면암질 용암에 의해 
산방산이 형성되었다. 점성이 매
우 높은 조면암질 용암은 분화구
로부터 서서히 흘러나와 멀리 흐르지 못하고 굳어버려 종모양의 용암돔을 
형성하였다. 산방산을 형성 과정에서 천천히 상승하는 마그마의 활동과 가
스의 부산물이 쌓이고 굳으면서 만들어졌으며 지삿개 주상절리의 현무암
질 주상절리와 달리 용암이 식으면서 조면암질 주상절리가 형성되었다. 본
래 산방산은 화산 분출물이 주변에 완만하게 쌓여있었으나 풍화에 의해 
많은 부분 침식되어 주상절리가 형성된 부분만 남아 우뚝 솟은 절벽의 모
양을 하고 있다. 풍화에 의해 만들어진 암석의 구멍이나 동굴을 풍화혈이
라고 하는데 그 크기는 작게는 cm단위에서 크게는 m단위에 달한다. 해안
가에 위치한 특성으로 인해 바람과 염분에 의해 풍화된 풍화혈을 관찰할 

4) 용머리 해안과 산방산은 같은 매표소에서 한 번에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명소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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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용머리 응회환의 형성과정 
(출처: 전용문 외 2 (2016))

수 있다. 그중 일부를 절에서 사찰의 일부로 사용하는 산방굴사가 있다. 
산방산의 이름의 유래도 산에 방이 있는 산이라 해서 지어진 이름이다(전
용문 외 2, 2016).

6-1-2. 용머리 응회환

용머리 응회환은 제주도에서 가장 오
래된 화산체로 한라산과 용암대지가 만
들어지기 훨씬 이전에 일어난 수성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된 응회환이다. 얕은 
바다(대륙붕)의 부드러운 퇴적물을 뚫고 
분출한 강력한 화산폭발에 의해 만들어 
졌으며, 화산분출 과정에서 세 번에 걸
쳐 화산체가 무너지면서 분화구가 막히
게 되었다. 그 결과 서로 다른 분화구
에서 터져 나온 화산재가 각자 다른 방
향으로 흘러가며 쌓이게 되었는데, 해
안 탐방로의 단면에서는 이와 같은 화
산활동의 흔적을 관찰할 수 있다. 화도
가 이동하며 분출이 일어날 수 있는 드
문 경우를 보여주는 화산체로 지질학적인 의미를 가진다. 파도에 의해 침
식된 화산체는 절벽이 되어 단면을 통해 용머리 해안의 지질 구조를 직접 
관찰할 수 있게 되어 응회환의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장소이다.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용머리 해안의 지층은 언뜻 모래가 쌓인 것처
럼 보이지만 실제 뜨거운 마그마가 지하에서 상승하다가 차가운 지하수를 
만나서 발생한 강력한 화산 폭발작용이 일어난 수성화산활동의 결과물이
다. 마그마와 주변 물질이 가루가 되어 쌓여 만들어진 응회암이며, 용암에 
비해 쉽게 부서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고 응회물질이 쌓여 만들어진 층리
를 관찰할 수 있다(전용문 외 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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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공간 구성 현황

산방산 용암돔과 용머리 응회환은 일 년에 약 52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제주도의 유명 명소이다. 주변에 식당가와 놀이시설, 말타기 체험시설이 
위치해 있어 많은 사람들이 해안 경관을 즐기고 돌아가는 곳이다. 용머리 
응회환과 산방산 용암돔은 화산학적 활동으로는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지
만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서귀포시에서 동시에 운영‧관리하고 있다. 매
표는 따로 하고 있지만 주로 동시에 이용하거나 날씨 변동으로 용머리 해
안을 탐방할 수 없을 때에는 산방산만 개방한다. 

[그림 49] 산방산 용암돔과 용머리 응회환의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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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산방산 용암돔과 용머리 응회환의 관람 시퀀스

산방산용암돔 용머리 응회환은 1시간 20분정도 소요되는 총 2,676m의 
탐방로를 따라 걸으면서 용머리 해안 탐방로를 거쳐 산방굴사까지 올랐다 
내려오고, 산방산을 오르는 사찰을 거치는 경로 약 740m 정도 일부 왕복
하는 동선을 가진다. 지질 경험을 할 수 있는 탐방구간은 용머리 응회환 
804m(30%), 산방산의 풍화혈 관찰 36m(1.3%)으로 용머리 응회환 유료 
탐방구간을 제외한 경로에서는 지질 경관을 즐기기 어려운 환경이다. 용머
리 응회환 유료 탐방구간은 해안을 따라 쌓인 응회물질의 퇴적구조를 관
찰할 수 있으며, 3개 분화구의 폭발 결과 만들어진 단층과 퇴적층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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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또한 산방산과 한라산, 용머리 응회환, 제주 바다가 한 번에 
보이는 아름다운 전망지점을 지니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며 돌아간
다. 하지만 회나 어패류를 판매하는 일부 간이 상업 활동이 지질 탐방구간 
내에 자리 잡고 있어 지질경관을 감상하고 지질학적 내용에 집중하는 것
을 방해한다. 용머리 응회환은 파도가 높게 치는 해안절벽을 따라 만들어
진 탐방로로 365일 9시부터 6시까지 탐방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물때
를 잘 맞춰서 가야 탐방로를 들어 갈 수 있다. 연 365일 중 탐방가능한 
날이 150-90일에 불과하고, 탐방이 가능한 날에도 오전10부터 오후 2시
를 제외한 시간만이 입장이 가능하다. 

산방산은 산방산 전체가 입산이 금지되어 있고, 산방굴사 부분만 올라가
서 관찰할 수 있는 탐방 경로를 가지고 있다. 산방굴사는 급한 경사지를 
올라야 볼 수 있기 때문에 2~3m 폭의 계단으로 이루어진 탐방로를 거쳐 
산방굴사에 도달하여 36m구간에서 짧게 산방산풍화혈을 관찰할 수 있다. 
지속적인 풍화로 낙석이 잦기 때문에 탐방객의 보호를 위해 안전망을 설
치했지만 그것이 산방산을 관람하는 전체 경관을 해치고 있고, 풍화혈과 
관련된 지질적인 내용보다는 사찰의 일부로 이용되는 장소로 주로 인식되
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화산생성물을 관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탐방로를 
개선해야한다.

용머리 응회환을 나와 산방산을 가는 도중과 용머리 응회환 주변에는 카
페, 식당, 매점, 기념품점, 놀이기구 등 상업 활동이 왕성하다. 주차장과 
상점들은 용머리 해안과 산방산에서 일어난 지질활동이나 경관과는 연관
이 없는 프로그램과 시설이 무작위로 배치되어 있어 관광 활동과 지질 교
육 활동이 서로 방해가 되고 있다. 지질경관의 감상을 넘어서 화산 활동의 
과정으로서 지질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 및 상업 활동의 공간과 용
머리 응회환, 산방산, 그 외 지질 활동에 대한 관람의 공간을 명확히 구분
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탐방 경로와 공간 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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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정보 전달 현황

용머리해안-산방산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별개의 교육 시설은 
현재 갖춰져 있지 않고 지질공원 해설사가 근무하는 안내소가 설치되어 
있다. 해설을 원하는 사람들은 사전예약을 신청하거나 현장 예약을 통해 
용머리 해안의 형성 원리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용머리 해안을 관
람할 수 있는 날에는 함께 동반하여 화산생성물 관찰지점에서 생생한 설
명을 들을 수 있다. 지질공원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조선시대에 난파
되어 제주도에 표류된 네덜란드인 하멜을 기념하는 하멜전시관과 해수면 
상승의 영향과 이산화탄소등의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
는 기후변화홍보관이 조성되어 있다. 지질공원 해설사는 총 4명이 근무하
고 매일 2명이 탐방안내소에서 상시 대기한다. 

12개의 안내판이 용머리 응회환과 산방산 관람 동선을 따라 배치해 있
다. 용머리 해안 진입부에 용머리 응회환의 형성원리에 대한 개괄적인 설
명이 적힌 안내판이 5개 있고, 산방산 해안 진입부와 산방굴사를 향해 오
르는 길 중간에 산방산의 형성원리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적힌 안내판
이 있다. 산방산 탐방로 중간에 배치된 일부 안내판은 전달하는 내용이 단
편적이고 반복적이다. 산방산과 용머리 응회환의 형성 원리를 넘어서 각 
관찰지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지질학적 가치에 대한 내용이 담긴 설명
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용머리 응회환은 해안 탐방로로 대부분의 시간이 물에 잠겨 있거나 강한 
파도가 몰아치는 곳이기에 해안 탐방로 내부에 안내 시설을 설치할 수 없
다. 그렇기 때문에 탐방로 입구부에 용머리해안에 대한 안내판이 배치되어 
있으나 직접적인 관찰 지점과의 연계가 떨어져 방문객으로부터 인지되지 
못하고 있다. 산방산은 입구부와 정상부에 산방산과 관련된 안내판이 있으
나 기존 시설물과 혼재되어 있고, 탐방경로와 일치한 곳에 배치되어 있지 
않아 인식에 어려움이 있다. 용머리 응회환의 경우는 입구부의 개괄적이 
내용의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각 관찰지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산방산의 경우는 새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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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구성된 탐방 경로를 따라 체계적이고 친절한 안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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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수월봉 응회환의 구조
(출처: 전용문 외 2 (2016))

[그림 51] 산방산 용암돔과 용머리 응회환의 안내 시설 

7. 수월봉 응회환

7-1. 지질 명소의 교육 내용

수월봉은 약 18,000년 
전 지하에서 상승하던 마
그마가 물을 만나 강력하
게 폭발하며 뿜어져 나온 
수성화산활동의 일부로 
화산재들이 쌓이면서 형
성된 높이 77m의 작은 
언덕형태 응회환이다. 화
산쇄설물이 화산가스나 
수증기 등의 다양한 화산분출물이 뒤섞여 사막의 모래 폭풍처럼 빠르게 
지표면 위를 흘러가는 형상을 화쇄난류라고 한다. 화쇄난류는 지표면을 따
라 흘러가면서 크고 무거운 물질들은 분화구 주변으로 떨어지며 세밀한 
층리가 발달하지 않은 지층을 만든다. 그에 반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입자
들을 분화구 화쇄난류를 따라 분화구 멀리까지 날아가 떨어져 쌓여 층리
가 발달한 지층을 만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화산재 지층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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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난류의 격렬한 활동으로 화산탄이 박혀 울퉁불퉁한 지층(탄낭), 낮은 각
도로 기울어진 지층, 수평으로 발달한 지층(사층리 구조) 등 다양한 형태
를 가지게 된다. 해안 절벽을 따라 드러난 화산쇄설암층 구조들은 수월봉
의 화산활동은 물론 전 세계 응회환의 분출과 퇴적과정을 이해하는데 중
요한 자료가 되고 있으며 화산학 연구의 교과서 역할을 하고 있다(전용문 
외 2, 2016).

수월봉이 분출할 당시 해수면의 높이는 지금보다 100m 이상 낮은 상태
였고, 화산체가 굳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수면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시
작하면서 파도에 깎여나가 지금의 화산체만 남게 되었다. 크기에 따라 화
산탄, 화산재, 화산력, 암괴 등으로 구분이 되는 화산 분출물은 수월봉 전
역의 해안절벽을 통해 관찰 할 수 있는데 용암이 분출하는 과정에서 덩어
리가 날아가는 회전에 의해 생긴 주름부터 푹신한 화산 지층위에 떨어진 
화산탄이 앉은 굴곡들은 화산분출과 화쇄난류의 역동적인 과정을 그대로 
담고 있다. 해안 길을 따라 걸으면 거북등절리를 관찰할 수 있다. 대포 주
상절리의 기둥형태의 절리와 다르게 점성이 낮아 물렁한 특성을 가진 파
호이호이용암의 분출로 만들어진 절리 구조이다(전용문 외 2, 2016).

[그림 53] 수월봉 응회환의 화쇄난류 (출처: 전용문 외 2 (2016))

7-2. 공간 구성 현황

수월봉응회환은 일 년에 약 30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제주도의 새롭게 
뜨는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수학여행, 동호회 등 단체 관람객이 급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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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가고 있는 것에 비해, 주차장, 안내시설, 편의 시설이 부족해 관람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마을 제사를 지내는 정자에서 차
귀도 잠수함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길이 주요 탐방 경로로 이용되며 길이
는 1,970m이고, 소요시간은 1시간이다. 기존에 관광지로 개발되었던 곳이 
아니라 탐방시설이 완전히 갖추어져 있지는 않고 유료 입장 구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무료로 자유로운 관람을 할 수 있지만 수월봉 화산 쇄
설층의 지질학적 내용과 완전히 연계된 탐방 경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러 화산 생성물을 가지고 있는 명소임에도 그 가치가 완전히 드러나고 
있지는 못하다.

파도에 의한 침식으로 드러난 화산 구조체이기 때문에 해안 절벽을 따라 
탐방할 수 있는 구간이 한정적이다. 70년대 조성된 콘크리트길을 주요 탐
방 구간으로 이용 중이지만 진출입부의 화산 층리 관찰지점을 제외하고 
탐방 경로의 276m 구간(14%)에서만 지질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외 지점은 
잡초나 안전시설물로 가려져 있어 지질 경관 자체에 대한 집중도가 높지 
않다. 2018년 자연문화재 관리 부서에서 낙석을 다듬어 평탄한 해안탐방
로를 개설할 예정이다. 그 경우에는 수월봉에서 일어난 화산 쇄설물의 흔
적을 연속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탐방 경로가 만들어 지기 때문에 집중도
와 경험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월봉의 주요 탐방 경로는 시작
했던 구간에서 점점 멀어지는 경로를 가지고 있는데 되돌아오는 경로를 
개발하여 지질 경험의 연속성을 높이고 더욱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얻어 
갈 수 있도록 공간 설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료 이용 구간이지만 주
차장, 매점, 기념관 등의 편의시설과 교육시설이 잘 갖추어진다면 이용자
의 편의와 교육적 효과를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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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수월봉 응회환의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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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수월봉의 관람 시퀀스

7-3. 정보 전달 현황

천연기념물 513호 수월봉은 지질공원 해설사가 2명으로 해설사가 상시 
대기하고 있다. 사전 신청이나 예약 신청을 통해 수월봉의 지질 활동과 관
련된 전설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며, 주변 마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까지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 

수월봉 응회환 절벽 부근에는 총 22개의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고, 지질
공원으로 인증된 이후에 주목받기 시작한 명소로 제주 지질공원 측에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운영‧관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내시설이 다
양하고 많이 배치되어 있다. 안내판을 통해 전달되는 지질정보는 비교적 
자세하며 각 관찰지점과 연계가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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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월봉 진입부에 수월봉 응회환의 형성원리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적
힌 안내판이 있고, 화쇄난류, 녹고의 눈물, 화산탄과 화산재층 등에 대한 
세부적 정보가 담긴 안내판이 각 해당 관찰지점에 일부 설치되어 있다. 탐
방로 입구부에는 개괄적인 내용이, 탐방로 중간에는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안내판이 설치되는 안내 체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일부 내
용이 반복적이다. 녹고의 눈물에 대한 내용의 3개의 안내판이 다른 곳에 
설치되어 있고 그 형태와 디자인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제각각이다. 일부 
안내판은 수월봉 검은 모래 해변 쪽에 배치되어 있고 지질관찰지점에 적
절히 위치해있지만 탐방 경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길
의 안내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사람들이 찾아가기 어렵다. 추후 탐방 경로
가 개설되면 많은 사람들이 연결된 탐방경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체 공간 구성과 연계된 안내시스템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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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수월봉 응회환의 안내 시설

8. 선흘곶자왈

8-1. 지질 명소의 교육 내용

곶자왈은 제주 방언으로 크고 작은 암괴들이 불규칙적으로 흩어져 있고 
나무와 덩굴이 엉클어져 숲을 이루는 넓게 펼쳐져 있는 지대를 말한다. 대
부분의 곶자왈은 지표면이 돌투성이라 오래전부터 경작을 하지 못해 자연
적인 상태로 남게 되었다. 지하수를 함양하는 투수성이 높은 지형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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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제주 곶자왈 지대

(출처: 전용문 외 4인 (2012))

을 가지고 독특한 생태 환경을 
가지고 있어 주요 보존지역으
로 주목 받고 있다(전용문 외 
2, 2016).

  기존의 곶자왈은 점성이 
높은 아아용암유의 클링커 층
의 일부로 인식했던 것과 달리 
점성이 낮은 파호이호이용암의 
흐르면서 만들어진 곶자왈이 
제주도 일부지역에 발견되었
다. 그 중 일부인 선흘곶자왈은 해발 340m의 거문오름에서 분출된 용암
류가 흘러서 만들어진 총 연장거리 7km에 폭 1~2km정도의 곶자왈 지대
이다. 얇은 두께의 용암류가 흘렀고, 언덕형태의 지형을 가지고 있어 점성
이 낮은 용암이 흘렀다고 예상할 수 있는데, 언덕은 용암이 평탄한 지형을 
흐르는 동안 내부 압력이 증가하면서 일어난 팽창작용으로 만들어졌기 때
문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돔이 용암동굴 형태로 남아 있거나 천장이 무너
져 함몰구가 형성된다. 파호이호이용암의 전형적인 절리 상인 거북등절리
가 보이며, 동결파쇄작용과 식물뿌리작용으로 부서지면서 붕괴도랑과 습지
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전용문, 2012) 이러한 작용을 선흘곶자왈 
동백동산에서 용암동굴, 용암언덕(투물러스), 붕괴도랑 등 다양한 용암지형
을 비롯하여, 먼물깍, 곶자왈 습지, 상돌언덕, 투물러스와 새끼줄구조, 대
섭이굴, 목수물굴, 도틀굴, 개여멀물, 반못, 용암언덕 및 함몰지 등의 주요 
지질 생성물을 관찰할 수 있다(전용문 외 4인, 2012).

선흘곶자왈의 대표적 장소인 동백동산 습지는 하천이나 호수 유역에 형
성된 습지와 달리 곶자왈 지역에 형성된 내륙습지로서 소규모 연못과 우
기시 습지로 변하는 건습지 등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다. 먼물깍이라고 알
려진 습지가 분포하고 있는데, 다양한 동식물이 자생하고 보존가치가 높아 
2011년 람사르습지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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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A) 용암언덕, (B) V자 함몰대, (C) 거북등절리. (D) 습지

(출처: 전용문 외 4인 (2012))

8-2. 공간 구성 현황

동백동산은 일 년에 약 3만 명의 방문객이 찾고 있는 제주도의 새로운 
명소이다. 주변 마을과 접해 있고 오래전부터 마을 사람들의 삶의 터전으
로 사용된 동백동산은 주민들의 애정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다. 4,751m의 
탐방로를 2시간 40분 동안 걸으면서 곶자왈 전반을 순환하고 마을 골목의 
일부를 지나 돌아오는 공간 구성을 가지고 있다. 전체 탐방로 중 마을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간(76%)에서 곶자왈과 습지를 관찰하며 지질을 경험할 
수 있다. 숲 내부를 탐방하는 경로이기 때문에 지질 관람의 집중도와 연속
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곶자왈 내부를 걸으면서 경험할 수 있는 관람의 
연속도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지질에 대한 지식과 체험요소는 상대적으로 
낮다. 일반적인 곶자왈과 선흘곶자왈만의 차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 곶자
왈 지대에서만 관찰할 수 있는 화산생성물을 관찰할 수 있는 경로로 재구



- 106 -

성할 필요가 있다. 습지센터에는 동백동산 습지의 생태적, 지질학적 특징
에 대한 내용이 전시되어 있고, 해설사가 상시 대기하고 있는 곳이다. 센
터가 곶자왈을 경험하기 전에 기초지식을 전달하고 경험한 이후 생각을 
정리하고 지식을 체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배치하여, 교육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림 59] 선흘곶자왈의 관람 시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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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선흘곶자왈의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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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정보 전달 현황

 선흘곶자왈은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어 생태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보호되
고 있으며, 자연환경 해설사가 6명으로 2명의 해설사가 습지센터에 상시 
대기하고 있다. 사전 예약과 현장 예약을 통해 4km의 탐방구간 전체를 
함께 동반하여 곶자왈의 형성원리, 생태적 가치, 동‧식물 서식환경, 마을 
사람들의 삶의 흔적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주민들이 곶자
왈 해설과 관리에 나서고 있어 생생한 마을의 이야기까지 전달되고 공간
에 대한 애정이 담긴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방문객센터 내부에 곶자왈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는 전시장과 교육장이 갖춰져 있어 교
육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잠재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교육에 관한 프
로그램의 내실을 다져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긴 탐방로를 따라 총 18개의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고, 선흘곶자왈의 지
질 생성물에 대한 이야기, 마을 주민의 삶의 흔적, 선흘곶자왈의 생태와 
그 가치에 대한 설명이 안내판 곳곳에 자세히 제공된다. 진입부에 곶자왈
의 가치와 형성원리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적힌 안내판이 있고, 관람 동
선 내부에는 도틀굴, 야생 동식물, 숯막, 용암언덕, 습지 등에 대한 세부적 
정보가 담긴 안내판이 각 해당 관찰지점에 설치되어 있어 안내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 

선흘곶자왈은 다른 지질명소와 달리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어 환경부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어 습지와 생태를 중심으로 지식을 전달하고 있어, 지질
학적이 내용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지질학적 내용이 화산활동과 화산 
생성물의 구조나 가치의 면에 한정되어 있는 지식은 아니지만 습지의 생
태와 마을 주민의 삶의 터전으로 그 가치와 형성 원리에 대한 상세한 내
용이 방문객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안내판에 
제한된 지식전달을 넘어서 곶자왈 용암의 이동 방향, 용암동굴 구조 등에 
대한 생생한 관찰과 경험이 동반하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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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선흘곶자왈의 안내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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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계획 원칙과 개선 방안

1. 제주 지질공원의 현황

제주도는 신생대 4기에 일어난 여러 차례의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화
산섬으로 다양한 지질작용의 결과물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는 섬이다. 지질 작용은 하나의 작은 생성물이 아니라 거대한 지구 활동
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몇 개의 단편적인 장면들을 통한 점적 경험보다 연
속적인 경험과 자극이 필요하다. 이러한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인식과 인지
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교육과 안내의 방식, 관리와 운영 조직, 
이 필요하고, 각 명소는 지질교육에 적합한 탐방 환경과 교육 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있어야한다. 지질공원의 현황을 교육과 안내의 방식, 관리와 운
영 조직, 각 명소의 공간 구성과 정보전달 방식으로 나눠서 지질교육의 장
으로 역할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 지 평가하고,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개
선이 필요한 지점이 어느 부분인지 짚어보고자 한다.

지질 교육과 안내의 차원에서 교육과 안내 시설, 안내 매체와 같은 방문
객에게 제공되는 지질공원 전체와 관련된 지오투어리즘 상품을 중심으로 
그 내용의 전문성과 체계, 통일성을 살펴보고, 설문조사를 통해 지질 교육
의 효과를 판단하고자 했다. 교육과 안내 시설은 지질공원 전반의 입장에
서 평가했을 때 각 명소에 해당하는 단편적인 정보만 전달되고 있다. 각 
명소에서 진행된 일련의 화산활동 과정이 제주도를 형성하고 지금의 제주
도 경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양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정하고 있지 못한다. 또한 제주도 전체의 차원에서 지
질명소의 위치와 개략적인 설명을 제공하지만 각 명소를 탐방하는 방법이
나 각 명소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지 않아 방
문객에게 명확한 인식 체계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안내 시설
과 매체의 내용과 디자인이 일련의 체계로 통일되지 않아 10개의 지질명
소가 하나의 지질공원이라는 기초적인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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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현재까지 제공된 지질공원 안내 자료를 비교하면 전달하고
자하는 정보와 지도의 체계가 일정하지 않고, 각 명소의 탐방로와 직접적
으로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가 지질공원 전반을 인식하는 것을 어
렵게 한다. 여러 매체를 통해 지질공원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지만 
지질공원 전반에 대한 교육･안내와 탐방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
서 지질공원을 개발하면 이용자의 혼란만 가중할 것이다. 

방문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과 안내의 
효과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유명한 지질명소임에도 지질공원이라고 인
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다수의 방문객이 안내판의 유무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제공되는 지질관련 내용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높
은 비율을 차지했다. 방문객이 지질공원을 탐방하는 과정에서 안내시설이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각 명소와 제주도 지질공원 전체가 
지질공원이며 하나의 유기적 구조라는 인식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해설
사 인터뷰를 통해서 지질 교육을 보완하는 시설의 도입과 안내 시설의 체
계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들을 수 있었다. 안내와 교육 시설의 내용
적, 구성적, 체계적인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운영과 관리 방식 차원에서 살펴보면 제주 지질공원의 전담하는 운영･관
리 조직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3번의 변화를 거쳐 지금의 구조를 갖추게 
된다. 하지만 지질공원을 전담하는 조직이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산하 부서
의 일부로 독립적인 전담 조직이 따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조직을 구성하
는 직원은 지질전문가와 생태전문가, 행정가 3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집단
이고 이 구성원으로 지질공원의 보존, 연구, 모니터링을 비롯하여, 관광, 
홍보, 교육에 관련된 활동까지 진행한다. 이는 전담 직원의 수가 절대적으
로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지질공원 전담 관광, 홍보, 교육 
전문가가 없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분업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연구와 홍보자료 등의 제작 외에 명소 내에 관광이나 안내시설의 설
치, 매표 관리, 시설 관리 등과 관련된 각 명소를 관리하는 조직이 지질공
원 전담 조직 외의 다른 관련 조직이 전담하고 있다. 지질공원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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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진행하거나 지질교육을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과정
에서 각 관리 주체의 협조를 요청해야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담당자 인
터뷰를 통해 협조와 협력의 과정에서 의견충돌이 일어나거나 신속하고 원
활한 진행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질공원 관리 조직은 시간에 
따라 발전하고 있는 과정에 있지만 현재까지 독립성, 전문성, 분업화, 네
트워크의 측면에서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리적 구성 방식의 차원에서 제주 지질공원의 각 지질 명소의 지질학적 
의미와 공간 구성, 정보전달 방식의 적합성을 파악한 결과 상황은 명소별
로 다양하다. 각 지질명소별로 화산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형성원리와 과
정, 화산 생성물들을 가지고 있어 지질공원으로서 풍부한 내용과 높은 가
치를 가지고 있었다. 지질학적인 연구가 진행된 정도와 깊이가 각 명소별
로 차이가 있었지만 지질학적 내용과 관련된 인문, 문화, 역사의 내용을 
다양하게 담고 있어 내용 전달 방식의 적합성에 따라 지질 교육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크게 지질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이미 관광지로 이용된 지질 명소와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명소로 알려지기 시작한 지질명소로 구분된다. 
기존에 관광지였던 명소는 많은 사람들의 방문과 기존의 상업적 관광활동
으로 인해 지질 경관의 완결성이 크게 훼손되어 있고, 지질 교육 활동을 
위한 관람과 관광활동의 조화가 맞지 않는다. 지질을 잘 관찰하고 지질에 
관련된 내용에 집중할 수 있는 지질 탐방로와 탐방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일반 관광지의 물리적 환경과 관광 활동 프로그램의 구성의 차원에
서 조정이 필요하다. 그에 반해 새로운 관광지로 발전하고 있는 명소는 기
본적인 탐방로와 탐방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방문객에게 지질을 안
내하고 관찰하는 지질 교육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처
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지질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공
간에 대한 안내 체계가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아 자율적으로 탐방로를 이
용하는데 위치와 관련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각 명소에서 제공하는 주요 교육 방식은 해설사와 안내판이다.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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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시설은 주로 지질의 형성 원리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만을 설명하고 
지질 경관과 연계된 상세한 내용과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지질공원은 직접 지질 환경을 방문하여 관찰하고 지질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 교육적 효과를 증대시키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공간 구성의 조정과 프로그램과 전달 방식의 개발이 필요하
다.

제주 지질공원 현황 분석을 통해 제주가 가지고 있는 지질학적 가치와 
잠재력에 비해, 지질 교육과 안내 방식, 운영과 관리 방식, 물리적 구성 
방식의 차원에서 미흡한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극복
하고 제주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으로 지질공원이 거듭나기 위해서 지질
교육 효과를 고려한 지질공원 계획의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그를 바탕으
로 교육, 행정, 설계적 측면에서 제주 지질공원의 목적과 의의에 맞는 구
체적 개선 방안을 실행해야한다. 

 

2. 계획 원칙

일반적인 관광, 휴양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주도에서 높은 지질학적 
가치와 풍부한 자연 자원을 간직한 지질공원으로서 제주도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질을 교육하고 알리는 새로운 체계로서 지질공원이 기능하는 계
획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지질공원을 통해 제주 지질을 느끼고 배우고, 그
를 통해 제주 지질을 지켜야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 안내, 행
정 조직, 물리적 공간 구성의 차원에서 계획 원칙이 수립되어야 한다.

2-1. 교육과 안내의 차원

지질공원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지질 교육과 안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용의 전문성, 목적에 따른 위계와 체계, 전달 방식의 통일성이 
갖추어져야 한다. 3가지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세워야하는 계획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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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질공원과 관련된 지질, 생태, 문
화, 역사, 인문, 관광, 교육의 전문가 혹은 교육기관과 연계한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질공원은 지질학적인 내용에 국한된 
전문 지식을 전달하고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지질을 기반으로 하는 식물, 
동물 등의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 문화, 역사 등의 인문환경까지도 포함하
여 지질의 가치를 알리고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성을 가진 여
러 분야의 집단과 협력하여 지질의 형성과정과 관련된 과학적 전문 지식
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것과 더불어 지질공원과 지질 명소에 관한 인문, 
사회, 역사, 생태, 환경 등의 다각적이고 세부적인 연구를 진행하여야한다. 
그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는 지질공원이 수행하는 교육과 
안내의 역할을 충분히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질공원에 적합한 위계와 체계를 적립하기 위해 명소별, 명소간
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위계를 설정한다. 각 명소별로 형성의 원리와 
지질 생성물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 명소간의 시기별 상관관계나 지질학
적, 암석학적 관계성이나 차이점을 밝히는 것, 지질공원 전체가 가지는 가
치와 의미에 대해서 규모와 특성에 따른 위계가 설정되고 그에 맞게 교육
하고자하는 내용이 명확히 정립되어야 한다.

셋째, 지질공원 명소별, 명소간의 체계 외에도 지질공원을 방문하는 사
람들의 목적과 태도, 연령, 관심의 정도, 사전 지식의 정도, 집단의 성격 
등에 따라 구별되는 교육과 안내를 위한 단계별 체계도 필요하다. 크게 전
문가 집단, 학생 집단, 성인 일반인 집단으로 나눠 지질공원을 설명하는 
내용의 수준과 양, 매체의 종류 등을 집단의 성격에 적합한 것으로 설정하
도록 한다.

넷째, 전달 방식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의 지질 명소가 단일
하게 분절된 단위가 아니라 지질공원 전체의 지질 형성과정의 일부로 인
식될 수 있도록 한다. 지질공원 전체는 단일한 지질 명소의 합이 아니라 
지질 명소 간에도 밀접한 유사성과 연관성이 있는 하나의 유기체이다. 명
소별, 명소간, 지질공원 전체가 따로 또 같이 연계되어 있는 하나의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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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인식될 수 있는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인지 체계와 디자인이 마련되
어야 한다. 이러한 인지 체계는 다양한 매체와 시설에 적용되어 지질공원
에 노출된 방문객들에게 명확하고 통합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안내의 기본적인 기능으로서 정보의 접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지질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탐방경로, 이
용 시간, 소요 시간, 주변 시설과 같은 필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방문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접근하는 안내 매체를 파악하고 
그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여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일정
을 예상하고 계획하기 위해서 방문객이 시간과 교통, 난이도에 대한 정보
를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 리플렛 등 접근하기 쉬운 안내매체를 통해 이
용할 수 있도록 한다. 

2-2. 행정 조직의 차원

지질공원이 지질 교육과 안내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
질공원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행정조직이 독립적 전담 조직, 전문성을 바탕
으로 하는 분업화,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의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조가 
갖추어져야 한다. 3가지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세워야하는 계획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질공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 관광, 연구, 디자인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지질공원은 그 자체로 
복합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는 국가지질공원 제도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지질공원을 위한 관리 구조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조
성되어 운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질공원이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기의 해외 지질공원 사례를 보면 하나의 지질공원을 대상으로 지질, 생
태, 환경, 교육, 관광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전담 조직을 갖추고 있다. 지
질에 대한 안내와 교육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각 분야 전
문가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전담 조직이 갖추어져야 한다.

둘째, 지질공원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조직은 지질, 생물 전문가를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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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관광, 교육, 설계, 디자인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지
질공원은 지질의 가치를 밝히고 보존하는 것은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질과 자연환경을 
연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람들의 행태, 성향, 흥미의 정도에 따라 효과적
인 전달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교육, 관광, 설계 분야의 전문성도 매
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질, 지리, 자연, 생태와 교육, 관광, 설계, 
디자인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조직의 분업 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지질공원은 기존의 행정 구조와 경계를 넘어선 새로운 개념이다. 
지질공원과 관련된 관리 주체와 이해관계자는 다양하고, 지질공원이 교육
적, 관광적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관계자와의 협력은 불가피하
다. 지질공원 전담 조직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질공원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지역 주민, 전문가 집단, 교육 집단, 행정집단이 협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조를 갖춰야 한다. 지질공원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관리 주체가 공감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공동의 목표와 미션을 공유하고 의
견과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협의와 대화의 장을 만든다. 

2-3. 물리적 공간 구성의 차원

지질공원의 각 지질 명소가 지질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교육의 장으로서 
역할하기 위해서는 지질공원의 물리적 구성 방식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의 설정, 지질을 효과적으로 경험하는 공간 구성, 정보를 명확히 전달하는 
안내 방식이 갖추어져야 한다. 3가지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세워야하는 
계획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질 명소에서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추가적
으로 연구되는 내용을 지질 교육의 내용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각 
지질 명소별, 탐방 경로별로 전달하고자하는 지질학적인 내용이 정리되어
야 공간을 구성하고 안내 시설을 배치할 때 방문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
달할 수 있게 된다. 지질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새로운 사실
이 계속해서 발견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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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의 연구 사실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지질 교육을 위한 첫 
걸음이다.

둘째, 지질의 감상과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지질 경관과 탐방 환경을 
조성한다. 지질 경관이 주는 특별한 감흥과 감동은 지질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고 보존의 가치를 깨닫게 한다. 지질을 교육하고 안내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방문객이 경험하는 지질 탐방 구간에 노출되는 지질 경관
의 양을 늘리고, 지질 교육과 관련 없는 상업적, 유희적 활동을 제한하도
록 한다. 특히 지질 교육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탐방로의 진출입 공간의 
지질경관은 기존 관광 활동과의 관계와 방문객의 행태를 고려하여 특별히 
관리되어야 한다. 

셋째, 정보 전달 방식에 있어서 지질공원 안내 시설의 형태, 배치, 내용
의 구성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일치하고 짜임새가 있어야 한다. 안내
시설의 형태는 지질 경관을 훼손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인식하기 쉽게 설
계되어야 한다. 진입 구간과 탐방 구간의 순서에 따라 지질공원 탐방 경로
와 위치 정보, 지질 명소의 개괄적인 형성원리, 관찰 포인트의 세부적인 
지질학적 내용 등 방문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는 
내용의 구성과 배치 구조를 가져야 한다. 안내시설의 내용과 관찰 포인트
의 지질 생성물이나 지질 경관은 정확하게 일치하여 탐방객의 혼란을 줄
이고 명확하게 지질 교육적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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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 방안

1절에서 정리한 제주 지질공원의 현황 분석의 결과와 2절에서 수립한 
지질공원의 계획 원칙을 바탕으로 제주 지질공원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개선방안은 교육, 행정, 물리적 구성의 측면에서 필요한 아이디어의 새로
운 도입, 기존 기반시설 혹은 구조의 개선, 구체적인 대안의 예시 등을 제
안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3-1. 교육

교육적인 측면에서 제주 지질공원이 개선해야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지질
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지질 명소의 통합적인 인식을 제공하는 교육 체
계를 갖추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교육 대상에 따른 단계별 교육 방식, 교
육과 연구기관과의 연계, 정보 전달의 매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림 62] 제주 지질공원 지도 예시

먼저 제주도가 여러 지질 활동의 결합체이고 각 지질명소가 개별적인 지
질활동의 결과물인 동시에 다른 명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통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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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종합적인 개념이라는 인식을 방문객에게 전달해야한다. 그를 위해서 제
주 지질도와 결합하여 지질의 분포와 지질 명소의 분포, 지질 탐방로에 관
한 정보를 한 번에 담은 지질공원 지도를 제안한다. 지질공원 지도에는 
[그림 63]과 같이 지질도, 지질 명소, 지질 탐방로, 주요 도로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제주도 유명 관광지와 명소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는 일반 
관광지도와는 다른 인식 체계를 보여줄 수 있다.

[그림 63] 제주 지질의 형성과정과 지질 명소

제주 지질공원의 지질 명소는 각각의 지질활동의 결과물이자 긴 시간을 
거쳐 지금의 제주도를 형성하고 구성하고 있다. 각 지질 명소의 형성 원리
와 과정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지질 교육적 내용도 충분히 풍부하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 [그림 64]와 같이 지질명소는 제주도 지질 전체를 만든 시･
공간적 요소의 일부라는 사실을 방문객에게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통합적 인식 체계가 전달된다면 지질공원의 방문객은 지질 명소를 관찰하
고 체험하면서 제주 전체 지질을 인식할 수 있게 되고 지질공원이 단편적
인 사건의 결과물이 아니라 긴 시간을 거쳐 만들어진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제한적인 경험을 통해 제주 지질 전체를 인식하고 그에 대
한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지질공원을 접하게 된다.

제주 지질공원을 찾는 방문객은 연령, 방문 목적, 관심 분야에 따라 필
요한 교육 서비스가 다르고 수준별 교육 과정과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수준별 교육 고정의 구분은 [그림 64]와 같이 전문가, 일반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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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류하여 수준별 교육 과정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교육 시설과 프로
그램을 제공 하도록 한다. 지질공원의 지질학적 사실을 수집하고 연구하거
나 지질과 관련된 역사, 문화, 사회적 연계성을 밝히는 전문가 집단을 위
해서 지질 명소 현장을 답사하고, 실험하고 실습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각 
분야별 지식을 공유하고, 지질에 대한 지식을 수집한 것을 기반으로 교육 
전문가와의 교류한다. 지질과 지질경관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지질
공원을 방문한 일반인 집단을 위해서 지질공원 해설사를 동반한 가이드 
투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질공원 탐방로를 정비하고 개설하여 자율적
인 탐방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지질 탐방로와 지질공원과 관련된 내
용이 담긴 여러 안내와 교육 매체를 개발하고 배포한다. 지질공원에서 지
질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관찰하기 위해서 방문한 학생 집단을 위
해서 수준에 따른 맞춤형 가이드 투어를 진행하고, 기초 학습과 실험 실습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을 제공한다. 봉사활동이나 교과 과정과의 
연계를 통해 지질공원의 방문이 정규 교육 활동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64] 지질 교육의 단계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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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공원은 지질을 중심으로 지질과 관련된 지역 문화, 역사에 대한 교
육,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자료
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주도는 고유의 독특한 지역 문화, 생태, 지
질, 자연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그와 관련된 전시시설이나 연구
기관이 여러 곳에 있다. 또한 지질과 지질공원, 지오투어리즘에 대해 전문
적으로 연구하는 학계나 학교에서도 제주 지질의 높은 가치와 독특함으로 
관심 있게 연구하여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제주는 
국내 유명 관광 도시로 관련 공기업과 공기관이 관광지와 공원을 관리하
고 운영하면서 제주의 관광 행태나 유형, 특징에 대한 연구와 관련 사업들
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제주도가 본래 가지고 있는 교육과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제주 지질공원만의 종합적인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그림 65]와 같이 제주도 지역 사회의 문화, 행
정, 관광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지질공원과 관련된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5] 지질 교육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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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행정

제주 지질공원은 세계유산본부의 생물권지질공원과에서 전담하고 있다. 
지질공원을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업무가 요구
되기 때문에 현재 조직 체계 내에서 제주 지질공원은 세계유산본부와 내
부의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지질공원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
하고 있다. 세계유산본부라는 사업소 내에서 유네스코와 관련된 보존, 보
호, 연구,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제주도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질공원 관련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는 있다. 하지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존지역과 달리 지질공원만의 교육, 관광, 안내, 홍
보와 관련된 업무는 많은 사람들이 지질공원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
고 지질공원에서 지질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 습득이 가능한 방향으로 진
행되어야 한다. 유산의 보호를 넘어서 방문객과 지역 주민이 지질공원을 
적합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질공원 
관리 조직이 [그림 66]과 같이 부서 차원의 독립이 필요하다.

[그림 66] 지질공원 전담 부서로 독립

제주 지질공원을 관리하는 담당자는 현재 지질전문가 1명과 행정 담당
자 1명으로 구성되어 2인 만이 지질공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지
질공원과 관련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 운영, 관리, 교육,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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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련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인력의 충
원이 필요하다. [그림 67]과 같이 지질공원 전담 관리부서 내에 지질 유산
의 연구와 보존, 보호,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학술연구팀, 지질공원의 예산, 
안전, 법규, 제도 등과 관련된 행정을 담당하는 운영관리팀, 지질 교육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개발하여 교육을 수행하는 교육개발팀, 지질
공원의 홍보와 안내를 담당하는 홍보팀으로 크게 4개 분야로 나눠 각 분
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질공원 전담 조직을 만든다.

[그림 67] 전문성을 확보한 구성원 충원

제주 지질공원의 기존 의사 결정과정은 각 사업의 성격과 명소별로 담당
하고 있는 기관과 조직과 협의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
다. 이러한 구조는 지질공원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효율성과 신속
성을 떨어트리게 하여 방문객의 요구나 수요에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현재 제주 지질공원은 기존 관광지로 이용되던 곳과 새롭게 발전
되어야 하는 곳으로 지질 명소의 개발 수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통합적
이고 종합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제주 지질공원은 [그
림 68]과 같이 지방자치제, 세계유산본부, 지질공원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질공원과 관련된 의사 결정의 신속함과 
유연함을 확보한다. 협의체에서는 지질공원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종합적
인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 논의하여 그와 관련된 사업과 의사 결정 결과를 
즉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협의체 구조는 제주 지질공원
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관련 부서와 기관 모두가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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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어 제주 지질공원의 운영과 관리가 원활하게 수행될 것이다.

[그림 68] 협의체의 구성과 의사 결정 구조의 변화

3-3. 물리적 구성

제주 지질공원은 커다란 면적에 걸쳐 이루어진 다양한 화산활동으로 만
들어진 섬이고, 지질 명소로 지정된 곳은 제주 전체 화산 활동의 일부이
다. 특히, 현재 이용되고 있는 지질공원의 탐방로는 각 지질 명소의 화산
활동 결과물의 일부를 관람하는 방식으로 점적인 수준에 그쳐있다. 지질 
명소 하나도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규모에 비해 매우 광대한 범위에 걸
쳐 형성된 지구 활동의 결과물이다. 각 지질 명소의 화산활동을 충분히 경
험할 수 있는 지질탐방로를 개발하여 방문객들이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오브랜드 사업과 지질 트레일 개발 연
구를 통해서 제주 지질공원은 지속적으로 지질탐방로를 확장하고 경험의 
질을 높이고자하는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물로 제안된 지질 탐방 경로와 
지질도의 지질 분포 상황을 활용해서 [그림 69]와 같이 지질 탐방로의 경
로를 확장한다. 같은 화산체를 공유하고 있는 만장굴과 선흘곶자왈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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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할 수 있는 경로를 개발하고 마찬가지의 이유로 천지연폭포와 서귀포
패류화석산지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탐방로를 제공한다. 이러한 복합적
인 탐방로는 지질에 대한 내용의 이해를 높이고 지질 명소간의 밀접한 연
계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그림 69] 탐방경로의 확장

제주 지질공원은 여러 개의 지질명소를 가지고 있고, 하나의 지질명소를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제주 지질 전체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객에게 현재 탐방하는 장소는 제주 지질공원의 
여러 지질 명소 중 하나라는 인식이 우선적으로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70]과 같이 각 지질 명소의 진입 구간에 설치하는 안내시설을 지질
공원 전체에 관한 안내판, 해당 지질 명소에 관한 안내판, 각 관찰 포인트
별 세부 내용과 관련된 안내판의 순서와 위계를 가진 안내 시설 체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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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되어야 한다. 안내판 디자인과 모음, 배치는 각 지질 명소와 탐방로에 
통일적으로 적용되어 방문객이 각 지질 명소를 방문했을 때 제주 지질공
원 전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70] 안내판 디자인 위계와 체계 모음 (수월봉 예시)

지질에 대한 지식 습득과 관찰 활동에 원활하게 집중하기 위해서는 지질
공원으로 진입하는 구간부터 지질을 경험하는 관람 구간까지 경관의 관리
가 필요하다. 현재 제주 지질공원은 기존에 관광지로 이용되고 있는 명소
는 다양한 관광시설과 상업 활동으로 지질 교육과 지오투어리즘 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다. 지질 경관을 감상하고 지질 구조를 
관찰하고 탐방하는 활동을 방해하는 시설은 최소화하고 인공적인 재료와 
과도한 개발 방식을 선택하는 것보다 지질공원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과 재료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방문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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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특히 지질 명소 모두를 개선하고 개발하는 것
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질공원의 지질을 관찰하기 위해서 지질 경관에 
집중해야하는 공원의 진출입구의 경관과 본격적인 탐방구간의 경관관리를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림 71과 72]의 현황을 [그림 73과 74]와 같
이 최대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새로 개발한 안내체계에 따라 
적합한 내용과 배치의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문객이 지질을 탐방을 하면서 
편리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

[그림 71] 진입구간 지질경관 현황
 

[그림 72] 탐방구간 지질경관 현황

[그림 73] 진입구간 지질경관 관리 적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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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탐방구간 지질경관 관리 적용 모습 예시

[그림 75] 기존 관광 인프라 활용 방안

제주도는 해안경관을 따라 경험할 수 있는 자전거 순환 도로와 국내 유
명 보행로인 올레길이라는 훌륭한 관광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방문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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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 명소가 서로 상호적인 관계성을 가진 개념이라는 인식을 가능하게하
고 지질 명소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 관광 인프라를 활용하여 
새로 개발한 제주 지질 탐방로와 연계한다. 자동차를 통한 단편적인 지질 
명소의 방문보다는 보행이나 자전거를 통해서 지질공원을 좀 더 직접적으
로 경험하고 제주 자연과 지질을 세부적으로 관찰하고 탐방할 수 있는 환
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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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지질공원은 지질에 관한 과학적,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내용의 교육과 
안내를 제공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고, 일반적인 공원이나 관광지의 
안내와 운영체계를 통해서는 방문객이 만족할만한 효과적인 지질 교육 서
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제주도는 다양한 화산 구조와 생성물을 관찰할 
수 있는 화산섬으로 세계적 수준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제주 지
질공원을 통해 사람들에게 제주 자연과 지질 경관의 독특함과 아름다움 
그 이상의 가치와 의미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지질공원은 전국적으로, 전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
지만, 지질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지질의 가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지
질공원은 그리 많지 않고 다른 공원들과 다를 바 없는 경험에 그치고 있
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했다. 제주 지질공원이 지질 교육을 위
해 제공하는 교육적 서비스와 운영 체계의 현황을 분석하여 지질 교육의 
장으로서 미흡했던 이유를 찾았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도가 효과적인 
지질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주 지질공원의 계획 원칙과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제주 지질공원의 현황을 분석하고, 계획 원칙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지질 교육을 위해 제주 지질공원이 주목해야할 점이 있다. 

먼저,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차원에서 제주 지질공원을 다뤄야 한다. 지
질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의 축적이나 관광 상품이나 아이템의 개발과 같
은 방식으로 제주 지질공원과 관련된 지질 교육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없다. 지질, 생태, 자연과 관련된 학문적 전문성과 함께 교육, 관광, 설계, 
인문, 문화와 관련된 연구와 실천이 복합적으로 동반되어야 지질공원, 지
역 주민, 방문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지질 교육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둘째, 규모가 크고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지질공원과 지질 명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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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운영‧관리 체계와 구조가 필요
하다. 지질은 일련의 과정이고 각 지질 활동의 결과물이 시간과 공간이 얽
혀 만들어진 연속적이고 경계가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시간과 공간의 
명확한 경계 안에서 대상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존의 행정 구조와 체계
는 지질공원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없다.

셋째, 지질 명소의 작은 범위에서의 개선이 아니라 지질공원 전체를 아
우르는 지질 교육과 안내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방문객들은 지질공원의 
작은 부분을 경험하면서 지질공원을 접하게 된다. 지질공원 전체 범주에서 
안내 시설과 매체의 체계를 적립하고 적용하여 작은 경험으로 지질공원 
전체를 인식할 수 있는 교육과 안내 체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방문객이 직접 경험하는 지질 경관의 양과 질을 확보해야한
다. 지질공원을 통한 지질 교육이 가진 가장 큰 의미는 현장을 통해 직접 
관찰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질공원을 방문하여 지질 경관의 경이로움을 느
끼고 그 형성 원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체험하는 곳이 지질 교육의 
장으로서 지질공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객이 경험하는 지질 경관의 절
대적인 양과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관리 방식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제주올레가 제주 관광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던 것과 같이 제주 지질공원
은 경관을 소비하고 관람하는 기존 관광 행태를 넘어서 지질과 지질경관
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으로 제주를 관광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잠재
가치를 가지고 있다. 제주 지질공원이 제주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
끌기 위해서는 지질 고유 특성의 파악, 행정 구조 차원에서의 변화, 극적
인 지질 경험의 제공과 같은 노력이 특별히 요구된다.

지질공원의 실질적인 변화와 개선을 위해 실제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 지질공원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개선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실
제로 지질공원에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제주 지질공원 전반에 대한 검토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세
부적인 지질공원 개선 방안 연구가 추후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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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방문객 설문조사지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생태조경학과 도시조경설계연구실에서 
‘지질 교육･관광적 효과를 고려한 지질공원 설계 연구’를 주제로 논문을 쓰고 있는 조
선 연구생입니다. 이를 위해 제주 지질공원의 방문객의 이용 및 인식 조사를 실시하
고자 합니다. 본 설문은 방문객의 제주 지질공원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정도, 제주 
지질공원을 다녀온 경험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응답의 내용에는 맞고 틀림이 
없고, 오직 학술적인 연구 근거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제주 지질공원 방문객의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조사기관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생태조경학과 도시조경설계연구실
- 조 사 자 : 조 선 (02-880-4883) / hisun730@snu.ac.kr

1. 귀하의 연령은? 

① 10대   ②20대   ③30대   ④ 40대   ⑤ 50대   ⑥60대   ⑦ 70대 이상

2. 귀하의 관람 형태는? 

① 자유 여행    ② 단체 여행       ③ 교육 및 연구 답사 

3. ‘◯◯명소’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어 관리되고 있다는 것
을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르고 있다.

4. 일정 중 ‘◯◯명소’를 방문한 주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① 기분전환 및 여가 활동 ② 지질 및 자연 경관의 감상  
③ 지질에 대한 심화 학습

5. ‘◯◯명소’에서 지질경관을 감상하는 탐방 환경에 충분히 만족하십니까?

① 만족한다. (6번으로) ② 만족하지 못하다. (5-1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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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그 이유는? (복수 응답 가능)
① 지질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없음 ② 이용할 수 있는 탐방로가 제한적임 
③ 탐방로가 불편하고 위험함        ④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주변 시설
⑤ 탐방객의 과포화   ⑥ 관광･상업 활동 등으로 인한 어수선함

6. ‘◯◯명소’에서 설치된 안내판의 지질학적 정보에 충분히 만족하십니까?

① 만족한다. (7번으로) ② 만족하지 못하다. (6-1번으로)

6-1. 만족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복수 응답 가능)
① 안내판이 있는 줄도 몰랐다. ② 내용이 어렵고 흥미롭지 않다.
③ 반복적인 내용으로 지루하다. ④ 다양한 정보로 인해 혼란스럽다.
⑤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7. ‘◯◯명소’의 주요 탐방로 이외에 지질학적 의미가 있고, 가 볼만한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① 알고 있고 가보았다. ② 알고 있지만 가지 않았다. (7-1번으로) 
③ 모르고 있지만 가볼 의향이 있다. ④ 모르고 있고 가볼 의향이 없다.

7-1. 알고 계셨지만 가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흥미나 관심이 없어서  ② 정확한 위치의 파악이 어려워서  
③ 탐방경로가 불편하고 위험해서

8. 지질과 관련된 박물관이나 전시관이 공원 내에 설치되면 지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① 예  ② 아니오

9. 지질공원을 방문하고 느끼게 된 점에 대해 모두 체크해주십시오. (복수 응답 가능)

① 지질경관의 아름다움 ② 지질의 신비로움   
③ 지질의 소중함 ④ 지질에 대한 호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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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8] 지질공원 인지도 

[그림 79] 응답자 방문목적 

∎ 방문객 설문조사 결과

Q1&2. 일반 특성
응답자 중 50대와 60대가 23.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전반적

으로 골고루 분포한다. 명절 연휴라는 조사 시기적 특성으로 응답자들 중 
89.2%가 ‘자유여행’ 에 응답했다.

[그림 76] 응답자 연령 
 

[그림 77] 응답자 관광유형 

Q3. 지질공원에 대한 인식
102명의 응답자 중에서 49명

(47.6%)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국가지질공원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
다고 답변했다. 

Q4. 주요 방문 목적
102명의 응답자 중에서 방문의 주요 

목적으로 지질 및 자연견광의 감상
(54.4%)을 선택했다. 44.1%의 응답자
가 기분전환 및 여가 활동을 선택했
고, 지질에 대한 심화학습에 대한 응
답은 2%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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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0] 탐방 환경 만족도 

Q5. 탐방 환경 만족도
지질공원의 탐방 환경에 대해 만족

하는 사람들이 85.4%이다. [그림 50]
지질공원 탐방 환경에 불만족

(14.6%)이라고 답변하는 사람들은 주
요 이유로 제한적인 탐방로(43.8%)를 
원인으로 응답했다. 근접 관찰이 불가
능(37.5%)하다는 응답과 탐방로의 불
편함과 위험함(37.5%)이 그 다음을 이었다.

[그림 81] 탐방 환경 불만족 이유

주상절리대와 용머리 해안의 불만족에 대한 이유가 서로 다르다. 주상절
리대 방문객은 대부분 지질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탐방로가 없고(50%) 
탐방 경로가 제한적인 점(50%)을 주요 원인으로 선택한 반면, 용머리 해
안 방문객은 탐방경로 상에 위치한 관광 및 상업 활동들로 인해 방해를 
받고 있다(60%)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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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 정보 제공 만족도

[그림 82] 탐방 환경 불만족 이유 _ 중문-대포 주상절리대

[그림 83] 탐방 환경 불만족 이유 _ 용머리해안

Q6. 정보 제공에 대한 만족도
탐방 환경에 대한 만족도보다 낮은 

수준인 58.3%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지질공원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불만족(41.7%)으로 응답한 이유로는 안
내판을 인지하지 못함(48.8%)이라고 가
장 많이 응답했고, 정보가 충분하지 않
았다(46.5%)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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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 타 지질탐방로에 대한 
인지도 및 관심도 

[그림 85] 정보 제공 불만족 이유

Q7. 타 지질탐방로에 대한 인식･관심도
55.3%가 다른 탐방로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 다른 탐방

로의 존재 자체를 몰랐지만 그 중 89.4%의 응답자가 가 볼 의향이 있다
고 답했다. 

 타 지질탐방로에 대한 정보를 
이미 알고 있지만 가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29.1%가 응답했다. 그 
이유로 45%가 정확한 위치의 파
악이 어려움으로 응답했다.

[그림 87] 타 지질탐방로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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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안내시설의 필요도

97.1%의 응답자가 안내시설의 추가적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림 88] 안내시설의 필요도 

Q9. 개인적 감상
 84.3%의 응답자가 지질경관의 아름다움을 느꼈다. 그 다음으로 지질의 

신비로움(59.8%)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지질공원의 주요 역할
에 해당하는 보존과 교육적 효과를 보여주는 지표인 지질의 소중함
(33.3%)과 지질에 대한 호기심(28.4%)은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림 89] 개인적 감상 (단위 : 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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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질공원 해설사 인터뷰 _ 용머리 해안

본 인터뷰는 2018년 02월 19일에 용머리 해안 지질공원 해설사를 담당
하고 있는 김◯◯, 양◯◯ 해설사 2인과 용머리 해안 안내소에서 진행했
다. 상세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Q1. 해설을 신청하는 주요 집단은? 
개인과 가족이 많고 20~40대의 사람들이 많다. 자녀의 교육 차원에서 

해설을 요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학교와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 중심으
로 많이 신청하고 자주 온다. 사전 신청을 통해서 주로 해설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Q2. 탐방객들의 지질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 정도는 어떠한가?
해설을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질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신청한 것이

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Q3. 해설을 자주 신청하고 방문하는 시기는?
연중 비슷하다. 제주도 전반에 관광객이 늘어나는 시기에 아무래도 동시

에 바쁘게 된다. 그 시기는 주로 봄, 가을철이다. 의외로 7-8월 휴가 시즌
에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기도 한다. 사실 방문객은 꾸준히 오고 있어 특
별한 시즌이 따로 없다. 

Q4. 탐방객들이 주로 궁금해 하고 흥미로워 하는 지점이나 장소나 내용
은?

용머리 해안 탐방로 중간 지점에 위치한 너븐팡 지역이다. 그 구간이 유
독 길이 넓게 퍼져 있어 동네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다. 그곳에 지층의 변
화가 확실하게 보여서 사람들이 재미있어한다. 분화구 안쪽임을 지시해주
는 지층을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관심도 높고 재미있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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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로 다른 분화구 선을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라서 이야기들 듣고 실
제로 변화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흥미롭게 생각한다. 그 
장소와 함께 포트홀 지점도 흥미가 높은 편이다. 그곳은 용머리 해안 포트
홀의 크기 변화도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이다.

Q5. 주로 해설하는 탐방 경로는?
용머리 해안 탐방로를 주로 이용해서 해설한다. 만조나 파도로 인해 접

근이 불가능할 때 앞으로 다른 트레일 길을 이용할 예정이지만 현재는 다
른 경로를 이용하지 않는다. 용머리의 경우는 그러하다.

Q6. 가장 아름다운 지점, 의미 있는 지점을 꼽자면?
산방산 전경이 함께 보이는 너븐팡 지점이다. 해설을 듣는 탐방객 모두

가 설 수 있는 넓은 지역이고, 경치도 아름답다. 한라산이 보이고, 산방산, 
해안 절벽 등의 지역 전체의 경관이 보이는 곳이다. 영화촬영도 많이 하고 
그곳을 가면 누가 봐도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다.

Q7. 해설시 가장 불편한 점은? 느끼는 한계점은? 기대하는 변화는?
물때가 잘 맞지 않아서 힘들다. 연중 365일중 탐방가능한 날이 90일에

서150일 정도뿐이고 나머지 탐방 가능한 날에도 10에서 4시를 제외한 시
간만 탐방이 가능하다. 미리 예약한 사람들도 헛걸음 하고 돌아가는 경우
가 많다. 이러한 것이 한계점이다. 기대하는 변화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 
탐방로를 다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설정되었으면 좋겠다.

Q8. 탐방 환경이나 경로 상에 한계는 무엇인가?
날씨나 조간대 시간별의 차이가 있어서 탐방시간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

는다. 또한 듣기론 기후변화로 인한 이유로 해안선이 높아져서 탐방 시간
이 줄어들며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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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추가되었으면 하는 탐방로, 시설, 안내판, 안내 정보가 있을까요?　
전시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반적인 지질안내를 제공하는 

센터 같은 곳이 있었으면 좋은 것 같고, 그 전시관을 이곳에 설치하면 좋
을 것 같다. 각 명소별로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다른 명소에 비해 이곳의 지질학적 내용이 특별하다고 생
각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곳은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지질구역이고, 
같이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곳이라 그 둘을 접목 시킨 
지질 탐방 안내소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게 된다면 전반적
으로 지질공원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여러 이야기를 한 번에 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만조시간에 잠겼을 때도 지질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다. 탐방 안내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질공원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 아주 많다. 자연유산도 올해 10년이 되었는데 아직 
다들 모르고 있다.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잘 모르고 우리나라에 자연유산
이 있었느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물며 지질공원은 잘 모르는 것이 당
연하다. 탐방안내소를 통해 지질공원을 알릴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

현재 안내판도 많이 있지만 각 자치도별로 다른 시기에 다른 형태와 내
용으로 안내판을 설치해서 잘 읽히지 않는다. 안내판과 그 체계를 하나로 
통일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용머리 해안 탐방로 입구부에만 가
도 안내판이 두 개가 있는데 같은 내용에 다른 디자인으로 설치기관이 달
라서 서로 건드리지 못한다고 한다. 차라리 하나로 통일해서 정리하면 좋
을 것 같다. 같은 이야기를 두고 양쪽에서 서술하고 있고, 그 상세 내용은 
다른 것도 있다. 하지만 서로 설치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개선이 어렵다. 
게다가 안내판이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용머리는 안내판이 탐방로 내에 설치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파도가 치면 
바로 떨어져 나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입구에만 안내판이 있다. 안내판을 
내부에 설치를 하게 되면 한 달이 안 되어서 다 떨어져 나간다. 최근 설치
된 예산 1억 가까이 되는 다리도 금방 떨어져 나가는 추세이다. 자연현상
으로 유지보수가 힘들기 때문에 해안선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매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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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

Q10. 해설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해설사를 지원하게 된 계기는? 보람
이나 만족도는?

해설사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40대 이상의 개인이거나 주민인 경우가 많
다. 신청 이유는 제주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우리 고장에 대한 관심도 포
함된다. 우리 고장을 제대로 알리고자하는 마음에서이다. 주민인 우리도 
지질공원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관심이 있다. 보람이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해설사 중에 지질공원 해설사들이 제일 바쁜 해설사일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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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질공원 해설사 인터뷰 _ 수월봉

본 인터뷰는 2018년 02월 19일에 수월봉 지질공원 해설사를 담당하고 
있는 현◯◯ 해설사 1인과 수월봉 탐방 안내소에서 진행했다. 상세한 인
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Q1. 해설을 신청하는 주요 집단은? 
보통 단체관광객이 많이 오는 편이다. 하루에도 대형버스가 몇 대씩 왔

다 간다. 오늘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대형버스 두 대 정도 인원수로는 
150명 정도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가족 단위나 동창회, 친목회, 천주교, 
동호회, 학생들이 주로 단체로 많이 온다. 봄이 되면 특히 많이 온다.

Q2. 탐방객들의 지질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 정도는 어떠한가?
다른 지질공원에 비해 이곳은 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이후 주목받은 장소

이기 때문에 지질공원임을 인지하고 오는 경우가 많아 탐방객들은 주로 
지질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이다. 예전에 이곳은 평범한 촌 동네였는데, 
2010년도에 지질공원 명소가 되고 방송에도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오기 시작한다.

Q3. 해설을 자주 신청하고 방문하는 시기는?
봄과 가을에 가장 많이 오지만, 여름과 겨울에도 많이 온다. 수학여행 

시기에 단체로 많이 찾아온다. 단체 관람 버스가 10대 씩 와서 구경하고 
간다. 그럴 때에는 해설사의 수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 시기만을 위해 
해설사를 급격히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 모두에게 상세
한 해설을 해줄 수는 없다. 수용 가능한 인원보다 방문객 수가 많게 되면 
탐방로 초입부에서 몇 분정도 이야기하고 길을 안내해주는 식으로 진행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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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탐방객들이 주로 궁금해 하고 흥미로워 하는 지점이나 장소나 내용
은?

여러 곳이 있다. 제주도 사람들도 이곳의 차귀도, 당산도가 40만 년 전
에 만들어진지 모른다. 한라산이 가장 먼저 만들어져서 이곳의 수월봉과 
섬들이 나중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틀린 소리이고, 제
주도는 180만 년 전부터 한라산이 아닌 다른 화산활동들을 통해 여러 지
반들이 먼저 만들어졌다. 한라산은 그 이후의 일이다. 한라산이 제주도를 
만든 것은 아니다. 우선 이곳을 찾은 사람들에게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면 
매우 흥미로워한다. 관찰 지점으로는 안내소 바로 아래에 있는 화산탄이 
보이는 곳에서 흥미를 가진다. 지질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옛날 광부
들이 박아 놓은 것인 줄 알고 사람들이 잘 믿지 않는다. 하지만 이곳은 화
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자연 관광지이다. 사람들이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가 없다. 

Q5. 주로 해설하는 탐방 경로는?
학생들이 단체로 오게 되면 주로 수월봉 정상에서 해설을 진행한다. 때

에 따라서는 정상과 안내소 아래쪽에서 근무하는 두 명의 해설사가 동행
해서 해설을 진행하기도 한다. 아래쪽 탐방로를 내려가면 아랫마을까지 갔
다가 온다. 정상을 넘어서 있는 검은 해변 탐방로까지는 별로 가지 않는
다. 아직 탐방 시설이 완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가지 않는다. 일반적
으로 이용하고 있는 탐방로는 보통 한 시간에서 한 시간 30분 코스이다. 
자구내 포구와 수월봉 정자가 있는 정상부를 따라 걸어가고 양쪽의 주차
장에서 차에서 내리는 반대쪽에서 실고 가는 식으로 탐방을 진행한다. 현
재는 검은 모래 해변 쪽은 가는 길을 안내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시
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해설을 그렇게 진행하고 여유가 빠듯한 사람들
은 이곳에서 지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알아서 탐방하곤 한다. 

Q6. 가장 아름다운 지점, 의미 있는 지점을 꼽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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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소 바로 밑으로 가면 보이는 화산탄이 박혀 있는 쇄설층 부분이 가
장 아름답다. 하지만 수월봉이 화산쇄설층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아
래에 내려가서 화산지층을 보고 오지만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수월
봉 정상에 있는 정자에 가서 사진만 찍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지질공원으로서 중요한 지점인 아래에는 오지도 않
는다. 그곳은 경치도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좋고, 지질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우리도 국가 지질공원 10군데를 비롯해 다른 지질공원들을 
많이 다녀왔지만 이곳만한 곳이 없다. 수월봉 쇄설층과 더불어 차귀도가 
있어 특히 명물이다. 차귀도가 없으면 그냥 평범한 바다경관인데 그 섬 하
나 있어서 그림이 좋다. 여름에는 아주 아름답다.

Q7. 해설시 가장 불편한 점은? 느끼는 한계점은? 기대하는 변화는?
지질공원 해설은 마을 사람들이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다른 

불편한 점은 없다. 옛날부터 잘 알고 있던 곳이고, 익숙한 곳이다. 지질공
원으로 인증된 이후 이곳의 의미를 이제 알게 되었고, 최근에 배우면서 알
게 되었다. 옛날부터 있던 곳이었는데 해설사 교육을 통해 우리가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새로 개발되거나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제주도
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되고, 수월봉은 지질공원 명소가 되어서 여러 매
체에 노출되면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다. 우리도 그런 것을 보고 배우면 
신기하고 재미있다. 화산쇄설층, 화쇄난류와 같이 전문용어는 하나도 몰랐
지만 어렸을 적부터 봐 왔던 것이기에 더욱 신기하다. 옛날 것 그대로 있
는데 달라진 게 없는데 지질공원을 통해 그 의미가 달라지고, 순식간에 대
단한 관광지가 되었다. 전 세계 사람들도 알고 찾아온. 일본, 중국, 싱가포
르, 말레이시아 등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온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된 곳에 사는 사람들이나 관련한 사람들이 직접 찾아오게 되어 그 사
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

Q8. 탐방 환경이나 경로 상에 한계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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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주차장이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보고 
많이 찾아오라고 할 수가 없다. 차를 세울 공간이 없는 데 어떻게 사람들
이 찾아 올 수 있겠는가? 현재는 마을 행사를 위해 만들어 논 수월봉 정
상의 정자 있는 곳에 차를 주로 주차한다. 원칙상 정상은 차가 올라가면 
안 되는 곳이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나머지는 별로 없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도 문제이긴 하지만 최소한의 시설을 갖춰져야 한다.

Q9. 추가되었으면 하는 탐방로, 시설, 안내판, 안내 정보가 있을까요?　
탐방안내소에서 검은 모래 해변까지 연결되는 탐방로가 조성되어 있지 

않아 아쉽다. 탐방 시설이 갖추어져야하는데 2~3년 전에 예산안과 시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되지 않아서 불만이다. 관리하는 
상부가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또한 서로 다른 기
관이 지질공원과 관련해서 연관되어 있는데 호흡이 잘 안 맞는 것 같다. 
그 탐방로만 조성되면 이곳은 최고의 지질명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현
재 절벽구간의 탐방환경은 낙석 등의 위험 요소가 있긴 하지만 물때만 맞
으면 들어갈 수 있다. 용머리나 주상절리는 옛날 50-60년대부터 관광지였
고 돈 500원씩 내고 들어가는 곳이었다. 이곳 탐방로만 잘 조성되면 용머
리해안이나 주상절리 저리가라이다. 게다가 이곳은 무료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 현재는 연 방문객이 30-40만 명 정도 방문하
고 있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사실상 앞으로 300-4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올만한 잠재력 있는 곳이지만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아 못 오
고 있다.

Q10. 해설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해설사를 지원하게 된 계기는? 보람
이나 만족도는?

현재 수월봉 지질공원 해설사는 하루에 3명이 근무한다. 정상에서 1명, 
아래의 탐방로 입구부에서 1명, 사무실에서 1명으로 하루에 3명씩 돌아가
면서 근무한다. 해설사를 하는 이유는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이다.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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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홍보 대사이다. 마을 사람들도 사실 어떻게 만들어 진 것인지 잘 모
른다. 옛날에는 귀신이 나오는 곳이거나 전설의 장소였다. 세상이 많이 바
뀌어 지금은 소정의 돈을 받고 하는 일로 여가시간을 이용해 부가 수입을 
얻으며 이야기고 하도 동네 홍보와 안내도 한다. 그래서 좋고 만족한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우리도 마을에
서 세계 각지의 사람들을 구경하고 만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어 좋다. 
이곳에 가만히 있으면서 세계 각지 사람들을 만나는 재미가 있다. 또한 지
질공원 해설사가 된 이후에 말레이시아를 다녀왔다. 견문을 넓히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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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질공원 관리자 인터뷰

본 인터뷰는 2018년 02월 20일에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의 생물권 지질
공원과의 지질 연구와 보존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전◯◯ 관리자 1인과 
한라수목원에서 진행했다. 상세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Q. 제주 지질공원이 지질관광지로서 가지는 잠재력은?
제주는 자연경관, 주변 역사문화, 생태자원, 인적자원, 지역 주민의 높은 

관심들이 제주가 가진 강점이다. 제주도는 자연 경관, 지질경관의 가치가 
뛰어난 것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 일출봉과 같은 명소가 한 곳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다양한 가치 있는 명소들이 많이 있다. 육지
에 없는 돌담, 돌하르방과 같은 제주 고유의 돌 문화, 역사문화 등의 다양
한 콘텐츠가 많이 있어 지질명소와 엮어 내어 지질공원의 개념에 부합하
는 제주만의 좋은 자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제주는 지질 외에도 주변에 
식물 자생지 조류 관찰지와 같이 좋은 경관들이 근접해 있어서 명소간의 
접근성이 좋다. 제주는 용암동굴, 분석구, 용암, 곶자왈 등의 다양한 지질 
명소가 있고, 주변에 바다 경관, 식물 서식지, 습지가 지질과 함께 곳곳에 
위치하여 다른 명소에 비해 접근성이 매우 좋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참여
와 관심의 정도가 매우 높다. 현무암, 송이, 분석구, 용암 등의 지질과 관
련된 용어를 지역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사용하고 있다. 지역주
민들의 지질에 대한 관심, 보전 의식, 참여도가 높다. 이는 앞으로 지속가
능한 운영을 위한 힘을 가지게 한다. 

Q. 현재 제주 지질공원의 가치와 의미가 제주가 가진 잠재력에 비해 얼
마나 잘 전달되고 있나?

아직까지 제주가 가진 잠재력이 완전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다. 하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수월봉, 중문 주상절리
대, 일충봉의 경우 원래 안내판이 아예 없던 곳이거나 입구에 천연기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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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글자만 빼곡한 안내판이었다. 그러한 명소들에 1차적으로 지질공
원 안내판을 설치했다. 현재 구성이 조화롭지 않은 점이 있지만, 이는 조
금씩 개정되는 과정에 있다. 현실적으로 순식간에 모든 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는 조화롭고 통일성 있게 쉽고 간결하
게 정리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아무것도 없
었던 명소는 조금씩 시설을 갖추고 나아지고, 기존에 관광지였던 명소는 
시간을 두고 변해가는 과정에 있다. 해설사도 배치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았
다. 용머리 해안에 위치한 해설사 사무소도 본래 창고를 개조해서 만들었
다. 해설사를 배치하고 유인물을 가져다 논 것도 불과 3-4년 전이다. 제주
도 지질명소는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지금은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
지만 해설사를 더 많이 배치하고, 더 다양한 가이드 프로그램을 할 수 있
도록 하는 방향으로 느리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올해도 해설사
를 모집 했다. 일 년에 5-6명 정도 모집해서 해설사를 투입하고자 한다. 
지금과 5년 뒤는 또 다르게 진행되고 발전되어 있을 것이다. 

Q. 제주 지질공원에 앞으로 기대하거나 우려하는 바는 무엇인지?
지질공원에 대해 많은 나라에서 열광하는 이유는 지역의 경제적 효과, 

지역 주민의 인식이 변화를 유도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질명소 한 포인트
에서 사람들이 보고 돌아가는 관광은 이제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지질 명
소 중 수월봉을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다 참여하진 
않지만 트레일 행사를 매년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인식이 변화하게 
된 것이다. 지질공원을 통해 사람들이 지역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하고 찾
아오니까 좋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물론 관광지가 되면서 안 좋은 
점도 있다. 복잡해지고, 차가 막히고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불편한 점도 
있다. 하지만 마을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마을 
주민 중 공부를 하게 되어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마을의 돌이나 식물들을 
못 가져가게 한다. 주민들의 생각과 행동이 변하기 시작했다. 다른 관광과 
달리 지질공원이 가지는 특징이 바로 이것이다. 그것이 지질공원에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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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과 지자체,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는 이유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겪어본 사례가 많이 없어 부족한 편이다.

Q. 제주 지질공원의 가치와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주요 대상이 있는
지?

교육과 해설 분야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해설사, 교사, 도민, 학
생들을 중심으로 한다. 특히 제주도는 해설사가 많다. 문화관광 해설사, 
숲 해설사, 자연환경, 세계자연유산, 지질공원 해설사 5-6개 이상의 해설
사가 존재하고 모두 합치면 1000명 가까이의 인원이 해설을 하고 있다. 
지역 사회에서도 지질공원 해설사를 선발한다고 하면 관심도 많고 경쟁률
도 치열하다. 제주도는 관광의 도시이기 때문에 기존에 문화관광해설사가 
2~300명 정도 양성되어 있었고, 자연유산 해설사는 200여명이다. 문화관
광해설사는 교육받은 분들까지 하면 500명이 넘는다. 문화관광 해설사나 
지질공원 해설사에게 교육을 하러간다. 더불어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공무
원교육도 진행한다.  학생들을 위해 지오 스쿨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진
행하고 있다.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면 학교나 교사들도 긍정적으
로 생각한다. 교사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교사 교육 프로그
램, 도민 교육프로그램, 해설사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관심을 가지는 
단체는 많이 있다.

Q. 안내시설 등의 내용과 위치에 대한 현황 파악의 정도는?
지질공원 모니터링을 우도를 제외하고 모든 명소에서 매달 매년 진행하

고 있다. 안내판 모니터링은 우리가 설치하지 않은 것도 새로 설치한 것이 
있거나, 변화사항이 있으면 모두 기록한다. 서귀포 층도 안내판이 잘 있다
가 하나씩 지워지고 훼손되고 있는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새로 발주하고 
있는 과정을 전부 기록하고 있다. 

Q. 현재 제주 지질공원에서 지질탐방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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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머리 해안의 탐방로 내부 상업 활동이 집중을 방해하고 있다. 안내판
의 경우도 용머리 해안의 경우 태풍이 오면 모두 부서지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하다. 입구에 있는 안내판을 인식하지 못하는 방문객이 많다. 논문
에서 행정기관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탐방시설의 문제점을 짚고 제안해
주면 좋을 것 같다. 관리사무소가 지질공원과는 다른 별개의 기관이기 때
문에 서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Q. 현재 제주에서 가장 시급하게 탐방 환경이 조정되어야하는 곳은?
용머리 산방산 명소이다. 날씨가 맞지 않으면 탐방이 완전히 불가능하여 

못보고 돌아가는 사람이 비일비재하다. 해당 정보를 문자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접근성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탐방로의 개발과 명소간의 연결이 필요하다. 본래 수월봉이 
첫 번째 타깃이었다가 용머리 산방산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중문 주
상절리도 추후에 그 대상이 될 것이다. 산방산은 굴사만 갈 수 있고 등산
은 금지되어 있다. 산방굴사는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입장료를 내
고 산방산 보러갔는데 위에 부처님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며, 정확한 정보
가 미리 제공되어 있지 않다. 사실 지질을 볼 수 있는 경관도 철망으로 가
려져 있다. 차라리 주변의 지질명소를 걸어 다니는 것이 훨씬 낫다. 고생
해서 산을 올랐는데 볼 것이 없는 경우보다 주변에 마을과 해안을 따라 
걷고 보는 것이 좋다. 지질명소 하나를 만든다고 해서 지역주민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좋을지 모르겠
지만 마을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해설사를 고용하
고 주변 마을 곳곳을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마을에 도움이 된다. 

Q. 제주 지질공원 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어느 부서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주로 시행하는가? 

수월봉의 탐방로 정비와 용머리 해안의 교량 설치 등에 관해서는 세계
유산문화재부의 자연문화재과에서 진행하고 있다. 수월봉 탐방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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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업을 진행한다.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받았다. 자연문화재과에서 사
업을 진행한다. 지질공원과에는 탐방로 등의 시설을 할 수 있는 비용이나 
인력이 없다. 자연문화재과라고 세계유산 본부안의 조직 내에 제주도 전체 
자연 문화재를 다루는 부서가 있다. 자연문화재과, 역사문화재과가 있다. 
물때가 차면 못 가는 것이고, 옛날 낚시꾼들이 다니는 길이 있다. 그 길이 
위험한 구간이 있는데 그곳에 중간에 돌을 채워서 낙석으로 만 위험한 구
간을 회피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데크와 같은 시설 없이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자한다. 올해 문화재청에서 승인해주었다. 예산은 문화재청에서 
준다. 필요하다는 욕구, 요구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계속 있어왔다. 그곳이 
제일 경관이 사실 뛰어나다. 다칠 위험이 있었다. 못 보여주는 구간을 낙
석을 통해 바로 잡고 위험성을 낮추는 방안으로 올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
이다. 자세한 설계에 대한 자료는 그곳에 문의해야한다. 수월봉 탐방로 정
비 사업은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고 작년에 타당하다고 심
의가 내려졌고 예산을 잡아 놓은 상황이다. 구체적인 설계를 진행하고, 설
계도서 청구하고 문화재청에 보내면,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해주면 그때 사
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신청 단계이다. 설계도서까지는 아직 나
오지 않은 상황이다. 

Q. 운영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가지는 한계는?
제주도청, 서귀포 시청, 관광지 관리사무소 등이 여러 기관이 있다. 서

귀포 시청에서 기본계획을 관리하고, 관광지만 관리하는 관광지 관리 사무
소는 표만 파는 것이다. 문제점을 지적하면 관광지 사무소는 모른다고 말
하고, 시청에 말해보라고 한다. 시청을 가면 도청에서 시킨 일이다. 시청
에서 할 것하고 더 큰 문제가 생기면 도에서는 그것을 왜 우리가 하는가 
묻는다. 이런 언밸런스가 있다. 용머리 해안 교량의 시공은 자연문화재관
리과, 본부안 자연유산과에서 자연문화재를 관리하는 과에서 진행한다. 절 
같은 경우는 역사문화재과에서 진행한다. 조직도를 보면 우리는 연구부에 
있고, 문화재관리과 자연 문화재관리과에서 진행한다. 다리를 만들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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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곳에서 거의 다하고 매표소는 매표만 관리한다. 서로 관심이 없다. 
대표자들 간에 자주 이야기하고 서로 사업을 공유하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 

Q.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입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지질공원은 교육탐방과 체류를 원하고, 사람들이 한 명소만 들렀다가 가

는 것은 원치 않는다. 지역에서 한 2-3시간은 머물다가 가는 것을 원한다. 
주변의 가게 식당, 카페를 이용해서 오래 머물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에 반해 관광지 관리사무소의 입장은 깨끗하고 안전하고 경관보고 무사히 
집에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다. 공간의 활용을 어떻게 할지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는다. 문화재 관리 부서에서는 사고가 없는 것이 목적이다. 문화재 
훼손을 안 시키고 사고가 안 나는 것이다. 

나머지 부서들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 지질공원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절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돌아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상절리
의 경우 화산이 터져서 용암이 물에 들어간 것과 같이 다르게 생각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다른 내용을 부가적으로 
설명을 듣는 다던가 형성원리에 대한 교육적인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 
것이 지질공원의 입장이다. 또한 그 주변에 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 그곳에 체류하도록 유도하고 싶다. 잘 알려진 지질 명소 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고 유도하고자 연구가 진행 중이다. 용머리의 경우 탐방로
를 가지 못한 사람들, 경관을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주변의 마을을 거치고 
돌아오면서 한 시간 반을 걷는 코스, 지질학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
게 추천하는 코스 등으로 제안 중이다. 주차장을 출발점으로 하고 돌아오
면 명소 주변에 다양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질공원에서 
하고 싶은 것이다. 올레와 다른 점은 굳이 다 안 가 봐도 상관없는 어떤 
길이 아니라 이 길이 왜 이곳에 있는지, 이 길에 다양한 거리들이 얼마나 
있는지 발굴해 내서 안내판을 만들고 해설사를 배치해서 그 길을 따라 다
니며 이 길에 대한 전설, 식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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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곳에 가면 어떤 맛있는 것이 있다는 설명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
고자한다. 그렇기 때문에 올래와 다르고 원 포인트 개념으로 사람들이 보
고 돌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이젠 의미가 없다. 성산오조, 김녕월정 트레일
을 만든 이유는 그곳에 간 사람들이 여유가 있으면 그 주변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보고 가라고 하면서 사이트를 확장하는 것이다. 
수월봉도 원래 하나의 포인트였지만 현재는 코스로 인식하고 있고, 엉앙길 
코스, 감성리 코스가 있다. 미래의 발전 방향은 이렇게 될 것이다. 현재까
지 수월봉을 중심으로 진행했고, 올해는 용머리와 함께 제안하고자 한다. 
주상절리도 그렇게 제안하고자한다. 주상절리 코스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
라 마을까지 방문하는 방식으로 가고자한다. 다들 세팅이 완전히 된 것이
라고 보지만 아직 시작이다. 지금 자평하기에 목표치의 20%정도 왔다고 
본다. 

Q. 제주지오 프로젝트의 생산물은 어떻게 진행하고 운영 중인가?
2013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제주 관광공사와 지오투어리즘 프로젝

트를 함께 했었고 지금은 끝난 프로젝트이다. 지금은 그 인프라를 활용하
여 캐릭터, 로고, 지역 브랜딩(지오하우스, 지오푸드 등)을 이용할 예정이
다. 트레일 코스도 관광공사와 시가 만들었지만 거의 관리가 되어있지 않
다. 그래서 우리가 인프라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코스를 줄여서 사업을 진
행 중이다. 용머리 연구 사업이 그 사업의 일환이다. 예전에 관광공사에서 
만든 코스가 실제로 비현실적이거나 걷기 불편한 것은 과감히 자르고 실
현가능한 부분을 해설사를 동행한 곳으로 바꿔가는 것이다. 

Q. 대표 명소 관리 계획에 포함된 내용은?
관리 및 운영 계획과 보존 및 관리 계획은 약간 다르다. 지금 주상절리

대에서 하는 것은 보존 및 활용 방안이다. 내용은 비슷한 보존 및 정비 계
획, 관리 및 운영 계획 등이 있다. 이는 발주 주체가 다르다 보니 명칭이 
다르게 되었다. 이런 계획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돈을 주고 용역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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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차이가 나는데 현실을 모르고 외부에서 하면 실현가능하지 않은 내
용들이 들어온다. 외부 용역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실현불
가능하거나 추상적인 실제로 쓰지 못하는 계획들이 적혀있다.

Q. 한라산의 관리는 어떻게 진행 중인가?
부서에는 속해 있지만 조직이 별도로 움직이고 국립공원이다 보니 국립

공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크게 관여하지 않
고 로고를 붙이는 것으로 하는 정도로만 협력하고 있다. 한라산은 우리 입
장에서는 하나의 명소일 뿐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명소 하나하나가 포인트
이기 때문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안내판에 로고를 붙이고 해설사들도 별
도의 해설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운영을 대체하고 있다.

Q. 지질공원의 경계는 어떻게 설정되는가?
제주도 전체이다. 법적으로 국가지질공원의 경계는 쓸데없는 개념이다. 

지질공원은 대표명소 범위라는 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임의로 
정한 것이다. 유네스코 지질공원상 바운더리만 있으면 된다. 지질대표명소
라는 개념은 우리가 편의로 쓰는 것이다. 지질공원은 그 바운더리 범위만 
표시하는 것이고, 대표 명소의 면적이나 범위는 중요하지 않다. 국가 지질
공원은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대표명소의 범위를 합산하면 전체면적과 
맞지 않는다. 하나의 스팟들과 그것들의 총 면적은 얼마다는 아무 의미가 
없다. ‘지질공원 바운더리 면적이 얼마로 지정되어 있고, 그 중 지자체에
서 추진하는 대표명소에는 몇 개가 있다’로 끝나는 것이 맞다. 대표 명소
는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 식으로 참고로 들
어가야 하지 면적은 아무 의미가 없고, 개념자체가 잘 못된 것이다. 국가
지질공원이 국립공원의 개념처럼 면적을 산출해서 한 것이다. 

Q. 지질공원의 총체적인 조성, 관리, 운영에 대한 담당자가 필요하지 않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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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조직으로 관리가 되었을 때 어렵지 않은 문제일 수 있지만 현실
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구조가 있다. 그것을 고려해야한다. 탐
방의 자연환경은 충분하나 인프라가 국한적으로 되어 있고, 관리조직이 분
산되어 있어서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힘들다. 단순하게 조직을 하나의 체계
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너무나 쉬운 계획은 비현실적이다.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제주도, 시청, 관광지 관리사무소가 다른데 하
나로 통일해서 운영하라는 말은 있을 수 없다. 정확한 현실을 분석하고 조
직에 대한 관리 기구를 설명하고, 대안을 이야기할 때는 관광지를 관리하
고 문화재를 관리하는 분야가 이러한 부분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를 해줘야한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Q. 무료, 유료 구간의 설정 기준과 경계 설정 기준은? 그 구간의 변화 
가능성이나 예정 계획이 있는가?

우리는 유료 구간을 생각한 적이 없다. 필요하다면 지역주민이 주차장과 
같은 것을 공동구매해서 차량을 아무 곳이나 주차를 못하게 제한을 한 이
후에 정상 올라가는 길을 막고 그곳에서 주차료로 주민들과 이익을 나누
는 방식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입장료를 받을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
다. 기존에 관광지였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고 있는 것이지 지질공원 입장
은 입장료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관광객 수입으로 얻고자 하는 것도 없
고 그것으로 사업을 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언제든지 누구나 무료로 그
곳을 보고 대신 차를 편하게 주차하려면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될 정도의 
요금만 지불하고 가는 정도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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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lanning Principles and 

Improvement Plan 

of Jeju Geopark

Seon, Cho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concept of Geotourism and Geopark has 
emerged as the paradigm of tourism changed and people 
started to recognize geosite and geoheritage as legacies 
that they have to protect and preserve. More and more 
geosites are designated as Geopark through UNESCO 
World Geopark and National Geopark System. Jeju Island 
has been certified as Geopark with its high geological 
value and Jeju local authority tries to spread awareness 
about the dynamic process of creation of Jeju geology 
and its academic valu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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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e how to make Geopark to function as educational 
grounds where convey the geological process and its 
worth beyond tourist places, which people appreciate its  
landscape

   Since the national Geopark system was introduced, 
most of researches have been concentrating on the 
significance of Geopark Institution, operating, managing 
system and legal limit and improvement plan. Recent 
studies related to Geopark are mostly done in geology, 
geography, tourism and educational academies. 
Researches about planning, spatial design, management 
and operation of Geopark are insufficient from the 
perspective of landscape architect. It is important in 
Geopark to design and implement effective education 
system which delivers geological expertise as well as to 
accumulate it. Therefore, it needs to analyze the current 
educational, administrative and design conditions of 
Geopark which are required for effective geological 
education system and to study and suggest planning 
principles and ways to improve the current situ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planning, design, operation and management 
system of Geopark in Jeju National Geopark and to 
suggest comprehensive improvement plan of Geopark 
including space organization of the parks in terms of 
geological education.

   This research figures out how Geopark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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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ed and developed as a institution which has been 
accelerated since 2000s and what is the aim, the 
significance, the role and the feature of Geopark on the 
basis of previous researches. It finds the things which 
have to be developed for Geopark to accomplish the goal 
of geological education. The current state of education, 
guidance, operation and management, physical 
organization of Geopark were analyzed with the data 
collected through field trips, interviews, and surveys. The 
form of field trips, interviews and surveys were made 
based on the analytical framework. The planning 
principles and improvement plan are derive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and analytical 
framework.

   The analytical framework and analysis on current 
state are largely divided into three parts: education and 
guidance, operation and management, physical space 
organization and information delivery. In the aspect of 
education and guidance, it examined the contents of 
geology, the expertise of data, the hierarchy and 
systematicity by spot, target, stage, and unity between 
Geopark. and understanded how effective the current 
system of education and guidance are. In the aspect of 
operation management, we looked into the structure of 
Geopark Institution, specialization and cooperating 
network between various stakeholders. Finally, we analyze 
how to build up and collect diverse contents related to 



- 168 -

the formation process of geosite and geoheritage and 
evaluate how effective the space structure of Geopark 
conveys the diverse contents.

   The planning principles of geological park 
considering educational effect are presented in three 
dimensions; education and guidanc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physical space organization. In terms of 
education and guidance, five principles are designed in 
consideration of diversity and expertise of research, 
hierarchy and system of education, recognition of 
Geopark, and accessibility of information. Also, three 
principles in planning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re 
established, considering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of institute, structure of specialization, 
and network for cooperation and cooperation. Three 
principles of physical organization are related to the 
accumulation of geological studies, the visiting 
environment and guidance facilities.

   To sum up, the improvement plan of Jeju Geopark is 
suggested in three aspects of education, administration, 
and physical organization. The research proposes the 
alternatives to change the way people understand Jeju 
Island and geosite in Jeju and to enhance the effect of 
geological education. Also, it devises the improvement 
plan to organize Geopark system, consultative group and 
expert group. In terms of physical organization, it 
requires to enhance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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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geological experience in Jeju Geopark and shows the 
ways to improve guidance facilities and to make the best 
use of existing tourism infrastructure.

This study has a signification of presenting integrated 
and complex development direction of Jeju Geopark in 
aspect of education, administration and design, which is 
based on the comprehensive analysis of Jeju Geopark. It 
can be a model for the valuable development of National 
Geopark in the future. Also, it can be used as a 
fundamental data to improve and to establishe the 
system and the guideline of National Geopark. 

keywords : Geopark, Geotourism, Geo-education, Jeju Geopark, 
Planning Principles, Improve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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