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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곶자왈지 의 지질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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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곶자왈지대는 제주도의 잘 알려진 독특한 화산 지형 중 하나이다. 우리는 용암류의 분포와 유형, 암석화학 

및 절대연대에 근거하여 곶자왈지대의 지질 특성을 요약하여 보고한다. 이 결과는 현재 훼손되지 않은 곶자왈

지대 분포지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 및 각 지역의 특징에 맞는 보전 관리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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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otjawal terrain is a well-known unique volcanic land form in Jeju Island. We concisely report 
on the geological characteristics of Gotjawal terrain on the basis of distribution, type, rock chemistry and absolute 
age of lavas. It is absolutely imperative to conduct the survey for the existing Gotjawal terrain and to implement 
the customized management plan for conservation of each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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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용어이지만, 곶자왈(Gotjawal)

은 고유 제주어로서 독립적으로 쓰이기도 하나, 숲을 

뜻하는 ‘곶’과 돌과 자갈들이 모인 곳을 뜻하는 ‘자왈’

이라는 2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합성어로서, 제주

어사전(濟州語辭典)에 따르면 나무와 덩굴 따위가 

마구 헝클어져 수풀같이 어수선하게 된 곳으로 정의

하고 있다(Jeju Special Self-Government Province, 

2009).

과거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지던 곶자왈은 1990년대 

이래 곶자왈의 개발과 지하수 보전 문제가 지역 사회

의 논쟁 거리가 되고, 자연환경 보호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곶자왈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

작하였다. 곶자왈탐사대 활동(제민일보: 2002~2004), 

(사)곶자왈사람들 창립(2005) 등 곶자왈에 대한 관

심이 지하수 분야 뿐만 아니라 동식물 등 생태 분야

로 까지 확대되면서 곶자왈의 학술적 가치와 보전의 

필요성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곶자왈공

유화재단 설립(2007)과 공유화 운동 추진, 그리고 곶

자왈 사유지 매입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

다. 2012년 제주 국제자연보전총회에서는 “곶자왈 

보전과 활용”이 공식 의제로 채택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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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은 독특한 화산지형으로서의 지형 지질학

적인 가치, 특유한 난대/온대림의 생태계로 구성되

어 한라산과 해안지역을 잇는 생태 네트워크로서의 

역할, 그리고 중산간 지역의 마을 공동체 형성에 영

향을 준 인문지리학적 가치를 지닌다(Suh, 2012). 한

편, 지질학적으로 곶자왈은 지역에 따라 분출 시기와 

성분이 다양한 용암류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Won et al., 1993; Park et al., 1998, 2000a, 2000b, 

2000c), 곶자왈을 구성하는 암석은 암괴상 아아 용암 

(Song, 2000)이며, 지역적인 특성과 결합하여 ‘곶자왈용

암’으로 명명되어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다(참조: (사)

곶자왈사람들, http://www.gotjawal.com/; 곶자왈

공유화재단, http://www.jejutrust.net/). 반면, 최근 

수산, 선흘, 저지 및 신평 곶자왈 지역의 용암류가 파호

이호이 용암류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Jeon et al., 2012).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에서는 도 일원에 분

포하고 있는 주요 곶자왈 중 토지이용 등급도(Jeju 

Province, 1997)를 바탕으로 곶자왈용암 분포지

(Song, 2000)와 중첩되는 지역에 대해 용암류의 분

포 및 유형, 시추조사를 통한 곶자왈 용암 두께 확인, 

용암의 암석성분 및 분출시기 그리고 침투율 조사 

등 수문지질학적 특성 연구를 5개년 연구 사업(2009

년-2013년)으로 수행하였다.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

는 현재 출간 준비 중이며, 이 논문은 도출된 몇 가지 

시사점을 중심으로 곶자왈지대의 지질 특성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한다.

2. 연구방법

곶자왈의 분포, 용암류의 유형 및 훼손지 조사에

는 현장에서 GPS에 의한 측점좌표를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항공사진(2006년 및 2009년 촬영)을 활용하

였고, 현장조사 결과를 1:5,000 축척의 수치 지형도

에 입력시켜 향후 곶자왈 보전·관리 및 관련 조사·연

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기존 지질 연구

문헌 및 육상지질조사, 시추공의 지질주상도 작성, 

야외노두 및 시추코어에서 채집한 화산암 시료의 암

석 기재 및 전암화학성분 분석을 통해 곶자왈 지역

별 용암류의 암석학적 특징을 정리하였으며. 또한 

10-25 m 깊이의 시추를 통해 곶자왈의 지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용암류의 두께 및 특징을 규명하였다.

3. 연구결과  토의

3.1 곶자왈지 의 분포 범

곶자왈과 연관하여 ‘곶자왈’, ‘곶자왈지역’, ‘곶자

왈지대’ 혹은 ‘곶자왈용암숲’이라는 다양한 이름으

로 사용자에 따라 혼용되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곶자왈지대’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곶자왈지대는 

제주어 ‘곶자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리적 속성

을 지니고 있는 일련의 지역을 나타내는 ‘지대’라는 

단어를 결합하여 공간적으로 한정적인 의미를 지닌

다. 곶자왈지대의 명명은 대부분 지역에서 행정단위 

<읍>이나 <면>의 이름이 이용되었으나, 조천-함덕 

곶자왈지대 만큼은 <면>과 그 하위 행정단위인 

<리>의 이름을 혼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는 ‘조천 곶자왈지대’라 하였다.

1997년 만들어진 제주특별자치도의 토지이용 등

급도(1:5,000 축척)에서 곶자왈지대는 지하수보전등

급 2등급 및 생태보전등급 3등급 지역으로, 동쪽에

서부터 구좌-성산, 조천, 교래-한남, 애월, 한경 그리

고 안덕 지대로 구분되며 그 면적은 113.3 km
2로서 

도 전체 면적의 6.1%이다(그림 1). 그러나 이 도면의 

곶자왈지대 경계는 여러 곳에서 실제 곶자왈지대 분

포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재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곶자왈지대의 분포와 관련한 그림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토지이용 등급도보다는 곶자왈

용암 분포도(Song, 2000; 그림 1의 붉은 실선)가 흔

히 인용되고 있는 실정이다(참조: Song et al., 2006; Song, 

2007; (사)곶자왈사람들; 곶자왈공유화재단). 구좌-

성산 곶자왈지대는 동거문이오름 곶자왈용암류, 다

랑쉬오름 곶자왈용암류, 용눈이오름 곶자왈용암류 

및 백약이오름 곶자왈용암류로 구분되며, 조천 곶자

왈지대는 조천-대흘 곶자왈용암류, 함덕-와산 곶자

왈용암류, 서검은이오름 곶자왈용암류로, 애월 곶자

왈지대는 노꼬메오름 곶자왈용암류로, 한경 곶자월

지대는 도너리오름 곶자왈용암류로, 그리고 안덕 곶

자월지대는 병악 곶자왈용암류로 구분된다. 그러나 

1:25,000 축척의 지형도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곶자왈

용암 분포도는 토지이용 실태 뿐만 아니라 지질도와도 

무관하게 작성되었음이 확인되며, 대축척(예; 1:5,000)

에 비해 정밀도가 떨어지는 소축척 지도를 사용함으

로서 분포 경계가 실제 지형과는 맞지 않는다.

토지이용 등급도의 곶자왈지대와 곶자왈용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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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tjawal Terrain Song (2000) Land Use Thematic Map (1997)
Gujwa-Seongsan 38.0 7.8
Jocheon 60.1 20.7
Aewol 20.6 3.5
Hankyeong 38.1 34.2
Andeok 12.9 10.7
Non-overlapped (Gyorae-Hannam, etc) -- *36.4
Total Acreage 169.7 113.3
*Excluded area in this study
Please note that the acreage was automatically calculated from GIS software, ArcGIS®.

Table 1. Acreage comparison of the Gotjawal terrain in Jeju island (unit; km2).

Fig. 1. Distribution of the Gotjawal terrain in Jeju Island (Jeju Province, 1997).

포도의 면적을 비교해 보면, 토지이용 등급도의 곶

자왈지대가 상대적으로 약 20%에서 90%정도의 작

은 범위로 지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1). 조천 곶자

왈지대의 경우 이미 농경지나 주거지 및 관광시설 

등으로 개발되어 곶자왈 원형이 훼손된 곳은 곶자왈

지대로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수산 및 애

월 곶자왈지대는 곶자왈의 지형 및 식생 특징을 유

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누락되었음이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대부분 사려니숲(제

주시 조천읍)에 해당하는 교래-한남 곶자왈지대와 

안덕 곶자왈 동쪽 녹하지악 주변(서귀포시 여래동-

중문동 일대) 지역은 곶자왈지대 특성이 관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자원 보전을 목적으로 등

급도에는 곶자왈지대로 지정되어 있다. 반면, 머체왓

숲길(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인근에도 곶자왈지

대가 분포하고 있지만 곶자왈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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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lassification of surface lava types in the studied Gotjawal terrain in Jeju Island. (a) Gujwa-Seongsan (b) 
Jocheon (c) Aewol (d) Hankyeong (e) Andeok.

3.2 곶자왈지 의 지표 용암류 유형

일반적으로 제주도의 현무암질 용암 지형 중 ‘빌

레’는 파호이호이 용암류가, ‘곶자왈’은 아아 용암류

의 분포지로 구분 기재된다(Park et al., 2008). 그러나 

이미 발간된 지질도(Won et al., 1993; Park et al., 

1998, 2000a, 2000b, 2000c)에서는 한경-안덕 곶자왈

지대를 제외하고 곶자왈용암의 분포지와는 분포범

위가 서로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각각 곶자왈지

대는 분출 시기와 성분이 다양한 용암류로 구성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곶자왈지대에 분포하는 용

암류가 아아 용암 뿐만 아니라 빌레형의 파호이호이 

용암도 분포하고 있음이 구체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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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ed Zone Gujwa-Seongsan Jocheon Aewol Hankyeong Andeok
Aa Lava 3.93 14.35 3.10 25.66 9.34
Pahoehoe Lava 3.17 3.44  0.16  
Scoria  0.15 0.07 tr 0.01
Transitional Lava  0.23  1.32  
Unclassified Lava    0.57  
Damaged 0.66 2.53 0.29 6.49 1.34
Total Acreage 7.76 20.70 3.46 34.20 10.69
Abbreviation: tr; trace. Please note that the acreage was automatically calculated from GIS software, ArcGIS®.

Table 2. Classification of surface lava types in the studied Gotjawal terrain (unit; km2).

(Jeon et al., 2012).

곶자왈지대의 현장조사를 통해 지표지질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GIS 프로그램(ArcGIS
®

)를 이용하

여 각 지역별 분포도를 작성한 후 면적을 계산하였

다(표 2, 그림 2). 각 곶자왈지대에서 아아 용암으로만 

구성된 곳은 애월(해당 지역의 전체 면적 대비 89.7%)

과 안덕(87.4%) 곶자왈지대이며, 아아 용암과 함께 

파호이호이 용암이 분포하는 곳은 한경(75%:0.5%), 

조천(69.3%:16.6%), 구좌-성산(50.6%:40.8%) 곶자

왈지대이다. 특히 곶자왈지대 중 가장 유명한 선흘

곶자왈(조천 곶자왈지대)은 거의 대부분 파호이호

이 용암 지형에 해당한다. 애월(1.9%), 조천(0.7%), 

안덕(0.1%) 곶자왈지대는 오름 주변부로서 두꺼운 

분석층에 의해 피복된 지형이 비교적 소규모로 분포

한다. 파호이호이 용암에서 아아 용암으로 일부 전

이(transition)되었거나 혹은 아아 용암과 파호이호

이 용암의 구분이 쉽지 않은 전이대 지역은 조천 곶

자왈지대의 돌문화공원 입구 주변, 한경 곶자왈지대

의 도너리오름 남쪽과 문도지오름 동쪽 및 남송이오

름 서쪽 일대, 무릉곶자왈 및 신평곶자왈 일대에 해

당한다. 특히 신평곶자왈 지역은 도너리오름 기원의 

아아 용암이 평탄한 저지대에 도달하여 선단부

(distal) 지역에서 파호이호이 용암으로 전이되어 만

들어진 지형(Bailey et al., 2006; Applegarth et al., 

2010; Favalli et al., 2010; James et al., 2012)으로 해

석된다. 한경 곶자왈지대의 북서쪽 끝부분에 해당하

는 정월오름 주변의 숲지(약 0.57 km
2
)는 모슬포-한

림 지질도폭(Park et al., 2000a)에 의하면 파호이호

이 용암(광해악현무암) 분포지에 해당하지만, 도너

리 아아 용암과의 접촉관계 및 그 단면을 파악할 수 

있는 노두가 없어 분류 불가능 지역으로 구분하였

다. 전체 곶자왈지대 중 목장, 농경지, 골프 코스 및 

주거 지역으로 개발되어 지표를 덮고 있는 용암이 

존재하지 않거나 곶자왈지대 원형이 훼손된 곳의 면

적은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지정 당시(2003년 4월)에 

비해 약 14.7%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제주도의 곶자왈지대는 아아(암괴상)

용암 분포지’로 통용되는 정의(참고: 곶자왈공유화

재단)와 서로 부합되지 않는다. 아아 용암류만 분포

하는 지역은 애월과 안덕 곶자왈지대 뿐이며, 그외 

지역은 아아 용암과 함께 부분적으로 파호이호이 용

암 혹은 용암전이에 의한 용암류로 구성되므로, 아

아 용암 지형과 파호이호이 용암 지형의 형성과 관

련된 기재적인 사항을 각 지역별로 구분하여 서술해

야 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토대로 현재 곶자왈 입구

마다 만들어져 있는 안내문의 내용을 정정해야한다.

3.3 곶자왈지  용암류의 암석학  특징

곶자왈지대의 지질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20개 

지점에서 시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시추코어 및 야

외노두에서 채취한 102개의 시료에 대해 한국지질

자원연구원에 의뢰하여 X-선 형광분석법으로 전암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곶자왈지대의 지표부 용암류는 동일한 분화구로

부터 분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평균 5 m 두께를 지닌 

여러매(최소 2매)의 용암단위가 층상을 이루고 있

다. 아아 용암류의 경우는 가운데 용암판을 중심으

로 상하위에 암괴와 클링커로 구성된 층을 지니고 

있으며 그 두께는 최대 10 m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파호이호이 용암류의 경우, 아아 용암에 비해 

용암판의 두께(평균 3 m 내외)가 얇으며 때로는 복

합용암류(compound lava flows)를 이루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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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ain Gujwa-Seongsan Jocheon
N* 17 51 29 22

SiO2 49.60 (0.86) 51.10 (0.35) 49.70 (1.02) 52.85 (0.20)
TiO2 2.31 (0.14) 2.28 (0.04) 2.30 (0.11) 2.01 (0.02)
Al2O3 14.74 (0.57) 15.81 (0.36) 15.41 (0.81) 14.69 (0.11)
MgO 7.39 (1.10) 5.38 (0.46) 6.31 (1.41) 5.66 (0.12)
Fe2O3

t 12.00 (0.39) 11.42 (0.14) 12.48 (0.62) 11.70 (0.03)
MnO 0.16 (0.00) 0.15 (0.01) 0.16 (0.01) 0.15 (0.00)
CaO 8.46 (0.57) 7.45 (0.24) 8.05 (0.49) 8.58 (0.03)
Na2O 3.07 (0.29) 3.59 (0.12) 3.36 (0.35) 3.03 (0.08)
K2O 1.39 (0.29) 1.86 (0.08) 1.37 (0.34) 0.70 (0.03)
P2O5 0.47 (0.08) 0.56 (0.02) 0.47 (0.07) 0.26 (0.01)
Igloss -0.36 (0.34) -0.51 (0.29) -0.55 (0.18) -0.29 (0.01)
Total 99.23 (0.33) 99.09 (0.32) 99.06 (0.26) 99.34 (0.11)

Terrain Aewol  Hankyeong  Andeok
N* 8 19  133

SiO2 49.87 (0.57) 48.83 (0.90) 51.07 (1.37)
TiO2 2.16 (0.09) 2.43 (0.12) 2.26 (0.20)
Al2O3 15.87 (0.50) 14.22 (0.76) 15.76 (0.54)
MgO 5.95 (0.62) 7.98 (1.13) 4.77 (1.26)
Fe2O3

t 11.83 (0.29) 12.37 (0.38) 11.94 (0.40)
MnO 0.16 (0.00) 0.16 (0.01) 0.16 (0.00)
CaO 8.03 (0.41) 8.74 (0.52) 7.23 (0.82)
Na2O 3.59 (0.30) 2.96 (0.26) 3.84 (0.35)
K2O 1.63 (0.13) 1.47 (0.16) 1.89 (0.26)
P2O5 0.55 (0.05) 0.46 (0.05) 0.70 (0.10)
Igloss -0.28 (0.16) -0.43 (0.20) -0.38 (0.26)
Total 99.36 (0.13) 99.19 (0.21)  99.24 (0.35)
Total FeO as Fe2O3

t. Analyzed by XRF at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Parenthesis denote 
standard deviation (1σ). *Number of analyzed samples. 1: Yongnuni Orum Pahoehoe (Susan Gotjawal), 2: Buk 
Orum Pahoehoe (Seonhul Gotjawal), 3: Byeongak Aa (Andeok Gotjawal).

Table 3. Average concentration (wt%) of major elements of lavas in the studied Gotjawal terrain.

냉각과정에서 생겨나는 균열과 절리가 무수히 발달할 

뿐만 아니라, 소규모 용암동굴과 투물러스(tumulus), 

용암함몰지 등의 지형을 이룬다.

곶자왈지대의 용암류는 SiO2 함량이 48.6~51.7 

wt%인 현무암질암 및 현무암질 조면안산암류로서, 

주로 전이질 현무암, 조면현무암, 그리고 현무암질 

조면안산암의 조성을 가진다(그림 3; 표 3). 톨레이

아이트질(tholeiitic) 현무암 영역에 점시되는 시료

들은 전이질 현무암과 톨레이아이트질 현무암간의 

경계 부근에 점시될 뿐만 아니라(그림 3), 이미 제주

도에서 보고된 전형적인 현무암류간의 평균 성분 범위

에서 전이질 현무암(특히 P2O5 함량 등)에 해당한다. 

또한 용암단위내 동일 암석 조직을 가지는 시료들과 

비교하여 이를 재검토한 후, 전이질 현무암으로 재분

류하였다. 반면, 조천 곶자왈지대내 선흘곶자왈(동백 

동산 주변)의 용암류는 SiO2 함량이 52.7~53.0 wt%

인 톨레이아이트질 안산암에 해당하여 다른 지역의 

용암류와는 성분이 확연이 차이가 난다(그림 3;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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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Na2O+K2O) (wt%) vs. SiO2 (wt%) plot of the volcanic rocks from boreholes and outcrops in the Gotjawal 
terrain, Jeju Island. The fields show rock nomenclature schemes of Le Bas et al. (1986) with solid line from Irvine 
and Baragar (1971) and dashed line from Macdonald and Katsura (1964), dividing alkalic rocks from sub-alkalic 
rocks. Color codes for symbol: black; Gujwa-Seongsan, blue; Jocheon, green; Aewol, brown; Hankyeong and 
Andeok. Abbreviation: ThA; tholeiitic andesite, ThB; tholeiitic basalt, TrnB; transitional basalt, AB; alkali basalt, 
TB; trachybasalt, BtryA; basaltic trachyandesite.

3). 한편, 동일한 조성(가령, 현무암질 조면안산암)의 

용암류라도 구좌-성산 곶자왈지대에서는 용눈이 파

호이호이 용암류로, 반면 안덕 곶자왈지대에서는 병

악 아아 용암류의 특징을 지닌다(그림 3; 표 3).

용암류의 분출시기는 곶자왈지대 내 혹은 근접지

에서 획득된 16개의 40Ar/39Ar 연대자료(미발표자

료 및 Koh et al., 2013)를 이용하여 해석하였다(표 4; 

그림 4). 곶자왈지대의 용암류는 약 11만5천년전부

터 약 2만6천년전의 화산분화에 의해 분출된 용암류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도 형성 과정 중 가장 

마지막으로 활발했던 화산활동기 동안 분출한 용암

류에 의해 곶자왈지대가 만들어졌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 수행 중 안덕 곶자왈지대의 최상부 아아 용암

판 직하부에서 채집된 탄화목에서 최근 약 5천년전

의 탄소연대(이진영 박사, 개인통신)가 얻어졌다. 이

는 곶자왈지대를 만든 용암분출이 최근까지 진행되

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향후 제주도 최후기 특히 

홀로세 기간 동안의 화산활동을 규명하기 위한 보다 

정밀한 연대측정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3.4 곶자왈지 의 지질학  정의 재정립 필요성

자연 및 인문지리적인 면을 배제하고 순수히 지

질학적 측면만을 고려한 곶자왈지대는 화산기원 각력

층(Song et al., 1996)에서 암괴상 아아 용암(Song, 

2000) 분포지로 정의되어, ‘곶자왈용암은 아아 용암

이다’라는 등식이 널리 각인되어 왔다. 최근 “용암의 

조성 및 성인에 상관없이 암괴들이 불규칙하게 흩어

져 분포하고 있으며, 독특한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

는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곶자왈의 정의가 제

안되었다(Jeon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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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ain Gujwa-Seongsan Jocheon
Well ID HD-3 JD-3 JD-3 JD-5 JD-5 WAS WAS WAS GYR GYR

Longitude 126.795303 126.856351 126.856351 126.799756 126.799756 126.660231 126.660231 126.660231 126.724872 126.724872

Latitude 33.508752 33.472928 33.472928 33.464627 33.464627 33.476223 33.476223 33.476223 33.427736 33.427736

Elev. (m) 112.2 100.2 100.2 200.8 200.8 311 311 311 342.6 342.6

Well depth (m) 260 252 252 430 430 350 350 350 491 491

Sample depth (m) 7 3 42 8 48 15 37 55 13 14

Rock Name TB BtryA AB TB TrnB TB TrnB TB ThB TB

Age (ka) 53.2* 53* 57 58 53* 43 117 112 40* 71

2 s.d. 11 66 17 19 82 23 36 22 144 11

%39Ar 100 98.4 96.8 100 100 91.3 93.4 84 100 98

Steps1 7/7 3/4 3/4 5/5 5/5 4/5 4/5 4/5 4/5 6/7

MSWD 2.18 0.23 0.26 0.57 2.70 0.79 0.03 0.78 0.04 0.32

Terrain Aewol Hankyeong Andeok

Outcrop ID JE17 AE09 SE05 JE24 JE18 JE20

Longitude 126.392696 126.380409 126.347324 126.251481 126.312394 126.333495

Latitude 33.392162 33.420591 33.281790 33.335679 33.307632 33.277297

Elev.(m) 520.0 325.0 200.0 115.0 235.0 165.0

Rock Name TB AB TB AB AB BtyA

Age (ka) 51.5 26.4 34.5 34.9 31.7 76.9

2 s.d. 14.1 13.2 17.1 11.4 13.7 12.6

%39Ar 94.9 92.9 95 94 89.4 70

Steps1 6/7 6/7 4/5 6/7 5/7 3/7

MSWD 0.46 0.44 1.12 0.06 0.43 0.50

Samples irradiated at OSU TRIGA reactor for 6 hours at 1MW power. 
Neutron flux measured using FCT-3 biotite monitor (Renne et al., 1998). *: Data in use with caution
1. Plateau age includes % 39Ar and number of steps in the plateau (steps in plateau / total steps)
Abbreviation of rock name is the same as in Fig. 3.

Table 4. 40Ar-39Ar age dating result (plateau) of the subsurface lava cores from borehole and surface samples from
outcrop in/around the studied Gotjawal terrain (excerpt from Koh et al., 2013 including unpublished data).

곶자왈은 오랜 기간 동안 제주인의 삶과 관련되

어 문화적이며 생태적인 면에서 접근되어 왔으며, 

지질학적 의미의 부여는 1990년대초 부터 적용되었

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전의 연구

결과(Jung et al., 2006; Song, 2007; Song et al., 2010; 

Jeon et al., 2012, Yang et al., 2013)와 곶자왈지대의 

특성을 종합하면, “곶자왈지대는 토양이 거의 없거

나 그 표토층의 심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

로 얕으며, 화산 분화시 화구(오름)로 부터 흘러나와 

굳어진 용암의 크고 작은 암괴가 요철 지형을 이루

고 있는 곳”으로 정리된다. 이 요철 지형은 용암류의 

성분과 물성의 차이, 화산분출 시기의 차이, 그리고 

용암류의 유동 과정에 만들어진 1차적인 구조와 조

직에 기인한 것과 이후 냉각되는 과정 동안 생긴 다

양한 형태의 균열을 포함한 붕괴 등 2차적인 구조에 

의한 것이며, 이들은 이후 풍화, 침식 및 인간의 활동

과 식생의 성장(Kang et al., 2013)에 의해 영향을 받

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식생 측면에서

는 다양한 종류의 양치식물과 함께 나무(자연림 또

는 2차림)와 가시덩굴이 혼합 식생하고 있는 자연 

숲지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훼손되지 않은 곶자왈지대 분포지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 새로 작성된 곶자왈지

대의 분포도와 그 지질 특성을 바탕으로 지질학적 

정의를 재정립해야 한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

하여 그 가치를 재조명하고 보전 및 관리 계획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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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ariation of 40Ar-39Ar absolute ages (with 2 SD) 
from the selected volcanic rock samples in and around 
the Gotjawal terrain in Jeju Island (excerpt from Koh 
et al., 2013 including unpublished data). Abbreviation: 
GS; Gujwa-Seongsan, JO; Jocheon, AW; Aewol, HK; 
Hankyeong, AD; Andeok.

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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