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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계곡의 생태계는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습지생태계와 육상생태계가
공존하는 특성을 보이면서 생물다양성이 높은 곳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에 분포하고 있는 하천과 계곡은 제주의 생태계의 피난처이면서 생물다양성의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하천 중에서 물이 흐리거나 연중 물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제주 사람들의 생활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터전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발굴하고 전승·보전하는 것은 우리 세대의
막중한 임무입니다. 새로운 자원을 밝혀내는 것만큼이나 현존하는 자원을 제대로
지켜내고 그 원형을 살려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생태 자원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재조명하는 과정을 통하여, 미래 세대에게 문화콘텐츠의
다양성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책임성과 공공성은
바로 지역의 박물관이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이에 민속자연사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대학교박물관 등
도내 4개 국·공립 박물관은 2012년 제주시 광령천, 2013년 서귀포시 중문천, 2014년
서귀포시 창고천, 2015년 서귀포시 연외천에 이어 2016년에는 서귀포시 남원읍
서중천을 대상으로 학술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서중천은 한라산 동북쪽에 위치한 흙붉은오름에서 발원하여 동남쪽으로 흘러가며,
제1횡단도로를 지나 거인오름과 머체오름의 북쪽 사면을 따라 남원읍 신례리, 한남리,
의귀리, 태흥리, 남원리 등을 지나 해안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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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천은 자연생태의 보고이면서 생활사의 터전이다

계곡의 바닥면은 현무암, 조면현무암 그리고 일부 고토양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사는 비교적 완만한 편입니다. 물은 상시 흐르지 않은 편이나, 용수, 올리튼물 등
일부 구간에는 물이 고여 있을 정도로 수량이 많습니다.
또한 서중천은 구역에 따라 절돗내, 한내, 섯내, 소남당내 등으로 불리우며, 큰 비가
내리면 하천이 범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중천은 바위그늘유적을 비롯하여 제한이
곱지궤, 절터, 당터, 잣성, 숲길 등의 문화자원 뿐만 아니라 제주십자고사리, 차걸이난,
구실잣밤나무, 동백나무, 원앙 등 다양한 생태적 자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 서중천
일대를 중심으로 서중천 탐방로, 머체왓 숲길 등이 개설되어 이곳을 찾는 탐방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제주의 대표적인 힐링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서중천 학술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각 박물관의 관계자들과 마을 어르신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특히 제주국제대학교 오창명 교수님, 세계유산본부 정세호
생물자원연구과장님, 김대신 연구사님 그리고 제주문화원 백종진 사무국장님께도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4개 국·공립 박물관은 제주 지역의 소중한
자원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헌신적으로 임하고자 하오니,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 5월 10일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오 경 찬 제주교육박물관장 김 보 은
제주대학교박물관장 문 혜 경 국립제주박물관장 김 종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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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천은 한라산 동북쪽에 위치한 흙붉은오름에서 발원하여 성널오름과 사라오름의
북사면을 돌아 동남쪽으로 흘러가며, 제1황단도로를 지나 거인오름과 머체오름의 북쪽
사면을 따라 남원읍을 지나 해안에 이른다(사진 오승목).

머체왓숲길 상공에서 본 서중천의 상류

머체왓숲길 상공에서 본 서중천의 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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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문헌으로 본
서중천 지명 유래
인문분야
선사유적과
문화자원

행정지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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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병
김대신
김수경
정상기
최성애
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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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본부 주무관
국립제주박물관 학예실장
국립제주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제주박물관 학예연구사
제주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사

오창명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양종렬
박용범
고범석
정미정
강은실
현석원
백종진
김수열
손방우
양문홍
김성희
이창흠
고순여

제주교육박물관 기획부장
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제주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사
제주교육박물관 학예연구사
제주문화원 사무국장
민속자연사박물관 운영팀장
국립제주박물관 기획운영과장
제주교육박물관 총무부장
제주대박물관 실무관
민속자연사박물관 주무관
민속자연사박물관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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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산물관리과

서중2교에서 바라본 서중천
서중천

7

서중천의 발원지

흙붉은오름에서 본 동쪽 전경
흙붉은오름(해발1,391m)은 동쪽으로 터진 말발굽형 분화구를 가지고 있으며, 정상에는 화산
쇄설물인 붉은색의 스코리아가 드러나 있으며, 이 오름을 기준으로 왼쪽이 돌오름, 가운데가
성널오름, 오른쪽이 사라오름이다(원안은 사라오름에서 본 흙붉은오름).

흙붉은오름에서 본 백록담 전경
흙붉은오름 정상에서 본 북서쪽 전경. 한라산 동릉 너머로 백록담과 그 오른쪽으로 왕관릉이
보이며, 오름 아래로 펼쳐진 숲의 모습이 장관을 이룬다.

8

서중천의 원류를 찾아서

흙붉은오름 발원지계곡
서중천은 흙붉은오름의 분화구에서 발원되며, 주변의 오름에서 나온 지류들이 한라산 성판악
등반코스를 지나 서중천으로 합류한다.

시로미
흙붉은오름 정상은 바람이 강한 곳으로 시로미, 제주조릿대와 같은 키 작은 식물이 넓게 분포하고
있다. 시로미의 열매는 9~10월에 익으며, 맛이 달지도 시지도 않기 때문에‘시로미’라 한다
(원안은 시로미 열매).
서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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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천의 지형

서중천 상류
흙붉은오름에서 발원한 하천은 성널오름 북사면을 따라 내려가고 있으며, 하천의 지형은 폭이
좁고 평탄한 구조이다.

서중천 지류
서중천은 상류에서 여러 지류로 갈라지는데, 동수교를 기점으로 합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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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천 중류
계곡의 바닥은 거대한 용암층으로 발달해 있으며, 군데군데 포토홀이 생겨나며 물이 고여 있는
구간이 많다.

서중천 하류
일부 구간은 하천 정비 사업으로 평탄해졌으며, 하천 옆으로 농로와 과수원이 나 있다.

서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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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천 주변의 오름들

돌오름
흙붉은오름과 인접해 있으며, 정상에 바위로 솟아 있는 원추형 오름으로 오름 아래에서 생긴
지류들이 서중천 본류로 합류한다.

성널오름
서중천의 발원지 부근으로, 서중천은 성널오름의 북사면을 따라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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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체오름
서중천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삼나무림이 우점하고 있다.

거린오름
서중천과 인접해 있으며, 두 개의 분화구로 이루어져 있다.

서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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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천의 지질
서중천에는 조면현무암층, 역암층, 클링커층, 용암폭포, 고토양층, 돌개구멍, 아아용암류 등 다양한
지질학적 특징을 볼 수 있다.

아아용암류
서중천의 고남물교 아래의 일부 구간에서는 곶자왈의 지질학적 특징을 볼 수 있다.

클링커층(해발 600m)
하부의 고토양층과 상부의 용암층 사이에 용암이 식으면서 형성된 클링커층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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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홀
서중천에는 크고 작은 다양한 돌개구멍(pothole)이 분포한다.

서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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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암폭포
서중천을 따라 용암이 흐르면서 경사가 급변하는 지점에서 폭포를 이룬다. 용암 단위가 뚜렷하게
구분되며, 비가 많을 때는 폭포수로 가득하다.

해발 1,000m
계곡의 폭이 좁아지며, 멀리 성널오름이 보인다.

해발 630m
겨울에는 고드름폭포를 이루며, 늦봄까지 얼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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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모습

해발 600m
제1횡단도로 동수교에서 바라본 모습으로, 서중천 발원지에서 내려온 하천수로 장관을 이룬다.

해발 500m
폭포 주변에는 평소에도 물이 고여 있으며, 야생동물에게 수자원을 제공해주고 있다.

서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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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암수로
용암이 흘러간 흔적이 마치 수도관처럼 길게 발달해 있으며, 일부 구간은 제방(堤防)처럼 생긴
용암층과 여러 겹의 밧줄 모양으로 남아 있다.

용암수로(동수교 북쪽)

용암수로(고남물교와 서중2교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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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암제방(고남물교와 서중2교 사이)

용암바위(서중2교 남쪽)

서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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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암석(얼굴바위)

머체왓숲길 동쪽의 서중천 한가운데에 있으며, 놀란 모습을 하고 있다.

서중천 중류에 있으며, 계곡의 평화로움을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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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교 아래에 있으며, 자기 영역을 들어온 천적(?)을 향해 화내고 있다.

서중천 상류의 계곡 바닥에 있으며, 미라(mummy) 모습과 닮았다.

서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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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천의 다리
서중천은 한라산에서 동남쪽으로 흐르며, 제1횡단도로의 동수교를 지나 서성로의 서중2교 그
리고 중산간 지역의 고남물교, 한남교, 바령수교, 모살물교, 진은교를 지나 해안도로의 남태교에
이른다.

동수교와 제1횡단도로(사진 전영선)
동수교

상공에서 본 서중2교와 서중로
서중2교

22

서중천의 원류를 찾아서

바령수교

고남물교

한남교

모살물교

진은교

남태교

서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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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천의 식물
서중천은 해안식생을 비롯하여 상록활엽수림 및 낙엽활엽수림대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지며,
차걸이난, 한라개승마 등 모두 487종을 확인되었다.

서중천의 활엽수림대

제주십자고사리의 자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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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걸이난

한라개승마

제주십자고사리

버어먼초

백량금

붉은겨우살이

서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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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천의 동물
서중천에서 확인된 곤충은 두점박이사슴벌레, 애기뿔소똥구리, 물장군 등 853종 그리고 조류는
팔색조, 긴꼬리딱새, 원앙, 참매 등 85종이었다.

올리튼물
이곳은 한남리 머체왓숲길과 바로 인접해있는 서중천 중류에 있으며, 겨울에 원앙, 흰뺨검둥오
리 등 물오리들이 찾아와서 지낸다.

사진 김병수

원앙월동지
서중천의 해발 200m에서 해발 700m 사이에는 물이 고여 있고 인적이 드문 곳이 많아서, 겨울
철새인 원앙이 겨울을 지내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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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점알락나비

황줄왕잠자리

두점박이사슴벌레

무당개구리

팔색조(사진 김영호)

관박쥐

서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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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오색딱다구리
수컷 두 마리가 번식기를 맞아 자기영역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진 임재영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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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수컷)

노루(암컷)

서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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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천의 버섯

잔나비불로초

잔나비불로초
갓의 지름이 5~50cm 정도이고, 두께도 수십 cm까지 자란다. 약용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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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목이
죽은 활엽수에 무리지어 자라며 식용으로 쓰인다.

뽕나무버섯
활엽수와 침엽수의 그루터기에서 자라며, 무리지어 나온다. 식용이 가능하다.

서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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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원
서중천 일대에는 바위그늘유적, 제한이곱지궤, 상엿집, 절도, 용수, 머체왓숲길 등 다양한 스토리
텔링 자원들을 지니고 있다.

바위그늘집 조사 모습

바위그늘자리
이곳은 서중천의 한남교와 고나물교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적갈색의 토기편과 공이석기가 확
인됨에 따라 신석기유적으로 판단된다. 일명‘부구리궤’라고도 한다.

32

서중천의 원류를 찾아서

제한이곱지궤 유물 조사

제한이곱지궤
서중천의 고남물교에서 북쪽으로 5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위굴안에서 신석기 후기의
유물로 추정되는 적갈색의 토기편들이 확인되었다.

서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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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기록
서중천(西中川)의 옛 이름은 화등지천(火等枝川), 부등지천(不等之川), 송목당천(松木堂川) 등으
로 표기되어 있다.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1861, 김정호) /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서중천이 의귀리와 토산리 사이에 부등지천(不等之川)으로 표기되어 있다.

탐라순력도 산장구마(耽羅巡歷圖 山塲駈馬, 1702, 이형상)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소장
서중천이 성널오름에서 남서쪽으로 흐르는 송목당천(松木堂川)으로 표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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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古碑)
서중천 주변의 주요 금석문(金石文)으로는 한남리 열녀 정씨 정려비, 의귀리 김만일 묘비,
남원 2리 선정비 등이 대표적이다.

열녀 정씨 정려비
고려 공민왕 23년(1374)에 일어난 목호(牧胡)의 난 때
남편이 죽자 종신 수절한 열녀 정씨를 기려 세운 정려비
(旌閭碑)를 1834년 3월 제주목사 한응호(韓應浩)가
고쳐 세웠다.

김만일 묘비
김만일 묘역은 2009년 7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65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으며 비는 조성 시기가 알려진
비석 중 최고(最古)이다.

남원 2리 선정비 비석군
남원읍 남원 2리 운주오름 동쪽 등산로 입구 도로변에 세워져 있으며, 어사 황구하 선진활민비,
현감 위혁만 청덕선정덕비, 현감 신상흡 휼민선정비 등 3개의 비가 세워져 있다.
서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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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탐방로
서성로를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머체왓숲길(머체왓숲길과 소롱콧길로 구분), 남쪽으로는 서중천
탐방로가 개설되어 있다.

머체왓숲길 입구
머체왓은 머체오름 남쪽 일대가 머체(돌)로 이루어진 밭(왓)이라는 뜻으로, 머체왓숲길은 숲
치유를 위한 관광객들의 명소가 되고 있다.

서중천탐방로
서중천의 한남교에서 서중2교까지 개설되어 있으며, 바위그늘유적, 상엿집, 용수, 제한이곱지궤,
용암수로 등의 생태문화자원들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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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체왓숲길 이정표

머체왓숲길

제밤낭기원쉼터

서중천

37

흔적
서중천에는 과거 사람들이 머물렀거나 이용하였던 여러 흔적들이 남아있다.

방애혹
과거 화전농을 일궜던 곳으로 밭 형태가 방아혹처럼 생겼으며, 당시의 돌담 석축이 남아있고
머체왓숲길 서쪽에 위치해 있다.

중잣성
조선시대 한라산 중산간 일대에 목축산업을 위하여 고도에 따라 돌담을 쌓아 하잣성, 중잣성,
상잣성 등을 만들었으며, 중잣성의 일부가 머체왓 숲길에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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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널폭포

성널폭포수 식수관
성널오름의 동남쪽에 위치한 성널폭포의 물은 남원읍 중산간 지대까지 식수원으로 공급한 적이
있으며, 아직도 식수관은 서중천의 여러 지류를 가로질러 성판악휴게소까지 놓여 있다.

표고버섯 재배지
서중천의 해발 850m지점에 있으며, 이 터에는 시멘트 건축물, 연통, 하천의 돌담 등이 남아
있다.
서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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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천
학술조사 모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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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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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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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4개 국·공립박물관 공동학술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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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분야

서중천 일대의 지형·지질 _ 김현경
서중천 일대의 식물상 _ 김대신·김수경
서중천 일대의 곤충상 _ 정세호
서중천에 서식하는 야생 조류의 분포 특성 _ 김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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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중천
학술탐사

서중천 일대의 지형·지질
김현경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Ⅰ. 제주도의 광역 지형 및 지질
1. 제주도의 지형
제주도는 한반도에서 남쪽으로 약 9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한라산(해발 1950m)을
중심으로 남남서-북북동의 장축(약 73km)과 약 41km의 폭을 지닌 타원형의 본섬 및
8개의 유인도로 이루어져 있다. 제주도의 면적은 1,847㎢으로 휴양지로 유명한 화산
섬인 태평양의 하와이섬(Big Island)과 대서양의 터너리페 카나리섬(Tenerife Canary
Island)의 면적에 비해 각각 18%, 90%의 크기이다. 또한 바다에 의해 둘러싸여 있지만
대륙붕위에서 이루어진 대륙지각내 화산활동(continental intraplate volcanism)에
의해 만들어진 화산섬이기 때문에 그 지질학적인 특징은 울릉도, 독도 그리고 다른 해양
화산도(예, 하와이섬)와는 근본적인 차이를 지닌다(제주도 지질여행, 2013).
서중천 일대의 지형·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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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판구조론적인 관점에서 제주도는 유라시아판과 필리핀판의 경계부에 위치하고
있다. 형태로 보아 제주도의 장축방향(N73 E)은 현생 최대응력축에 평행하고 단축방향
(N17W)은 최소응력축과 일치하고 있다(Choi.1996). 이 사실은 현생 지구조 응력장과
관련될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도의 장축방향에 따라 열곡대(rift valley)가 존재할 가능성이
제시(윤상규와 김원영, 1984)된 바 있으며 이러한 응력체제에서 열곡대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분석구(scoria cone,송이오름)의 형성은 열극(fissure)을 따라 발달한다.(Scarth,
1994) 이러한 열극은 광역적인 의미를 갖는 구조선이라 할 수 있으며 지구조응력장에서
장력(tension) 또는 전단응력(shear stress)에 의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백만
년 동안 존속되어 온 현생지구조 체제를 고려해 볼 때 이 지구조체제에서는 N40W 또는
N80W 방향의 전단단열과 N70E방향의 인장단열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제주도에 형성되어 있는 분석구들은 공간적으로 단열(또는 단층)과 관련되어 분출한 것
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현무암질 용암의 분출은 단일화구에서 분출하는 경우와 지각의 틈을 따라
일어나는 열하분출(fissure eruption)로 구분되는 데, 열하분출의 근거로는 동일 시기
에 형성된 분석구의 선상배열양상에서 찾을수 있다(Wood,1988). 열하를 따라 분출하는
용암은 휘발성분의 농축이나 외부에서 물이 첨가되어 폭발하는 양상으로 변하기도 하는
데, 용암분출 기간 중에 용암의 물리화학적 특성이 변함으로서 스코리아 분출과 용암분
출이 반복되기도 한다. 분석구를 형성시킨 관련용암은 스코리아층 내에 협재되어 있는
용암과 스코리아 내의 광물조성을 검토함으로서 관련 용암에 대한 추정을 할 수 있고,
상호 지질관계를 검토하여 관련 용암을 알아낼 수 있다(제주 지질도폭설명서, 2000).
제주도의 주요하천은 대부분 한라산 국립공원구역의 산악지대에서 발원하고
있다. 발원지가 1,800m이상 되는 한라산 정상부에 위치하는 하천도 있으나 대부분
최상류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두부침식의 최선단은 1,600m 정도로서 하천의 수원은
1,400m~1,600m지점에서 발원하는 경우가 많다. 제주도 하천의 곡률도(sinuosity)
는 1.5이하로 직류하천을 이루고 있는데 남쪽으로 흐르는 하천의 곡률도는 1.22이다
(김미령, 2003)
제주도 하천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비가 내린 직후에만 유수가 나타나는 건천을
들 수 있다. 한라산 유역은 층리나 절리, 동굴이 잘 발달한 현무암질 용암이나 조면
현무암질 용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빗물이 지하로 쉽게 침투할 수 있다. 토층이나 풍
화층의 발달이 미약하여 중간류의 형태로도 유출이 일어나기 어렵다. 그러나 침투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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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는 큰 규모의 강수가 발생하면 급격하게 유량이 증가하는 전형적인 플래쉬성
유출을 보인다. 지하수면이 해수면 부근의 고도에 위치하므로 비가 내리지않는 시기
에 기저유출에 의해 함양되는 유수는 해안 주변의 하류구간에만 나타난다. 따라서 하천
의 상류지역에 위치하는 한라산 국립공원 구역에서는 대부분 건천의 양상을 띠며, 극히
제한된 구간에 한해서 국지적으로 유수가 출현하고 있다. 그 결과 국내 최다우지에
위치하는 제주도의 하천은 많은 강수량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하도에 유수가 출현하지
않고 있다 (김태호, 2002).
현재까지 제주도에는 60여개의 지방하천과 83개의 소하천이 분포하고 있으며 하천
의 총 길이는 828.8km이다. 서귀포시에는 22개의 지방하천이 분포하며, 이 중 바다로
직접 유입되는 하천으로는 연외천을 비롯하여 효돈천, 예래천, 도순천, 중문천, 동홍천,
회수천, 보목천, 대포천 등 10개가 있다(민속자연사박물관, 2013).
연구지역인 서중천은 본류인 서중천을 비롯해 제1지류인 의귀천이 발달해있으며
총 길이는 서중천 12km, 의귀천 12km로 알려져 있다.

2. 지질
제주도 중앙부에는 한라산이 있고 368여개의 오름이 섬 전체에 고루 분포해있다.
한라산 정상의 백록담은 화구로서 지름이 575m이고 깊이가 100m이다. 제주도는
동북동 방향으로 신장된 타원형의 형태를 이루며, 한라산을 정점으로 가운데가 볼록한
형태를 하고 있다. 제주도를 멀리서 보면 서쪽과 동쪽은 완만하고 한라산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쪽으로는 험준하다. 서쪽과 동쪽의 완만한 저지대 지역에는 파호이호이용암이
굳어서 된 암석이, 북쪽과 남쪽 지역에는 아아용암이 굳어서 된 암석이 주로 분포한다.
제주도에는 용암분출에 의해 형성된 화산암과 화산폭발에 의해 형성된 화산쇄설암
(혹은 응회암)이 있으며, 용암과 용암 사이에 퇴적층도 나타난다.
화산암은 암석의 성분 분석을 통해 얻어진 실리카와 알칼리 조성의 함량에
따라 명명하게 된다. 제주도의 용암류는 알칼리현무암(alkalibasalt)-조면현무암
(Trachybasalt)-현무암질 조면안산암(basaltic trachyandesite)- 조면안산암(Trachyandesite)-조면암(Trachyte)의 알칼리 계열의 암류와 전이질(transitional) 현무암과
비알칼리암류인 톨레이아이트질(tholeiitic)현무암과 톨레이아이트질 안산암의 조성을
가진다. 즉, 제주도를 구성하는 화산암의 조성은 상당히 다양하다. 한편, 동부와 서부
지역의 용암류는 남부 및 북부지역에 비해 전이질현무암과 비알칼리암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분포한다
서중천 일대의 지형·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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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쇄설암은 수성화산분출과 스트롬볼리분출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구분되는데,
수성화산분출에 의해 형성된 유리질쇄설암은 주로 해안에 분포하며 잘 발달된 층리를
보이고, 스트롬볼리상 분출과 관련된 화산쇄설암은 분석구를 형성하고 있다.
퇴적층은 적황색 혹은 회색의 이암, 사암, 역암으로 구성되며 용암류 사이에 나타
난다. 퇴적층은 고지형의 저지대와 하천 혹은 바닷가에서 형성된 것으로, 국지적인
분포를 하며 수평적인 연장은 대체로 짧다(제주도 지질여행, 2013).

Ⅱ. 서중천 일대의 지형 및 지질
1. 서중천 일대의 지형분석
서귀포시 남동쪽 일대에 발달하는 하천은 크게 효돈천, 서중천, 천미천 등이 있으며
각각 지류들이 발달해있다.

그림 1. 서중천 일대의 지형

서중천은 흙붉은오름(1,391m)에서 발원하여 깊은 계곡을 이루며 남동쪽 해안으로
흘러간다. 서중천은 1차수 하천수가 29, 2차수가 7개 3차수가 1개로 총 37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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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를 나타내며 평균 분기율이 5.57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침식의 정도
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길이는 1차수 측정길이 20.53km(평균길이 0.71km), 2차수
14.38km(2.05km), 3차수 20.30km(20.30km)로 평균길이는 23.06km이다(김미령,
2003).
서중천일대는 다른 지역에 비해 오름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적은편으로 동쪽으로는
물영아리, 민오름 등이 분포하며 서쪽으로는 거린족은오름, 거인오름, 머체오름, 넙거리
오름 등이 위치한다.

그림 2. 서중천 일대의 하계망

2. 서중천 일대의 지질
서중천의 구성암석은 오래된 순서로

공천포현무암, 물장올조면현무암, 한라산

조면암, 성널오름조면현무암 등으로 구성되어있다(제주도폭설명서, 2000).
서중천이 발달하는 지역의 세부지질을 살펴보면 조면현무암이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굴전동역암이 하천의 중상류지점에 소규모로 분포하고, 하류지점에는
현무암이 분포한다.
이 지역에 분포하는 용암류는 아아용암류이며 비교적 두꺼운 용암층을 이룬다. 서중천
중류 머체오름 인근은 용암분화시 분화구의 사면붕괴로 인해 용암위로 같이 떠내려온
분석층이 아아 용암류의 클링커층과 함께 두껍게 분포한다.
서중천 일대의 지형·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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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b(Ⅴ)
조면현무암(Ⅴ)]
Trachybasalt(Ⅴ)
S:분석구 S: Scoria cone

Qt
조면암(Qt)
Trachyte
S:분석구 S: Scoria cone

서중천

Qks
굴전동역암(Qks)
kuljeondong conglomerate

Qtb(Ⅲ)
조면현무암(Qtb)
Trachybasalt(Ⅲ)
S:분석구 S: Scoria cone

Qb(Ⅱ)
현무암(Qb)
Basalt(Ⅱ)
S:분석구 S: Scoria cone

그림 3. 조사지역 일대의 지질도

2-1. 공천포현무암(Ⅱ)
현무암은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공천포지역 해안에서 성산읍 온평리에 이르는 해안
을 따라 분포해 있다. 간조시에 망장포 앞 해안에 1.0㎢의 규모로 노출되며 하례교 하
부에서는 해변 쪽으로 하천 바닥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다. 현무암의 하한은 해수면
하에 위치하여 경계를 볼 수 없으며, 상한은 남원읍 위미리 위미교 아래 10m 상부 지점
의 하천바닥에서 2m 두께의 역암층에 의해 피복되며 하례리 대성동에서 0.5m 두께의
역암에 의해 피복되는 것으로 확인할수 있다. 위미리에서는 역암 상위에 조면현무암(Ⅲ)
이 피복하고 하례리에서는 역암을 조면암이 피복한다.
현무암(Ⅱ)의 표면에는 새끼줄구조(ropy structure)가 형성되어 있고, 낮은 기울
기를 갖는 다수의 튜물러스(tumulus)가 형성되어 있다. 다공질이며 기공의 크기는
0.3~0.5cm로 원형이며 표면 가까이에는 유동방향에 따라 2~7cm크기로 신장되어 있
기도 하다. 용암류에서의 기공은 암석의 30%에 이르며 일반적으로 용암류의 상부와
하부에 밀집되어 나타난다. 이 암석은 암회색이며 반상구조를 보인다. 반정을 이루는
광물은 1~2mm의 담황갈색의 감람석과 휘석으로 약 3~5개의 함량을 보이며 가끔
7mm크기의 사장석이 반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풍화면에서는 0.5~1mm 크기의
사장석이 침상으로 발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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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물장올 조면현무암(Ⅲ)
남원지구의 지표지질은 제4기 조면현무암(Ⅲ)에 해당하며 몰장올현무암으로 분류된
암석으로 물장올 및 물오름에서 남단부로는 성판교와 거인악을 거쳐 위미리 및 표선리
에 이른다. 흑갈색 내지 흑적색의 암색을 보이며 다량의 각력과 스코리아 및 클링커를
함유하는데 1.0~2.0cm 크기의 휘석과 장석이 반정으로 들어있는 용암괴가 혼재하고,
외형이 불규칙하며 부분적으로는 용암류 형태로 협재하기도 한다.
조면현무암 말단부는 두꺼운 클링커층이 형성되어 있으며, 클링커층에는 용암괴가
협재한다. 근원지 가까이로 가면서 부분적으로는 용암과 용암 사이에 10~20cm 크기의
클링커 및 스코리아가 충진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공극이 형성되어 있기도 한다. 용암
에는 10mm 크기의 휘석과 사정석이 1~3개, 5mm크기의 감람석이 3개 정도가 10cm2
의 단위면적에 반정으로 산점한다.
스코리아 분출과 함께 용암분출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조면현무암을 이루는데, 관련
된 분석구는 스트롬볼리언 분출에 의해 형성되었고 이들 분석층 사이에는 조면현무암이
협재하여 산출한다.

2-3. 굴전동역암
굴전동 역암은 서홍교에서 하천을 따라 북측으로 200m 지점의 역암을 표식지로 하며
이 지역에서의 역암은 5m 두께로 발달하고 수평연장은 10m에 이른다(서귀포·하효리
도폭, 2000). 이 역암은 한라산 조면암의 모든 역암을 포함하며 평면상 분포가 단속적이
며 산출되는 지역에 따라 구성물질의 차이가 크다.
이번 조사에서 동수교 하부에서 굴전동역암을 확인한 결과, 역암의 두께는 약 2~3m
내외이고 상하부 용암류 사이에 분포하며 하부 용암류와 암석구성이 동일하고, 단일암
석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암상의 변화가 점이적으로 변해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암석은 용암류 사이에 협재된 스코리아일 가능성은 낮고 점성이 낮은 아아
용암류의 상하부에 형성된 클링커층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2-4. 한라산조면암
이 암석의 대표적인 암석은 한라산 최정상부 백록담의 남서부 정상부를 점하고 있는
암석이다. 한라산 정상에서 북쪽으로는 두께 30m의 용암류로 관음사 등산로 능선을
서중천 일대의 지형·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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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고 있으며 연장은 1km에 이른다. 층서와 암질로 보아 한라산조면암에 연장되거나
대비되는 영실조면암, 사라오름조면안산암, 한라산조면암자파쇄각력암등이 있다.
이들 암석은 계곡을 경계로 하여 분절되어 있거나, 후기 분출용암에 의해 피복되어
외견상 분절된 양상으로 나타난다.

2-5. 조면현무암(Ⅴ)
이 암석은 성널오름에서 유래한 암석으로 성판교 하부 북쪽 15m 지점으로 물오름
에서 유래된 암석을 피복하는 지점의 상단 분포암석이다. 이 부위의 암석은 두께가
약 1.5m이며 20여m의 연장을 보이고 있다. 북단부는 표식지에서 성널오름에 이르며
남단부는 서성동 해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포를 갖는다. 현무암(Ⅱ)을 피복하는
피복현상은 위미교 상단 10m 지점에서 볼 수 있으며 논고교에서 북쪽으로 50m 지점에
서 조면암(사라오름조면안산암)을 피복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회색 내지 담회색
의 이 암석은 3mm 크기의 기공이 소량 함유되어 있으며, 부분적으로 기공은 5~10mm
크기로 신장된 양상으로 용암류의 하부와 상부에 사량 분포한다.
클링커가 형성되어 있는 지점에서는 암색이 적갈색 내지 흑적색을 띄기도 한다.
반정으로 휘석과 사장석이 산출되는데. 휘석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휘석반정은 2~5mm 크기로 10㎠ 단위면적에서 20개, 사장석은 5mm크기로 6~7개
정도 함유되어 있다. 부분에 따라서는 휘석과 사장석 반정이 1cm 크기로 나타나기도
하며 휘석보다 사장석 반정의 양이 더 많이 함유되어 산출된다. 조면현무암(Ⅴ)과 관련
된 분석구는 성널오름, 사려니, 이승악, 생기악이 있다.

3. 서중천 일대의 기존 지질조사 현황
지표지질조사는 주로 지표에 노출된 노두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해석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제주도처럼 많은 화산활동사를 지닌 지역은 특히 그 선후관계가 복잡하
여 지표지질조사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또한 시추조사는 한 지점에서만의
지질분포를 파악할수 있으므로 그 결과로 주변 지질을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지질조사는 지표지질과 더불어 특정지점에 필요한 시추조사를 병행하여야 하며
시추조사가 불가한 경우에는 주변에 기 조사된 지질조사보고서나 기 개발된 시추조사
주상도를 분석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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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천인근에는 중류지역에 속하는 서중2교에서 10m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지하관측
정 시추공사(시추공명: 이하 한남지구(공))가 진행되어 보고서 자료를 참조할수 있었다
(박준범, 2015).

그림 4. 지하관측정 시추공사 위치도

한남지구(공)의 지표(해발고도 275m)에서 지하 270m 구간까지 최소 21개의 용암류
(파호이호이 및 아아 용암)가 분포하며, 약 세 번의 화산활동 휴지기를 나타내는 고토
양(풍화잔류토 포함)이 용암단위 사이에 분포한다. 용암류의 두께는 최소 2m에서 최대
26m의 두께로 다양하며, 아아 용암류는 용암 상부에 주로 클링커층을 수반한다. 한편
파호이호이 용암류는 다공질 혹은 비반상의 특징과 함께 표면 부분은 두께가 얇은 용암
류가 중첩된 복합용암류(compound flow)의 특징을 지닌다.
표토 하부(지하 2.5~35m)의 두께 10m(반상 휘석-장석 현무암)와 23m(휘석-장석
현무암)인 아아용암류(클링커포함)는 서중천 계곡에 노출되어 있는 용암류와 동일하다.
지하 206m~232m 구간에 분포하는 아아 용암류(감람석 현무암)은 상당히 풍화되어
있고 쪼개짐이 발달하며 그 하부의 비화산퇴적층을 피복하고 있어, 서귀포 정방폭포
해안절벽을 이루고 있는 용암류와 유사한 특징을 지닌다.
지하 232m~247m구간과 지하 270m~279m 구간에 분포하는 비화산퇴적층 및 화
산퇴적층은 서귀포층에 해당할 것으로 해석된다. 암상의 특징은 해빈사, 사질토, 자갈,
사질암, 응회암으로 다양하며, 지하 276m~279m 구간에서는 조개편을 함유하고 있다.
이들 서귀포층 사이(지하 247m ~270m 구간)에 아아 용암류(반상 감람석-휘석 현무
암)가 분포한다. 이는 서귀포일대 비교적 고지대의 지하수 관측공에서 보고된 암상기재
서중천 일대의 지형·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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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유사하며, 제주도 형성 초기에 분출, 유동된 용암에 해당할 것으로 해석된다(고기원
등, 2010) 부분적으로 유리쇄설암상을 보이며 쪼개짐이 발달한 것으로 미루어 용암의
유동시 물과 접촉했음을 추정할수 있다.
한편, 이 지역 서귀포층의 두께는 6km 정도 떨어진 신례(고지대) 관측공(해발고도
595.5m)에 비해 상당히 얇으며, 그 하부 지하 279m(해발고도 –4m)는 미고결의 회색
점토층에 해당하는 U층이 분포한다.

그림 5. 한남지구(공)의 모식적인 지질단면도
설명: 황색은 서귀포층, 하늘색은 U층을 지시함
※ BHC는 법호천(하례양마지구), SR은 신례(고지대)관측공, HN(new)는 한남지구(공)의 지질
단면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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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서중천 일대의 지질조사 결과
1. 서중천 일대의 지질조사 결과
제주(백아도, 진남포)지질도폭에서 서중천을 구성하는 암석은 최상류지역에 조면암,
상류-중류지역에 조면현무암이 발달하며 하류지역에는 현무암이 분포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금회 조사에 따르면 상류에서부터 하류에 이르기까지 주로 조면현무암으로 이루
어져 있으며 2-3매의 용암이 발달하여 있고 하류지역에서는다층질 현무암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용암 사이에는 클링커층이 발달해 있으며 소규모 궤도 다수 관찰되고
동수교 인근에서는 용암층 사이에 역암층이 2-3m두께로 분포하여 있다. 주 구성암석
을 보면 사장석이 2~5mm 크기의 반정으로 산재하여 분포하며 휘석과 감람석도 함께
나타난다. 계곡의 특성상 전석의 분포가 많아 주로 하천 측면에 발달한 노두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성암석의 정확한 명명을 위해서는 차후에 성분분석이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지역에 대한 지질조사는 현재 1:250,000도폭에서 이루어져
있으며 세부 지질조사보고서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
서중천은 흙붉은오름에서 발원하여 남원읍 남원리 남태교를 지나 바다로 나아간다.
동쪽의 물영아리오름, 쇄기오름 등과 서쪽의 머체오름, 거인악 등의 오름 사이로 계곡을
형성하며 N40E방향으로 흐르다 한남교 부근에서 급격한 방향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인
다. 서중천의 총 길이는 약 23km로 총 11개 지점에 걸쳐 지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림 6. 서중천 조사지역 위치도 (CL-1 : 기존시추공 위치, 5~11 : 하류부 위치도 별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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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간별 지형 및 암석의 특징
동수교 인근에서부터 거인악 인근까지는 조면안산암(Ⅴ)이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기존 지질도폭에서는 상부에 조면암(Qt)이 분포한다고 기재되어있으나 본 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상류구간은 전체적으로 하천 바닥이 매우 불규칙하며 하천 측면뿐 아니라 하천 단면에
서도 1~2매의 용암류 관찰이 곳곳에서 가능하다. 용암류는 측면과 단면에서 다른 양상
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용암류 사이에는 클링커층이 발달한다. 1~2매의 용암류의 발달
로 인해 하천은 계단식으로 발달하며 곳곳에 국부적으로 웅덩이(pool)가 나타난다.

지점 1 : 동수교 인근
동수교 상부에서는 굴전동역암이 2-3m의 두께로 관찰된다. 굴전동역암은 측방으
로 연장성이 좋지 못하고 두께 변화가 매우 심하여 옆으로 가면서 소멸하기도 한다. 이
역암은 주로 원마도가 양호한 잔자갈 크기의 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왕자갈 및
거력 크기의 역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 역암은 용암이 흐르고 난 이후 휴지기 동안 홍수
등에 의해 다량의 퇴적물들이 하천을 따라 흐르면서 퇴적된 하천성 역암으로 해석된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굴전동역암의 또다른 산출지는 연외
천 중류부근으로 역암의 두께는 2~3m이며, 황색질 각력을 포함하고 스코리아 층이
풍화되어 형성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역암은 서중천 하부 한남교 인근의 하천 측면에
서 관찰되는 역암과는 기질과 역의 성분, 원마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사진 1. 동수교 상부 굴전동역암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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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굴전동역암 2-3m두께로 발달

사진 3. 굴전동역암의 근접사진

지점 2: 산불방지통제구간
산불방지통제구간으로 두 매의
용암류를 관찰할 수 있으며 용암
류 사이에서는 클링커층 사이에
공동이 발달하여 있다. 하부 용암
류는 암회색을 띠며 사장석의 함량
이 적고 휘석, 감람석 함량이 미세
한 치밀한 조면현무암으로 하천의
하부를 구성하고 있다. 상부 용암
류는 두께가 약 2~3m정도로 지점

사진 4. 서중천 상류구간 상부

의 상부 및 측면을 따라 관찰되며
1-3mm의 사정석 반정을 함유하
고 미량의 휘석, 감람석을 함유한
치밀 조면현무암이다.

A
B
사진 5. 서중천 상류구간 측면
A : 상부용암류
B : 하부용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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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A지역 조면현무암

사진 7. B지역 조면현무암

(치밀하며 사장석반정 및 휘석, 감람석 함유)

(A지역에 비해 사장석함량이 적고, 휘석, 감람석 함유)

지점 3 :
서중천 중류구간은 하천바닥이 매우 울퉁불퉁한 지형기복을 보이며 커다란 암괴가
산재해 나타나는데 이러한 특징은 중문천이나 창고천의 하상이 완만한 특징과 차이
를 보인다. 암괴는 하천 폭이 좁은 지역에서는 2-3m크기로 산재하다 폭이 넓어지면서
소규모 크기로 분포하며 이 양상은 머체왓 숲길 내 제한이곱지궤 지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구성암석은 상부보다는 사장석반정의 크기가 좀 더 크며 휘석의 함량도 높게
나타난다.

사진 8. 암괴가 산재하여 나타나는 하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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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 사장석 반정(3-5mm)

지점 4 : 서중천 중류 인근
서중천의 중류에 해당하며 계곡을 가로지르는 도로개설로 인하여 드러난 하천부근
노두에 용암류가 아닌 퇴적층이 분포하는 특징이 관찰된다. 이 퇴적층은 두께가 1~2m
내외이며 하부에는 분석층 또는 클링커층이 분포하고 있다. 퇴적층은 주로 모래와 진흙
크기의 퇴적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평층리 및 사층리(cross bedding) 구조도 관찰된다.
그리고 하부 분석층과 퇴적층의 경계는 침식에 의해 깍여 아래로 오목한 경계면을 보이
기도 한다. 퇴적층의 두께는 계곡에서 멀어짐에 따라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노두 단면에서 나타나는 퇴적층은 모래와 진흙 크기의 퇴적물로 구성되어 있어 홍수
시 하천의 범람 등에 의해 운반되어 쌓인 퇴적물(틈새하천 퇴적물 : Crevasse channel
deposites)로 추정된다. 그리고 홍수류에 의해 발생한 강력한 난류작용에 의해 기존
에 지표를 이루던 분석층 또는 클링커층이 일부 침식되어 오목한 경계면을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하도 뿐만 아니라 범람원으로 존재했던 지역들을 관찰할 수 있는 지역
으로 하천의 범람과 유로변경 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생각된다.

스코리아층
조면현무암

사진 10. 하부조면암을 덮은 스코리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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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vasse Channel(틈새하천)
: 홍수시 빠른 유속에 의해 가벼운
입자들이 하천을 넘어 범람
주로 모래와 머드(이질 또는 진흙)로
구성

그림 7. 서중천 지역의 틈새하천 퇴적물 생성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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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 하천단면(A)

사진 12. 클링커층을 피복한 하천퇴적물
(하천단면 확대)

사진 13. 하천단면에 발달한 사층리
(A지역)

사진 14. 본류와 좀더 거리가 떨어진 지역의
하천 흔적(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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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5~지점11: 지점5에서부터 지점11까지의 위치는 확대하여 다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8. 서중천 조사지역 위치도(지점 5~11)

지점 5: 한남2교와 시멘트로 만든 도로 사이
이 구간에서 서중천은 갑자기 하도폭이 넓어지며 하천 측면으로 1~1.5m 두께의 역암
층이 관찰된다. 역의 기질은 갈색 점토(혹은 scoria)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은 원마도가
좋은 것(good)부터 나쁜 것(poor)까지 골고루 분포하고 크기는 다양하다. 시기는 용암
류 형성 당시의 역암이기보다는 최근 홍수때 하천 벽면을 따라 만들어진 역암일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 15. 한남2교 상류부에 발달하는 역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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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6 : 한남2교 부근
한남2교에서 상류쪽으로 10m쯤 이동하면 갈색점토층인 토양층이 관찰된다. 토양층
상부는 조면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부에서 떠내려온 많은 역들이 산재하여 있고
역의 원마도는 좋음(good)~나쁨(poor)까지 다양하다. 이 토양층은 한남2교 일부구간에
서만 지표에 노출되어 나타나고 다른 하류구간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다.

사진 16. 조면현무암 하부에 발달하는 토양층

지점 7: 한남교 하부
서중천은 상부에서 하부에 이르기까지 두매 정도의 용암류사이 클링커층이 발달하는
지역과 용암제방형태의 울퉁불퉁한 지형을 형성하는 지역, 상부 용암류층의 깨짐에
의해 덩어리 암석들의 분포가 두드러지는 지역 등으로 나뉘어진다.

사진 17. 상부용암류 하부로 클링커층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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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8. 조면현무암 근접 사진

한남교 하부에서도 상부에서처럼 2~3 매의 용암류가 관찰되며 그 사이에 클링커층이
발달하고 있다. 클링커층 사이로 소규모 궤가 발견되기도 하는데 궤 입구에서 사기류등
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과거에는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역에 분포하는 조면현무암은 암회색을 띄며 5~10mm크기의 사정석 반정의
분포함량이 제일 높고 2~5mm의 감람석, 휘석 또한 관찰된다.

사진 19. 클링커층 사이에 발달한 소규모 궤

사진 20. 사정석반정(2~5mm)산재

지점 8: 한남교 다리 부근
하류에서 한남교를 지나 급격하게 방향을 틀며 남동류한다. 현재 침식과 풍화에 의해
오름의 흔적이 남아있지는 않으나 서중천 하부의 가시왓동산이라는 지명으로 미루어
과거 커다란 오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 동산에 막혀 흐름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사진 21. 하천의 방향과 직각으로 형성된 용암제방(유상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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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방향이 급속히 바뀌면서 발생되는 소용돌이로 인해 커다란 웅덩이(소)가 발달
해있다. 하천은 N15E방향(최소주응력방향)으로 흐르다 한남교를 지나 제주도 응력방향
의 주방향인 N73E방향과 비슷한 N65E방향으로 가시왓동산을 휘감아 흐른다. 용암이
흐르다 앞에 장애물을 만나 용암이 밀리며 하천방향과 직각의 방향으로 둑모양을 형성
한 것이 관찰된다.

지점 9
하천의 방향이 급격히 변하는 지역으로 커다란 웅덩이(소, Pool)가 발달해있고 용암은
크게 2매가 발달해있다. 그 사이에는 클링커가 발달해있으며 클링커층이 단단한 용암
에 비해 침식이 쉽게 일어나 소규모 궤가 형성되어 있다. 샘플링을 하여 관찰한 결과 상
하 두 용암의 구성성분은 같으며 서중천을 구성하는 주 구성암석과 거의 동일한 양상을
나타낸다. 이 지역을 지나 서중천 최하류부는 N30W방향을 띠며 하도 폭이 넓어지고
하도 바닥은 편평한 완만한 하천의 형태를 나타낸다.

사진 22. 하천이 급격히 꺾인 곳에 발달한 웅덩이

사진 23. 상부용암
사장석반정이 산재하여 나타나며 휘석,감람석이
소량 함유됨

66

서중천의 원류를 찾아서

사진 24. 하부용암
상부용암과 동일한 암상을 나타냄

지점 10
한남교에서 서중천 하류방향으로 700m지점에 위치한다. 기존에 계곡에 형성된 조면
현무암의 측면으로 동산가름방향에서 흘러온 것으로 추정되는 파호이호이용암류가
관찰된다.
15m정도 하류에서는 상부 조면현무암과 하부 현무암의 경계지역이 나타난다. 하부
에 분포하는 현무암은 위에서 관찰된 파호이호이용암류와는 다르게 조면현무암 하부에
분포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용암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부정합면
이 관찰되고 상부용암에 의해 하부용암류가 열변질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후 하류
지역은 주로 기공이 발달한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진 25. 파호이호이용암류

사진 26. 조면현무암과 그 하부에 발달하는
현무암

사진 27. 상부조면현무암과 하부 현무암
서중천 일대의 지형·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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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8. 경계면 근접 사진
(상부 조면현무암과 하부 열변질 받은 용암류)

지점 11
서중교 인근으로 계곡의 바닥은 편평하며 서중천을 따라 떠내려온 많은 역들로 구성
되어 있어 노두관찰이 용이하지않다. 홍수시를 대비한 제방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부에
비해 역들의 사이즈가 작고 원마도는 높다.

사진 29. 서중교에서 바라본 서중천 하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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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천에는 크고 작은 돌개구멍들이 많다.

70

서중천의 원류를 찾아서

서중천은 평상시에 건천이었다가, 큰 비가 오면 하천이 범람할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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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천 일대의 식물상
김 대 신1)·김 수 경2)
1)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 녹지연구사
2)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 주무관

Ⅰ. 서 론
제주도의 하천은 대부분 건천이며, 한라산 백록담을 중심으로 남·북측에서 V자형
침식계곡을 따라 소규모로 지표하천이 발달하였고, 동·서측 지역은 하천의 발달이
극히 불량한 편이다(양, 2007). 지방 2급 하천인 서중천은 유로연장 약 23km, 유역
면적 7㎢로 서귀포지역의 하천 중에는 신례천, 중문천 등과 유로연장이 비슷하다. 유로
를 공유하는 하천으로는 의귀천(유로연장 약 14,0km, 유역면적 8㎢) 이 있으며, 넉시악
(남원읍 의귀리 소재)의 좌우로 각각 나뉘어 남원읍 남원리(서중천)와 태흥리(의귀천)
방면으로 이어진다(제주도 등, 2006).
하천생태계는 계곡의 사면이나 제방 등을 경계로 수중생태계와 육상생태계를 연결하는
전이대(ecotone) 역할 뿐 아니라 하천을 중심으로 하는 복잡한 먹이사슬이 얽혀 있어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방재용 등,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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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서중천에 대한 생물상조사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본 조사는 도심과 인접한 하
천으로 생물종다양성의 보고인 서중천 일원의 식물상을 조사하고 하천생태계의 가치를
조명하며 향후 하천관리 및 보존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 하였다.

Ⅱ. 조사 및 방법
1. 조사지역
서중천의 식물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2016년 3월부터 11월까지 현지조사 하였다.
본 조사는 서중천의 상류지역에 해당하는 성널오름(1,215.2m)의 인근지역에서부터
하류지역인 남원읍 남원리 해안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도보로 이동하며 출현하는 관속
식물을 조사하였다(그림 1).

그림 1. 조사지역

2

1
사진 1-2. 서중천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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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및 방법
서중천 분포 식물의 조사는 도보로 이동하며 출현하는 식물을 기록하고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희귀식물 등은 사진을 촬영하여 기록하였으며, 현장에서 관찰된 식물은 이
(1996), 이(1997), 이(2003) 등에 따라 동정하였다. 수집된 식물상자료는 멸종위기야생
식물은 MOE (2012), 특산식물은 Paik (1994),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은 MOE (2006)
의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지침을 기준으로 정리하고 국가식물표준목록(2007)의 체계
에 따라 분류하고 목록을 작성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서중천 조사구간에서 관속식물상을 조사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111과 324속 432종
47변종 4품종 4아종, 총 487종류의 식물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이중 양치식물이 15과
35속 1아종 2변종 56종, 총 60종류가 분포하고 있었다. 나자식물은 2과 2속 3종류였으
며, 쌍자엽식물은 36과 230속 311종 37변종 4품종 3아종, 총 355종류, 단자엽식물이
11과 57속 62종 7변종, 총 69종류로 나타났다.
이러한 서중천의 식물상 규모로 볼 때, 서귀포지역의 중문천, 창고천 등과 유사한
종수를 보이고 있다. 서중천은 저지대의 해안식생을 비롯하여 상록활엽수림대 및 낙엽
활엽수림대까지 이어지며 다양한 식물상을 보이고 있다. 평소 다른 하천보다는 완만
한 지형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하상부분이 노출되지 않는 구간이 많아 다른 하천과는
차별화되는 식물상이 보인다. 특히 서중천 탐방로(3km), 머체왓소롱콧길(6.3km), 머
체왓길(6.7km) 등을 중심으로 상록활엽수림이 형성되어 있고 크고 작은 웅덩이 형태의
지형들이 많아 매우 높은 식물다양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서중천에 분포하는 관속식물 현황
구분

과

속

아종

품종

변종

종

계

양치식물

15

35

1

-

3

56

60

나자식물

2

2

-

-

-

3

3

쌍자엽식물

83

230

3

4

37

311

355

단자엽식물

11

57

-

-

7

62

69

계

111

324

4

4

47

432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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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멸종위기 야생식물
조사지역에서 확인된 환경부 멸종위
기 야생식물로는 차걸이난(Oberonia

japonica )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차걸
이난은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
생생물 Ⅱ급종으로, 서중천 전체 구간
중 해발 600m 이상 낙엽활엽수림이
분포하는 구간에서 주로 관찰되었다.

사진 3. 멸종위기 야생식물 차걸이난

2. 특산식물의 분포
특산식물(endemic plants)이란 어느 한정된 지역의 자연환경에 적응 및 진화해온
식물로 신물질을 탐색하고 신품종을 개발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된다(제주특별자치도, 2010). 이러한 특산식물은 과거 광범위하게 분포하던
종이 여러 환경요인에 의해 분포역이 좁아지게 된 잔존고유종(relic endemics)이거나,
새로운 국지적 종분화에 의해 형성된 신고유종(neo-endemics)이기 때문에, 개체군의
크기는 흔히 축소되거나 소집단 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성을 보이며 미세한 환경요인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관리·보전되어야 할 대상이다.

사진 4. 서중천의 한라개승마 자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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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한라개승마

조사지역에서 확인된 특산식물로는 한라개승마(Aruncus aethusifolius Nakai ),
떡 윤 노 리 나 무 (P o u r t h i a e a v i l l o s a va r . b r u n n e a N a k a i ) , 솔 비 나 무
(Maackia fauriei Takeda), 좀민들레(Taraxacum hallaisanense Nakai),
좀비비추(Hosta minor Nakai), 제주조릿대(Sasa palmata Nakai) 등 모두 6종류였다.
이 중 한라개승마는 머체왓구간에서 부터 낙엽활엽수림 구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 외로 특기할만한 식물로는 제주십자고사리, 새깃아재비, 버어먼초 등이 있는데, 이
종류들은 국내의 제주지역에만 분포하는 식물로 그 자생지도 한라산의 남사면 지역으로
매우 한정된 분포를 보이고 있다. 특히 버어먼초는 상록활엽수림이 잘 형성된 지역으로
부엽층 형성이 양호하고 비교적 공중습도가 높은 지역에만 분포하는 부생식물의 한 종
류이다.

사진 6. 새깃아재비

사진 7. 버어먼초

사진 8. 제주십자고사리 자생지

사진 9. 제주십자고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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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계학적특정식물의 분포
서로 다른 지역의 환경을 서로 다르게 표현해 주고, 서로 유사한 지역의 환경은 서로
유사하게 표현해 주는데 이용되는 분류군인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종은 우리나라에 자
생하는 관속식물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고립하거나 불연속적으로 분포하는 분류군,
4개의 아구 중 북방계 및 남방계식물로서 1개 아구에만 분포하는 분류군, 4개의 아구 중
북방계 및 남방계식물로서 2개 아구에 분포하는 분류군, 비교적 전국적으로 분포하지
만 일반적으로 1,000m 이상 지역에 분포하는 분류군, 4개의 아구 북방계 및 남방계 식
물로서 3개 아구에 분포하는 분류군의 순으로 Ⅴ－Ⅰ로 등급화 하였다(환경부, 2007).
조사지역별로 확인된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서중천 구간에서 조사된 식물을 대상으로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의 분포를 조사한
결과, Ⅴ등급 9종류, Ⅳ등급 12종류, Ⅲ등급 51종류, Ⅱ등급 4종류, Ⅰ등급 65류 등
141종류로 타났다. Ⅴ등급 종으로는 난장이이끼(Crepidomanes amabile K.Iwats.),
불이끼(Crepidomanes insigne Fu.), 큰지네고사리(Dryopteris fuscipes C.Chr.),
고란초(Crypsinus hastatus Copel.), 나사미역고사리(Polypodium fauriei
Christ), 소귀나무(Myrica rubra Siebold & Zucc.), 덩굴용담(Tripterospermum

japonicum Maxim.), 무엽란(Lecanorchis japonica Blume), 차걸이난(Oberonia
japonica (Maxim.)Makino) 등 이었다.
표 2. 서중천 분포 구계학적 특정식물 목록
등급

학명(국명)

종수

Crepidomanes amabile K.Iwats.(난장이이끼), Crepidomanes insigne

9

Fu.(괴불이끼), Dryopteris fuscipes C.Chr.(큰지네고사리), Crypsinus

hastatus Copel.(고란초), Polypodium fauriei Christ(나사미역고사리),
Ⅴ

Myrica rubra Siebold & Zucc.(소귀나무), Tripterospermum japonicum
Maxim.(덩굴용담), Lecanorchis japonica Blume(무엽란), Oberonia

japonica (Maxim.) Makino(차걸이난)
Microlepia strigosa C.Presl(돌토끼고사리), Arachniodes aristata
Tindale(가는쇠고사리), Elatostema densiflorum Franch. & Sav.(몽울
Ⅳ

풀), Prunus buergeriana Miq.(섬개벚지나무), Maackia fauriei Takeda(솔
비나무), Hydrocotyle yabei Makino(제주피막이), Rhododendron weyrich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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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학명(국명)

종수

Maxim.(참꽃나무), Vaccinium japonicum Miq.(산매자나무 ), Symplocos

12

coreana Ohwi(섬노린재나무), Adina rubella Hance(구슬꽃나무),
Ⅳ

Damnacanthus major Siebold & Zucc.(수정목), Peracarpa carnosa var.
circaeoides Makino(홍노도라지)
Hypolepis punctata Mett. ex Kuhn(점고사리), Adiantum monochlamys
Eaton(섬공작고사리), Arachniodes standishii Ohwi(일색고사리), Colysis

× simplicifrons Tagawa(창고사리), Quercus salicina Blume(참가시나무),
Kadsura japonica Dunal(남오미자), Actinodaphne lancifolia Meisn.(육박
나무), Cinnamomum yabunikkei H.Ohba(생달나무), Litsea japonica Juss.
(까마귀쪽나무), Machilus japonica Siebold & Zucc.(센달나무), Neolitsea

aciculata Koidz.(새덕이), Cimicifuga biternata Miq.(개승마), Stauntonia
hexaphylla Decne.(멀꿀), Piper kadsura Ohwi(후추등), Cleyera japonica
Thunb.(비쭈기나무), Eurya emarginata Makino(우묵사스레피), Distylium

racemosum Siebold & Zucc.(조록나무), Hydrangea petiolaris Siebold
& Zucc.(등수국), Schizophragma hydrangeoides Siebold & Zucc.(바
위수국), Rubus buergeri Miq.(겨울딸기), Desmodium caudatum DC.(된
장풀), Mercurialis leiocarpa Siebold & Zucc.(산쪽풀), Daphniphyllum
Ⅲ

macropodum Miq.(굴거리나무), Daphniphyllum teijsmanni Zoll. ex
Kurz(좀굴거리나무), Zanthoxylum ailanthoides Siebold & Zucc.(머귀나
무), Zanthoxylum coreanum Nakai(왕초피나무), Melia azedarach L.(멀
구슬나무), Ilex crenata Thunb.(꽝꽝나무), Ilex integra Thunb.(감탕나
무), Ilex rotunda Thunb.(먼나무), Sageretia thea M.C.Johnst.(상동나
무), Idesia polycarpa Maxim.(이나무), Xylosma congesta Merr.(산유
자나무), Trichosanthes kirilowii var. japonica

Kitam.(노랑하늘타리),

Dendropanax morbiferus H.Lev.(황칠나무), Centella asiatica Urb.(병
풀), Vaccinium bracteatum Thunb.(모새나무), Ardisia crenata Sims(백
량금), Ardisia pusilla A.DC.(산호수), Marsdenia tomentosa Morren
& Decne.(나도은조롱), Mitchella undulata Siebold & Zucc.(호자덩굴),

Dichondra repens Forster(아욱메풀), Callicarpa mollis Siebold & Zucc.
(새비나무), Verbena officinalis L.(마편초), Viburnum furcatum Blume(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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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학명(국명)

종수

단나무), Viburnum odoratissimum var. awabuki Zabel ex Rumpler(아왜
나무), Wahlenbergia marginata A.DC.(애기도라지), Farfugium japonicum
Ⅲ

Kitam.(털머위), Lapsanastrum humile J.H.Pak & K.Bremer(그늘보리뺑

51

이), Isachne nipponensis Ohwi(누운기장대풀), Goodyera velutina Maxim.
ex Regel(털사철란)
Lycopodium chinense H.Christ(다람쥐꼬리), Crepidomanes minutum
Ⅱ

K.Iwats.(부채괴불이끼), Taxus cuspidata Siebold & Zucc.(주목), Tripogon

4

longearistatus var. japonicus Honda(교래잠자리피)
Dicranopteris pedata Nakaike(발풀고사리), Gleichenia japonica Spreng.
(풀고사리), Lygodium japonicum Sw.(실고사리), Lemmaphyllum

microphyllum C.Presl(콩짜개덩굴), Sphenomeris chinensis Maxon(바위고
사리), Onychium japonicum Kunze(선바위고사리), Thelypteris acuminata
C.V.Morton(별고사리), Thelypteris glanduligera Ching(사다리고사리),

Thelypteris laxa Ching(드문고사리), Asplenium sarelii Hook.(돌담고사리),
Pteris multifida Poir.(봉의꼬리), Cyrtomium caryotideum var. coreanum
Nakai(참쇠고비), Cyrtomium fortunei J.Sm.(쇠고비), Dryopteris

erythrosora Kuntze(홍지네고사리), Polystichum ovatopaleaceum var.
coraiense Sa.Kurata(참나도히초미), Coniogramme japonica Diels(가지
고비고사리), Pyrrosia lingua Farw.(석위), Castanopsis sieboldii Hatus.
Ⅰ

(구실잣밤나무), Quercus glauca Thunb.(종가시나무), Aphananthe

aspera Planch.(푸조나무), Ulmus parvifolia Jacq.(참느릅나무), Ficus
erecta Thunb.(천선과나무), Ficus erecta var. sieboldii King(좁은잎천선
과), Ficus oxyphylla Miq. ex Zoll.(모람), Ficus thunbergii Maxim.(왕모
람), Nanocnide japonica Blume(나도물통이), Korthalsella japonica Engl.
(동백나무겨우살이), Machilus thunbergii Siebold & Zucc.(후박나무),

Neolitsea sericea Koidz.(참식나무), Ranunculus ternatus Thunb.(개구리
갓), Semiaquilegia adoxoides Makino(개구리발톱), Chloranthus fortunei
Solms(옥녀꽃대), Camellia japonica L.(동백나무), Eurya japonica Thunb.
(사스레피나무), Pittosporum tobira W.T.Aiton(돈나무), Pourthiaea

villosa var. brunnea Nakai(떡윤노리나무), Prunus pendula f. ascendens
Kitam.(올벚나무), Rubus hirsutus Thunb.(장딸기), Caesalpiniadecapet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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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등급

학명(국명)

종수

Alston(실거리나무), Mallotus japonicus Muell. Arg.(예덕나무), Meliosma

myriantha Siebold & Zucc.(나도밤나무), Meliosma oldhamii Maxim.
Euonymus fortunei var. radicans Rehder(줄사철나무), Euonymus
japonicus Thunb.(사철나무), Euscaphis japonica( Thunb.) Kanitz (말오줌
때나무), Cayratia japonica Gagnep.(거지덩굴), Elaeagnus glabra Thunb.
(보리장나무), Elaeagnus macrophylla Thunb.(보리밥나무), Viola violacea
Makino(자주잎제비꽃), Gynostemma pentaphyllum Makino(돌외), Hedera
Ⅰ

rhombea Siebold & Zucc. ex Bean(송악), Vaccinium oldhamii Miq.(정금

65

나무), Ardisia japonica Blume(자금우), Ligustrum japonicum Thunb.(광
나무), Vitex rotundifolia L.f.(순기나무), Ainsliaea apiculata Sch.Bip.(좀딱
취), Hosta minor Nakai(좀비비추), Polygonatum falcatum A.Gray(진황정),

Lophatherum gracile Brongn.(조릿대풀), Microstegium japonicum Koidz.
(민바랭이새), Arisaema ringens Schott(큰천남성), Cephalanthera falcata
(Thunb.) Blume(금난초),

Ⅳ등급 종으로는 돌토끼고사리(Microlepia strigosa C.Presl), 가는쇠고사리
(Arachniodes aristata Tindale), 몽울풀(Elatostema densiflorum Franch. & Sav.),
섬개벚지나무(Prunus buergeriana Miq.), 솔비나무(Maackia fauriei Takeda), 제주
피막이(Hydrocotyle yabei Makino), 참꽃나무(Rhododendron weyrichii Maxim.), 산
매자나무 (Vaccinium japonicum Miq.), 섬노린재나무(Symplocos coreana Ohwi), 구
슬꽃나무(Adina rubella Hance), 수정목(Damnacanthus major Siebold & Zucc.),
홍노도라지(Peracarpa carnosa var. circaeoides Makino) 등 12종류, Ⅲ등급 종
으로는 점고사리(Hypolepis punctata Mett. ex Kuhn), 섬공작고사리(Adiantum

monochlamys Eaton), 일색고사리(Arachniodes standishii Ohwi), 창고사리
(Colysis × simplicifrons Tagawa), 참가시나무(Quercus salicina Blume), 남오미
자(Kadsura japonica Dunal), 육박나무(Actinodaphne lancifolia Meisn.), 생달나
무(Cinnamomum yabunikkei H.Ohba), 까마귀쪽나무(Litsea japonica Juss.), 센달
나무(Machilus japonica Siebold & Zucc.), 새덕이(Neolitsea aciculata Koidz.), 개
승마(Cimicifuga biternata Miq.), 멀꿀(Stauntonia hexaphylla Decne.), 후추등
(Piper kadsura Ohwi), 비쭈기나무(Cleyera japonica Thunb.), 우묵사스레피(Eur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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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rginata Makino), 조록나무(Distylium racemosum Siebold & Zucc.), 등수국
(Hydrangea petiolaris Siebold & Zucc.), 바위수국(Schizophragma hydrangeoides
Siebold & Zucc.), 겨울딸기(Rubus buergeri Miq.), 된장풀(Desmodium caudatum
DC.), 산쪽풀(Mercurialis leiocarpa Siebold & Zucc.), 굴거리나무(Daphniphyllum

macropodum Miq.), 좀굴거리나무(Daphniphyllum teijsmanni Zoll. ex Kurz), 머
귀나무(Zanthoxylum ailanthoides Siebold & Zucc.), 왕초피나무(Zanthoxylum

coreanum Nakai), 멀구슬나무(Melia azedarach L.), 꽝꽝나무(Ilex crenata Thunb.),
감탕나무(Ilex integra Thunb.), 먼나무(Ilex rotunda Thunb.), 상동나무(Sageretia

thea M.C.Johnst.), 이나무(Idesia polycarpa Maxim.), 산유자나무(Xylosma
congesta Merr.), 노랑하늘타리(Trichosanthes kirilowii var. japonica Kitam.), 황
칠나무(Dendropanax morbiferus H.Lev.), 병풀(Centella asiatica Urb.), 모새나무
(Vaccinium bracteatum Thunb.), 백량금(Ardisia crenata Sims), 산호수(Ardisia

pusilla A.DC.), 나도은조롱(Marsdenia tomentosa Morren & Decne.), 호자덩굴
(Mitchella undulata Siebold & Zucc.), 아욱메풀(Dichondra repens Forster), 새비
나무(Callicarpa mollis Siebold & Zucc.), 마편초(Verbena officinalis L.), 분단나무
(Viburnum furcatum Blume), 아왜나무(Viburnum odoratissimum var. awabuki
Zabel ex Rumpler), 애기도라지(Wahlenbergia marginata A.DC.), 털머위(Farfugium

japonicum Kitam.), 그늘보리뺑이(Lapsanastrum humile J.H.Pak & K.Bremer),
누운기장대풀(Isachne nipponensis Ohwi), 털사철란(Goodyera velutina Maxim. ex
Regel) 등 이었다.
Ⅱ등급 종으로는 다람쥐꼬리(Lycopodium chinense H.Christ), 부채괴불이끼
(Crepidomanes minutum K.Iwats.), 주목(Taxus cuspidata Siebold & Zucc.), 교
래잠자리피(Tripogon longearistatus var. japonicus

Honda)등 4종류 였고, Ⅰ

등급 종으로는 발풀고사리(Dicranopteris pedata Nakaike), 풀고사리(Gleichenia

japonica Spreng.), 실고사리(Lygodium japonicum Sw.), 콩짜개덩굴(Lemmaphyllum
microphyllum C.Presl), 바위고사리(Sphenomeris chinensis Maxon), 선바위고사리
(Onychium japonicum Kunze), 별고사리(Thelypteris acuminata C.V.Morton), 사
다리고사리(Thelypteris glanduligera Ching), 드문고사리(Thelypteris laxa Ching),
돌담고사리(Asplenium sarelii Hook.), 봉의꼬리(Pteris multifida Poir.), 참쇠고비
(Cyrtomium caryotideum var. coreanum Nakai), 쇠고비(Cyrtomium fortunei
J.Sm.), 홍지네고사리(Dryopteris erythrosora Kuntze), 참나도히초미(Polystich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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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atopaleaceum var. coraiense Sa.Kurata), 가지고비고사리(Coniogramme
japonica Diels), 석위(Pyrrosia lingua Farw.), 구실잣밤나무(Castanopsis sieboldii
Hatus.), 종가시나무(Quercus glauca Thunb.), 푸조나무(Aphananthe aspera
Planch.), 참느릅나무(Ulmus parvifolia Jacq.), 천선과나무(Ficus erecta Thunb.), 좁
은잎천선과(Ficus erecta var. sieboldii King), 모람(Ficus oxyphylla Miq. ex Zoll.),
왕모람(Ficus thunbergii Maxim.), 나도물통이(Nanocnide japonica Blume), 동백
나무겨우살이(Korthalsella japonica Engl.), 후박나무(Machilus thunbergii Siebold
& Zucc.), 참식나무(Neolitsea sericea Koidz.), 개구리갓(Ranunculus ternatus
Thunb.), 개구리발톱(Semiaquilegia adoxoides Makino), 옥녀꽃대(Chloranthus

fortunei Solms), 동백나무(Camellia japonica L.), 사스레피나무(Eurya japonica
Thunb.), 돈나무(Pittosporum tobira W.T.Aiton), 떡윤노리나무(Pourthiaea

villosa var. brunnea Nakai), 올벚나무(Prunus pendula f. ascendens Kitam.), 장
딸기(Rubus hirsutus Thunb.), 실거리나무(Caesalpinia decapetala Alston), 예
덕나무(Mallotus japonicus Muell. Arg.), 상산(Orixa japonica Thunb.), 개산초
(Zanthoxylum planispinum Siebold & Zucc.), 나도밤나무(Meliosma myriantha
Siebold & Zucc.), 합다리나무(Meliosma oldhamii Maxim.), 줄사철나무(Euonymus

fortunei var. radicans Rehder), 사철나무(Euonymus japonicus Thunb.), 말오줌때
나무(Euscaphis japonica (Thunb.) Kanitz ), 거지덩굴(Cayratia japonica Gagnep.),
보리장나무(Elaeagnus glabra Thunb.), 보리밥나무(Elaeagnus macrophylla
Thunb.), 자주잎제비꽃(Viola violacea Makino), 돌외(Gynostemma pentaphyllum
Makino), 송악(Hedera rhombea Siebold & Zucc. ex Bean), 정금나무(Vaccinium

oldhamii Miq.), 자금우(Ardisia japonica Blume), 광나무(Ligustrum japonicum
Thunb.), 순비기나무(Vitex rotundifolia L.f.), 좀딱취(Ainsliaea apiculata Sch.Bip.),
좀비비추(Hosta minor Nakai), 진황정(Polygonatum falcatum A.Gray), 조릿대풀
(Lophatherum gracile Brongn.), 민바랭이새(Microstegium japonicum Koidz.), 큰
천남성(Arisaema ringens Schott), 금난초(Cephalanthera falcata (Thunb.) Blume)
등 65종류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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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래식물의 분포
외래식물(Alien species)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그 본래 생육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입된 식물로 도입식물(Introduced plant)과 귀화식물(Naturalize plant)
로 구분된다. 귀화식물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들어와서 자연생태계에서 도태되지
않고 자력으로 토착화하여 나름대로 공존하며 살아가는 식물으로 말하며, 그에 반해
귀화식물이지만 생태계, 경제, 그리고 인간에게 해를 주는 식물을 침입식물(Invasive
plant)이라 한다(국립수목원 2012).
표 3. 서중천에서 관찰되는 외래식물
과명
마디풀과
자리공과
비름과
목련과
십자화과
십자화과
장미과
장미과
콩과
콩과
콩과
괭이밥과
아욱과
바늘꽃과
바늘꽃과
분꽃과
물푸레나무과
꼭두서니과
메꽃과
국화과
국화과
국화과
국화과
국화과
국화과
국화과
국화과
국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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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Rumex crispus L.
Phytolacca americana L.
Amaranthus lividus L.
Magnolia denudata Desr.
Coronopus didymus Sm.
Thlaspi arvense L.
Prunus persica Batsch
Pyracantha angustifolia C.K.Schneid.
Medicago lupulina L.
Medicago polymorpha L.
Trifolium repens L.
Oxalis articulata Sabigny
Sida spinosa L.
Oenothera biennis L.
Oenothera laciniata Hill
Mirabilis jalapa L.
Osmanthus fragrans Lour.
Serissa japonica Thunb.
Quamoclit coccinea Moench
Ambrosia artemisiifolia L.
Bidens frondosa L.
Conyza bonariensis Cronquist
Conyza canadensis Cronquist
Crassocephalum crepidioides S.Moore
Erechtites hieracifolia Raf.
Erigeron annuus Pers.
Hypochaeris radicata L.
Senecio vulgaris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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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명
소리쟁이
미국자리공
개비름
백목련
냄새냉이
말냉이
복사나무
피라칸다
잔개자리
개자리
토끼풀
덩이괭이밥
공단풀
달맞이꽃
애기달맞이꽃
분꽃
목서
백정화
둥근잎유홍초
돼지풀
미국가막사리
실망초
망초
주홍서나물
붉은서나물
개망초
서양금혼초
개쑥갓

비고
외래식물
외래식물
외래식물
외래식물
외래식물
외래식물
외래식물
외래식물
외래식물
외래식물
외래식물
외래식물
외래식물
외래식물
외래식물
외래식물
외래식물
외래식물
외래식물
외래식물
외래식물
외래식물
외래식물
외래식물
외래식물
외래식물
외래식물
외래식물

과명
국화과
국화과
수선화과
붓꽃과
버어먼초과
벼과
벼과
벼과
벼과
벼과

학명
국명
Sonchus oleraceus L.
방가지똥
Xanthium strumarium L.
도꼬마리
Zephyranthes candida Herb.
흰꽃나도사프란
Sisyrinchium angustifolium Mill.
등심붓꽃
Burmannia championii Thwaites
애기버어먼초
Avena fatua L.
메귀리
Avena sativa L.
귀리
Briza minor L.
방울새풀
Phyllostachys bambusoides Siebold &
왕대
Zucc.
Setaria viridis P.Beauv.
강아지풀

비고
외래식물
외래식물
외래식물
외래식물
외래식물
외래식물
외래식물
외래식물
외래식물
외래식물

서중천 조사구간에서 확인된 외래식물은 소리쟁이, 미국자리공 등 38종류로 표 3과
같다. 이러한 외래식물은 대체로 서중천 조사구간 중 민가와 인접한 구간에서부터
해안지역에 이르는 구간에서 주로 관찰되는 특징이 있다. 외래식물은 주변지역의 도시
화 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이 되며, 새로운 도로의 건설이나 하천의 정비 등 인위
적인 간섭이 많은 구간에서 많이 관찰되고 있어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다.

사진 10. 등심붓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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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결 론
서중천 조사구간에서 관속식물상을 조사한 결과, 111과 324속 432종 47변종 4품종
4아종, 총 487종류의 식물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환경부 멸종위기야생식물로는 차걸이
난(Oberonia japonica)의 분포를 확인하였고, 특산식물로는 한라개승마, 떡윤노리나무
등 모두 7종류, 구계학적 특정식물의 분포를 조사한 결과 Ⅴ등급 9종류, Ⅳ등급 12종
류, Ⅲ등급 51종류, Ⅱ등급 4종류, Ⅰ등급 65류 등 141종류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또한
조사구간에서 확인된 외래식물은 소리쟁이, 미국자리공 등 38종류였다.
서중천은 저지대의 해안식생을 비롯하여 상록활엽수림대 및 낙엽활엽수림대까지 이어
지는 다양한 식물상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하천보다는 완만한 지형이 연속적으로 이어
지고 하상부분이 노출되지 않는 구간이 많아 독특한 식물상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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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명

학명

국명

석송과

Lycopodium chinense H.Christ

다람쥐꼬리

석송과

Lycopodium clavatum L.

석송

석송과

Lycopodium serratum Thunb.

뱀톱

부처손과

Selaginella remotifolia Spring

비늘이끼

부처손과

Selaginella tamariscina Spring

바위손

부처손

Selaginella tamariscina (P.Beauv.) Spring

부처손

고사리삼과

Sceptridium japonicum Lyon

산꽃고사리삼

고비과

Osmunda japonica Thunb.

고비

풀고사리과

Dicranopteris pedata Nakaike

발풀고사리

풀고사리과

Gleichenia japonica Spreng.

풀고사리

실고사리과

Lygodium japonicum Sw.

실고사리

처녀이끼과

Crepidomanes amabile K.Iwats.

난장이이끼

처녀이끼과

Crepidomanes insigne Fu.

괴불이끼

처녀이끼과

Crepidomanes minutum K.Iwats.

부채괴불이끼

잔고사리과

Dennstaedtia hirsuta Mett. ex Miq.

잔고사리

잔고사리과

Deparia conilii M.Kato

좀진고사리

잔고사리과

Deparia japonica M.Kato

진고사리

잔고사리과

Hypolepis punctata Mett. ex Kuhn

점고사리

잔고사리과

Lemmaphyllum microphyllum C.Presl

콩짜개덩굴

잔고사리과

Lepisorus thunbergianus Ching

일엽초

잔고사리과

Lepisorus ussuriensis Ching

산일엽초

잔고사리과

Microlepia strigosa C.Presl

돌토끼고사리

비고사리과

Sphenomeris chinensis Maxon

바위고사리

비고사리과

Adiantum monochlamys Eaton

섬공작고사리

넉줄고사리과

Davallia mariesii T.Moore ex Baker

넉줄고사리

넉줄고사리과

Onychium japonicum Kunze

선바위고사리

넉줄고사리과

Thelypteris acuminata C.V.Morton

별고사리

넉줄고사리과

Thelypteris glanduligera Ching

사다리고사리

넉줄고사리과

Thelypteris japonica Ching

지네고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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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명

학명

국명

넉줄고사리과

Thelypteris laxa Ching

드문고사리

넉줄고사리과

Thelypteris omeiensis Ching

나도진퍼리고사리

꼬리고사리과

Asplenium incisum Thunb.

꼬리고사리

꼬리고사리과

Asplenium sarelii Hook.

돌담고사리

꼬리고사리과

Asplenium yokoscense H.Christ

뱀고사리

꼬리고사리과

Athyrium niponicum Hance

개고사리

꼬리고사리과

Diplazium subsinuatum Tagawa

버들참빗

꼬리고사리과

Pteridium aquilinum var. latiusculum
고사리
Underw. ex A.Heller

꼬리고사리과

Pteris multifida Poir.

봉의꼬리

새깃아재비과

Woodwardia japonica Sm.

새깃아재비

면마과

Arachniodes aristata Tindale

가는쇠고사리

면마과

Arachniodes standishii Ohwi

일색고사리

면마과

Cyrtomium caryotideum var. coreanum
참쇠고비
Nakai

면마과

Cyrtomium falcatum C.Presl

도깨비쇠고비

면마과

Cyrtomium fortunei J.Sm.

쇠고비

면마과

Dryopteris bissetiana C.Chr.

산족제비고사리

면마과

Dryopteris crassirhizoma Nakai

관중

면마과

Dryopteris erythrosora Kuntze

홍지네고사리

면마과

Dryopteris fuscipes C.Chr.

큰지네고사리

면마과

Dryopteris saxifraga H.Ito

바위족제비고사리

면마과

Dryopteris uniformis Makino

곰비늘고사리

면마과

Dryopteris varia Kuntze

족제비고사리

면마과

Onoclea orientalis Hook.

개면마

면마과

Polystichum hancockii Diels

제주십자고사리

면마과
면마과
면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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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s t ichu m ovat op a le ac eu m va r .
참나도히초미
coraiense Sa.Kurata
Polystichum polyblepharum C.Presl var.
나도히초미
polyblepharum
Polystichum tripteron C.Pre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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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고사리

과명

학명

국명

처녀고사리과

Stegnogramma pozoi subsp. mollisima
진퍼리고사리
K.Iwats.

고사리과

Coniogramme japonica Diels

가지고비고사리

고란초과

Colysis × simplicifrons Tagawa

창고사리

고란초과

Crypsinus hastatus Copel.

고란초

고란초과

Polypodium fauriei Christ

나사미역고사리

고란초과

Pyrrosia lingua Farw.

석위

소나무과

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

소나무

소나무과

Pinus thunbergii Parl.

곰솔

주목과

Taxus cuspidata Siebold & Zucc.

주목

소귀나무과

Myrica rubra Siebold & Zucc.

소귀나무

가래나무과

Platycarya strobilacea Siebold & Zucc.

굴피나무

자작나무과

Carpinus laxiflora Blume

서어나무

자작나무과

Carpinustschonoskii Maxim.

개서어나무

참나무과

Castanopsis sieboldii Hatus.

구실잣밤나무

참나무과

Quercus acuta Thunb.

붉가시나무

참나무과

Quercus acutissima Carruth.

상수리나무

참나무과

Quercus glauca Thunb.

종가시나무

참나무과

Quercus salicina Blume

참가시나무

참나무과

Quercus serrata Thunb.

졸참나무

느릅나무과

Aphananthe aspera Planch.

푸조나무

느릅나무과

Celtis sinensis Pers.

팽나무

느릅나무과

Ulmus parvifolia Jacq.

참느릅나무

느릅나무과

Zelkova serrata Makino

느티나무

뽕나무과

Cudrania tricuspidata Bureau ex Lavallee 꾸지뽕나무

뽕나무과

Ficus erecta Thunb.

천선과나무

뽕나무과

Ficus erecta var. sieboldii King

좁은잎천선과

뽕나무과

Ficus oxyphylla Miq. ex Zoll.

모람

뽕나무과

Ficus thunbergii Maxim.

왕모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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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명

학명

국명

뽕나무과

Morus bombycis Koidz.

산뽕나무

삼과

Humulus japonicus Sieboid & Zucc.

환삼덩굴

쐐기풀과

Boehmeria longispica Steud.

왜모시풀

쐐기풀과

Boehmeria nivea Gaudich.

모시풀

쐐기풀과

Boehmeria pannosa Nakai & Satake

왕모시풀

쐐기풀과

Boehmeria platanifolia Franch. & Sav.

개모시풀

쐐기풀과

Boehmeria sieboldiana Blume

긴잎모시풀

쐐기풀과

Boehmeria spicata Thunb.

좀깨잎나무

쐐기풀과

Elatostema densiflorum Franch. & Sav.

몽울풀

쐐기풀과

Nanocnide japonica Blume

나도물통이

쐐기풀과

Pilea mongolica Wedd.

모시물통이

쐐기풀과

Pilea peploides Hook. & Arn.

물통이

겨우살이과

Korthalsella japonica Engl.

동백나무겨우살이

겨우살이과

Viscumalbum f. rubroauranticum (Makino)
붉은겨우살이
Ohwi

겨우살이과

Viscum album var. coloratum Ohwi

겨우살이

마디풀과

Fallopia japonica RonseDecr.

호장근

마디풀과

Persicaria filiformis Nakai ex Mori

이삭여뀌

마디풀과

Persicaria hydropiper Spach

여뀌

마디풀과

Persicaria longiseta Kitag.

개여뀌

마디풀과

Persicaria sagittata H.Gross

미꾸리낚시

마디풀과

Rumex acetosa L.

수영

마디풀과

Rumex conglomeratus Murray

묵밭소리쟁이

마디풀과

Rumex crispus L.

소리쟁이

마디풀과

Rumex stenophyllus Ledeb.

가는잎소리쟁이

자리공과

Phytolacca americana L.

미국자리공

외래식물

자리공과

Phytolacca esculenta VanHoutte

자리공

외래식물

석죽과

Arenaria serpyllifolia L.

벼룩이자리

석죽과

Cerastium holosteoides var. hallaisanense
점나도나물
Miz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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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죽과

Dianthus longicalyx Miq.

석죽과

Pseudostellaria heterophylla Pax ex Pax
개별꽃
& Hoffm.

석죽과

Sagina japonica Ohwi

개미자리

석죽과

Stellaria aquatica Scop.

쇠별꽃

석죽과

Stellaria media Vill.

별꽃

명아주과

Chenopodium album var. centrorubrum
명아주
Makino

비름과

Achyranthes japonica Nakai

쇠무릎

비름과

Amaranthus lividus L.

개비름

비름과

Amaranthus mangostanus L.

비름

목련과

Magnolia denudata Desr.

백목련

오미자과

Kadsura japonica Dunal

남오미자

녹나무과

Actinodaphne lancifolia Meisn.

육박나무

녹나무과

Cinnamomum yabunikkei H.Ohba

생달나무

녹나무과

Lindera erythrocarpa Makino

비목나무

녹나무과

Lindera obtusiloba Blume

생강나무

녹나무과

Litsea japonica Juss.

까마귀쪽나무

녹나무과

Machilus japonica Siebold & Zucc.

센달나무

녹나무과

Machilus thunbergii Siebold & Zucc.

후박나무

녹나무과

Neolitsea aciculata Koidz.

새덕이

녹나무과

Neolitsea sericea Koidz.

참식나무

미나리아재비과

Cimicifuga biternata Miq.

개승마

미나리아재비과

Clematis apiifolia DC.

사위질빵

미나리아재비과

Clematis terniflora var. mandshurica
으아리
Ohwi

미나리아재비과

Ranunculus japonicus Thunb.

미나리아재비

미나리아재비과

Ranunculus sceleratus L.

개구리자리

미나리아재비과

Ranunculus ternatus Thunb.

개구리갓

미나리아재비과

Semiaquilegia adoxoides Makino

개구리발톱

술패랭이꽃

외래식물

외래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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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리아재비과

Thalictrum aquilegifolium var. sibiricum
꿩의다리
Regel & Tiling

으름덩굴과

Akebia quinata Decne.

으름덩굴

으름덩굴과

Stauntonia hexaphylla Decne.

멀꿀

방기과

Cocculus trilobus DC.

댕댕이덩굴

후추과

Piper kadsura Ohwi

후추등

홀아비꽃대과

Chloranthus fortunei Solms

옥녀꽃대

쥐방울덩굴과

Asarum sieboldii Miq.

족도리풀

다래나무과

Actinidia arguta Planch. ex Miq.

다래

다래나무과

Actinidia polygama Planch. ex Maxim.

개다래

차나무과

Camellia japonica L.

동백나무

차나무과

Cleyera japonica Thunb.

비쭈기나무

차나무과

Eurya emarginata Makino

우묵사스레피

차나무과

Eurya japonica Thunb.

사스레피나무

물레나물과

Hypericum erectum Thunb.

고추나물

현호색과

Corydalis incisa Pers.

자주괴불주머니

현호색과

Corydalis platycarpa Makino

갯괴불주머니

십자화과

Brassica napus L.

유채

십자화과

Capsella bursapastoris L.W.Medicus

냉이

십자화과

Cardamine flexuosa With.

황새냉이

십자화과

Coronopus didymus Sm.

냄새냉이

십자화과

Raphanus sativus var. hortensis f.
갯무
raphanistroides Makino

십자화과

Rorippa indica Hiern

개갓냉이

십자화과

Thlaspi arvense L.

말냉이

조록나무과

Distylium racemosum Siebold & Zucc.

조록나무

돌나물과

Sedum bulbiferum Makino

말똥비름

돌나물과

Sedum oryzifolium Makino

땅채송화

범의귀과

Hydrangea liukiuensis Nakai

성널수국

범의귀과

Hydrangea petiolaris Siebold & Zucc.

등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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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귀과

H yd r a n g e a s e r r at a f . a c u m i n at a
산수국
E.H.Wilson

범의귀과

Saxifraga fortunei var. incisolobata Nakai 바위떡풀

범의귀과

Schizophragma hydrangeoides Siebold &
바위수국
Zucc.

돈나무과

Pittosporum tobira W.T.Aiton

돈나무

장미과

Agrimonia coreana Nakai

산짚신나물

장미과

Agrimonia pilosa Ledeb.

짚신나물

장미과

Aruncus aethusifolius Nakai

한라개승마

장미과

Duchesnea indica Focke

뱀딸기

장미과

Geum japonicum Thunb.

뱀무

장미과

Potentilla anemonefolia Lehm.

가락지나물

장미과

Potentilla chinensis Ser.

딱지꽃

장미과

Potentilla fragarioides var. major Maxim. 양지꽃

장미과

Potentilla yokusaina Makino

민눈양지꽃

장미과

Pourthiaea villosa Decne. var. villosa

윤노리나무

장미과

Pourthiaea villosa var. brunnea Nakai

떡윤노리나무

장미과

Prunus buergeriana Miq.

섬개벚지나무

장미과

Prunus pendula f. ascendens Kitam.

올벚나무

장미과

Prunus persica Batsch

복사나무

장미과

Prunus sargentii Rehder

산벚나무

장미과

P r u nu s s e r r u lat a va r . sp ont a n e a
벚나무
E.H.Wilson

장미과

Pyracantha angustifolia C.K.Schneid.

피라칸다

장미과

Rosa multiflora Thunb.

찔레꽃

장미과

Rosa wichuraiana Crep. ex Franch. &
돌가시나무
Sav.

장미과

Rubus buergeri Miq.

겨울딸기

장미과

Rubus corchorifolius L.f.

수리딸기

장미과

Rubus coreanus Miq.

복분자딸기

장미과

Rubus crataegifolius Bunge

산딸기

특산식물

특산식물

외래식물

외래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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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과

Rubus hirsutus Thunb.

장딸기

장미과

Rubus oldhamii Miq.

줄딸기

장미과

Rubus parvifolius L.

멍석딸기

장미과

Rubus trifidus Thunb.

거문딸기

장미과

Sorbus alnifolia C.Koch

팥배나무

장미과

Stephanandra incisa var. quadrifissa
나비국수나무
T.B.Lee

장미과

Stephanandra incisa Zabel

국수나무

콩과

Albizia julibrissin Durazz.

자귀나무

콩과

Amphicarpaea bracteata subsp.
새콩
edgeworthii H.Ohashi

콩과

Caesalpinia decapetala Alston

실거리나무

콩과

Desmodium caudatum DC.

된장풀

콩과

Desmodium podocarpum DC.

개도둑놈의갈고리

콩과

D e s m o d i u m p o d o c a r p u m v a r . 애기도둑놈의갈고
mandshuricum Maxim.
리

콩과

Dunbaria villosa Makino

여우팥

콩과

Glycine soja Siebold & Zucc.

돌콩

콩과

Kummerowia striata Schindl.

매듭풀

콩과

Lespedeza bicolor Turcz.

싸리

콩과

Lespedeza cuneata G.Don

비수리

콩과

Lespedeza cyrtobotrya Miq.

참싸리

콩과

Lotus corniculatus var. japonica Regel

벌노랑이

콩과

Maackia fauriei Takeda

솔비나무

특산식물

콩과

Medicago lupulina L.

잔개자리

외래식물

콩과

Medicago polymorpha L.

개자리

외래식물

콩과

Pueraria lobata Ohwi

칡

콩과

Trifolium repens L.

토끼풀

콩과

Vicia amoena Fisch. ex DC.

갈퀴나물

콩과

Vicia angustifolia var. segetilis K.Koch.

살갈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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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과

Vicia hirsuta Gray

새완두

콩과

Vicia tetrasperma Schreb.

얼치기완두

콩과

Vicia unijuga A.Braun

나비나물

괭이밥과

Oxalis articulata Sabigny

덩이괭이밥

괭이밥과

Oxalis corniculata L.

괭이밥

쥐손이풀과

Geranium thunbergii Siebold & Zucc.

이질풀

대극과

Euphorbia helioscopia L.

등대풀

대극과

Euphorbia humifusa Willd. ex Schltdl.

땅빈대

대극과

Mallotus japonicus Muell. Arg.

예덕나무

대극과

Mercurialis leiocarpa Siebold & Zucc.

산쪽풀

대극과

Phyllanthus urinaria L.

여우구슬

대극과

Sapium japonicum Pax & Hoffm.

사람주나무

굴거리나무과

Daphniphyllum macropodum Miq.

굴거리나무

굴거리나무과

Daphniphyllum teijsmanni Zoll. ex Kurz

좀굴거리나무

운향과

Orixa japonica Thunb.

상산

운향과

Zanthoxylum ailanthoides Siebold & Zucc. 머귀나무

운향과

Zanthoxylum coreanum Nakai

왕초피나무

운향과

Zanthoxylum piperitum DC.

초피나무

운향과

Zanthoxylum planispinum Siebold & Zucc. 개산초

운향과

Zanthoxylum schinifolium Siebold & Zucc. 산초나무

멀구슬나무과

Melia azedarach L.

멀구슬나무

옻나무과

Rhus javanica L.

붉나무

옻나무과

Rhus sylvestris Siebold & Zucc.

산검양옻나무

단풍나무과

Acer palmatum Thunb.

단풍나무

단풍나무과

Acer pictum subsp. mono Ohashi

고로쇠나무

단풍나무과

Acer pseudosieboldianum Kom.

당단풍나무

나도밤나무과

Meliosma myriantha Siebold & Zucc.

나도밤나무

나도밤나무과

Meliosma oldhamii Maxim.

합다리나무

감탕나무과

Ilex crenata Thunb.

꽝꽝나무

외래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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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탕나무과

Ilex integra Thunb.

감탕나무

감탕나무과

Ilex macropoda Miq.

대팻집나무

감탕나무과

Ilex rotunda Thunb.

먼나무

노박덩굴과

Celastrus orbiculatus Thunb.

노박덩굴

노박덩굴과

Euonymus alatus Siebold

화살나무

노박덩굴과

Euonymus fortunei var. radicans Rehder

줄사철나무

노박덩굴과

Euonymus hamiltonianus Wall.

참빗살나무

노박덩굴과

Euonymus japonicus Thunb.

사철나무

고추나무과

Euscaphis japonica(Thunb.)Kanitz

말오줌때나무

갈매나무과

Rhamnella franguloides Weberb.

까마귀베개

갈매나무과

Sageretia thea M.C.Johnst.

상동나무

포도과

Ampelopsis brevipedunculata Trautv.

개머루

포도과

Cayratia japonica Gagnep.

거지덩굴

포도과

Parthenocissus tricuspidata Planch.

담쟁이덩굴

포도과

Vitis ficifolia var. sinuata H. Hara

까마귀머루

포도과

Vitis flexuosa Thunb.

새머루

아욱과

Sida spinosa L.

공단풀

벽오동과

Corchoropsis tomentosa Makino

수까치깨

보리수나무과

Elaeagnus glabra Thunb.

보리장나무

보리수나무과

Elaeagnus macrophylla Thunb.

보리밥나무

보리수나무과

Elaeagnus umbellata Thunb.

보리수나무

이나무과

Idesia polycarpa Maxim.

이나무

이나무과

Xylosma congesta Merr.

산유자나무

제비꽃과

Viola albida var. chaerophylloides F.Maek.
남산제비꽃
ex Hara

제비꽃과

Viola grypoceras A.Gray

낚시제비꽃

제비꽃과

Viola grypoceras var. exilis Nakai

애기낚시제비꽃

제비꽃과

Viola japonica Langsd. ex Ging.

왜제비꽃

제비꽃과

Viola mandshurica W.Becker

제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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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꽃과

Viola phalacrocarpa Maxim.

털제비꽃

제비꽃과

Viola verecunda A.Gray

콩제비꽃

제비꽃과

Viola violacea Makino

자주잎제비꽃

박과

Gynostemma pentaphyllum Makino

돌외

박과

Trichosanthes kirilowii Maxim.

하늘타리

박과

Trichosanthes kirilowii var. japonica
노랑하늘타리
Kitam.

부처꽃과

Lythrum anceps Makino

부처꽃

바늘꽃과

Oenothera biennis L.

달맞이꽃

외래식물

바늘꽃과

Oenothera laciniata Hill

애기달맞이꽃

외래식물

층층나무과

Cornus kousa F.Buerger ex Miquel

산딸나무

층층나무과

Cornus macrophylla Wall.

곰의말채나무

두릅나무과

Aralia elata Seem.

두릅나무

두릅나무과

Dendropanax morbiferus H.Lev.

황칠나무

두릅나무과

Fatsia japonica Decne. & Planch.

팔손이

두릅나무과

Hedera rhombea Siebold & Zucc. ex Bean 송악

두릅나무과

Kalopanax septemlobus Koidz.

음나무

산형과

Centella asiatica Urb.

병풀

산형과

Cryptotaenia japonica Hassk.

파드득나물

산형과

Hydrocotyle sibthorpioides Lam.

피막이

산형과

Hydrocotyle yabei Makino

제주피막이

산형과

Osmorhiza aristata Makino & Yabe

긴사상자

산형과

Sanicula chinensis Bunge

참반디

산형과

Torilis japonica DC.

사상자

산형과

Torilis scabra DC.

개사상자

노루발과

Monotropa hypopithys L.

구상난풀

노루발과

Pyrola japonica Klenze ex Alef.

노루발

진달래과

Rhododendron mucronulatum Turcz.

진달래

진달래과

Rhododendron mucronulatum var.
털진달래
ciliatum Nak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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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명

학명

국명

진달래과

Rhododendron weyrichii Maxim.

참꽃나무

진달래과

Vaccinium bracteatum Thunb.

모새나무

진달래과

Vaccinium japonicum Miq.

산매자나무

진달래과

Vaccinium oldhamii Miq.

정금나무

자금우과

Ardisia crenata Sims

백량금

자금우과

Ardisia japonica Blume

자금우

자금우과

Ardisia pusilla A.DC.

산호수

분꽃과

Mirabilis jalapa L.

분꽃

앵초과

Androsace umbellata Merr.

봄맞이

앵초과

Lysimachia barystachys Bunge

까치수염

앵초과

Lysimachia japonica Thunb.

좀가지풀

때죽나무과

Styrax japonicus Siebold & Zucc.

때죽나무

노린재나무과

Symplocos coreana Ohwi

섬노린재나무

노린재나무과

Symplocos tanakana Nakai

검노린재나무

물푸레나무과

Forsythia koreana Nakai

개나리

물푸레나무과

Fraxinus rhynchophylla Hance

물푸레나무

물푸레나무과

Fraxinus sieboldiana Blume

쇠물푸레나무

물푸레나무과

Ligustrum japonicum Thunb.

광나무

물푸레나무과

Ligustrum obtusifolium Siebold & Zucc.

쥐똥나무

물푸레나무과

Osmanthus fragrans Lour.

목서

용담과

Gentiana squarrosa Ledeb. var. squarrosa 구슬붕이

용담과

Tripterospermum japonicum Maxim.

덩굴용담

협죽도과

Trachelospermum asiaticum Nakai

마삭줄

박주가리과

Marsdenia tomentosa Morren & Decne.

나도은조롱

박주가리과

Metaplexis japonica Makino

박주가리

꼭두서니과

Adina rubella Hance

구슬꽃나무

꼭두서니과

Damnacanthus indicus C.F.Gaertn.

호자나무

꼭두서니과

Damnacanthus major Siebold & Zucc.

수정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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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식물

특산식물

외래식물

희귀식물

희귀식물

과명

학명

국명

꼭두서니과

Galium spurium var. echinospermon
갈퀴덩굴
Hayek

꼭두서니과

Mitchella undulata Siebold & Zucc.

호자덩굴

꼭두서니과

Paederia scandens Merr. var. scandens

계요등

꼭두서니과

Rubia cordifolia var. pratensis Maxim.

갈퀴꼭두서니

꼭두서니과

Serissa japonica Thunb.

백정화

메꽃과

Calystegia sepium var. japonicum Makino 메꽃

메꽃과

Dichondra repens Forster

아욱메풀

메꽃과

Quamoclit coccinea Moench

둥근잎유홍초

지치과

Trigonotis peduncularis Benth. ex Hemsl. 꽃마리

마편초과

Callicarpa japonica Thunb.

작살나무

마편초과

Callicarpa mollis Siebold & Zucc.

새비나무

마편초과

Clerodendrum trichotomum Thunb.

누리장나무

마편초과

Verbena officinalis L.

마편초

마편초과

Vitex rotundifolia L.f.

순비기나무

꿀풀과

Ajuga decumbens Thunb.

금창초

꿀풀과

Clinopodium chinense var. parviflorum H.
층층이꽃
Hara

꿀풀과

Clinopodium gracile var. multicaule Ohwi 탑꽃

꿀풀과

Elsholtzia splendens Nakai

꽃향유

꿀풀과

Isodon inflexus Kudo

산박하

꿀풀과

Lamium album var. barbatum Franch. &
광대수염
Sav.

꿀풀과

Lamium amplexicaule L.

광대나물

꿀풀과

Leonurus japonicus Houtt.

익모초

꿀풀과

Leonurus macranthus Maxim.

송장풀

꿀풀과

Mosla dianthera ex Maxim.

쥐깨풀

꿀풀과

Mosla punctulata Nakai

들깨풀

꿀풀과

Phlomis umbrosa Turcz.

속단

꿀풀과

Prunella vulgaris var. lilacina Nakai

꿀풀

외래식물

외래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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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명

학명

국명

가지과

Solanum lyratum Thunb.

배풍등

가지과

Solanum nigrum L.

까마중

현삼과

Mazus miquelii Makino

누운주름잎

현삼과

Mazus pumilus Steenis

주름잎

쥐꼬리망초과

Justicia procumbens L.

쥐꼬리망초

파리풀과
파리풀과

Phryma leptostachya var. asiatica H.
파리풀
Hara
Phryma leptostachya var. asiatica H.
파리풀
Hara

질경이과

Plantago asiatica L.

질경이

인동과

Lonicera harai Makino

길마가지나무

인동과

Lonicera japonica Thunb.

인동덩굴

인동과

Sambucus sieboldiana Blume ex Graebn.

덧나무

인동과

Viburnum dilatatum Thunb.

가막살나무

인동과

Viburnum erosum Thunb.

덜꿩나무

인동과

Viburnum furcatum Blume

분단나무

인동과
초롱꽃과

Viburnum odoratissimum var. awabuki
아왜나무
Zabel ex Rumpler
Adenophora triphylla var. japonica H.
잔대
Hara

초롱꽃과

Codonopsis lanceolata Trautv.

초롱꽃과

Peracarpa carnosa var. circaeoides
홍노도라지
Makino

초롱꽃과

Wahlenbergia marginata A.DC.

애기도라지

국화과

Ainsliaea apiculata Sch.Bip.

좀딱취

국화과

Ambrosia artemisiifolia L.

돼지풀

국화과

Artemisia princeps Pamp.

쑥

국화과

Aster hispidus Thunb.

갯쑥부쟁이

국화과

Aster scaber Thunb.

참취

국화과

Bidens frondosa L.

미국가막사리

국화과

Bidens tripartita L.

가막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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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덕

외래식물

외래식물

과명

학명

국명

국화과

Carpesium abrotanoides L.

담배풀

국화과

Carpesium divaricatum Siebold & Zucc.

긴담배풀

국화과

Centipeda minima A.Br. & Asch.

중대가리풀

국화과

Cirsium japonicum var. maackii Matsum.

엉겅퀴

국화과

Conyza bonariensis Cronquist

실망초

외래식물

국화과

Conyza canadensis Cronquist

망초

외래식물

국화과

Crassocephalum crepidioides S.Moore

주홍서나물

외래식물

국화과

Crepidiastrum sonchifolium Pak &
고들빼기
Kawano

국화과

Dendranthema boreale Ling ex Kitam.

산국

국화과

Dendranthema indicum DesMoul.

감국

국화과

Eclipta prostrata L.

한련초

국화과

Erechtites hieracifolia Raf.

붉은서나물

외래식물

국화과

Erigeron annuus Pers.

개망초

외래식물

국화과

Eupatorium lindleyanum DC.

골등골나물

국화과

Farfugium japonicum Kitam.

털머위

국화과

Gnaphalium affine D.Don

떡쑥

국화과

Gnaphalium japonicum Thunb.

풀솜나물

국화과

Hemistepta lyrata Bunge

지칭개

국화과

Hypochaeris radicata L.

서양금혼초

국화과

Ixeridium dentatum Tzvelev

씀바귀

국화과

Ixeris debilis A.Gray

벋음씀바귀

국화과

Ixeris stolonifera A.Gray

좀씀바귀

국화과

Lactuca indica L.

왕고들빼기

국화과

L ap s a na s t r u m hu m i le J . H . Pa k &
그늘보리뺑이
K.Bremer

국화과

Saussurea gracilis Maxim.

은분취

국화과

Senecio vulgaris L.

개쑥갓

국화과

Solidago virgaurea subsp. asiatica Kitam.
미역취
ex H. Hara

외래식물

외래식물

서중천 일대의 식물상

101

과명

학명

국명

국화과

Sonchus oleraceus L.

방가지똥

외래식물

국화과

Taraxacum hallaisanense Nakai

좀민들레

특산식물

국화과

Taraxacum platycarpum Dahlst.

민들레

국화과

Xanthium strumarium L.

도꼬마리

국화과

Youngia japonica DC.

뽀리뱅이

백합과

Asparagus schoberioides Kunth

비짜루

백합과

Disporum sessile D.Don

윤판나물아재비

백합과

Disporum smilacinum A.Gray

애기나리

백합과

Hosta minor Nakai

좀비비추

백합과

Lilium lancifolium Thunb.

참나리

백합과

Liriope platyphylla F.T.Wang & T.Tang

맥문동

백합과

Ophiopogon japonicus KerGawl.

소엽맥문동

백합과

Polygonatum falcatum A.Gray

진황정

백합과

Polygonatum odoratum var. pluriflorum
둥굴레
Ohwi

백합과

Scilla scilloides Druce

무릇

백합과

Smilax china L.

청미래덩굴

백합과

Smilax sieboldii Miq.

청가시덩굴

수선화과

Zephyranthes candida Herb.

흰꽃나도사프란

마과

Dioscorea batatas Decne.

마

마과

Dioscorea japonica Thunb.

참마

마과

Dioscorea quinqueloba Thunb.

단풍마

붓꽃과

Sisyrinchium angustifolium Mill.

등심붓꽃

외래식물

버어먼초과

Burmannia championii Thwaites

애기버어먼초

외래식물

골풀과

Juncus effusus var. decipiens Buchenau

골풀

골풀과

Luzula capitata Miq.

꿩의밥

닭의장풀과

Commelina communis L.

닭의장풀

벼과

Agropyron tsukushiense var. transiens
개밀
Ohwi

벼과

Agrostis clavata var. nukabo O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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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이삭

외래식물

특산식물

외래식물

과명

학명

국명

벼과

Alopecurus aequalis Sobol.

뚝새풀

벼과

Arundinella hirta Koidz.

새

벼과

Avena fatua L.

메귀리

외래식물

벼과

Avena sativa L.

귀리

외래식물

벼과

Beckmannia syzigachne Fernald

개피

벼과

Briza minor L.

방울새풀

벼과

Bromus pauciflorus Hack.

꼬리새

벼과

Echinochloa crusgalli P.Beauv.

돌피

벼과

Elymus sibiricus L.

개보리

벼과

Festuca ovina L.

김의털

벼과

Imperata cylindrica var. koenigii Pilg.

띠

벼과

Isachne nipponensis Ohwi

누운기장대풀

벼과

Lophatherum gracile Brongn.

조릿대풀

벼과

Microstegium japonicum Koidz.

민바랭이새

벼과

Milium effusum L.

나도겨이삭

벼과

Miscanthus sinensis Andersson

참억새

벼과

Oplismenus undulatifolius P.Beauv.

주름조개풀

벼과

Panicum bisulcatum Thunb.

개기장

벼과

Paspalum thunbergii Kunth ex Steud.

참새피

벼과

Pennisetum alopecuroides Spreng.

수크령

벼과

Phyllostachys bambusoides Siebold &
왕대
Zucc.

벼과

Poa annua L.

새포아풀

벼과

Poa sphondylodes Trin.

포아풀

벼과

Polypogon fugax Nees ex Steud.

쇠돌피

벼과

Pseudosasa japonica Makino

이대

벼과

Sasa palmata Nakai

제주조릿대

특산식물

벼과

Setaria viridis P.Beauv.

강아지풀

외래식물

벼과

Spodiopogon cotulifer Hack.

기름새

외래식물

외래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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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명

학명

국명

벼과

Sporobolus fertilis Clayton

쥐꼬리새풀

벼과

Themeda triandra var. japonica Makino

솔새

벼과

Tripogon longearistatus var. japonicus
교래잠자리피
Honda

벼과

Zoysia japonica Steud.

잔디

천남성과

Arisaema ringens Schott

큰천남성

사초과

Carex jaluensis Kom.

참삿갓사초

사초과

Carex lanceolata Boott

그늘사초

사초과

Carex onoei Franch. & Sav.

바늘사초

사초과

Cyperus amuricus Maxim.

방동사니

사초과

Cyperus iria L.

참방동사니

사초과

Cyperus orthostachyus Franch. & Sav.

쇠방동사니

사초과

Kyllinga brevifolia Rottb.

파대가리

사초과

Lipocarpha microcephala Kunth

세대가리

난초과

Cymbidium goeringii Rchb.f.

보춘화

난초과

Cephalanthera falcata (Thunb.) Blume

금난초

난초과

Goodyera schlechtendaliana Rchb.f.

사철란

난초과

Goodyera velutina Maxim. ex Regel

털사철란

난초과

Lecanorchis japonica Blume

무엽란

난초과

Oberoniajaponica(Maxim.) Makino

차걸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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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탐사

서중천 일대의 곤충상
정세호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 생물자원연구과장

Ⅰ. 들어가며
제주도에 분포하는 하천은 지방2급 하천 60개, 소하천 83개 등 모두 143개이다.
이 하천들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동·식물들의 서식지이며, 사람들이 생활해온 삶의
터전이다. 서중천은 한라산국립공원 내의 흙붉은오름(1,391m)에서 발원하여 성판악
탐방로를 가로질러 동남쪽 방향으로 흘러서 남원읍 남원리 바닷가로 합류하며, 하천의
유로 길이는 약 23㎞이다. 제주도의 다른 하천과 비슷한 건천으로 되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을 비롯한 도내 국·공립박물관 연구자들은 서중천
의 이러한 독특한 하천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인문분야의 가치를 위해 활발히 조사연구
를 하고 있다. 금번 조사는 광령천(2012), 중문천(2013), 창고천(2014년) 그리고 연외
천(2015년)에 이어서, 2016년에는 서중천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향후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곤충상의 변화를 가늠하는데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서중천 일대의 곤충상

107

Ⅱ. 조사시기 및 방법
1. 조사지 개황

그림 1. 조사지역

서중천의 상류쪽은 백록담 북동사면에 위치한 흙붉은오름과 성널오름(1,215.2m)
그리고 성판악 등반로가 해당되며,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산림연구소에 운영중인 한남시
험림 일부분 지역을 포함하며, 식생은 개서어나무-때죽나무군락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한남시험림은 보호관리가 잘 된 원인으로 인하여 비교적 좋은 자연식생을 간직하
고 있다.
중류지역은 한남시험림과 더불어 목장과 대부분 감귤과수원으로 사람의 영향이 많이
미쳤다. 하천 주변으로는 구실잣밤나무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하류지역은 대부분 감귤과수원이 조성되어 사람의 영향이 가장 많이 미친 지역으로
하천 주변식생들의 피해가 많은 지역이다(그림 1. 참조).

2. 조사시기 및 방법
2016년 4월부터 10월 말까지 서중천을 대상으로 야외조사를 하였다. 채집방법으로
는 잠자리류 등의 날아다니는 곤충은 포충망을 이용한 채어 잡기방법, 길가나 목야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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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초가 우거진 곳은 쓸어 잡기방법, 그리고 돌이나 썩은
나무와 건초에 붙어 사는 곤충들은 이를 뒤집거나 헤쳐
서 채집하였다. 또한 야행성 곤충들을 파장의 범위가 낮
은 단파장에 의해 정량적으로 채집할 수 있는 Global &
Yuasa Battery Co Ltd.에서 제작한 UV bucket light
trap (Bioquip 12V, 18AH, 지름 31.3cm, 높이 32cm)을
설치하였으며, 일몰 후 약 10~12시간동안 야간채집을 실
시하였다 (사진 1. 참조). 또한 휴대용 발전기를 이용한 유
아등(수은등, 220W)을 설치하여 모여드는 것을 채집하였
사진 1. 야간조사(UV bucket
light trap)

다(사진 2. 참조). 포획된 나방은 다음날 회수하여 표본제
작 및 분류 동정하였다.

또한 조사지역의 문헌기록 등을 정리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
수목원, 국립수목원, 강원대학
교, 서울대학교, 순천대학교, 성
심여자대학교, 국립농업과학기
술원,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인천대학교와 제주대학교에 소
장되어 있는 표본을 검경하여 정
리하였다.
사진 2. 발전기를 이용한 야간조사

Ⅲ. 결과 및 고찰
금번 조사결과 서중천 부근의 곤충은 총 14目 130科 853種이었다. 목별 종 구성을
살펴보면 나비목 457종 (53.4%) > 딱정벌레목 223종(26.2%) > 노린재목 49종(5.8%)
> 메뚜기목 35종(4.1%) > 파리목 26종(3.1%) > 매미목 23종(2.7%) > 잠자리목 16종
(1.9%) > 벌목 13종(1.5%) > 기타 6목 11종(1.3%)[집게벌레4종, 사마귀목 2종, 대벌레
목 2종, 밑드리목 1종, 총채벌레목 1종, 풀잠자리목 1종] 순 이었다 (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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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서중천 일대의 목별 곤충 종 수
전체

지역별 종수

지역별
상류
목 별

과수

중류

하류

종수
종수

과수

종수

종수

과수

종수

2

7

3

6

1. Odonata

잠자리目

5

16

5

12

3

6

2. Mantodea

사마귀目

1

2

1

1

1

1

집게벌레目

3

4

3

4

4. Orthoptera

메뚜기目

8

35

8

27

7

21

5. Phasmatodea

대벌레目

1

2

1

2

1

2

6. Thysanoptera

총채벌레目

1

1

1

1

18

49

13

34

13

25

10

14

3. Dermaptera

7. Hemiptera

노린재目

8. Homoptera

매미目

7

23

7

19

3

6

2

3

9. Neuroptera

풀잠자리目

1

1

1

1

1

1

1

1

10. Coleoptera

딱정벌레目

39

223

38

184

24

72

15

26

벌目

7

13

7

13

2

5

2

2

밑드리目

1

1

1

1

1

1

13. Diptera

파리目

5

26

5

26

2

2

14. Lepidoptera

나비目

33

457

31

383

19

138

12

52

130

853

121

707

78

281

47

111

11. Hymenoptera
12. Mecoptera

Total
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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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목

13목

8목

그림 2. 서중천 일대의 목별 곤충분포

1. 서중천의 지역별 곤충
지역별 곤충류를 살펴보면 상류지역에 분포하는 곤충은 13目 121科 707種 > 중류지역
13目 78科 281種 > 하류지역 8目 47科 111種 순이었다(그림 2. 참조). 이는 상대적으로
서중천 상류지역의 자연환경이 좋은 것도 있지만 종합적인 조사도 많이 이루어졌다.
가. 서중천 상류와 중류, 하류 전 지
역에 분포하는 종은 7目 30科 45種이
었으며,
나. 상류지역에만 분포하는 종은
9目 97科 538種,
다. 중류지역에만 분포하는 종은
6目 32科 92種,
라. 하류지역에만 분포하는 종은
5目 15科 26種,
마. 상류와 중류에 분포하는 종은
그림 3. 서중천 지역별 곤충 종수

10目 47科 113種,
바. 중류와 하류에서만 분포하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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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6目 19科 30種,
사. 상류와 하류에만 분포하는 종은 2目 5科 9種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표 2. 서중천 일대의 지역별 분포 곤충 종 수
지역별

목별

상류+
중류+
하류
과 종

과

종

과

종

과

수

수

수

수

수

수

2

3

3

7

1

1

3

4

5

13

1. Odonata
잠자리目
2. Mantodea
사마귀目
3. Dermaptera
집게벌레目
4. Orthoptera

3

메뚜기目

4

상류

중류

1

1

3

5

상류+
중류

중류+
하류

상류+
하류

종

과

종

과

종

과

종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1

2

2

3

1

수

1

1

6

10

1

1

1

2

하류

5. Phasmatodea
대벌레目
6. Thysanoptera
총채벌레目
7. Hemiptera

5

노린재目

5

8. Homoptera
매미目

1

1

9

22

4

6

3

3

5

7

6

7

6

16

1

1

1

1

2

3

1

2

2

2

14

21

6

8

2

2

3

3

1

1

2

2

11

61

4

11

3

7

47 113 19 30
10목
6목

5

9

9. Neuroptera
1
풀잠자리目

1

10. Coleoptera
8
딱정벌레目

13

36 145 12 32

2

5

11. Hymenoptera

2

벌目

8

12. Mecoptera
밑드리目
13. Diptera

3

파리目
14. Lepidoptera

9

17

26 298 10 46

7

30 45
7목

97 538 32 92
9목
6목

15 26
5목

나비目
Toatal

1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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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목

2. 서중천의 특이종 곤충
| 금번 조사 결과 특이종을 살펴보면 |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자연적 위협요
인으로 인하여 개체수가 현격히 감소하거
나 소수만 남아 있어 가까운 장래에 절멸
될 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동물을 말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멸종위기종을 법으
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는 법정보호종
으로, 현재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과 멸
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나누어 지정·
사진 3. 애기뿔소똥구리

관리하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 요인으로 개

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
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종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8종이 있는데 서중천 부근에서는 노린재목
물장군과에 속하는 물장군[L. deyrollei (Vuillefroy, 1863)] 1종, 딱정벌레목 사슴벌레
과에 속하는 두점박이사슴벌레[P. astacoides blanchardi (Parry, 1873)] 1종, 소똥
구리과에 속하는 애기뿔소똥구리[C. tripartitus Waterhouse, 1875] 2과 2종(사진 3
참조), 그리고 최근에는 관찰되지 않는 나비목 네발나비과에 속하는 왕은점표범나비[F.

nerippe (C. et R. Felder, 1862)] 1종 등 3목 4과 4종을 기록하고 있다(표 3. 참조).
표 3. 서중천 일대의 멸종위기 곤충 종
구분
멸종위기종
Ⅱ급

종수
4

종명
물장군, 두점박이사슴벌레, 애기뿔소똥구리, 왕은점표범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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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적색목록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야생동물의 멸종을 방지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멸종 위험이 높은 생물을 선정하고, 이들 종의 분포 및 서식 현황을 수록한 목록으
로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에 지정 보호하고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세계적색목록 범주는 9개로 분류된다.
1) 절멸(Extinct; EX) : 마지막 개체가 죽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종이다. 서중천 부근에서는 없는 분류군이다.
2) 야생절멸(Extinct in the Wild; EW) : 분류군이 자연 서식지에서는 절멸한 상태이
나 동물원이나 식물원 등지에서 사육 또는 재배하는 개체만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종이
다. 서중천 부근에서는 없는 분류군이다.
3) 위급(Citically Endangered; CE) : 가장 유효한 증거가 위급에 해당하는 기준 A부
터 E까지의 (평가방법 항 참조) 그 어떤 하나와 일치한 상태로 위급으로 평가된 분류군
은 야생에서 극단적으로 높은 절멸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간주하는 종이다. 서중천 부근
에서는 없는 분류군이다.

사진 4. 두점박이사슴벌레
4) 위기(Endangered; CR) : 가장 유효한 증거가 위기에 해당하는 기준 A부터 E까지
의 (평가방법 항 참조) 그 어떤 하나와 일치한 상태로 야생에서 매우 높은 절멸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간주하는 종이다. 서중천 부근에서는 없는 분류군이다.
5) 취약(Vulnerable; VU) : 가장 유효한 증거가 위기에 해당하는 기준 A부터 E까지의
(평가방법 항 참조) 그 어떤 하나와 일치한 상태로 야생에서 높은 절멸 위기에 직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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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간주하는 종이다. 금번 조사에서는 딱정벌레목 물맴이[G. japonicus Sharp. 1873]
1종, 사슴벌레과에 속하는 두점박이사슴벌레[P. astacoides blanchardi (Parry, 1873)]
1종(사진 4. 참조), 금풍뎅이과에 속하는 참금풍뎅이[B. coreanus (Kolbe, 1886)] 1
종 등 3과 3종, 나비목 팔랑나비과에 속하는 흰점팔랑나비[P. maculatus (Bremer et
Grey, 1852)] 1종, 발나비과에 속하는 왕은점표범나비[F. nerippe (C. et R. Felder,
1862)] 1종 등 2과 2종 총 2목 5과 5종이 분포하고 있다(표 4. 참조).
6) 준위협(Near Threatened; NT) :
기준에 따라 평가했으나 현재에는
위급, 위기, 취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까운 장래에 멸종 우려 범
주 중 하나에 근접하거나 멸종 우려
범주 중 하나로 평가될 수 있는 상태
의 종이다. 금번 조사에서는 딱정벌
레목 물방개과에 속하는 물방개[C.
사진 5. 외뿔장수풍뎅이

물방개[G. adamsii

ochus

japonicus Sharp, 1873]와 아담스

Clark, 1864] 등 2종, 소똥구리과에 속하는 뿔소똥구리[C.

(Motschulsky, 1860)] 1종, 장수풍뎅이과에 속하는 외뿔장수풍뎅이[E.

chinensis (Faldermann, 1835)] 1종 등 3과 4종(사진 5. 참조), 나비목 부전나비과에
속하는 담흑부전나비[N. fusca (Bremer et Grey, 1852)] 1종 등 총 2목 4과 5종이
분포하고 있다(표 4. 참조).
7) 관심대상(Least Concern; LC) : 기준에 따라 평가 했으나 위급, 위기, 취약, 준위
협에 해당하지 않은 상태로 널리 퍼져 있고 개체수도 많은 분류군이 이 범주에 속하는 종
이다. 금번 조사에서는 잠자리목 왕
잠자리과에 속하는 황줄왕잠자리[P.

melanictera (Selys, 1883)](사진
6. 참조), 하늘소과에 속하는 남색초
원하늘소[A. pilicornis (Fabricius,
1787)](사진 7. 참조), 등 86종이
분포하고 있다(표 4. 참조).

사진 6. 황줄왕잠자리의 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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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남색초원하늘소

사진 8. 얼룩방아벌레

8) 정보부족(Data Deficient; DD) : 확실한 상태 평가를 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한 분류
군을 강조하기 위한 종이다. 금번 조사에서는 딱정벌레목 방아벌레과에 속하는 얼룩방
아벌레[A. pruinosus (Motschulsky, 1861)] 등 3목 4과 4종(표4, 사진 8. 참조) 분포
하고 있다.

사진 9. 좀사마귀

사진 10. 홍점알락나비

9) 미평가(Not Evaluated; EN) : 적색목록 기준에 따라 아직 평가하지 않은 분류
군에 적용하는 범주이다. 정보 부족과 미평가 범주는 분류군의 위협 정도를 반영하지
않는 종이다. 금번 조사에서는 사마귀목 사마귀과에 속하는 좀사마귀[S. maculata

(Thunberg, 1784)] (사진 9. 참조)와 나비목 네발나비과에 속하는 홍점알락나비[H.
assimilis (Linnaeus, 1758)] 등 431종이 분포하고 있다(표 4, 사진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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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적용(NA) : 금번 조사지역에서는
잠자리목 잠자리과에 속하는 된장잠자리
[P. flavescens (Fabricius, 1798)] 등 1
종이 분포하고 있다(표 4, 사진 11. 참조).

사진 11. 된장잠자리
표 4. 서중천 일대의 특이종 곤충
구분
절멸(EX)
야생절멸(EW)
위급(CE)
위기종(CR)

종수

종명

1

취약종(VU)

6

준위협종(NT)

5

관심대상(LC)

86

노랑무늬소똥풍뎅이,
왕물맴이, 두점박이사슴벌레, 참금풍뎅이, 흰점팔랑나비, 왕은점표
범나비, 은점표범나비
물방개, 아담스물방개, 뿔소똥구리, 외뿔장수풍뎅이, 담흑부전나비,
노란실잠자리, 아시아실잠자리, 방울실잠자리, 왕잠자리, 황줄왕잠
자리, 밑노란잠자리, 고추잠자리, 밀잠자리붙이, 밀잠자리, 큰밀잠
자리, 노란허리잠자리, 두점박이잠자리, 고추좀잠자리, 아이누길앞
잡이, 쇠길앞잡이, 참길앞잡이, 큰명주딱정벌레, 풀색명주딱정벌레,
우리딱정벌레, 멋쟁이딱정벌레, 홍단딱정벌레, 애딱정벌레, 먼지벌
레, 줄먼지벌레, 쌍무늬먼지벌레, 풀색먼지벌레. 끝무늬먼지벌레,
등빨간먼지벌레, 폭탄먼지벌레, 검정물방개, 애기물방개, 물맴이,
대모송장벌레, 큰넓적송장벌레, 큰수중다리송장벌레, 수중다리송장
벌레, 검정송장벌레, 이마무늬송장벌레, 넉점박이송장벌레, 꼬마검
정송장벌레, 넓적송장벌레, 좀반날개, 주홍좀반날개, 애사슴벌레,
다우리아사슴벌레, 참넓적사슴벌레, 넓적사슴벌레, 검정혹가슴소똥
풍뎅이, 모가슴소똥풍뎅이, 렌즈소똥풍뎅이, 큰점박이똥풍뎅이, 주
황긴다리풍뎅이, 큰검정풍뎅이, 장수풍뎅이, 주둥무늬차색풍뎅이,
청동풍뎅이, 카멜레온줄풍뎅이, 제주풍뎅이, 풍뎅이, 콩풍뎅이, 녹
색콩풍뎅이, 풍이, 풀색꽃무지, 흰점박이꽃무지, 녹슬은방아벌레,
빗살방아벌레, 늦반딧불이, 네눈박이밑빠진벌레, 칠성무당벌레, 무
당벌레, 둥글목남가뢰, 털보잎벌레붙이, 호리병거저리, 남색초원하
늘소, 알락하늘소, 녹색네모하늘소, 버드나무하늘소, 깨다시하늘소,
선두리하늘소, 홀쪽사과하늘소, 국화하늘소, 넉점각시하늘소, 쑥잎
벌레, 뽕나무잎벌레, 상아잎벌레, 보라색잎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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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보부족(DD)

미평가(EN)

종수
종명
4
하나잠자리, 얼룩방아벌레, 연노랑먹그림가지나방, 점흰독나방
좀사마귀, 사마귀, 민집게벌레, 큰집게벌레, 혹집게벌레, 좀집게벌
레, 애물방개, 제주밑드리, 그물무늬긴수염나방, 큰자루긴수염나방,
알비스잎말이나방, 멍석딸기잎말이나방, 눈썹무늬잎말이나방, 애모
무늬잎말이나방, 등애기잎말이나방, 괴불큰애기잎말이나방, 큰주름
잎말이나방, 네줄잎말이나방, 딸기잎말이나방, 한국잎말이나방, 반
백잎말이나방, 검정날개애기잎말이나방, 반달무늬잎말이나방, 흰칼
퀴애기잎말이나방, 잣애기잎말이나방, 갈색애기잎말이나방, 버찌가
는잎말이나방, 낙엽꼬마잎말이나방, 괴불왕애기잎말이나방, 삼나
무잎말이나방, 차잎말이나방, 왕무늬애기잎말이나방, 뽕큰애기잎말
이나방, 노랑무늬애기잎말이나방, 흰머리잎말이나방, 치악잎말이나
방, 자두갈색잎말이나방, 솔애기잎말이나방, 매실애기잎말이나방,
잎갈애기잎말이나방, 사과흰애기잎말이나방, 고동색애기잎말이나
방, 노랑눈애기잎말이나방, 알락가는나방, 갈참나무유리나방, 드룹
원뿔나방, 갈색띠원뿔나방, 매끈이원뿔나방, 잎갈나무통나방, 흰점
박이창날개뿔나방, 두점털수염뿔나방, 괴불잎말이뿔나방, 갈색뿔나
방, 큰털보뿔나방, 오렌지비늘뿔나방, 참나무애뿔나방, 검은줄무늬
뿔나방, 시베리아뿔나방, 쌍돌기밑두리뿔나방, 반원알락명나방, 연
보라들명나방, 벼포충나방, 굵은띠비단명나방, 작은앞흰무늬알락
431 명나방, 점흰포충나방, 뱀줄알락명나방, 뾰족노랑들명나방, 은빛들
명나방, 혹명나방, 흰무늬노랑들명나방, 흰띠포충나방, 연금빛포충
나방, 엷은테포충나방, 복숭아명나방, 큰솔알락명나방, 검은점뾰족
명나방, 흰띠붉은알락명나방, 산명나방, 검은줄포충나방, 노랑무늬
들명나방, 포도들명나방, 앞붉은부채명나방, 벼슬집명나방, 콩명나
방, 노랑애기들명나방, 제주집명나방, 밑검은집명나방, 몸긴네줄들
명나방, 네줄들명나방, 목화바둑명나방, 수수꽃다리명나방, 네눈들
명나방, 앞흰알락명나방, 알락흰들명나방, 앞무늬들명나방, 사탕무
우들명나방, 흰띠명나방, 깃검은들명나방, 줄검은들명나방, 꽃날개
들명나방, 꼬마상수리창나방, 뒷검은푸른쐐기나방, 남방쐐기나방,
참나무갈고리나방, 얼룩갈고리나방, 물결줄흰갈고리나방, 만주흰갈
고리나방, 황줄점갈고리나방, 큰갈고리나방, 멋쟁이갈고리나방, 노
랑갈고리나방, 왕갈고리나방, 애기담홍뾰족날개나방, 흰뾰족날개나
방, 점박이뾰족날개나방, 넓은뾰족날개나방, 점얼룩가지나방, 참빗
살얼룩가지나방, 각시얼룩가지나방, 검띠물결자나방, 털뿔가지나
방, 노박덩굴가지나방, 썩은잎가지나방, 가시가지나방, 네눈쑥가지
나방, 불회색가지나방, 배노랑물결자나방, 두줄점가지나방, 애기네
눈박이푸른자나방, 큰노랑애기가지나방, 얼룩수염가지나방, 노랑띠
알락가지나방, 솔검은가지나방, 큰빗줄가지나방, 누런큰가지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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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수

종명
큰톱날물결자나방, 줄고운가지나방, 멋진노랑물결자나방, 무늬박이
흰물결자나방, 솔개빛물결자나방, 가운데흰물결자나방, 배노랑애기
물결자나방, 흑점박이애기물결자나방, 깃노랑가지나방, 톱날물결자
나방, 흰그물물결자나방, 갈고리가지나방, 큰노랑물결자나방, 외줄
푸른자나방, 흰줄푸른자나방, 흰줄큰푸른자나방, 흰애기연푸른자나
방, 뒷분홍가지나방, 검은줄재빛가지나방, 네눈가지나방, 세줄날개
가지나방, 줄굵은애기자나방, 쥐빛가지나방, 북방구름무늬가지나
방, 줄점겨울가지나방, 과나무가지나방, 흑점박이흰가지나방, 흰무
늬물결자나방, 뽕나무가지나방, 먹그림가지나방, 큰흰가지나방, 노
랑날개무늬가지나방, 남방갈고리가지나방, 가는줄흰가지나방, 흰제
비가지나방, 연노랑제비가지나방, 두줄연노랑가지나방, 회색가지
나방, 가랑잎가지나방, 끝짤룩노랑가지나방, 갈색물결자나방, 뿔무
늬큰가지나방, 줄고운노랑가지나방, 담흑가지나방, 팽나무가지나
방, 참물결가지나방, 점무늬흰애기자나방, 앞노랑애기자나방, 구름
무늬흰애기자나방, 네눈애기가지나방, 담색무늬톱니가지나방, 갈고
리왕푸른자나방, 알락제비가지나방, 붉은날개애기자나방, 고운물결
자나방, 흰띠왕가지나방, 점짤룩가지나방, 솔나방, 사과나무나방,
대만나방, 멧누에나방, 누에나방, 작은산누에나방, 포도박각시, 박
각시, 머루박각시, 콩박각시, 주홍박각시, 애물결박각시, 물결박각
시, 검정황나꼬리박각시, 황나꼬리박각시, 대왕박각시, 작은검은꼬
리박각시, 벌꼬리박각시, 검정꼬리박각시, 분홍등줄박각시, 작은등
줄박각시, 산등줄박각시, 제주등줄박각시, 등줄박각시, 갈고리박각
시, 점갈고리박각시, 닥나무박각시, 벚나무박각시, 큰쥐박각시, 우
단박각시, 갈색박각시, 줄박각시, 세줄박각시, 버들재주나방, 뒷검
은재주나방, 꽃술재주나방, 곱추재주나방, 밤나무재주나방, 끝흰재
주나방, 검은줄재주나방, 동백나무재주나방, 노린재나무재주나방,
노고지리재주나방, 노고지리재주나방, 곧은줄재주나방, 긴날개재주
나방, 참나무재주나방, 좁은날개재주나방, 먹무늬재주나방, 비녀재
주나방, 주름재주나방, 겹날개재주나방, 긴띠재주나방, 은무늬재주
나방, 꽃무늬재주나방, 재주나방, 때죽나무재주나방, 회색재주나
방, 연갈색재주나방, 왕재주나방, 기생재주나방, 박쥐재주나방, 삼
나무독나방, 붉은수염독나방, 남방독나방, 무늬독나방, 꼬마독나
방, 포도독나방, 매미나방, 앞노랑검은불나방, 앞선두리불나방, 흰
제비불나방, 수검은줄점불나방, 넉점박이불나방,교차무늬주홍테불
나방, 주홍테불나방, 홍줄불나방, 줄점불나방, 노랑애기나방, 흰별
수중다리밤나방, 왕뿔무늬저녁나방, 으름밤나방, 양코스키까마귀밤
나방, 까마귀밤나방, 흰점까마귀밤나방, 톱날개짤름나방, 무궁화잎
밤나방, 풀색톱날무늬밤나방, 암청색줄무늬밤나방, 푸른띠밤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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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수

미적용(N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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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명
흰점국화밤나방, 뒷흰날개담색밤나방, 국화밤나방, 소루쟁이밤나
방, 곱추나무결밤나방, 썩은밤나방, 나무껍질밤나방, 제주어린밤나
방, 어린밤나방, 얼룩어린밤나방, 큰갈고리밤나방, 금빛갈고리밤나
방, 끝흰무늬박이뒷날개나방, 산노랑뒷날개나방, 광대노랑뒷날개나
방, 갈색무늬은빛밤나방, 사랑밤나방, 쥐똥나무저녁나방, 긴금무늬
밤나방, 남방세무늬저녁나방, 톱날무늬잎밤나방, 흰점갈색밤나방,
물결밤나방, 흰점밤나방, 붉은밤나방, 보라붉은밤나방, 노랑맥검은
밤나방, 흰띠수중다리밤나방, 큰흰점수염나방, 쌍복판눈수염나방,
청백무늬밤나방, 붉은등은무늬밤나방, 주홍흰무늬저녁나방, 흰변두
리밤나방, 흑점박이밤나방, 점박이밤나방, 주을밤나방, 뒷노랑수염
나방, 대만수염나방, 가을뒷노랑밤나방, 대만수염잎나방, 남방껍
질밤나방, 흰무늬구리밤나방, 얼룩짤름나방, 꽃꼬마밤나방, 큰목검
은밤나방, 국화은무늬밤나방, 은무늬밤나방, 남방구리밤나방, 보
라애기잎밤나방, 흰줄태극나방, 꼬마구름무늬밤나방, 구름무늬밤나
방, 큰구름무늬밤나방, 긴쌍띠밤나방, 은줄무늬밤나방, 멸강나방,
각시푸른저녁나방, 큰뒷노랑밤나방, 작은갈고리밤나방, 붉은갈고리
밤나방, 주홍띠밤나방, 모진밤나방, 노랑줄꼬마밤나방, 연무늬끝짤
름나방, 은무늬짤름나방, 솔버짐나방, 왕수염나방, 뒷흰날개밤나방,
점분홍꼬마밤나방, 은무늬갈고리밤나방, 쌍줄푸른밤나방, 아지랑이
밤나방, 곧은띠수염나방, 담색쌍검은밤나방, 쌍검은밤나방, 깃붉은
밤나방, 꼬마봉인밤나방, 톱니태극나방, 태극나방, 잔디밤나방, 담
배거세미나방, 흰줄이끼밤나방, 구름꼬마이끼나방, 털날개밤나방,
꼬마복숭아밤나방, 무궁화밤나방, 국화금무늬밤나방, 메밀거세미나
방, 양배추은무늬밤나방, 배노랑버짐밤나방, 뒷노랑밤나방, 각시뒷
노랑밤나방, 뾰족밤나방, 탐시버짐밤나방, 뒷노랑점밤나방, 점보라
밤나방, 푸른큰수리팔랑나비, 왕자팔랑나비, 검은테떠들석팔랑나
비, 줄점팔랑나비, 제주꼬마팔랑나비, 청띠제비나비, 제비나비, 산
제비나비, 산호랑나비, 긴꼬리제비나비, 남방제비나비,호랑나비, 갈
구리나비, 노랑나비, 남방노랑나비, 극남노랑나비, 큰줄흰나비, 줄
흰나비, 배추흰나비, 암먹부전나비, 작은주홍부전나비, 남방부전나
비, 먹부전나비, 뿔나비, 왕나비,은줄표범나비, 암끝검은표범나비,
흰줄표범나비, 큰흰줄표범나비, 작은멋장이나비, 암검은표범나비,
긴은점표범나비, 홍점알락나비, 청띠신선나비, 애기세줄나비, 네발
나비, 큰멋장이나비, 먹그늘나비, 눈많은그늘나비, 부처사촌나비,
부처나비, 석물결나비
된장잠자리

다. 한국 고유종곤충
금번 조사지역에 분포하는 한국 고유종
곤충으로는 메뚜기목 메뚜기과에 속하는
제주청날개애메뚜기[M. jejuensis Kim,
2008] 등 3목 7과 8종이 분포하고 있다
(표 5, 사진 12. 참조)

사진 12. 제주청날개애메뚜기

표 5. 서중천에 분포하는 한국고유종 곤충
구분

종수

종 명
제주청날개애메뚜기, 탐라길쭉먼지벌레, 모가슴반날개, 제주그물눈

한국 고유종

8

검정풍뎅이, 광릉우단다색풍뎅이, 연노랑목가는병대벌레, 등점목가
는병대벌레, 제주밑드리

라. 제주도 고유종 곤충
서중천에 분포하는 곤충 중 제주도 고유종 곤충은 딱정벌레목 풍뎅이과에 속하는 제주
풍뎅이[C. quelparta (Okamoto, 1924)] 등 2목 4과 4종이었으며(표 6, 사진 13. 참
조), 우리나라 중 제주도에만 분포하는 종은 밑드리목 밑드리과에 속하는 제주밑드리[P.

approximata Esben-Petersen, 1915] 등 6목 16과 25종이었다(표 6, 사진 14. 참조).

사진 13. 제주풍뎅이

사진 14. 제주밑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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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서중천 일대의 특이종 곤충
구분

종수

종명
제주청날개애메뚜기, 제주풍뎅이, 제주호리병거저리, 닮은흰활무늬

제주도 고유종

4

잎벌레,
하나잠자리, 제주베짱이붙이, 왕소금쟁이, 귤큰별노린재, 보라흰점
둥글노린재, 노란띠물방개, 머리테물방개, 큰알락물방개, 제주애기
물방개, 두점박이사슴벌레, 흰십자애밤바구미, 무늬고목바구미, 팽

우리나라 중
제주도에만 분포

나무밤바구미, 제주밑드리, 큰자루긴수염나방, 둥근점애기잎말이나
25

하는 종

방, 삼나무잎말이나방, 어리무늬애기잎말이나방, 알락가는나방, 뾰
족노랑들명나방, 제주집명나방, 자나방 일종[Mixochlora vittata
(Moore, 1868)], 담색무늬톱니가지나방, 검정꼬리박각시, 뒷흰날개
밤나방,

바. 제주도 미기록종
금번조사 중 제주도 미기록종은 딱정벌레목 잎벌레과에 속하는 바를꽃벼룩잎벌레
[A. olderacea (Linnaeus, 1758)] 1종으로 표본조사 결과, 동수악에서 1개체를 채집
하였다(표 7. 참조).
표 7. 서중천 일대에서 채집된 제주도미기록종
구분

종수

종명

제주도
미기록종

1

바늘꽃벼룩잎벌레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내 국·공립박물관은 광령천(2012년), 중문천(2013년),
창고천(2014년), 연외천(2015년)에 이어 서중천(2016년)을 조사하였다. 금년조사
결과 연외천 부근의 곤충은 14목 130과 853종이었다(표 7. 참조). 조사된 하천에 분포
하고 있는 곤충 종 수를 살펴보면, 서중천 14목 130과 853종 > 창고천 16목 116과 785
종 > 연외천 14목 101과 554종 > 광령천 12목 101과 535종 > 중문천 13목 73과 248종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4. 참조). 상대적으로 서중천과 창고천의 곤충 다양성이 높은
이유는 생태계가 우수한 점도 있으나,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오래 전부터 선행연구자들
에 의한 분류군별 조사가 많이 이루어진 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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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주도내 하천별 곤충 종수

표 8. 국·공립박물관에서 조사한 제주특별자치도내 하천의 곤충 종 수

구분

종수

비고

광령천(2012년)

12목 101과 535종

전체지역

중문천(2013년)

13목 73과 248종

전체지역

창고천(안덕계곡, 2014년)

16목 116과 785종

일부지역

연외천(2015년)

14목 101과 554종

전체지역

서중천(2016년)

14목 130과 853종

전체지역

한라산국립공원과 더불어 한남시험림은 체계적 보호 관리되어 상류와 일부 중류지역
의 생태계가 잘 보존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중류지역과 하류 지역은 일찍이 감귤과수원
들로 인해 하천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보존을 수립하고 독특한 하천생태계의 다양성 보존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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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명

상류 중류 하류

Order 1. Odonata 잠자리目
Family 1. Coenagrionidae 실잠자리科
1 Ceriagrion melanurum Selys, 1876
2. Ischnura asiatica (Brauer, 1865)

노란실잠자리

⊙

⊙

⊙

아시아실잠자리

⊙

⊙

⊙

⊙

⊙

Family 2. Platycnemididae 방울실잠자리科
1. Platycnemis phyllopoda Djakonov, 1926

방울실잠자리

Family 3. Aeshnidae 왕잠자리科
1. Anax parthenope julius Brauer, 1865
2. Polycanthagyna melanictera (Selys, 1883)

왕잠자리

⊙

황줄왕잠자리

⊙

Family 4. Corduliidae 북방잠자리科(청동잠자리科)
1. Somatochlora graeseri Selys, 1887

밑노란잠자리

⊙

Family 5. Libellulidae 잠자리科
1. Crocothemis servilia mariannae Kiauta, 1898

고추잠자리

⊙

2. Deielia phaon (Selys, 1883)

밀잠자리붙이

⊙

3. Lyriothemis pachygastra (Selys, 1878)

베치레잠자리

4. Orthetrum albistylum (Selys, 1848)

⊙

밀잠자리

5. Orthetrum melania Selys, 1883

큰밀잠자리

⊙

6. Pantala flavescens (Fabricius, 1798)

된장잠자리

⊙

7. Pseudothemis zonata (Burmeister, 1839)

⊙

⊙

⊙

⊙

노란허리잠자리

⊙

8. Sympetrum eroticum (Selys, 1883)

두점박이좀잠자리

⊙

9. Sympetrum frequens (Selys, 1883)

고추좀잠자리

⊙

하나잠자리

⊙

10. Sympetrum speciosum Oguma, 1915

⊙

Order 2. Mantodea 사마귀目
Family 1. Mantidae 사마귀科
1. Statilia maculata (Thunberg, 1784)

좀사마귀

⊙

사마귀

⊙

2. Tenodera angustipennis Saussure, 1869
Order 3. Dermaptera 집게벌레目

Family 1. Anisolabiidae 민집게벌레科
1. Anisolabis maritima (Gene, 1832)

민집게벌레

⊙

Family 2. Labiduridae 큰집게벌레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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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명

상류 중류 하류

1. Labidura riparia japonica (De Haan, 1842)

큰집게벌레

⊙

Family 3. Forficulidae 집게벌레科
1. Anechura harmandi (Burr, 1904)

혹집게벌레

⊙

2. Anechura japonica (Bormans, 1880)

좀집게벌레

⊙

Order 4. Orthoptera 메뚜기目
Family 1. Rhaphidophoridae 꼽등이科
1. Diestrammena (Tachycines) coreana (Yamasaki, 1969) 꼽등이

⊙

2. Paratachycines (Paratachycines) ussuriensis Storozhenko, 1990

⊙

검정꼽등이

Family 2. Tettigoniidae 여치科
1. Chizuella bonneti (I. Bolivar, 1890)
2. Conocephalus exemptus (Walker, 1869)
3. Ducetia japonica (Thunberg, 1815)

잔날개여치
긴꼬리쌕새기
줄베짱이

4. Euconocephalus nasutus (Thunberg, 1815)

뾰족매부리

5. Gampsocleis ussuriensis Adelung, 1910

긴날개여치

6. Hexacentrus japonicus Karny, 1907

⊙
⊙

⊙

⊙
⊙

⊙

⊙

베짱이

7. Kuwayamaea sapporensis Matsumura et Shiraki, 1908 북방실베짱이
8. Phaneroptera falcata (Poda, 1761)

⊙

⊙
⊙

실베짱이

⊙

9. Phaneroptera nigroantennata Brunner von Wattenwyl, 1878 검은다리실베짱이

⊙

10. Psyrana japonica (Shiraki, 1930)

⊙

제주베짱이붙이

⊙

Family 3. Gryllidae 귀뚜라미科
1. Dianemobius facsipes nigrofasciatus (Matsumura, 1904)

알락방울벌레

⊙

2. Loxoblemmus arietulus Saussure, 1877

알락귀뚜라미

⊙

3. Loxoblemmus doenitzi Stein, 1881
4. Metioche japonicum (Ichikawa, 2001)

모대가리귀뚜라미
열대풀종다리

5. Polionemobius sp.

⊙

⊙

⊙

⊙

⊙

⊙
⊙

6. Pteronemobius yezoensis (Shiraki, 1911)

습지방울벌레

⊙

7. Teleogryllus emma (Ohmachi et Matsumura, 1951) 왕귀뚜라미

⊙

⊙

⊙

⊙

Family 4. Oecanthidae 긴꼬리科
1. Oecanthus longicauda Matsumura, 1904

대만긴꼬리

Family 5. Gryllotalpidae 땅강아지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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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명

상류 중류 하류

1. Gryllotalpa orientalis Burmeister, 1839

땅강아지

⊙

⊙

모메뚜기

⊙

⊙

꼬마모메뚜기

⊙

Family 6. Tetrigidae 모메뚜기科
1. Tetrix japonica (I. Bolivar, 1887)
2. Tetrix minor Ichikawa, 1993

Family 7. Pyrgomorphidae 섬서구메뚜기科
1. Atractomorpha lata (Motschulsky, 1866)

섬서구메뚜기

⊙

⊙

⊙

⊙

Family 8. Acrididae 메뚜기科
1. Acrida cinerea cinerea (Thunberg, 1815)

방아깨비

2. Aiolopus thalassinus tamulus (Fabricius, 1798)

청분홍메뚜기

⊙

3. Anapodisma beybienkoi Rentz et Miller, 1971

팔공산밑들이메뚜기

⊙

4. Megaulacobothrus jejuensis Kim, 2008

제주청날개애메뚜기

⊙

등줄메뚜기

⊙

5. Nomadacris japonica (I. Bolívar, 1898)
6. Oedaleus infernalis Saussure, 1884

팥중이

7. Oxya chinensis sinuosa Mistshenko, 1951
8. Schmidticris schmidti (Ikonnikov, 1913)

10. Stethophyma kevani Storozhenko & Otte, 1994

⊙

우리벼메뚜기

⊙

수염치레애메뚜기

⊙

등검은메뚜기

⊙

9. Shirakiacris shirakii (I. Bolivar, 1914)

제주끝검은메뚜기

11. Trilophidia annulata (Thunberg, 1815)

두꺼비메뚜기

⊙

⊙

⊙
⊙

⊙

⊙

대벌레

⊙

⊙

긴수염대벌레

⊙

⊙

⊙

Order 5. Phasmatodea 대벌레目
Family 1. Phasmatidae (Phasmidae) 대벌레科
1. Baculum elongatum (Thunberg, 1815)
2. Phraortes illepidus (Brunner von Wattenwyl, 1907)

Order 6. Thysanoptera 총채벌레目
Family 1. Phlaeothripidae 관총채벌레
1. Opthalmothrips miscanthicola (Haga, 1975)

억새관총채벌레

⊙

Order 7. Hemiptera 노린재目
Family 1. Nepidae 장구애비科
1. Ranatra chinensis Mayr, 1865

게아재비

⊙

Family 2. Belostomatidae 물장군科
1. Lethocerus deyrollei (Vuillefroy, 1863)

물장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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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명

상류 중류 하류

Family 3. Notonectidae 송장헤엄치게科
1. Notonecta triguttata Motschulsky, 1861

송장헤엄치게

⊙

⊙

Family 4. Gerridae 소금쟁이科
1. Gerris elongatus (Uhler, 1896)

왕소금쟁이

2. Gerris gracilicornis (Horváth, 1879)
3. Gerris paludum insularis Motschulsky, 1866

⊙

등빨강소금쟁이

⊙

⊙

소금쟁이

⊙

⊙

⊙

⊙

⊙

Family 5 Nabidae 쐐기노린재科
1. Nabis apicalis Matsumura, 1913

미니날개애쐐기노린재

⊙

긴날개쐐기노린재

⊙

2. Nabis stenoferus Hsiao, 1964

Family 6. Miridae 장님노린재科
1. Adelphocoris lineolatus (Goeze, 1778)
2. Adelphocoris suturalis (Jakovlev, 1882)

연리초장님노린재

⊙

변색장님노린재

⊙

Family 7. Reduviidae 침노린재科
1. Coranus dilatatus (Matsumura, 1913)

2. Cydnocoris russatus Stål, 1886

3. Haematoloecha rufithorax (Breddin, 1903)
4. Peirates turpis Walker, 1873

민날개침노린재

⊙

고추침노린재

⊙

붉은등침노린재

⊙

검정무늬침노린재

⊙

Family 8. Lygaeidae 긴노린재科
1. Drymus marginatus Distant, 1883
2. Horridipamera lateralis (Scott, 1874)

깜둥긴노린재
측무늬표주박긴노린재

⊙

큰흰무늬긴노린재

⊙

아샘긴노린재

⊙

달라시긴노린재

⊙

애긴노린재

⊙

짧은알락긴노린재

⊙

8. Pachygrontha antennata (Uhler, 1860)

더듬이긴노린재

⊙

9. Panaorus albomaculatus (Scott, 1874)

흰무늬긴노린재

⊙

굴뚝긴노린재

⊙

⊙

갈색무늬긴노린재

⊙

⊙

3. Metochus abbreviatus (Scott, 1874)
4. Neolethaeus assamensis (Distant, 1901)
5. Neolethaeus dallasi (Scott, 1874)
6. Nysius plebejus Distant, 1883
7. Pachybrachius luridus Hahn, 1826

10. Panaorus japonicus (Stål, 1874)

11. Paradieuches dissimilis (Distant, 1883)
12. Stigmatonotum rupipes (Motschulsky, 1886)

138

서중천의 원류를 찾아서

꼬마긴노린재

⊙

⊙
⊙

종

명

상류 중류 하류

Family 9. Pyrrhocoridae

별노린재科(별박이노린재科)

1. Pyrrhocoris sibiricus Kuschakewitsch, 1867

땅별노린재

⊙

⊙

Family 10. Largidae 큰별노린재科

1. Physopelta cincticollis Stål, 1863

여수별노린재

⊙

⊙

2. Physopelta gutta (Burmeister, 1834)

귤큰별노린재

⊙

⊙

⊙

⊙

⊙

Family 11. Coreidae 허리노린재科
1. Acanthocoris sordidus (Thunberg, 1783)

꽈리허리노린재

2. Cletus punctiger (Dallas, 1852)

시골가시허리노린재

⊙

⊙

떼허리노린재

⊙

⊙

3. Colpura lativentris (Motschulsky, 1866)

Family 12. Alydidae 호리허리노린재科
1. Paraplesius unicolor Scott, 1874
2. Riptortus clavatus (Thunberg, 1783)

막대허리노린재

⊙

⊙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

⊙

Family 13. Rhopalidae 잡초노린재科
1. Stictopleurus crassicornis (Linnaeus, 1758)

흑다리잡초노린재

⊙

Family 14. Plataspidae 알노린재科
1. Megacopta punctissimum (Montandon, 1894)

무당알노린재

⊙

Family 15. Acanthosomatidae 뿔노린재科
1. Acanthosoma labiduroides Jakovlev, 1880
2. Dichobothrium nubilum Dallas, 1851

긴가위뿔노린재
남방뿔노린재

⊙
⊙

Family 16. Cydnidae 땅노린재科
1. Adrisa magna (Uhler, 1860)
2. Macroscytus japonensis Scott, 1874

장수땅노린재
땅노린재

⊙
⊙

⊙

⊙

⊙

⊙

Family 17. Phyllocephalidae 억새노린재科
1. Gonopsis affinis (Uhler, 1860)

억새노린재

Family 18. Pentatomidae 노린재科
1. Carbula humerigera (Uhler, 1860)
2. Carbula putoni (Jakovlev, 1876)
3. Carpocoris purpureipennis (De Geer, 1773)
4. Eurydema rugosum Motschulsky, 1861
5. Eysarcoris annamita Breddin, 1913

참가시노린재

⊙

가시노린재

⊙

홍보라노린재

⊙

비단노린재

⊙

보라흰점둥글노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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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Graphosoma rubrolineatum (Westwood, 1837)

7. Halyomorpha halys (Stål, 1855)

홍줄노린재

⊙

썩덩나무노린재

⊙

8. Plautia stali Scott, 1874

갈색날개노린재

⊙

⊙

⊙

Order 8. Homoptera 매미目
Family 1. Cercopidae 쥐머리거품벌레科
1. Eoscartopsis assimilis (Uhler, 1896)

쥐머리거품벌레

⊙

Family 2. Aphrophoridae 거품벌레科
1. Aphrophora intermedia Uhler, 1896

흰띠거품벌레

2. Aphrophora maritima Matsumura, 1903

갈잎거품벌레

⊙
⊙

Family 3. Cicadellidae 매미충科
1. Alobaldia tobae (Matsumura, 1902)

남방매미충

⊙

끝검은말매미충

⊙

3. Doratulina producta (Matsumura, 1902)

앞뾰족매미충

⊙

4. Dryodurgades lamellaris (Vilbaste, 1968)

고사리매미충

⊙

주걱매미충

⊙

귀매미

⊙

일자무늬넓적매미충

⊙

꼬마매미충

⊙

오누키양치매미충

⊙

황백매미충

⊙

흑점박이매미충

⊙

벼넓적매미충

⊙

2. Bothrogonia japonica Ishihara, 1962

5. Hecalus prasinus (Matsumura, 1905)
6. Ledra auditura Walker, 1858
7. Limotettix striola (Fallen, 1806)
8. Macrosteles brunnescens Anufriev, 1968
9. Onukigallia onukii (Matsumura, 1912)
10. Pagaronia hallasana Kwon et Lee, 1978
11. Phlogotettix cyclops (Mulsant et Rey, 1885)
12. Stroggylocephalus agrestis (Fallén, 1806)

⊙

⊙

Family 4. Issidae 알멸구科
1. Gergithus variabilis (Butler, 1875)

홍도알멸구

⊙

Family 5. Flatidae 선녀벌레科
1. Geisha distinctissima (Walker, 1858)

선녀벌레

⊙

Family 6. Delphacidae 멸구科

1. Sogatella furcifera (Horváth, 1899)

2. Tropidocephala nigra (Matsumura, 1900)
Family 7. Cicadidae 매미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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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등멸구

⊙

먹멸구

⊙

⊙

종

명

상류 중류 하류

1. Cryptotympana dubia (Fabricius, 1775)

말매미

2. Platypleura kaempferi (Fabricius, 1794)

유지매미

⊙

⊙

⊙

3. Meimuna opalifera (Walker, 1850)

애매미

⊙

4. Platypleura kaempferi (Fabricius, 1794)

털매미

⊙

⊙

⊙

⊙

Order 9. Neuroptera 풀잠자리目
Family 1. Chrysopidae 풀잠자리科
1. Chrysopa pallens (Rambur, 1838)

칠성풀잠자리

⊙

Order 10. Coleoptera 딱정벌레目
Family 1. Cicindelidae 길앞잡이科
1. Cicindela gemmata Faldermann, 1835

아이누길앞잡이

2. Cicindela specularis Chaudoir, 1865

쇠길앞잡이

3. Cicindela transbaicalica Motschulsky, 1845

참길앞잡이

⊙
⊙
⊙

Family 2. Carabidae 딱정벌레科
1. Calosoma chinense (Kirby, 1818)

큰명주딱정벌레

⊙

풀색명주딱정벌레

⊙

3. Carabus fiduciarius Thomson, 1865

왕딱정벌레

⊙

⊙

⊙

4. Carabus sternbergi Roeschke, 1898

우리딱정벌레

⊙

⊙

⊙

멋쟁이딱정벌레

⊙

⊙

홍단딱정벌레

⊙

⊙

애딱정벌레

⊙

2. Calosoma cyanescens Motschulsky, 1869

5. Damaster jankowskii Oberthur, 1885
6. Damaster smaragdinus Von Waldheim Fischer, 1824

7. Hemicarabus tuberculosus Dejean et Boisduval, 1829

Family 3. Harpalidae 먼지벌레科
1. Amara congrua Morawitz, 1862

어리둥글먼지벌레

2. Anisodactylus signatus (Panzer, 1797)

⊙

먼지벌레

⊙

애먼지벌레

⊙

습지먼지벌레

⊙

청동무늬먼지벌레

⊙

6. Chlaenius costiger Chaudoir, 1856

줄먼지벌레

⊙

7. Chlaenius micans (Fabricius, 1792)

끝무늬녹색먼지벌레

⊙

8. Chlaenius naeviger Morawitz, 1862

쌍무늬먼지벌레

⊙

3. Anisodactylus tricuspidatus (Morawitz, 1863)
4. Archipatrobus flavipes (Motschulsky, 1864)
5. Chlaenius abstersus Bates, 1873

9. Chlaenius pallipes Gebler, 1823

풀색먼지벌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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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류 중류 하류

10. Chlaenius virgulifer Chaudoir, 1876

끝무늬먼지벌레

⊙

11. Colpodes aequatus (Jedlicka, 1936)

검은줄납작먼지벌레

⊙

12. Colpodes atricomes Bates, 1873

검정끝가시먼지벌레

13. Colpodes buchanani Hope, 1831

날개끝가시먼지벌레

⊙

큰둥글먼지벌레

⊙

14. Curtonotus gigantea (Motschulsky, 1844)
15. Curtonotus macronota macronota (Solsky, 1875)

⊙

야산먼지벌레

⊙

16. Diplocheila zeelandica (Redtenbacher, 1868) 모래사장먼지벌레

⊙

17. Dolichus halensis (Schaller, 1868)

⊙

18. Drypta japonica Bates, 1873

등빨간먼지벌레

⊙

청띠호리먼지벌레

⊙
⊙

19. Galerita orientalis Schmidt-Goebel, 1846

목가는먼지벌레

⊙

20. Harpalus aenigma (Tschitscherine, 1897)

청동머리먼지벌레

⊙

21. Harpalus crates Bates, 1873

한국머리먼지벌레

⊙

22. Harpalus discrepans Morawitz, 1862

일본머리먼지벌레

⊙

가슴털머리먼지벌레

⊙

설악머리먼지벌레

⊙

23. Harpalus eous Tschitschérine, 1901
24. Harpalus roninus Bates, 1873

25. Lesticus magnus (Motschulsky, 1860)

큰먼지벌레

⊙

26. Pterostichus nimbatidius (Chaudoir, 1878)

아라길쭉먼지벌레

⊙

27. Pterostichus raptor (Tschitscherine, 1901)

한라길쭉먼지벌레

⊙

28. Pterostichus solskyi Chaudoir, 1878

탐라길쭉먼지벌레

⊙

29. Pterostichus sulcitarsis Morawitz, 1863

팬다리길쭉먼지벌레

⊙

30. Synuchus agonus (Tschitscherine, 1895)

일본칠납작먼지벌레

⊙

윤납작먼지벌레

⊙

먼지벌레 일종

⊙

31. Synuchus nitidus (Motschulsky, 1861)
32. Synchuchus sp.

⊙

Family 4. Brachinidae 폭탄먼지벌레科
1. Brachinus scotomedes Redtenbacher, 1868 꼬마목가는먼지벌레

⊙

2. Pheropsophus jessoensis Morawitz, 1862

⊙

폭탄먼지벌레

Family 5. Noteridae 자색물방개科
1. Noterus japonicus Sharp, 1874
2. Canthydrus politus (Sharp, 1873)

자색물방개
노란띠물방개

Family 6. Dytiscidae 물방개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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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gabus browni Kamiya, 1934

갈색땅콩물방개

2. Agabus miyamotoi (Nakane, 1959)

제주땅콩물방개

⊙

3. Agabus optatus Sharp, 1884

검정땅콩물방개

⊙

⊙

4. Clypeodytes frontalis (Sharp, 1884)

머리테물방개

5. Copelatus japonicus Sharp, 1884

섬등줄물방개

⊙

맵시등줄물방개

⊙

6. Copelatus zimmermanni Gschwendtner, 1934
7. Cybister breris Aube, 1873

검정물방개

⊙

물방개

⊙

8. Cybister japonicus Sharp, 1873

9. Cybister tripunctatus orientalis Gschwendtner, 1931 애물방개
10. Graphoderus adamsii Clark, 1864
11. Guignotus japonicus (Sharp, 1873)
12. Hydaticus pacificus Aubé, 1838

⊙

큰알락물방개

⊙

14. Laccophilus kobensis Sharp, 1873

동쪽깨알물방개

17. Rhantus pulverosus (Stephens, 1828)
18. Rhantus yessoensis Sharp, 1891

⊙

꼬마물방개

깨알물방개

16. Potamonectes hostilis (Sharp, 1884)

⊙

아담스물방개

13. Laccophilus difficilis Sharp, 1873

15. Laccophiluis sharpi Regimbart, 1889

⊙

⊙
⊙

샤아프깨알물방개
흑외줄물방개

⊙
⊙

애기물방개
제주애기물방개

⊙
⊙

Family 7. Gyrinidae 물맴이科(물무당科)
1. Dineutus orientalis (Modeer, 1776)

왕물맴이

2. Gyrinus japonicus Sharp. 1873

물맴이

⊙
⊙

Family 8. Hydrophilidae 물땡땡이科
1. Amphiops mater Sharp, 1873
2. Berosus japonicus Sharp, 1873
3. Cercyon olibrus Sharp, 1874

알물땡땡이

⊙

새가슴물땡땡이

⊙

갈색물땡땡이

⊙

Family 9. Histeridae 풍뎅이붙이科
1. Atholus depistor (Marseul, 1873)
2. Margarinotus niponicus (Lewis, 1895)
3. Saprinus splendens (Paykull, 1811)

어깨줄풍뎅이붙이

⊙

좀풍뎅이붙이

⊙

유리둥근풍뎅이붙이

⊙

Family 10. Silphidae 송장벌레科

서중천 일대의 곤충상

143

종

명

상류 중류 하류

1. Necrophila (Calosilpha) brunneicollis brunneicollis (Kraatz, 1877)

대모송장벌레

⊙

큰넓적송장벌레

⊙

큰수중다리송장벌레

⊙

4. Necrodes nigricornis Harold, 1875

수중다리송장벌레

⊙

5. Nicrophorus concolor Kraatz, 1877

검정송장벌레

⊙

6. Nicrophorus maculifrons Kraatz, 1877

이마무늬송장벌레

⊙

7. Nicrophorus quadripunctatus Kraatz, 1877

넉점박이송장벌레

⊙

8. Ptomascopus morio Kraatz, 1877

꼬마검정송장벌레

⊙

넓적송장벌레

⊙

2. Necrophila jakowlewi akowlewi (Semenow, 1891)
3. Necrodes littoralis (Linnaeus, 1758)

9. Silpha perforata Gebler, 1832

⊙
⊙

⊙

Family 11. Staphylinidae 반날개科
1. Erichsonius (Sectophilonthus) coreanus Watanabe and Cho, 2006 모가슴반날개

⊙

2. Erichsonius (Sectophilonthus) takashii Watanabe and Cho, 2006 우리모가슴반날개

⊙

3. Lathrobium pallipes Sharp, ?

---반날개

⊙

청딱지개미반날개

⊙

5. Philonthus depressipennis Sharp, 1889

납작좀반날개

⊙

6. Philonthus havelkai Dvorak, 1958

길쭉좀반날개

⊙

7. Philonthus japonicus Sharp, 1874

좀반날개

⊙

8. Philonthus ohizumi Dovrak, 1958

소똥좀반날개

⊙

9. Philonthus rectangulus Sharp, 1874

모난좀반날개

⊙

10. Philonthus spinipes Sharp, 1874

주홍좀반날개

⊙

11. Philonthus tardus Kraatz, 1859,

붉은테좀반날개

⊙

12. Platydracus plebejus (Bernhauer, 1915)

나도우리반날개

⊙

북방알락딱부리반날개

⊙

꼬마딱부리반날개

⊙

굽은줄반날개

⊙

4. Paederus fuscipes Curtis, 1840

13. Stenus cicindeloides (Schaller, 1783)
14. Stenus oblitus Sharp, 1874
15. Thinodromus sericatus (Sharp, 1889)

Family 12. Helodidae 알꽃벼룩科
1. Cyphaon ishiharai K. Sasagawa, ?

검정알꽃벼룩

⊙

Family 13. Lucanidae 사슴벌레科
1. Macrodorcas rectus (Motshulsky, 1861)
2. Prismognathus dauricus (Motsch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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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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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osopocoilus astacoides blanchardi (Parry, 1873) 두점박이사슴벌레

⊙

4. Serrognathus consentaneus (Albers, 1886)

참넓적사슴벌레

⊙

5. Serrognathus platymelus castanicolor Motschulsky, 1861 넓적사슴벌레

⊙

⊙

⊙

⊙

Family 14. Trogidae 송장풍뎅이科
1. Trogus setifer Waterhouse, 1875

송장풍뎅이

⊙

Family 15. Geotupidae 금풍뎅이科
1. Bolbelasmus coreanus (Kolbe, 1886)

참금풍뎅이

⊙

Family 16. Scarabaeidae 소똥구리科
1. Copris ochus (Motschulsky, 1860)

뿔소똥구리

⊙

⊙

애기뿔소똥구리

⊙

⊙

3. Onthophagus atripennis Waterhouse, 1875 검정혹가슴소똥풍뎅이

⊙

⊙

4. Onthophagus fodiens Waterhouse, 1875

모가슴소똥풍뎅이

⊙

⊙

5. Onthophagus japonicus Harold, 1874

소요산소똥풍뎅이

⊙

렌즈소똥풍뎅이

⊙

노랑무늬소똥풍뎅이

⊙

2. Copris tripartitus Waterhouse, 1875

6. Onthophagus lenzii Harold, 1874
7. Onthophagus solivagus Harold, 1886

⊙

⊙

Family 17. Aphodiidae 똥풍뎅이科
1. Aphodius elegans Allibert, 1847

큰점박이똥풍뎅이

⊙

2. Aphodius sordidus (Fabricius, 1789)

넉점박이똥풍뎅이

⊙

유니폼똥풍뎅이

⊙

갓털똥풍뎅이

⊙

3. Aphodius uniformis Waterhouse, 1875
4. Aphodius urostigma Harold, 1862

⊙

Family 18. Melolonthidae 검정풍뎅이科
1. Ectinohoplia rufipes (Motschulsky, 1860)

주황긴다리풍뎅이

⊙

2. Heptophylla picea Motschulsky, 1857

긴다색풍뎅이

⊙

3. Holotrichia diomphalia (Bates, 1888)

참검정풍뎅이

4. Holotrichia kiotoensis Brenske, 1894

검정풍뎅이

5. Holotrichia parallela (Motschulsky, 1854)
6. Holotrichia picea Waterhouse, 1875
7. Holotrichia reticulata Murayama, 1941
8. Maladera infuscata (Moser, 1934)
9. Maladera fusania (Murayama, 1934)

⊙
⊙

큰검정풍뎅이

⊙

꼬마검정풍뎅이

⊙

제주그물눈검정풍뎅이

⊙

그을음빛우단풍뎅이

⊙

부산우단풍뎅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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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aladera japonica (Motschulsky, 1860)

우단풍뎅이

⊙

애우단풍뎅이

⊙

빨간색우단풍뎅이

⊙

광릉우단다색풍뎅이

⊙

하세가와다색우단풍뎅이

⊙

⊙

장수풍뎅이

⊙

⊙

⊙

외뿔장수풍뎅이

⊙

⊙

⊙

11. Maladera orientalis (Motschulsky, 1857)
12. Maladera verticalis (Fairmaire, 1888)
13. Sericania koryoensis Murayama, 1935
14. Sericania yamauchii Sawada, 1938

Family 19. Dynastidae 장수풍뎅이科
1. Allomyrina dichotoma (Linnaeus, 1771)
2. Eophileurus chinensis (Faldermann, 1835)

Family 20. Scarabaeidae 풍뎅이科
1. Adoretus tenuimaculatus Waterhouse, 1875 주둥무늬차색풍뎅이

⊙

2. Anomala albopilosa Hope, 1839

⊙

청동풍뎅이

3. Anomala chamaeleon Fairmaire, 1887

카멜레온줄풍뎅이

4. Bifurcanomala aulax (Wiedemann, 1823)

홈줄풍뎅이

5. Chejuanomala quelparta (Okamoto, 1924)

제주풍뎅이

6. Mimela splendens (Gyllenhall, 1817)
7. Phyllopertha diversa Waterhouse, 1875
8. Popillia mutans Newmann, 1838

⊙
⊙
⊙

풍뎅이

⊙

연다색풍뎅이

⊙

⊙

콩풍뎅이

9. Popillia quadriguttata (Fabricius, 1787)

⊙

녹색콩풍뎅이

10. Pseudosymmchia impressifrons (Fairmaire, 1887)

고려노랑풍뎅이

11. Pseudotorynorrhina japonica (Hope, 1841)

등노랑풍뎅이

⊙

⊙

⊙

⊙

⊙

풍이

12. Spilota plagicollis (Fairmaire, 1866)

⊙

⊙

⊙

Family 21. Cetoniidae 꽃무지科
1. Gametis jucunda (Faldermann, 1835)
2. Protaetia brevitarsis seulensis (Kolbe, 1886)

풀색꽃무지

⊙

흰점박이꽃무지

⊙

Family 22. Elateridae 방아벌레科
1. Actenicerus pruinosus (Motschulsky, 1861)

얼룩방아벌레

⊙

2. Agrypnus binodulus coreanus Kishii, 1961

녹슬은방아벌레

⊙

큰빨간빗살방아벌레

⊙

3. Melanotus erythropygus Candèze, 1873
4. Melanotus legatus Candèze, 1860
5. Pectocera forunei Candeze, 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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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살방아벌레

⊙

왕빗살방아벌레

⊙

⊙

종

명

6. Priopus ferrugineipennis (Miwa, 1927)

상류 중류 하류
등붉은빗살방아벌레

⊙

Family 23. Lampyridae 반딧불(반딧불이)科
1. Luciola papariensis Doi, 1932

파파리반딧불이

⊙

2. Luciola unmunsana Doi, 1931

운문산반딧불이

⊙

3. Pyrocoelia rufa (Olivier, 1886)

늦반디불이

⊙
⊙

⊙

Family 24. Cantharidae 병대벌레科
1. Asiopodabrus fragiliformis (Kang and Kim, 2000) 연노랑목가는병대벌레

⊙

2. Hatchiana glochidiata (Kazantsev, 1996)

⊙

등점목가는병대벌레

3. Lycocerus vittelinus (Kiesenwetter, 1874)

회황색병대벌레

⊙

Family 25. Trogositidae 쌀도적(쌀도둑)科
1. Lepidopteryx squamulosa (Gebler, 1830)

얼러지쌀도적

⊙

Family 26. Nitidulidae 밑빠진벌레(나무밑쑤시기)科
1. Circopes suturalis (Reitter, 1884)

갈색납작밑빠진벌레

⊙

2. Glishrochilus japonicus (Motschulsky, 1857) 네눈박이밑빠진벌레

⊙

Family 27. Erotylidae 버섯벌레科
1. Dacne picta Crotch, 1873

노랑테가는버섯벌레

⊙

Family 28. Coccinellidae 무당벌레科
1. Clavia decemguttata (Linnaeus, 1767)

열흰점박이무당벌레

⊙

칠성무당벌레

⊙

⊙

⊙

무당벌레

⊙

⊙

⊙

띤띤무당벌레

⊙

⊙

2. Coccinella septempunctata Linnaeus, 1758
3. Harmonia axyridis (Pallas, 1773)
4. Lemnia biplagiata (Swawtz, 1808)

Family 29. Mordellidae 꽃벼룩科
1. Falsomordellistena auromaculata (Koo, 1928)

밤갈색꽃벼룩

⊙

Family 30. Oedemeridae 하늘소붙이(어리하늘소)科
1. Chrysanthia integricollis Hedyden, 1866

녹색하늘소붙이

⊙

Family 31. Pyrochroidae 홍날개科
1. Pseudopyrochroa lateraria (Motschlsky, 1860) 홍다리붙이홍날개

⊙

Family 32. Meloidae 가뢰科(가래科)
1. Meloe corvinus Marseul, 1876

둥글목남가뢰

⊙

⊙

Family 33. Lagriidae 잎벌레붙이(어리잎벌레)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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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1. Luprops orientalis (Motschulsky, 1868)

상류 중류 하류
털보잎벌레붙이

⊙

⊙

Family 34. Tenebrionidae 거저리科
1. Basanus tsushimensis Chujo, 1963
2. Bolitophagus reticulatus (Linnaeus, 1767)
3. Gonocephalum pubens (Marseul, 1876)

금강산거저리

⊙

그물가시거저리

⊙

모래거저리

⊙

4. Misolampidius chejudoensis Chûjô and Imasaka, 1982 제주호리병거저리
5. Misolampidius tentyrioides Solsky, 1875

호리병거저리

⊙
⊙

Family 35. Cerambycidae 하늘소科
1. Agapanthia pilicornis (Fabricius, 1787)

남색초원하늘소

⊙

2. Allotraeus sphaerioninus Bates, 1877

밤색하늘소

3. Anoplophora malasiaca (Thomson, 1865)

알락하늘소

⊙

4. Corymbia rubra (Linnaeus, 1758)

붉은산꽃하늘소

⊙

5. Eutetrapha metallescens (Motschulsky, 1860)

녹색네모하늘소

⊙

하늘소

⊙

6. Massicus raddei (Blessig, 1872)
7. Megopis sinica (White, 1853)

⊙

버드나무하늘소
깨다시하늘소

9. Monochamus alternatus Hope, 1842

솔수염하늘소

10. Nupserha marginella (Bates, 1873)

선두리하늘소

⊙

홀쭉사과하늘소

⊙

12. Oberea inclusa Pascoe, 1858

사과하늘소

⊙

13. Phytoecia rufiventris Gautier, 1870

국화하늘소

⊙

넉점각시하늘소

⊙

톱하늘소
검정하늘소

14. Pidonia puziloi (Solsky, 1873)
15. Prionus insularis Motschulsky, 1857
16. Spondylis buprestoides (Linnaeus, 1758)

⊙

⊙

⊙

⊙

⊙

⊙

⊙

⊙

1. Altica cirsicola Ohno, 1960

엉겅퀴벼룩잎벌레

⊙

2. Alltica olderacea (Linnaeus, 1758)

바늘꽃벼룩잎벌레

⊙

3. Atrachya menetriesi (Faldermann, 1835)

외잎벌레붙이

⊙

4. Basilepta fulvipes (Motschulsky, 1860)

금록색잎벌레

⊙

곱추남생이벌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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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mily 36. Chrysomelidae 잎벌레科

5. Cassida vespertina (Boheman, 1862)

⊙

⊙

8. Mesosa myopes (Dalman, 1817)

11. Oberea fuscipennis (Chevrolat, 1852)

⊙

종

명

상류 중류 하류

6. Chrysolina aurichalcea (Mannerhein, 1825)

쑥잎벌레

⊙

닮은꼬마통잎벌레

⊙

뽕나무잎벌레

⊙

파잎벌레

⊙

10. Galeruca vicina Solsky, 1872

한서잎벌레

⊙

11. Galerucella grisescens (Joannis, 1866)

딸기잎벌레

⊙

12. Gallerucida bifasciata Motschulsky, 1860

상아잎벌레

⊙

보라색잎벌레

⊙

노랑발톱잎벌레

⊙

노랑다리긴가슴잎벌레

⊙

7. Cryptocephalus exiguus Schneider, 1792
8. Fleutiauxia armata (Baly, 1874)
9. Galeruca extensa Motschulsky, 1861

13. Hemipyxis plagioderoides (Motschuldky, 1860)
14. Monolepta pallidula (Baly, 1874)
15. Oulema tristis (Herbst, 1786)

16. Physosmaragdina nigrifrons (Hope, 1842)

밤나무잎벌레

17. Psylliodes punctifrons Baly, 1874

검정배줄벼룩잎벌레

⊙

18. Trichochrysea chejudoana Komiya, 1985

닮은흰활무늬잎벌레

⊙

⊙

⊙

⊙

⊙

⊙

Family 37. Anthribidae 소바구미科
1. Sintor dorsalis Sharp, 1891

줄무늬소바구미

⊙

Family 38. Curculionidae 바구미科
1. Archarius esakii (Morimoto, 1962)

흰십자애밤바구미

⊙

2. Augustinus koreanus Korotyaev et Hong, 2004 꽈리좁쌀바구미

⊙

3. Calomycterus setarius Roelofs, 1873

털줄바구미

⊙

4. Carcilia tenuistriata Heller, 1941

볼록민가슴바구미

⊙

5. Centrinopsis nitens Roelofs, 1875

마름모애바구미

⊙

6. Curculio vibaria

비바리밤바구미

⊙

팽나무밤바구미

⊙

밤색주둥이바구미

⊙

9. Sympiezomias lewisi (Roelofs, 1876)

밀감바구미

⊙

10. Trachodes subfasciatus Voss, 1957

무늬고목바구미

⊙

땅바구미

⊙

Kwon et Lee, 1990

7. Curculio yanoi Morimoto, 1962
8. Cyrtepistomus castaneus (Roelofs, 1873)

11. Trachyphloeosoma advena Zimmerman, 1956

Family 39. Rhynchophoridae 왕바구미科
1. Sipalinus gigas (Fabricius, 1775)
2. Synommatoides shirozui Morimoto, 1978

왕바구미
곰보왕바구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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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상류 중류 하류

Order 11. Hymenoptera 벌目
Family 1. Tenthredinidae 잎벌科
1. Beleses satonis (Takeuchi, 1929)

2. Tenthredo analis (André, 1881)

광대발톱잎벌

⊙

띠호리잎벌

⊙

Family 2. Ichneumonidae 맵시벌科
1. Ichneumon sarcitorius chosensis Uchida, 1927 대한알락맵시벌

⊙

Family 3. Scoliidae 배벌科
1. Megacampsomeris prismatica (Smith, 1855)

금테줄배벌

⊙

⊙

Family 4. Pompilidae 대모벌科
1. Anoplius samariensis (Pallas, 1771)

왕무늬대모벌

⊙

Family 5. Vespidae 말벌科
1. Polistes jadwigae Dalla Torre, 1904

등검정쌍살벌

⊙

꼬마쌍살벌

⊙

말벌

⊙

황말벌

⊙

나나니

⊙

꼬마나나니

⊙

양봉꿀벌

⊙

⊙

호박벌

⊙

⊙

제주밑드리

⊙

⊙

2. Polistes japonicus Saussure, 1858
3. Vespa crabro flavofasciata Cameron, 1903
4. Vespa simillima xanthoptera Cameron, 1903

⊙

⊙

⊙

Family 6. Sphecidae 구멍벌科
1. Ammophila infesta Smith, 1873
2. Ammophila sabulosa (Linnaeus, 1758)
Family 7. Apidae 꿀벌科
1. Apis mellifera Linnaeus, 1758
2. Bombus ignitus Smith, 1869
Order 12. Mecoptera 밑드리目
Family 1. Panorpidae 밑드리科
1. Panorpa approximata Esben-Petersen, 1915
Order 13. Diptera 파리目
Family 1. Stratiomyidae 동애등에科
1. Ptecticus tenebrifer (Walker, 1849)

동애등에

⊙

파리매

⊙

Family 2. Asilidae 파리매科
1. Promachus yesonicus Bigot, 1887
Family 3. Syrphidae 꽃등에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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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명

상류 중류 하류

1. Episyrphus balteatus (De Geer, 1776)
2. Eristalis cerealis Fabricius, 1805

호리꽃등에

⊙

배짧은꽃등에

⊙

Family 4. Dryomyzidae 대모파리科
1. Stenodryomyza formosa (Wiedemann, 1830)

대모파리

⊙

⊙

Family 5. Drosophilidae 초파리科
1. Amiota okadai Maca, 1977

얼룩무늬눈초파리

⊙

2. Drosophila angularis Okada, 1956

각시별초파리

⊙

3. Drosophila bifasciata Pomini, 1940

두줄검정초파리

⊙

4. Drosophila bizonata Kikkawa et Peng, 1938

두띠노랑초파리

⊙

줄무늬초파리

⊙

6. Drosophila curviceps Okada et Kurokawa, 1957 굽은꼬리초파리

⊙

7. Drosophila sp. of curviceps species-subgrop.

⊙

5. Drosophila busckii Coquillett, 1901

8. Drosophila histrio Meigen, 1830

두줄옆무늬초파리

⊙

왕노랑초파리

⊙

10. Drosophila lacertosa Okada, 1956

노랑점먹초파리

⊙

11. Drosophila lutescens Okada, 1975

겉노랑초파리

⊙

노랑초파리

⊙

펭초파리

⊙

세줄옆무늬초파리

⊙

벗초파리

⊙

16. Drosophila triauraria Bock et Wheeler, 1972 들흰점박이초파리

⊙

17. Drosophila unipectinata Duda, 1938

홑빗살초파리

⊙

18. Drosophila unispina Okada, 1956

가시별초파리

⊙

꼬리검정등초파리

⊙

20. Scaptodrosophila coracina (Kikkawa et Peng, 1938) 검정콩초파리

⊙

21. Scaptodrosophila subtilis (Kikkawa et Peng, 1938) 주석날개콩초파리

⊙

9. Drosophila immigrans Sturtevant, 1921

12. Drosophila melanogaster Meigen, 1830
13. Drosophila pengi Okada & Kurokawa, 1957
14. Drosophila sternopleuralis Okada et Kurokawa, 1957
15. Drosophila suzukii (Matsumura, 1931)

19. Hirtodrosophila confusa (Staeger, 1844)

Order 13. Lepidoptera 나비目
Family 1. Incurvariidae 곡나방科
1. Nematopogon distincta Yasuda, 1957

그물무늬긴수염나방

⊙

2. Nemophora staudingerella (Christoph, 1881) 큰자루긴수염나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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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상류 중류 하류

Family 2. Tortricidae 잎말이나방科
1. Acleris albiscapulana (Christoph, 1881)

알비스잎말이나방

⊙

2. Acleris enitescens (Meyrick, 1912)

멍석딸기잎말이나방

⊙

3. Acleris fuscotogata (Walsingham, 1900)

졸참나무잎말이나방

⊙

4. Acleris lacordairana (Duponchel, 1836)

눈썹무늬잎말이나방

⊙

애모무늬잎말이나방

⊙

등애기잎말이나방

⊙

7. Apotomis basipunctana (Walsingham, 1900 괴불큰애기잎말이나방

⊙

큰주름잎말이나방

⊙

갈색반원애기잎말이나방

⊙

10. Archips pulcher (Butler, 1879)

네줄잎말이나방

⊙

11. Archips semistructus (Meyrick, 1937)

딸기잎말이나방

⊙

12. Archips subrufanus (Snellen, 1883)

한국잎말이나방

⊙

13. Clepsis rurinana (Linnaeus, 1758)

반백잎말이나방

⊙

14. Cryptapasma marginifasciata (Walsingham, 1900) 세모애기잎말이나방

⊙

15. Cydia glandicolana (Danilevsky, 1968) 검정날개애기잎말이나방

⊙

16. Diplocalyptis congruentana (Kennel, 1901) 반달무늬잎말이나방

⊙

17. Epiblema foenella (Linnaeus, 1758)

흰갈퀴애기잎말이나방

⊙

18. Epinotia rubiginosa koraiensis Falkovitsh, 1968 잣애기잎말이나방

⊙

19. Eucosma catharaspis (Meyrick, 1931)

20. Eudemis profundana (Denis etSchiffermüller, 1775)

갈색애기잎말이나방

⊙

귀룽큰애기잎말이나방

⊙

21. Eudemopsis tokui Kawabe, 1974

둥근점애기잎말이나방

⊙

버찌가는잎말이나방

⊙

꼬마무늬잎말이나방

⊙

24. Gnorismoneura mesotoma (Yasuda, 1975) 낙엽꼬마잎말이나방

⊙

25. Hedya auricristana (Walsingham, 1900) 괴불왕애기잎말이나방

⊙

26. Homona issikii Yasuda, 1962

삼나무잎말이나방

⊙

차잎말이나방

⊙

어리무늬애기잎말이나방

⊙

29. Olethreutes captiosana (Falkovitsh, 1960) 왕무늬애기잎말이나방

⊙

5. Adoxophyes orana (Fischer von Röslerstamm, 1834)

6. Ancylis badiana (Denis et Schiffermüller, 1775)

8. Archips capsigeranus (Hübner, 1825)

9. Acroclita cathartorna (Meyrick, 1935)

22. Eupoecilia ambiguella (Hübner, 1876)
23. Gnorismoneura hoshinoi (Kawabe, 1964)

27. Homona magnanima Diakonoff, 1948
28. Lobesia aeolopa Meyrick,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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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Olethreutes mori (Matsumura, 1900)

뽕큰애기잎말이나방

⊙

노랑무늬애기잎말이나방

⊙

32. Pandemis cinnamomeana (Treitschke, 1830) 흰머리잎말이나방

⊙

33. Pandemis corylana (Fabricius, 1794)

치악잎말이나방

⊙

자두갈색잎말이나방

⊙

35. Pseudacroclita hapalaspis (Meyrick, 1931) 산딸기애기잎말이나방

⊙

36. Retinia cristata (Walsingham, 1900)

솔애기잎말이나방

⊙

---잎말이나방

⊙

38. Rhopalovalva exartemana (Kennel, 1901) 갈색물결애기잎말이나방

⊙

39. Rhopobota naevana (Hubner, 1814-1817) 매실애기잎말이나방

⊙

40. Spilonota eremitana Moritui, 1972

잎갈애기잎말이나방

⊙

41. Spilonota ocellana (Denis and Schiffermuller, 1775) 사과흰애기잎말이나방

⊙

42. Spilonota semirufana (Christoph, 1881) 고동색애기잎말이나방

⊙

43. Statherotomantis pictana (Kuznetsov, 1969) 노랑눈애기잎말이나방

⊙

31. Olethreutes orthocosma (Meyrick, 1931)

34. Pandemis dumetana (Treitschke, 1835)

37. Rhopalovatva canthartorna (Meyrick, 1935)

Family 3. Gracillariidae 가는나방科
1. Acrocercops mantica Meyrick, 1908

알락가는나방

⊙

Family 4. Sesiidae 유리나방科
1. Synanthedon quercus (Matsumura, 1911)

갈참나무유리나방

⊙

Family 5. Oecophoridae 원뿔나방科
1. Agonopterix l-nigrum (Matsumura, 1931)

드룹원뿔나방

⊙

2. Cryptolechia malacobyrsa Meyrick, 1921

갈색띠원뿔나방

⊙

3. Promalactis enopisema (Butler, 1879)

매끈이원뿔나방

⊙

Family 6. Colephporidae 통나방科
1. Coleophora obducta Meyrick, 1931

잎갈나무통나방

⊙

Family 7. Cosmopterigidae 창날개뿔나방科
1. Ressia quercidetella Sine, 1988

흰점박이창날개뿔나방

⊙

Family 8. Gelechiidae 뿔나방科
1. Anarsia bimaculata Ponomarenko, 1989

두점털수염뿔나방

⊙

2. Ananarsia bipinnata (Meyrick, 1932)

괴불잎말이뿔나방

⊙

3. Anarsia bimaculata Ponomaren, 1989

두줄털수염뿔나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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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ryotropha svenssoni Park, 1984

외털마디뿔나방

⊙

갈색뿔나방

⊙

6. Dichomeris ustalella (Fabricius, 1794)

큰털보뿔나방

⊙

7. Polyhymno pontifera (Meyrick, 1932)

산빗줄뿔나방

⊙

오렌지비늘뿔나방

⊙

참나무애뿔나방

⊙

검은줄비늘뿔나방

⊙

시베리아뿔나방

⊙

5. Dichomeris heriguronis (Matsumura, 1931)

8. Pseudotelphusa acrobrunella Park, 1992
9. Stenolechia notomochla Meyrick, 1935
10. Teleiodes lineavalvatus (Moriuti, 1977)
11. Xystophora psammitella (Snellen, 1884)

Family 9. Blastobasidae 밑두리뿔나방科
1. Neoblatobasis biceratala (Park, 1984)

쌍돌기밑두리뿔나방

⊙

Family 10. Pyralididae 명나방科
1. Acrobasis pseudodichromella Yamanaka, 1980

반원알락명나방

⊙

2. Agrotera nemoralis (Scopoli, 1763)

연보라들명나방

⊙

벼포충나방

⊙

3. Ancylolomia japonica Zeller, 1877
4. Arippara indicator Walker, 1864
5. Assara inouei Yamanaka, 1994

굵은띠비단명나방

⊙

작은앞흰무늬알락명나방

⊙

점흰포충나방

⊙

뱀줄알락명나방

⊙

뾰족노랑들명나방

⊙

은빛들명나방

⊙

혹명나방

⊙

흰무늬노랑들명나방

⊙

흰띠포충나방

⊙

13. Crambus perlellus (Scopoli, 1763)

연금빛포충나방

⊙

14. Carmbus pseudargyrophorus Okano, 1960

엷은테포충나방

⊙

복숭아명나방

⊙

제주별명나방

⊙

큰솔알락명나방

⊙

18. Endotricha consocia (Butler, 1879)

큰홍색뾰족명나방

⊙

19. Endotricha olivacealis (Bremer, 1864)

검은점뾰족명나방

⊙

6. Calamotropha okanoi Bleszyński, 1961

7. Ceroprepes ophthalmicella (Christoph, 1881)
8. Circobotys nycterina Butler, 1879
9. Cirrhochrista brizoalis (Walker, 1859)

10. Cnaphalocrocis medinalis (Guenée, 1854)
11. Cotachena pubescens (Warren, 1892)
12. Crambus argyrophorus Butler, 1878

15. Dichocrocis punctiferalis (Guenée, 1854)
16. Diloxia fimbriata Hampson, 1896
17. Dioryctria sylvestrela (Ratzeburg,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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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20. Etielloides curvellus Shibuya, 1928
21. Eudonia puellaris Sasaki, 1991
22. Flavocrambus striatellus (Leech, 1889)
23. Glytoteles leucacrinella Zeller, 1848
24. Glyphodes clausalis (Christoph, 1881)
25. Goniorhynchus exemplaris Hampson, 1898

26. Herpetogramma luctuosalis (Guenée, 1854)
27. Lamoria glaucalis Caradja, 1925
28. Locastra muscosalis (Walker, 1866)

상류 중류 하류
흰띠붉은알락명나방

⊙

산명나방

⊙

검은줄포충나방

⊙

쌍무늬알락명나방

⊙

깃노랑들명나방

⊙

노랑무늬들명나방

⊙

포도들명나방

⊙

앞붉은부채명나방

⊙

벼슬집명나방

⊙

29. Maruca tvitrata (Fabricius, 1787)

콩명나방

⊙

30. Nacoleia commixta (Butler, 1870)

얼룩애기들명나방

⊙

31. Nacoleia tampiusalis (Walker, 1879)

노랑애기들명나방

⊙

제주집명나방

⊙

밑검은집명나방

⊙

몸긴네줄들명나방

⊙

네줄들명나방

⊙

목화바둑명나방

⊙

수수꽃다리명나방

⊙

38. Pleuroptya quadrimaculalis (Kollar, 1848)

네눈들명나방

⊙

39. Pseudacrobasis nankingella Roesler, 1975

앞흰알락명나방

⊙

40. Pycnarmon lactiferalis (Walker, 1859)

알락흰들명나방

⊙

41. Pyrausta unipunctata Butler, 1881

앞무늬들명나방

⊙

42. Sitochroa verticalis (Linnaeus, 1758)

사탕무우들명나방

⊙

43. Spoladea recurvalis (Fabricius, 1775)

흰띠명나방

⊙

44. Syllepte fuscomarginalis (Leech, 1889)

깃검은들명나방

⊙

45. Tyspanodes hypsalis Warren, 1891

줄검은들명나방

⊙

46. Tyspanodes striata (Butler, 1879)

꽃날개들명나방

⊙

32. Orthaga olivacea (Warren, 1891)
33. Orthaga onerata (Butler, 1879)
34. Pagyda quadrilineata Butler, 1881
35. Pagyda quinquelineata Hering, 1903
36. Palpita indica (Saunder, 1851)
37. Palpita nigropunctalis (Bremer, 1864)

Family 11. Thyrididae 창나방科
1. Rhodoneura erecta (Leech, 1889)

꼬마상수리창나방

⊙

Family 12. Limacodidae 쐐기나방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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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ustrapoda nitobeana (Matsumura, 1931)

쐐기나방 일종

2. Latoia sinica (Moore, 1877)
3. Phlossa conjuncta (Walker, 1855)

⊙

뒷검은푸른쐐기나방

⊙

남방쐐기나방

⊙

Family 13. Drepanidae 갈고리나방科
1. Agnidra scabiosa fixseni (Bryk, 1949)

참나무갈고리나방

⊙

얼룩갈고리나방

⊙

3. Ditrigona conflexaria micronioides (Strand, 1916) 물결줄흰갈고리나방

⊙

4. Ditrigona komarovi (Kurenzov, 1935)

만주흰갈고리나방

⊙

5. Nordstromoa japonica (Moore, 1877)

황줄점갈고리나방

⊙

큰갈고리나방

⊙

멋쟁이갈고리나방

⊙

노랑갈고리나방

⊙

2. Auzata minuta nigrata Park and Shin, 1981

6. Oreta insignis Butler, 1877
7. Oreta loochooana timutia Watson, 1967
8. Oreta pulchripes Butler, 1877

Family 14. Cyclidiidae 왕갈고리나방科
1. Cyclidia substigmaria (Hubner, 1831)

왕갈고리나방

⊙

Family 15. Thyatiridae(Cymatophoridae) 뾰족날개나방科
1. Habrosyne aurorina (Butler, 1881)

애기담홍뾰족날개나방

⊙

2. Habrosyne pyritoides derasoides (Butler, 1878) 흰뾰족날개나방

⊙

3. Parapsestis argenteopicta argenteopicta (Oberthur, 1879) 점박이뾰족날개나방

⊙

4. Ththea ampliata (Butler, 1878)

⊙

넓은뾰족날개나방

⊙

Family 16. Geometridae 자나방科
1. Abraxas fulvobasalis Warren, 1894
2. Abraxas latifasciata Warren, 1894
3. Abraxas miranda Butler, 1878
4. Abraxas niphonibia Wehrli, 1935
5. Acasis viretata (Hübner, 1799)

6. Alcis angulifera (Butler, 1878)
7. Amraica superans (Butler, 1878)
8. Antticypella diffusaria (Leech, 1897)
9. Apochima juglansiaria (Graeser, 1889)
10. Arichanna melanaria (Linnaeus,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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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얼룩가지나방

⊙

참빗살얼룩가지나방

⊙

버드나무얼룩가지나방

⊙

각시얼룩가지나방

⊙

검띠물결자나방

⊙

⊙

털뿔가지나방

⊙

노박덩굴가지나방

⊙

썩은잎가지나방

⊙

가시가지나방

⊙

뒷노랑점가지나방

⊙

종

명

11. Ascostis selenaria (Denis et Schiffermüller, 1775) 네눈쑥가지나방
12. Biston recursaria Moore, 1888

불회색가지나방

13. Callygris compositata (Guenēe, 1857)

⊙

⊙

⊙

⊙

배노랑물결자나방

14. Chiasmia defixaria (Walker, 1861)
15. Comostola subtiliaria (Bremer, 1864)

상류 중류 하류

⊙

두줄점가지나방

⊙

애기네눈박이푸른자나방

⊙

16. Corymica pryeri (Butler, 1878)

큰노랑애기가지나방

⊙

17. Cryptochorina amphidasyaria (Oberthur, 1880) 얼룩수염가지나방

⊙

18. Culcula panterinaria (Bremer et Grey, 1853) 노랑띠알락가지나방

⊙

⊙

19. Deileptenia ribeata (Clerck, 1759)

솔검은가지나방

⊙

⊙

20. Descoreba simplex Butler, 1878

큰빗줄가지나방

⊙

21. Duliophyle majuscularia (Leech, 1899)

누런큰가지나방

⊙

22. Ecliptopera umbrosaria (Motschulsky, 1861) 큰톱날물결자나방

⊙

23. Ectropis excellens (Butler, 1884)

줄고운가지나방

⊙

멋진노랑물결자나방

⊙

24. Eulithis convergenata (Bremer, 1864)
25. Eulithis fabiolaria Oberthür, 1884

무늬박이흰물결자나방
솔개빛물결자나방

27. Euphyia cineraria (Butler, 1878)

가운데흰물결자나방

⊙

28. Eupithecia spadix Inoue, 1955

속흰애기물결자나방

⊙

배노랑애기물결자나방

⊙

30. Eupithecia quadripunctata Warren, 1888 흑점박이애기물결자나방

⊙

31. Euryobeidia languidata (Walker, 1862)

⊙

깃노랑가지나방

32. Eustroma inextricata (Walker, 1866)
33. Eustroma melancholicum (Butler, 1878)

⊙

⊙

26. Eulithis ledereri (Bremer, 1864)

29. Eupithecia subtacincta Hampson, 1895

⊙

⊙

⊙

⊙
톱날물결자나방

⊙

흰그물물결자나방

⊙

갈고리가지나방

⊙

⊙

36. Gandaritis fixeni (Bremer, 1864)

큰노랑물결자나방

⊙

⊙

37. Gelasma ambigua (Butler, 1878)

외줄푸른자나방

38. Geometra dieckmanni Graeser, 1889

흰줄푸른자나방

⊙

39. Geometra valida Felder et Rogenhofer, 1875 흰줄큰푸른자나방

⊙

34. Evecliptopera illitata (Wileman, 1911)
35. Fascellina chromataria Walker, 1860

40. Hemistola veneta (Butler, 1879)

흰애기연푸른자나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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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Heterolocha aristonaria (Walker, 1860)

뒷분홍가지나방

42. Hirasa paupera (Butler, 1881)
43. Hydrelia nisaria (Christoph, 1881)
44. Hypomecis punctinalis (Scopoli, 1763)

검은줄재빛가지나방

⊙

고운물결자나방

⊙

네눈가지나방

45. Hypomecis roboraria (Denis et Schiffermüller, 1775) 세줄날개가지나방
46. Idaea auricruda (Butler, 1879)

줄굵은애기자나방

47. Isturgia vapulata (Butler, 1879)

⊙

⊙
⊙

⊙

⊙

쥐빛가지나방

⊙

48. Jankowskia pseudathleta Sato, 1980

북방구름무늬가지나방

⊙

49. Krananda semithyalina Moore, 1868

줄점겨울가지나방

⊙

50. Lassaba nikkonis (Butler, 1881)

사과나무가지나방

⊙

51. Lomographa temerata (Denis et Shiffermüller, 1775) 흑점박이흰가지나방
52. Melanthia procellata (Denis et Schiffermüller, 1775)

⊙

흰무늬물결자나방

⊙

연노랑먹그림가지나방

⊙

54. Menophra atrilineata (Butler, 1881)

뽕나무가지나방

⊙

55. Menophra senilis (Butler, 1878)

먹그림가지나방

⊙

56. Metabraxas clerica Bulter, 1881

큰흰가지나방

⊙

노랑날개무늬가지나방

⊙

남방갈고리가지나방

⊙

53. Menophra harutai (Inoue, 1954)

57. Obeidia tigrata (Guenée, 1857)

58. Odontopera arida (Butler, 1878)

59. Orthocabera tinagmaria (Guenée, 1858)

가는줄흰가지나방

60. Ourapteryx maculicaudaria (Motschulsky, 1866) 흰제비가지나방

⊙

연노랑제비가지나방

62. Parabapta aetheriata (Graeser, 1889)

두줄연노랑가지나방

⊙

회색가지나방

⊙

64. Parectropis nigrosparsa (Wieleman et South, 1917) 가랑잎가지나방

⊙

65. Pareclipsis gracilis (Butler, 1879)

끝짤룩노랑가지나방

⊙

갈색물결자나방

⊙

뿔무늬큰가지나방

⊙

줄고운노랑가지나방

⊙

담흑가지나방

⊙

팽나무가지나방

⊙

66. Pelurga comitata (Linnaeus, 1758)
67. Phthonosema tendinosaria (Bremer, 1864)
68. Plagodis dolabraria (Linnaeus, 1767)
69. Polymixinia appositaria (Leech, 1891)
70. Protoboarmia simpliciaria (Leech, 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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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Oyrapteryx nivea Butler, 1883
63. Paradarisa consonaria (Hübner, 1799)

⊙

⊙

⊙

종

명

상류 중류 하류

71. Racotis petrosa (Butler, 1879)

참물결가지나방

⊙

점무늬흰애기자나방

⊙

앞노랑애기자나방

⊙

구름무늬흰애기자나방

⊙

네눈애기가지나방

⊙

담색무늬톱니가지나방

⊙

72. Scopula apicipunctata (Ch ristoph, 1881)
73. Scopula nigropunctata (Hufnagel, 1767)
74. Somatina indicataria (Walker, 1861)

75. Stegania cararia (Hübner, 1790)
76. Synegia masuii Sato, 1990

77. Tanaorhinus reciprocata (Walker, 1861)
78. Thinopterix crocoptera (Kollar, 1848)
79. Timandra griseata Petersen, 1902

갈고리왕푸른자나방

⊙

알락제비가지나방

⊙

붉은날개애기자나방

⊙

80. Tyloptera bella (Butter, 1878)

고운물결자나방

⊙

81. Xandrames dholaria Moor, 1868

흰띠왕가지나방

⊙

⊙

82. Zethenia albonotaria (Bremer, 1864)

점짤룩가지나방

⊙

⊙

Family 17. Lasiocampidae 솔나방科
1. Dendrolimus spectabilis (Butler, 1877)
2. Odonestis pruni rufescens Kardakoff, 1928

3. Paralebeda femorata (Ménétriès, 1859)

솔나방

⊙

사과나무나방

⊙

대만나방

⊙

⊙

멧누에나방

⊙

⊙

누에나방

⊙

Family 18. Bombycidae 누에나방科
1. Bombyx mandarina (Moore, 1872)
2. Bombyx mori (Linnaeus, 1758)

Family 19. Saturniidae 산누에나방科
1. Caligula boisduval fallax Jordan, 1911
2. Samia cynthia (Drury, 1773)

작은산누에나방

⊙

가중나무고치나방

⊙

⊙

Family 20. Sphingidae 박각시科
1. Acosmeryx naga

(Moore, 1857)

2. Agrius convolvuli

(Linnaeus, 1758)

3. Ampelophaga rubiginosa
4. Clanis bilineata

Bremer et Grey, 1852

(Walker, 1866)

5. Deilephila elpenor (Linnaeus, 1758)
6. Dolbina exacta

Staudinger, 1892

7. Dolbina tancrei Staudinger, 1887

포도박각시

⊙

박각시

⊙

머루박각시

⊙

콩박각시

⊙

⊙

⊙

주홍박각시

⊙

애물결박각시

⊙

물결박각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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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명

8. Hemaris affinis (Bremer, 1861)
9. Hemaris radians

상류 중류 하류
검정황나꼬리박각시

⊙

황나꼬리박각시

⊙

(Walker, 1856)

10. Langia zenzeroides nawai Rothschild et Jordan, 1903
11. Macroglossum bombylans (Boisduval, 1875)
12. Macroglossum pyrrhostictum
13. Macroglossum saga

대왕박각시

⊙

작은검은꼬리박각시

⊙

(Butler, 1875)

(Butler, 1878)

14. Marumba gaschkewitschii (Bremer et Grey, 1852)
(Oberthür, 1881)

15. Marumba jankowskii

16. Marumba maackii (Bremer, 1861)
17. Marumba saishiuana Okamoto, 1924
18. Marumba sperchius

(Mènètriès, 1857)

19. Oxyambulyx japonica (Rothschild, 1894)

벌꼬리박각시

⊙

검정꼬리박각시

⊙

분홍등줄박각시

⊙

작은등줄박각시

⊙

⊙
⊙
⊙

⊙

산등줄박각시

⊙

제주등줄박각시

⊙

등줄박각시

⊙
⊙

갈고리박각시

⊙

점갈고리박각시

⊙

21. Parum colligata (Walker, 1856)

닥나무박각시

⊙

22. Phyllosphingia dissimilis Bremer, 1861

벚나무박각시

⊙

(Walker, 1864)

큰쥐박각시

⊙

(Butler, 1875)

우단박각시

⊙

갈색박각시

⊙

줄박각시

⊙

⊙

세줄박각시

⊙

⊙

20. Oxyambulyx ochracea

23. Psilogramma increta
24. Rhagastis mongoliana

(Butler, 1885)

25. Sphingulus mus Staudinger, 1887
26. Theretra japonica (De L'Orza, 1869)
27. Theretra oldenlandiae

(Fabricius,1775)

⊙

⊙

Family 21. Notodontidae 재주나방(하늘나방)科
1. Clostera anastomosis (Linnaeus, 1758)
2. Cnethodonta grisescens Staudinger, 1887

버들재주나방

⊙

뒷검은재주나방

⊙

⊙

3. Dudusa sphingiformis Moore, 1872

꽃술재주나방

⊙

⊙

4. Euhampsonia cristata (Butler, 1877)

곱추재주나방

⊙

⊙

밤나무재주나방

⊙

5. Fentonia ocypete (Bremer, 1861)
6. Hexafrenum leucodera (Staudinger, 1892)

끝흰재주나방

7. Lophocosma atriplaga (Staudinger, 1887)

검은줄재주나방

⊙

⊙

동백나무재주나방

⊙

⊙

노린재나무재주나방

⊙

8. Mesophalera sigmata (Butler, 1877)
9. Neodrymonia delia (Leech, 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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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명

10. Peridea elzet Kiriakoff, 1963

상류 중류 하류
노고지리재주나방

⊙

11. Peridea gigantea monetaria Oberthur, 1879

곧은줄재주나방

⊙

12. Peridea lativitta (Wileman, 1911)

긴날개재주나방

⊙

13. Phalera assimilis (Bremer et Grey, 1852)

참나무재주나방

⊙

14. Phalera angustipennis Matsumura, 1919

좁은날개재주나방

⊙

먹무늬재주나방

⊙

15. Phalera flavescens (Bremer et Grey, 1853)

16. Pheosiopsis cinerea ussuriensis (Moltrecht, 1914) 비녀재주나방
17. Pterostoma gigantina Staudinger, 1892

⊙

⊙

⊙
⊙

주름재주나방

⊙

⊙

겹날개재주나방

⊙

⊙

19. Shaka atrovittatus atrovittatus (Bremer, 1861) 긴띠재주나방

⊙

⊙

20. Spatalia doerrisi Graeser, 1888

은무늬재주나방

⊙

⊙

21. Stauropus basalis Moore, 1877

꽃무늬재주나방

22. Stauropus fagi Linnaeus, 1758

재주나방

⊙

23. Syntypistis cyanea (Leech, 1899)

때죽나무재주나방

⊙

⊙

24. Syntypistis pryeri (Leech, 1889)

회색재주나방

⊙

⊙

18. Semidonta biloba (Oberthür, 1880)

25. Syntypistis subgeneris (Strand, 1915)

⊙

연갈색재주나방

26. Tarsolepis japonica Wileman et South, 1917
27. Uropyia meticulodina (Oberthür, 1884)

기

28. Zaranga tukuringra S treltzov and Yakovlev, 2007

⊙

⊙

왕재주나방

⊙

생재주나방

⊙

박쥐재주나방

⊙

Family 22. Lymantriidae 독나방科
1. Arctornis kumatai Inoue, 1956
2. Callitereara argentata (Butler, 1881)
3. Calliteara lunulata (Butler, 1877)
4. Calliteara nachiensis (Marumo, 1917)

5. Euproctis piperita (Oberthür, 1880)

점흰독나방

⊙

삼나무독나방

⊙

붉은수염독나방

⊙

남방독나방

⊙

⊙

무늬독나방

⊙

⊙

6. Euproctis pulverea (Leech, 1889)

꼬마독나방

7. Ilema eurydice (Butler, 1885)

포도독나방

⊙

매미나방

⊙

⊙

⊙

⊙

8. Lymantria dispar asiatica Wnukowsky. 1926

⊙

Family 23. Arctiidae 불나방科
1. Agylla collitoides (Butler, 1885)

앞노랑검은불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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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2. Agylla gigantea (Oberthür, 1878)

명

상류 중류 하류
앞선두리불나방

⊙

흰제비불나방

⊙

수검은줄점불나방

⊙

3. Chionarctia niveum (Ménétriès, 1859)
4. Lemyra imparilis (Butler, 1877)
5. Lithosia quadra (Linnaeus, 1758)
6. Miltochrista expressa Inoue, 1988

넉점박이불나방

⊙

⊙

교차무늬주홍테불나방

⊙

주홍테불나방

⊙

8. Miltochrista striata (Bremer et Grey, 1852)

홍줄불나방

⊙

⊙

9. Spilosoma seriatopunctatum Motschulsky, 1860

줄점불나방

⊙

⊙

7. Miltochrista miniata (Forster, 1771)

Family 24. Ctenuchidae(Amatidae) 애기나방科
1. Amata germana (Felder et Felder, 1862)

노랑애기나방

⊙

Family 25. Noctuidae 밤나방科
1. Achaea janata (Linnaeus, 1758)

흰별수중다리밤나방

⊙

2. Acronicta major (Bremer, 1861)

왕뿔무늬저녁나방

⊙

3. Adrapsa simplex (Butler, 1879)

---밤나방

4. Adris tyrannus (Guenée, 1852)

⊙

으름밤나방

⊙

검거세미나방

⊙

양코스키까마귀밤나방

⊙

까마귀밤나방

⊙

Menetries, 1859

흰점까마귀밤나방

⊙

9. Amphitrogia amphidecta (Butler, 1879)

톱날개짤름나방

⊙

푸른잎밤나방

⊙

무궁화잎밤나방

⊙

풀색톱날무늬밤나방

⊙

암청색줄무늬밤나방

⊙

푸른띠밤나방

⊙

흰점국화밤나방

⊙

뒷흰날개담색밤나방

⊙

17. Athetis stellata (Moore, 1882)

국화밤나방

⊙

18. Atrachea nitens (Butler, 1878)

소루쟁이밤나방

5. Agrotis ipsilon (Hufnagel, 1776)

6. Amphipyra jankowskii Oberthür, 1884

7. Amphipyra livida (Denis et Schiffermüller, 1796)
8. Amphipyra schrenckii

10. Anaplectoides prasina (Dennis et Schiffermuller, 1775)
11. Anomis mesogona (Walker, 1858)
12. Antivaleria viridimacula (Graeser, 1889)

13. Arcte coerula (Guenée, 1852)

14. Artena dotata (Fabricius, 1794)

15. Athetis albisignata (Oberthür, 1879)

16. Athetis dissimilis (Hampson, 1909)

19. Auchmis saga (Butler, 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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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종

명

상류 중류 하류

20. Axylia putris (Linnaeus, 1761)

썩은밤나방

⊙

21. Blenina senex (Butler, 1878)

나무껍질밤나방

⊙

22. Callopistria duplicans Walker, 1858

제주어린밤나방

⊙

23. Callopistria juventina (Stoll, 1782)

어린밤나방

⊙

24. Callopistria replecta Walker, 1858

얼룩어린밤나방

⊙

25. Calyptra gruesa (Draudt, 1950)

큰갈고리밤나방

⊙

금빛갈고리밤나방

⊙

끝흰무늬박이뒷날개나방

⊙

산노랑뒷날개나방

⊙

광대노랑뒷날개나방

⊙

흰몸은빛밤나방

⊙

갈색무늬은빛밤나방

⊙

26. Calyptra lata (Butler, 1881)
27. Catocala dissimilis Bremer, 1861
28. Catocala ella Butler, 1877
29. Catocala fulminea (Scopoli, 1763)
30. Chasminodes atrata (Butler, 1884)
31. Chasminodes nigrilinea (Leech, 1889)

32. Chrysorithrum amatum (Bremer et Grey, 1853)

사랑밤나방

⊙

33. Craniophora ligustri (Denis et Schiffermüller, 1775) 쥐똥나무저녁나방

⊙

34. Ctenoplusia albostriata (Bremer et Grey, 1853) 긴금무늬밤나방

⊙

35. Cymatophoropsis unca (Houlbert, 1921)

남방세무늬저녁나방

⊙

톱날무늬잎밤나방

⊙

36. Daddala lucilla (Butler, 1881)

37. Diarsia brunnea (Denis et Schiffermüller, 1775)

흰점갈색밤나방
물결밤나방

⊙

39. Diarsia deparca (Butler, 1879)

흰점밤나방

⊙

40. Diarsia pacifica Boursin, 1943

붉은밤나방

42. Dictyestra dissectus (Walker, 1865)

43. Dysgonia arctotaenia (Guenée, 1852)

⊙
⊙

38. Diarsia canescens (Butler, 1878)

41. Diarsia ruficauda (Warren, 1909)

⊙

⊙

보라붉은밤나방

⊙

노랑맥검은밤나방

⊙

흰띠수중다리밤나방

⊙

큰흰점수염나방

⊙

45. Edessena hamada (Felder er Rogenhofer, 1874) 쌍복판눈수염나방

⊙

44. Edessana gentiusalis Walker, 1859

46. Ercheia niveostrigata Warren, 1913

청백무늬밤나방

⊙

47. Erythroplusia pyropia (Butler, 1879)

붉은등은무늬밤나방

⊙

48. Euromoia subpulchra (Alpheraky, 1897)

주홍흰무늬저녁나방

⊙

흰변두리밤나방

⊙

49. Hadena aberrans (Eversmann, 1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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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상류 중류 하류

50. Hadennia obliqua (Wilemann, 1911)

왕검은수염나방

51. Hermonassa arenosa (Butler, 1881)

흑점박이밤나방

⊙

점박이밤나방

⊙

주을밤나방

⊙

52. Hermonassa cecilia Butler, 1878
53. Hoplodrina euryptera Boursin, 1937
54. Hylophilodes tsukusensis Nagano, 1918
55. Hypena amica (Butler, 1878)

56. Hypena trigonalis (Guenée, 1854)

57. Hypocala deflorata (Fabricius, 1794)
58. Hypocala subsatura Guenée, 1852

59. Iscadia uniformis (Inoue et Sugi, 1958)

⊙

⊙
뒷노랑수염나방

⊙

대만수염나방

⊙

가을뒷노랑밤나방

⊙

대만수염잎나방

⊙

남방껍질밤나방
흰무늬구리밤나방

⊙

61. Lophomilia polybapta (Butler, 1879)

얼룩짤름나방

⊙

62. Lophoruza pulcherrima (Butler, 1879)

꽃꼬마밤나방

⊙

큰목검은밤나방

⊙

목검은밤나방

⊙

국화은무늬밤나방

⊙

은무늬밤나방

⊙

64. Lygephila recta (Bremer, 1864)
65. Macdunnoughia confusa (Stephens, 1850)
66. Macdunnoughia purissima (Butler, 1878)
67. Mecodina kurosawai Sugi, 1982
68. Mecodina nubiferalis (Leech, 1889)

⊙

⊙

60. Karana laetevirens (Oberthür, 1884)

63. Lygephila maxima (Bremer, 1861)

⊙

⊙

⊙
남방구리밤나방

⊙

보라애기잎밤나방

⊙

흰줄태극나방

⊙

⊙

71. Mocis ancilla (Warren, 1913)

꼬마구름무늬밤나방

⊙

⊙

72. Mocis annetta (Butler, 1878)

구름무늬밤나방

69. Mecodina subviolacea (Butler, 1881)

70. Metopta rectifasciata (Ménétriès, 1863)

73. Mocis undata (Fabricius, 1775)
74. Mythimna divergens Butler, 1878
75. Mythimna flavostigma (Bremer, 1861)

큰구름무늬밤나방

⊙
⊙

긴쌍띠밤나방

⊙

얼룩줄무늬밤나방

⊙

76. Mythimna lineatipes Moore, 1881

은줄무늬밤나방

⊙

77. Mythimna separata (Walker,1856)

멸강나방

⊙

각시푸른저녁나방

⊙

큰뒷노랑밤나방

⊙

78. Nacna malachitis (Oberthür, 1880)
79. Olivenebula oberthueri (Staudinger, 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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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상류 중류 하류

80. Oraesia emarginata (Fabricius, 1794)

작은갈고리밤나방

⊙

81. Oraesia excavata (Butler, 1878)

붉은갈고리밤나방

⊙

82. Orthosia evanida (Butler, 1879)

주홍띠밤나방

⊙

모진밤나방

⊙

84. Oruza mira (Butler, 1879)

노랑줄꼬마밤나방

⊙

85. Pangrapta costaemavula Staudinger, 1888

연무늬끝짤름나방

⊙

은무늬짤름나방

⊙

87. Panthea coenobita (Esper, 1758)

솔버짐나방

⊙

88. Paracolax fascialis (Leech, 1889)

왕수염나방

⊙

89. Peridrona saucia (Hubner, 1808)

뒷흰날개밤나방

90. Perynea subrosea (Butler, 1881)

점분홍꼬마밤나방

⊙

91. Plusiodonta casta (Butler, 1878)

은무늬갈고리밤나방

⊙

83. Orthogonia sera Felder et Felder, 1862

86. Pangrapta costinotata (Butler, 1881)

⊙

92. Protodeltote distinguenda (Staudinger, 1888)

극락꼬마밤나방

⊙

93. Pseudoips fagana (Fabricius, 1781)

쌍줄푸른밤나방

⊙

94. Sideridis honeyi (Yoshimoto, 1989)

아지랑이밤나방

⊙

95. Simplicia niphona (Butler,1878)

곧은띠수염나방

⊙

담색쌍검은밤나방

⊙

쌍검은밤나방

⊙

깃붉은밤나방

⊙

꼬마봉인밤나방

⊙

96. Sineugraphe bipartita (Graeser, 1889)
97. Sineugraphe exusta (Butler, 1878)

98. Spaelotis ravida (Denis et Schiffermüller, 1775)
99. Spharagifera biplaga (Walker, 1865)

100. Spirama helicina (Hübner, 1831)
101. Spirama retorta (Clerck, 1759)

톱니태극나방
⊙

잔디밤나방

⊙

103. Spodoptera litura (Fabricius, 1775)

담배거세미나방

⊙

104. Stenoloba jankowskii (Oberthur, 1885)

흰줄이끼밤나방

⊙

105. Stenoloba manleyi (Leech, 1889)

구름꼬마이끼나방

⊙

106. Telorta acuminata (Butler, 1878)

털날개밤나방

⊙

꼬마복숭아밤나방

⊙

무궁화밤나방

⊙

국화금무늬밤나방

⊙

107. Telorta edentata (Leech, 1889)
108. Thyas juno (Dalman, 1823)
109. Thysanoplusia intermixta (Warren, 1913)

⊙

⊙

⊙

태극나방

102. Spodoptera depravata (Butler, 1879)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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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명

상류 중류 하류

110. Trachea atriplicis (Linnaeus, 1758)

메밀거세미나방

⊙

양배추은무늬밤나방

⊙

배노랑버짐밤나방

⊙

뒷노랑밤나방

⊙

각시뒷노랑밤나방

⊙

뾰족밤나방

⊙

116. Xanthomantis contaminata (Draudt, 1937)

탐시버짐밤나방

⊙

117. Xestia efflorescens (Butler, 1879)

뒷노랑점밤나방

⊙

118. Xestia fuscostigma (Bremer, 1861)

점보라밤나방

⊙

119. Xestia kollari (Lederer, 1853)

멋쟁이밤나방

⊙

111. Trichoplusia ni (Hübner, 1903)

112. Trichosea champa (Moore, 1879)
113. Triphaenopsis cinerescens Butler, 1885
114. Triphaenopsis postflava (Leech, 1900)
115. Virgo datanidia (Butler, 1885)

⊙

Family 26. Hesperiidae 팔랑나비科

1. Choaspes benjaminii (Guérin-Ménéville, 1843)

2. Daimio tethys (Ménétriès, 1857)

3. Ochlodes ochraceus (Bremer, 1861)
4. Parnara guttata (Bremer et Grey, 1852)
5. Pelopidas mathias (Fabricius, 1798)
6. Pyrgus maculatus (Bremer et Grey, 1852)

푸른큰수리팔랑나비

⊙

왕자팔랑나비

⊙

검은테떠들석팔랑나비

⊙

⊙

줄점팔랑나비

⊙

제주꼬마팔랑나비

⊙

흰점팔랑나비

⊙

Family 27. Papilionidae 호랑나비科
1. Graphium sarpedon (Linnaeus, 1758)
2. Papilio bianor Cramer, 1777

청띠제비나비
제비나비

3. Papilio maackii (Ménétriès, 1858)

산제비나비

4. Papilio machaon Linnaeus, 1758

산호랑나비

5. Papilio macilentus Janson, 1877

긴꼬리제비나비

⊙

⊙

⊙

⊙

⊙
⊙

⊙

⊙
⊙

6. Papilio protenor Cramer, 1775

남방제비나비

⊙

⊙

7. Papilio xuthus Linnaeus, 1767

호랑나비

⊙

⊙

Family 28. Pieridae 흰나비科
1. Anthocharis scolymus Butler, 1866
2. Colias erate (Esper, 1804)

갈구리나비

⊙

노랑나비

⊙

⊙

⊙

⊙

3. Eurema hecabe (Linnaeus, 1758)

남방노랑나비

4. Eurema laeta (Boisduval, 1836)

극남노랑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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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

5. Pieris melete (Ménétriès, 1857)

명

6. Pieris napi (Linnaeus, 1758)
7. Pieris rapae (Linnaeus, 1758)

상류 중류 하류
큰줄흰나비

⊙

⊙

줄흰나비

⊙

⊙

배추흰나비

⊙

⊙

⊙

Family 29. Lycaenidae 부전나비科
1. Everes argiades (Pallas, 1771)
2. Lycaena phlaeas (Linnaeus, 1761)

암먹부전나비
작은주홍부전나비

3. Niphanda fusca (Bremer et Grey, 1852)

담흑부전나비

4. Pseudozizeeria maha (Kollar, 1844)

남방부전나비

5. Tongeia fischeri (Eversmann, 1843)

먹부전나비

⊙
⊙

⊙

⊙
⊙

⊙

⊙

⊙
⊙

Family 30. Libytheidae 뿔나비科
1. Libythea celtis celtoides Fruhstorfer, 1908

뿔나비

⊙

왕나비

⊙

Family 31. Danaidae 왕나비科
1. Parantica sita (Kollar, 1833)

Family 32. Nymphalidae 네발나비科
1. Argynnis paphia (Linnaeus, 1758)
2. Argyreus hyperbius (Linnaeus, 1763)
3. Argyronome laodice (Pallas, 1771)

은줄표범나비

⊙

암끝검은표범나비

⊙

흰줄표범나비

⊙

⊙

4. Argyronome sagana sagana (Doubleday, 1847) 큰흰줄표범나비

⊙

⊙

5. Cyntia cardui (Linnaeus, 1758)

작은멋장이나비

⊙

⊙

⊙

6. Damora sagana (Doubleday, 1847)

암검은표범나비

⊙

⊙

⊙

7. Fabriciana adippe (Linnaeus, 1767)

긴은점표범나비

⊙

8. Fabriciana nerippe (C. et R. Felder, 1862)

왕은점표범나비

⊙

9. Fabriciana pallescens (Butler, 1873)

은점표범나비

⊙

10. Hestina assimilis (Linnaeus, 1758)

홍점알락나비

⊙

⊙

11. Kaniska canace (Linnaeus, 1763)

청띠신선나비

⊙

⊙

12. Neptis sappho (Pallas, 1771)

애기세줄나비

⊙

⊙

13. Polygonia c-aureum (Linnaeus, 1758)
14. Vanessa indica (Herbst, 1794)

네발나비

⊙

⊙

⊙

큰멋장이나비

⊙

⊙

⊙

⊙

⊙

Family 33. Satyridae 뱀눈나비科
1. Lethe diana (Butler, 1866)

먹그늘나비

서중천 일대의 곤충상

167

종

명

2. Pararge achine (Scopoli, 1763)

3. Melanargia halimede (Ménétriès, 1858)
4. Minois dryas (Scopoli, 1793)
5. Mycalesis francisca (Cramer, 1782)
6. Mycalesis gotama Moore, 1857

7. Ypthima amphithea Ménétriès, 1858

8. Ypthima motschulskyi (Bremer et Grey,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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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류 중류 하류
눈많은그늘나비

⊙

흰뱀눈나비

⊙

굴뚝나비

⊙

부처사촌나비

⊙

부처나비

⊙

⊙

석물결나비
물결나비

⊙

⊙
⊙

⊙

⊙

4
서중천
학술탐사

서중천에 서식하는 야생조류의 분포 특성
김완병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Ⅰ. 서 론
서중천은 한라산 동쪽에 위치한 흙붉은오름(해발 1,391m)과 성널오름(해발
1,215.2m)인근에서 발원하여 제1횡단도로 동수교를 지나 거인악(해발 536m)과
머체왓오름(해발 431m)의 북동사면을 따라 서중천교와 한남교를 거처 남원읍 신례리,
한남리, 의귀리, 남원리, 태흥리 마을을 지나 해안에 이른다.
서중천의 상류는 흙붉은오름과 성널오름 인근에서 시작하여 제1횡단도로 동수교
(해발 650m)에 이르는 구간으로, 한라산 성판악 등반코스의 남쪽을 따라 흘러간다.
성널오름은 행정구역상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위치하며, 산 중턱에 암벽이 널판지
모양으로 둘려 있는 것이 성벽과 비슷해서 붙여졌으며, 성널오름이라고 한다. 성널오름
의 남쪽에 발달한 성널폭포는 서중천보다는 신례천으로 흘러간다. 성널폭포의 수량이
풍부하여 예전에는 이 물을 남원읍 중산간 지대까지 식수원으로 공급한 적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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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식수관은 서중천의 여러 지류를 가로질러 성판악휴게소까지 놓여 있다. 한 때
성널폭포는 물맞이를 위해 산악인뿐만 아니라 신경통을 치료하기 위한 일반인들의 출
입이 많았던 곳이다.

사진 1. 사라오름에서 본 전경. 성널오름, 논고악, 동수악 등이 보인다.

사진 2. 성널폭포(여름)

사진 3. 성널폭포(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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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천의 중류는 제1횡단의 동수교를 지나 서중천교와 한남교까지 이르는 구간으로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이룬다. 상류의 여러 지류가 동수교에서 합쳐진다. 서중처의 본류
는 동수악(해발 692m)의 북사면을 따라 흐르며, 거인악(해발 536m)과 머체왓 숲길의
북동사면을 지난다. 동수악(東水岳 )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에 위치해 있으며, 한라
산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다. 오름 정상의 분화구는 둘레가 220m정도이며, 식생은 낙
엽수와 상록수가 혼재하고 있다. 동수악은 물이 고여 있다는 이름이 유래된 것으로 보이
나, 지금은 수량이 적은 편이며 육상식물의 천이가 진행 중에 있다.
거인악은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에 위치해 있으며, 오름 전체가 상록수와 낙엽수의
혼효림으로 되어 있으며, 일부 구역은 삼나무림이 우점하고 있다. 오름 정상은 두 등성
마루가 붙어 있은 모양으로, 한쪽은 북서쪽으로 다른 한쪽은 남동쪽으로 벌어져 있다.
오름의 남동쪽은 서중천과 맞닿으면서 급경사를 이루며, 유수에 의해 오름 사면이 침식
되어 가고 있다. 머쳇왓 숲길은 머체오름(해발 431m)을 중심으로 동남쪽 일대에 조성
된 곳으로, 삼나무림, 상록수림, 낙엽수림, 계곡림, 목장 초지대 등 다양한 식생구조를
지닌 치유의 숲으로 인기가 높은 곳이다. 머체오름(한자어 馬体岳)은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에 있으며, 머체는 돌이 많거나 무더기 지어 있는 곳을 가리키는데, 이와 관련
있는 듯하다. 머체오름의 동쪽에서 발달한 하천이 서중천이며, 머체오름 남서쪽에서
발원한 지류는 해발 200지점에서 서중천 본류와 합류한다.

사진 4. 머체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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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서중천의 상류

사진 6. 서중천의 중류

서중천의 하류에는 한남리, 의귀리, 남원리 일대로 주변의 감귤 과수원 중심의 농경
지, 주택가 등이 있다. 일부 구간은 물이 고여 있으며 거의 건천 상태를 유지한다. 장마
철에는 한남교 일대의 하천의 범람할 정도이며, 일부는 동쪽의 의귀천으로 갈라지기도
한다. 상류에서 내려온 하천수는 해안도로의 남태교(남원리와 태흥리를 잇는 다리, 길이
14m)를 지나 바다로 흘러간다.

사진 7. 서중천의 하류

사진 8. 서중천의 하류와 해안 조간대

한라산 계곡에서 조류상에 대한 조사연구는 박(1976, 1984, 1989), 박과 김(1981,
1983), 윤과 박91986), 소와 박(1987) 그리고 김(2000, 2001, 2003, 2011, 2013,
2014, 2015, 2016) 등이 있으나, 서중천에서의 조류 조사는 보고된 바가 없다. 서중천
줄기의 동수악과 성판악 등산로 일대에서 이루어진 동물상 조사로는 김 등(2001), 오 등
(2002), 김 등(2012)등이 있다.
본 조사에서는 탐사 기간 중에 확인된 조류를 중심으로 구간별로 야생 조류의 출현
현황, 서식 환경, 생태 습성에 대해 기술하였다. 그리고 서중천에서 확인된 야생 조류
이외에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의 출현 결과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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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사방법
조사구역은 해발 고도를 비롯하여 발원지 형성과 계곡의 발달정도, 교량, 도로망 등을
따라 탐사구간을 3구역으로 구분하였다. 조사지역은 남태교 일대의 해안과 주변 해상
을 비롯하여 인접한 농경지, 마을 인가, 동수악, 성판악, 사라오름 분화구 등도 포함하
였다.
조사일정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였으며, 각 구간별 조사지역은 표
1과 같다. 조사범위는 계곡의 발원지점에서 해안에 이르기까지 탐사 경로를 따라
좌우 100m내에 출현하는 야생조류의 분포상을 조사하였다. 종과 개체수 조사는 Line
Census와 Spot Census를 병행하였다(Bibby et al. 1992). 관찰도구는 망원경(40×)
과 쌍안경(12×5)을 이용하였으며, 육안 관찰, 울음소리, 비상형, 배설물 및 둥지 흔적,
사체 확인 등으로도 파악하였다. 또한 제보자의 정보를 비롯하여 로드킬, 촬영기록,
탐문조사 등 조사자의 과거 조사 자료도 참고하였다.
표 1. 서중천 일대의 구간별 조사지역
구간

조사구간

해발(m)

Ⅰ

남태교(해안도로)~한남교

0~120m

Ⅱ

한남교∼서중천교∼제1횡단도로(동수교)

120~650m

Ⅲ

제1횡단도로~성판악, 사라오름, 흙붉은오름

650~1300m

사진 9. 서중천은 수자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생구조를 지니고 있어서 야생동물의 피난처로서의
중요한 습지환경을 제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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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 서중천의 일부 구간은 곶자왈과 비슷한 산림 환경을 지니고 있어서 새들의 번식 공간으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Ⅲ. 결 과
1. 동물상
서중천 일대에서 확인된 조류는 문헌조사를 포함하여 모두 84종이었으며, 이번 현지
조사에서는 80종이 관찰되었다(표 2). 구간별로는 제Ⅰ구간 77종, 제Ⅱ구간 55종, 제Ⅲ
구간 29종이 각각 확인되었으며, 과거 문헌 조사에서는 38종이 보고되었다. 번식유무
와 계절별 이동유형에 따른 생활형을 보면, 텃새 35종, 여름철새 18종, 겨울철새 20종,
나그네새 19종으로 각각 나타났다(표 2). 전 구간에서 확인된 종은 새매, 말똥가리, 꿩,
멧비둘기, 큰오색딱다구리, 어치, 큰부리까마귀, 박새, 곤줄박이, 직박구리, 섬휘파람
새, 동박새, 굴뚝새, 호랑지빠귀, 흰배지빠귀, 황금새, 방울새, 큰유리새, 검은등뻐꾸기,
뻐꾸기, 두견이, 칼새, 긴꼬리딱새, 제비, 흰눈썹황금새 등 25종이었다. 대부분 숲환경
을 선호하는 텃새와 여름철새들로, 제주도 전역에서 골고루 서식하고 있다.
제Ⅰ구간에서만 확인된 종은 민물도요, 깝작도요, 노랑발도요, 흑로, 찌르레기, 딱새,
바다직박구리, 물수리, 논병아리, 가마우지, 흰물떼새, 홍머리오리, 청둥오리, 아비,
회색머리아비, 뿔논병아리. 괭이갈매기, 재갈매기, 유리딱새, 밭종다리, 검은머리방울
새, 콩새, 벌매, 멧새, 힝둥새, 해오라기 등 26종이었다. 도요류, 아비류, 오리류 등의
물새들은 서충천 하류인 해안변과 해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제Ⅰ, Ⅱ구간까지 서식하는 종은 해오라기, 검은댕기해오라기, 제비딱새, 쇠솔딱새,
매, 까치, 노랑할미새, 물총새, 흰뺨검둥오리, 왜가리, 황로, 중대백로, 중백로, 쇠백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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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쩍새, 솔부엉이, 알락할미새, 원앙, 황조롱이, 개똥지빠귀, 백할미새, 멧도요, 때까치,
참새, 노랑턱멧새, 파랑새, 큰소쩍새, 큰유리새, 새매, 말똥가리, 꿩, 멧비둘기, 큰오색
딱다구리, 어치, 큰부리까마귀, 박새, 곤줄박이, 직박구리, 섬휘파람새, 동박새, 굴뚝새,
호랑지빠귀, 흰배지빠귀, 황금새, 방울새, 검은등뻐꾸기, 뻐꾸기, 두견이, 칼새, 긴꼬리
딱새, 제비, 흰눈썹황금새 등 52종으로, 서중천 하상에 물이 흐르는 구간에서 오리류와
백로류의 출현이 높았다.
제 Ⅱ, Ⅲ구간에서만 확인된 종은 팔색조, 진박새, 오목눈이 등 3종, 제Ⅲ구간에서만
확인된 종은 없었다.
문화재보호법의 천연기념물이나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멸종위기종은
원앙, 황조롱이, 새호리기, 매, 물수리, 새매, 참매, 벌매, 두견이, 큰소쩍새, 소쩍새,
솔부엉이, 팔색조, 긴꼬리딱새 등 14종이었다(표 3).
텃새인 매, 물수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철새들이며, 겨울철새는 원앙, 황조롱이, 새매,
참매, 큰소쩍새 등 5종, 여름철새는 두견이, 소쩍새, 솔부엉이, 팔색조, 긴꼬리딱새 등
5종, 나그네새는 새호리기, 벌매 등 2종이었다. 매는 서중천의 서쪽 남원리 큰엉에서
번식하는데, 이 곳은 해안절벽이 발달한 곳으로 매년 매가 번식하고 있다. 물수리는 그
동안 제주에서 일 년 내내 관찰되면서 번식가능성이 높은 종이었는데, 2016년 여름에
제주에서 1쌍이 번식에 성공하였다. 원앙은 2016년 10월 13일 해발 460m 지점인 서중
천 중류에서 20여 마리가 확인되었는데, 서중2교 북쪽 올리소에서부터 동수교 위쪽의
해발 700m까지 월동장소로 이용하고 있었다. 황조롱이, 새호리기, 새매, 참매, 벌매 등
의 맹금류는 서중천의 상공에서 주로 비행하며, 참매는 비행하거나 나무에 앉을 때 큰부
리까마귀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두견이, 긴꼬
리딱새, 소쩍새, 솔부엉이, 팔색조는 주로 중상류의 계곡림에서 번식하며, 울음소리로
쉽게 확인되었다.
한편, 양서류는 제주도롱뇽 Hynobius quelpartenisis , 참개구리 Rana

nigromaculata , 북방산개구리 Rana dybowskii , 청개구리 Hyla japonica , 무당개구리
Bombina orientalis 등 5종이 확인되었으며, 파충류는 실뱀 Zamenis spinalis, 유혈목
이 Rhabdophis tigrinus , 대륙유혈목이 Amphiesma vibakari , 누룩뱀 Elaphe dione ,
쇠살모사 Gloydius ussuriensis , 줄장지뱀 Takydromus wolteri , 바리뱀 Sibynophis

chinensis , 도마뱀 Scincella vandenburghi 등 8종을 확인하였다. 서중천의 여러
소(沼)에 서식하는 어류로는 버들치 Moroco oxycephalus 1종이 분포하고 있었다. 포
유류는 노루 Capreolus capreolus , 오소리 Meles meles , 제주족제비 Mustela sibi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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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lpartis , 관박쥐 Rhinolophus ferrumequinum 집박쥐 Pipistrellus javanicus , 제
주등줄쥐 Apodemus agrarius , 집쥐 Rattus norvegicus , 다람쥐 Tamias sibiricus 등
7종이 확인되었다. 노루는 해발 250m 지점에서부터 발원지까지 서식하고 있었으며,
오소리의 터널는 중상류의 계곡에서, 제주족제비는 인가 주변에서 각각 관찰되었다.
관박쥐는 서중2교에서 남쪽 해발 270m 지점에 발달한 궤 천장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사진 11. 관박쥐

사진 12. 노루(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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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3. 노루(수)

표 2. 서귀포시 서중천 일대에서 관찰·기록된 조류목록
학 명

국 명

구간별1)
문헌기록2)
Ⅰ Ⅱ Ⅲ

생활형3)

1

Phasianus colchicus

꿩

○

○

2

Aix galericulata

원앙

○

○

3

Anas penelope

홍머리오리

○

W

4

Anas platyrhynchos

청둥오리

○

W

5

Anas poecilorhyncha

흰뺨검둥오리

○

6

Gavia stellata

아비

○

W

7

Gavia pacifica

회색머리아비

○

W

8

Tachybaptus ruficollis

논병아리

○

R,W

9

Podiceps cristatus

뿔논병아리

○

W

10 Nycticorax nycticorax

해오라기

○

○

P

11 Butorides striata

검은댕기해오라기

○

○

P

12 Bubulcus ibis

황로

○

○

S

13 Ardea cinerea

왜가리

○

○

R,W

14 Egretta alba

중대백로

○

○

S

15 Egretta intermedia

중백로

○

○

S

16 Egretta garzetta

쇠백로

○

○

S

17 Egretta sacra

흑로

○

R

18 Phalacrocorax capillatus

가마우지

○

R,W

19 Falco tinnunculus

황조롱이

○

20 Falco subbuteo

새호리기

21 Falco peregrinus

매

○

22 pandion haliaetus

물수리

○

23 Accipiter nisus

참매

24 Pernis ptilorhynchus

벌매

○

25 Accipiter nisus

새매

○

○

○

R
W

○

R,W

○

W
○

○

P
R
R, W

○

○

○

W

○

P
W

서중천에 서식하는 야생조류의 분포 특성

177

학 명

국 명

구간별1)
문헌기록2)
Ⅰ Ⅱ Ⅲ

생활형3)

26 Buteo buteo

말똥가리

○

27 Charadrius alexandrinus

흰물떼새

○

S, P

28 Calidris alpina

민물도요

○

P

29 Actitis hypoleucos

깝작도요

○

P

30 Heteroscelus brevipes

노랑발도요

○

P

31 Scolopax rusticola

멧도요

○

32 Larus crassirostris

괭이갈매기

○

W

33 Larus vegae

재갈매기

○

W

34 Streptopelia orientalis

멧비둘기

○

○

○

○

R

35 Cuculus micropterus

검은등뻐꾸기

○

○

○

○

S

36 Cuculus canorus

뻐꾸기

○

○

○

○

S

17 Cuculus poliocephalus

두견이

○

○

○

○

S

38 Otus sunia

소쩍새

○

○

39 Otus bakkamoenac

큰소쩍새

○

○

40 Ninox scutulata

솔부엉이

○

○

41 Apus pacificus

칼새

○

○

42 Halcyon coromanda

호반새

43 Eurystomus orientalis

파랑새

○

○

44 Alcedo atthis

물총새

○

○

45 Dendrocopos leucotos

큰오색딱다구리

○

○

○

○

R

46 Pitta nympha

팔색조

○

○

○

S

47 Lanius bucephalus

때까치

○

○

○

R

48 Terpsiphone atrocaudata

긴꼬리딱새

○

○

○

S

49 Pica pica

까치

○

○

50 Garrulus glandarius

어치

○

○

○

○

R

51 Corvus macrorhynchos

큰부리까마귀

○

○

○

○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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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

○

P

S
○

W
S

○

○

S

○

S

○

S
R, W

○

R

학 명

국 명

52 Corvus corone

까마귀

53 Parus ater

진박새

54 Parus major

박새

55 Parus varius

구간별1)
문헌기록2)
Ⅰ Ⅱ Ⅲ

생활형3)

○

R

○

○

○

R

○

○

○

○

R

곤줄박이

○

○

○

○

R

56 Hirundo rustica

제비

○

○

○

○

S

57 Aegithalos caudatus

오목눈이

○

○

○

R

58 Hypsipetes amaurotis

직박구리

○

○

○

○

R

59 Cettia diphone cantans

섬휘파람새

○

○

○

○

R

60 Zosterops japonicus

동박새

○

○

○

○

R

61 Troglodytes troglodytes

굴뚝새

○

○

○

○

R

62 Sturnus cineraceus

찌르레기

○

63 Zoothera dauma

호랑지빠귀

○

○

○

○

R

64 Turdus pallidus

흰배지빠귀

○

○

○

○

R

65 Turdus eunomus

개똥지빠귀

○

○

66 Tarsiger cyanurus

유리딱새

○

W

67 Phoenicurus auroreus

딱새

○

R

68 Monticola solitarius

바다직박구리

○

R

69 Muscicapa sibirica

제비딱새

○

○

P

70 Muscicapa dauurica

쇠솔딱새

○

○

P

71 Ficedula zanthopygia

흰눈썹황금새

○

○

○

○

S

72 Ficedula narcissina

황금새

○

○

○

○

R

73 Cyanoptila cyanomelana

큰유리새

○

○

○

74 Passer montanus

참새

○

○

75 Motacilla cinerea

노랑할미새

○

○

R

76 Motacilla alba leucopsis

알락할미새

○

○

S

77 Motacilla alba lugens

백할미새

○

○

W

R

W

S
○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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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구간별1)
문헌기록2)
Ⅰ Ⅱ Ⅲ

국 명

78 Anthus rubescens

밭종다리

○

79 Anthus hodgsoni

힝둥새

○

80 Carduelis sinica

방울새

○

81 Carduelis spimus

검은머리방울새

○

82 Emberiza cidides

멧새

○

83 Emberiza elegans

노랑턱멧새

○

84 Coccothraustes coccothraustes

콩새

○

계
1)

2)
3)

77

생활형3)
W

○

○

○

W

○

R
W

○

○

○

R

○

R
W

55

29

38

구간별(Ⅰ-하류: 해안도로~한남교, 0~120m, Ⅱ-중류: 한남교∼서중천교∼제1횡단도로,
120~650m, Ⅲ-상류: 제1횡단도로~성판악 및 흙붉은오름 650~1300m)
문헌기록: 김 등(2001), 오 등(2002), 김 등(2012)
생활형: R(Resident, 텃새), W(Winter visitor, 겨울철새), S(Summer visitor, 여름철새), P(Passage
migrant, 나그네새), Vag(길잃은새, Vagrant)

표 3. 서귀포시 서중천 일대에서 관찰된 보호조류(문헌기록 포함)
No.

학

명

국

명

멸종위기등급
Ⅰ
Ⅱ

천연기념물

1

Aix galericulata

원앙

2

Falco tinnunculus

황조롱이

3

Falco subbuteo

새호리기

4

Falco peregrinus

매

5

Pandion haliaetus

물수리

○

323-7호

6

Accipiter nisus

새매

○

323-4호

7

Accipiter nisus

참매

○

323-1호

8

Pernis ptilorhynchus

벌매

○

9

Cuculus poliocephalus

두견이

10

Otus bakkamoena

큰소쩍새

324-7호

11

Otus sunia

소쩍새

324-6호

12

Ninox scutulata

솔부엉이

323-3호

13

Pitta nympha

팔색조

○

14

Terpsiphone atrocaudata

긴꼬리딱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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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호
323-8호
○
○

323-7호

447호

204호

Ⅳ. 구간별 출현 현황
1. 상류: 제1횡단도로~성판악, 사라오름, 흙붉은오름(650~1300m)
서중천의 발원지점 일대는 성판악 일대이며, 서쪽으로 사라오름과 한라산 백록담
이 위치하고 있다. 계곡의 주요 식생으로는 졸참나무 Quercus serrata , 서어나무

Carpinus laxiflora , 단풍나무 Acer palmatum , 적송 Pinus densiflora , 굴거리나무
Daphniphyllum macropodum 등의 수종이 혼재하고 있다. 성널폭포를 비롯하여 물이
고여 있는 구간이 소규모로 발달해 있으며, 성판악 등반로가 개설되어 있지만, 계곡으로
는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다.
이 구간에서는 큰부리까마귀, 큰오색딱다구리, 직박구리, 박새, 동박새, 곤줄박이 등
텃새들의 출현이 높은 곳이지만, 겨울에는 종과 개체수의 출현이 현저히 감소하는 경향
이 있었다. 그리고 두견, 뻐꾸기, 황금새, 큰유리새, 흰눈썹황금새, 긴꼬리딱새 등 여름
철새들은 개체수가 적은 편이지만, 고지대로 갈수록 출현하지 않았다. 큰부리까마귀는
성판악휴게소를 비롯하여 등반로, 성널폭포, 속밭대피소, 사라오름 분화구 등 사람들의
발길을 따라 관찰되었다.

사진 14. 큰오색딱다구리

사진 15. 오목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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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6. 곤줄박이

사진 17. 황금새

사진 18. 흰눈썹황금새

사진 19. 뻐꾸기

사진 20. 참매와 큰부리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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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류: 한남교∼서중천교∼제1횡단도로(120~650m)
서중천의 중류는 제1횡단도로에서 거인악 북동쭉사면을 지만 서중2교, 한남교까지
이르는 구간이다. 이 일대의 주요 식생은 낙엽수와 상록수가 혼재하며, 구실잣밤
나무 Castanopsis cuspidata var . sieboldii , 동백나무 Camellia japonica , 조록
나무 Distylium racemosum , 곰솔 Pinus thunbergii 가 우점하며, 때죽나무 Styrax

japonica , 참꽃나무 Rhododendron weyrichii , 단풍나무, 졸참나무, 제주조릿대 Sasa
quelpaertensis 등이 분포하고 있다. 대표적인 조류로는 직박구리, 섬휘파람새, 박새,
동박새, 방울새, 노랑할미새, 알락할미새. 굴뚝새, 흰배지빠귀, 호랑지빠귀, 큰오색딱
다구리, 큰부리까마귀, 어치 등의 텃새와 긴꼬리딱새, 뻐꾸기, 두견, 제비 등의 여름철
새가 관찰되었다. 겨울철새인 콩새, 개똥지빠귀, 유리딱새 등이 관찰되었으며, 원앙은
서중천 중류에서 20여 마리가 월동하고 있었다. 이 구간은 상시 물이 흐르지 않지만,
물이 고여 있는 작은 웅덩이들이 군데군데 분포하고 있어, 원앙, 흰뺨검둥오리를 비
롯하여 물총새, 검은댕기해오라기 등이 관찰된다. 그리고 머체왓탐방센터에서 서쪽으
로 500m 지점에 모세납못이 있는데, 이곳에는 흰뺨검둥오리, 쇠백로, 중대백로. 황로,
왜가리 등 습지 의존성 물새들의 출현이 높은 곳이다.

사진 21. 팔색조

사진 22. 개똥지빠귀

사진 23. 흰배지빠귀

사진 24. 호랑지빠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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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1 올리튼물
이곳은 서성로(서귀포-성산포) 서중2교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한남리 머체왓숲길과
바로 인접해있다. 과거에는 서성로 도로변 마을 목장 입구(국제고등학교 부지와 인접)
의 목장문을 통과하여 시멘트 포장도로를 따라 350m지점을 가서 막짓은동산(과거 소
를 돌보기 위해 움막을 지어 관리하던 곳)에서 왼쪽으로 틀어서 계곡으로 들어가면 찾을
수 있다. 계곡을 내려가는 길은 서성로 입구에서는 경사가 급하지만, 이곳은 비교적 완
만한 편이다. 계곡과 목장 사이에는 소들이 계곡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4단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머체왓숲길을 따라가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계곡
하상은 크고 작은 암괴를 이루고 있으며, 올리튼물과 이어진 북쪽의 계곡에는 비교적 넓
은 공간에 물이 고여 있다. 물은 암괴 틈새로 흐르며, 올리튼물은 한라산에서 내려오다
계곡 오른쪽에 있다. 건기에는 계곡과는 조금 비껴나 있으며, 수량이 많을 때는 계곡의
물이 넘쳐 올리튼물로 들어간다. 올리튼물의 이름은 그 곳의 지형이 올리(
‘오리’
의방
언)가 튼다(
‘산다’
와 동의어)는 뜻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폭은 10m, 길이는 30m
정도에 이르는 깊은 계곡의 옹달샘을 연상케 하며, 연중 물이 고여 있는 곳이다. 못 안
에는 바위 3개가 물 위로 솟아 있으며, 마치 삼형제 바위가 우뚝 서 있는 모습이기도 하
고 키가 큰 오리 3마리가 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수심은 깊은 편이며, 한 때 이곳에서
한 여인이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한다. 물 위에는 낙엽들이 떠 있으며,
물속과 주변에는 낙엽층이 쌓여 있고, 수질은 비교적 깨끗하다. 주변에는 수령이 수십년
이 된 구실잣밤나무를 비롯하여 조록나무, 사스레피나무 등이 자라고 있으며, 일부 계곡
암괴에는 키 작은 관목류와 사초과 식물이 자라고 있다. 계곡 바깥은 한남리 목장지대로
곰솔을 비롯하여 비교적 키 작은 찔레, 고사리류 등이 자라고 있다.
이곳은 과거 목장의 가축들이 이용했던 곳이었으며, 지금도 계곡 사면에는 사람이나
가축들이 걸어 다녔던 흔적이 뚜렷하게 나 있다. 이름에서 유래하듯 이곳에는 오리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특히 겨울에는 원앙들이 집단적으로 휴식을 취하기 좋은 곳이다. 원앙
은 물이 고여 있는 계곡을 찾는 대표적인 겨울철새로, 우리나라에서는 한라산 계곡이 최
대 월동지가 되고 있다. 겨울에는 원앙 이외에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와 같은 오리류
의 겨울철새가 이곳에서 월동한 흔적이 있다. 여름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팔색조를
비롯하여 긴꼬리딱새, 큰유리새, 흰눈썹황금새, 뻐꾸기, 두견이, 솔부엉이, 소쩍새,
쏙독새와 같은 여름철새와 멧비둘기, 섬휘파람새, 굴뚝새, 동박새, 박새, 직박구리,
호랑지빠귀, 흰배지빠귀, 어치 등과 같은 텃새들이 번식하기에도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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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주변의 목장 지대에서는 텃새들인 큰부리까마귀, 꿩, 방울새, 때까치, 멧새, 황조
롱이 등을 관찰할 수 있으며, 여름에는 제비, 뻐꾸기, 황로와 같은 여름철새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봄과 가을에는 한라산 숲과 탁 트인 목장 지대를 통과하는 파랑
새, 솔딱새, 쇠솔딱새와 같은 산림성 조류도 확인할 수 있다.
올리튼물이 위치한 이곳의 계곡 환경은 식생이 양호할 뿐만 아니라 계곡 용암의 형
성과정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야생 동물의 휴식처와 번식터로 좋은 서식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올리튼물은 물이 마르지 않고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어, 야생 동물에게
중요한 수자원 공급지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곳을 서중천의 명소로 지정할 필요할 필요
가 있으며, 생물학적 측면에서도 적절하게 보호 관리되어야 한다.

사진 25. 올리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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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2

한남 공동목장 습지

서귀포시 한남리 서성로를 따라 감귤가공단지에서 서쪽으로 500m지점에 위치하며
도로변과 인접해 있다. 이곳은 원래 물이 고여 있는 자연 습지로, 목장의 가축들에게
일정하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 일제 강점기 때에 마을 사람들이 정비한 곳이다. 당시
습지를 정비하면서 15~20미터 정도의 고목들이 발견되어, 과거 울창한 숲이 발달했던
곳으로 추정된다. 이 습지의 물이 마르면 한남리와 남원리의 가축을 기를 수 없을 정도
로, 가축의 용수로 중요한 곳이다. 지금도 가축들이 간혹 이곳으로 들어와 물을 마시기
도 한다. 이곳의 수심은 깊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3,000㎡평 정도에 이른다. 못 안에는
세모고랭이를 비롯한 수생식물이 자라고 있으며, 주변은 바로 목장 지대로 이어진다. 못
안의 물은 북쪽의 목장 지대에서 내려오는 물이 모여 형성된다. 거의 연중 물이 고여 있
는 곳으로 새들의 먹이가 되는 곤충류, 양서류, 파충류 등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백
로과의 조류들이 많이 찾아온다. 특히 목장 지대에 잘 찾아오는 황로를 비롯하여 왜가
리, 중백로, 쇠백로 등이 이곳에서 흔하게 관찰된다. 특히 황로는 목장의 소나 말과 친한
조류로 이들이 초지대에서 움직일 때마다 튀어 오르는 메뚜기류나 개구리를 즐겨 먹는
습성이 있다. 그 밖에 이곳에는 한남리 목장이나 계곡에서 볼 수 있는 새들을 볼 수 있
으며, 노루들이 물을 마시기에도 적당한 곳이다. 이곳은 희귀 수생식물을 비롯하여 수서
곤충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에 이르기까지 먹이 사슬의 생태계를 직접 볼 수
있는 간이 생태 체험장으로 교육적 활용 가치가 높은 곳이다. 특히 2007년 9월 남원
읍에 개관한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의 핵심 연구과제인 제주도의 생물
종다양성을 소규모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습지로 활용되고 있다. 따
라서 이곳은 소와 말의 물공급과
선조들의 물 자원 활용에 있어서
자연적 조건을 최대한 이용한 좋
은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생태학적, 교육적 측면에서도
중산간 일대의 습지 생태계와 생물
종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으
로 보호할 가치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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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6. 황로

사진 27. 한남 공동목장 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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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류: 해안도로~한남교(0~120m)
서중천 하류는 구실잣밤나무, 녹나무(Cinnamomum camphora), 동백나무 등의 난대성
상록활엽수가 우점하며, 주변으로는 감귤과수원이 집중되어 있다. 이 구간은 중상류
에 비해 물이 흐르거나 고여 있는 곳이 거의 없으며, 장마철에는 하천이 범람할 정도로
하천 폭이 좁은 편이다.
주요 출현종은 직박구리, 까치, 큰부리까마귀, 박새, 동박새, 방울새, 멧비둘기, 섬휘
파람새, 딱새, 노랑턱멧새 등 연중 텃새들의 출현이 높이며, 특히 감귤과수원, 주택가
등에서는 까치, 동박새 등이 우점종을 이룬다. 그리고 태흥교와 맞닿아 있는 해안가에서
는 노랑할미새, 백할미새, 깝작도요, 민물도요, 왜가리, 흑로, 쇠백로 그리고 바다에서
는 논병아리, 뿔논병아리, 흰뺨검둥오리, 홍머리오리, 재갈매기, 괭이갈매기, 가마우지,
아비, 회색머리아비 등이 관찰되었다. 물수리는 해안가 상공에서 먹이사냥을 위한 비행
중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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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8. 꿩

사진 29. 박새(사진 김영호)

사진 30. 섬휘파람새

사진 31. 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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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2. 노랑턱멧새(수컷, 사진 임재영)

사진 33. 노랑턱멧새(암컷)

사진 34. 멧새

사진 35. 딱새

사진 36. 동박새

사진 37. 때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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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8. 방울새

사진 39. 재갈매기

사진 40. 괭이갈매기

사진 41. 멧도요 사체

사진 42. 흑로

사진 43. 중대백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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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4. 왜가리

사진 45. 해오라기

사진 46. 흰빰검둥오리

사진 47. 원앙(사진 김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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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찰
이번 서중천 일대에서 확인된 조류는 문헌조사를 포함하여 모두 84종이었다. 김 등
(2012)과 비교해보면, 새호리기, 참매, 까마귀, 호반새 등 4종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
되지 않았다. 까마귀를 제외하고는 이동철새들이며, 간헐적으로 제주도에 찾아오는 경
향이 있다. 텃새인 까마귀는 과거에는 제주도 전역에서 큰부리까마귀와 서식지가 중복
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큰부리까마귀와는 혼성하지 않는다. 큰부리까마귀는
제주도 전역에서 관찰되는 반면, 까마귀는 구좌읍 일대의 일주도로변과 해안도로변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추가된 종은 민물도요, 깝작도요, 노랑발도요, 흑로, 찌르레기, 딱새,
바다직박구리, 물수리, 논병아리, 가마우지, 흰물떼새, 홍머리오리, 청둥오리, 아비,
회색머리아비, 뿔논병아리, 괭이갈매기, 재갈매기, 유리딱새, 밭종다리, 검은머리방
울새, 콩새, 해오라기, 검은댕기해오라기, 제비딱새, 쇠솔딱새, 매, 까치, 노랑할미새,
물총새, 흰뺨검둥오리, 왜가리, 황로, 중대백로, 중백로, 쇠백로, 소쩍새, 솔부엉이,
알락할미새, 원앙, 황조롱이, 개똥지빠귀, 백할미새, 큰유리새, 새매, 말똥가리 등 46종
이었다. 대부분 하천이나 계곡의 기수역, 해안, 계곡 등의 환경에서 공통적으로 서식하
는 종이며, 서중천의 중류가 원앙의 월동지와 검은댕기해오라기의 기착지로 이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서중천의 중상류는 물이 고여 있는 구간이 많아서, 산새들의
이용도가 높으며, 특히 적설기에는 노루를 비롯한 야생동물의 이동경로로 이용되었다.

사진 48. 원앙의 월동지로 이용되고 있는 서중천의 중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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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천 일대에는 제1횡단도로를 비롯하여 서성로, 중산간도로, 일주도로, 해안도로
그리고 농로 등이 혼재하고 있어서 조류들이 차량에 희생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
단된다. 이번 현지조사에서도 멧도요, 쇠백로가 서중천 하류의 농로와 서성로 서중2교
인근에서 각각 1마리씩 사체로 확인되었다.
조류 군집의 안정성은 다양한 서식환경과 먹이자원의 분포, 로드킬과 같은 방해요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서식지의 단편화는 생물종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
다(권 등, 2007; 박 등, 2009). 서중천의 주요 소(沼)는 야생조류의 번식지뿐만 아니라
노루의 수자원 공급, 수서곤충류, 어류, 양서류 등의 산란지로서도 중요한 공간이다.
최근 머체왓 숲길과 서중천 탐방로가 개설되면서 숲 치유를 위한 탐방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서중천의 역사유적, 자연경관, 생태자원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탐방객들
의 과다한 출입으로 인한 오염원의 유입 차단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향후 서중천의 하상
정비 사업으로 인한 무분별한 자연암석 제거, 농약의 과다살포로 인한 수질 악화, 외래
생물종 도입으로 인한 교란, 로드킬에 의한 희생 등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시하는 모니터링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

사진 49. 서중천을 따라 이동하는 노루들의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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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천 주변의 선사유적
김종찬
제주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사

Ⅰ. 들어가며
서중천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을 관통하는 하천이다. 서중천의 발원지는
흙붉은오름(1,391m)이며, 하천의 유로 길이는 약 23㎞이다.
조사대상지가 자리하는 남원읍은 한라산 남사면 남동부에 해당한다. 지세는 한라산
에서 해안으로 비교적 완만한 경사도를 갖고 있으며 한남리, 의귀리, 남원리, 태흥리가
자리하고 있다. 마을의 분포는 대체로 하천을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다.
조사대상지가 포함된 남원읍 일대의 지질은 용암류대지가 기반암층을 이루고 있으며,
현무암에 기인한 화산회 모재의 토양이 퇴적되어 있다. 심토는 암황갈색 또는 황갈색
미사질양토, 상부 표토에는 흑색의 미사질양토가 퇴적되어 있다. 퇴적 두께는 대체로
50~70cm정도이며 토지 생산성이 낮은 강한 산성토양으로 이루어져 있다.1

1)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연구소,『정밀토양-제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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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산간지역 이상은 대부분 자연초지이며, 그 이하는 밭농사와 감귤과수원이
조성되어 있다. 조사가 이루어진 서중천변에는 하천을 따라 구실잣밤나무, 붉가시나무,
종가시나무 등 상록활엽수림이 형성되어 있다.
서중천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신동국여지승람』
(1530, 권38, 정의현, 산천)에‘부등지
(不等枝)’
,‘부등지내(不等枝川)’
,『조선강역총도』
(1700년대)에 '화등천(火等川)',『대동
여지도』
(1861)에 '부등지천(不等之川)'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후 일제강점기에는 '서중면
(西中面)'에 자리한 '서중천'으로 불리고 있다.
남원읍 지역의 선사유적은 중산간지대를 관통하는 서중천, 신례천, 의귀천 변의
단애와 주변 평탄대지에 형성되어 있다. 선사유적의 성격은 소규모의 유물산포지 형태
이며, 형성 시대는 신석기시대, 철기시대, 탐라시대가 주를 이룬다. 대표적인 유적은 한
남리 신석기시대유적, 한남리 바위그늘유적, 서중천 바위그늘유적, 한남목장 동굴유적,
한남리 유물산포지, 태흥리 유물산포지, 의귀리 유물산포지, 남원리 유물산포지, 신례리
유물산포지, 신례리 고인돌군, 신례리 바위그늘유적군 등이 있다.

Ⅱ. 선사시대 유적과 유물
제주도는 한국 최남단에 위치한 섬으로 한반도에서 가장 큰 섬이다. 섬의 면적은
1,847㎢정도이다. 섬의 중심에는 해발 1,950m의 한라산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 주변
으로 다수의 화산분석구인 오름이 자리하고 있다. 한라산에는 해발고도에 따른 다양한
식생이 서식하고 있으며, 한라산 또는 주변 화산분석구에서 발원한 다수의 하천이 제주
도의 북사면과 남사면에 자리하고 있다. 더불어 해안가에는 조간대가 발달되어 있고 지
하에서 용출하는 다수의 용천수가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입지는 일정규모의 인구집단
이 지속적으로 고유한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이다. 한반도와의
거리는 가장 가까운 전남 완도와 90㎞, 목포와 146.4㎞, 여수와 165.7㎞ 정도 거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한반도의 어떤 섬보다 고립성과 전통성이 강한 문화요소를
지니고 있다.
금번 조사범위는 제1횡단도로와 맞닿는 서중천 중상류지역부터 한남리까지의 중산간
지역에 해당한다. 한라산 남쪽에 위치한 중산간지역에서 유적이 확인되는 곳은 일반적
으로 대형 하천을 낀 주변 평탄대지상이며, 대표적인 유적은 신례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신례리유물산포지, 서중천을 끼고 형성된 한남리 유물산포지와 신석기시대유적, 천미천

198

서중천의 원류를 찾아서

변에 위치한 성읍리 일대 신석기시대유적 군이 있다.
제주도 중산간지역에서 확인되는 유적의 형태는 대부분 유물포함층 형태의 생활유적
과 바위그늘유적이며, 시기적으로는 신석기시대 이른 단계에서 늦은 단계까지 확인된다.
마찬가지로 금번 조사가 이루어지는 서중천변 선사유적의 형태도 대부분 유물산포지
이며, 유적의 분포는 서중천을 따라 3,000㎡ 정도 소규모의 면적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 분포는 보다 많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유적의 점유시대는 신석기시대, 탐라시대 전기에 해당한다.
시대별 선사유적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1. 신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유적은 일반적으로 서중천변 또는 하천에 인접된 평탄대지에 위치하는데,
유적의 형태는 바위그늘·동굴유적, 유물산포지 형태이다. 유적으로는 서중천 바위그늘
유적, 제한이곱지궤유적, 한남목장 동굴유적, 서중천변 소규모의 유물산포지군이 있다.
서중천 바위그늘유적과 제한이곱지궤유적은 서중천의 단애면과 주변 현무암 돌출부에
형성되어 있으며, 한남목장 동굴유적은 주변지형보다 높은 구릉 정상부 현무암 암반이
발달된 곳에 형성되어 있다. 유적의 규모는 대체로 3~4명이 드나들 수 있는 정도의 소
형이다. 유물은 조흔수법으로 정면이 이루어진 신석기시대 토기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유물산포지군은 대부분 서중천으로 출입이 용이하고 지형적으로 비교적 평탄한 입지
가 형성된 곳에 자리하고 있다.

1) 한남리 신석기시대 유적
유적은 행정구역상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1063-1 일대이며, 지리
적으로는 북위 33°19′10″, 동경 126°
41′04″에 위치한다. 해발은 평균 150m 정도이
고 해안과의 거리는 가까운 남원리 해안을 기준으로 약 5.3km거리에 있다. 조사된 면적
은 2,250㎡이다.
유적은 남원읍에서는 비교적 크고 울창한 수림이 우거진 서중천(西中川)을 끼고 형성
되어 있다. 서중천변 중산간지대에는 소규모의 유물산포지들이 간헐적으로 자리하고 있
는데 한남리유적 조사를 통해서 그 분포범위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적은 대부분 유물포함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분적으로 소량의 유구가 자리하고
있다.
서중천 주변의 선사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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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는 수혈유구, 집석유구, 소토유구가 확인되었다. 수혈유구는 소형에 해당하며,
수혈의 깊이는 대체로 얕은 편이다. 집석유구는 수혈 굴광선이 미약하게 확인되며, 대부
분의 집석이 지상에 축조된 모습을 살필 수 있다. 석재는 대부분 파열된 흔이 있다. 소토
유구는 낮은 수혈 바닥 상부로 다량의 소토가 퇴적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진 1. 한남리신석기시대유적 조사 모습

유물은 대부분 유물포함층에서 확인되는데 토기류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소량의 석기
류가 공반되고 있다. 토기류는 점렬문계토기, 이중구연토기, 무문양토기 등이 출토되며,
토기의 사용시대는 대부분 신석기시대 후·만기에 해당한다.
토기의 기형은 대부분 파편으로 출토되어 형태는 알 수 없으나, 출토된 토기의 구연부
와 저부의 형태를 고려할 때 환저 또는 원저의 발형으로 판단된다. 점렬문계토기는 구
연이 살짝 외반되는 기형으로 문양대는 구연단에서 약 1~2cm 하부에 있으며, 원형·
삼각형·방형의 점렬이 2~3조로 연속하여 압날되었다. 이중구연토기는 구연이 직립

사진 2. 한남리신석기시대유적지 출토된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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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살짝 외반되는 기형으로 이중구연의 너비는 1~2cm정도이며 아주 미미하게 성
형되었다. 단면은 대부분 장방형으로 그 구분이 모호하다. 일부 구연 하부에 원형점렬,
단사선문이 시문된 것이 있다. 석기류는 대부분 공이석기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 갈
돌과 숫돌이 확인되었다.

2) 서중천 바위그늘유적
유적은 행정구역상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1063번지 일대이며,
지리적으로는 북위 33°19′07″, 동경 126°41′19.8″에 위치한다. 해안과의 거리는
가까운 남원리 해안을 기준으로 약 5.3km거리에 있다. 유적이 형성된 곳은 서중천 단애
에 위치한 소형의 동혈과 동혈 앞 단애의 바위그늘이 드리워진 범위이며, 위치는 3~5m
정도 하상의 상부에 위치한다. 유적의 규모와 범위는 바위그늘 내부 25㎡정도, 동혈 앞
바위그늘이 드리워진 30㎡ 정도의 평지에 이른다.
동혈의 규모는 입구 길이 520㎝, 높이 220㎝, 깊이 480㎝이며, 입구의 트임은 동쪽이
다. 동혈 내부의 바닥상태는 입구에서 동혈 안쪽으로 2개의 낮은 단을 이루어 안쪽으로
살짝 올라간다.

사진 3. 서중천 바위그늘유적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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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서중천 바위그늘유적 조사 모습

현재 동혈은 마을의 신당(神堂)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제를 지냈던 흔적이 확인된다.
동혈 내부의 퇴적상황은 흑색사질토층이 전체적으로 얇게 퇴적되어 있으며, 유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동혈 앞 전정부(前庭部)인 바위그늘이 드리워지는 곳의 퇴적상황은
비교적 두꺼운 흑색사질토층이 퇴적되어 있으며, 적갈색을 띠는 소량의 토기편과 공이
석기가 확인되었다.
유적의 형성시대는 서쪽 상단 평탄대지에 신석기시대 후기 유적인 한남리신석기시대
유적이 자리하고 있어, 한남리 신석기시대 유적과 동일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제한이곱지궤유적
유적은 행정구역상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1605번지 일대이며,
해안과의 거리는 가까운 남원리 해안을 기준으로 약 5.8km거리에 있다. 유적이 형성된
곳은 서중천 동편 단애에 위치한 소형의 동혈과 동혈 입구 앞 단애의 바위그늘이 드리워
진 곳이다. 하천의 하상에서는 3m 정도 상부에 위치한다.
동혈의 규모는 입구 길이 710㎝, 높이 700~800㎝, 깊이 750㎝로 비교적 큰 편이며,
입구는 서쪽으로 트여 있다. 동혈 내부의 지형은 북쪽 가장자리에 붙어 2단으로 층을
이루고 있으며, 입구에서 동혈 안쪽으로 약간의 경사를 이루어 올라간다. 동혈 외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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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 편으로는 천정이 낮은 바위그늘이 바로 연접하여 있으며, 유적 주변에 형성된 단애
는 종상의 암벽이 넓게 펼쳐져 있다.

사진 5. 제한이곱지궤 외부 전경

사진 6. 제한이곱지궤의 내부 모습 및 유물 산포 모습
서중천 주변의 선사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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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혈은 마을 주민이 산이나 목장 일을 하다가 잠시 비를 피하는 곳이기도 하였으
며, 제주 4.3사건 당시에는 인명피해가 많았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일부 무속인
이 신당으로 이용하고 있다.
동혈 내부의 퇴적상황은 적갈색사질토층과 흑갈색사질토층이 혼재되어 비교적 두껍
게 퇴적되어 있다. 유물은 적갈색토기편과 갈돌, 공이석기 등의 유물과 소라, 보말 등
이 파쇄된 패류와 동물뼈가 확인된다. 이 외 재와 목탄이 혼재된 부분도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유적은 한남리 신석기시대유적과 동일하게 신석기시대 후기로 판단된다. 하한은
탐라시대까지의 이용된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4) 한남목장 동굴유적
유적은 행정구역상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9번지 일대에 위치하
며, 해안과의 거리는 가까운 남원리 해안을 기준으로 약 6.2km거리에 있다. 현재 한남
목장 동쪽 구릉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최근까지 동굴의 사용은 4·3사건 당시 피난
처로 이용하였으며, 마을공동목장 부지로 이용될 때는 목동의 휴식처로 이용되었다고
한다.
유적의 규모는 입구 높이 90~100cm, 입구 길이 120cm, 내부 장축 길이 420cm,
단축 길이 240 ~ 260cm이며, 내부 중앙부의 높이는 130cm이다. 입구는 남쪽으로 트
여 있다. 내부 바닥에는 여러 개의 불규칙한 구멍이 다수 확인되고 있으며 구멍 내부에
서는 다수의 골편이 확인된다. 동굴의 바닥면에서는 신석기시대 토기편(연사문계 집선
문), 적갈색경질토기편, 사암제 지석, 회청색도질토기, 청자편, 동물편, 패각, 최근 유리
병 등이 확인된다. 확인되는 유물 양상을 고려할 때 유적이 형성된 상한은 신석기시대
후기로 판단되며, 하한은 탐라시대 후기를 거쳐 최근까지 이용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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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한남목장 동굴 유적 전경 및 내부 모습

5) 한남리 유물산포지
유적의 위치는 제한이곱지궤 동편 평탄대지상에 위치하며, 한남리 신석기시대 유적에서
서중천을 따라 760m 정도 거리에 있다. 유적이 형성된 곳의 지형은 하천으로 완만한
경사도를 가지고 있는 비교적 넓은 평탄대지가 형성된 곳이다. 지표상에서는 적갈색의
토기편이 다수 확인되는데 유물은 한남리 신석기유적에서 출토되는 토기편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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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 한남리유물산포지 전경

2. 철기시대 ~ 탐라시대 전기
철기시대에서 탐라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유적은 대체로 하천변과 해안저지대에서
확인되는데, 하천변에는 신석기시대와 마찬가지로 바위그늘유적과 소규모의 유물산포
지 형태이며 해안 저지대는 소규모의 유물산포지와 고인돌의 형태로 확인된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의귀리 유물산포지, 남원리 유물산포지, 태흥리 유물산포지,
신례리 유물산포지, 신례리 바위그늘유적, 하례리 바위그늘유적, 신례리 고인돌군이 있다.

1) 의귀리 유물산포지
유적은 중산간지역에 위치하는 유물산포지로 의귀천변에 자리하고 있다. 금번 조사대
상지와 유사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 수습유물은 신석기시대의 토기편으로 추정되는
소량의 토기편과 탐라시대 전기의 적갈색경질토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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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흥리, 하례리 유물산포지
유적은 비교적 해안과 지근거리에 위치하며 하천과도 지근거리에 있다. 이러한 곳은
대체로 음용수로 이용하기에 유리한 용출수와 담수가 발달되어 있고, 주변 지형은 비교
적 평탄대지를 형성하고 있다. 유물은 대부분 적갈색경질토기편이 확인된다.

3) 남원리 유물산포지
유적은 해발 20~30m 정도의 평탄한 대지상에 위치하며 부분적으로 현무암 암반층
이 높게 솟아 작은 언덕을 형성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해안과 가깝고 주변에 가마천,
신흥천, 송천, 의귀천 등 크고 작은 하천들이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환경은 해안
조망이 유리하고 음용수를 취득하기 쉽기 때문에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거주하기 용이
하였다. 인근 지역에 유물산포지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토양 퇴적이 깊고 양질의 점토
가 깊게 남아있어 이러한 가능성을 높여준다. 더군다나 제주도에서는 쉽게 취할 수 없는
석재들이 다량으로 지표상에 분포하기 때문에 석재 산포지 및 유구 존재 가능성이 높다
고 할 수 있다.

4) 신례리 유물산포지
이 유적은 서쪽의 서귀포시와 동쪽의 남원읍을 경계로 효돈천, 신례천, 종남천 등의
크고 작은 하천 5개가 남쪽 해안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완만하고 평탄한 대지상의 해발
20~30m 범위 내에 형성되어 있다. 신례천과 효돈천 사이 상호 1km 내외에서 고인돌
3기와 그 주변에서 적갈색경질토기에 속하는 적갈색토기편이 다량 출토되는 유물산포
지가 확인되었다. 제주도 동남부지역으로는 유일하게 구엄토양군이 분포하는 지역으
로 효돈천과 하예천 사이는 양질의 미사질 양토가 주로 분포한다. 해안가(공천포)에는
속칭
‘공생’
이라는 용출량이 많은 용천수가 발달하여 용수조건 또한 좋은 편이다. 여기
서 수습되는 유물은 적갈색 토기편들로 두께가 1.0cm 이상이며, 태토는 적갈색경질토
기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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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례리 바위그늘유적군
서귀~위미간 12번국도(하례~신례2리간)변에 위치한‘세기내’다리에서 북쪽으로
100m 지점인 하류 동벽에 자리하고 있다. 유적은 해안과의 70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하천 급류에 의한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바위그늘이다. 입구가 트인 방향은 북서 방향
이며, 그늘 면적은 15㎡ 정도이다. 전체규모는 입구 길이 8.6m, 입구 높이 2.4m이며,
안쪽 끝까지의 깊이는 4.2m이다. 바위그늘의 천정은 안으로 들어 갈수록 낮아진다.
유적의 층위는 회색 모래층(1층), 회색 재층(2층), 흑갈색 부식토층(3층)으로 약 50cm
정도가 퇴적되어 있으며, 유물은 주로 1·2층에서 출토된다.

6) 신례리 고인돌군
고인돌군은 해안저지대에 형성된 신례리 유물산포지와 연계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
며, 일정 거리를 두고 총 3기의 고인돌이 자리하고 있다.
(1) 신례리 고인돌 1호
신례리에서 공천포 마을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비교적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상석은 길이 200m, 폭 235cm, 두께 52~91cm로 남북 장축 방향으로 놓여 있다. 지석
의 고임상태와 상석의 돌 다듬질 상태로 볼 때 정면은 정동향으로 판단된다. 상석하단
의 지석은 두툼한 깬돌을 3~4중으로 고이고 있다. 상석의 주변으로 타원형의 적석부가
만들어져 있고, 이 적석부는 크고 작은 현무암 자연석을 사용하고 있으나 가장자리 테
두리만은 큰할석을 정연하게 돌려 축조하였다. 정면은 상석 측면이 직벽으로 다듬어져
적석 레벨에서 약 55cm 가량 들려 있다. 이러한 유형의 지석묘는 제주도에서 발견된
사례가 드믄 형태 중 하나이다. 유물은 적갈색경질토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2) 신례리 고인돌 2호
신례리 국도변에서 북쪽으로 5m지점인 감귤과수원 돌담 벽에 위치하고 있다.
상석은 편평한 편이나, 북쪽이 남쪽보다 다소 높다. 상석은 장축 210cm, 단축 180cm,
두께 55~83cm로 놓인 방향은 남북장축이다. 상석의 상면과 측면은 모두 치석흔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상석 하면의 네 개의 귀퉁이에 줄을 매었던 홈 흔적이 확인된다.
확인되는 지석은 상석의 남서쪽과 남동쪽에 있는데, 모두 3~4중으로 작은 할석과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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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사용하여 고여 있다. 출토유물은 길이 15cm 가량의 공이석기와 적갈색경질토기
동체부편이 동남쪽과 남서쪽부분에서 확인된다.

3. 탐라시대 후기
한라산 남사면, 특히 남원읍 일대에 탐라시대 후기의 유적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현재까지 한남리 바위그늘유적만이 보고되어 있다.

1) 한남리 바위그늘유적
유적은 행정구역상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504번지 일대이며, 남원
1리의 해안일주도로에서 북쪽 산간으로 3.5km 정도 올라간 구릉에 위치하고 있다. 해
안에서의 직선거리는 3.5km 정도이다. 이 그늘은 용암이 경사면을 따라 흘러내리다가
식어 주름진 곳에 턱이 지면서 만들어진 동혈에 형성되었다. 유적의 정면은 아치형이며,
트인 방향은 정남향이다. 동혈의 규모는 입구길이 3.5m, 높이 1.65m, 안쪽까지의 깊이
는 2.3m이다. 바닥면에서 많은 양은 아니지만 적갈색경질토기, 고내리토기, 공이석기,
패각류와 수골류가 확인되었다. 유적의 주변 대지상에는 소규모의 유물산포지가 형성되
어 있으며, 유물산포지 내에서는 적갈색경질토기편과 공이석기 등이 확인되고 있다.

사진 9. 한남리 바위그늘유적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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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 한남리 바위그늘유적 내부 모습 및 외부 유물산포지

Ⅲ. 맺음말
서귀포시 서중천 일대에는 신석기시대의 한남리신석기시대유적과 바위그늘유적, 유
물산포지 등이 위치하고 있다. 서중천은 계곡이 깊지 않고 주변 평탄대지에서 하천으로
이동이 용이한 편이다. 하천의 하상에는 부분적으로 담수가 넓게 형성되어 있는 곳이
많은 편이며, 식생에 있어서도 과실수인 구실잣밤나무, 가시나무류 등의 상록활엽수가
숲을 이루고 있다. 지형적으로도 하천변을 중심으로 낮은 구릉과 평탄대지가 교차하고
있다. 이렇듯 서중천은 사람이 거주하기에 유리한 지형 및 식생 등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주변에 위치한 효돈천과 신례천의 양상과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따
라서 서중천변에 위치한 유적조사 결과는 차후 주변에 위치한 효돈천, 신례천변의 유적
과 더불어 한라산 남쪽, 남원읍 일대 유적의 성격과 선사문화를 규명하는데 좋은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특히 한남리유적은 표선면 성읍리 신석기시대유적과 더불어
제주도 한라산 남쪽 중산간지대의 신석기시대 후기, 후·만기의 생활상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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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천
학술탐사

‘서중천(西中川)’
과 그 주변의 지명
오창명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서중천(西中川)’은 성널오롬[城板岳] 서북쪽에서 발원하여, 성널오롬 북쪽과 동쪽,
동물오롬[東水岳] 북쪽과 동쪽, 거린오롬 북쪽과 동쪽을 거치고, 한남리 동쪽과 남원2리
동쪽을 거쳐서 남원1리 동쪽 바닷가로 흘러가는 내를 이른다.
이 내는 물론, 이 내 주변에는 여러 지명이 있다. 이 내의 본디 이름은 물론‘서중천’
이라 불리게 된 이유, 그리고 그 주변의 지명과 의미 등에 대해서 살펴보자.

1. 서중천(西中川)의 옛 이름과 어원
조선시대에는 지금 성산읍, 표선면, 남원읍, 그리고 서귀포시 중앙부와 동쪽 동 지역
일부를 아울러서 정의현(㫌義縣)이라 했다. 이 정의현 지역은 행정 편의상 3개 면 지역,
곧 좌면(左面)과 중면(中面), 우면(右面) 등으로 나눈 적이 있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정의현 중면(中面) 지역을 다시 동중면(東中面)과 서중면(西中面)
으로 나누게 되었다. 당시 정의현 서중면(西中面)을 관통하는 큰 내가 바로 이 내(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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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천)라서, 일제강점기부터 서중면을 관통하는 내라는 데서 서중천(西中川)이라 한 뒤
에 오늘날까지 서중천이라 하고 있다.
현재 확인되는 고문헌과 고지도를 살펴보면, 당시 정의현 지역이 3개 면에서 4개 면으
로 나뉘게 된 때는 19세기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헌종 7년(1841) 윤3월에 강릉부사(江陵府使)로 이배(移拜)되었다가 제주방어사(濟州防
禦使)로 도임했던 이원조(李源祚)가 남긴『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
을 보면, 당시 정의현
에는 좌면(左面)과 중면(中面), 우면(右面) 등 3개 면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1872년에 작성된「제주삼읍전도(濟州三邑全圖)」
와「정의군지도(旌義郡地圖)」
지
도를 보면, 당시 정의군(旌義郡)에 좌면(左面), 동중면(東中面), 서중면(西中面), 우면(右
面) 등 4개 면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1872년 이전에 정의현(㫌義縣)이 정
의군(旌義郡)으로 바뀌고, 3개 면이 4개 면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정의군지도』
(1872)에서 확인되는 정의군‘서중면(西中面)’

1872년「정의군지도(旌義郡地圖)」
를 보면, 당시 산장(山場) 지역에서 흘러내려 서옷귀[西
衣貴: 지금 남원읍 남원2리 서의동]와 한남리, 동옷귀[東衣貴: 지금 남원읍 의귀리]를 지나
서 바다로 흘러가는 내를 그려놓았는데, 이 내의 일부가 오늘날의 서중천(西中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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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인 1911년에 작성된『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
를 보면, 당시 정의군(旌
義郡) 동중면(東中面)에 기록된 내는 토산리를 흘러내리는‘松乙川/솔 ’
와 가시리를 흘
러내리는‘寶美川/보미솟 ’
등 2개밖에 확인되지 않는다. 1918년에 만들어진『조선오만
분일지형도(朝鮮五萬分一地形圖)』
에서도‘서중천(西中川)’
이 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18세기 이전의 고문헌을 보면, 서중천(西中川)의 옛 이름을 다음과 같이 다양하
게 표기해 놓았다. 표기상으로만 보면 이름이 다양했던 듯이 보이지만, 실제 이름은 하나
이고, 그 실제 이름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리가 변하게 되고, 변한 소리를 나름대로 한
자를 빌어서 표기하는 과정에서 여러 표기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표기들을 지명
의 한자차용표기라고도 하고, 지명의 이두표기라고도 한다.
火等枝川(화등지천) : 火等枝川【在縣西三十里】/브등짓내는 정의현성에서 서쪽 30리쯤에 있다.
<
『新增東國輿地勝覽』
(1530) 권39, 㫌義, 山川>
火等川(화등천) : 火等川
【西距三十五里】
/브등짓내는 정의현성에서 서쪽 35리쯤에 있다. <
『濟州
邑誌』
(18세기 말), 㫌義, 山川>
不等之川(부등지천) : 不等之川
【在縣西二十五里】
/브등짓내는 정의현성에서 서쪽 25리쯤에 있다.
<李元鎭『耽羅志』
(1653) 㫌義, 山川>
不等川(부등천) : 不等川
【西三十里】
/브등짓내는 정의현성에서 서쪽 30리쯤에 있다. <
『大東地志』
(1864) 권12, 㫌義, 山川>

이상의 네 표기, 곧 火等枝川(화등지천), 火等川(화등천), 不等之川(부등지천), 不等川
(부등천) 등을 해독(解讀)하여 설명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火等川(화등천) 브등짓내>부등갯내【하천】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를
흐르는 내인‘부등갯개’
의 한자차용표기 가운데 하나. 현대 지형도에는‘서중천(西中川)’
으로 표기되어 있음. 火等川
〔西距三十五里〕<
『濟州邑誌』
(18세기 말), 㫌義, 山川>. ⇒ 火
等枝川(화등지천). 不等之川(부등지천). 不等川(부등천).
火等枝川(화등지천) 브등짓내>부등갯내【하천】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
리를 흐르는 내인‘부등갯개’
의 한자차용표기 가운데 하나. 현대 지형도에는‘서중천(西
中川)’
으로 표기되어 있음. 火等枝川
〔在縣西三十里〕<
『新增東國輿地勝覽』
(1530) 권39,
㫌義, 山川>. ⇒ 火等川(화등천). 不等之川(부등지천). 不等川(부등천).
不等之川(부등지천 브등짓내>부등갯내【하천】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

서중천과 그 주변의 지명

215

리를 흐르는 내인‘부등갯개’
의 한자차용표기 가운데 하나. 현대 지형도에는‘서중천(西
中川)’
으로 표기되어 있음. 不等之川
〔在縣西二十五里〕<李元鎭『耽羅志』
(1653) 㫌義, 山
川>. ⇒ 火等枝川(화등지천). 火等川(화등천). 不等川(부등천).
不等川(부등천) 브등짓내>부등갯내【하천】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를
흐르는 내인‘부등갯개’
의 한자차용표기 가운데 하나. 현대 지형도에는‘서중천(西中川)’
으로 표기되어 있음. 不等川
〔西三十里〕<
『大東地志』
(1864) 권12, 㫌義, 山川>. ⇒ 火等枝
川(화등지천). 火等川(화등천). 不等之川(부등지천).

『新增東國輿地勝覽』
(1530) 권39, 㫌義, 山川

李元鎭『耽羅志』
(1653) 㫌義, 山川

『濟州邑誌』
(18세기 말), 㫌義, 山川

『大東地志』
(1864) 권12, 㫌義, 山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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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이전의 제주 고지도를 보면, 다음과 같은 또 다른 한자차용표기들을 확인할 수
있다.
火ホ川(화등천) <
「탐라지도」
(1709)>. <
「제주삼읍도총지도(18세기 중반)」
>
寺梁川(사량천) <
「탐라지도」
(1709)>. <
「제주삼읍도총지도(18세기 중반)」
>.
<
「탐라대총지도」
(19세기)>
松木堂川(송목당천) <
「한라장촉(1702)」
>

火ホ川(화등천) : 火ホ川(화등천)은 조선시대에 火ホ村(화등촌) 옆을 지나는 내를 표기한
것이다. 火ホ村(화등촌)은 오늘날 남원읍 한남리(漢南里)의 옛 이름‘브등짓 을>부등짓모
을’
(오늘날은 부등개로 전하고 있음.)의 한자차용표기이고, 화등천(火ホ川)은 이 마을 옆
을 지나는‘브등짓내>부등짓내’
의 한자차용표기이다. 18세기 중반의 고지도에서 확인되
고 있으니, 적어도 18세기까지는‘브등짓내>부등짓내’정도로 불렀다고 할 수 있다.1
寺梁川(사량천) : 寺梁川(사량천)은 고지도에 火ホ川(화등천) 서쪽에 표기되어 있으나,
山馬場(산마장)은 지나는 내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 오늘날 서중천의 중상류를 흐르는 내
인‘절돗내’
를 표기한 것이다. 곧 寺梁川(사량천)은‘절돗내’
의 한자차용표기이다. 그러
므로 오늘날 서중천의 상류 지역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고지도에 표기하는 과정
에서 잘못된 위치에 표기했다고 할 수 있다.
松木堂川(송목당천) : 松木堂川(송목당천)은 고지도에 衣貴川(의귀천)의 상류니, 寺梁川
(사량천) 서쪽에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山馬場(산마장) 안을 흐르는 내로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고지도에 표기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위치에 표기했다고 할 수 있다. 松木堂
川(송목당천)은‘소남당내’또는‘소낭당내’
의 한자차용표기이다.

1) 17세기 말의「탐라도」
(가칭)를 보면, 水望村(수망촌) 바로 서쪽에 夫ホ川村(부등천촌)으로 표기된 마을이 있
다. 이 夫ホ川村(부등천촌)은 오늘날 남원읍 한남리를 이른다. 夫ホ川村(부등천촌)은‘브등짓내 을’
의 한자차용
표기이다. 夫ホ川(부등천)은 고지도에서 확인되는 火ホ川(화등천)(<
「탐라지도」
(1709)>. 「제주삼읍도총지도(18세
<
기 중반)」
>)과 고문헌에서 확인되는 火等枝川(화등지천), 不等之川(부등지천)에 대응하는 표기이다. 그러므로 한
남리의 옛 이름은‘부등짓내>부등짓내’정도로 부르다가,‘브등개>부등개’
로 소리가 바뀌어 오늘에 전해지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서중천과 그 주변의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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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삼읍도총지도」
(18세기 중반)에서 확인되는 火ホ川(화등천), 寺梁川(사량천)

『탐라순력도』
의「산장구마」
(1702)에서 확인되는 松木堂川(송목당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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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중천(西中川)의 별칭
서중천(西中川)은 성널오롬[城板岳] 서북쪽에서 발원하여, 성널오롬 북쪽과 동쪽, 동물
오롬[東水岳] 북쪽과 동쪽, 거린오롬 북쪽과 동쪽을 거치고, 한남리 동쪽과 남원2리 동쪽
을 거쳐서 남원1리 동쪽 바닷가로 흘러가는 내를 이른다. 그러므로 이 내가 지나는 마을
에서는 이 내 부분부분을 별도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많다.
지역에 따라서‘절돗내, 한내, 섯내, 소남당내’등으로 부른다.
• 절돗내〔-똔-〕: 서귀포시 한남리 산간의‘절도〔-또〕’와‘절도〔-또〕’일대를 흐르는 내라는
데서‘절돗내’
라 불렀음. 이 주변에 있는 묘비에는 한자차용표기로 絶道川(절도천) 또는 寺道川(사
도천) 등으로 표기되어 있음. 18세기 중반에 그려진「제주삼읍도총지도」
에서 寺梁川(사량천)으로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19세기에 그렸을 것으로 추정되는「탐라대총지도(耽羅大總地圖)」
를
보면, 多羅非(다라비: 따라비오롬)와 亇欣旨(마흔지: 마흔이 르)로 표기된 곳 서쪽에 寺道川(사도
천)으로 표기된 내가 있고, 그 서쪽에 松木堂(송목당)으로 표기된 내가 있음. 寺梁川(사량천)과 寺
道川(사도천)은 모두‘절돗내’
의 한자차용표기이고, 松木堂(송목당)은‘소남당내’
를 불완전하게
표기한 한자차용표기임.‘절돗내’
라는 이름은 요즘 마소를 기르면서 이곳을 드나들었던 고로(古
老)들에게서나 들을 수 있고, 젊은 층 이하에서는 거의 들을 수 없음.

• 한내 : 서귀포시 남원2리와 한남리 등에서 한남리와 남원2리 동쪽으로 흘러 내리는 내를 일컫
는 말임.‘큰 내’
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고유어가‘한 내’
인데, 이제는 고유명사로 굳어져서‘한내’
라 하고 있음. 이‘한내’
를 건너지르는‘도(내나 밭 따위의 가에 사람이 드나들 수 있게 만들거나,
그렇게 된 어귀를 일컫는 제줏말)’
를‘한냇도’
라 함.

• 섯내〔선-〕(西-) : 태흥1리 진은동 등에서 서중천의 하류 일대의 내를 일컫는 말임. 마을 또는
동네 서쪽을 흘러 내리는 내라는 데서 붙인 것임.

• 소남당내 : 한남리를 흘러 내리는 서중천의 상류를 일컫는 말임. 요즘은 극히 일부의 고로(古
老)들에게서나 들을 수 있을 뿐, 젊은 층 이하에서는 들을 수 없음. 그러나 조선시대에도‘소남당
내’
라 불렀다는 증거를『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탐라순력도』
의「산장
구마(山場駈馬)」
를 자세히 살펴보면, 성널오롬
〔城板岳〕위쪽(지도 방위상으로는 아래쪽)에‘소남’
을 한자로 쓴‘松木(송목)’
이 표기되어 있음. 성널오롬
〔城板岳〕바로 아래쪽(지도방위상으로는 북
쪽)으로 내가 지나고 있는데,‘소남당내’
를 한자로 쓴 松木堂川(송목당천)이 표기되어 있음. 또한
19세기에 그렸을 것으로 추정되는「탐라대총지도(耽羅大總地圖)」
를 보면, 多羅非(다라비: 따라비
오롬)와 亇欣旨(마흔지: 마흔이 르)로 표기된 곳 서쪽에 寺道川(사도천)으로 표기된 내가 있고, 그
서쪽에 松木堂(송목당)으로 표기된 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서중천과 그 주변의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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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서중천(西中川)’을 끼고 형성된 마을 이름
3.1 태흥1리
서중천의 하류 동쪽에 형성되어 있는 행정마을은 태흥1리이다. 태흥1리의 맨 서쪽,
서중천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동네는 진은동(陳隱洞)이다.
태흥리는 조선시대까지‘펄개
〔-깨〕
’일대에 형성된 마을이라는 데서 伐浦里(벌포리)라
하다가, 조선 후기와 일제강점기 초반에 保閑里(보한리)로 바꾸어 불렀다. 그러다가 1914
년 행정마을 통폐합 때 太興里(태흥리)로 바꾸어 불렀다.

3.2 남원1리, 남원2리
남원1리는 서중천의 하류 서쪽에 형성되어 있는, 한 행정마을이다. 남원1리의 맨 동쪽,
서중천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동네는 비안동(飛雁洞)이다.
남원2리는 서중천의 중류 서쪽에 형성되어 있는, 한 행정마을이다.

3.3 한남리, 의귀리
한남리는 서중천의 중류 서쪽에 형성되어 있는, 한 행정마을이다.
의귀리는 서중천의 중류 동쪽에 형성되어 있는, 한 행정마을이다.

3.4 신례리
서중천의 원류와 상류 일부는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산간에 있다.

4.‘서중천(西中川)’에 있는 소지명
• 고남물>고나물 : 한남리 사무소 북쪽의 내창(서중천)에 있음. 이 고나물 가까이에 세
워진 다리를‘고나물교’
라 하고 있음.
〔-또〕: 한남리 산간의‘머체왓숲길’
에 걸쳐 있는 서중천의 한 지명임. 한남리 산
• 물도
71번지 임야 안에 있는데, 머체오롬 꼭대기 동남쪽, 머체왓동네 동북쪽의 서중천에 있는
도 이름.‘도’
는‘드나드는 목’
을 뜻하는 제주방언으로, 서중천에 형성되어 있는 도임. 이
도 아래쪽 내에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이 도를‘물도’
라고 했다. 실제 발음은〔물또〕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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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되지만 글자로 쓸 때는‘물도’
로 씀. 이 주변에 있는 묘비에는‘馬體岳前물도西邊’
으로 표기되어 있는데,‘머체오롬 앞 물도 서쪽’
을 뜻하는 말임.
은
• 바령소>바령수 : 한남리 마을회관 동쪽 내창(서중천)에 있는 소(沼) 이름.‘바령’
거친 밭에 마소를 가두어 똥과 오줌을 누고 밟게 하여 기름지게 만든 곳을 이르는 제주
방언임. 이 일대의 바위가 울룩불룩 솟거나 패서, 마치‘바령팟’
과 같은 데 형성된 소라는
데서 붙인 이름임. 민간에서는 소리가 변하여‘바령수’
라고도 함.
는 진드기가 성장
• 부구리궤 : 한남리 북쪽 서중천 가에 있는 궤(바위굴) 이름.‘부구리’
한 벌레를 이르는 제주방언으로, 이 궤의 형태가 부구리와 같다는 데서 붙인 것임. 한남리
상엿집 아래쪽의 서중천 가에 있음.

부구리궤

〔--또〕: 한남리 마을회관 동북쪽을 흐르는 서중천에 있는‘도’이름.‘도’
는
• 쉐물도
나들목이나 어귀를 이르는 제주방언임.‘쉐물’
(소에게 먹이는 물) 가까이에 있는 도라는
데서 붙인 것임.
• 어위창·어우창 : 한남리 북쪽에 있는 거린오롬 아래쪽의 서중천에 있는 지명임.‘어위’
는 가파르게 형성되어 있는 벼랑을 이르는 제주방언임. 사람에 따라서는‘어위’
를‘어우’
라
고도 함.

서중천과 그 주변의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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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위창물·어우창물 : 한남리 북쪽에 있는 거린오롬 아래쪽의 서중천에 있는 물 이름임
• 용소(龍沼)>용수 : 한남리 북쪽을 흐르는 서중천에 있는 소(沼) 이름. 서중천 탐방로를
걷다보면 볼 수 있음.‘용’
이 살았던‘소’
라는 데서 붙인 것이라고 함. 오늘날은‘용수’
로
많이 전해짐.
〔-또〕: 한남리 북쪽을 흐르는 서중천에 있는‘도’이름. '도'는 사람이 드나드는
• 절도
길목이나 어귀를 뜻하는 제주방언임. 가까이에 절이 있었다는 데서‘절도’
라 부른 것임.
그 가까이에 있는 밭을‘절도뒌밧’
이라 부름. 서중천 탐방로를 걷다보면 볼 수 있음.
• 제한잇곱지궤 : 한남리 북쪽을 흐르는 서중천 가에 있는 바위굴을 이르는 이름. 이 일
대의 지명이 제한이곱지이기 때문에 제한잇곱지궤라 한 것임.‘궤’
는 깊지 않은 바위굴을
이른 제주방언임. 서중천 탐방로를 걷다보면 볼 수 있음.
• 족젱이소>족젱이수 : 한남리 사무소 바로 동쪽 내창(서중천)에 있는 소 이름. 민간에
서는 소리가 변하여‘족젱이수’
라고도 함.
• 진은소>진은수 : 남원1리 동쪽, 서중천에 있는 소(沼) 이름. 길게 형성되어 있는 소라
는 데서‘진소’
라고도 하고, 진은소라고도 했음.
• 청소>청수 : 한남리 사무소 북쪽을 흐르는 서중천에 있는 소(沼) 이름. 맑고 깨끗한 소
라는 데서 붙였다고 함.
〔-내또/-낻또〕: 남원2리 동쪽, 서중천 일대의 어귀를 이르는 지명.‘한내’
에
• 한냇도
있는‘도’
라는 데서 붙인 것임.
• 올리튼물 : 한남리 산간 서중천에 있는 물 이름. 한남리 산72번지 임야 안에 있음.‘올
리’
는‘오리’
의 제주방언이고,‘튼’
은‘뜬’
의 제주방언임. 곧 올리(오리)가 튼(뜬) 물이라
는 데서 붙인 것임. 오리가 자주 물에 떠서 노는 물이라는 데서 붙인 것임.
〔--빋또〕: 한남리 산간 서중천에 있는‘도’이름.‘도’
는‘드나드는 목’
을
• 연제빗도
뜻하는 제주방언임.‘연제비’
의 뜻은 확실하지 않음. 국가태풍센터 서북쪽, 머체왓숲길
출발지 동쪽 서중천 가 일대임. 한남리 산 73-5번지 임야에 있음. 지금 서중2교로 명명된
다리 위쪽 일대임.

5.‘서중천(西中川)’주변에 있는 소지명
〔-또--〕: 한남리 산간을 흐르는‘서중천’가까이에 있는 밭 이름. 예전에
• 절도뒌밧
‘절도’
가 되어 버린 밭이라는 데서 붙인 제주 지명이다.‘절도된밭’
으로 쓰는 것은 제주
어표기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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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엉머리[드렁머리]·들렁머리 : 서중천의 하류, 태흥1리 바닷가 일대에 있는 동산 이
름. 높게 들리어 있는 머리라는 데서 붙인 것이다.‘엉’
은 낭떠러지나 가파르게 형성된 곳
을 이르는 제주방언이다. 본 이름은‘들엉머리’
인데, 민간에서〔들렁머리〕
로 실현되고 있
어서,‘들렁머리’
로 쓰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풍수지리를 동원하여‘들용머리’
라 하고,
용(龍)과 관련시켜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드렁머리〕
• 들용머리 ⇒ 들엉머리
〔드렁머리〕
• 등용머리 ⇒ 들엉머리
• 제한잇곱지, 제한이곱지궤 : 한남리 산간, 서중천 가까이에 있는, 작은 동산을 이른다.
이 동산 아래쪽의 서중천 가에 있는‘궤’
(자그마하게 패 들어간 바위굴을 이르는 제주방
언)를‘제한이곱지궤’
라 부른다.
〔-또--〕: 한남리 산간, 서중천의 가까이에 있는 마루 이름이다. 지도에는
• 절돗 르
‘절돈마루’
로 표기되어 있으나, 제주방언은‘절돗 르
〔절똔 르〕
’
로 실현되고 있다.
• 거린오롬 : 한남리 산간에 있는 오롬 이름이다. 크고 작은 두 개의 오롬이 갈리어 있다
는 데서‘거린오롬’
으로 부르고, 큰 봉우리는‘큰거린오롬’
, 작은 봉우리는‘작은거린오
롬’
이라 부른다. 거린오롬을 한자차용표기로 쓸 때 巨人岳(거인악)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
데, 사람과 관련시켜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
• 큰거린오롬 ⇒ 거린오롬
• 족은거린오롬 ⇒ 거린오롬

머체왓숲길 어귀에서 바라본 거린오롬
서중천과 그 주변의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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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 소롱콧 : 한남리 머체왓숲길에 있는 숲 이름이다. 숲을 이르는 제주방언은‘곳’
소롱허게(자그마하면서 길죽하게) 형성되어 있는 숲이라는 데서‘소롱콧’
이라 부른다.
이곳에 숲길을 조성했는데, 이 숲길을‘소롱콧길’
이라 한다.
• 머체오롬 : 한남리 산간에 있는 오롬 이름. 넙거리오롬 동북쪽, 거린오롬 남서쪽에
있음.‘머체’
는 돌무더기를 이르는 제주방언으로, 돌무더기가 여럿 있는 오롬이라는 데서
‘머체오롬’
이라 부른 것이다.
을 잘못 부르는 것. 다음(DAUM) 지도에는‘머체오름’
• 마체악(馬體岳) :‘머체오롬’
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네이버(NAVER) 지도에는‘마체악’
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음. ⇒
머체오롬.
• 머체왓 : ① 한남리 산간의‘머체오롬’앞에 있는 밭 이름. ② 한남리 산간의‘머체
오롬’앞에 있는‘머체왓’
에 형성되었던 동네 이름.
을 잘못 부르는 것.
• 마체왓 :‘머체왓’
을 잘못 부르는 것.
• 마체전(馬體田) :‘머체왓’
• 머체왓골·머체왓동네·머쳇골 : 한남리 산간, 머체오롬 앞에 형성되어 있었던 옛
지명이자 동네 이름이었음. 제주4·3 이후에 폐동되었으나, 머체왓숲길을 조성하면서 그
터를 복원하여,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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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천
학술탐사

서중천 일대의 주요 금석문
백종진
제주문화원 사무국장

서중천 주변의 금석문(金石文)은 한남리 열녀정씨 정려비와 남원2리 선정비 비석군
그리고 의귀리 김만일 묘비를 소개한다.

Ⅰ. 열녀 정씨 정려비
조면암 / 24~31㎝×54㎝×7.2㎝ / 1834년(改建) / 한남리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로 431(한남리사무소)
고려 공민왕 23년(1374)에 일어난 목호(牧胡)의 난 때, 남편이 죽자 종신 수절한 열녀
정씨를 기려 세운 정려비(旌閭碑)를 1834년 3월 제주목사 한응호(韓應浩)가 고쳐 세운
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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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문
[전면]
烈女鄭氏之碑
高麗石谷里甫介之妻 哈赤之亂 其夫死 鄭年少
無子 有姿色 安撫使軍官 强欲娶之 鄭以死自誓
引刀欲自刎 竟不得娶 至老不嫁事
[후면]
牧使韓公
到處見聞 莫非其惠 重修古跡 且矜無后 特下後
粮 改造石碑
道光十四年三月 日
- 풀이 [전면]

사진 1. 열녀 정씨 정려비

열녀 정씨의 비
고려 때 석곡리(石谷里) 보개(甫介)의 처는 합적(哈赤)의 난에 그 남편이 죽었다.
정(鄭)씨는 젊고 자식이 없었으며 자태가 고왔다. 안무사 군관(安撫使軍官)이 억지로
아내로 맞이하려 하였다. 정씨가 죽기를 스스로 맹세하고 칼을 뽑아 스스로 목을 베려
하여 결국 아내로 맞이하지 못하고, (정씨가) 늙도록 시집가지 않은 사적.
[후면]
목사 한공(韓公)이 이곳에 이르러 보고 듣고는, 그럴만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
없었으니, 고적(古跡)을 중수하고, 또한 후손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특별히 후량
(後粮)을 내리시고, 석비를 고쳐 세웠네.
도광 14년(1834) 3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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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 속 열녀 정씨
① 旌義人職員石阿甫里介妻無命 年二十而嫁 居九年夫死 無子無父母奴隷 甘心窮餓 求
婚者衆 終不改節
● 풀이 : 정의(旌義) 사람 직원(職員) 석아보리개(石阿甫里介)의 아내 무명(無命)은
나이 20에 시집갔다가 9년 만에 남편이 죽고 자식도 없었으며, 부모와 노예도 없었
으나, 곤궁과 기아(飢餓)를 달게 여겼고, 청혼하는 자들도 많았으나 끝내 절조를 고치지
않았다 합니다(
『세종실록』세종10년(1428) 10월28일).
② 鄭氏 職員石那里甫介之妻 哈赤之亂 其夫死 鄭年少無子 有姿色 安撫使軍官 强欲娶
之 鄭以死自誓 引刀欲自刎 竟不得娶 至老不嫁 事聞旌閭
● 풀이 : 직원(職員) 석나리보개(石那里甫介)의 아내이다. 합적(哈赤)의 난에 그의
남편이 죽었는데, 정씨는 젊고 아들이 없고 자태가 고왔다. 안무사군관이 강제로 장가들
려 하니, 정씨가 죽기로 맹서하여 칼을 끌어 스스로 목을 찌르려 하므로 마침내 장가들
지 못하였으며, 늙도록 시집가지 않았다. 일이 알려져 정려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8, 전라도, 정의현, 열녀).
③ 鄭氏 職員石那里甫介之妻 哈赤之亂 其夫死 鄭年少無子 有姿色 安撫使軍官 强欲娶
之 鄭以死自誓 引刀欲自刎 竟不得娶 至老不嫁 事聞旌閭
● 풀이 : 직원(職員) 석나리보개(石那里甫介)의 아내이다. 합적(哈赤)의 난에 그의
남편이 죽었는데, 정씨는 젊고 아들이 없고 자태가 고왔다. 안무사군관이 강제로 장가
들려 하니, 정씨가 죽기로 맹서하여 칼을 끌어 스스로 목을 찌르려 하므로 마침내 장가
들지 못하였으며, 늙도록 시집가지 않았다. 일이 알려져 정려하였다(이원진『탐라지』
,
정의현, 열녀).
④ 鄭氏 旌義人 麗末 其夫死於哈赤之亂 而頗有姿色 安撫使軍官脅之 鄭氏引刀欲裁 矢
死不從 有旌楔 載邑誌
● 풀이 : 정씨는 정의사람이다. 고려 말에 그녀의 남편이 합적의 난에 죽었는데, 자못
자태가 아름다웠다. 안무사군관이 그녀를 협박하자, 정씨는 칼을 꺼내 죽기로 맹세하고
따르지 아니하였다. 정려문이 있으며, (그 사실이) 읍지에 실려 있다(김영락,『효열록』
,
열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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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烈女鄭氏 麗朝職員石邦里甫介妻 有姿色 其夫死於哈赤之亂 安撫使軍官 强欲䝱1 之
引刀欲裁 誓死不從
● 풀이 : 열녀정씨. 고려조 직원 석방리보개(石邦里甫)의 아내로 자태가 고왔다. 남편
이 합적의 난에 돌아갔는데, 안무사군관이 강제로 협박하니 칼로 자결하려 하면서 죽음
으로 맹세하여 따르지 않았다(이원조,『탐라지초본』
, 정의현, 인물).
⑥ 山南[今旌義]有貞女鄭氏 職員石邦里甫介之妻也 甫介死於哈赤之亂 鄭年少無子有姿
色 安撫使軍官見而悅之 鄭矢死不從 至欲引刀自刎 竟不得奪志 事聞旌閭
● 풀이 : 한라산 남쪽[지금의 정의(旌義)]에 정절의 여인 정(鄭)씨가 있었는데, 축
마 관리 석방리보개(石邦里甫介)의 아내이다. 석방리보개가 하치[哈赤] 난에 죽었는데
정씨는 나이가 어렸고 자식이 없었으며 미모가 뛰어났으므로 안무사군관이 보고 좋아
하였다. 정씨는 죽음을 맹세하고 따르지 않고 칼로 자살하려 하여 끝내 마음을 빼앗을
수 없었다. 이 일이 알려져 정려(旌閭)되었다(김석익,『탐라기년』갑인(1374). 공민왕)
23년).
⑦ 鄭氏 高麗恭愍王時人이니 職員石邦里甫介의 妻라 甫介는 哈赤의 亂에 死하고 鄭氏
는 年少無子하나 姿色이 有한지라 安撫使軍官 見而悅之어늘 鄭이 矢死不從하야 自刎하
랴함으로 奪志치 못하다 事聞旌閭
● 풀이 : 정씨는 고려 공민왕 때 사람이다. 직원 석방리보개의 아내이다. 보개는
합적의 난에 죽고 정씨는 나이는 젊고 자식은 없었는데 미모가 뛰어났다. 안무사군관이
보고 기뻐하며 따랐는데, 정씨가 죽음을 맹세하고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스스로 목을 베려
하여 뜻을 빼앗을 수 없었다. 사실이 알려져 정려되었다(담수계,『증보탐라지』
, 열녀).

3. 현황
비석은 현재 한남리사무소 화단에 세워져 있다. 비석의 전면과 후면에 새겨진 글씨의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단, 비석의 좌대(座臺)는 본래의 것이 아니라 다른 비석에 사용했
던 귀부(龜趺)를 사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1) 䝱 : 脅(으를 협)을 잘못 쓴 글자인 듯하다. 䝱은 재물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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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의
조선후기에 개건(改建) 되었지만 현존하는 제주도 내 충효열 관련 정려비 71기2 중
그 사적(事跡)과 관련하여 고려시대 말의 사적을 기록한 것으로 유일한 비이다.

Ⅱ. 헌마공신 김만일 묘

사진 2. 김만일 묘역

조면암 / 35.5㎝×90.5㎝×12㎝ / 1633년 경 / 의귀리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1773

1. 비문
[전면]
崇政大夫行知中樞府事兼五衛都摠府都摠管金公之墓

2) 홍기표,『조선시대 제주 정려비 실태조사와 자원화 방안』,제주특별자치도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센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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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1열 : 公…
3열 : …生二子大吉
4열 : …長者之風故( )( )皆( )宗之爲 國…
5열 : …陶朱公之子孫逾於郭(汾)…
6열 : …公位至從一崇政大夫…八十三而…備具葬于
(無)…
7열 : …酉(四)月十二(日)…
- 풀이 [전면]
숭정대부 행지중추부사 겸오위도총부도총관 김공지묘
[후면]

사진 3. 김만일 비

1열 : 공은…
3열 : …둘째 대길(大吉)을 낳았다.
4열 : …長者之風故( )( )皆( )宗之爲 國…
5열 : …도주공(陶朱公)의 자손이 (곽분양의 자손을) 뛰어넘다.
6열 : …공의 지위는 종1품 숭정대부에 이르렀다.…83세에 돌아가시니 (무)○○에 장
사지냈다.
7열 : (계)유년(1633) (4)월 12(일) …
※ 이제까지 김만일 묘비에 대한 비문 판독은 이뤄지지 않았었다. 비석 자체의 연대가
오래 되어 마멸이 심하다. 각자(刻字) 또한 새김이 깊지가 않다. 때문에 전면의 글씨조차
완전한 판독이 이뤄지지 못했었다. 금번 조사를 통해 다행히 전면 글씨를 문자로 남기게
되었다.
후면의 경우 모두 7열로 새겨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지면에서는 판독 가능한 글
자 중 문맥으로 이어지는 경우에 한해서 등재하였고, 부분적으로 낱자로 판독되는 글자
들은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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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만일
1550년(명종 5)~1632년(인조 10). 조선 선조 때의 헌마공신(獻馬功臣). 본관은 경주.
자는 중림(重臨). 현 남원읍 위귀리 출신이다. 그의 아들 대길(大吉)과 사손(嗣孫) 여(礪)
도 말 2백여 필을 헌납하자 목사 이괴(李襘)가 장계로 요청, 감목관직을 대대로 세습하
도록 하였다.
임진왜란으로 군마가 턱없이 부족할 때, 김만일이 조정에 바친 말은 말[言] 그대로‘천
군만마(千軍萬馬)’
였으리라. 그러기에 김만일을 하나같이‘일개 섬에 사는 한 백성’
에
불과하다하여 광해군이 실직인 지중추 오위도총관을 내리는 것에 대해 조정 대신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총관의 벼슬을 제수 받게 된다. 그의 손자에서부터 세습
된 감목관직은 1894년 갑오경장이 되어서야 비로소 없어지게 됐으니, 3백여 년 음사가
끊이지 않았다는 말은 허언(虛言)이 아니었다.

3. 문헌 속 김만일
① 金萬鎰本慶州人也 居旌義衣貴村 家貲鉅 僮僕數百 有馬千群 而彌滿山野 爲耽羅之
巨室 嘗憤慨國畜欠耗 宣祖朝獻馬五百頭 養牧于東西別牧場 朝廷以功賞知中樞五衛都摠
管加崇政階 孝宗戊午萬鎰子大吉及嗣孫礪 又獻馬二百餘頭 放于山場 於是朝廷以大吉爲山
馬監牧官階六品 特命其子孫世襲其職 自此蔭仕不絶 曰大鳴官至寶城郡守 大吉之兄也 曰
磻官至興德縣監 大吉之子也 磻子羽遷 肅宗癸巳任本島監賑備穀一百四十石補賑 加資副護
軍 羽遷子南獻碧沙察訪
● 풀이 : 김만일의 본관은 경주이다. 정의현 의귀촌(衣貴村)에 살았는데 집안 재물이
많아 하인이 수백 명이었고, 말이 3~4천 마리가 있어 산과 들에 널리 펴져 탐라의 세력
있는 가문이 되었다. 일찍이 나라에 가축이 모자란 것을 한탄하여 선조 임금 때에 5백
마리를 바치니 동서 별목장(別牧場)에서 기른 것이었다. 조정에서는 그 공로로 지중추
(知中樞) 오위도총관(五衛都摠管)의 벼슬(정2품)을 내리고 숭정대부의 품계를 더하였다.
이 내용이 실록에는 광해군 12년(1620) 9월조에 보인다.
효종 9년(1658)에 김만일의 아들 김대길과 큰 손자 김려가 또 산장(山場:현재의 녹산
장)에서 방목하던 2백여 마리를 바쳤다. 이때에 조정에서 김대길을 산마감목관으로 삼
고 6품의 관등을 내리고, 특별히 명령하여 그 자손으로 그 직분을 세습하게 하니 이로부
터 음사(蔭仕)가 끊이지 않았다. 김대명은 벼슬이 보성군수에 이르니 김대길의 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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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려는 벼슬이 흥덕현감에 이르니 김대길의 아들이다. 김려의 아들 김우천은 숙종 39
년(1713)에 본도의 감진(監賑)을 맡아 비축했던 곡식 1백 40석을 진휼하는데 도와, 이
에 부호군(副護軍)에 가자(加資) 되었고, 우천의 아들 김남헌은 벽사찰방에 가자되었다.
(김석익,「탐라인물고」
, 김만일)
② 金萬鎰旌義人 少時向濟州 踰漢拏山 有一馬號嘶隨之 遂牽還 其居一日不知所之 忽數
朔之後 率八十餘頭牝馬而還 逐年孕滋 不過三四年 乃至千頭 彌滿山野 而不能控制 於是
遂拔五百頭 獻于朝 卽山馬是也 國家特命其子孫世襲監牧官之職
● 풀이 : 김만일은 정의현(旌義縣) 사람이다. 젊었을 때 어느 날 제주성을 향하여
한라산을 넘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숲 속에서 수말 한 마리가 울면서 그를 따라오기
에, 만일은 그 말을 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 말이 하룻밤을 지내고서 어디론가
가버렸다. 그러던 몇 달 후 사라졌던 그 말이 암말 8십여 마리를 거느리고 돌아왔다.
그리고는 해마다 새끼를 낳았는데 3, 4년 사이에 1천 마리가 넘어 산야에 말들이 그득하
게 되었다. 산마(山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김석익,「파한록 상」
).
③ 金萬鎰 南元面衣貴里人이니 宣祖朝에 馬五百匹을 獻上하야 東西別牧場에 養牧하니
이 功으로 五衛都摠을 賞주다.
● 풀이 : 남원면 의귀(衣貴) 사람이니 선조 때에 말 5백여 필을 진상하여 동ㆍ서
별목장(別牧場)에 놓아길렀고 그 공로로 오위도총(五衛都摠)이 되었다(담수계,『증보탐
라지』
, 인물, 과환).

4. 현황과 의의
김만일 묘역은 2009년 7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65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으며 비는 조성 시기가 알려진 비석 중 최고(最古)이다.
김만일 묘비는 이끼가 두텁게 끼고 마멸이 심하여 앞면과 뒷면의 글씨에 대한 완전
한 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뒷면인 경우 글자가 모두 인멸(湮滅)된 것으로 알려
져 있었다. 하지만 금번 판독 결과 앞면에 새겨진 글씨 모두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뒷면에 남아있는 문장을 통해 춘추시대 부호 도주공(陶朱公)에 빗대어 지는 김만일의
재력, 종1품 숭종대부로서의 지위, 김만일의 몰년, 장사를 지낸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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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어사 황구하 선진활민비
조면암 / 33㎝×70㎝×12㎝ / 1716년 경 / 남원2리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2리 운주오름 동쪽 등산로 입구 도로변
조선 경종 때 별견어사 황구하의 백성 구휼을 기념하여 세운 비이다.

1. 비문
[전면]
(別遣御史) 黃公龜河 善賑活民碑
○○○○ ○○○○ 田畝(無)收 餓○○(望) 公奉聖旨
來賑島中 ○○○氓 ○○○(政) 徧活生灵 蕩糴死命 德洽
死生 沒世不忘
[후면]
----公龜河善賑碑
---- ---- 德及幽冥 難忘千秋
- 풀이 사진 4. 어사 황구하
선진활민비

[전면]
(별견어사) 황공구하 선진활민비
○○○○ ○○○○
밭에서는 거둬들일 것이 없어 굶주렸는데
공께서 임금님의 뜻을 받들어 섬에 들어와서 구휼해 주었으니
○○○氓 ○○○(政)

두루 살아있는 백성들을 살리시고, 죽어가는 목숨에서 환곡을 없애주었으니
덕은 죽은 이와 살아있는 이에게까지 미쳐,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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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공 구하 선진비
---- ---- 덕은 저승에까지 미쳐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겠네

2. 어사 황구하
1672년(현종 13)∼1728년(영조 4).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창원(昌原). 자는 성징
(聖徵). 1716년 별견어사(別遣御史)가 되어 입도하여 이속(移粟) 만여 석으로 백성을 구
제하였다. 굶어 죽은 해골 수천을 잘 묻고 임금이 특별히 하사한 제문(祭文)으로 제사
를 지냄으로써 아사자(餓死者)의 넋을 위로하였다. 또한, 기아 중에 있는 도민의 진대
(賑貸)와 제주유생의 전시직부(殿試直赴)를 주청하여 고처량(高處亮), 정창선(鄭敞選),
고만갑(高萬甲) 세 사람을 등제(登第)시키기도 했다. 진상품인 전복의 양을 3분의 2로
감해주도록 주청하여 실현시켰다. 당시 구휼을 기념하는 비가 이곳 외에 효돈촌과 성산읍
수산리에 남아있었는데, 효돈촌에 세워졌던 선진비(善賑碑)는 제주대학교박물관에 옮겨
져 보관 중이다.

3. 현황
비면의 파손이 심하다. 비문 전면의 ○는 완전히 마멸되어 확인할 수 없는 글자이다.
비면 글자의 흔적과 뒤에 이어진 문장의 흐름으로 추정하여 글자 수만큼 ○로 표기하였
다. 또한 ( ) 안의 글자는 글자의 윤곽으로 추정하여 기입한 것이다. 비문 후면은 전면
글씨의 마멸이 심해지자 후대에 이러한 사적을 아는 누군가가 다시 새긴 것으로 추정된
다.‘-’표시는 훼손된 글자 수만큼 추정하여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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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현감 위혁만 청덕선정비
조면암 / 37~39.5㎝×80㎝×15.5㎝ / 1718년 경 / 남원2리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2리 운주오름 동쪽 등산로 입구 도로변
조선 숙종 때 정의현감 위혁만의 선정을 기념하여 세운 비이다.

1. 비문
[전면]
縣監 魏赫(萬) 淸德善政碑
盡心奉公 惟國是務 政令明信 治理廉平 澤被魚獸 德洽
民生 公乎公乎 千載不忘
- 풀이 현감 위혁(만) 청덕 선정비
마음을 다하여 공무를 받들었으니, 오직 나라를 위해
힘쓰셨네
정령(政令)은 밝고도 믿음직스러웠고, 다스림은 청렴
하면서도 공평해서
은택은 물고기와 짐승에게까지 미쳤고, 덕은 백성들에

사진 5. 현감 위혁만
청덕선정비

게 두루 미쳤으니
공평하고도 공평하도다, 천 년 세월 잊혀지지 않겠네

2. 현감 위혁만
조선 숙종 때의 정의현감(旌義縣監)이다. 1716년(숙종 42) 3월 정의현감으로 도임하
고 1718년 4월에 떠났다. 1718년 수산방호소의 만호(萬戶)를 12년 만에 혁파하고 본래
대로 조방장(助防將)으로 환원시켰다. 이외 제주에서의 행적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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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황
비석은 1718년을 전후하여 세워진 것으로 여겨진다. 세워진 시기에 비해 비석은 양호
한 상태이다. 전면 액자(額字) 중 이름자의 萬자가 마련된 것 외에는 비면 글자 또한 상
태가 양호한 편이다.

Ⅴ. 현감 신상흠 휼민선정비
현무암 / 34.5~35㎝×74㎝×16㎝ / 2006(改建) / 남원2리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2리 운주오름 동쪽 등산로 입구 도로변
조선 헌종 때 정의현감 신상흠의 선정을 기념하여 세운 비를 2006년 후손들이 고쳐
세운 비이다.

1. 비문
[전면]
縣監 愼公 尙欽 恤民善政碑
公性仁厚 視民如子 尊聖愛士 辦穀賑窮
勸獎農桑 不煩徭役 居官三載 始終如一
咸豊元年 辛亥 西中面
- 풀이 현감 신공 상흠 휼민선정비
公性仁厚 視民如子 尊聖愛士 辦穀賑窮
勸獎農桑 不煩徭役 居官三載 始終如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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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현감 신상흠
휼민선정비

공의 성품은 어질고 후덕하여 백성들 보기를 자식처럼 하였네
聖人을 존숭하고 선비들을 사랑하고, 곡식을 갖추어 곤궁한 이를 구휼했네
農桑을 권장하고 요역을 번거롭게 하지 않았고
삼년 관직에 있는 동안 처음과 끝이 한결같았다네
함풍원년(1851) 신해 서중면

2. 현감 신상흠
1794년(정조 18)~1874년(고종 11). 조선후기의 문신. 본관은 거창. 자는 선여(善餘)
혹은 중지(仲志). 호는 두천(斗泉). 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출신이다. 1823년(순조 23)
문과 정시(庭試) 병과로 급제했다. 1839년(헌종 5) 8월 정의현감에 부임하고 1842년 3
월에 떠났다. 이후 1855년(철종 6) 대정현감에 도임하고 1857년 1월 지평 발령을 받고
떠났다. 1864년(고종 1) 한성부 우윤, 1871년(고종 8) 오위도총부부총관, 1872년(고종
9) 공조참판을 역임했다.

3. 문헌 속 신상흠
① 字는 仲志오 号는 斗泉이니 朝天村人이라 純祖朝에 文科로 官이 漢城右尹에 至하다.
● 풀이 : 자는 중지(仲志), 호는 두천(斗泉)이니 조천 사람이다. 순조 때 문과에 급제,
한성 우윤(漢城右尹)에 이르렀다(담수계,『증보탐라지』
, 인물, 과환).
② 愼參判尙欽 少有聾病 聾人恒多笑 公登第後 嘗入侍聞玉音 聽之不聰 惟左右視解頤
而已 上見其不聽 亦哂之 於是有司論啓以解天顔 特陞堂上 實異數也
金相左根之繼室 居昌愼先達女也 愼氏嘗恨家門之寂寞 向於其嗣炳冀曰 當今朝班中 其
無姓愼之通籍者乎 金公以公應之 夫人親自招待 許以甥妹之義 時金公秉銓 夫人力勸之擢
公爲漢城右尹 亦奇數也 金公每稱公呼以外叔云
● 풀이 : 참판 신상흠은 어려서부터 귀먹는 병이 있어 늘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았다.
공이 과거에 급제한 후 일찍이 대궐 안에 들어가 임금께 알현(謁見)하고 임금의 말을 들었
는데, 들으려고 해도 듣지 못하였다. 오직 좌우(左右)에서 껄껄 웃는 것을 당했을 뿐이다.
임금께서도 그가 듣지 못하는 것을 보고 빙그레 웃었다. 이때 관리가 논계(論啓)하여 임금
의 얼굴빛을 풀었다고 하여 특별히 당상으로 오르게 하였으니 실로 특별한 은혜였다.
서중천 일대의 주요 금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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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 김좌근(金左根)의 계실(繼室)은 거창 신선달(愼先達)의 딸이다. 신씨는 늘 가문의
적막함을 한스러워 하였는데, 그 아들 병기(炳冀)에게 말하기를,“지금 조정 관리 중에
다만 성이 신씨인 이는 없는가?”하였다. 김공이 신공으로 대답하니 부인이 친히 초대하
여 오빠와 누이의 사이를 허락하였다. 이때에 김공이 인사권을 잡고 있었으므로 부인이
힘써 권하여 그를 뽑아 한성우윤이 되게 하였으니 또한 기이한 운수이다. 김공은 매양
신공을 외삼촌이라고 칭했다(김석익,『파한록 하』
, 참판 신상흠).
③ 愼尙欽 字允若 本居昌人 純祖壬午登第 累超擢 官至漢城右尹 工曹參判 子栽全中進
士 栽芝哲宗朝武科 官至通津府使 才氣過人 大爲興宣王器重 栽祜哲宗朝文科 官至司憲持
平 歷典郡邑
신상흠의 자는 윤약(允若)이며 거창인이다. 순조 임오년(1822)에 등제(登第)하였고,
여려 차례 승진하고 뽑혀 한성좌윤(漢城左尹)과 공조참판을 지냈다. 아들 재전은 진사에
합격했고, 재지는 철종 때에 무과를 보아 벼슬이 통진부사에 이르렀다. 재주와 기개가
남보다 뛰어나 흥선대원군이 매우 아꼈다. 재호는 철종 때에 문과를 보아 벼슬이 사헌지
평에 이르렀고 여러 고을의 벼슬을 지냈다(김석익,『탐라인물고』
, 신상흠).

4. 현황
현재 세워져 있는 비는 2006년에 신상흠의 집안에서 세운 것이다. 원비는 남원읍 의
귀리 속칭‘원님거리’
에 파손되어 방치되어 있었다. 이것을 후손들이 알고 원비의 명문
(銘文)을 그대로 옮겨 세운 것이다.

사진 7. 남원2리 선정비 비석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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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중천
학술탐사

지속 가능한 힐링을 찾는
서중천 주변의 문화자원에 대하여
양종렬
제주교육박물관 기획부장

Ⅰ. 서 론
제주의 생태자원과 인문환경에 대한 발굴과 보전을 위한 것으로, 제주의 하천을 중
심으로 생물학적, 생태학적, 역사적, 문화적 자원을 파악하여 학술연구와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제주도내 4개 국·공립박물관1 에서는 2012년부터 제주도내 하천을 조사
하기 시작하였다. 2016년에는 제주에서 세 번째로 긴 하천인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를 중심에 둔‘서중천’
을 조사하게 되었다. 서중천은 한라산 성널오름(1,215.2m) 북서
쪽 흙붉은오름(1,391m)에서 발원하여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로 통행하는 제1횡단도로를

1) 국립제주박물관, 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제주교육박물관. 2012년 광령천,
2013년 중문천, 2014년 창고천, 2015년 연외천을 조사하였다.
지속 가능한 힐링을 찾는 서중천 주변의 문화자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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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서중천을 가로 지르는 동수교2 를 거친다. 거인오름(536m), 한남리, 남원리(남원2
리와 태흥리 사이 하천)를 지나 남원 바다에 이른다. 하천 길이는 발원지에서 바다에까
지 약 23㎞ 유로에 이른다.3 유역면적은 31.20㎢이다. 서중천의 위치는 남원읍 한남 산
2-1번지선이고, 종점위치는 남원읍 1076번지선 해안이다.4 이렇듯 서중천은 한남리
에 속하는 하천이 대부분이다. 서중천이라는 명칭은『대동여지도』
와『탐라지』
에는 부등
지천(不等之川),
『신증동국여지승람』
에는 화등지천(火等枝川)이라 했으며, 한남리의 옛
이름이 화등촌(火等村)이었는데, 이를 따서 하천의 이름이 유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후기에 정의군(旌義郡)에는 좌면(左面), 동중면(東中面의), 서중면(西中面), 우면
(右面)이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서중천은 여러 지명으로 불리우다가, 일제강점기 행정
구역 개편 때 지금의 남원읍을 서중면(西中面)을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하천 이름도 이
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중천 대부분이 남원읍 한남리를 남북으로 걸쳐 있고, 하
천의 물 흐름도 한라산에서 남쪽인 바다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서중천을 중심으로 하여
서중천과 관련 있는 자연생태, 문화, 역사적 사실들을 둘러보고 실체를 알아보고자 한다.

사진 1. 서중천

서중천은 흙붉은오름에서 발원하여 제1횡단도로의 동수교를 지나 동남쪽으로 흘러
바다에 이른다.
2) 동수교의 위치는 성판악 휴게소에서 서귀포 방향으로 1,000m 정도의 숲 터널(1.2㎞) 도착하기 전에 위치
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문화원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남원읍 역사문화지』
, 29쪽, 2008
4) 상 동『남원읍 역사문화지』
,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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샂사진 2. 제주삼읍전도, 1872 /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Ⅱ. 조사 목적
서귀포시 남원읍 서중천(흙붉은오름~성널오름~동수교~한남리~남원리)의 지질 및
식생의 특성은 하폭이 좁고, 하천 바닥은 투수성이 큰 현무암과 기암절벽으로 형성되어
있어 용암층 밑으로는 지하수가 흐르는 건천으로 구성되었다. 서중천에는 사시사철 숲
으로 울창하게 많은 여러 종류의 나무들로 덮여 있다. 침엽수인 소나무와 곰솔, 낙엽활
엽수인 서어나무, 졸참나무, 때죽나무 그리고 상록활엽수인 구실잣밤나무, 동백나무 등
의 수목들이 자라고 있다. 하층 식물로는 산수국, 백리향, 고란초, 고비 등 다양한 종들
이 분포한다.5 서중천에 흐르는 물과 암반들 사이에 고인 물, 봉천수들은 1970년대까지
만 하여도 식수용으로 사용하였다. 그 후 서중천 주변 중산간에는 목장들이 많이 들어섰
다. 서중천 하류인 남원 2리와 태흥리 사이의 계곡 주변들은 마을이 들어서있어, 중류와
상류의 울창한 숲보다는 일반 냇가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 서중천 하류에는 남원리 바닷
가와 접하는 경계에 남태교(橋)로 이어지는 해안도로가 개설 정비되어 있다. 도로를 따
라 도보로 제주도 일주를 하는 제주올레 4코스가 개설되어 올레꾼들을 맞이하고 있다.
서중천을 가로지르는 유적으로는 서중천 상류 부근에 한라산 둘레길과 서중천 중류 부
5) 다양한 식물상을 연구하기 위한 기관들이 서중천 주변인 한남리에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와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등이 있다. 최근 서중천 동쪽에 국가태풍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지속 가능한 힐링을 찾는 서중천 주변의 문화자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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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에 잣성이 있어 서중천을 동서로 횡단하고 있다. 서중천 한남리 마을에는 냇가(하천)
를 따라 마을에서 서중천 생태·문화 탐방로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서중천 상류지
역에는 머체왓숲길, 소롱콧길을 개설하여 목가적인 풍경과 울창한 산림으로 치유의 숲
길을 조성하였다. 이외에 머체왓숲길 근방(서성로 남쪽)에서는 매년 한라산 특산식물인
고사리를 널리 홍보하고 특산물로 판매를 위한 한라산 청정 고사리축제를 열리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라산둘레길, 머체왓숲길, 소롱콧길, 잣성, 생태·문화 탐방로, 올레
길 등을 답사하고 서중천을 한 번 더 찾아볼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데에 목적
을 두었다. 또한 이를 지속 가능한 생태문화관광으로 발전시켜 보고자 한다. 조사기간은
2016년 3월 ~ 12월에 현지답사와 문헌연구를 병행하였다. 이외에도 마을 주민 및 관계
자의 안내와 인터뷰를 통하여 보고서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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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한남교 주변의 서중천 모습

사진 4.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사진 5. 한라산 둘레길

사진 6. 국가태풍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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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사 내용
1. 한라산 청정 고사리축제
축제6 는 사전적 의미로 개인 또는 공동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결속력을 주는 사
건이나 시기를 기념하여 의식을 행하는 행위로 정의를 하고 있다. 제주도에서 고사리7
는 양력 4월 5일 청명을 넘어서 꺾기 시작한다. 제주에서 이시기에는 고사리 장마라고
하여 비(이슬비 같은 안개비)가 한동안(7~10일) 오거나 안개가 낀다. 그 후 물과 습기들
덕분에 들과 산에서 자라는 고사리들이 잘 자란다. 자연산이다.8 고사리 축제는 서귀포
시 남원읍 한남리 서성로 서중천 동쪽 주변 생태탐방로 광장 들판에서 고사리꺾기 및 다
양한 체험들을 치르는 행사이다. 제주도에서 행하는 축제의 수는 1월 1일 서귀포시 성
산읍 일출봉에서 새해 첫날 맞이하는‘성산일출제’
를 시작으로 11월 17일 ~ 20일 3일
간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 항구에서 치르는‘최남단 방어 축제’
을 끝으로 86개의 축제
가 있다.9 고사리축제도 제주도에서 행하는 축제 중의 하나로 양력 4월 끝자락 토요일과
일요일을 겹쳐서 2일간 이루어진다. 한라산청정고사리축제는 1995년 제주도에서 자라
는 고사리를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여 농민들의 경제소득에 보탬이 되고자 처음으로‘남
제주 고사리 축제’
로 시작하였다. 이때는 4월 중 주말에 하루를 택하여 간단하게 이루어
졌다. 장소는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연결된 도로 남조로 도로와 접한 물영아리오름10 주
변 광장에서 했다. 그 후 2007년부터 4월 중 주말 2일간을 남조로변 수망리 사거리 일
대 들판에서 행사가 이루어졌다. 2007년부터 행사 제목도『남제주고사리축제』
에서『한
라산 청정 고사리축제』
로 변경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광장은 풀밭으로 1,500여 평에 이
6) 축제를 의미하는‘festival’
은 성일(聖日)을 뜻하는‘festivalis’
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이다. 역사학자 뒤
르겜은‘사회적 통합을 위해 기능하는 일종의 종교적 형태’
라 하고, 프로이트는 축제를 공격성과 즉흥성,
디오니소스적인 부정과 인간 본능을 억압하는 것의 폐기, 해방을 위한 문화라 하였다. 네덜란드 역사학자
인 호이징가는『호모루덴스』
라는 책에서‘인간의 유희적 본성이 문화적으로 표현된 것’
이라 하였다. 미국
의 신학자 하비콕스는『바보제(祭)』
에서‘인간은 일상의 이성적 사고와 축제의 감성적 욕망 사이를 넘나들
면서 경험과 인식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고, 또 그를 통해서 문화의 발달을 가져올 수 있는 것’
이라 하였다
(http:terms,naver,com 사전에서).
7) 고사리는 양치식물 고사리과의 여러해살이 풀. 고사리나물은 봄에 피지 않은 것을 채취하여 삶고 말려서 나
물로 먹는 음식. 가을에는 핀 고사리를 채취하여 그대로 물에 비벼 비누로 사용하거나 한약제로 이뇨, 해열
제로 사용.
8) 하지만 요사이에는 고사리 값이 좋다고 하, 육지부의 고사리 보다 맛도 좋아, 인공적으로 밭에서 고사리를
재배하는 농가들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특히 식당에서 사용할 찬거리이다).
9) 축제 문화행사‘제주 놀멍 쉬멍’
사이트에서 참조
10) 남원읍 수망리 남조로변에 위치하며, 제주도의 소규모 화산체로 분화구(말발굽형)형태의 오름으로 정상에
는 화구호가 있다. 물영아리 오름에는 다양한 습지 동식물이 서식하여 2006년 10월 18일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이며 제주도에서는 첫 번째로 람사르습지로 지정 되었다.
지속 가능한 힐링을 찾는 서중천 주변의 문화자원에 대하여

243

르며 나무로 만든 단상이 남쪽에 있다. 축제는 이 단상에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장소이
다. 동산으로 남쪽 방향에는 한남리 마을, 남원읍 마을 등 바닷가를 볼 수 있는 고지의
평지이다(사진 제공 _ 남원읍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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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고사리축제 개막식(2015년)

사진 8. 고사리축제 개막식(2016년)

사진 9. 고사리축제 고사리 꺽기 체험

사진 10. 고사리축제 고사리판매 수익금 기탁

산진 11. 고사리축제 무대공연

사진 12. 고사리축제 풍물패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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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머체왓숲길
머체왓숲길의 명칭은 한남리 공동목장 일대에 조성된 머체인 돌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
는 넓은 들판, 즉 돌밭으로, 제주의 고어인 왓을 합성하여 머체왓11 으로 불리고 있다.
공동목장을 중심으로 서중천 중상류를 끼고 숲길을 조성하였다. 행정구역상 위치는 서
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2-1번지이다.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넘어가는 횡단도로인
5·16도로에서 동쪽방향으로 나 있는 서성로 또는 남원에서 제주시로 넘어가는 남조로
중간 수망리에서 서쪽으로 뻗은 서성로 중간 북쪽에 머체왓숲길이 조성되었다. 숲길의
도보코스 거리는 6.7㎞이다. 소요시간은 도보로 대략 2시간 30분 정도이다. 머체왓숲길
의 코스는 방문객지원센터를 시작하여 돌담쉼터, 느쟁이왓다리, 방애혹, 제밤낭 기원 쉼
터, 야생화길, 머체왓 전망대, 삼림욕치유쉼터, 머체왓 옛 집터, 서중천숲터널, 올리튼
물, 참꽃나무숲길이다. 이 숲길에는 1940년대까지만 하여도 화전민12 들이 농사를 지으
면서 살았던 곳이 있다.13 옛 올레길도 있고, 농사를 지었던 터(0.9㎞)도 있다, 이 곳에
서는 김씨, 문씨, 송씨, 현씨 등 다섯가구가 살면서 느쟁이(메밀), 보리, 조, 콩을 경작
하였다. 주로 느쟁이를 많이 재배하였고,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짐승들을 사냥하면서 거
주하였다. 아이들은 아랫마을에 있는 의귀초등학교에 다녔다. 이 마을의 집터 흔적들이
숲길 조성시 발견되어 집터 흔적을 따라 100cm 내외 높이 돌담으로 집 내부구조가 확
인되었다(3.8㎞). 화전민들이 살았던 옛 마을 집의 내부 구조를 칸칸으로 구분하여 나
무 팻말로 구들, 부엌(정지), 변소(도통시 크기 240×85×450cm), 굴묵, 우영팟, 화덕
(80cm×70cm) 등을 알려주고 있다. 이 마을로 들어가는 마을의 옛 올레도 복원하여 있
다. 올레의 길이는 200여 m로 폭은 2m내외 이다. 또한 마을 주변에 6개의 필지가 200
여 평씩 나누어 경작하였던 흔적이 있다. 머체왓숲길에는 삼나무, 야생화, 숲 터널에 여
러 종류의 나무들도 있고, 동산도 있다. 동산은 머체왓 전망대(2.8km)로 남쪽 방향으
로 남원읍 마을과 서귀포시내까지 보이는 곳이다. 동산에는 조그만 쉼터로 잡풀과 나무
11) 머체왓숲길 유래에 대하여 안내게시판에는 머체왓은 이 일대가 머체(돌)로 이루어진 밭(왓)이라는 데서 붙
여진 명칭이다. 머체(마체)오름(43m)은, 머체로 이루어진 오름 또는 지형이 말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서 붙
여진 오름이라는 말도 있다고 적혀 있다. 머체는 큰돌과 중간돌들이 모아놓은 것을 말하며, 머들은 머들은
잔돌들을 모아 놓은 것을 말한다.
12) 화전민은 산 또는 들판에 불을 놓아 들풀과 잡목을 태운 뒤 그 곳에서 땅을 개간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이
다. 일제강점기에 해안가에서 살지 못하여 산으로 올라가 몇몇 사람들이 모여 농사를 짓다가 1945년 해방
후 4·3소개령으로 바닷가 마을로 내려와 살면서 화전민들이 사라졌다. 지금은 고랭지 채소를 지으러 산
중으로 올라가 살기도 한다.
13) 머체왓숲길 안내소 옆에는 머체왓숲길 중간에 화전민들이 살았다는 시비가 2014년 12월 24일 세웠다는
내용이 있다. 즉 머체골이라 부르는 마을로 5~6가구가 목축업을 하면서 아이들은 학교를 다녔고, 4·3이
후에는 거주자가 없다는 내용으로 알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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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으로 무성하지는 않고 초지로 조성되어 있다. 머체왓숲길에는 여러 나무 중에도 편
백나무가 있는 숲길이 있다(3.4km).14 숲길은 2012년도 친환경공간 숲길 조성 사업으
로 행정자치부에서 8억원을 지원하여 4~6개월의 설계를 거쳐 2012년 12월 24일에 개
장하였다. 당일형 생태프로그램으로 마을해설사를 두었다. 치유의 숲으로 알려진 머체
왓숲길 방문객은 2013년 36,000여명, 2014년은 40,000명, 2015년 44,000명, 2016
년, 60,000만명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방문객 수도 차즘 증가하는 추세로 여겨지고 있다
(머체왓숲길안내센타자료, 고철희 증언).
한편, 지난 2016년 12월 31일과 2017년 1월 1일 2일간에 걸쳐 한남리 머체왓숲길 방
문객지원센터 일원에서 마을의 화합과 무사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건강 보따리 마을 한
남리 일출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한남리(이장 현태진)가 주최하고 머
체왓숲길 영농조합법인(대표 고철희)이 주관하였으며, 한남리 마을 주민들과 지역주민,
관광객 등이 참가하였다. 또한 제주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2017 생태관광 에코파티 사
업에『머체왓숲길을 통해 건강보따리 마을로 유명한 한남리』
가 선정되어, 오는 5월~10
월중에 관광객들을 머체왓숲길로 초대해 다양한 힐링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 13. 건강 보따리 마을 한남리 일출제

사진 14. 머체왓숲길과 소롱콧길의 이정표

사진 15. 머체왓숲길과 소롱콧길 입구

사진 16. 머체왓숲길 방문객 지원센터

14) 편백나무는 피톤치드가 분비되며 항균작용과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부는 진정효과가 있다(한남리머
체왓숲길 안내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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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7. 머체왓숲길 안내도

사진 18. 머체왓숲길 느쟁이왓다리

사진 19. 머체왓숲길 방애혹

사진 20. 머체왓숲길 서중천길

사진 21. 머체왓숲길 이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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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2. 머체왓숲길 잃어버린 마을의 돗통시

사진 23. 머체왓숲길 잃어버린 마을의 올레

사진 24. 참꽃나무

사진 25. 머체왓숲길 옛집터

그림 1. 머쳇골 집터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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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6. 머체왓숲길 전망대

사진 27. 머체왓숲길 전먕대에서 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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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8. 머체왓숲길 제밤낭 기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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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체왓 소롱콧길
소롱콧길은 머체왓숲길과 같은 머체왓숲길 방문 센터에서부터 시작점이 같다. 이 숲
길은 한남리 마을주민들이 머체왓 숲길을 걷다보니 여름철 같은 계절에는 목장지대를
지날 때 땡볕을 많이 받아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아 별도로 숲길을 조성하게 되었다. 이
길은 한남리에서 제주시로 가는 옛길, 예전에 벌목하러 다니던 길 등을 주 길로 조성되
었다. 소롱콧길의 명칭은 서중천과 소하천이 있는 지역으로 나무와 숲이 우거져 지형지
세가 용(龍)을 닮았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숲에 있는 삼나무, 소나무, 편백나무들은
1960~1970년대에 어린 나무를 식재하였던 곳이기도 하다. 소롱콧길은 2014년 가을에
개장을 하였고, 이 길 대부분 90%이상 숲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길이는 6.3km이며, 시
간으로는 2시간 20분이 걸린다. 코스는 서중천 제1내길을 사이에 두고 방문객지원센터,
방사탑 쉼터(방사탑 여러 개를 세웠다), 옛올레길, 머체왓움막 쉼터(돌담으로 방자모양
으로 돌을 쌓았다), 머체왓편백낭쉼터, 소롱콧옛길, 중잣성, 편백낭치유의숲(치유의 숲
으로 평상 3개 등이 놓여 있다), 오글레기도궤, 서중천 습지, 서중천 전망대, 서중천 숯
터널, 올리튼물, 면제비도, 숲유치원, 방문객지원터이다. 이 숲길에는 치유의 숲이 있
다. 하지만 이보다 더 넓은 치유의 숲을 서귀포시 서호동에 조성하였다. 제주도에는 숲
속 생태를 테마로 2016년 6월 26일 서귀포시 산록남로 2271번지인 산록도로에서 출발
하는 서귀포치유의 숲15 을 개장하였다. 서중천 치유의 숲은 서귀포 치유의 숲보다 규모
는 아주 작으나 많은 사람들이 찾고 또 찾고 싶은 곳이 될 것이다.

사진 29. 소롱콧길 방사탑

사진 30. 소롱콧길 삼나무림

15) 치유의 숲 정의는 산림청에 의하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산림의 다양한 환경요소
를 조선한 산림이다. 우리나라에는 경기도 가평군 잣향기 푸른숲, 경기도 양평군 산음치유의 숲 강원도횡성
군 청태산 치유의 숲,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치유의 숲, 충청북도 영동군 민주지산 치유의 숲, 전라북도 순창
군 용궐산 치유의 숲, 전라남도 장흥군 정남진 편백 치유의 숲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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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1. 소롱콧길 서중천습지

사진 32. 소롱콧길 움막 쉼터

사진 33. 소롱콧길 편백나무 치유숲 쉼터

사진 34. 소롱콧길 중잣성

사진 35. 서중천 전망대의 풍경(안개 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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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중천 생태·문화 탐방로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는 서중천의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하천 중간쯤에 있다. 한
남리 마을 남북으로 있는 서중천 하천 주변에는 여러 종류의 나무와 하폭이 좁은 하천
이 있다. 하천에서 기괴한 형상을 한 현무암 큰 돌과 기암절벽을 볼 수 있다. 수려하고
기기묘한 안석들이 있는 하천 주위를 따라 사람들이 걸을 수 있도록 바닥에 가마니 포장
과 나무 펜스를 쳤다. 생태·문화탐방로는 제주도에서 2012년 제주세계자연보존대회
(2012년 9월8일~9월9일)에 앞서 제주도내 각 마을을 선정하여 숲길 지원 사업으로 1
억원을 지원 받고 조성하였다. 길이는 남북으로 3.5km이다. 탐방로는 2011년 여름에
개장하였다. 생태·문화 탐방로 2012년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공모에 선정되어 2013
년부터 풍부한 생태계 자원을 이용한 건강 힐링을 위한 마을 사업 중의 하나로 마을에서
좋은 환경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시작은 한남리 마을 회관 앞 한남교에서 한다. 탐
방로는 상엿집 - 용수 - 제한이곱지궤 - 용암수로 - 새끼줄용암 - 용암제방 - 절도된
밭 - 절도 - 용암바위 - 전망대 코스 서성로에 종착점이다. 이 중 절도 지점은 고려시
대 목장내 절터로써 추정되는 곳이다. 지금도 그 주변에서는 기와편들이 수집되곤 한다.
이 탐방로는 서중천을 끼고 걸으면서 운동도 하고 자연자원을 만끽하는 숲길로 많은 사
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여야 한다.

사진 36. 서중천탐방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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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7. 상엿집

사진 38. 용수

사진 39. 절도 주변

사진 40. 절도 안내판

사진 41. 제한이곱지궤

사진 42. 새끼줄용암

사진 43. 용암제방

사진 44. 용암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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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라산둘레길
한라산 둘레길은 해발 600~800m 사이로 한라산 정상을 원점으로 한 바퀴 둘러볼 수
있도록 숲길을 조성한 것을 말하며, 건강 치유의 숲길 중 하나로 정착되고 있다. 한라산
둘레길은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이 병참로와 임도를 만든 것이 시작이다. 일본은 한라산
에 특산물인 표고버섯, 목재들을 탐하여 일본으로 운송하기 쉽게 도로를 건설하였다. 한
라산 둘레길은 이러한 병참로를 2010년부터 단장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동백길, 돌오
름길, 수악길, 사려니숲길, 청아숲길로 이어지는 도로의 길이가 총 80㎞이다. 한라산 둘
레길은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들을 분산시키는 일환으로도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다. 둘
레길을 탐방하는 탐방객들은 이 길을 걸으면서 자연적으로 산림의 호흡을 만끽할 수 있
으며, 또산 제주의 역사, 생태, 산림문화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어 계속하여 찾는 이들
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서중천 중류를 가로 지르는 한라산 둘레길은 수악길과 사려니숲
길이 교차하는 곳이다. 수악길은 서귀포시 돈내코 탐방로에서 시작하여 물오름, 보리오
름, 이승악, 사려니오름으로 이어진다. 길이는 총 16.7㎞이다. 사려니숲길은 사려니 입
구에서 출발해서 물찻오름을 지나 비자림로에 이르는 구간으로 중간에 붉은오름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다. 일부 국유림 구간은 평소에는 개방하지 않다가, 6월에 진행되는 사려
니숲길 축제 기간에는 개방하고 있다. 이 사려니 숲길은 중간에 서중천을 가로지르고 있
으며, 향후 서중천을 중심으로 한라산둘레길, 머체왓숲길 등과 연계하는 다양한 테마형
힐링 숲길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사진 46.
한라산둘레길 안내판

사진 45. 머체왓숲길을 통과하는 한라산둘레길
사려니오름 입구에서 머체왓숲을 지나 민오름을 거쳐 사려니숲길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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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7. 사려니숲길을 걷는 사람들

사진 48. 서중천을 횡단하는 사려니숲길

사진 49. 사려니숲길 인근 서종천

6. 제주 올레길16
도보로 제주 일주를 여행하는 올레길은 서중천 하류 바닷가 남태해안도로를 지나간다.
제주 올레길은 2007년 9월 제1코스(말미오름 ~ 섭지코스)를 시작으로 하여 마지막으로
2012년 9월 15일 제주올레 21코스(제주해녀박물관 ~ 성산읍 시흥초등학교)에 이르는
길을 운영하고 있다. 길이는 총 430㎞이다. 서중천 하류를 횡단하는 제주올레 제4코스
는 표선 당케포구 잔디광장에서 출발하여 남원 해안길을 따라 남원포구까지이다. 올레
16) 올레라는 말은 제주에서 쓰는 말로 도로(길)이며, 작은 골목길이다. 마을 큰길(신작로)에서 집으로 들어가
는 조그만 골목길이며 대개 폭 2~3m이며, 길이는 10m내외이다. 올레(길) 양옆 담의 높이는 어른 키 정도
(1~1.5m)로 집안 상방(대청마루)에서 집 밖의 사람들 왕래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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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는 총 23㎞이며 약 6~7시간 거리이다. 걸어서 여행하는 제주올레는 제주의 아름다
운 자연생태와 역사 유적을 답사할 수 있다. 서중천 하류 남태교를 지나는 제4코스 올레
에는 남태교에서 동쪽으로 500여m에 조선시대 통신수단인 벌포연대가 있다. 연대는 해
안가 동산에 돌을 사각형으로 쌓아 올려 만든다. 연대의 기능은 바다로 들어오는 외적을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햇불로 주변의 연대와 봉수대에 연락하는 시설이다. 크기는 높이
260㎝내외, 밑 길이 동서 610㎝내외, 밑 길이 남북 580㎝, 위 길이 550㎝이다. 제주를
찾는 여행객들 중에는 제주올레를 찾아 걷는 이들이 2007년 개장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0만 명이 넘고 있다. 단체, 가족, 친구, 소규모 모임, 개인들로 제주의 수려한 자연경
관을 걸으면서 사색하고, 내일을 위한 도약의 발판을 삼는 건강 힐링을 하는 코스로 자
리를 잡았다. 제주 올레길은 걸을 때 길을 찾을 수도록 길옆에 표시를 한다. 표시 방법으
로는 간세, 시작점 표지석, 리본, 화살표시, 우회 및 위험안내 스탠드, 나무화살표시, 플
레이트 등이 있다. 사단법인 제주올레 주최측에서는 올레길에서 올레꾼들을 위한‘올레
걷기축제’
와‘작은 음악회’등의 행사도 이루어지고 있다. 제4코스의 걷는 올레길 말고
서중천에는 한남리 머체왓숲길과 소롱콧길 내에는 진짜 마을 올레길이 복원하여 자리
잡고 있다. 본고에서는 숲속에 열어놓은 올레길이 서중천 하류 바닷가의 해안도로를 걷
는 것보다 더 좋은 치유의 올레길이 되리라 미루어 짐작해 본다.

사진 50. 올레길(서중천 하류 해안가)
사진 51. 벌포연대(올레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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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남리 역사유적 잣성
제주도에서의 말 사육은 역사적으로 볼 때 구석기시대 유적에서 말 이빨이 출토되는
것으로 미루어 아주 오래전부터 말 사육이 시작되었으리라 짐작이 간다. 역사시대에 들
어, 특히 고려시대에는 우리나라가 원나라의 지배하에 들어가 제주도를 말을 키우는 목
장지대로 활용하였다. 1276년(충렬왕 2)에 원나라가 몽골마 160필을 제주도 성산 수산
평에 방목하면서 목마장이 시작되었고, 목마장을 관리하는 탐라만호를 두었다. 원나라
의 말을 방목하면서 말의 수가 늘어나, 조선시대에 들어 마을의 농작물의 피해가 늘어나
자 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5C초 제주출신 고득종의 건의로 1429년(세종 11)
8월 중산간 지역에 잣성17의 축조가 시작되었다. 제주도18 전역의 중산간 목초지역을 10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10개의 소장(목장)을 설치하여 제주목 관리로 하여금 관리하
게 하였다. 제주목에는 1소장에서 6소장, 대정현에는 7, 8소장, 정의현에는 9, 10소장
이 있다. 서중천은 제9소장 중심부 지역에 있는 한남리 마을 중간 지역을 남북으로 지
나는 하천이다. 1709년(숙종 35) 9소장 위에 2개의 산마장19을 두었다. 한남리 마을 인
접 지역인 의귀리에서 조선시대 제일인 목축가이며 국마목장보다 넓은 목장을 운영하
였던 헌마공신 김만일(1550~1632)이 태어났다. 김만일은 암말 두 필을 수 백 필로 늘
려 국영목장보다 더 넓은 개인목장으로 번성시켰다. 옛 기록에 의하면 김만일은 수 만
필로 늘어난 말에서 1620년(광해군 12)에 500필, 1624년(인조 2)부터 5년간 양마 240
필을 국가에 바쳤다. 서중천 주변에 한남리 목장, 의귀리 목장이 드넓게 펼쳐져 있어 마
을에서 말들로부터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국영목장 10소장의 위, 아래에 돌
담(잣성)을 쌓았던 것이다. 잣성은 하단은 큰 돌을 이용하여 겹담으로 놓아 위로 올라갈
수록 작은 돌로 쌓았고, 겹담 사이로 작은 돌과 잔자갈로 간격을 매웠다. 한라산을 중심
으로 돌담을 쌓았으나 중간 중간에 한 줄로 쌓은 홑담이 있다. 이는 근방에서 적당한 돌
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듯하다. 하천이 있는 부분은 돌담을 대신하여 하천으로 잣성역
할을 하였다. 잣성을 쌓은 순서로는 하잣성, 상잣성, 중잣성 순으로 축조되었다. 첫 번
째 쌓아진 하잣성은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해안지역으로 말들이 농경지에 들어
17) 조선시대에 제주 지역의 중산간 지대에 만들어진 경계용 돌담이다. 제주도민들이 잣 또는 잣담이라 부르
는 잣성은 1970년대 제주도 지형도에 공식적으로 등장한 용어이다(강만익, 2001).『제주계록(濟州啓錄)』
에
는 장원(牆垣)으로 기록되어 있다. 돌을‘작지’또는 자갈이라고 하고, 돌을 성(城)같이 쌓으니 잣성이라 한
것으로 보인다.
18) 조선시대 지방제도로 1416년에는 제주도 한라산을 경계로 산북이 제주목이라 하여 목사가 두어지고, 산
남은 동서로 양분하여 동쪽에 정의현(旌義縣), 서쪽에 대정현(大靜縣)으로 구분되어 현감을 두어졌다.
19) 산마장은 제주목 조천읍과 정의현 남원읍, 표선면 등 한라산 중턱이상에 설치된 목장이다. 산장, 산둔장,
산목이라고도 한다(제주도,제주문화예술재단 2007,『제주마 학술조사보고서』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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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작물을 해치지 못하도록 15C 초반부터 해발150m~250m에 축조되었다. 상잣성은
한라산 밀림지역과 접하는 곳이다. 해발 450m~600m 일대의 말들이 한라산 삼림 지역
으로 들어갔다가 얼어 죽는 사고나, 벼랑에 떨어져 죽는 사고가 빈발하여, 말들을 잃어
버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18C 후반부터 축조되었다. 상잣성과 하잣성에는 사람과 말
이 출입할 수 있는 문을 설치했는데 이를 양(梁)20이라고 한다. 중잣성은 사람들이 농경
지활용을 많이 하기 위하여 고지대로 경작지를 넓이면서 상잣성과 하잣성 사이의 해발
350m~400m 일대에 19C 말부터 20C 초에 담을 쌓았지 않나 생각 한다. 이들 잣성들
은 대체로 두 줄로 쌓은 겹담 구조로 하단은 넓고, 위로 올라갈수록 폭이 얇다. 윗면은
편평하게 잔돌로 골랐다. 서중천 한남리 지역에는 하잣성과 상잣성 그리고 중잣성이 하
천을 가로 지으며, 홑담형의 돌담이 쌓아져 아직도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 보존이 시급
하다. 남아 있는 잣담의 역사성과 문화적 의미를 설명하면서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
었으면 한다. 서중천을 가로 지르는 잣성은 상, 중, 하잣성이 있다. 위치는 남원읍 역사
문화지에는‘상잣성의 위치는 해발 350m 내외 서중천 중류지역인 국립산림과학원 난대
아열대산림연구소 한남시험림 입구 주변에서 볼 수 있다’
라고 서술되었다. 하지만 현장
을 머체왓 숲길 영농조합 고철희 대표이사의 안내를 받아 답사를 하였다. 그 결과 고대
표 이야기로는 현재 상잣성이 소롱콧길 내에 있는 돌담으로‘상잣성은 중잣성이라 하여
표지판을 설치하였다’
고 하였다. 상잣성은 별도로 사려니 오름 뒤편인 줄로 알고 있다
고 하였다. 중잣성은 해발 220m내외 지역인 감귤가공공장 인근 한남남원목장 내에 50
여m가 남아 있어 잣성의 실체를 찾아볼 수 있다.21 국가태풍센터 절또모루 동쪽 부근의
소나무들과 뒤엉켜있는 숲속(덤불)에 있는 돌담으로 높이는 50cm~100cm로 외(홑)담
이다. 하잣성은 터만 확인할 수 있었다. 서중천 고내물교를 지나 과수원 근처 당밧에 돌
무더기들이 있었다. 1960년~70년 사이까지는 돌담인 잣성을 보았으나 1994년 녹차단
지를 만들면서 잣담이 헐어졌다고 하였다. 현재는 한남리 설록차 다원 근처 망동산(당밧
근방 과수원)에서 잣담으로 돌무더기들을 사용하였던 모습을 볼 수 있다.22 서중천의 상,
중,하잣담의 높이는 대개 0.5~1.5m이다. 외담으로 밭 구역 경계담과 비슷하여 구별하
기가 어렵다. 또한 잣담 중간 중간에 헐어져 있었다. 한남리가 남원읍 전체의 17.1%의
면적인 3,237ha로 거의 100만평 정도로 한남리 70여%가 임야인 초원과 산림으로 조성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인근 의귀리에는 조선시대 헌마공신 김만일이 태어난 곳도 있어
20)‘청또’
,‘정도’또는‘살치기문’
이라고도 한다. 마을 목장을 지나는 문으로 소나 말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처음에는 쇠파이프로 하다가 요사이에는 나무로 제작 설치하고 있다.
21) 고철희 대표는 중잣성은 아닐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22) http://hannam.invil.org/index.html?menuno=573624&lnb=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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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인지 목장을 운영하는 면적이 다른 지역 마을보다 훨씬 많다. 서중천을 중앙으로 동
쪽부분은 10만평, 서중천 서쪽 부분은 50만평 총 60만평을 목장 지대로 활용하고 있고,
많은 부락민들이 여기에 종사하고 있다. 서중천 주변의 한남리 지역에 있는 잣성의 보
수는 해마다 청명일이 지나고 날씨가 따뜻한 날에 주민들이 한데 모여서 방목장 잣담을
손질을 하였다. 앞으로 상잣성을 찾아 규명하고, 잣성을 복원하는 일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사진 52. 잣성과 말

사진 54. 하잣성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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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3. 양(梁)

사진 55. 하잣성 돌무더기

사진 56. 중잣성 흔적

사진 57. 중잣성

8. 생활문화 유적
1) 한남리 열녀(烈女) 보개(甫介)의 처 정(鄭)씨
열녀라는 단어의 의미는 사전적으로 남편을 위하여 정성을 기울여 살아가는 아내를 일
컫는 말이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유교사상으로 철두철미하게 무장된 도덕 교육이
우세하던 시대이다. 절개가 곧은 여자로, 여성 최고의 미덕으로 삼았다. 즉 여성은 특히
출가한 여자는 위난(危難)을 당하면 목숨으로 정조를 지켰거나, 또는 고난과 세월에 맞
서 수절하는 부녀자로 남편이 죽었을 때 따라 죽는 여성들도 있었다. 이렇듯 절개를 지
킨 여성들에게‘열녀’
라 하여 명단을 옛 문헌에 기록하여 길이 후손들에게 알리고 있다.
마을 또는 가문에서는 열녀를 알리기 위하여 열녀문23(또는 정려문)을 집 앞이나 마을 어
귀에 세웠다. 제주도에 있는 조선시대 열녀기록은 제주교육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효
24
열록』
에 의하면 27인이 기록 되었다. 효열록은 조선시대 1834년(순조34)에 총 6권이

만들어진 필사본이다. 이 기록에 의하면 열녀 정씨가 정의사람으로 한남리에 있다. 현
재 비석은 한남리 마을 서중천 한남교(橋) 근방 리사무소 앞 마당 북쪽 공간에 새로운 새
비석과 함께 단장하여 세워져 있다. 원래 비석 위치는 마을 비석거리에 있었다고 하였으
나, 2001년 제주교육박물관에서 기획전 준비를 하면서 필자가 조사할 때에는 남원과 한
남리 경계 북쪽 도로변에서 감귤나무 과수원으로 들어과 과수원 사이 경계 돌담 위에 방
치되어 있었다.
23) 열녀문은 과부의 수절(守節)을 기리거나 여인의 정절(貞節)을 기리기 위해 세우는 붉은 창살문을 말한다.
이를‘홍살문’
이라고도 한다.
24) 효열록은 1책 17장으로 이루어진 필사본으로 조선시대 1834년(순조34) 정월에 김영락(金英樂)이 한응호
(韓應浩) 겸방어사(兼防禦使)의 명을 받아 만들었다. 효열록은 필사본으로 총 6권이 만들어졌다. 6권은 주
향교, 귤림서원, 주향청, 영청, 대정향교, 정의향교에 배포되어 학동들에게 읽혀졌으며, 제주교육박물관에
소장된 필사본은 그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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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석 크기는 최대 너비 30.5㎝, 최대 높이 54㎝, 최대 두께 7㎝이며 조면암이다. 앞면
에는「烈女鄭氏之墓」
와「高麗石谷里甫介之妻哈赤之亂基夫死鄭年少無子有姿色按撫使軍
官强欲娶之鄭以死自誓引刀欲自刎竟不得娶至老不嫁事」. 뒷면에는「牧使韓公到處見聞
重修古跡莫非其惠具矜無后待不後根改造石碑 道光一四年三月日」
국역 - 열녀 정씨 묘에 세워졌던 비석으로 묘의 위치는 알 수 없다. 단지 비석의 내용
25
으로 석곡리 보개의 처로‘합적의 난’
에 남편을 여의었다. 보개의 몸매가 고와 안무사

나 군관이 강제로 욕을 보이려고 하자, 보개는 스스로 칼을 들어 자결을 하려고 하였으
나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보개는 그 후로 집
안에서 재취를 권하였으나 70세까지 홀로 지내다가
돌아 가셨다. 태종 13년 안무사 윤림(尹臨)이 임금
에게 아뢰어 1413년(태종 13) 정표를 받아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비석은 1834년 3월에 한응호 목사가
건립하였다. 이 기록은 읍지26에 실려 있다. 이 기록
으로 추론한다면 제주도에서도 고려시대부터 평민들
도 성씨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내용은 고
려 말에서 조선초에 이르는 부녀자의 정조에 관한 이
야기 이지만, 현 시대에서의 상황과는 많이 바뀌어
져 있으나, 마을에서는 대대적으로 옛 제주여인의 고
고한 행실로 여겨, 현재 자라나는 청소년의 귀감으로
효행을 기리는 행사의 일부로 뒤따랐으면 한다.

사진 58. 열녀비

2) 망동산 본향 당밧당(당밭 굿놀이)
본향당은 가정의 평안과 질병, 복을 기원하고,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비는 장소이다.
신체(신목)은 팽나무이며, 서중천 하잣성의 녹차밭 부근에 있다. 서중천에서 가까운 곳
에 보호수로 지정된 팽나무 여러 그루가 있다. 본향당 무당은 전에는 지역 사람이었으나
현재는 외부에서 데려다 모신다고 한다. 제일은 음력 2월 12일이다. 부녀자들인 여자만
이 출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남자 중에는 모임의 장으로 활동중인 이장, 청년회장 등
소수가 참여한다고 한다. 한남리 당밧의 제물은 닭을 사용한다. 나머지는 집에서 사용하
25) 합적의 난은 원나라 목자(牧子)인 합적이 발호하여 관리하매 6년 후 8월에 와이 도통사인 최영을 보내어
난을 평정함. 고려 공민왕 23년 갑인년 1374년(동국통감 권 49, 고려기)
26) 동국여지승람, 속수삼강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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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물을 같이 올려 놓는다. 제단에 들어가는 문은 돌담을 양쪽으로 한 줄로 쌓아 올렸
다. 높이는 100cm내외이다. 중간에 출입할 수 있도록 트여 있다. 제단은 시멘트로 타원
형이다. 뒷면 또한 시멘트로 병풍처럼 둘러져 있다. 제단의 크기는 높이 94cm, 가장 넒
은 폭 204, 제단 앞길이 660cm이다. 정면으로 시멘트 계단이 있다. 유교식 마을 포제는
20년전에 끊어졌다(고철희 증언). 본향당제는 아침 새벽부터 준비하여 현씨 집안 며느
리가 상단골, 고씨집 며느리가 중단골, 오씨집 며느리가 하단골이 되어 집행한다. 새벽
3시~4시에 끝난다.27

사진 59. 본향당 전경

사진 60. 본향당 제단
27) 내고향 한남리 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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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종합적 고찰
서중천 주변에는 역사적 유적뿐만 아니라 자연생태를 이용하는 건강의 숲인 탐방로
가 여러 종류가 있다. 21세기에 들어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현대인들은 복잡하
고 정보화된 사회의 일상 업무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종류의 분야
로 내일을 위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처음에는 산을 오르는 등산을 많이 다녔으나, 2007
년 제주의 올레길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자기고장에서 힐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
고 있다. 특히 걸으면서 치유를 하는 많은 둘레길 등을 조성하여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문
화를 소개하고,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여 농가 소득의 증대를 꽤하고 있다. 제주도에서
도 올레길을 시작으로 마을길, 한라산둘레길, 4·3유적길, 치유의 숲길, 생태 숲, 종교
적인 순례길(기독교, 불교, 천주교)28 등으로 현대 사회인들의 건강을 힐링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남원읍 서중천 주변에도 건강 힐링을 위한 머체왓숲길, 머체왓 소롱콧길, 서
중천 생태·문화 탐방로가 개장 운영되고 있다. 이들 숲길은 관에서 행·재정적 지원으
로 마을에서 조성하였다. 앞으로도 서중천 일대가 미래세대에게 생태문화자원으로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서중천이 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 학계를 중심으로 서중천의
생태자원 조사를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서중천의 하천 줄기 주변에는 제주
도의 목축문화 역사를 볼 수 있는 잣성인 돌담이 있다. 고려시대부터 이어오는 목축문화
를 볼 수 있는 마을로도 조성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표선면 가시리(따라비오름 주변과
조랑말박물관 등) 산마장처럼 단장하였으면 한다. 상잣성, 중잣성, 하잣성은 제주도의
광활한 중산간지대의 목축문화의 한 부분으로 목축역사를 보존하고 후세에 물려줄 귀중
한 문화유산 중의 하나일 것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서중천 한남리의 잣성의 실체를 우선
규명하고 복원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한남리 잣성은 외(홑)담으로 그 높
이 또한 다른 지역의 돌담 높이 보다 낮다. 왜 이러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앞으로 규명되
어야 할 것이다. 목축문화가 활발한 한남리와 의귀리(의귀리 김만일 집안에는 많은 산마
장 옛 문서를 소장하고 있다), 수망리 마을이 하나가 되어 좋은 하나의 마을 목축역사유
적으로 발전되어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서중천 주변에서 행하는 고사리축제가 있다. 문
화가 다양하듯이 축제 또한 여러 종류로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다. 최근에는 축제가 일
상화 되었다. 예전에는 특별한 날에 특별한 사람들만이 자리를 하였다. 지금은 국가, 지
자체, 회사, 학교, 가정 등등에서 다양한 주제로 열리고 있다. 탐방객들이 서중천을 따
라 올라가고 내려간다면 어떠한 축제들을 만날 수 있을까?하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28) 종교(신앙)유적인 성지를 도보로 둘러보는 길

264

서중천의 원류를 찾아서

특히 서중천 하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남리 마을에서는 종합적인 축제의 장을 열
수 있는 계획이 있었으면 한다. 한남리 마을에서는 고사리축제 등이 있다. 고사리축제는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행사로 애월읍의 새별오름에서 열리는 들불축제와 같이 축제장을
좀 더 단장하고 항상 탐방객들이 다니면서 볼거리를 만들어야 될 것이다. 고사리축제가
종료하면 휑하니 바람만 불고 있고, 넓은 빈 풀밖에 없는 공간이 되고 있다. 공간을 계속
하여 이용하는 행사가 없다. 국가가 안정되고 사회가 평온하면 축제는 많아진다. 축제는
우리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생활이 윤택해지면 축제는 늘어나고 그에 따라
우리 삶의 질을 고양시킨다.29 현대의 축제는 일회성 이벤트로 관주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축제는 역사적, 전통적 의미가 가미되는 축제로 발전되고, 단지 음식을 파는 축제
에서 벗어나는 일이 급선무이다. 서중천 주변의 고사리축제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축제
로 지역적 특성을 살린 농촌마을의 특산물이 테마로 거듭나고,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
로 참여하는 축제로 확장되리라 믿어본다. 서중천 주변에는 앞에서 서술하였듯이 서중
천을 이용하는 여러 테마들이 있다. 특히 사람의 정신건강을 치유하는 숲길이 여러 개가
있다. 한남리 마을 관계자에 의하면 서중천을 따라 운영되고 있는 머체왓숲길, 소롱콧
길, 탐방로 등에는 사유지들이 많아 적극적인 권리 행사에 저해 요인이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또한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아 보수 및 관리하는 데에 많은 애로점이 있
다고 한다.

서중천 하류
서중천은 미래세대에게 생태문화자원으로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29) 김흥우, -한국사회와 축제문화- 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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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서중천은 대부분 한남리 마을 남북을 관통하고 있다. 서중천의 생태문화가 곧 한남리
마을 생태문화라는 등식이 성립되리만치, 한남리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다시 찾는 서중
천을 이용한 특색 있는 테마 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한 지역에서의 축제나 관광
은 볼거리 제공에서만 안주하던 시대를 뛰어 넘어 즐길 거리(함께 공유하며), 먹거리와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기획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필자는 본고에서
아래의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 고사리축제는 고사리와 함께 지역적 특산물을 알리는 행사로
일 년 내내 계속하여 찾는 이들에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
으면 한다. 혹 전국의 고사리와 비교하는 전시도 병행하였으면 한다.
- 머체왓숲길, 소롱콧길, 서중천 생태 탐방로는 지역특화프로그램
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에서 적극적인 행·재정적으로 이루어지
는 지역 생태문화특구가 필요하다.
- 서중천의 생태를 살리는 노력이 있어야겠다. 마을 주민들이 적극
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을에서 서중천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주민들이 하천을 살리는 일들이 있었으면 한다.
- 제주도의 목축산업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학습의 장으로 활용
하는 모습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잣성은 제주도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 있는 목축문화의 하나이다. 잣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잣성을 복원하고 역사의 현장이 되도록 한다(상잣성의 위치를 매듭
지어야 한다).
- 농촌마을 체험관광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서중천을 중심으로 한남리 마을에서는
인근 의귀리, 수망리 마을과 협력하여 역사가 있고, 생태환경으로 힐링을 할 수 있는
건강체험으로 치유하는 종합적인 축제를 구상한다.
이들을 토대로 자연환경의 한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마을공통으로 현대인들의 육체적,
정신적인 힐링 문화의 꽃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연대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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