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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세계자연유산 선각자 부종휴
유네스코 제주 세계자연유산 선각자 부종휴 선생(1926. 6~1980. 11)은 식
물학자, 동굴학자, 산악인, 자연보호운동가로 일찍부터 제주 자연의 우수
성과 화산섬의 가치에 주목했다.
1945년 3월 김녕리 사굴(김녕굴)과 궤내기굴 탐사를 시작으로 1946년 4
월 12일 만장굴의 존재를 확인하고 같은 달 21일 최초로 탐사했다. 이를 시
작으로 제주의 수많은 동굴을 발견하고 세상에 알렸다. 1970년부터 빌레
못굴에 대한 9차례의 탐사를 통해서는 황곰뼈 등을 발견 당시 고고학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한라산 식물의 종수가 1800종에 이른다는 사실을 처음 제기한 이도 부종
휴 선생이다. 선생은 생전에 365회 한라산을 등반하면서 한라산의 식생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했다. 왕벚나무 자생지 발견, 선인장 자생지 발견 등
많은 미기록종들이 선생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제주도가 2010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데는
부종휴 선생의 선구자적인 업적이 토대가 됐다.
선생은 조사 활동과정에서 수천 컷에 이르는 제주의 자연경관과 민속생활
상을 담은 사진자료를 남기고, 제주도 최초의 사진전(1955년 부종휴-고영
일 2인 사진전)을 열기도 했다. 사진자료 들은 제주자연뿐만 아니라 민속
생활과 경관, 식물상 등을 망라하고 있다. 지금은 잊혀져가는 1960년대,
70년대 한라산과 제주 경관, 생활민속상과 원풍경을 보여주는 사진들로
자료적 가치가 크다. 제주의 변천상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소중한 가치
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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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조사

1970년대

한라산 조사 도중 정상부 남벽을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이다. 사진 왼쪽에서 네 번째가 부종휴 선생이다.

삼각봉

1970년대

겨울철 삼각봉을 클로즈업 했다. 전체적으로 봉우리
모양이 뾰족한 삼각형을 이루고 있어 가까이서 보면
위압스런 모습이다.

사라오름

1970년대

사라오름 산정화구호에 물이 들어차 있다. 산정호수
가장자리에 소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인다.
한라산에서 방목은 198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다. 방목은
대부분 여름 한철에 이뤄지지만 백록담까지도 소들이
드나들었다.

하논에서의 논농사 풍경

1970년대

위 사진은 마르형 분화구인 하논의 풍경이다. 한 여인이 어미소와 새끼소를 몰고 가고 있다. 사진 오른쪽 중간쯤에
선일포도당 건물이 보인다.하논은 큰 논(大畓)이란 뜻이다. 5만~7만 년 전에 생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과 『탐라지』(이원진)는 원래 이 지역이 큰 연못大池이었는데 물의 양을 줄이고 논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하논은 비고 88m, 둘레 3774m에 이르는 한반도 최대의 마르형 분화구이다. 화구 바닥에서 풍부한 용천수가
분출돼 논농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하논을 둘러싸고 있는 사방의 등성마루를 ‘하논거제’라고 하였다.

성산일출봉과 해녀

1970년대

테왁과 망사리를 담은 바구니를 등에 진 해녀들이 일출봉 주변 잔디밭을 가로질러 물질작업을 위해 걸어가는
모습이다. 일출봉 아래 하얀 건물은 서울 리라재단 소유의 일출봉호텔이다. 이 호텔은 1969년부터 신축에 착수하여
1972년 7월 3일 일반호텔인 성산포 일출호텔로 개관했다. 일출봉호텔은 국내외 회의장소로 이용될만큼 성산지역의
관광시설로 유명했다. 1981년부터 휴업상태에 들어갔다가 지금은 철거된 상태다. 호텔이 있던 일대는 행사
무대시설과 주차장 등이 들어섰다

섭지코지 해녀들

1970년대

섭지코지 붉은오름 근처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보인다.
매끈한 풀밭위에 해녀들이 바구니에서 테왁을 꺼내놓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그물살레

1970년대

나무배가 정박중인 포구 주변에 그물살레가 자리하고
있다. 사진 중앙에 보이는 오름은 김녕리에 있는
입산봉이다. 입산봉 뒤로는 한라산이 보인다. 현재
해수욕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성세기 해안 인근의
포구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천지연폭포 앞에서 연행되고 있는 굿

1970년대

천지연폭포 앞에서 굿이 행해지고 있는 장면을 연속으로
담았다. 폭포의 물줄기가 시원스레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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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 월라봉에서 바라본 산방산

1970년대

사진 하단에 보이는 내川는 감산리와 화순리의 경계인 ‘황개창’이다. 길다란 방파제가
있는 곳은 화순항이다. 그 뒤로 화순해변을 지나면 ‘썩은다리’가 있다. ‘썩은다리’부터
산방산의 행정리行政理인 사계리沙溪里 마을이 시작된다.

1926년 6월 23일

구좌읍 세화리 출생

1945년 3월

진주사범학교 졸업, 김녕국민학교 부임

1947년 8월

제주초등교원양성소 졸업

1949년 9월

제주농업학교 교사

1951년 5월

신성여고 교사

1953년 4월

제주사범학교 교사 부임,
그해 10월 부산대 약학대학 조교 부임

1960년 4월

서울대 생약연구소 연구원 부임

1966년

서울대 약학대학 약용식물학교실 연구원 부임

1967년 10월

서울대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연구원 부임

1973년 11월

제주도문화상 수상

1976년 9월

제주대 식물학과 강사 부임

1980년 11월 21일

별세, 구좌읍 비치미오름 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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