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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국가지질공원 재인증 성공

-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가지질공원 4년 주기 재인증 성공

-

q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김홍두)는 어제 열린 제16차
국가지질공원위원회에서‘제주도를

국가지질공원으로

재인증

하였다’고 밝혔다.
❍ 국가지질공원은 자연공원법 제36조의4(지질공원의 인증 취소
등)에 따라 지질공원에 대하여 4년마다 관리·운영 현황을 조
사·점검하여 인증 취소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번에 우리
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가지질공원 재인증에 성공하였다.
q 제주도 지질공원은 2012년 12월 울릉도·독도 지질공원과 함께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었으며, 4년이 지난
2016년 재인증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현장실사를 받은바 있다.
❍ 이번 재인증을 위해 제주도는 지질공원 대표명소를 10개에서 12
개로 확대하였으며, 지질명소에 탐방안내소를 설치하는 등 탐
방인프라를 정비해 왔고, 지속적으로 지질공원 해설사를 양성
하여 배치해 오고 있다. (※ 추가확대 대표명소 : 우도, 비양도)
❍ 또한,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수월봉 지질공원 트레일을 2011
년부터 매년 개최해 왔는데, 탐방객이 거의 없던 마을이 지난
해 기준 33만명이 방문하는 관광지로 변모되었다.
q 제주도 지질공원의 성공적인 활용과 운영관리 사례는 유네스코
지질공원 안내자료에 소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연구

논문으로 발표되기도 하였다.
❍ 유네스코 지질공원 전문가들은 세계지질공원 총회에서 여러차
례 제주도 지질공원의 활성화 사례를 소개하기도 하였으며, 대
한지질학회지 및 국제 연구 논문으로 출판되기도 하였다.
q 이번 국가지질공원 재인증 성공은 2018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
원 재인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제주도는 2010년 최초 세계지질공원 인증이후 2014년에 성공
적으로 재인증을 마친바 있고, 오는 2018년 세계지질공원 재인
증을 앞두고 있다.
❍ 이번 국가지질공원 재인증이 과정을 통해 정리된 보고서와 전문
가 자문내용 등은 내년에 있을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이 기본 자료
로 활용될 예정이다.
q 제주도는 유네스코 3관왕을 보유한 세계 유일한 곳으로 세계유산
본부장은‘이번 국가지질공원 재인증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준비
를 통해 내년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유네
스코 3관왕의 위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지질공원의 정의와 지정현황
❍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곳을 보전하
고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
원을 말한다.
❍ 지질공원은 보호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규제없이 자연, 역사, 인문 자원
을 모두 관광의 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이상적인 프로그램으로 인
식되면서 지질공원을 추진하는 지자체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현재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제주도, 울릉도·독도, 부산, 청
송, 무등산, 한탄·임진강 등 8곳이 지정되어 있다.

【현장실사 사진 및 지질공원 위원회 사진 첨부】

(별지1 참조)

제주도 지질공원 현황
 제주도국가지질공원
❍ 공 원 명 : 제주도국가지질공원 (Jejudo National Geopark)
❍ 구

역 :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

❍ 면

적 : 1,849㎢ (제주도 및 부속도서)

❍ 인증기간 : 2012. 12. 27 ~ 2016. 12. 26(4년) - 재인증 : 2017. 4. ~ 2020. 12.(4년)
❍ 공원관리청/운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지질명소 : 한라산 등 12개소
지질명소 명칭

위 치

계

12개소

한라산

서귀포시 토평동 산15번지 외

만장굴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산1-27 외 31필지

지목

면적(㎡)
107,349,803

임야

91,654,000

임야, 대지, 도로

1,450,815

천지연폭포
중문-대포
주상절리대
서귀포
퍠류화석산지
성산일출봉
응회구

서귀포시 서귀동 973-1

산방산 용암돔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 16

용머리 응회환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12-3외 14필지

임야, 전

51,132

수월봉 응회환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760 외 12필지

임야, 전

211,011

선흘 곶자왈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산12 외 24필지

임야

641,005

우도
비양도

하천

134,293

임야, 전

384,732

전, 잡종지, 대지 등

74,335

제주시 서귀포시 중문동 2767 외 23필지
서귀포시 서홍동 707 외 7필지

비고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 외 17필지

임야, 잡종지

5,019,648

임야

1,003,165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우도전체)

임야, 전

6,180,000

제주시 한경면 비양리

임야, 전

545,667

‘17.4.
추가

※ 국내지질공원 : 8개소(제주도, 울릉도·독도, 부산, 강원평화지역, 청송, 무등산권, 한탄·임진강, 강원도고생대)
※ 근거 : 자연공원법 제36조의 3 (지질공원의 인증 등, 환경부장관)

 유네스코 제주도세계지질공원
❍ 명

칭 : 유네스코 제주도세계지질공원(Jeju Island UNESCO Global Geopark)

❍ 인 증 일 : 2010. 10. 1 (2014. 9. 22 재인증, 4년 주기마다)
❍ 인증신청 : 제주특별자치도
❍ 대상지역 : 제주도 전체(대표명소 12개소)
❍ 인증기준 : 지질학적 가치, 교육적 활용, 지질관광 운영, 지역주민 참여도
※ 세계지질공원 현황 : 33개국·119개소 (2017년 3월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