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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도, 비양도, 선흘곶자왈 -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대표명소 추가지정
 제주특별자치도는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당시 유네스코에서
권고한 대표명소 추가 확대지정 요청에 따라 학술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우도, 비양도, 선흘곶자왈 일대를 추가 대표명소로
지정 고시하였다.
※

대표명소 9개소(한라산,만장굴,성산일출봉,서귀포층,천지연폭포,중문대포해안 주상
절리, 산방산, 용머리해안,수월봉) → 추가 지정 3개소(우도,비양도,선흘 곶자왈)

 제주특별자치도는 추가 대표명소 지정을 위해

년간 학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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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활용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였는데, 이번 용역에서는 우도,
비양도, 선흘곶자왈에 대해 지질․역사․문화․생태 등의 다양한 지역
자연자원과 관광자원을 조사하고 이를 활용한 지질트레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대표명소로 추가 지정하였다.
※ 지질관광코스
우 도- A코스: 총길이 16㎞, 도보 5시간30분/B코스: 총길이 5㎞, 도보 1시간20분
비양도- A코스: 총길이 3.0㎞, 도보 1시간

/B코스: 총길이 2.8㎞, 도보 1시간00분

선흘곶자-A코스:총길이 5.0㎞, 도보 1시간30분/B코스:총길이 4.0㎞, 도보 1시간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대표명소는 이번에 추가된
여 총

곳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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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가치가

개가 있으며, 매년 자연자원 및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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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곳을 대표명소로 추가하여 지질트레일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확대하여, 대표명소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추가된 대표명소에 대하여 안내판
정비, 방문객 센터 설치, 관람로 정비 등 기본인프라 시설을 지속적
으로 정비해 나가고, 지역주민 해설사 양성 등을 통해 지질트레일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도는 2010.10.1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었으며,
9개의 대표명소가 지정되어 있었으며, 지질공원은 지역의 다양한
자연, 역사, 문화 자원들을 바탕으로 한 지질트레일을 통해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새로운 관광모델로서, 현재 전 세계 29개국
100개소가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지질트레일은 기존에 경치만을 보던 관광패턴에서 탐방객이
직접 지역주민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지역의 가치를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관광과 차별화 되어 있으며 , 최근
정부에서 주도하는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지역경제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엄격한 보전을 원칙으로 하는 데 반해
세계지질공원은 토지 등의 재산권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없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해설 및 체험 관광 위주로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가 높아 현재 국내외 여러곳에서 지질공원
인증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 이번 조사에서 개발된 코스는 붙임 자료에 첨부

붙임
1. 우도 지질트레일 코스

2. 비양도 지질트레일 코스

3. 선흘곶자왈 지질트레일 코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