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서 공식 발표…경관․지질학적 가치 인정 

- 광주·화순·담양 일대 1051.36 ㎢…지질명소 20 개, 역사문화명소 42 개소 

- 무등산 주상절리대, 서유리 공룡화석지 등 세계적인 관광지 발돋움 

- 무등산권 세계화․지역관광산업․경제활성화 등 시너지효과 기대 

- 범시도민 축하 행사, 세계지질공원 인증기념 국제포럼 개최 계획 

○ 무등산 주상절리대, 화순 서유리 공룡화석지, 적벽 등 무등산권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최종 인증됐다. 

○ 이는 무등산권이 수려한 경관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으로, 이번 

인증을 계기로 무등산권지질공원의 세계화가 한층 가속화됨은 물론 지역 관광산업 및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광주광역시는 12 일 프랑스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 204 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시와 담양군, 화순군이 신청한 무등산권 지질공원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최종 

인증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은 세계적으로는 137 번째, 국내에서는 제주도, 청송군에 이어 

3 번째다.  

○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광주광역시와 담양군 전역, 화순군 일부를 포함한 

1051.36 ㎢의 면적에 해당하며, 지질명소는 무등산 정상 3 봉(천·지·인왕봉), 서석대, 입석대, 

화순 서유리 공룡화석지, 적벽 등 20 개소, 역사문화명소로는 아시아문화전당, 죽녹원 등 

42 개소가 있다.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지질학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생태학적, 고고학적, 문화적 가치도 

함께 지니고 있는 곳으로 보전, 교육, 관광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려는 

제도이다.  

○ 이로써 무등산권역이 세계화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며, 

담양과 화순, 아시아문화전당 및 5․18 기념관 등과 연계된 관광 활성화에도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 이번 인증과 관련, 전남대학교 무등산권지질관광사업단(단장 허민 부총장)은 5 월 12 일 

광주시의 무등산 정상개방 행사와 연계해 범 시도민 잔치한마당을 개최한다. 또 5 월 19 일에는 

지오빌리지 청풍마을에서 인증 기념 체험과 농산물 판매장터가 열린다. 

특히 7 월 9 일부터 12 일까지 인증 기념 국제포럼을 개최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의의와 함께 향후 세계화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 무등산권지질공원은 지난 2012 년 ‘무등산 주상절리대 일대 학술조사 및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방안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광주, 담양, 화순에 분포하고 있는 여러 지질유산의 가치 규명 

및 신규 지질명소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학술조사를 추진해왔으며 이를 통한 연구 성과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위한 초석이 됐다. 

○ 이러한 노력으로 무등산권역의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14 년 12 월 환경부로부터 국내 

6 번째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됐으며, 2016 년 11 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또 서류심사와 국제심포지엄 및 현장워크숍, 현장실사 등도 진행했다. 

○ 무등산권지질공원은 국가지질공원 내에서도 우수 사례로 꼽힌다.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지질공원 특화마을과 자체 지질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지오빌리지는 지질공원의 주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무등산권역의 특산물로 만든 음식,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숙박 등을 한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인 ‘지오멤버(Geo-member)’, 협력업체인 

‘지오파트너(Geo-partner)’를 모집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오빌리지 1 호 마을은 

시범운영 마을로 무등산자락에 위치한 청풍마을을 선정해 6 개 업체와 상품개발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7 월 현장 실사자로 파견된 안드레아스 쉴러(독일 불칸에이펠 세계지질공원 담당자)는 

청풍마을 지오빌리지를 찾아 “지질공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이라는 지질공원의 참 

뜻을 이곳 무등산에서 다시금 깨닫고 간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 또 학생들에게 자연유산의 지질학적 가치를 보다 쉽게 알려줄 수 있도록 지질교육프로그램 

4 종을 운영하고 있다. 여름과 겨울 방학기간에 추진되는 ‘지오스쿨’, 호수생태원에서 진행되는 

유아용 프로그램 ‘조물조물 나만의 지질구조 만들기’,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인 ‘토르와 나마’, 

지질학과 연관된 영화 시청과 해설이 있는 ‘지오시네마’가 운영되고 있다. 

○ 이와 더불어 광주시와 전라남도, 담양군, 화순군은 무등산권지질공원 통합지질관광 활성화와 

세계화 사업을 위해 전남대학교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1 월 6 일 전남대학교 

지오컨버전스센터에 무등산권지질관광사업단을 개소하면서 지질유산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지질관광 활성화 등의 충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리 지역의 관광 경쟁력 강화 및 무등산권지질공원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광주․담양․화순 광역권의 통합 지오브랜드(Geo-Brand), 통합 지오트레일(Geo-Trail)을 구축해 

광주시와 담양군, 화순군 인접 지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은 무등산과 이를 둘러싼 광주, 

담양, 화순이라는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린 쾌거이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회원으로써 국제 관광시장에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상을 갖추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 창출한 

경제적 이익이 지역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