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밭담 농업시스템’은 2013년 ‘국가중요농업유산’, 2014년 유엔식량농업

기구(FAO)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으로 등재되었다. 세계중요농업유산은 세계적으로 보

전‧ 전‧승할 가치가 있는 전‧통농업시스템에 주어지는 이름으로, 그 가치를 보

전‧·관리하면서 적절히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밭담 농업시스템’은 농업

과 문화·생태·경관 등이 하나로 어우러진 고유한 가치체계를 지니고 있다. 따

라서 제주밭담의 보전‧은 곧 제주의 농업과 문화, 환경을 지키고 가꾸어 미래

세대에 전‧승하는 것이다.

JejuBatdam Agricultural System was inscribed as the “National import-
ant Agricultural Heritage of Korea” in 2013 and “Globally Important Agri-
cultural Heritage Systems (GIAHS)” by Foo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in 2014. GIAHS designation signifies the worthy 
traditional agricultural system, and its conservation and inheritance are 
established based on its sound conservation, management, and utiliza-
tion. JejuBatdam Agricultural System holds an intrinsic value system 
over culture, ecosystem, and landscape. The conservation of JejuBatdam 
Agricultural System, in other words, is referred to as ‘Pass down Jeju 
farming, culture, and environment to the future generation.‘

JejuBatdam  Agricultural  System

제주밭담 농업시스템
JEJUBATDAM Agricultural System (2014)

본 저작물은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연계협력)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제주밭담6차산업화사업 기반구축사업단

T. 064)726-0500    F. 064)751-2168

www.jejubatdam.com 

밭담체험테마공원

월정리마을

제주당처물동굴
(세계자연유산)만장굴입구

진빌레 전방대

서당골

면의모루

장수마을사업장

난산리복지회관

난산리보건진료소/
난산리경로당

난미 밭담길 안내
약 2.8km  소요시간 : 약 45분 

네비검색 : 

난산리사무소

신풍보건진료소

신풍리사무소

신풍리어촌계

성산청소년수련원

어멍아방 밭담길 안내
약 3.2km  소요시간 : 약 50분 

네비검색 : 

성산청소년수련원

동명리 밭담-SHOP

명월리사거리

제주서부
소방서

한천동 마을기업
남문동 마을기업

개명물

문두물
황룡사

천불성원

명월성지

명월하동
복지회관

수류촌 밭담길 안내
약 3.3km  소요시간 : 약 52분 

네비검색 : 

동명리 진근동

새롭고 풍요로운 마을을 지향한다는 뜻의 신풍리는 제주문화와 민속이 살아 숨쉬

는 성산읍의 유서 깊은 마을입니다. 현재, 제주도에서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농촌

체험마을로서 초가집, 혼례장 등 체험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어벙아방은 어머니, 아버지의 제주어입니다. 제주도의 전통문화와 생활풍속이 

오늘날까지 잘 살아있는 어멍아방잔치마을에서는 제주어도 배우고 전통혼례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만 마을 부근에 아담한 포구가 있어서 농촌과 어

촌체험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마치 미로처럼 골목골목 이어진 제주의 정겹고 따뜻한 신풍리 ‘어멍아방 밭담길’

로 안내합니다.

제주전통이 살아 숨쉬는 신풍리 ‘어멍아방 밭담길’

동명리 수류촌(水流村)의 유래와 명월성지가 있는 한림읍의 유서 깊은 마을입

니다. 과거 명월리에 속해 있다가 1861년(철종 2년)에 분리되어 동명리가 되었

습니다. 동명리가 분리되기 이전에 옛 명월은 웃명월, 동명월, 서명월 등으로 나

뉘어 있었고, 웃명월은 상명리, 서명월은 명월리, 동명월은 지금의 동명리로 바

뀌었습니다.

이 지역의 특징은 한림읍 지역의 상수원이 위치하고 있을 만큼 깨끗한 식수를 품

고 있는 마을로서 예전에 ‘수류촌(水流村)’이라 불릴 만큼 샘이 풍부할 뿐 아니라 

한림항 인근에 위치하여 풍부한 해산물과 귤 밭이 넓게 펼쳐져 있어 산과 바다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마을입니다.

물이 깨끗하고 고즈넉한 제주의 전통적인 농촌마을 동명리 ‘수류촌 밭담길’로 안

내합니다.

물이 깨끗한 마을 동명리 ‘수류촌 밭담길’

2014년 FAO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등재된 것은 제주 전역의 밭담이지

만, 제주시 구좌읍 일대를 핵심권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구좌읍 권

역이 제주밭담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으며 밀집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구좌읍 월정지역은 세계지질공원 외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당처

물동굴, 용천동굴을 이룬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농경지

가 부족한 탓에 지역주민들은 일찍이 바다를 밭과 같이 여겨서 ‘바당밭’이라 불

렀고, 어업활동과 함께 돌과 바위를 깨서 밭을 일구며 밭담을 쌓고 농사를 지었

던 ‘반농반어’의 생활과 문화가 뚜렷이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역

의 삶을 제주의 자연과 벗 삼아 함께 걷고, 느끼며, 체험할 수 있도록 ‘진빌레 밭

담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진빌레 밭담길 안내
약 2.5km  소요시간 : 약 40분 

네비검색 : 

제주밭담 테마공원

세계자연유산마을 월정리 ‘진빌레 밭담길’

구좌읍 월정리 진빌레 밭담길 구좌읍 평대리 감수굴 밭담길 성산읍 신풍리 어멍아방 밭담길

평대리 중동에 위치한 감수굴은 물맛이 좋아 감수라 하였으며, 인근 주민들까지

도 관혼상제에 정화수로 쓰일 만큼 귀하게 사용되었었고, 중동이라는 명칭이 정

해지기 전, 감수굴 동네라 불렸던 지역문화를 살려서 마을길 이름을 ‘감수굴 밭

담길’로 정하였습니다.

중동회관

감수굴

평대해수욕장

감수굴 밭담길 안내
약 1.5km  소요시간 : 약 30분 

네비검색 : 

평대리 중동회관

아름다운 벵듸마을(평대) ‘감수굴 밭담길’

제주시 애월읍에 속하는 수산리의 명칭은 정상에 못이 있는 ‘물메오름(水山峯)’ 

주변에 형성된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400여년 전 수산리가 생길 때 뜰 안에 심었다고 전해지는 마을의 수호목 곰솔이 

천연기념물 제441 호로 지정 되어 보호되고 있으며 수산봉 정상의 봉수대, 기우

재단, 사장터 등 유물 유적이 많은 유서 깊은 마을입니다.

아름다운 물과 산을 배경으로 고즈넉한 농촌 풍경을 함께 걸으며, 몸과 마음을 치

유할 수 있는 소박하고 평화로운 ‘물메 밭담길’로 안내합니다.

수산리복지회관

신성
감귤선과장

로컬푸드
마을기업

수산저수지

물메 밭담길 안내
약 3.3km  소요시간 : 약 52분 

네비검색 : 

수산리사무소

농촌체험 치유마을 애월읍 수산리 ‘물메 밭담길’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는 해발 50여 고지에 자리한 마을입니다. 천년의 장구한 

역사와 함께 유림촌이 형성되었던 지역이기도 하며, 선량한 심성과 아름다운 자

연 환경을 간직한 고즈넉한 농촌마을입니다.

난산리는 지형이 난초 모양이어서 ‘난야리’로 불리다가 후에 ‘난미’, ‘난뫼’로 불렸

고, 이를 한자로 표기해 현재 난산리가 되었습니다. 이승익 시인의 ‘성산십경’ 중 

제4경에 ‘난산귤림’을 꼽았듯이 유구한 역사 속 그윽한 문화와 함께 돌담 위로 늘

어진 황금빛 감귤을 만나고, 서민의 삶을 느낄 수 있는 제주의 전형적인 농촌마을

이 품고 있는 ‘난미 밭담길’을 지금부터 안내합니다.

아담한 난초동산 문화 옛터 난산리 ‘난미 밭담길’

머들이네 가족 : ‘머들’은 제주어로 ‘돌무더기’ 라는 뜻입니다.

FAO세계중요농업유산 (GIAHS) 

성산읍 난산리 난미 밭담길 애월읍 수산리 물메 밭담길 한림읍 동명리 수류촌 밭담길



●  제주돌문화공원

●  제주마방목지

●  사려니숲길

●  비자림

●  만장굴

●  다랑쉬오름

●  한남다원

●  성산일출봉●  거문오름

●  김영갑갤러리

●  제주민속촌

●  성읍민속마을

●  제주해녀박물관

●  섭지코지

●  감귤박물관

●  제주국제공항

●  제주경마공원

●  국립제주박물관

●  제주도립미술관

●  물메오름

●  한림공원

●  중문관광단지

●  오설록티뮤지엄

●  서광다원

●  저지예술인마을

●  제주현대미술관

●  카멜리아힐

●  제주도청
●  한라수목원

●  추사유배지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산방산

●  용머리해안

●  송악산

●  한라산

1

2

송아지 우유주기

제주시 첨담동길 160-20 (월평동)

064) 727-2545

아침미소목장1

야생차 덖기

제주시 애월읍 납읍로 65

064) 772-1293

영농조합법인 제주다5

트리지여행

제주시 동샘길 21-1 (영평동)

064) 742-8181

제주한울 영농조합법인2

전통장 만들기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118

064) 796-4764

제주물마루된장학교 
영농조합법인

6

오메기떡 만들기

제주시 애월읍 애원로 283

064) 799-7861

제주샘 영농조합법인3

건강한 해바라기

제주시 번영로 854-1

064) 721-1482

농업회사법인
(주)김경숙해바라기

7

빙떡만들기, 쉰다리 체험

제주시 애월읍 고내3길 14

064) 742-1136, 010-5484-1136

느티나무4

꿩엿탐험대

제주시 구좌읍 번영로 2178

064) 782-1500

제주민속식품10

나만의 천연꽃향수 만들기

제주시 구좌읍 행원로 13길 66

064) 782-1101

(주)제주사랑농수산11

레드키위 팜파티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 동3길 77-81

010-9274-8420

비자림농원12

자연생활공원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2081

064) 732-2114

농업회사법인 휴애리(주)13

감귤/한라봉 따기, 농가숙박체험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동로 

7141번길 16

010-3698-2440

봉봉감귤체험장14

벌꿀뜨기(채밀), 밀랍초 만들기

제주시 조천읍 일주동로 1208

064) 756-8783

한라산식품 (허니스토리)8

3

4

5

6

7

8

녹차족욕체험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115-1

064) 782-0005

농업회사법인
경덕(주)다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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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밭담은 1000년이 넘는 장구한 세월동안 제주선인들의 노력으로 한 

땀 한 땀 쌓아올려진 농업유산이다. 바람을 걸러내고 토양유실을 막아내

며 마소의 농경지 침입을 막아 농작물을 보호한다. 농지의 경계표지 기능

도 지니고 있다. 이처럼 제주밭담은 농업인들의 삶과 지혜 그리고 제주농

업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농업유산이다. 제주도 전‧역에 분포하는 

제주밭담은 지역별 토양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이루며, 그 길이는 약 

2만2천km에 이른다.

The JejuBatdam(dry stone wall) is over 1000 years old and is one of 
Agricultural Heritage. The earlier farmers of Jeju generated an abun-
dance of JejuBatdam one by one with their blistering bare hands to 
protect the crops by filtering harsh winds, preventing soil depletion, 
and blocking kettles trespasses by utilizing the fence system as their 
boundary line. JejuBatdam represents the wisdom, life path, and his-
tory of farmers in Jeju agriculture. Various types and forms of Je-
juBatdam are easily found in its length of 22,000km throughout the 
island.

제주밭담
JEJUBATDAM (Dry Stone Wall)  

●  하도리철새도래지

●  성읍목장

●  쇠소깍

‘제주농업의 미래, 

세계중요농업유산 제주밭담’ 
FAO세계중요농업유산 (GIAHS) 

●  예래생태마을

진빌레 밭담길

감수굴 밭담길

난미 밭담길

어멍아방 밭담길

물메 밭담길

수류촌 밭담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