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천포구는 조선시대 제주의 관문이었던 포구이다. 

이곳에는 조천진성과 연북정이 세트처럼 인접해 있다. 김기량이 홍콩에서 

세례를 받은 뒤 1858년 5월 15일 바로 조천포구를 통해 제주로 귀환한다. 

표류로 인해 ‘천주교’라는 새로운 신앙세계를 만나고 돌아온 

김기량의 벅찬 마음을 조천포구에서 짐작해 볼 수 있다.

김기량의 생가로 추정되는 이곳에 함덕백사장과 서우봉이 

자리하고 있다. 아름다운 해안과 오름을 배경으로 자라난 김기량은 

자연스레 바다를 무대로 배를 타고 장사하는 데 익숙하였다. 

표류의 와중에도 바다는 그를 구해준 은총의 터전이었다.

113.3m의 높지 않은 서우봉.

아기자기한 산책길이 조성되어

있고 올라가면 아름다운 전망을

감상할 수 있다.

순례길 코스의 중간에 위치. 

고즈넉한 정취가 감성을 자극하는 

아름다운 곳이다. 자연포구의 원형을 

짐작해볼 수 있는 그림 같은 해안선이 

아름답다. 바다에 잠긴 독특한 방사탑에는 

마을의 큰 재앙을 막아내길 바라는 

민초들의 토속신앙이 깃들여있다.

1999년 본당으로 신설된 조천성당은 제주교구의 아름다운 

성당 중 하나이다. 언덕에 위치해 있어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평화로운 조천마을 그리고 조천포구의 멋진 풍경을 한눈에 

담아볼 수 있다. 본당 내에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 순교비가 

세워져 있고, ‘김기량길’의 시작이다.

김기량 길의 시작, 조천성당

관곶/불턱/
환해장성

신흥포구

함덕포구

함덕해변

서우봉입구

연북정/조천포구
1.3km

2.2km

1.6km

1.3km

0.9km

0.6km
0.1km

1.3km

총9.3km

조천성당

제주에 처음으로 믿음의 씨앗을 뿌린 ‘제주의 사도’이자 최초의 순교자인 

김기량 펠릭스베드로. 2001년 그에 관한 귀중한 사료들이 대거 발굴되면서, 

제주교구 시복시성추진위원회는 2002년 1월부터 김기량 시복시성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2003년 1월 조천 성당에, 2005년 4월에는 그의 고향인 함덕에 순교현양비를 

세웠다. 2006년 9월 10일 김기량 순교 140주년 기념 신앙대회를 열었고, 

2007년 11월부터 그의 신앙과 순교정신을 현양하고 시복시성을 위해 

전 신자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4년 8월 16일 

김기량 펠릭스베드로는 영광스러운 복자품에 오르게 되었다. 

김기량길
영광의 길

김기량생가터

김기량길

‘관곶’은 제주 본섬에서는 전라남도 해남 땅끝마을과 가장 가까운 곳이다. 

고려시대 조천포구에 조천관이 두어졌을 때 조천관 가는 길목에 있다고 하여 

관곶이라 이름 붙여졌다. ‘제주의 울돌목’이라 할 만큼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파도가 거센 곳이다. 신흥포구에서 서쪽으로 해안도로를 따라 걷다보면 

옛 해녀탈의장인 ‘불턱’이 어여쁜 원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또 일부이긴 하지만, 바다를 통해 들어오는 적을 막기 위해 

해안을 따라 길게 축조된 ‘환해장성’의 흔적을 통해 

세월의 흐름도 감상해볼 수 있다.

관곶/불턱/환해장성

복자 김기량
펠릭스베드로 
순교현양비

시작

마침



● 조천성당 미사시간 : (064)784-617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3192-1번지 

월요일 06:00 /  화요일 19:30 / 수요일 19:30 / 목요일 06:00

금요일 19:30 / 토요일 19:30 / 주일 10:30, 16:00, 19:30

 ▶ 출발지 조천성당(제주시 조천읍 조천2길 19) 찾아가는 방법 

>> 제주시에서 제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동일주(제주-성산) 버스 승차 후 조천읍사무소 하차. 

 조천성당까지 220m 

>> 서귀포시에서 서귀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중문고속(서귀-운전면허시험장-제주) 버스 승차후 

 제주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하차, 제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동일주

 (제주-김녕-성산) 버스 승차 후 조천읍사무소 하차. 조천성당까지 220m

 ▶ 종점에서 김기량 펠릭스베드로 순교현양비(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940-2) 돌아오는 방법 

>> 제주시 가기 함덕리(4구) 정류소까지 400m 이동 후 동일주(성산-제주) 승차, 

 제주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하차.

>> 서귀포시 가기 함덕리(4구) 정류소까지 400m 이동 후 동일주(성산-제주) 승차, 

 제주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하차. 중문고속(제주-운전면허시험장-서귀) 

 버스 승차 후 서귀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하차.

천주교 제주교구

순례길
바람속에 피어난 신앙의 꽃!

110여년의 역사를 간직한 

묵상의 시간,  순례길
순례길에는

제주천주교의 숭고한 역사와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순례길 홈페이지│  www.peacejeju.net
│천주교제주교구 홈페이지│  http://www.diocesecheju.org

│순례길 코스│

김대건길 / 하논성당길 / 신축화해길 / 김기량길 / 정난주길 / 이시돌길

김기량길

순교현양비조천성당

영광의
길

GO ON
A PILGRIMAGE
JEJU

조천성당(시작)

연북정

/조천포구

관곶/불턱

/환해장성
신흥포구

함덕포구 서우봉

김기량생가터

복자 김기량 펠릭스베드로

순교현양비(마침)

※ 미사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길의 리플릿은 순례길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스템프함 위치

면형의 집

관덕정

사라봉

저지문화
예술인
마을

조수공소

화북성당

서우봉해변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 
순교현양비

서귀복자성당
이중섭거리

삼위일체대성당
글라라수녀원
젊음의집

서귀포성당

이시돌센터
전시관

예 수 님 과  함 께  걸 어 보 실 래 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