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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유 산  스 토 리 텔 링

:
사막을 닮은 바닷가 풍경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는 바람이 만든 물결무늬가 보이는 사막을 닮았다. 파도에 밀려온

모래가 쌓여 이뤄진 언덕이다 보니 사막에서나 볼 수 있는 바람자국이 눈에 띈다. 한국에

서 조금이나마 사막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흔치 않은 곳이다. 

이처럼 해안사구는 해류에 의하여 사빈으로 운반된 모래가 파랑에 의하여 밀려 올려지고,

그곳에서 탁월풍의 작용을 받은 모래가 낮

은 구릉 모양으로 쌓여서 형성되는 지형을

말한다. 신두리 해안사구는 태안반도 서북

부의 바닷가를 따라 형성된 길이 약 3.4㎞,

폭 약 0.5∼1.3㎞의 모래언덕으로 내륙과

해안의 완충공간 역할을 하며 바람자국 등

사막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경관이 나타나는 신두리 해안사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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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이다. 

신두리(薪斗里)는 본래 태안군 북이도면의 관할 지역이었는데, 이 북이도면이 북이면으로

개칭될 때 이에 편입되었다가 다시 1914년 행정 구역 폐합 때에 신곶리·두응리·수철리 그리

고 정포리의 일부를 병합하여 리명(里名)을 신두리라 명명하고, 서산군 원북면에 편입시켰

다. 그러다 지난 1989년 1월 1일 태안군이 복군됨으로써 신두리는 다시 태안군 원북면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신두리란 명칭은 신곶리의 신(薪)자와 두응리의 두(斗)자를

따서 지은 이름으로, 현재 신두리는 3개 구로 나뉘어져 있다.

신두리 해안사구는 신두리 해안 만입부의 사빈 배후를 따라 분포하고 겨울철에 우세한 북

서풍의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으며, 인접해역이 대체로 모래로 구성되어 있어 간조 시 노출

된 넓은 모래갯벌과 해빈의 모래가 바람에 의하여 해빈에서 육지로 이동되어 사구가 형성

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진 지역이다. 신두리 해안사구는 전사구, 사구습지, 초승달 모양의

사구인 바르한 등 다양한 지형들이 잘 발달되어 있다. 

신두리 해안사구는 해안의 퇴적지형으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해안

사구로서 사구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고, 연분홍의 해당화 군락, 모래언덕 바람자국 등

의 경관과 염생식물 서식지, 조류의 산란장소로서 생태적 가치가 뛰어나다.  

영원토록 물이 마르지 않는 두웅습지

신두리 해안사구 입구에서 나와 10여 분을 걸어가면 람사르협약에 가입된 두웅습지가 나

온다. 두웅습지는 7,000여 년에 걸쳐 형성된 사구배후습지로 배후지로부터 물이 공급될

뿐만 아니라 사구지대 모래 틈 사이에 물이 저장됨으로써 담수량이 매우 풍부하다. 이로

인해 사구지대 내부에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습윤사구저지와는 달리 물이 거의 마르지 않

해안사구 입구 해안사구에 핀 해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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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금개구리나 맹꽁이 같은 중요한 양서류와 수서곤충류의 산란지로서 역할을 한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대단히 희귀한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예로부터 금개구리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권력과 부를 의미해 왔는데, 이는 개구리의 다산

성과 금빛의 신성함을 상징화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금개구리가 두웅습지에는 많이

서식했다고 알려졌으나, 민첩하지 못한 움직임으로 인해 천적에게 많이 잡아 먹혀 지금은

개체수가 급감했다고 한다.

직접 관련된 유적(물)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간접 관련된 유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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