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별 및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434호

지정(등록)일 2003. 02. 04.

소재지 전남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산115-2 

등

공룡발자국의 행렬,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화석 산지 및 퇴적층

여수 낭도리 공룡 화석지는 여수시 화정면에 속하는 사도, 추도, 낭도, 목도, 적금

도 등 5개 섬 지역의 퇴적층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해당 지역은 아시아에서 살

았던 공룡들의 최후기록이 담겨져 있으며, 반건조했던 고기후적 조건과 마르지 않았던 

커다란 호수, 먹이가 풍부했던 겉씨식물의 초목, 다양한 퇴적구조의 산출 등 한반도 백

악기 후기의 고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곳이다. 이 때문에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

국화석 산지 및 퇴적층은 2002년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데 이어, 

2003년 2월 4일 천연기념물 제434호로 지정되었다.

지질 39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화석	산지	및	퇴적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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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조사가	시작되다

여수 지역에서 공룡화석조사가 시작된 시점은 1999년 말부터로, 전

남대학교 한국공룡연구센터 연구팀에 의해서였다. 이 조사를 통해 여

수시 화정면에 속한 사도와 추도, 낭도 등의 도서지역에 다량의 공룡

화석이 발견되었다.

그 후 화석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공룡화석 분포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1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여수 일대 공룡

화석 및 지질환경 기초학술조사가 수행되었다. 체계적인 공룡화석 분

포조사를 실시하여 사도, 추도, 낭도, 적금도, 목도에서 총 3,546점의 

공룡발자국화석을 발견하였으며, 공룡화석 외에도 식물화석 및 각종 

생흔화석, 연체동물화석과 다양한 퇴적구조를 발견하였다.

2002년 5월 9일부터 2002년 10월 8일까지 5개월에 걸쳐 진행된 여
▼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화석	산지

내	공룡발자국	보행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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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공룡화석지 종합학술조사는 화정면 사도, 낭도, 추도, 목도의 공룡

화석지와 주변 일대에 분포하는 퇴적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여수시 도서지역의 공룡화석층은 모두 백악기 최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 지역에서는 공룡들이 백악기 최후기까지 활동하

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각종 식물화석과 탄화목 및 생흔화석 등

과 함께 연흔·건열 등 다양한 퇴적구조가 발견되어 백악기 후기 공

룡들의 생태나 서식 환경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낭도리	공룡들의	발자국	행렬

여수 공룡발자국 화석은 낭도·추도·사도·목도·적금도 등 5개 

섬에서 발견된다. 대부분의 공룡발자국들은 얇은 세립 사암과 이암이 

교대로 퇴적된 호수 주변부 퇴적층에서 산출된다. 확인된 공룡발자국 

수는 총 3,546여 점이며, 이 중 사도에서 755점·추도에서 1,759점·

낭도에서 962점·목도 50점·적금도 20점이 각각 발견되었다. 

공룡발자국은 용각류(龍脚類)·수각류(獸脚類)·조각류(鳥脚類) 등 

다양한 종류가 산출되고 있으며, 그중에서 조각류 발자국이 전체의 

81％, 용각류 16%, 수각류 3%순이다. 공룡발자국 보행렬의 경우 연장

성이 뛰어나 최장 84m의 공룡발자국 보행렬이 추도에서 발견되었다. 

조각류 보행렬은 이족 보행렬이며, 사도에 가장 많이 나타난

다. 수각류 발자국은 낭도에 제일 많이 분포하며 발자국의 길이는 

10.8~44.5cm, 폭은 18~44cm로 다양하다. 최근 사도에서는 새발자국 

화석이 발견되었는데,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

는 새로운 화석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높다.

이 밖에도 여수 화석 산지에서는 복족류 화석·개형충 화석·나무 

화석 등이 산출되고 있으며, 나무 화석은 침엽수 5종과 쌍떡잎식물 화

석 1종이다. 

•복족류	화석

연체동물문(門) 복족강(綱)으로 분류

되며 고둥이나 달팽이 등과 같이 흔히 

하나의 원추형 각이 나선형으로 말린 

형태를 나타내는 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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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백악기	공룡해안

문화재청과 전라남도, 경상남도의 해당 지자체에서는 여수 낭도

리 지역의 공룡발자국화석 산지 및 퇴적층을 포함하여 전라남도 해

남군·화순군·보성군·여수시와 경상남도 고성군 등 5개 지역의 남

해안 일대 공룡화석지를 ‘한국의 백악기 공룡해안(Korean Cretaceous 

Dinosaur Coast)’으로 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 중

이다.

‘한국 백악기 공룡해안’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은 여러 가지로 의

미가 있다. 우선은 공룡화석지는 ‘제주도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화석	산지	

내	퇴적층과	공룡발자국	보행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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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화석	산지	내	조각류	발자국

▲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화석	산지	내	조각류	발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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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의 자연유산이라는 점이다. 다음은 남해안이

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함께 하면

서 제주도와도 연결되고 있다.

여수 낭도리의 공룡발자국화석 산지 및 퇴적층을 포함한 남해안 공

룡화석지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

를 모아야 할 때이다.

▼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화석	산지	

내	조각류	보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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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지역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제36호 순천 평중리 이팝나무 전남 순천시 승주읍 평지길 5 (평중리) - 1962. 12. 07.

제88호
순천 송광사 천자암

쌍향수 (곱향나무) 

전남 순천시 송광면 천자암길 105 

(이읍리) 
- 1962. 12. 07.

제488호 순천 선암사 선암매 
전남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450 

(죽학리) 
- 2007. 11. 26.

주변	지역	문화재	/	유적

문화재	종별	및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국보 제304호 여수 진남관 전남 여수시 동문로 11 (군자동) 조선시대 2001. 04. 17.

보물 제396호 여수 흥국사 대웅전 전남 여수시 흥국사길 160 (중흥동) 조선시대 1963. 09. 02.

보물 제563호 여수 흥국사 홍교 
전남 여수시 흥국사길 134-11 

(중흥동) 
조선시대 1972. 03. 02.

보물 제571호 여수 통제이공 수군대첩비 전남 여수시 고소3길 13 (고소동) 조선시대 1973. 05. 04.

보물 제1288호 여수 타루비 전남 여수시 고소3길 13 (고소동) 조선시대 1998. 12. 04.

사적 제381호 여수 충민사 전남 여수시 덕충동 1808, 외 조선시대 1993. 06. 01.

사적 제392호 여수 선소유적 전남 여수시 시전동 708, 외 조선시대 1995. 04. 20.

사적 제523호 여수 석보 전남 여수시 여천동 868 조선시대 2012. 06. 22.

명승 제7호 여수 상백도·하백도 일원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산30, 외 35필 
- 1979. 12.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