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별 및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411호

지정(등록)일 1999. 09. 14.

소재지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명5길 65  

(덕명리) 

공룡이 뛰어놀고  
선녀가 베를 짜던 곳,  
고성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화석 산지

고성 덕명리의 화석 산지는 중생대 백악기 공룡발자국 산지로는 양적으로나 다양

성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또한 다양한 퇴적구조와 생흔화석들이 다

수 산출되고 있어 당시의 공룡 생활상·자연환경·퇴적환경·해륙분포 등을 연구할 

수 있는 학술적 가치가 클 뿐만 아니라, 기묘한 바위와 괴상하게 생긴 돌, 바닷물에 

깎여 생긴 해식동굴 등 해안 경치 또한 뛰어나다. 이처럼 고성 덕명리의 고생물 화석 

산지는 과거 생물의 생활 흔적뿐 아니라 자연경치가 뛰어나므로, 천연기념물 제411호

로 지정하여 이를 보존하고 있다. 

지질 60  고성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화석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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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생대의�보고,�새와�공룡발자국

덕명리 화석 산지는 1982년 1월 29일 당시 경북대학교 양승영 교수

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된 공룡발자국 화석 산지이다. 

덕명리 해안 서남쪽 실바위에서 봉화골을 거쳐 상족암군립공원을 

지나 제전마을에 이르는 약 4km 해안 곳곳에서 다양한 공룡발자국이 

발견된다. 덕명리 화석 산지의 진동층에서 산출되는 공룡발자국들은 

용각류(龍脚類)·수각류(獸脚類)·조각류(鳥脚類)들이 걸어간 보행렬

(步行列)이다.

공룡발자국 화석은 전체 두께 150여m 중 200여 개의 층준(層準)에

서 발견되며, 이들 중에서 현재는 약 250여 개의 공룡발자국 보행렬이 

보존상태가 뛰어나다. 이족보행 발자국은 대부분 조각류의 발자국이

고 수각류의 발자국은 매우 적다. 사족보행의 발자국은 모두 용각류

의 발자국이다.

한편 덕명리 진동층에서는 새발자국이 16여 개 층준에서 발견된다. 

대부분의 새발자국은 소형으로서, 학명은 ‘함안의 한국새 발자국’이라

는 뜻의 ‘코리아나오르니스 함안엔시스(Koreanaornis hamanensis)’이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최초로 신속과 신종의 중생대 새발자국 화석으

로 보고된 ‘진동오르니페스 김아이(Jindongornipes kimi)’가 있다. 이 학명

은 이 화석을 발견하여 보고한 김봉균 교수의 성을 따라 종명을 부여

한 것이고, 속명은 진동층에서 발견된 새발자국이라는 뜻이다. 

� 선녀들이�내려온�상족암

상족암군립공원은 하이면 덕명리, 월흥리에 걸쳐 있으며 남해안 한

려수도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8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이곳은 해면의 넓은 암반과 기암절벽이 계곡을 형성한 자연경관이 아

름다운 곳이다.

흡사 시루떡처럼 겹겹이 층을 이루는 해식애 암벽의 모습은 밥상다

리처럼 생겼다고 하여 상족(床足)이라고도 하고 여러 개의 다리 모양

•용각류와 수각류는 현재의 도마뱀

과 비슷한 골반을 가졌는데, 용각류는 

네 발로 걷는 사족보행의 초식공룡이

고, 수각류는 두 발로 걷는 이족보행 

육식공룡이다. 이에 반하여 조각류는 

새와 비슷한 골반을 가진 초식공룡으

로 두 발 혹은 네 발로 이동하지만 보

통 두발로 걷는다. 

•덕명리 화석 산지에 분포하는 지층

은 경상누층군의 상부에 해당하는 진

동층이며, 중생대 백악기 후기에 주로 

호수 환경에서 퇴적된 지층이다. 진동

층은 대부분 이암·셰일(Shale)·세립 

사암이며, 밝은 회색 내지 어두운 회

색을 띤다. 층리·연흔·건열 등의 퇴

적구조가 잘 발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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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덕명리�공룡과�새발자국화석�

산지

과 비슷하다고 하여 쌍족(雙足)이라고도 부른다. 부근 주민들은 ‘쌍발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상족암(床足巖)은 소을비포(所乙非浦) 서

쪽 15리 지점에 있다. 돌기둥 네 개가 있으며 바위가 평상 같다. 파도

가 밀려오면 물이 그 밑을 지난다.”고 기록되어 있다. 『해동지도』, 『여

지도』, 『지승』에는 지명과 함께 구체적인 모양을 그림으로 함께 묘사

하였다. 『광여도』, 『대동여지도』 등에도 지명을 상족암으로 적고 있는

데, 『청구도』에는 주족암(朱足巖)으로 적었다.

중생대 백악기에 살았던 공룡발자국이 무더기로 남은 이 상족암 부

근 해안을 따라 바윗길을 돌아가면 동굴 입구가 있다. 굴 안은 파도에 

깎여서 생긴 미로 때문에 변화무쌍한데 기묘한 모습을 한 물형들이 

많은 덕에 여러 가지 전설도 전해지고 있다. 

새로운 옷을 즐겨 입기를 좋아하던 옥황상제는 어느 날 ‘상족암’이

라는 바위를 발견하고는 그 절경에 감탄하였다. 옥황상제는 저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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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 짜면 좋은 옷이 완성될 것이라 생각하고 선녀들과 베틀을 함께 

내려 보냈다. 내려 온 선녀들은 쉬지 않고 열심히 베를 짜서 옥황상제

께 금의를 만들어 올렸다. 그 외에도 동굴 안에는 선녀들이 목욕했다

는 웅덩이 전설이 남아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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