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별 및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535호

지정(등록)일 2012. 06. 27.

소재지 전남 목포시 남농로 135, 

목포자연사박물관 자연사관동

공룡이 사라진 자리,  
그들의 알만이 남다.  
신안 압해도 수각류 공룡알 둥지 화석

전남 신안군 압해도 수각류 공룡알 둥지 화석은 국내 최대 규모의 공룡 알둥지 화

석으로, 백악기 후반부 육식공룡의 고생물지리적 분포특성, 산란습성, 서식 환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공룡알 화석 가운데 크기도 크고 가장 보

존 상태가 좋아 2012년 천연기념물 제535호로 지정되었다.

지질 40 	신안	압해도	수각류	공룡알	둥지	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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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닥	낙지	다리가	바다를	눌렀으니

섬진강을 지나 영산강 지나서 가자 친구여

서해바다 그 푸른 꿈 지나 언제나 그리운 섬 

압해도 압해도로 가자 가자 

언제나 그리운 압해도로 가자 

노향림 시인의 시편 중 하나에 곡을 붙인 가곡 ‘압해도’는 다음과 같

이 시작된다. 이 같은 압해도는 7개 유인도와 70개 무인도 등 총 77개

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압해도’는 누를 ‘압(押)’ 자에 바다 ‘해(海)’ 자를 써서 압해도라 불리

는데 읍사무소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낙지 다리가 세 방향으로 뻗어 

나가면서 바다와 갯벌을 누르고 있는 형상의 섬이라 그렇게 부르게 

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			신안	압해도	수각류	공룡알	둥지	

화석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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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열 번째로 큰 섬이니만큼 압해도는 오래 전부터 주목을 

받아온 섬이었다. 압해도 송공산 정상에는 백제 때 축조된 산성(높이 

1.2m, 둘레 230m)이 남아 있는데, 이런 유적으로 미루어 압해도는 백

제시대 주변 해상활동의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려시대에

는 삼별초의 대몽항쟁 거점 구실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가룡리 야산 중턱에는 백제 법왕 때인 599년에 창건됐다고 하

는 금산사가 있다. 금산사는 이후 신라 경덕왕 때 진표율사가 중건했

고, 고려 문종 때 혜덕왕사가 대가람으로 중창하면서 사세를 크게 떨

쳤다. 그 뒤로 오랜 세월을 걸치면서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고, 마침내 

근세에 와서 다시 중건되는 운명을 겪었다.

•1904년경 압해도 분매리의 강성규, 

목포의 강영옥과 부인 배씨 등이 불심

을 널리 전파하려고 사찰을 중건했다. 

지금은 송광사의 말사로 등록되어 있

으며, 비구니 스님들이 대웅전·칠성

각·관음전·자명당 등을 지키며 수

도 정진하고 있다.

▲			신안	압해도	수각류	공룡알	둥지	

화석	알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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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들을	놔두고	어미	공룡은	어디	갔을까?	

2012년 6월 27일은 우리나라 공룡연구에 있어 획기적인 사건이 기록

된 날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공룡관련 천연기념물은 모두 화석 산

지여서 개별 화석은 한 번도 천연기념물 지정이 이뤄진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별 화석 1점이 천연기념물로 지정

되었다. 

그 주인공은 천연기념물 제535호 신안 압해도 수각류 공룡알 둥지 

화석이다. 

해당 화석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공룡알 화석 가운데 가

장 보존 상태가 좋고 크기도 크다. 알둥지의 지름은 2.3m이고, 알 개

체의 크기가 지름 385~430mm로, 둥지 안에는 공룡알이 19개가 잘 보

존돼 있어서, 산출규모 및 보존상태의 측면에서 국제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백악기 후기에 살았던 육식공룡의 정체를 밝

히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1)

이 같은 신안 압해도의 수각류 공룡알 둥지 화석은 향후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당시 이 지역에 생존했던 수각류 공룡의 부

화습성이나 산란지 환경 등을 밝혀내는 등 학술적으로 중요한 실마리

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악기(白堊紀)

중생대를 셋으로 나눈 것 중 마지막 

시대로서, 약 1억 4,500만 년 전부터 

6,500만 년 전까지의 기간이다. 암모

나이트, 대형유공충, 공룡 등이 번성

했다.

1) 국립문화재연구소 , 『주제를 여는 窓 : 

우리나라 공룡발자국 화석 산지를 찾아

서』, 문화재窓 상반기 11호, 2012,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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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지역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제500호 목포 갓바위 전남 목포시 용해동 86-24, 인접해역  - 2009. 04. 27.

주변	지역	문화재	/	유적

문화재	종별	및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보물 제1782호 청자 퇴화문두꺼비모양 벼루 
전남 목포시 남농로 136,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고려시대 2012. 12. 27.

보물 제1783호 
청자 상감국화모란유로죽문 

매병 및 죽찰 

전남 목포시 남농로 136,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고려시대 2012. 12. 27.

보물 제1784호
청자 음각연화절지문 매병 및 

죽찰 

전남 목포시 남농로 136,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고려시대 2012. 12. 27.

사적 제289호 구 목포 일본영사관 전남 목포시 대의동2가 1-5 대한제국시대 1981. 09. 25.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39호
고하도 이충무공 기념비 전남 목포시 고하도길 175 조선시대 1974. 09. 24.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28호

목포 달성사 목조

아미타삼존불좌상 
전남 목포시 죽교동 317, 달성사 조선시대 2000. 12. 13.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29호

목포 달성사 목조

지장보살반가상 
전남 목포시 죽교동 317, 달성사 조선시대 2000. 12. 13.

전라남도 기념물

제10호
고하도 이충무공 유적 전남 목포시 달동 230 조선시대 1974. 09. 24.

전라남도 기념물

제21호
목포시사 전남 목포시 유달로 165 조선시대 1976. 09. 30.

전라남도 기념물

제174호

구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전남 목포시 번화로 18 일제강점기 1999. 11. 20.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37호
목포진지 전남 목포시 만호동 1-56 조선시대 1987. 01. 15.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38호
목포 오포대 전남 목포시 만호동 1-56 조선시대 1987. 01. 15.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65호
이훈동 정원 전남 목포시 유동로 63 일제강점기 1988. 03.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