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별 및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170호

지정(등록)일 1965. 04. 07.

소재지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1, 외

석양 노을에 붉게 물든 섬,  
홍도천연보호구역

홍도천연보호구역은 면적은 5,867,640㎡이고, 홍도와 탑섬, 고예리도, 띠섬 등 2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다. 홍도는 해안선의 길이가 20.8km 밖에 안 되는 작

은 섬으로 지질은 사암과 규암이 대부분이며, 끊임없이 작용하는 파도의 침식 작용에 

의해 부서진 바위 조각이 아름다운 경치를 이루고 있다. 홍도는 지질구조 및 육상·

해양 생물상이 다양하고 우리나라 서남해의 섬들을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홍도 

전체를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천연
보호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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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과	파도,	석양이	만든	절경

누에 모양을 한 홍도는 본도와 20여 개의 속도(屬島)를 포함하고 있

으며 섬의 2/3를 차지하는 북쪽과 1/3을 차지하는 남쪽이 대목이라는 

좁은 바닥으로 이어져 있다. 눈이 시리도록 푸른 바다와 울창한 숲의 

조화가 절묘해서 남해의 소금강으로 불리며 물이 맑고 투명하여 바람

이 없는 날에는 바다 속 10m가 넘게 들여다보인다.

홍도는 해질녘 석양 노을에 섬 전체가 붉게 물든다 하여 ‘홍도’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 외에도 홍도를 부르는 다양한 이름들이 있었다. 

홍도는 옛날 중국과 교역할 때 중간 기항지 역할을 하였는데, 이곳

에 정박하여 북서풍을 피하고 동남풍을 기다렸다 하여 ‘대풍도(待風

島)’라고 불렀다. 한편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연려실기술』 등에서는 

‘홍의도(紅衣島)’로, 『숙종실록』에는 ‘홍어도(紅魚島)’로 표기되었다. 이

후 일제 강점기에는 바다에 뜬 매화꽃처럼 아름다운 섬이라 하여 ‘매

가도(梅嘉島)’라고 부르다가 광복 이후 홍도라는 명칭이 정착하였다고 

전한다.

해안선의 길이가 20.8km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섬인데도 불구하고 홍

도를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홍도는 섬을 구성하는 암석이 특이하다. 암석은 극소 부분을 제외

하면 사암과 그것이 변질된 규암으로, 층리(層理, 암석의 겹친 상태)

와 절리(節理, 틈새)가 잘 발달되어 섬의 절경을 이룬다.

•『호구총수』에 ‘홍의도’의 인구가 기

록되어 있다. 

◀			홍도천연보호구역



문화재 이야기 여행 천연기념물 100선   247

끊임없이 작용하는 파도의 침식작용은 홍도의 절경을 만든 또 다른 

요인이다. 해안 도처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동굴과, 연락용으로 쓰는 

작은 배가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는 문바위섬·구멍바위 등은 모두 

파도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것이다.

한편 해식작용(海蝕作用)으로 파괴된 바위조각은 오랜 세월 파도에 

밀려가고 밀려오는 동안에 현재 이 섬의 해변 도처에서 보는 모난 곳 

없이 둥글게 된 조약돌이 되었다.

	 희귀한	동·식물의	살아있는	박물관

홍도의 식물로는 545종이 알려져 있으며, 양치식물 20종, 겉씨식물 

3종, 속씨식물 233종이 알려져 있다. 이 섬의 1구(區) 마을과 2구 마을 

근처의 산에 조성된 숲에서 원시림에 가까운 상태의 숲을 볼 수 있다. 

1구의 당산림은 상록활엽수 16종, 낙엽활엽수 27종으로 구성되며, 2

구의 당산림은 상록활엽수 24종, 낙엽활엽수 30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홍도에서 식물상이 가장 좋은 곳은 ‘설풍서곡(雪風嶼谷)’이다. 식나

무의 대군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장관이고, 흰동백이 이 계곡의 

하반부에 자생하고 있는 것도 이색적이다. 표고 100m 이상의 사면과 

산등의 숲속에서 볼 수 있는 홍도선달취는 홍도 이외의 다른 곳에서

는 볼 수 없는 진귀한 식물이고, 홍도까치수염은 우리나라 특산종은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종이다.

다양한 식물들만큼이나 홍도에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희귀한 

동물들이 많다. 육상동물로 알려진 것은 곤충류 165종, 파충류 4종, 

조류 55종, 포유류 1종 등이다. 홍도의 육상동물은 남방계가 많은 것

이 특색으로, 조류도 남방계가 54종인데 북방계는 11종에 지나지 않

는다.

홍도에 사는 곤충 중 12종은 우리나라에서 기록되지 않은 종류이

다. 특히, 남색남방공작나비는 제주도와 이 섬에 소수가 서식하고 있

는 희귀종이다.

더불어 홍도는 철새의 이동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는 것이 밝혀졌다. 쇠검은머리쑥새·북방검은머리쑥새·검은머리쑥

•섬 전체의 중심부는 오래된 암석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부로 갈수록 

새로운 지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독특

한 구조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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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등이 이동하는 도중에 이 섬에 일시적으로 머문다. 이런 현상은 내

륙지방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다.

홍도의 새 중에서 흑비둘기·염주비둘기·흑로·가마우지·쇠

가마우지 ·괭이갈매기·원앙 등은 특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종들이

다. 『청장관전서』에는 홍도에서 진귀한 새를 본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홍의도(紅衣島, 홍도)는 나주 남쪽에 있는데, 영종 때에 비변랑(備邊郞)

을 보내어 그 실정을 살펴보게 하였다. 이에 배가 한 무인도에 정박하

였을 때 큰 새가 숲 속에 엎드려 있는데, 머리는 큰 독[甕] 같고 날개는 

다 호랑이 무늬였다. 뱃사공이 동행자들에게 숨을 죽이고 말을 하지 말

라고 주의한 다음 다들 그물과 자리로 몸을 덮고 엎드려 있었다. 잠시 

후에 새가 날아가는데, 몸을 솟구치는 동작이 매우 느리고 무거웠다. 

뱃사공이 말하기를,

“저 새는 번번이 사람을 삼키기 때문에 피했던 것이오.”

하였다. 이 말을 따라갔던 화가가 있어서 석치에게 전한 것이다. 《일본

기략(日本記略)》을 상고해 보면,

“차아천황 홍인(弘仁) 4년(813)에 우위문부(右衛門府)에서 새를 바쳤

◀			홍도천연보호구역



문화재 이야기 여행 천연기념물 100선   249

는데, 진짜 호랑이 같았고 날개·털·다리가 다 붉었으며, 당시 사람들

이 그 이름을 몰랐다.”

하였는데, 화가가 보았다는 큰 새는 곧 이 새이다. 수리부엉이[鵂鶹]는 

고양이 같고 이 새는 호랑이 같으니, 역시 한 종류이다.

『청장관전서』 제55권, 「앙엽기(盎葉記)」2

또한 홍도의 바다는 물이 맑고 풍부한 생물상을 보유하고 있는 훌륭

한 야외수족관으로 무척추동물 117종, 어류 233종 등이 알려져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홍도는 그 자체가 살아있는 동·식물 박물관

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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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제비, 슴새, 칼새) 번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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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호 신안 구굴도 바닷새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산2, 외 - 1984.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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