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별 및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53호

지정(등록)일 1962. 12. 03.

소재지 전남 진도군 진도읍 진도본도

용맹하고 충성스러운 진도의 개,  
진도개

유독 주인만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용맹한 개. 진도개의 이러한 특성은 익히 알려져 

있다. “임진왜란 때 한 왜군이 호랑이를 잡아 우리에 가둬 놓고 먹이로 진도개 세 마

리를 넣어주었더니 다음날 호랑이는 죽어 있고 진도개 세 마리는 상처투성이였지만 

다 살아 있더라.” 혹은 “어느 날 섬의 진도개들이 모두 한 방향을 보고 짖었는데 다음

날 그쪽에서 왜구가 나타나더라.”와 같은 전설을 가진 진도개는 현재는 진도뿐만 아

니라, 우리나라에서 두루 애호되는 개로, 우리나라의 고유 품종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크기에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동물 36 	진도의	진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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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에서	자라	세계적인	개가	되다

진도개의 시원을 알 수 있는 정확한 기록들은 남아 있지 않으나,  

삼국시대에 남송(南宋)의 무역선이 진도 근해에서 조난을 당했을 때 

그 배에 타고 있던 개가 진도로 헤엄쳐 와서 진도개의 조상이 되었다

는 설, 고려시대 삼별초의 난 때 몽고군 군견이 남아 시조가 되었다는 

설, 조선 전기 진도군의 군마목장을 지키기 위해 몽고에서 들여왔다

는 설, 진도 토종개가 늑대와 교배해 되었다는 설 등이 있다.

그러나 근래 중국·일본·한국 남해안의 패총이나 선사유적들에

서 나오는 개 뼈로 보아 신석기 때부터 있어 온 개가 진도라는 특수지

리에서 외래견과의 혼종이 덜 되어 진도개로 발전했다는 학설이 신뢰

성을 얻고 있다. 또한, 진도군 바로 인근에 위치한 해남군 우항리에서 

3000년 전의 개 뼈가 발굴되었는데, 지금의 진도개 뼈와 비슷한 중형

견 뼈로 밝혀져 그 연관성이 추측되고 있다.

진도개가 한국 토종개로 주목을 받은 것은 일제강점기인 1938년의 

일이다. 조선총독부 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에 의해 천연기념물

◀	진도의	진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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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정된 뒤 1939년 7월에 650마리를 지정했으나 일본인들의 반출이 

심해 같은 해인 1939년 11월에 313마리로 줄어들었다. 조선총독부는 

1940년에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고 1942년에 반출 통제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후 우리 정부에서도 1962년에 진도개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해오고 있다. 2005년 5월 진도개는 세계 3개 애견클럽 가운데 하

나인 영국의 켄넨클럽에 공식 등재되어 세계적인 명견(국제 공인개)

의 반열에 올랐으며 현재 <한국진도개보존육성법>과 <문화재보호법>

에 의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

	 돌아온	백구

진도개는 귀가본능이 뛰어나다. 진도개가 다른 지역으로 팔려갔다

가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주인집으로 돌아온 사례는 허다하다. 그 

사례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돌아온 백구’ 이야기이다. ‘돌아온 백구’ 

이야기는 동화, 애니메이션, 광고 등으로 제작되어 많은 이들에게 감

동을 불러일으켰다.

‘돌아온 백구’는 지난 1994년 1월 광주일보에 보도되며 널리 알려지

게 되었다. 그 화제의 주인공은 진도군 의신면 돈지리 박복단 할머니

가 키웠던 진도개 ‘백구’이다.

‘백구’는 1988년 의신면 돈지리 박복단 할머니의 집에서 태어나 다

섯 살이 되던 1993년에 대전으로 팔려갔다. 하지만 백구는 할머니와 

손자, 손녀의 따사로운 정을 잊지 못하여 목에 매인 줄을 끊고 도망쳐 

300km의 거리를 찾아 헤매다가 1993년 10월에 옛 주인인 박복단 할머

니의 품으로 돌아왔다. 백구는 할머니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행복

하게 살다가 2002년 2월에 세상을 떠났다.

이 ‘돌아온 백구’를 기념하는 조형물이 진도군 의신면 돈지리에 있

는 일명 백구광장에 세워져 있다. 이 조형물은 백구의 주인인 박복단 

할머니가 돌아온 백구를 어루만지는 형상으로 제작됐다. 높이 2.1m, 

너비 1.5m 크기이다.

또한 이 백구광장에는 ‘돌아온 백구 동상’과 함께 백구기념탑, 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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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꾸며진 백구 묘, 공연장, 쉼터가 300여 평 잔디광장에 조성되어 

있다. 돈지마을은 해마다 11월에 백구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멧돼지를	쫓는	개

전라남도 진도군 일대에서 우리 선조들이 예부터 길러오고 있는 

우리나라 특산의 개 품종인 진도개는 수컷이 50∼55cm, 암컷은 45∼

50cm이며 머리와 얼굴은 정면에서 보아 8각형을 나타내고 야무진 턱

을 가졌으며 전체적 인상은 온순하다. 귀는 3각형으로 약간 앞으로 숙

여져 있으며 소리에 민감하게 움직인다. 눈은 짙은 황색이나 회색을 

▲	진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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띤다. 코는 거의 검은색이고 담홍색을 띤 것도 있다.

목은 굵어서 힘이 있고 다부지게 보인다. 등은 튼튼하고 직선이며 

어깨뼈에서부터 약간 경사를 이루고 가슴이 발달하여 깊이 패어지고, 

어깨는 튼튼하며 경쾌하고 배는 긴장되어 늘어지지 않는다. 앞다리는 

견고하여 직선이고, 뒷다리는 뒤쪽으로 힘 있게 버티고 있다. 꼬리는 

생후 3개월 후부터 힘 있게 말리기 시작한다.

털 빛깔과 무늬에 따라 황구, 백구, 재구, 호구, 네눈박이 다섯 종

류로 구분된다. 겉털은 강하고 윤택하며, 얼굴에는 부드러운 털이 빽

빽하고 중장모의 등 털은 힘이 있어 낚싯바늘이나 가시와 같다. 꼬리

는 항문에서부터 수직으로 위쪽으로 7~8cm 이상 올라갔다가 좌나 우

로 똑바로 말리거나 서거나 한다. 꼬리의 길이는 뒷다리 관절에 닿을 

정도가 알맞고, 꼬리털은 바깥쪽으로 쭉 뻗은 부채형이 바람직하다.

진도개는 성격이 대담하고 후각과 청각이 아주 예민하여 사냥에 적

합하다. 특히 냄새를 잘 맡아서 멧돼지 추적 사냥에 첫 번째로 꼽힌

다. 그 외에 너구리, 오소리, 토끼, 노루, 쥐 사냥에도 탁월한 능력을 

보인다. 또한 충직하고 영리하며, 살던 곳에서 멀리 다른 곳으로 갔다

가도 살던 곳으로 되돌아오는 성질이 뛰어나 애완용이나 집지키기에 

적합하다.

1년에 두 번 새끼를 낳으며, 교미한 지 60∼63일이 지나면 3∼8마

리의 새끼를 낳는다. 1938년에는 약 4,000마리의 진도개가 있었던 것

으로 추산되고, 1965년에는 약 7,000마리까지 늘어났다가 1969년에는 

3,042마리로 급격히 감소되었다. 2005년 국견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6

개월령 이상 성견(成犬) 사육 호수는 7만 가구에 이르며 점점 늘어나

는 추세이다.

•1938년 일본인 모리 다메조[森爲

三]는 진도개의 체구·체고·체모에 

대해 관찰하여 한국 특유의 양축동물

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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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지역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제101호 진도 고니류 도래지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수유리 1422 - 1962. 12. 03.

제107호 진도 쌍계사 상록수림 전남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32 - 1962. 12. 07.

제111호 진도 상만리 비자나무 전남 진도군 임회면 상만리 681-1 - 1962. 12. 07.

주변	지역	문화재	/	유적

문화재	종별	및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보물 제529호 진도 금골산 오층석탑 전남 진도군 군내면 금골길 58 (둔전리) 고려시대 1971. 01. 08.

사적 제126호 진도 용장성 전남 진도군 군내면 용장리 106 고려시대 1964. 06. 10.

사적 제127호 진도 남도진성 전남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149 삼국시대 1964. 06. 10.

명승 제9호 진도의 바닷길 전남 진도군 고군면·의신면 일원 해역 - 2000. 03. 14.

명승 제80호 진도 운림산방 
전남 진도군 의신면 운림산방로 315 등 

(사천리) 
- 2011. 08. 08.

중요무형문화재 

제8호
강강술래 전라남도 진도군 - 1966. 02.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