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별 및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392호

지정(등록)일 1997. 12. 30.

소재지 인천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콩돌해안 일원

형형색색의 콩돌로 이루어진 해안,  
옹진 백령도 남포리 콩돌해안

백령도 남포리의 콩돌해안은 백령도의 지형과 지질의 특색이 잘 나타나 있는 곳으

로 중요한 지질학적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이하고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이루고 

있기에 천연기념물 제392호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지질 10 	옹진	백령도	남포리	콩돌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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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로	만든	형형색색의	콩

백령도 남포리 해안에는 잔자갈이 길이 약 800m, 폭이 약 30m인 

해안에 쌓여 있다. 직경은 5~20mm에 이르며, 표면은 매우 매끄럽게 

연마되었고, 완전한 타원체를 이룬 형태와 구형을 이룬 형태가 각각 

90%, 10%로 구성되어 있다. 

콩알 같은 크기라 하여 콩돌이라고 부르는 이 잔자갈은 대부분 규

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색깔은 흰색·담갈색·갈색·암갈색 및 검

은색 등 다양하나 담갈색이 가장 많다. 이처럼 남포리 해안에 원마도

가 높은 잔자갈이 많이 쌓여있는 이유는 이 지역의 지질 조건과 마모 

환경의 특이성에 있다고 판단된다. 

백령도의 기반암은 규암층이 섬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규암층은 원생대 중기에 석영을 주성분으로 하는 모래가 얕은 바다에 

두텁게 쌓인 뒤 굳어져 사암이 되고, 이 사암이 다시 변성작용을 받아 

규암으로 변한 것이다.

규암층은 지각변동으로 단층이나 절리 등이 발달하면서 파쇄작용

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 대부분 직경 1~5cm의 정육면체 내지 직육

면체에 가까운 각력(角礫)들이 만들어지고, 이 각력들은 오랜 세월 동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암석들은 구성 

광물 중 장석이나 운모 등이 많아 풍화

에 약하여 잔자갈로 남기가 매우 어려

우나, 규암은 풍화에 매우 강한 석영질

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잔자갈로 남을 가

능성이 크다.

▼	옹진	백령도	남포리	콩돌해안	전경

▲			백령도	두무진

·명승 제8호

·소재지 :   인천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255-1 외

·사진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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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파도, 해류 또는 조류 등 해수의 운동으로 이리저리 구르면서 서로 

부딪쳐 마모되어 원마도가 양호한 잔자갈로 변한 것이다.

단구지형(계단식 지형)을 이루고 있는 콩돌해안의 잔자갈은 육지로

부터 조립질 자갈대·세립질 자갈대 및 중립질 자갈대의 순으로 나눌 

수 있고, 해안선에 평행하게 발달하여 있으며, 하부층에는 모래층이 

있다. 

•조립질 자갈대는 약 6m 내외의 폭을 

가지고 있고, 세립질 자갈대는 그 폭이 

8m 정도이고, 중립질 자갈대는 그 폭

이 약 10m 내외이고 바로 바닷물과 접

해 있다.

▼	옹진	백령도	남포리	콩돌해안	자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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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지역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제66호
옹진 대청도

동백나무 자생북한지
인천 옹진군 백령면 대청리 43-1 - 1962. 12. 07.

제360호
옹진 신도 노랑부리백로와

괭이갈매기 번식지
인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신도 전역 - 1988. 08. 23.

제391호
옹진 백령도 사곶 사빈

(천연비행장) 
인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413-2, 외 - 1997. 12. 30.

제393호
옹진 백령도 진촌리

감람암포획 현무암분포지
인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154-2 - 1997. 12. 30.

제507호 옹진 백령도 남포리 습곡구조
인천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산282-1 등 
- 2009. 11. 10.

제508호
옹진 소청도

스트로마톨라이트 및 분바위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산55-3 등 
- 2009. 11. 10.

제521호 옹진 백령도 연화리 무궁화 
인천 옹진군 백령면 중화길 230-7,  

외 (연화리) 
- 2011. 01. 13.

주변	지역	문화재	/	유적

문화재	종별	및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명승 제8호 옹진 백령도 두무진 
인천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255-1, 외 
- 1997. 12. 30.

보물 제11-8호
사인비구 제작 동종

-강화 동종

인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350-4, 

강화역사박물관 
조선시대 1963. 01. 21.

보물 제161호 강화 정수사 법당
인천 강화군 해안남로1258번길 142 

(화도면) 
조선시대 1963. 01. 21.

보물 제178호 강화 전등사 대웅전 
인천 강화군 길상면 전등사로 37-41, 

전등사 (온수리) 
조선시대 1963. 01. 21.

사적 제130호 강화 삼랑성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산41 삼국시대 1964. 06. 10.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인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3 일원 고려시대 1964. 06. 10.

사적 제133호 강화 고려궁지 
인천 강화군 강화읍 북문길 42 

(관청리) 
고려시대 1964. 06. 10.

사적 제136호 강화 참성단 
인천 강화군 화도면 흥왕리  

산42-1
- 1964. 07.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