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별 및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438호

지정(등록)일 2004. 04. 09.

소재지 제주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215-5 

등 7필지의 지선에 인접한 공유수면

홍조단괴로만 이루어진 우도 해빈

제주도 북쪽 해안에는 대부분 패사로 이루어진 사빈 또는 사구들이 여러 지역에 분

포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시 우도의 해빈은 패사가 아닌 홍조사 또는 홍조단괴로 되

어 있다. 외국에서는 미국의 플로리다, 바하마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홍조단괴가 

보고되고 있으며, 주로 암초주변에서 관찰되고 있다. 하지만 우도에서와 같이 홍조단

괴가 해빈의 주 구성퇴적물을 이루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서 학술적 가치가 높다. 

지질 73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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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도,�소가�누워�있는�듯�하네

섬 모양이 마치 소가 누운 형국이다. 남쪽 벼랑에 돌문이 있어 파도를 

헤치며 들어서니 굴 안쪽은 황룡 20마리를 감출만했다. 그런데 굴이 

다한 곳에 또 돌문이 있었다. 배 한 척이 겨우 드나들 정도여서 깊숙이 

노를 저어 들어가니 백로 수백 마리가 한꺼번에 날아 나왔다. 남향굴이 

바람을 막아주므로 새들의 서식처가 된 모양이다. 천장엔 흰 돌들이 갖

가지 형상으로 엉켜 있고, 그 안에서 피리를 부니 처음에는 빠른 북소

리가 나다가 점차 울려 퍼져 산악이 진동하는 듯 그곳에 오래 머물 수

가 없어 뱃머리를 돌리니 풍세(風勢)가 우악하여 노도(怒濤)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으며 의관이 격랑에 흠뻑 젖어 있었다.

임제(林悌), 『남명소승(南溟小乘)』

섬의 형태가 소가 드러누운 듯 하여 우도라고 이름 지어진 이 섬은 

1697년(숙종 23) 국유목장이 설치되면서 국마(國馬)를 관리·사육하

기 위하여 사람들의 거주가 허락되었으며 1844년(헌종 10) 김석린 진

사 일행이 입도하여 정착하였다. 남서쪽의 동천진동 포구에는 일제강

점기인 1932년 일본인 상인들의 착취에 대항한 우도 해녀들의 항일항

쟁을 기념하여 세운 해녀노래비가 있다.

이 같은 우도는 부서진 산호로 이루어진 백사장 등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우도 8경이 유명하며, 인골분 이야기를 비롯한 몇 가지 설화

•『남명소승(南溟小乘)』 

당대 명문장가로 명성을 떨쳤던 조

선 중기의 시인 겸 문신 임제(1549~ 

1587)가 대과에 급제한 후, 당시 제주

목사인 아버지 임진(林晉)을 만나고 4

개월 동안 제주에 있으면서 지은 글이

다. 1577년 11월 3일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 자신이 직접 본 제주의 경승

(景勝)과 전해들은 유래(由來) 등을 기

록하였으며, 감흥이 있을 때는 시(詩)

로도 표현하였다.

▼�제주�우도�홍조단괴�해빈�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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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잠수소리·해녀가 등의 민요가 전해진다. 또한 원래 제주도에 붙어 

있던 우도가 이렇게 멀리 떨어지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은 유래가 있다. 

제주도에는 ‘설문대할망’이라는 키가 큰 할머니가 있었다. 설문대

할망은 양쪽 발을 식산봉과 일출봉에 걸치고 앉아서 오줌을 쌌다. 그

런데 그 오줌 줄기의 힘이 어찌나 세었던지 육지의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 현재의 우도가 되었고, 깊이 팬 곳이 바다가 되었다. 그때 오줌

이 흘러가던 흔적으로 지금도 이 바다는 조류가 세서 지나가는 배가 

파선하면 그 형체를 찾을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 홍조가�만든�하얀�모래

국내에는 여러 지역에 해빈이 발달해 있다. 한반도에 분포하고 있는 

해빈은 주로 석영으로 이루어진 퇴적물인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제주

도는 해빈퇴적물이 검은모래·흰색모래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구성성분은 육지의 해빈과는 많이 다르다.

제주도의 해빈퇴적물 중에서 검은모래는 주로 화산암 암편, 흰색모

래의 경우는 조개껍데기와 같이 딱딱한 광물을 만드는 생물체의 각질

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제주도 우도는 백색퇴적물로 이루어졌지만, 

이 퇴적물은 제주도의 다른 해빈퇴적물과는 달리 홍조단괴로만 이루

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주�우도�홍조단괴�해빈�내�홍조

단괴�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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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산호사 해빈’으로 잘못 알려지기도 한 우도 홍조단괴 해빈은 

길이 약 300m, 폭 약 15m로 형성되어 있다.

이 해빈의 주요 구성성분인 홍조단괴(紅藻團塊)는 홍조류 생물이 죽

어 둥글둥글하게 뭉쳐 나타나는 덩어리를 말한다. 홍조류는 주로 바

다에 사는 하등식물의 한 종류이며, 광합성을 통하여 세포 내 또는 세

포벽 사이에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진 방해석이라는 광물을 침전시키는 

석회조류에 속한다. 

그중에서도 제주 우도의 해안가에 서식하는 홍조류는 덮개상으로 

자라는 홍조류에 속한다. 홍조류는 붉은 색소를 포함하고 있어 살아 

있을 때에는 붉은 색을 나타내지만, 얕은 바다에 살던 홍조류가 죽어 

유기물이 분해되면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진 광물성분만 남게 되어 백

색을 띠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백화 현상이라고 한다.

해변에 쌓여 있는 홍조단괴는 대개 1~4mm에 달하는 모래 크기

의 홍조사(紅藻砂)이나, 해저에 서식하는 홍조단괴들은 대부분 직경 

4~5cm의 자갈 크기이다. 

홍조사들은 핵을 중심으로 여러 겹의 얇은 층을 형성하며 성장하는

데 얇은 층의 두께는 100~200㎛이며 수~수십 개의 층으로 구성된다. 

보통 자갈 크기의 홍조단괴도 핵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층이 동심원상

을 이루며 커진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이미 만들어진 홍조단괴를 다

시 핵으로 하여 그 주위에 성장한 경우도 있다. 

홍조단괴의 형태는 전체적으로 구형이고 표면은 울퉁불퉁한 모습을 

보여준다. 홍조단괴의 형성은 조류나 파도 등 해수의 운동으로 인하여 

홍조단괴가 이리저리 구르면서 자라기 때문에 공 모양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저에서 자란 모래 내지 왕자갈 크기의 홍조단괴들은 이후 파도·

태풍·폭풍 등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해안가로 운반되고 쌓이며 현재

와 같은 해빈을 형성하게 된다.

우도에서와 같이 홍조단괴가 해빈의 주 구성 퇴적물을 이루고 있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드물어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또한 우도의 

홍조단괴 해빈은 백색의 홍조단괴가 푸른 바다와 하늘, 검은 현무암 

등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 경관적 가치도 크다. 



452

주변�지역�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제19호 제주 토끼섬 문주란 자생지 제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 1962. 12. 07.

제98호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제주 제주시 구좌읍 동김녕리 산7, 외 - 1962. 12. 03.

제159호 제주 봉개동 왕벚나무 자생지 제주 제주시 명림로 584 (봉개동) - 1964. 01. 31.

제160호 제주 산천단 곰솔 군 
제주 제주시 516로 3041-24 

(아라일동)
- 1964. 01. 31.

제374호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제주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산15 - 1993. 08. 19.

주변�지역�문화재�/�유적

문화재�종별�및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보물 제322호 제주 관덕정 제주 제주시 관덕로 19 (삼도이동) 조선시대 1963. 01. 21.

보물 제652-2호 이형상 수고본-탐라순력도 
제주 제주시 일주동로 17 

(건입동, 국립제주박물관) 
조선시대 1979. 02. 07.

보물 제1187호 제주 불탑사 오층석탑
제주 제주시 원당로16길 41 

(삼양일동) 
고려시대 1993. 11. 19.

사적 제134호 제주 삼성혈 제주 제주시 삼성로 22 (이도일동) - 1964. 06. 10.

사적 제380호 제주목 관아 제주 제주시 삼도2동 43-40, 외 조선시대 1993. 03. 31.

사적 제396호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제주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126-1, 

외 
- 1997. 04. 20.

사적 제412호 제주 고산리 유적 제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28 - 1998. 12. 23.

사적 제416호 제주 삼양동 유적 
제주 제주시 선사로2길 13, 외 

(삼양일동) 
- 1999. 11. 16.

사적 제522호 제주 용담동 유적 제주 제주시 서천길 8 (용담이동) - 2012. 05. 17.

명승 제92호 제주 방선문 
제주 제주시 거북새미길 48-26 

(오등동) 
- 2013. 01. 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