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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수온·염분 분포도

가을철 수온·염분 분포도

여름철 백도 수중 생태계에 서식하는 해양생물
긴가지해송

(Myriopathes lata )
우리나라와 일본 미사키해역
의 깊은 수심에서 서식한다. 줄
기 부분의 색깔은 진한 갈색빛
을 띠며, 높이 2∼3m까지 자
란다. 일반 해송보다 잔가지들
이 더 길고 가느다랗다. 우리나
라에서는 남해와 문섬 등 제주
도 해역의 수심 15∼100m 전
후에서 보고되었다.

가을철 백도 수중 생태계에 서식하는 해양생물

무쓰뿌리돌산호

솜털꽃갯지렁이

불나무진총산호

우리나라 전 연안의 수심 약 5m
전후의 암반 조하대에 서식하는
돌산호류이다. 독립개체는 드물
고, 군체성장을 한다. 크기는 약
10mm 전후이며, 몸통과 촉수는
모두 선명한 노랑색을 띤다.

우리나라 전 연안의 조간대 하부에서부터
수심 약 10m 전후의 암반 조하대까지에서
비교적 흔히 발견되는 서관(dwelling tube)
형성 갯지렁이류이다. 바위 틈에 서관의 끝
부분을 강하게 부착시킨 상태로 서식한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남색꽃갯지렁이(S. indica) 와 혼돈되어
잘못 동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제주도 남서부 해역에서 서식이 확인되었다.

쿠로시오 난류의 영향을 받는 제
주도, 남동부 연안에 분포하며, 수
심 약 5m 전후의 암반 조하대에
서 서식한다. 형태는 전체적으로
부채꼴이며, 군체 크기는 15cm
전후로 빛을 받으면 군체의 몸체
와 촉수에서 강한 형광빛을 발하
기 때문에 주변의 다른 산호류와
쉽게 구분된다.

주발깃히드라

산호살이조개

톱장절게

우리나라 전 연안에 분포하며, 수
심 약 5m 전후의 암반 조하대 바
위 표면에 군락을 이루며 밀집생
활을 한다. 황갈색의 군체는 줄
기가 많은 마디로 나뉘어져 각각
의 마디에서 작은 가지가 좌우 교
대로 나와 하나하나가 마치 부드
러운 깃털처럼 보인다. 각 군체는
약 6cm 전후까지 성장한다.

쿠로시오 난류의 영향을 받는 제
주도를 비롯한 고수온 해역에서
주로 서식한다. 수심 약 10m 전
후의 암반 조하대에 생활하는 산
호류에 부착한다. 패각길이는
10cm 전후이며 전체적인 색깔은
짙거나 옅은 황갈색을 띤다.

우리나라 동해 남부, 남해 동부, 제주
도 해역에 분포하며, 조하대에서 수
심 약 25m 전후의 암초지대에서 서
식한다. 갑각은 둥그스름한 사각형이
며, 등에는 짧은 털이 밀생해 있다.
갑각의 앞옆 가장자리에는 톱날모양
의 4개의 예리한 이가 있다. 몸은 붉
은 자색이며, 적갈색의 얼룩이 몸에
있다. 약 76mm 전후까지 성장한다.

털많은가지해면

빨강불가사리

파랑돔

몸의 전체 형태는 나뭇가지모양이
며, 표면에 다발로된 골편이 방사
형으로 돌출되어 있다. 전체적으
로 표면이 질기고, 주황색을 띤다.

제주도와 독도 및 남해 일부 연안
에 서식하며, 수심 10m 전후의 암
반 조하대에서 흔히 발견되는 불가
사리류이다. 팔을 포함한 몸통길이
8cm 전후의 중형 불가사리류로 몸
통은 전체적으로 주홍색을 띤다. 간
혹 기생성 빨강불가사리고둥(Stiffer
ovoideus) 에 의해 다리가 굵어지거
나 불룩해지는 형태도 보인다.

우리나라의 제주, 일본 중부 해
안 등에 서식하며, 몸의 길이는
30cm 전후까지 성장한다. 몸빛은
전체적으로 파랗고, 꼬리와 배 쪽
은 노란빛을 띤다. 특히, 가슴지느
러미 밑에는 검은색 띠가 있다.

부채뿔산호

곤봉바다딸기

보라예쁜이해면

우리나라 전 연안 수심 약 5m 전후
의 암반 조하대에서 서식한다. 군체
높이 30cm 전후의 산호류이며, 전
체적인 모습은 부채를 연상시키며
주로 선홍색을 띠지만 보라색이나
노랑색 등의 변이가 있다. 특히, 암
반의 아랫면에 부착해서 군체가 거
꾸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온대
해역에서 군체의 성장이 빠르다.

우리나라 남해 연안에 분포하며,
수심 약 20m 전후의 조하대 암반
표면에 서식한다. 군체의 길이는
약 10cm 전후로 선홍색을 띤다.
유사종인 바다딸기(B. rubra )의 군
체가 다소 긴 것에 비해 군체의
길이가 짧고 딱딱하며 전체적으로
뭉툭한 느낌이 든다.

우리나라 남해 연안 수심 약 5m
전후의 암반 조하대에서 주로 서
식하며, 군체의 색상은 보랏빛을
띤다. 군체의 직경은 3cm, 높이는
10cm 전후의 군체를 이루고 ,유
사종인 예쁜이해면(C. elegans )에
비해 크기가 작다.

(Rhizopsammia minuta
mutsuensis )

(Branchiomma cingulata )

(Aglaophenia suensonii )

천연기념물 제457호

둔한진총산호

(Euplexaura crassa )
우리나라의 오륙도와 남해, 일
본 사가미만에서 서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수심 약 20∼
30m의 암반표면에 고착생활을
한다. 군체는 높이 약 11.5cm,
너비 약 6cm까지 성장하며, 군
체는 베이지빛, 폴립은 노란빛
혹은 갈색빛을 띤다.

멸종위기 2급

(Pteria heteroptera )

(Raspailia hirsuta )

(Certonardoa semiregularis )

자색수지맨드라미

(Dendronephthya putteri )
제주도 연안에만 서식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심 10m
전후의 암반 조하대에 군락을
이룬다. 야간에 보라색의 폴립
들을 활짝 펼쳐 먹이활동을 하
며, 군체는 약 50cm까지 자란
다. 표면에는 소형 무척추동물
이 공생하기도 한다.

멸종위기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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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지표종

(Melithaea flabellifera )

(Bellonella rigida )

(Euplexaura abietina )

(Guinusia dentipes )

(Pomacentrus coelestis )

(Callyspongia confoederata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