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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홍도 수중 생태계에 서식하는 해양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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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홍도 수중 생태계에 서식하는 해양생물

세동가리돔

가시산호류

가시산호류

자색수지맨드라미

우리나라 남해, 일본 중부이남, 동중국
해, 대만, 필리핀 등에 서식하며, 수심
약 10m의 모랫바닥 또는 깊은 암초사
이에서 살아간다. 산 란기는 늦봄에서
여름사이로 알려져있으며, 소형종으로
성장했을 때 약 20cm정도이다.

주로 제주도와 남해안 연안에 서식하
며, 수심 10m 전후의 암반 조하대에서
군락을 이룬다. 가시산호과의 산호류
로 군체는 일평면상으로 분지하고, 폴
립은 가지 끝에서 특히 밀집해 있으며
그 밖의 부분은 약간 간격을 두고 여
러 방향으로 나 있다.

주로 제주도와 남해안 연안에 서식하
며, 수심 10m 전후의 암반 조하대에서
군락을 이룬다. 가시산호과의 산호류
로 군체는 일평면상으로 분지하고, 폴
립은 가지 끝에서 특히 밀집해 있으며
그 밖의 부분은 약간 간격을 두고 여
러 방향으로 나 있다.

제주도 연안에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 수심 10m 전후의 암반
조하대에 군락을 이룬다. 야간에 보라
색의 폴립들을 활짝 펼쳐 먹이활동을
하며, 군체는 약 50cm까지 자란다. 표
면에는 소형 무척추동물이 공생하기도
한다.

혹투성이 갯민숭이

유착나무돌산호

옥덩굴

큰산호붙이히드라

쿠로시오 난류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제주도와 독도 연안에 분포하며, 수심
5∼10m의 암반 조하대에서 서식한다.
몸통길이는 약 4cm 정도로 흔치 않은
중형 육식성 갯민숭이류이다.

조간대의 수심 25m 전후의 바위 등에
붙어 고착생활을 하며, 군체를 이룬다.
남해와 동해, 일본의 동경만과 사가미
만 등지에 분포하며, 성장한 군체는 높
이 30cm, 너비 45cm까지 자란다.

북태평양 서부해역의 조간대와 조하대
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엽체는 짙은 녹색빛을 띠며, 엽체의 형
태는 가느다란 대롱모양의 기는줄기와
수중으로 뻗어나온 바로선 줄기로 되
었으며, 분지된 작은 가지에는 짧은 자
루가 있다.

전세계적으로 약 9,000여종이 분포하
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약 200여종
이 서식하고 있다. 주로 남해와 제주도
연안의 수중 약 20m 전후에서 서식한
다.

(Chaetodon modestus )

(Acanthogorgia sp.)

(Phyllidiella pustulosa )

(Acanthogorgia sp.)

(Dendrophyllia cribrosa )

(Dendronephthya putteri )

멸종위기 2급

(Caulerpa okamurae )

기후변화지표종

(Solandeia misakinesis )

긴침얼룩성게

빨강불가사리

호박해면

둔한진총산호

제주도 연안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수심 약 10m의 암반 조
하대에서 서식한다. 몸통직경 5cm 전
후의 흔치 않은 성게류이다. 야간에 주
로 해조류를 섭식하고, 긴 가시에는 강
한 독이 있어서 찔리면 매우 고통스럽
다.

제주도와 독도 및 남해 일부 연안에 서식하
며, 수심 10m 전후의 암반 조하대에서 흔히
발견되는 불가사리류이다. 팔을 포함한 몸통
길이 8cm 전후의 중형 불가사리류로 몸통은
전체적으로 주홍색을 띤다. 간혹 기생성 빨
강불가사리고둥(Stiffer ovoideus )에 의해 다
리가 굵어지거나 불룩해지는 형태도 보인다.

우리나라 전 연안에 서식하며, 수심 3
∼15m의 암반 조하대에서 흔히 발견
되는 해면류다. 군체의 크기는 최대 약
70cm, 높이는 약 50cm까지 성장한
다. 체색은 황갈빛을 띠며, 화학물질을
분비하여 석회조류나 조개껍질 또는
산호 표면에 부착하여 성장한다.

우리나라의 오륙도와 남해, 일본 사가
미만에서 서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수심 약 20∼30m의 암반표면에 고착
생활을 한다. 군체는 높이 약 11.5cm,
너비 약 6cm까지 성장하며, 군체는 베
이지빛, 폴립은 노란빛 혹은 갈색빛을
띤다.

자색수지맨드라미

긴가지해송

긴가지해송

검은큰따개비

제주도 연안에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 수심 10m 전후의 암반
조하대에 군락을 이룬다. 야간에 보라
색의 폴립들을 활짝 펼쳐 먹이활동을
하며, 군체는 약 50cm까지 자란다. 표
면에는 소형 무척추동물이 공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와 일본 미사키해역의 깊은
수심에서 서식한다. 줄기 부분의 색깔
은 진한 갈색빛을 띠며, 높이 2∼3m
까지 자란다. 일반 해송보다 잔가지들
이 더 길고 가느다랗다. 우리나라에서
는 남해와 문섬 등 제주도 해역의 수
심 15∼100m 전후에서 발견된다.

우리나라와 일본 미사키해역의 깊은
수심에서 서식한다. 줄기 부분의 색깔
은 진한 갈색빛을 띠며, 높이 2∼3m
까지 자란다. 일반 해송보다 잔가지들
이 더 길고 가느다랗다. 우리나라에서
는 남해와 문섬 등 제주도 해역의 수
심 15∼100m 전후에서 보고되었다.

우리나라 전 연안에 분포하며 암반 조
간대 중·하부에서부터 수심 2m 이
내의 조하대 바위 표면에서 매우 흔히
발견된다. 크기는 3cm 전후로 대형 따
개비류에 속한다.

(Diadema savignyi )

(Centonardoa semiregularis )

기후변화지표종

(Dendronephthya putteri )

멸종위기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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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ona celata )

(Myriopathes lata )

천연기념물 제457호

(Euplexaura crassa )

멸종위기 2급

(Myriopathes lata )

천연기념물 제457호

(Tetraclita japonica )

기후변화지표종

모자반류

돌돔

거북복

작은구슬산호말

조간대 하부에서 서식하며, 우리나라
연안에서 해중림을 이루는 대표적인
종으로 군락을 이루어 성장하기 때문
에 모자반류가 번무하는 곳은 각종 연
안동물들이 먹이를 얻거나 산란하기에
적합하여, 환경보존과 어업자원 확보
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연안 등에 분포하
며, 암초지대에 서식한다. 잡식성이며,
몸은 긴 타원형으로 체고가 높고 측편
형이다. 몸 빛깔은 청색을 띤 연한 흑
색으로 눈부터 꼬리지느러미까지 7개
의 분명한 흑색 가로띠가 있다.

우리나라, 일본, 타이완 등지에 분포하
며, 연안 해조지에 서식한다. 피부에
독이 있으며, 몸 빛깔은 노란색 또는
노란빛을 띤 갈색이며 작고 파란 점이
있다. 몸길이 40cm 전후까지 성장하
며, 통통하고 둥글며 거의 네모난 체형
을 가진다.

우리나라 암반 조간대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몸체는 석회질로 줄기는 막대
모양으로 연결되어있다. 가지의 끝에
는 부채모양이며, 끝 가장자리는 흰색
이다.

(Sargassum sp.)

(Oplegnathus fasciatus )

(Ostracion immaculatus )

(Corallina pilulifera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