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별 및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324-2호

지정(등록)일 1982. 11. 04.

소재지 -

고양이를 닮은 새, 수리부엉이

부엉부엉 운다고 하여 부엉이라 불린 이 새는 밤에 사냥을 하고 낮에는 쉰다. 한밤

중에 둥글고 밝은 눈, 색색의 성성한 깃털을 지닌 그 모습을 한 부엉이가 굵고 탁한 목

소리로 울었으니 사람들은 지레 불길한 생각을 떠올리곤 했다. 한때는 부엉이가 울어

서 해를 없애는 제사까지 지냈다하니 지금 생각하면 웃지 못 할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한 텃새였으나 약용으로 남획하였기 때문에 점차 감소되어 지금

은 매우 희귀해졌다. 그리고 서식지의 파괴도 감소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수리부엉이를 포함한 7종의 새를 올빼미·부엉이류로 묶어서 1982년 11월 4일 천연

기념물 제324-2호로 지정하였다. 2012년 5월 31일에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동물 91  수리부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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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을�부르다

수리부엉이[鵂鶹]가 대낮에 가득히 공중을 날며 울었다.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제2권

『고려사절요』 병자 원년(976)에는 수리부엉이가 울었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와 『조선왕조실록』에서는 부

엉이가 궁에서 울어 해를 없애는 제사인 해괴제를 지냈다는 기록까지 

보이고 있다. 정약용의 『다산시문집』에서도 부엉이의 울음소리를 부

정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보인다.

오직 하늘이 재앙을 내려 백성들이 병들어 죽어가네. 따뜻한 봄이나 얼

음 어는 겨울철에 뱃속이 결리고 코가 막히네. 음려(陰沴)가 서쪽에서 

오니 그 빠르기가 역말과 같은데, 괴상한 올빼미는 낮에 울고 훈호(訓

狐, 올빼미과에 속하는 수리부엉이를 말함)는 밤에 울었네.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7권

이렇듯 부엉이는 불길의 징조로 알려졌는데 그 생김새 탓이 컸다. 

부엉이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는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의 

『청장관전서』에서 그 일면을 찾아볼 수 있다.

홍의도(紅衣島)는 나주 남쪽에 있는데, 영종 때에 비변랑(備邊郞)을 보

내어 그 실정을 살펴보게 하였다. 이에 배가 한 무인도에 정박하였을 

때 큰 새가 숲 속에 엎드려 있는데, 머리는 큰 독[甕] 같고 날개는 다 

호랑이 무늬였다. 뱃사공이 동행자들에게 숨을 죽이고 말을 하지 말라

고 주의한 다음 다들 그물과 자리로 몸을 덮고 엎드려 있었다. 잠시 후

에 새가 날아가는데, 몸을 솟구치는 동작이 매우 느리고 무거웠다. 뱃

사공이 말하기를,

“저 새는 번번이 사람을 삼키기 때문에 피했던 것이오.”

하였다. 이 말을 따라갔던 화가가 있어서 석치(鄭石癡 철조(喆祚))에게 

전한 것이다. 《일본기략(日本記略)》을 상고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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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아천황 홍인(弘仁) 4년(813)에 우위문부(右衛門府)에서 새를 바쳤

는데, 진짜 호랑이 같았고 날개·털·다리가 다 붉었으며, 당시 사람들

이 그 이름을 몰랐다.”

하였는데, 화가가 보았다는 큰 새는 곧 이 새이다. 수리부엉이[鵂鶹]는 

고양이 같고 이 새는 호랑이 같으니, 역시 한 종류이다.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제55권, 「앙엽기(盎葉記)」2

이렇듯 부엉이는 그 이미지와 울음소리로 인해 오해를 받는 새였

다. 민속에서는 한밤중에 우는 부엉이 소리가 죽음을 상징하는데, 예

로부터 부엉이가 동네를 향해 울면 그 동네의 한 집이 상을 당한다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어미를 잡아먹는 불효조로 여기기도 했다.

경남 의령군 부림면 여배리와 용덕면 운곡마을 그리고 양산시 물금

읍 증산리에서는 10월에 부엉이가 울면 마을에 초상이 나거나 악질이 

도는 수가 많다고 여긴다. 부산 지역에서는 음력 10월에 들리는 부엉

이의 울음이 불길한 일이나 흉년을 예고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금정구 금성동 산성 마을과 강서구 가덕도에서는 부엉이가 울

면 마을에 싸움이 나거나 초상이 나는 등 시끄럽고 불길한 일이 생기

고, 이듬해 농작물이 좋지 않다고 한다. 제주도의 무가 ‘세경본풀이’에

서 “밤중만 되면 부엉이가 날아와 울어대면 서천 꽃밭에 죽은 사람을 

◀�수리부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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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리는 도환생 꽃들이 죽어간다.”라고 하고, 속담에도 “부엉이가 울

면 초상난다.”라고 하여 그 울음소리를 죽음의 흉조로 보았다.

반면에 동해안 지역의 마을에서는 부엉이 울음소리를 풍어를 알려 

주는 소리로 풀이하나 이를 풍어의 기쁨과 함께 앞서 언급한 불길한 

징조와 결합하여 해석하기도 한다. 해운대구 송정동에서는 부엉이가 

울면 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하며, 기장군에서는 부엉이가 울면 고기

는 많이 잡히지만, 농사는 흉년이고 마을에 초상이 난다고 한다.

그러나 부엉이가 마냥 불길하고 부정적인 새로만 여겨진 것은 아

니었다. 한간에는 밤에만 활동하는 부엉이를 우둔함과 소실함의 상징

으로 생각해서 ‘부엉이 마냥 하나 둘밖에 모른다’는 속담이 있다. 경남 

함안군 일대와 가야읍에서는 “남여시 북부엉”이라고 하여 10월에 남

쪽에서 여우가 울고 북쪽에서 부엉이가 울면 맛있게 잘 차린 음식이

나 반찬이 들어온다고 하여 길조로 여겼다.

또한 부엉이를 고양이 얼굴을 닮은 매’라고 해서 ‘묘두응(猫頭鷹)’이

라고도 불렸는데 ‘고양이 묘(猫)’는 70세 노인을 뜻하는 ‘모(耄)’자와 음

이 비슷해 장수를 상징하기도 한다. 따라서 민가에서는 고희를 축하

하는 그림으로 부엉이를 그리기도 하였다.

현대에는 부엉이가 보다 정겹고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에 이르렀

는데 한하운(1919~1975)의 시 ‘부엉이’에서 그 일면을 찾아볼 수 있다.

미움과 욕으로 일삼는 대낮에는

정녕 조상을 끄려서 차라리 눈을 감는 것이

약보다는 좋은 효험이라 생각하였다.

부엉이는 또한

싸움으로 일삼는 낮에사

푸른 나무그늘 바위틈에서

착하디착하게 명상하는 기쁨이

복이 되곤 했었다.

모든 영혼이 쉬는 밤

또 하나의 생명과 영혼이 태어나는 밤

▲�수리부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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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밤이 좋아서 신화는

부엉이를 눈을 뜨게끔 하였다

어둠 속에서

별이 반짝이며 이슬을 보낸다

나무가 숨쉬며 바람을 보낸다

꽃이 피려고 향을 훈긴다.

� 해가�지기를�기다리다

올빼미과에 속하는 조류는 전 세계에 134종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

나라에는 10종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중 미조(迷鳥)인 

흰올빼미와 긴점박이올빼미·금눈쇠올빼미 등을 제외한 나머지 7종

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수리부엉이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올빼미과의 조류 중 덩치가 

가장 큰 새다. 몸길이만도 약 70cm로 그 크기가 칡부엉이의 2배나 된

다. 대형 조류이며 머리에 난 귀 모양 깃털이 특징적인데, 머리꼭대기

는 갈색을 띤 검은색으로 각 깃털은 연한 미색 또는 엷은 녹슨색의 가

장자리와 검은 갈색의 파도모양 얼룩무늬 또는 벌레 먹은 모양의 얼

룩무늬가 있다.

숲보다는 주로 깊은 산 암벽과 강가의 절벽에서 생활한다. 낮에는 

곧게 선 자세로 나뭇가지나 바위에 앉아 있고 주로 밤에 활동을 시작

하여 새벽 해 뜰 무렵까지 활동한다. 쉴 때는 곧게 선 자세로 날개를 

접고 나뭇가지나 바위에 앉아 있다. 낮게 파도 모양으로 날며, 밤에는 

하늘 높이 떠서 바위산을 오가기도 한다.

둥지 없이 암벽의 바위 선반처럼 생긴 곳이나 바위굴 밑의 편평한 

곳, 또는 바위벽 사이의 틈을 이용하여 한배에 2∼3개의 알을 낳는다. 

알을 품는 기간은 34∼36일이고, 새끼의 성장 기간은 35일이다. 새

끼에게 주로 꿩·산토끼·쥐를 잡아 먹이고, 어미새는 그 밖에 개구

리·뱀·도마뱀·곤충 따위도 잡아먹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올빼미과에 속하

는 조류 중 귀뿔깃이 있는 종들은 부

엉이, 귀뿔깃이 없는 종들은 올빼미로 

구별하여 부르고 있다. 소쩍새와 큰소

쩍새는 모두 뚜렷한 귀뿔깃이 있으므

로 부엉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소쩍새

·천연기념물 제324-6호

·사진 출처 : 문화재청 

▲�쇠부엉이

·천연기념물 제324-4호 

·사진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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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지역�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제76호 영월 하송리 은행나무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190-4 - 1962. 12. 07.

제219호 영월 고씨굴 강원 영월군 김삿갓면 진별리 산262 - 1969. 06. 04.

제248호
횡성 압곡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강원 횡성군 서원면 압곡리 산186-2 - 1973.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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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사 (동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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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제221호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강원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1211-50, 상원사 (동산리) 
조선시대 1984. 10. 15. 

국보 제292호 평창 상원사 중창권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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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정사 성보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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