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별 및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201-1호

지정(등록)일 1968. 05. 31.

소재지 -

곤곤곤 울어 고니라 부르다

전 세계적으로 고니는 30만 개체 미만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월동하

는 개체 수는 약 4,000개체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월동지로는 낙동

강하구와 진도해안, 금강하구, 경포호, 강진만 등지이며, 매년 2,000개체 이상이 월동

하는 낙동강하구가 최대 월동지이다. 그 외의 월동지에서는 수백 개체에서 수십 개체

가 월동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진귀한 겨울새이므로 천연

기념물 제201-1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동물 84  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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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새,�고니

백조는 흰 백(白)자에 새 조(鳥)자를 써서 백조인데 우리말로 고니

라고 부른다. ‘곤곤곤’ 운다고 고니라고 부른다. 한자로 고니를 쓸 때 

백조라는 말보다 고니 곡(鵠)자를 많이 쓴다. 곡곡(鵠鵠) 운다고 한자

말도 곡(鵠)이다. 그 외에 창아, 가아, 천아(天鵝)라고도 불렀다. 이익

의 『성호사설』에는 그 기록이 남아있다.

내가 자서를 상고하건데, “들거위는 기러기보다 큰 것이 집에서 기르

는 창아와 같은데, 이름은 가아라고도 하고, 또 천아라고도 하니, 이는 

곡이란 새의 별명이다.” 하였다. 지금 길거리에서도 가끔 만나는데, 모

습은 거위와 비슷해도 크기는 현절하게 다른 것이 소위 곡이란 새이다. 

… 우리나라에는 학과 천아 외에 딴 곡이란 새는 없는데, ≪고려사≫에 

곡을 바쳤다라는 사실이 적혀 있으니 생각하건데 이는 학을 바친 것인 

듯하다.

이익, 『성호사설』 1)

고니에 관한 기록은 『동국통감』과 『고려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동국통감』을 보도록 하자.

‘고려 충렬왕 8년, 임오년(壬午年), 1282년’

정축일(丁丑日)에 왕이 안남(安南)에 머물렀는데, 몽고 공주가 윤수(尹

秀)를 꾸짖기를,

“이곳에는 거위나 고니도 없는데, 어찌하여 왕을 유혹해서 이렇게 멀

리까지 왔다는 말인가?”

하며, 또 왕에게 이르기를,

“오로지 사냥놀이만을 일삼는데, 나라 일은 어찌하려고 그러십니까?”

하니, 왕이 부끄러워하면서 분개하여 바깥으로 나와서 앉았는데, 장군 

박의(朴義)가 고니 한 마리를 잡아다가 바치니, 왕이 크게 기뻐하여 옷 

한 벌을 하사하였다. 『동국통감』

고니를 잡아 바치자 왕이 크게 기뻐했다는 구절로 보아 당시 고니

1) 按字書云 野鵝大于雁 似人家蒼鵝 謂

之駕鵝 又謂天鵝 鵠之別名也 今行道之

間 往往遇之 形似鵝 有絶大者 乃所謂鵠

也…我國鶴與天鵝之外 別無所謂鵠者 而

麗史有獻鵠之事 意者是獻鶴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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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꽤 귀하게 여겨진 사냥감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몽고의 공주에

게까지 알려질 만큼 왕과 함께 고니 사냥을 다닌 윤수는 평소에도 고

니 사냥을 즐겨했던 모양으로,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고니와 얽

혀있다.

윤수는 벼슬이 군부판서(軍簿判書)·응양군(鷹揚軍) 상호군(上護軍)

에 이르렀다. 하루는 삼각산의 승려가 꿈을 꾸었는데, 어떤 한 노인이 

그를 집으로 데려다가, “나는 용이다. 어제 나의 아들이 고니로 변하여 

큰 못 가운데 놀고 있었는데, 윤수가 활을 쏘아 죽였다.”고 말했다. 꿈

을 깬 승려가 이상하게 여겨 남경유수(南京留守) 왕연(王昖)에게 보고

했는데 왕연이 윤수를 찾아가 캐묻자 과연 그 날 검은 고니를 잡았는

데 그 크기가 보통과 달랐다고 말했다. 얼마 후 갑자기 병이 들었는데, 

벌떡 일어나 주먹을 휘두르며 벽을 치면서, “여우·토끼·고라니·사

슴이 내 살을 뜯어먹는구나!” 하고 외치더니 결국 죽어버렸다.

『고려사』 권124, 열전37, 폐행2

더욱이 ‘충렬왕 20년(1294) 갑오년’의 기록을 보면 고니는 ‘고니 고

기[鵠肉]’로 원나라에 바쳐졌던 것으로 보인다. ▼�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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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일. 낭장(郞將) 백견(白堅)을 원나라에 보내 고니 고기[鵠肉]를 바

치게 했다. 고니가 하양(河陽: 지금의 경상북도 경산시)과 영주(永州: 

지금의 경상북도 영천시) 등지에 많이 나므로 해마다 사자를 보내 포

획하는 바람에 그 일대가 소란해 백성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

『고려사』 권31, 세가31 충렬왕4

조선으로 넘어와서도 고니에 대한 기록을 종종 찾을 수 있는데 『조

선왕조실록』에는 백조라는 말은 거의 없고 천아(天鵝)라고 쓰여 있다. 

조선 시대에는 태조 이성계가 잠저(潛邸)에 거처할 때에 왕위에 등극

할 것을 예견하였다 하여 고니를 신성한 것으로 취급하기에 이른다.

그 영향이었을까, 종묘대제에도 고니가 올라가게 된다.

헌데 고니를 잡기 위해 애를 먹은 모양인지 1658년(효종 9)에는 고

니를 포획하는 게 어려워 기러기로 대체하는 일이 의논되기도 한다. 

1687년(숙종 14)에 간행된 김장생(金長生)의 문집 『사계전서』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종묘의 제사에 사용되는 고니[天鵝]의 값은 무명 2, 3동(同)에 이르고 

있습니다. 종묘의 제사에 구태여 고니를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고니는 이미 없앴으며 다른 제물을 대신 사용하고 있

다.” 하였다.

김장생(金長生), 『사계전서(沙溪全書)』제10권

� 비슷한�듯�다른�고니,�큰고니,�혹고니

백조류는 9종이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고니, 큰고니, 혹고

니 3종이 있다. 가을이 되면 추위를 피해 우리나라의 동해안과 남해안

에서 겨울을 난 후 북쪽 캄차카 반도에서 동북부 시베리아에 걸친 툰

트라 지대의 먹이가 풍부한 환경에서 번식한다.

고니는 몸길이 120cm 정도로 큰고니보다 몸집이 작으며 목이 더 짧

다. 암수 모두 몸은 흰색이고 부리와 다리는 검은색이며 부리의 머리 

•종묘에 올리는 물품은 그 시기에 

생산되는 산물로 규정하고, 그 밖에 

새로운 물품이 진상되거나 외국에서 

수입되었을 때 바치는 경우도 있다. 

물품의 지정된 내역을 보면 정월에는 

청어, 2월에는 빙송어, 3월에는 고사

리, 4월에는 죽순, 5월에는 보리와 밀, 

그리고 오이와 가지·앵두·살구 등, 

6월에는 벼·기장·피·조·가자·

동과(冬瓜)·능금 등, 7월에는 연어·

배, 8월에는 감·대추·밤과 신곡으

로 빚은 술, 9월에는 기러기, 10월에

는 귤감·꿩·뱀장어·참새·도미, 

11월에는 천아·과류·어류 등, 12

월에는 바다에서 생산되는 이름 있는 

어류와 산에서 잡아온 토끼 등을 바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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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만 노란색으로 큰고니처럼 부리 끝까지 노란색 부분이 이어져 있

지 않다. 부리의 색은 개체 차이가 있어 일부 고니는 큰고니와 혼동되

기도 한다.

어린 새는 몸이 밝은 회갈색을 띠고 큰고니의 어린 새보다 색이 엷

지만 매우 비슷하다. 회갈색 깃털은 다음 해 봄까지 남아 있고 2년 겨

울까지 성조깃으로 바뀐다. 부리는 분홍색으로 기부로 갈수록 옅어진

다. 다음해 봄까지 부리 끝과 가장자리는 검은색이고 2년 겨울이 돼서

야 성조와 같이 거무스름해진다. 다리와 발은 분홍빛이 도는 회색이다.

한편 큰고니는 몸길이 152cm, 날개길이 약 60cm 정도로 암수 동일

하며 몸은 흰색이고 어린새는 검은빛을 띤 회색이다. 콧구멍 앞까지 

부리가 노란색을 띤다. 부리 끝이 구부러져 있어 고니와 구별이 가능

하다. 호수와 늪, 하천, 해안 등에서 큰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며 암수

와 새끼들의 가족군으로 구성된다.

또한 혹고니는 몸길이 152cm, 날개길이 약 60cm 정도로 암수 동일

하며 몸은 거의 흰색이고, 선명한 오렌지색 부리에 검은색인 혹과 부

리의 머리 부분 때문에 다른 고니들과 쉽게 구별된다. 저수지나 호수 

등에서 생활하며, 유럽에서 몽골에 이르는 유라시아 대륙에 분포하

고, 공원에서 사육되는 종은 거의 가금(家禽)처럼 되어 있다. 주로 물

에서 나는 식물을 먹지만 작은 동물도 먹는다. 고니류 가운데 수가 가

장 적고, 동북아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난다.

◀�고니

▲�혹고니

·천연기념물 제201-3호

·사진 출처 : 문화재청

▲�큰고니

·천연기념물 제201-2호 

·사진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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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지역�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부산 강서구 평강로171번길 197 

(대저1동) 
- 1966. 07. 23.

주변�지역�문화재�/�유적

문화재�종별�및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36호
가덕도 동백군락 

부산 강서구 가덕해안로 1237 

(대항동) 
- 1993. 02. 01.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47호
김해 죽도왜성 부산 강서구 죽림동 787 일원 조선시대 1999. 03. 09.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27호 
몰운대 부산 사하구 다대1동 산144 - 1972. 06. 26.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62호 
금정산 금샘 

부산 금정구 범어사로 244 

(청룡동, 계명암) 
- 2013. 09.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