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별 및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198호

지정(등록)일 1968. 05. 31.

소재지 -

따옥, 따옥 처량히 울다, 따오기

따오기는 목 따오기과에 속하며 시베리아 우수리지방에서 중국 동북 지방(만주)과 

서부 산시성(山西省)에 걸쳐 재생하였다. 우리나라에는 겨울새로 도래하여 월동했으

나 점점 개체 수가 줄어든 비운의 새이다.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한 종으로 천연기념

물 198호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동물 82  따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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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노을,�따오기�외로이�날다

지는 노을은 외로운 따오기와 한 가지로 날고

가을빛을 띤 강물과 길고 넓은 하늘이 다 같이 한 빛이로구나

왕발(王勃), 등왕각서(滕王閣序) 1)

671년(당 고종 2) 등왕각을 수리한 염백서는 9월 9일에 손님을 불러 

잔치를 베풀었다. 염백서가 종이와 붓을 내어놓고 등왕각 서문을 지

으라고 손님들에게 청하니 누구도 쾌히 지으려는 사람이 없었다. 이

때 좌중에서 가장 젊은 손님이었던 왕발(647-674)이 조금도 주저하는 

기색 없이 붓을 들었다. 그리고 쓴 것이 바로 위의 시구이다.

지는 노을에 날아가는 따오기가 남기는 정취는 당시 문인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고, 고려 말의 문신 학자였던 이색은 왕발의 구절을 차용

해 다음과 같은 시를 남기기도 했다.

지는 노을 안개와 외로운 따오기에 물은 허공에 떴고,

채색 기둥과 바람에 날리는 붉은 발은 운우 속일세.

그 때 왕발을 도왔던 강신은 나를 알겠지,

언제 다시 반 돛 바람을 내게 빌려 주려는고.

이색, 등왕각도(滕王閣圖) 2)

따오기가 전하는 애틋한 정서는 이후에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그중 하나가 우리에게는 동요로 잘 알려진 따오기 노래이다.

보일 듯이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따옥 따옥, 따옥 소리 처량한 소리

떠나가면 가는 곳이 그 어디메뇨

내 어머니 가신 나라 해 뜨는 나라

이 노래의 가사는 1925년 당시 동아일보 평남지국장겸 주재기자였

던 한정동이 동아일보 신춘문예 동요 편에 응모, 당선됐던 것으로 그 

후 윤극영이 곡을 붙였다.

1) 落霞與孤鶩齊飛 秋水共長天一色

2) 落霞孤鶩水浮空 畫棟飛簾雲雨中 當

日江神知我否 何時更借半帆風



516

가사 중에 ‘내 어머니’는 바로 ‘잃어버린 조국’을 뜻하는 것으로 당

시 일제치하에서 나라 잃은 슬픔에 젖어있던 민중 사이에 급속히 불

리기 시작했다. ‘따오기’는 단순한 동요가 아니라 민족의 한을 담은 독

립운동의 노래이기도 하였기에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일제는 이 노래

를 부르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8·15광복 후 다시 부르게 되었다.

이같은 따오기는 11월에서 3월 사이에 우리나라에 날아와 시골 민

가 부근의 산야에서 겨울을 났었다. 어우야담의 저자로 알려진 유몽

인(柳夢寅, 1559-1623)은 일찍이 『유산기』에서 학, 고니, 기러기 등과 

함께 따오기의 이러한 면모를 읊고 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천하에서 큰 깃을 가진 새, 즉 구름 속을 날고 물

가에서 잠을 자는 학, 고니, 기러기, 따오기, 너새들이 형양(衡陽)에서 

날아와서 위우(委羽)로 날아간다. 모두 이 연못에 모여 물결을 차고 시

끄럽게 울면서 날개로 하늘을 덮는데 그 소리가 우레와 같다. 그러다가 

초가을에 이르러 찬바람이 언뜻 불면 모두 깃을 펼치고 남쪽으로 날아

간다. 이때부터 못은 텅 비어 버린다.

유몽인, 『유산기』, 「백두산기」

더불어 『조선왕조실록』 연산군 11년 기사에서는 조학소나 채붕에 

쓸 날짐슴 등을 각 고을로 하여금 상납하게 하라는 전교를 내린 사실

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까마귀, 까치, 부엉이, 꾀꼬리, 매와 함께 따

오기도 상납하도록 명시하였다.

이렇듯 한반도에 따오기가 심심치 않게 보였으니 19세기 말 폴란드

의 조류학자 타크자노스키(Taczanowski)는 서울 북부지역에서 50마리

의 따오기 무리를 관찰하여 보고한 예가 있고, 1892년 영국학자 캠벨

은, “한국에는 겨울과 봄에 흔한 새이며 쉽게 사냥총의 밥이 된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 같은 따오기는 점점 수가 줄어들어 1954년 1월 

남대문시장에서 미국인이 구입한 표본 1점과 66년 2월 경기도 문산 

북방 판문점 부근 냇가에서 월동 중이던 한 마리 백색형 따오기가 겨

우 관찰되었을 뿐이다. 이후 1974년 12월 8∼10일 같은 장소에서 4마

리까지 다시 목격되고 77년 1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내에서 두루미



문화재 이야기 여행 천연기념물 100선   517

재단의 아치볼드 박사와 원병오 박사팀에 의해 한 마리가 관찰되었으

나 1980년 이후 따오기는 한반도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광복 후, 따오기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있게 되었다지만, 정작 그 

따오기는 사라진 것이다.

� 사라져가던�따오기,�다시�복원하다

따오기는 몸 색깔이 흰색에 핑크색을 가볍게 띤다 해서 한자어로는 

홍학(紅鶴), 주로(朱鷺) 등으로도 불린다.

암수 구분 없이 몸길이는 76.5cm 정도이며, 날개길이 38∼44cm, 부

리길이 16∼21cm이다. 머리는 전체적으로 흰색이지만 이마·눈 주

위·목에는 붉은 피부가 노출되어 있다. 부리는 밑으로 길게 구부러

져 있다. 다리는 짧은 편이며 적갈색이다.

뒷머리의 깃털은 연한 등홍색을 띤 관모양을 이루고 있으며, 등·

어깨·허리 및 윗꼬리덮깃은 흰색이나 깃털의 기부는 연한 등홍색이

다. 날개깃·날개덮깃 및 꼬리는 흰색이며 연한 등홍색을 띤다. 가

슴·배·옆구리는 흰색이며 부리의 기부는 적색, 그 나머지는 흑색이

다. 번식기의 생식깃은 관우(冠羽)·목·등·어깨깃·날개덮깃 등이 회

흑색을 띠기도 한다.

번식기에는 암수 한 쌍이 함께 행동하며 그 밖의 시기에는 작은 무

리를 이루어 생활한다. 논이나 소택지 혹은 갯가나 물가에서 작은 물

◀�따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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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개구리·게·조개·수서곤충 등을 먹으며 때로는 식물도 먹

는다. 날 때에는 목과 다리를 앞뒤로 뻗고 백로나 왜가리보다 날개를 

덜 펄럭이면서 직선으로 난다. 또한 활강하거나 원을 그리며 날기도 

한다.

밤나무·참나무 등 활엽수의 큰 나뭇가지에 마른 덩굴이나 가지를 

모아 접시 모양의 둥지를 틀며, 알자리에는 이끼와 낙엽을 깐다. 산란

기는 4월 상순에서 5월 중순이며 한배의 산란수는 2, 3개이다.

알은 연한 청록색 바탕에 갈색의 작은 반점이 있으며 군데군데 암

갈색의 구름 모양의 무늬가 있다. 부화된 새끼는 회색의 솜털로 덮여 

있으며 포란기간은 약 1개월이고, 알을 깐 새끼를 기르는 기간 역시 1

개월이다.

한국에서는 1968년 5월 30일 천연기념물 제198호로 지정되었고, 

2012년 5월 31일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

다. 국제자연보존연맹이 정한 멸종위기종 목록에도 부호 제27번으로 

등록되어 있는 국제보호조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따오기 복원사업을 하기에 이르렀다. 따오기 복

원사업은 2008년 10월 제10회 람사르총회의 한국 개막을 기념하며, 

한국의 생물다양성 재고와 함께 생태 및 습지 복원에 대한 노력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2008년 10월 17일에는 따오기가 국내에서 자취를 감춘 지 30여 년 

만에 중국 산시성 양현(陽縣)에서 서식 중이던 따오기 한 쌍을 기증받

아 경남 창녕군 ‘우포 따오기 복원센터’에 들여옴으로써 따오기 복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중국에서 들여와 경남 창원 우포늪에 정착한 따오기는 2009년 4월 

6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6개의 알을 낳아 3개가 인공 및 자연부화

에 성공했다. 이어 5월 21일에 3개의 알을 더 낳아 이례적으로 세 차

례의 산란에 성공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중국·일본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따오기 복원에 성공했다.

•중국으로부터의 따오기 기증은 

2008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양국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胡錦濤) 국가주석으로부터 약속받은 

바에 따른 것이다.

▲�창녕�우포늪�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제524호 

·소재지 :   경남 창녕군 이방면 대합

면 일원 

·사진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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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지역�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제335호 통영 홍도 괭이갈매기 번식지 경남 통영시 홍도 일원 - 1982. 11. 16.

제224호 밀양 남명리 얼음골 
경남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산95-1, 

외 
- 1970. 04. 24.

주변�지역�문화재�/�유적

문화재�종별�및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국보 제33호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상리 28-1 삼국시대 1962. 12. 20. 

국보 제34호 창녕 술정리 동 삼층석탑 
경남 창녕군 창녕읍 시장2길 37 

(술정리) 
통일신라시대 1962. 12. 20.

보물 제75호 창녕 송현동 마애여래좌상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105-4 통일신라시대 1963. 01. 21.

보물 제146호 창녕 관룡사 약사전 
경남 창녕군 창녕읍 화왕산관룡사길 

171, 관룡사 (옥천리) 
조선시대 1963. 01. 21.

보물 제212호 창녕 관룡사 대웅전 
경남 창녕군 창녕읍 화왕산관룡사길 

171, 관룡사 (옥천리) 
조선시대 1963. 01. 21.

보물 제227호 창녕 인양사 조성비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294 통일신라시대 1963. 01. 21.

보물 제295호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조여래좌상 

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산328, 

관룡사 
통일신라시대 1963. 01. 21.

보물 제310호 창녕 석빙고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288 조선시대 1963. 01.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