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별 및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323-1호

지정(등록)일 1982. 11. 16.

소재지 -

매사냥, 왕실 스포츠로 자리잡다. 
참매

매는 하늘의 강자로, 작은 조류들과 일정크기의 육지 동물들은 매의 표적이 된다. 

그리하여 관용적으로 보통 시력이 뛰어나거나 관찰력이 좋아 빈틈없는 사람을 지칭

할 때 ‘매의 눈’이라고들 한다.

참매는 눈 위의 흰색 눈썹선이 뚜렷하고 어른 새는 등이 회색이며 목 아래를 비롯

한 몸의 아래는 흰색바탕에 적갈색의 가로줄무늬가 있다. 어린 새는 전체적으로 갈색

을 띠며 등과 날개는 더욱 진한 색을 띠고 있다. 잡목림의 교목 가지 사이에 둥지를 

틀고, 산란기는 5월 상순에서 6월경까지이며, 한 배의 산란수는 2~4개(보통 3개)이다. 

작은 짐승류와 작은 조류를 주식으로 한다. 시베리아 지방과 중국 동북지방(만주), 중

국 서부에서 히말라야까지 분포되었으며 사할린과 일본에서도 기록되어 있다. 국제적

으로 각종 협약을 마련하여 보호하고 있을 정도로 희귀할 뿐만 아니라, 사냥과 관련된 

전통 문화성을 가진 새이므로 천연기념물 제323-1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동물 90  참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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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치미’를�떼다

매류는 전 세계에서 58종이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6종이 

기록되어 있다. 이 중에서 황조롱이와 매의 2종과 수리류 중 참매·

붉은배새매·새매 및 개구리매 등 4종을 한데 묶어 매류로 취급하여 

1982년 천연기념물 제323-1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맹금류(매류와 수리류)는 먹이의 오염과 서식지의 파괴, 그리고 남

획 등의 원인으로 근래에 접어들어 격감되어가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중에서도 생존을 크게 위협받고 있는 참매를 포함하는 6종을 각별

히 보호하도록 조처를 취하게 된 것이다.

참매는 전장 수컷 50cm, 암컷 56cm의 흔하지 않은 텃새이다. 겨울

에는 평지로 내려오므로 서울의 북악스카이웨이나 경희대학교 구내

에서도 눈에 띌 정도로 도처에서 볼 수 있었으나 근래에 접어들어 점

차 감소해 가고 있다. 

이같은 매는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꿩 사냥에 사용해왔다.

참매는 나이나 조련 유무에 따라 다양한 이름을 가진다. 일반적으

로 일 년 미만의 매를 ‘보라매’라 하고 1년에서 2년 사이의 매를 ‘초진

이’라 한다. 3년째 되는 매를 ‘재진이’라 하며 야생의 매를 ‘산진이’라 

부르고 매사냥꾼에게 훈련받은 매를 ‘수진이’라고 한다. 이를 조선 후

기 사설시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바람도 쉬여 넘는 고개, 구름이라도 쉬여 넘는 고개

山陣(산진)이, 水眞(수진)이, 海東靑(해동청), 보라매도 다 쉬여 넘는  

高峯(고봉) 長城嶺(장성령)고개

그 너머 님이 왓다 하면 나는 아니 한 번도 쉬여 넘어가리라.”

한편 매와 관련된 관용구로 사람들이 흔히 쓰는 ‘시치미 떼다’가 있

다. ‘시치미’는 얇게 깎은 네모꼴의 뿔이다. 여기에다가 매의 이름, 종

류, 나이, 빛깔, 주인 이름 등을 기록한 뒤 매의 꽁지 위 털 속에 매단

다. 시치미는 매의 주민등록증인 셈이다. 시치미만 보면 그 매가 길들

여진 매임을 대번에 알 수 있고, 또 누구 소유의 매인지도 금방 알 수

가 있다. 그래서 매를 잡으러 다니는 사냥꾼이나 매를 데리고 사냥을 



문화재 이야기 여행 천연기념물 100선   559

다니는 사람이 어쩌다가 이러한 매를 잡으면 시치미를 보고서 놓아준

다. 이처럼 시치미는 매의 주인을 표시하기 위해 매의 꽁지에 단 일종

의 표식인데, 본래 주인이 잃어버린 매를 다른 사람이 잡아 시치미를 

떼고 자신의 매인 양 행동한 것에서 ‘시치미를 떼다’라는 관용구가 유

래했다.

� 왕실의�스포츠,�매사냥

‘매사냥’은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8호로, 그 역사는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인의 수렵활동이었던 매사냥은 황해도의 ‘안악 1호분’ 고구려 

고분 벽화와 중국에 있는 ‘삼실총’, ‘각저총’, ‘장천 1호분’ 등의 고구려 

고분 벽화에 매사냥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통해 삼국시대에 매사냥이 

이미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삼국시대에 매사냥이 유행했다는 

기록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도 남아있다. 이 중 『삼국사기』에 신

라 제26대 왕인 진평왕(眞平王, 재위 579∼632)이 매로 사냥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참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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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평왕은 당시 충신 김후직이 길을 막고 간언을 올릴 정도로 매사

냥에 흠뻑 빠져 있었다.

옛날의 왕은 하루에도 만 가지 일을 깊이 걱정하며 좌우의 바른 선비

들의 직간을 받아들이고, 부지런히 힘써 편한 생활을 하지 않은 후에야 

덕정(德政)이 순조롭고 아름다워져 국가가 보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지

금 전하께서는 광부(狂夫), 엽사(獵士)와 더불어 날마다 매와 개를 풀어 

토끼와 꿩을 쫓아 산야로 달림을 그칠 줄 모르십니다. <하략>

『삼국사기』

또한 일본의 역사서인 『서기(書紀)』에는 백제의 귀족 주군(酒君)이 

일본 왕실에 매사냥을 전파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매사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시기는 귀족층 사이에서 성행했던 

고려시대이다. 고려 충렬왕(忠烈王) 때가 최고의 전성기였으며 이때 

직업으로 매를 기르고 훈련시키는 응사도 등장했다. 특히 간도(間島)

와 북한지방에서는 ‘해동청(海東靑, 송골매)’이라는 우수한 매가 산출

되어 중국과 일본에 수출하기도 했다. 고려 후기 이조년(李兆年)이 쓴 

『응골방(鷹鶻方)』이란 매에 관한 기술서에는 매사냥에 관한 기록이 남

아있는데, 매의 생김새, 훈련법, 치료법, 관리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다.

고려 시대에 절정을 이룬 매사냥은 조선 시대에도 이어졌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李成桂)는 즉위 4년, 서울 성동구에 자리한 응

봉산에 응방을 설치했다. 이 일대가 왕실 전용 매 사냥터였던 셈이다. 

길들인 매를 날려 꿩 같은 조류나 들짐승을 잡는 매사냥. 조선시대 매

사냥은 왕과 귀족들이 즐기던 고급 스포츠였다.

그중 최고의 매사냥 애호가는 태종이었다. 태종실록에는 태종이 7

일 동안 매사냥을 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또한 매사냥에 가장 자

주 나섰던 왕은 세종인데, 사냥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선왕인 태종

을 모시고 관람하는 일이 잦았다.

조선시대 태종의 매사냥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선왕조실록』기

사가 있다. 태종이 즉위한 지 4개월이 안된 1401년(태종 1) 3월 18일이

었다. 태종이 조준(趙浚)·이거이(李居易)·하륜(河崙) 등 고관대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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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명의 무신들을 거느리고 하루 종일 매사냥을 한 뒤 날이 저물고 

나서야 돌아왔다.

임금이 무신(武臣)을 거느리고 마이천 남쪽에서 사냥하였는데, 활과 화

살을 차고 말을 달리고 매[鷹]를 놓았다. 늦게 새 서울[新京] 남쪽에 머

무르니, 상왕(上王)이 내관(內官)을 보내어 술을 베풀었다. 좌정승(左政

丞) 이거이(李居易)·판삼군부사(判三軍府事) 이무(李茂) 등이 시연(侍

宴)하였다.

『조선왕조실록』

태종은 공신들과 함께 하는 매사냥을 좋아하여 직접 사냥에 나서는 

기사가 많았으나, 개인의 사사로운 매사냥은 금지했다.

다음으로 세종과 매에 얽힌 일화를 살펴보자. 『조선왕조실록』에 따

르면, 세종 8년인 1426년, 명나라가 말 2만 5천 마리를 조공으로 보낼 

것을 요구해온 일이 있었다. 조선의 군사력을 위협하는 무리한 요구

였다. 세종은 명나라 황제 선종의 취미가 매사냥이라는 것을 알고 매 

3마리, 참매 12마리를 대신 보내는 것으로 위기를 넘겼다고 전해진다. 

이후에도 매를 조공하라는 명나라의 요구는 계속됐다. 매사냥은 세종

에게 즐거움이자 근심거리였던 셈이다. 세종 35년에는 도화원에 사냥

에 쓰이는 매의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 그리고 빠른 비행능력 등의 특

징을 잡아낸 그림을 그리게 하여 전국 각도에 보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두 차례의 왜란과 호란을 겪으며 조선 왕실의 매사냥은 쇠

퇴했다. 이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매사냥은 서서히 자취

를 감추게 된다. 현재는 매사냥 기능보유자인 박용순 응사와 박정오 

응사, 이 두 사람이 그 맥을 이어가고 있으며, 2010년에 이르러 매사

냥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전통적 가치와 희

귀성을 인정받은 결과다.

� 정홍래,�매를�그리다

원나라의 세조인 쿠빌라이는 매사냥을 즐겼는데 사냥 길에 7만 명

▲�참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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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동원했다고 마르코 폴로가 밝힌 바 있다. 쿠빌라이의 매사냥 애호 

는 고려왕조에까지 영향을 주었고, 이는 조선시대까지 이어진다. 왕

이 화원들에게 전국의 매를 그리게 했다는 기록에서 조선시대 매사냥 

애호의 일면을 볼 수 있다.

특히 왕실의 화원중에서 조선 후기 화원인 정홍래는 매 그림에 능

란했다. 그는 우뚝한 바위에 앉은 바다의 매를 여러 점 그려 조정에 

올렸다. 놀치는 물보라 위로 댕댕한 바위 솟구쳤는데, 열보라 한 마리

가 고개를 외로 꼰 채 응시한다. 깃을 펼치면 구름 낀 하늘이 가깝고, 

눈을 굴리면 참새가 사라진다는 그 매다. 앙다문 부리와 부둥킨 발톱

이 냉갈령이라 이글거리는 해가 무색하다.

주변�지역�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제243-1호 독수리 - - 1973. 04. 12.

제243-2호 검독수리 - - 1973. 04. 12.

제243-3호 참수리 - - 1973. 04. 12.

제243-4호 흰꼬리수리 - - 1973. 04. 12.

제324-2호 수리부엉이 - - 1982. 11. 04. 

◀���정홍래,�<욱일호취(旭日豪鷲)>,��

조선�18세기,�견본채색,��

18.2×60.9cm,�국립중앙박물관(좌)

◀�정홍래,�<욱일호취>�매�부분�확대(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