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별 및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179호

지정(등록)일 1966. 07. 23.

소재지 부산 강서구 평강로 171번길 197 

(대저1동)

물새는 또 무리 지어 날아가네,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낙동강. 본래 ‘낙동’이란 가락의 동쪽이라는 데에서 유래되었다. 한반도에서 압록

강 다음으로 길다는 이 강은 『동국여지승람』에는 낙수(洛水)로 표기되어 있으며 『택리

지』에는 낙동강으로 되어 있다. 발원지는 ‘황지 못’ 또는 ‘너덜 샘’으로 여겨지며, 이 발

원지에서 영남지방의 거의 전역을 휘돌아 남해로 들어가는 낙동강은 가야와 신라 천 

년 간의 민족의 애환과 정서가 서려 있고, 임진왜란과 6·25전쟁의 비극을 간직하며, 

오랜 세월 영남인들의 삶의 젖줄이 되어왔다. 더욱이 낙동강 하류는 우리나라 최대의 

철새 도래지 중 하나로, 이 지역의 생물·지질 및 해양환경 등은 학술적·교육적 가

치가 높아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동물 58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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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5km,�그�기나긴�자취

발원지를 출발한 낙동강은 남쪽으로 자그마치 525km를 흐르다 남

해와 만난다. 길고 길게 이어지는 강줄기만큼이나 낙동강은 오래 전

부터 우리 민족과 연을 맺어왔다.

일찍이 가야·신라 문화의 발상지로 가야국의 개국을 예고하는 노

래인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밀어라. 내밀지 않으면 구워먹으리

라.”라는 <구지가>는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구지봉에서 불렀으며, 신

라의 <처용가>를 낳게 한 처용암도 낙동강문화권의 울산 앞 개운포

(開雲浦)에 있다.

조선 후기의 문신인 허목(許穆)은 창량산을 유람하며 낙동강을 만

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읊었다.

낙동강은 황지(黃池)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흐르다가 장인봉 아래에 

이르러 휘감아 돌아서 계곡 입구를 지나가는데, 가파른 바위와 흰 자갈

이 많아서 급류에 돌 부딪치는 소리가 난다. 축융봉 서쪽에 이르러서는 

양쪽 기슭에 석벽이 마주 서서 석문이 되었는데, 이곳을 고산(孤山)이

라고 하며 금씨(琴氏)의 옛 별장이 있다. 물이 여기에 이르면 더욱 느

려지며, 이로부터는 평평하고 널따란 초지와 하얀 모래사장이 펼쳐지

다가 꺾여서 서쪽으로 오 리를 흘러 단사협(丹砂峽)에 이르고, 다시 서

쪽으로 세 차례 꺾여서 도산(陶山) 상덕사(尙德祠) 아래에 이르러 탁영

담(濯纓潭)이 된다.

『기언』제28권 하편, 「청량산기(淸涼山記)」

가파른 바위를 지나 평편하고 널따란 초지와 하얀 모래사장이 펼

쳐진 곳을 만났다는 그의 기록처럼, 늠실늠실 길게 흘러가는 낙동강

은 하류로 갈수록 유속이 점점 더뎌져서 하구의 상부에는 일웅도(日

雄島)와 을숙도(乙淑島)가 있으며, 물줄기는 대동 화명 대교 아래에서 

크게 갈라져 거대한 삼각주 하중도(河中島)를 만들어 낸다.

이후로도 그물처럼 갈라진 여러 개의 작은 하중도가 형성되어, 바

다와 만나는 지점에는 장자도, 신자도, 백합등, 대마등, 맹금머리등, 

진우도 등 다양한 형태의 사구가 있다.

•하중도(河中島)

하천이 구불구불 흐르다가 흐르는 속

도가 느려지거나 유로가 바뀌면 퇴적

물을 하천에 쌓아 놓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계속 일어나면 하천 바닥에 퇴

적물이 쌓이고 하천 한가운데 섬으로 

남게 된다. 보통 큰 하천의 하류에 잘 

생기는데, 낙동강 하류에 있는 삼각주

는 대부분 하중도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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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삼각주와 사구에는 줄풀과 갈대숲이 무성하며, 특히나 삼각주 

주변은 바닷물과 강물이 교차하는 기수역(汽水域)으로 영양분이 풍부

하고 수심이 얕은 갯벌이 넓게 형성되어 염생 식물, 저서생물, 어패류 

등 다양한 생물 서식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같이 낙동강이 풍부한 수원으로 다양한 ‘강 것’을 길러내니, 자연

히 이 강은 사람들의 삶터가 되었다.

낙동강 하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옛 삶의 형태는 낙동강변의 도

요 마을[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도요리]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도요 마을은 가야 시대부터 낙동강을 따라 배가 드나들던 곳으로 

전해지며, 조선시대에는 도요저[저(渚)는 섬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지명], 도요진으로도 불렸다. 이 도요 마을은 일찍부터 낙동강변 기수

역에 자리한 어촌 마을로 당시 남해와 바로 이어지는 해역이었다.

조선 전기 문신이었던 김종직(金宗直, 1431~1492)의 <도요저(都要

渚)>라는 글에서 당시 도요 마을의 모습을 알 수 있는데, “김해와 밀

양이 경계선에 있다. 이곳 주민 수백 호는 대대로 생선 파는 것을 업으

로 삼고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동쪽 이웃에 딸 있어 서쪽 이웃에 시집가고

남쪽 배에 고기 오면 북쪽 배에 나눠준다.

한 조각 강가 땅에 사는 일 어려워도

자손들 끝내 밭 갈고 김 맬 생각 않더라.

또한 덕포동에는 주민의 안녕과 평안을 빌던 하강선대[할매 당산]

와 상강선대[할배 당산]가 있다. 강선대(降仙臺)라는 이름은 말 그대

로 신선이 내려왔던 곳으로 일제가 낙동강 제방을 쌓기 전까지는 배

가 드나들던 포구였다. 30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강선대를 관리하는 

진선계라는 모임에서 낙동강에서의 어로 작업으로 많은 물고기를 잡

아 올릴 수 있도록 기원하는 풍어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지금은 전통

을 잇는 의미에서 매년 12월 초하루에 용왕에게 풍어를 비는 제사를 

지내고 있다.

한편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과 녹산동의 강가 마을들은 낙동강

의 완만한 흐름으로 하중도가 잘 형성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깨끗한 

•『중종실록(中宗實錄)』에 도요리에 

1,000호 이상의 사람이 살았다는 기록

이 있어 마을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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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 산업이 널리 발달하였다. 

특히 가마솥에서 구운 명지 소금은 맛도 좋고 품질도 최상품이라 낙

동강 하구의 생산품 중에서도 귀하고 중요한 특산품이었다.

조선후기의 이학규(李學逵, 1770~1835)가 1819년에 쓴 ‘금관기속시’

에서도 그 일면이 잘 드러나 있다.

염전에서 굽는 소금 만 섬이 넉넉하니

일 년의 거의 반은 배 타고 살아가네.

이학규, <금관기속시(金官紀俗詩)> 中1)

그의 시에서 알 수 있듯 ‘소금 만 섬’에 ‘일 년의 거의 반’을 배로 부

릴 정도로 생산량이 많았던 것인데, 허훈(許薰, 1836~1907) 역시 ‘둥

근 연잎’ 모양을 한 명지도에서 염전으로 생계를 꾸려 가는 마을의 모

습을 그리고 있다.

굽이진 바다 가득히, 둥근 연잎처럼 솟은 곳

마흔 개의 소금가마 연기에 수백 집이 먹고 살아가네.

허훈, <명호염연(鳴湖鹽烟)> 中2)

2) 層溟澔淼出圓荷 四十釜煙十百家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전경

1) 鹵地熬鹽萬斛優 一秊强半上江舟

2) 層溟澔淼出圓荷 四十釜煙十百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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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이 삶의 터전으로 자리했던 낙동강은 조선조의 어지러운 당쟁

을 피하여 조용히 자연으로 찾아드는 선비들에게는 안식처와 귀의처

가 되기도 하였다. 백구와 물고기, 그리고 너울너울 흘러가는 뜬구름 

속에서 세상의 소용돌이를 잊고 한가로이 강호가(江湖歌)를 읊조리며 

소요하는 선비들의 심경이 낙동강을 통하여 표현된 것이다.

크게 아홉 굽이를 돌아 흐르는 낙동강의 구곡장류(九曲腸流) 중 세 

번째가 월천(月川)이고 네 번째가 분천(汾川)인데, 그중 도산서원 앞

을 지나는 강인 분천 일대에서 조선시대 강변문학의 금자탑이라고 할 

수 있는 <어부사>가 집대성되었다.

이현보(李賢輔)는 조선 명종 때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인 분천 근처

로 내려간 뒤 자연을 노래하며 유명한 <어부사>를 재구성 하였다.

이중에 시름없으니, 어부의 생애로다

일엽편주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두고

인세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 알랴.

<어부사> 는 고려 충목왕 이전부터 불린 노래였으나 이현보가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여 ‘닫드러라 닫드러라’, ‘이어라, 이어라’, 

‘지국총 지국총어사와’ 같은 <배따라기>의 후렴을 1장씩 섞어 엮었다.

퇴계 이황은 이현보의 이 어부노래를 좋아했는데 놀이의 방탕함을 

절제하면서 마음을 즐겁게 해주기 때문이라 하였다. 이황도 걸맞게 

시를 읊었다.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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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의 문인인 정두경은 낙동강을 두고 물새들이 무리지어 날

아간다고 하였다.

낙동강 기수역에는 갈대, 좀매자기 같은 식생 지역과 모래 언덕 및 

갯벌 지역이 형성되어 있으니 이러한 지형 조건 역시 사계절 내내 다

양한 새들을 끌어들이기에 적합했다. 갈대는 멧새류나 개개비류에게 

훌륭한 서식지가 되며, 좀매자기는 큰고니에게 겨울철 먹이로 중요하

고, 모래 언덕과 갯벌은 도요류와 물떼새류에게 중요한 서식지가 되

는 것이다.

특히나 우리나라 중부 이북의 물이 결빙되는 추운 겨울에도 낙동강 

하류 삼각주 일대는 얼지 않기 때문에 10월 하순부터 이듬해 4월 하순

까지 해마다 규칙적으로 많은 겨울 철새가 모여든다. 

월동을 위하여 낙동강을 찾는 오리·기러기류를 비롯하여 갈매

기·가마우지류 등의 물새류와 적지 않은 수리류 등외에도, 큰물떼

새·제비물떼새·넓적부리도요·적호갈매기·검은머리갈매기 등 희

귀한 통과조도 눈에 띈다.

이 지역에서 지금까지 채집 또는 관찰 기록된 조류는 약 140종에 3

만여 마리에 이른다. 특히 1970년대 이전에는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느시나 뒷부리장다리물떼새 같은 희귀 조류도 서식한 기록이 있다. 

낙동강 하류 서식지의 다양성이 매년 수만 마리의 철새를 불러들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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