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별 및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216호

지정(등록)일 1968. 11. 22.

소재지 -

뿔 대신 향기를 몸이 품다, 사향노루

사향노루는 사슴과 중에서도 가장 원시적인 동물로 한국, 중국, 중앙아시아, 사할

린, 시베리아, 몽고 등지에 분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바위가 많은 침엽수림이나 혼

효림에서 살며 평지에서는 보기 어렵다. 전라남도 목포를 기산지로 하여 우리나라 전

역에서 발견되었으나 계속되는 사냥과 생태계 파괴로 인해 그 개체수가 점차 감소하

여 천연기념물 제216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동물 87  사향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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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기를�품은�비운의�동물

사향노루는 몸길이 65~87cm, 키 75~105cm로 암수 모두 뿔이 없

고, 위턱의 송곳니는 길게 자라서 입 밖으로 튀어나와 있다. 귀는 비

교적 크고 다리는 짧으며, 발굽이 작고 꼬리가 매우 짧아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다. 몸의 털색은 전체적으로 물결모양의 다갈색이고, 흰

색 띠가 두 눈으로부터 목의 좌우, 앞가슴을 지나 앞다리 안쪽까지 내

려가 있다.

대개 바위가 많은 해발 1,000m 이상의 높은 산에서 서식하며, 바위

나 나무껍질에 붙어사는 식물과 풀, 키가 작은 나무의 어린 싹과 잎, 

열매 등을 먹는다. 1~2마리의 새끼를 낳고, 단독 또는 암컷이 새끼와 

함께 생활한다. 청각과 시각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겁이 많은 편이다.

배 쪽에 사향주머니가 있는 수컷은 교미시기에 암컷을 유인하기 위

해 이곳에서 냄새를 풍긴다. 이 같은 사향을 ≪신농본초경(神農本草

經)≫에서는 진정·강심에 효능이 있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호흡기

능과 혈액순환을 돕고 소량으로는 뇌의 작용을 증진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한의학에서는 여러 기관의 쇠약·실신에 쓰이고 특히 

흥분약이나 다시 살아나는 데 쓰는 회소약(回蘇藥)으로 허탈과 빈사

상태를 구하는 데 쓰인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향은 향기가 좋아 예로부터 여러 곳에 사용되었

다. 사향의 향기는 매우 지속적이며, 향료끼리 냄새를 조합시켜 주는 

•우리나라의 우황청심환, 일본에서 

만든 어린이 경기약인 기응환, 중국의 

영약이라는 편자광 등의 주재료가 바

로 사향이다.

◀�사향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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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능력이 있다. 또, 향료의 보류제로서의 능력도 뛰어나다. 

사향이 동물성 향료 및 약재로 가장 비싸게 쓰인 탓에 사향노루를 

마구 잡아 들여서 현재는 그 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향기를 몸에 품었으나 그로 인해 사냥을 당해야하는 비운의 처지에 

놓인 것이다.

주변�지역�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제500호 목포 갓바위 
전남 목포시 용해동 86-24 

인접해역
- 2009. 04. 27.

제535호
신안 압해도 수각류

공룡알 둥지 화석 

전남 목포시 남농로 135

(용해동, 목포자연사박물관 

자연사관동) 

- 2012. 06. 27.

주변�지역�문화재�/�유적

문화재�종별�및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사적 제289호 구 목포 일본영사관 전남 목포시 대의동2가 1-5 대한제국시대 1981. 09. 25.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39호
고하도이충무공기념비 전남 목포시 고하도길 175 (달동) 조선시대 1974. 09. 24.

•보류제는 조합된 향료나 향수에 있

어서 휘발되기 쉬운 성분의 휘발도를 

억제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