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별 및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322호

지정(등록)일 1982. 11. 09.

소재지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31

스스로 빛을 내는 벌레,  
무주 일원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

반딧불은 반딧불과에 속하는 곤충으로 ‘개똥벌레’라고도 하며, 최근 학계에서는 ‘반

딧불이’라고 부른다. 반딧불은 배의 끝마디에서 빛을 내는데 이는 교미를 하기 위한 

신호이다. 빛을 내는 방식이 종(種)마다 다르므로 종을 구분하는 중요한 특징이 된다.

반딧불은 빛을 내뿜는 곤충으로 생물학상 중요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서식지가 파괴되어 멸종위기에 있으므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의 반딧

불이 서식하고 있는 무주 설천면 일원의 반딧불과 그 먹이(다슬기) 서식지를 천연기

념물 제322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동물 38 	무주	일원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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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반딧불과	늦반딧불

무주 설천면 일원에는 애반딧불과 늦반딧불의 2종류가 서식한다. 

애반딧불은 유충시절에 다슬기 등을 잡아먹으며 물속에서 살며, 늦반

딧불의 유충은 달팽이나 고동류를 먹으며 축축한 수풀 속에서 산다.

애반딧불은 6월 중순에서 7월 중순에 볼 수 있으며, 늦반딧불은 8

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많이 볼 수 있다. 설천면에는 너비 18~25m

의 하천이 있는데, 이 소천리와 청탕리 사이의 논에는 애반딧불이가 

살고 있으며, 반면 늦반딧불이는 하천의 도로변과 하천 남쪽 낮은 산

의 북사면 기슭을 따라 살고 있다.

	 반딧불의	빛으로	글을	읽다

“개똥불로 별을 대적한다.”는 말은 상대가 어떤지도 모르고 어리석

은 짓을 하는 것을 일컫는다. 여기서 개똥불은 개똥벌레의 꼬리 불이

다. 개똥벌레의 바른 우리말이름은 ‘반딧불이’이고 한자로는 ‘형화(螢

火)’요 영어로는 ‘firefly’다.

이 반딧불이와 관한 고사성어도 남아있다. 바로 ‘형설지공(螢雪之

功)’이다. 반딧불이의 꼬리불빛과 눈(雪)빛으로 학업에 정진하여 입신

양명하는 것을 비유한 것으로, 중국 진(晉)나라 고사인 손강(孫江)과 

차윤(車胤)에 관한 이야기이다.

손강은 겨울이면 항상 눈빛에 비추어 책을 읽었고, 차윤은 여름에 

낡은 명주주머니에 반딧불이를 많이 잡아넣어 그 빛으로 책을 비추어 

낮처럼 공부하였다고 한다. 그 작은 반딧불이의 빛으로 글자를 구분

하려면, 적잖아 200마리는 되어야 한다니, 그만큼 학업에 몰두하려 갖

은 방법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고사라 하겠다.

	 반딧불이,	축제가	되다

현재 반딧불이는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일원에만 서식하고 있는 

▲			무주	일원	반딧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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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무주군은 지난 1997년부터 반딧불이를 보호하

고 자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반딧불이 축제를 해오고 있다.

사라져가는 반딧불이에 대한 관심은 무주군에서 발간하는 군보의 

제명을 ‘반딧불’로 바꾸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7년 ‘무주 제1회 반딧불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1998

년에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우수기획문화축제’로, 1999년에는 문

화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었다. 2000년에도 ‘문화관광축제’

로 지정되었으며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 새천년 준비위원회로부터 

뉴밀레니엄 축제로까지 지정받았다.

작은 발광곤충에 불과한 반딧불이를 통하여 그 동안 도시화·산업

화로 인해 무분별하게 파헤쳐지고 소외된 지구환경을 복원·보존하

는 한편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형성하

고자 하는 데 이 축제의 의의가 있다.

•주요 행사로는 반딧불이 환경사랑 

백일장, 21세기 반딧불이 환경전시회, 

21세기 환경토론회, 추억의 민속장터, 

반딧불이 신비체험여행, 형설지공고

사 체험코너, 반딧불이 자연학교 등이 

있다.

◀			무주	일원	반딧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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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지역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제249호
무주 오산리

구상화강편마암 
전북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229 - 1974. 09. 06.

제291호 무주 삼공리 반송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31, 외 1필 - 1982. 11. 09.

주변	지역	문화재	/	유적

문화재	종별	및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보물 제1267호 안국사 영산회괘불탱
전북 무주군 적상면 괴목리 산18-1, 

안국사 
조선시대 1997. 08. 08.

사적 제146호 무주 적상산성 전북 무주군 적상면 북창리 산119 고려시대 1965. 07. 10.

명승 제55호 무주 구천동 일사대 일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구천동로  

1868-30 등 (두길리) 
- 2009. 09. 18.

명승 제56호
무주 구천동 파회·수심대 

일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산13-2 등 - 2009. 09.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