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별 및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211호

지정(등록)일 1968. 07. 24.

소재지 전남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563

용월리를 하얗게 물들이다,  
무안 용월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무안 용월리의 마을 앞 저수지에 있는 백로 및 왜가리 번식지에는 약 500마리의 왜

가리가 네 그루의 팽나무에 둥지를 틀어 번식하고 있다. 또한 마을 앞 청룡산 번식지

에는 약 600마리 정도의 백로와 왜가리가 집단 번식해서 산 전체가 새하얗게 보일 정

도다. 이 같은 무안 용월리 백로 및 왜가리 번식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백로와 

왜가리가 번식하는 장소 중의 하나이므로 천연기념물로 제211호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동물 37 	무안	용월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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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로와	왜가리가	찾아오다

무안 용월리 마을 앞, 면적 34,360㎡에 달하는 이곳 용암저수지 서

남쪽 제방에는 80∼90년생 흑송 20여 그루와 뽕나무 고목 3그루가 있

는데 1968년까지는 이 흑송에서 중대백로가 번식하였다. 저수지 중심

부의 섬에는 소나무 고목 1그루와 약 100년생 팽나무 여러 그루가 있

으며 1968년까지 이 팽나무에는 왜가리가 번식하였다. 저수지에서 논

을 건너 약 1km 밖의 동북쪽 산의 적송림은 둥지를 떠난 중대백로의 

잠자리와 휴식처가 되고 있다.

이처럼 1968년에는 왜가리 200개체, 중대백로 400개체, 합해서 600

개체로 추산하였다. 그러나 1973년 5월 8일의 조사서에는 용월저수지

에서만 번식하였고 저수지 중심부의 고사한 40∼50년생 소나무에서

는 왜가리 10개체, 팽나무 수주에는 중대백로 약 200개체와 황로 2개

체 등 총 212개체를 산정하였다. 이 밖에 둥지를 떠난 중대백로 새끼 

약 50개체는 전기의 동북쪽 적송림을 휴식 또는 잠자리로 이용하고 

있었다.

한편 1967년 6월 27일 방조한 중대백로 유조는 1968년 2월 25일 월

동중인 필리핀 루손섬 이사벨라에서 1개체의 가락지를 회수한 예가 

있어 우리나라에서 번식하는 백로는 필리핀에서 월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백로,	두루미,	왜가리,	비슷한	듯	다른	새

백로류는 열대에서 온대에 이르는 전 세계에 널리 번식하며 우리나

라에서는 백두산 고원지대를 제외한 전역에서 번식한다. 이른 봄부터 

늦가을까지 하천, 호수, 간석지 등 수목이 자라는 해안이나 습지(민물

과 바닷물)에 서식하며, 주로 소나무, 은행나무 등에 둥지를 만든다. 

종에 따라 단독 또는 무리 생활을 하나 번식 기간 중에는 무리 생활

을 하는 종이 많다. 대개 새벽이나 저녁에 활동하며 일부 종은 야행

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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얕은 물에서 서 있거나 또는 걸어 다니며 먹이를 찾는다. 주로 물고

기를 잡아먹지만 각종 수생동물, 소형 포유류, 파충류, 새, 곤충 등도 

먹는다. 번식할 때는 무리를 지어 나뭇가지 위에 둥지를 틀지만 드물

게는 땅 위에도 튼다. 흰색·파란색 또는 연노랑색 알을 3∼7개 낳는

데, 암수 함께 품고 포란일수는 25, 26일이며 부화되면 어미가 토해낸 

먹이로 약 2개월간 기른다.

왜가리는 우리나라의 왜가리과 조류 중에서 제일 큰 종으로 우리나

라 전 지역에 걸쳐 번식하는 여름새이다. 일부 적은 무리는 남쪽지방

과 섬 지방에서 겨울을 나는 텃새이다. 우리나라의 아종은 중국 동부, 

몽고 및 일본 등지와 인도차이나반도, 미얀마까지 분포하고 있다. 

논·습초지·하천·하구·해안·간석지 등지에서 개구리, 물고기, 

작은 포유류와 뱀 등을 잡아먹는다. 높은 나뭇가지에 둥지를 틀고 한

배에 3∼5개의 알을 낳는다. 암수 함께 25∼28일간 포란하고, 50∼55

일간 새끼를 기르면 둥지를 떠난다. 번식은 대개 집단을 이루어 백조

류(주로 중대백로)와 함께 군집번식을 하나 왜가리만의 집단번식지도 

드물지 않다.

이 같은 왜가리와 백로는 두루미(학)와 종종 혼동되기도 한다.

두루미와 마찬가지로 백로 역시 목과 다리가 길어 외모가 비슷할 

뿐 아니라, 소나무 숲에 나뭇가지를 모아 집단으로 번식하길 좋아하

기에 병풍이나 동양화에 소나무와 함께 그려진 학으로 혼동하기 쉽

◀	무안	용월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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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백로는 두루미와 달리 머리 위가 붉지 않고 온몸이 흰색이

며 크기도 작다. 또한 두루미는 머리가 붉은 것 이외에 목 주변과 꼬

리 쪽이 검은색이어서 백로와 구별된다.

백로와 왜가리는 긴 다리를 가지고 있으며 날 때 목을 S자로 굽히

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도 목을 약간 구부

리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으로 물고기 등의 먹이를 잡을 때 목을 스프

링처럼 재빠르게 펴서 잡을 수 있다. 반면, 두루미는 잠잘 때를 제외

하고 땅에 앉아 있을 때나 날 때 대부분 목을 곧게 편다.

더불어 왜가리와 백로는 네 번째 뒷발가락이 길어서 나뭇가지를 잡

을 수 있기 때문에 나무 위에도 앉을 수 있고 둥지도 나무 위에 만든

다. 반면 두루미는 발자국을 보면 뒷발가락이 퇴화하여 세 발가락 자

국만 찍히기에, 네 발가락 자국이 찍히는 백로 등과 구별이 된다.

또한 백로류가 대부분 여름철에 보이는 데 비해 두루미는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에나 볼 수 있다. 더불어 두루미는 넓게 펼쳐

진 습지와 하천을 좋아하는데 비해, 백로는 심산계곡이라도 다랑논이 

있으면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학동(鶴洞)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을을 

보면 과거에 두루미가 살았던 곳이 아니라 백로가 많이 살았을 환경

을 지닌 곳이 많다.

두루미(단정학) 백로,	왜가리

몸길이 약 140cm 약 50~90cm

볼	수	있는	시기 겨울철새(10월~3월) 여름철새(4월~9월)

나는	모습
목과 다리를 길게 펴고 난다. 간혹 다리를 접고  

나는 경우도 있음.
목을 S자로 접고 다리를 길게 펴고 난다.

깃털
몸통과 꼬리는 흰색. 목과 둘째·셋째 날개깃은  

검은색. 다리는 회색을 띤 검은 색

백로는 부리·다리·발을 제외한 몸 전체가  

흰색. 왜가리는 전반적으로 회색.

먹이
물고기, 수생동물, 파충류, 양서류, 육상곤충,  

작은 설치류, 벼 낟알, 사초과 수생식물 뿌리
물고기, 수생동물, 파충류, 양서류, 육상곤충

기타	특징

두루미의 뒷발가락은 짧은데다가 다리 위쪽에 붙어  

있어서 발가락으로 나뭇가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나무 위에는 앉을 수가 없음

뒷발가락이 길어서 나무에 앉고 둥지도 나무 위에 만든다. 

자유롭게 구부릴 수 있는 목은 먹이를 잡는 데 이용.

번식

툰드라 지역에서 보통 2개의 알을 낳고,  

두루미 한 쌍이 단독으로 습초지(지상)에 둥지를 짓고  

세력권을 가지고 번식. 집단으로 번식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4개의 알을 낳고, 같은 지역에서  

백로와 왜가리가 함께 집단으로 나무에 둥지를 짓고 번식

•두루미 머리에 붉은색이 도는 부분

은 깃털이 붉어서가 아니라 작고 무수

한 피부 돌기에 혈액이 모여서 형성된 

것이다. 꼬리처럼 보이는 검은색 부위

는 실제 꼬리가 아니라 날개깃이 길게 

늘어져 덮은 것이기도 하다. 

▲			두루미

·사진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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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밥	아래	한	마리	백로

백로는 머리 위쪽에 관우(冠羽), 즉 머리 깃이 있어 노사 또는 사금

(絲禽)이라고도 한다. 백로는 그것이 지니고 있는 백색의 고고한 자

태, 스스로의 고답을 추구하는 듯한 생활 모습에 연유하여 청렴한 선

비로 상징된다. 이 때문에 예로부터 시인묵객들의 사랑을 받아 화조

화 뿐 아니라 시문의 소재로도 즐겨 사용되었다.

시가 중에서는 「백로가(白鷺歌)」가 잘 알려졌다. 「백로가」는 『청구영

언』·『해동가요』·『가곡원류』 등 역대 시조집에 두루 수록되어 있다. 

작품을 현대말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까마귀 싸우는 골에 백로야 가지마라

성난 까마귀 흰 빛을 새오나니

청강(淸江)에 기껏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해당 작품은 과거 여러 문헌의 기록에 의하면 포은 정몽주의 어머

니 이씨가 아들을 훈계하기 위하여 지은 작품이라 한다. 그러나 작가 

미상으로 기록된 곳도 있고, 연산군 때 사람인 김정구(金鼎九)가 작자

라는 주장도 있어 작가에 대한 의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고 

있다.

백로는 한문문화권에서 절대적인 순수와 결백, 고고와 한적의 대명

사로 정착된 새이다. 「백로가」는 백로와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는 까마

귀를 등장시켜 백과 흑, 선과 악을 명확하게 대비시켜 주제를 드러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한편 그림에 나타나는 백로는 보통 연밥과 함께 그려진다. 흔히 연

밥 아래 한 마리 백로가 서 있는 모습으로 그리는데, 한 마리의 백로

는 한자어로 ‘일로(一鷺)’이며 연밥은 ‘연과(蓮顆)’이기에 이와 동일한 

발음인 ‘일로연과(一路連科)’로 풀이된다. 즉 한 마리 백로와 연밥으로 

일로연과(一路連科), ‘한 번에 소과와 대과에 연속해 합격하기를 기원’

하는 것이다. 심사정 <노련도(鷺蓮圖)>, 전 신사임상이나 이건의 <연

화백로도>가 이에 해당된다.

종종 한 마리가 아닌 두 마리의 백로가 연밥과 함께 그려지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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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경우는 음양의 화합을 아울러 표현하고자 했던 의도라 보인다.

한편 백로 세 마리를 그리면 ‘삼사도(三思圖)’라 불린다. 백로의 다

른 이름인 노사 세 마리는 ‘삼사’인데 그 음이 ‘삼사(三思)’와 같기 때

문이다.

삼사도는 세 가지를 생각한다는 뜻이다. 『공자가어(孔子家語)』에 

“군자가 젊어서는 나이 들었을 때를 생각해서 배움에 힘쓰고, 늙어서

는 죽을 때를 생각해서 가르침에 힘쓰며, 있을 때는 궁할 때를 생각해

서 베풂에 힘쓴다.”고 한, 세 가지 생각을 일깨우는 뜻이 담겨 있다.

백로 아홉 마리를 그리면 같은 원리에 의해 ‘구사도(九思圖)’가 된

다. 이는 공자가 『논어』에서 말한 군자가 잊지 말고 늘 기억해야 할 아

홉 가지 생각과 관련이 있다.

“보는 것은 밝기를 생각하고, 듣는 것은 총명하기를 생각하며, 낯

빛은 온화할 것을 생각하고, 모습은 공손하기를 생각한다. 말은 충성

스럽기를 생각하고, 일은 공경하기를 생각하며, 의심스러우면 물을 

것을 생각하고, 분할 때는 어려울 때를 생각하고, 이익을 보면 의로울 

것을 생각한다.” 

이처럼 백로는 그 상징성으로 인해 시가와 그림의 소재로 두루 애

호되었다. 

•간혹 연밥 대신 부용화(芙蓉花)를 그

리기도 한다. 부용화의 ‘용화’는 중국

음으로 부귀영화(富貴榮華)의 ‘영화’와 

음이 꼭 같다. 이 경우 그림이 나타내

는 의미는 일로영화(一路榮華)가 된다.

◀			전	심사임당,	<연화백로도>,		

조선시대,	종이에	담채,		

131×68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좌)

◀			이건,	<연화백로도>,	조선	17세기,	

종이에	먹,	55.1×20.6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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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해역 

전남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 도리포 

앞바다 
- 1997. 04. 18.

중요민속문화재

제167호 
무안 유교리고가 

전남 무안군 삼향읍 유교길 53-5 

(유교리) 
일제강점기 1984. 01. 14.

전남 유형문화재

제114호 
무안향교 전남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261-1 - 1985. 02. 25.

전남 유형문화재

제178호
무안약사석불입상

전남 무안군 무안읍 대사동길 15 

(성동리) 
- 1990. 12. 05.

전남 기념물

제148호
무안망운면의 곰솔 전남 무안군 망운면 송현리 290 - 1994. 01.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