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별 및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202호

지정(등록)일 1968. 05. 31.

소재지 - 

장수와 길상의 상징으로 여겨지다,  
두루미

두루미는 두루미과의 한 종류로 시베리아, 중국, 일본, 몽고, 한국 등지에 분포하며 

한자어로는 학(鶴)이라고 부른다. 두루미과에는 전 세계적으로 15종이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두루미, 재두루미, 흑두루미 3종만 겨울을 나고 있다. 주로 서해안 갯벌

과 철원의 비무장지대에서 겨울을 지내는데, 그 수는 현재 약 350마리 내외로 추정하

고 있다. 두루미는 세계적으로 약 1,600마리 정도만 남아있는 멸종위기의 진귀한 종이

기에 천연기념물 제202호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동물 85  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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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모여�산다네

암수 구분 없이 몸길이 136~140cm, 날개 편 길이 약 240cm, 몸무게 

약 10kg이다. 온몸이 흰색으로, 머리꼭대기는 피부가 드러나 붉고, 이

마에서 멱·목에 걸친 부위는 검다. 날개의 안쪽 둘째날개깃과 셋째

날개깃은 검정색이고, 나머지 날개깃은 흰색이다. 꽁지를 덮고 있는 

둘째날개깃이 검정색이므로 앉아 있거나 걸을 때는 마치 꽁지가 검은 

것처럼 보인다. 한 살 된 어린 새는 검정색 부분이 연한 갈색이며, 만 

3년이 되어야 완전히 검정색이 된다.

시베리아의 우수리지방과 중국 북동부, 일본 홋카이도 동부 등지에

서 번식하며, 겨울에는 중국 남동부와 한국의 비무장지대에서 겨울을 

난다. 일본의 홋카이도산 두루미는 번식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텃

새이다.

둥지는 땅 위에 짚이나 마른 갈대를 높이 쌓아 올려 짓고 6월경 한

배에 2개의 알을 낳는다. 알의 크기는 6.5×10cm 정도이다. 암수 함

께 품어 32~33일이면 부화하고 부화한 지 약 6개월 동안 어미새의 보

호를 받으며 자란다. 먹이는 주로 미꾸라지·올챙이·갯지렁이·다

슬기 등 동물성이나 옥수수나 화본과 식물의 씨앗도 먹는다. 동물원

에서는 동물성 먹이와 배합사료를 먹인다. 주로 가족단위로 생활하며 

겨울에는 큰 무리를 형성하기도 한다.

� 문인이�아낀�고고한�새

학이라고도 불리는 두루미는 십장생의 하나로 장수를 상징하고, 군

계일학, 또는 일품조라는 표현처럼 고고함을 상징하는 새로 옛 그림

이나 시에 자주 등장했다.

그런 이유에서였을까, 조선 시대 문관이 입던 흉배에도 두루미의 

문양이 들어갔다. 또한 두루미는 한번 짝을 이룬 뒤 평생을 같이 해 

금슬상화의 본보기이기도 했다. 그 생김새도 고고하고 기품이 있어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해 온 새다.

한편 두루미(학)는 그 고결한 흰빛과 날개 끝의 검은 깃으로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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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 즉 흰옷에 검은 치마를 입었다고 했고, 이마의 붉은 점으로 인

해 단정학이란 이름으로도 불렸다. 신선들이 학의 등에 올라타 하늘

을 오르내렸으므로 여기에 신선적 이미지가 덧보태져 선학(仙鶴), 선

금(仙禽), 태금(胎禽) 등의 별칭으로도 불렸다.

심지어 조선 후기인 18세기 중반 이후가 되면 문인들은 집안에서 

두루미를 기르며 각별한 애정을 쏟았는데, 기르던 두루미가 죽자 애

통한 심정을 담은 시를 짓곤 했다. 예로 이서구(李書九, 1754-1825)가 

소완정(素玩亭)에서 키우던 두루미가 1773년(영조 49)에 우물에 빠져 

죽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서구는 물론 절친한 사이였던 이덕무(李德

懋, 1741-1793)와 유득공(柳得恭, 1748-1807)까지 합세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했다. 죽은 두루미(학)를 애도하는 문장으로 유명한 「예학

명」도 이들이 여러 수의 만시를 써가며 두루미의 죽음을 기리는 진풍

경을 연출하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일본으로의 반입을 금지시킨 인조 15년의 기사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당시에 두루미의 가치가 매우 높았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인조 15년에는 왜인이 매와 말, 두루미를 구하는 데 말만 살 수 있도

록 하였다.”

인조 15년 11월 8일 기사

� 푸른�매병,�학이�무리지어�날아가니

◀���<청자상감운학문매병(靑磁象嵌雲

鶴文梅甁)>,�국보�68호,�고려,��

높이�41.7cm,�입지름�6.1cm,��

밑지름�17.1cm,�간송미술관(좌)

◀���청자상감운학문매병의�‘운학문’��

확대부분(우)

•소완정(素玩亭)은 이서구가 마음을 

비워 바깥의 사물을 받아들이고, 사사

로운 욕심이나 욕망에서 벗어나 담담

하게 책을 보고 즐긴다는 뜻에서 지은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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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매병(梅甁)은 중국 송(宋)나라 매병에서 유래된 것이지만, 12

세기경에 이르러서는 고려만의 풍만하면서도 유연한 선의 아름다움

이 나타난다. 이러한 고려 매병의 양식은 청자상감운학문매병에서 세

련미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해당 작품은 높이 42.1cm, 입지름 6.2cm, 밑지름 17cm의 크기로, 짧

고 좁은 목과 반구(盤口)형의 구연부, 당당하게 벌어진 어깨에서 굽까

지 내려오는 유려한 S자 곡선을 지닌 고려식 매병이다.

굽바닥을 제외하고 짙은 회청색의 유약을 씌웠는데 빙렬이 세세히 

남아 있다. 구연부의 아랫부분에는 꽃무늬를 둘렀으며 굽 위로는 연

꽃무늬를 둘렀다. 몸통 전면에는 구름과 두루미(학)를 새겨 넣었는데, 

흑백상감한 원 안에는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두루미와 구름무늬를, 

원 밖에는 아래쪽을 향해 내려가는 두루미와 구름무늬를 새겼다.

두루미의 진행방향을 다르게 표현한 것은 도자기 표면이라는 일정

한 제약을 넘어 사방으로 공간을 확산시켜 짜인 구획으로부터의 자유

로움을 추구한 듯하다. 이 같은 표현상의 변화 추구와 함께 문양처

리의 능숙함에서 고려 도자기의 우수함과 고려인의 창의력을 엿볼 

수 있다.

▲�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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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병의 주문양인 운학문은 장수를 상징하는 것으로 고대의 신선

사상과 관련이 있다. 고려청자의 운학문은 12세기 상감청자 초기부터 

꾸준히 등장하였다. 초창기에는 넓은 여백으로 서로 다른 자세를 취

하고 있는 두세 마리의 커다란 암·수 두루미(학) 사이로 같은 크기

의 영지형(靈芝形) 구름이 시문되었다.

13세기 이후에는 점차 두루미와 구름의 크기가 줄어들고 대신 그 

수가 증가하면서 여백도 축소되었다. 두루미의 표현도 일정한 크기

와 형태로 정형화되었다. 흑백의 이중 원권 안에 두루미와 구름을 시

문하는 형태는 주로 13~14세기에 나타난다. 따라서 이 매병은 13세

기 중후반의 작품으로 추정되며 그 질로 보아 고려시대 최고급 청자

를 제작하였던 강진이나 부안 지역의 요장에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해와�달이�비추고�사슴과�두루미가�뛰노는�그림

십장생도는 일반적으로 장수를 상징하는 10가지의 제재로 구성된 

그림이며, 조선 후기1)의 민화류를 대표하는 한 화목으로 알려져 왔으

나 문헌기록을 통해 고려시대부터 궁중과 상류계층에 의해 사용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가례(嘉禮)·수연(壽宴)과 

같은 행사에 십장생도를 사용하였는데, 조선 후기 이후에는 상품화폐

의 발달과 사치풍조의 만연으로 민간에까지 널리 확산되었다.

그림의 표현 대상은 학·사슴 등이 놀고 있는 선경(仙境)의 모습으

로 환상적인 분위기 묘사에 중점을 둔다. 산·바위·소나무·구름·

바다 등으로 주요 배경을 구성하고, 거기에 알맞게 학·사슴·거북 

등을 배치한다. 천도복숭아 나무가 강조되기도 한다. 그리고 불로초

는 버섯 모양으로 표현된다.

보통 오른편에서 그림이 시작되어 중심에 사슴이나 학들을 배치한

다. 왼편에는 바다와 거북을 그린다. 색채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살려 

상상 속의 선계(仙界)를 형상화시켰다. 특히 산·바위의 묘사에 화원

풍의 청록산수법이 즐겨 사용된다.

십장생도의 시원양식(始源樣式)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고려 말 

•중국에서는 운학문이 이미 위진남

북조시대부터 등장하여 당대(唐代)에

는 주로 동경이나 금속제 합의 장식 

문양으로, 대개 도교적인 문양소재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송대(宋

代)에 들어서는 벽화나 금속기 및 도

자기에도 운학문이 등장하였다.

•조선시대 궁중에서 사용한 십장생

도는 도화서(圖畵署) 화원에 의해 제

작되었으며, 이들이 그린 십장생도는 

현존작품 중에도 남아 있을 것으로 추

정된다. 그렇지만 도화서 화원이 그린 

궁중 장식화에는 낙관이 없기 때문에 

작가를 포함하여 정확한 작품의 제작 

시기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1) 시대구분은 조선시대 회화 양식의 변

천에 따라 전기(1392-약 1550), 중기

(약 1550-약 1700), 후기(약 1700-약 

1850), 말기(약 1850-1910)의 4기로 나

누고 있는 안휘준 교수의 견해를 따른다. 

안휘준, 『한국회화사』, 일지사,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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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李穡, 1328-1396)의 글에 십장생도의 제재 구성과 유래 및 제

작배경에 대하여 자세한 언급이 있다. 그의 시 「세화십장생(歲畵十長

生)」에는 “우리 집에 세화 십장생이 있는데, 지금이 10월이지만 아직

도 새 것 같다. 병중에 바라는 것은 장생(長生)일 뿐이다. 그리하여 하

나하나 서술하여 찬(贊)을 짓는다.”라고,2) 시를 지은 배경에 대해 언

급하고 십장생 각각에 대해서 노래했다.

또한 조선 전기의 성현(成俔, 1439-1504)의 「수사세화십장생(受賜

歲畵十長生)」이라는 시에서 1502년 임금이 하사한 세화십장생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해와 달은 항상 임하여 비추고, 산과 내는 변하거나 움직이지 않네.

대나무와 소나무는 눈이 와도 끄떡없고, 거북이와 학은 백세를 누리네.

흰 사슴은 모습이 실로 깨끗하고, 붉은 영지는 잎사귀 또한 기이하네.

장생(長生)에 깊은 뜻 있으니, 신(臣)이 또 사사로이 은혜를 입었네.

정초에 왕이 중신들에게 장생도를 새해 선물로 내렸다 하는 기록

에서도 알 수 있듯 십장생도는 주로 상류 계층을 위한 그림으로 사용

되었다.

현존하는 십장생도는 대개 조선시대 후기의 것이다. 그중에 도식적

인 묘사법과 채색을 한 작품은 이른 시기의 것으로 보이며 구도나 채

색이 뛰어나고 화원풍의 그림들이 많다. 대상의 표현이나 채색이 자

유롭고 장식성이 강조된 작품들은 늦은 시기에 유행한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십장생도>는 각 첩의 크기는 세로 133.3cm, 
2) 吾家有歲畵十長生, 今玆十月尙如新, 

病中所願無過長生, 故歷敍以贊云.

•이색의 「세화십장생(歲畵十長生)」

에 거론된 십장생의 제재는 해, 구름, 

물, 돌, 소나무, 대나무, 영지, 거북, 학, 

사슴(日, 雲, 水, 石, 松, 竹, 芝, 龜, 鶴, 

鹿) 등 10가지이다.

◀�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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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53.0cm이며 8첩이 전한다. 원래는 병풍화였음이 분명하지만 그

림의 배열순서에 대한 자료가 없는 상황이므로 각 화폭의 좌우 가장

자리에 나타나는 사물의 형태를 통해 연결 관계를 파악해 볼 수밖에 

없다. 마치 퍼즐을 맞추듯 각 화폭을 연결하면, 부분적으로 어색한 곳

이 보이므로 이 작품의 원래 첩수는 현재의 8첩보다는 10첩이나 그 이

상의 첩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십장생도>의 우반부(제1,2,3,4첩)에는 산과 바위, 폭포수 등을 배

경으로 노송(老松)과 대나무가 솟아 있으며, 얼룩점이 박힌 사슴들이 

노닐고 있다. 좌반부(제5,6,7,8첩)에는 짙푸른 물결과 흰 구름 위로 붉

은 태양이 떠 있고, 물결 위에는 2마리의 거북이가 있으며, 10마리의 

흰 학이 창공을 날고 있다.

주변�지역�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제203호 재두루미 - - 1968. 05. 31.

제228호 흑두루미 - - 1970. 11. 02.

제250호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 538 - 1975. 02. 21.

제451호 검은목두루미 - - 2005. 03. 17. 

◀���작자미상,�<십장생도>,�조선후기,�

견본채색,�각폭�133.3×53.0cm,�

국립중앙박물관�소장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십장생도>의�학�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