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별 및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218호

지정(등록)일 1968. 11. 22.

소재지 -

하늘의 소, 장수하늘소

장수하늘소는 전 세계에 약 2만 5000종이 알려져 있으며, 한국에는 목하늘소아과·

검정하늘소아과·깔따구하늘소아과·꽃하늘소아과·하늘소아과·넓적하늘소아과 

등의 302종이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장수하늘소는 그 원시적인 형태로 보아 하늘소 

종류 중에서 가장 오래 전에 지구상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주 비슷한 곤충

이 중남미에 살고 있어 지난날 아시아와 그 대륙이 육지로 이어져 있었음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자료로서 생물 분류 및 분포학적 가치가 큰 진귀한 곤충이므로 천연기념물

로 제218호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동물 88  장수하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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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무에�오래�머물다

1802년(순조 2)에 편찬된 조선어휘집 『물보(物譜)』에는 장수하늘소

를 ‘천우(天牛)’로 소개해 놓았다. ‘하늘의 소’라는 의미다. 더불어 장수

하늘소의 학명은 Callipogon relictus으로 ‘캘리포곤’이 성이며 이름은 ‘렐

릭터스’이다. ‘캘리포곤’은 촉각이 아름답다는 말이며 ‘렐릭터스’란 고

대의 유물이란 뜻이다. 산림을 좀 먹는 해충이지만 하늘의 소이자 촉

각이 아름다운 고대의 유물로 불리고 있는 것이다.

장수하늘소는 딱정벌레 종류의 곤충 중에서 가장 크며 중국 만주 

동북부, 시베리아 우수리 지방 및 우리나라 경기도 광릉지역 등에 분

포하고 있다. 아시아 대륙에는 장수하늘소 한 종만이 서식하고 있고 

그 수가 적어 보존 가치가 큰 진귀한 곤충이다.

장수하늘소의 몸길이는 수컷 12cm, 암컷 7∼8cm 정도이다. 몸은 검

정색 또는 흑갈색을 띠며, 광택이 강하고 등에는 황갈색의 잔털이 빽

빽하게 나 있다. 겉날개는 적갈색이다. 가위처럼 크게 발달한 큰 턱은 

위쪽을 향하여 구부러져 있고, 양옆에 이빨 돌기가 1개씩 바깥으로 나 

있다. 더듬이는 몸길이보다 약간 짧으며, 앞쪽 끝으로 갈수록 마디가 

가늘다. 앞가슴 등판에는 노란색 털뭉치들이 여덟 팔(八)자 모양의 무

늬를 이루고 있으며, 옆가장자리에는 톱니 같은 돌기가 있다.

◀�장수하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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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서어나무, 신갈나무, 물푸레나무 등 오래되고 커다란 나무들

이 자라는 숲에서 서식한다. 암컷이 나무줄기에 구멍을 뚫고 알을 낳

는다. 알의 크기는 2.60×6.72mm이다. 애벌레는 단단한 나무의 섬유

로 이루어진 부분을 파먹으며 생활한다.

장수하늘소는 자연 상태에서 유충기가 최소 5년 내지 7년 정도

나 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 점은 다른 하늘소들이 1년생 내지는 

2~3년생인 것들과 비교하면 월등히 긴 생활사이다. 즉 알을 낳은 나

무를 떠나지 못하고 한 평생 한 나무 안에서 5~7년을 생존해야 한다

는 것은 그만큼 성충까지의 생존율이 다른 곤충들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성충 암컷은 20~30개 정도의 알을 낳기 때문

에 산란의 양도 다른 곤충들에 비하면 지극히 적은 숫자에 불과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이 종은 대량 발생보다는 자연 소멸의 길로 갈 수 밖

에 없는 운명에 처했다고 말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 강원도 춘성군 북상면 추전리에서 4개체나 

채집되어 그곳을 장수하늘소의 서식지로서 천연기념물 제75호로 지

정, 보호하여 왔으나, 전후 그곳에서는 자취를 감추어버려 1973년 천

연기념물에서 해제하였다. 

대신 경기도 광릉의 임업시험장 중부지장 시험림인 소리봉(蘇利峰)

에서 적지 않은 수가 채집되었으며, 강원도 명주군 청학동 소금강에

서도 한 개체가 채집되기도 하였다. 특히, 광릉 소리봉의 서나무와 신

갈나무숲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서식지로써, 이 지역의 보호는 본종의 

보존과 직결된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 멸종위기에�처한�장수하늘소

장수하늘소의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문화재청은 1968년 

11월 22일, 곤충 종으로는 처음으로 천연기념물 제218호로 지정해 장

수하늘소의 서식처를 보존, 보호하고 있다. 그 후 2015년, 몇 십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장수하늘소의 공동 연구를 위해 국립수목원과 국립

문화재연구소가 손을 맞잡았다.

국립수목원은 장수하늘소라는 한 종을 대상으로 국내 유일한 서식

•다 자란 장수하늘소는 줄기의 혹같

이 나온 부분에서 나무진을 빨아먹으

면서 생활하며 6∼9월에 나타난다. 한 

나무에 2∼3마리 또는 3∼4마리가 산

다. 암컷 한 마리에 수컷 3∼4마리가 

모여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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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로 알려진 광릉 숲(경기 포천)에 대한 연구와 실태조사를 해왔으며,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천연기념물(제11호 크낙새, 제218호 장수하늘소) 

서식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이에 국립수목원은 장수하늘소의 형태학적 연구를 위해 곤충연구

가 홍승표씨의 기증 표본들을 국립문화재연구소로부터 대여받아 광

릉 숲 내에서 문화재연구소와 공동 서식실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유미 국립수목원장은 “이번 장수하늘소 공동 연구는 정부기관 간 

협업의 훌륭한 사례가 될 것”라며, “양 기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우리

나라 곤충 종 다양성에 대해 알리면서, 동북아시아산 장수하늘소에 

대한 지속적인 분류 및 생태학적 공동 연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

고 밝혔다.

주변�지역�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제11호 광릉크낙새서식지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산99-1 - 1962. 12. 07.

주변�지역�문화재�/�유적

문화재�종별�및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사적 제197호 남양주 광릉 
경기 남양주시 광릉수목원로 354 

(진접읍, 광릉) 
조선시대 1970. 05. 26.

사적 제356호 남양주 순강원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2로 84-31, 

외 (내각리) 
- 1991. 10. 25.

사적 제360호 남양주 휘경원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67, 외 - 1991. 10. 25.

사적 제367호 남양주 영빈묘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175 - 1991. 10.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