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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등록)일 1973. 04. 12.

소재지 -

하늘의 제왕, 청소부로 살다.  
독수리

너른 날개를 펼쳐 하늘 위를 유유히 돈다. 우람한 체격과 갈고리를 연상시키는 날

카로운 부리, 넓고 큰 날개를 가진 그들,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으로 불리지만, 실제로

는 까마귀의 눈치를 보는 소심한 새이다. 이 같은 독수리는 우리나라에 도래하는 맹

금류로서 멸종 위기에 처해 있어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한 종이기 때문에 천연기념물 

제243-1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또한 2012년 5월 31일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

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동물 89  독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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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맹한�이미지로�알려지다

고대 이집트인에게 독수리는 태모, 특히 하트홀을 상징하는 성조

(聖鳥)이다. 그리스나 로마에서는 군신이 되기 이전에 풍요신이었던 

알레스에게 바쳐지고, 또한 제우스의 머리에서 날아간 아테네(미네르

바)를 나타내는 심벌도 되었다.

또한 독수리의 발은 뱀이나 전갈의 독을 탐지한다고 하며, 가루로 

만들어서 포도주에 섞어서 해독약으로서 이용되었다. 로마에서는 독

수리를 새점의 중요한 대상으로 여겼다. 근세 이후에는 죽음이나 사

악함에 관련시켜서 오히려 불길한 새의 이미지가 강하다.

한편 동양에서는 독수리가 비교적 용맹한 이미지로 알려졌다. 문헌

기록에서는 『삼국유사』 권2의 「가락국기조(駕洛國記條)」에 수리가 등

장한다. 수로왕이 탈해(脫解)와 변신술 경쟁을 벌이는 이야기가 있는

데, 탈해가 매로 변하자 수로왕은 수리[鷲]로 변하여 이겼다고 한다. 

이를 보면 수리는 매보다 더욱 힘센 동물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의 수리는 반드시 독수리를 지칭한다기보다는 수리류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겠다.

수리를 용맹한 새로 표현한 예는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다. 고

려 후기의 학자 이곡(李穀)의 시문집인 『가정집(稼亭集)』 중에는 ‘월등

한 재명은 종횡무진 한 마리 수리였어라’1)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는 

탁월한 인재를 수리로 표현한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후한(後漢) 공융

(孔融)이 예형(禰衡)을 추천하면서 “사나운 새가 수백 마리 있어도 한 

•옛날부터 독수리는 암컷만 있고 수

컷이 없다고 믿었으며, 바람에 닿아서 

자식을 잉태한다고 믿었다. 이런 속신

은 처녀성과 모성의 양면을 함께 가

진 여신과의 결합에 유래한다고 생각

되며, 그러한 면모 때문인지 이집트의 

히에로그리프(성각문자)에서 독수리

는 ‘모(母)’를 나타낸다.

1) 『가정집(稼亭集)』20, 偶向狀元坊裏行 

舊居斜日入前楹 每魁場屋群龍鬪 獨步才

名一鶚橫 厭世公曾歸碧落 卜隣吾欲斸黃

精 地靈人傑言堪信 看取公卿袞袞生

◀�독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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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의 독수리보다 못하니, 예형을 조정에 세우면 필시 볼 만한 점이 

있을 것이다.” 2)라고 말한 고사가 전한다.

한편, ‘독수리도 파리는 못 잡는다.’는 속담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할 일이 별도로 있음을 뜻한다. 또한, 충청도 지방에서는 잔칫집에 독

수리가 날면 불화가 생긴다고 하며, 독수리가 아이를 채갔는데 아이

가 장성한 뒤에 다시 찾았다는 설화가 경상남도 거창에서 채록(採錄)

되었다. 이처럼 독수리는 조수의 왕으로서 어떤 조류보다도 강하여 

어린아이를 채서 날아갈 수 있을 정도라고 인식되었다. 현재는 공군

을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하다.

� 사체를�먹는�새

수리류는 문헌에는 처음부터 ‘수리’(월인석보, 1459년)란 형태로 

나온다. 훈몽자회(1527년)에는 ‘독 므수리 독’이라 하였는바 이는 ‘믈

(水)+수리’에서 ‘ㄹ’이 탈락한 형태이다. 한편 독수리의 독(禿)은 대머

리 또는 민머리를 의미한다. 서울시 독산(禿山)동의 지명유래에서도 

‘대머리 독’자는 과거 민둥산 지역이었음을 알려준다.

실제로 독수리는 대부분 머리 깃털이 빠져 있거나 듬성듬성 나 있

는데 이러한 외형적인 특징은 죽은 사체의 내장을 먹기 위해 쑤셔대

는 그들의 먹이행동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머리깃털이 있을 경우, 

먹이과정에서 깃털 손상에 따른 피부감염 등으로 질병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일찍이 스스로 질병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머리깃털이 없는 모습으로 진화해 온 것이다.

또한, 독수리는 언제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사체를 찾기 위해 해발

고도가 낮은 곳에서 수천 미터의 수직적인 공간 사이를 넓게 이용하

면서 해발고도별 기온변화에 적응하도록 대머리로 지낸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다. 독수리의 외형적인 특징은 바로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

기 위한 이들 특유의 진화적인 특징을 이해하는데서 출발한다.

이 같이 독수리는 사체를 먹기 위해 다른 맹금류와는 차별화된 특

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불특정 먹이를 찾기 위해 에너지 소비를 낮출 

수 있도록 넓고 긴 날개를 가지고 있다. 새벽부터 먹이를 찾기 위해 
2) 『後漢書』卷80下 文苑列傳 禰衡, 鷙鳥

累百 不如一鶚 使衡立朝 必有可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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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한 소형 조류와 달리, 태양빛에 의해 땅이 데워지고 지열이 상승

할 때에 이들은 범상(soaring)이라는, 하늘 위를 활공하는 모습으로 빙

빙 돌면서 지상의 먹이를 찾게 된다.

또한 먹이를 찢고 육중한 발로 지지하기 위해 다른 맹금류에 비해 

평발에 가까운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한편 매와 같은 맹금류들은 자신들의 세력권을 알리고 경계하기 위

한 맹금류 특유의 날카로운 소리가 발달되어 있다. 그러나 독수리는 

먹이자원이 늘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은 먹이를 발견하기 위한 

나름의 협조체계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 울음소리도 사뭇 다르다. 

병아리 울음소리보다는 크지만 그와 유사한 형태의 소리를 낸다. 

우람한 체격과 날카롭고 육중한 부리, 넓고 큰 날개를 가진 독수리

는 외형적인 모습과는 달리 이들의 먹이 습성과 행동으로 인해 실제

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면을 볼 수 있다.

이 같은 독수리는 우리나라·티베트·중국·몽고·만주 등지에 

분포하는 겨울새로, 한국의 전역에서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었던 겨울

새였으나 오늘날에는 매우 희귀한 겨울새가 되고 말았다. 현재에는 

DMZ(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대성동 특히 저수지 부근)에서 월동중인 

무리(1999년 12월에는 150여마리까지 관찰) 3-7마리 정도를 볼 수 있 ▼�독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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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뿐이다.

몸길이는 1∼1.5m에 달하며 수리류 중에서 가장 크다. 몸 전체가 

균일한 암갈색이며, 정수리와 윗목에는 털이 없고, 이마·머리꼭대

기·눈앞·뺨·턱밑·멱·앞목에 짧은 갈색 털이 빽빽하게 나 있다. 

뒷목과 닿는 부분에는 목테 모양 솜털이 있으며 머리에는 회색 솜털

이 있다. 몸통깃은 어두운 갈색이고 부리는 검은 갈색, 다리는 회색, 

홍채는 흰색이다. 부리와 발톱이 날카롭다. 여름깃은 온몸이 엷은 갈

색을 띤다. 참수리, 흰꼬리수리와는 달리 꼬리가 몸 색깔과 같다.

날아오르는 힘은 강하지만 잘 걷지는 못한다. 날 때는 폭이 넓고 긴 

날개를 직선에 가깝게 쭉 펴고 날아오르며, 날개를 편 채 기류를 이용

하여 날아다닌다. 둥우리는 수목이나 암벽 등 높은 곳에 나뭇가지를 

많이 쌓아서 큰 접시 모양으로 만든다. 산란기는 2∼4월이며 산란수

는 1개이다. 하지만 해마다 번식하지는 않는다. 52~55일간 암수가 함

께 알을 품는다. 새끼는 부화 후 4개월이면 독립한다.

초원지대·고산지대·강하구를 근거지로 단독 또는 암수 한 쌍이 

생활하는 경우가 많으며, 용맹스럽고 잔인한 것 같은 인상과는 달리 

몸이 둔하여 살아 있는 동물의 포획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그 대

신 주로 짐승의 시체나 병들어 죽어가는 짐승 등을 먹이로 하는데 이 

때문에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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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회암동 산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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