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별 및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204호

지정(등록)일 1968. 05. 30.

소재지 -

화려한 색색의 깃털을 가진 새, 팔색조

자그마한 몸에 눈에 띄는 색색의 깃털을 가진 팔색조는 팔색새라고도 한다. 팔색조

는 팔색조과 팔색조속에 속하는 조류이다. 팔색조는 멸종위기에 있는 진귀한 여름새

이기에 종(種) 자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였고, 환경부에서 멸종 위기 야생 동·식

물 Ⅱ급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동물 86  팔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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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정이라�불리다

여러 매력을 가진 사람을 일러 ‘팔색조’라 부르곤 한다. 색색의 깃

털을 몸에 두른 팔색조의 모습을 염두에 둔 비유이리라.

팔색조는 1850년 독일학자 시볼트가 「일본의 동물상」이란 책에서 

‘pitta nympha’라고 소개한데서 학계에 처음 보고되었다. 시볼트는 당시 

한국에 살던 일본인들이 그물로 붙잡아 본국으로 보내는 것과 이 새

를 그린 그림을 보고 학명을 지었고 기산지도 한국으로 기록했다. 따

라서 팔색조의 기산지는 한국인 셈이나 정확한 일자와 장소는 알 길

이 없다.

또한 동양의 동물을 연구하기 위해 구년간이나 싱가포르, 중국, 일

본 등지에서 채집과 관찰로 일관했던 자연도태론의 대가인 영국의 왈

라스가 팔색조를 ‘Fairy Pitta(선녀팔색조)’로 부르며 팔색조는 세계의 

미조(美鳥)로 알려지게 되었다.

문헌상으로 팔색조가 우리나라에 처음 알려진 것은 1917년 4월로, 

황해도 장연에서 팔색조 한 마리가 잡힌 것에 의한다. 또한 1918년 5

월에는 당시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 조수로 있던 다까하시가 제주도 

남제주군 한라산 남측 무성한 아열대성의 삼림에서 여섯 마리를 채집

한 바 있다.

그 후 조류연구가 이정우에 의해 지난 55년 경남 거제군 동부면 가

라산 동백숲 일대가 팔색조 서식 및 번식처로 확인되었다. 어린이 주

먹만한 검은빛 자갈이 해변 2km에 깔려 장관을 이루고 동백 등이 울 ▼�팔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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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한 숲을 이룬 가라산은 팔색조의 번식처이기에 빛을 더하고 있는데 

당시 이정우는 이곳에 사는 팔색조가 1백 쌍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

했다.

이후 경향신문 1976년 6월 30일자 기사에서는 종래 제주도 한라산

과 거제도에서만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세계적인 희귀조 팔색

조가 진도 점찰산에 집단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 꽁지를�흔들며�큰�소리로�우니

팔색조는 동부 및 남부 아시아 지역, 한국과 일본에 번식하고 있는 

작은 새이다. 지구상에 서식하는 팔색조과의 조류는 약 29종이며, 우

리나라에는 팔색조 1종이 서식하고 있다.

팔색조는 무지개와 같은 여러 색의 깃털을 가지고 있는데 이마에서 

뒷머리까지는 갈색이나 중앙에는 검은선이 흐르고 있고, 황백색의 눈

썹선과 폭 넓은 검은 눈선이 있다. 목 앞은 흰색, 등과 어깨깃은 녹색, 

허리·위꼬리 덮깃은 맑은 남빛, 배의 중앙과 아래꼬리 덮깃은 진홍

색이다. 멱·목옆·가슴·옆구리는 특히 황색빛이 진하다. 꼬리는 흑

녹색이나 끝은 코발트색이다. 부리는 검은색, 다리는 황갈색이다.

팔색조는 해안과 섬 또는 내륙의 경사지에 있는 울창한 숲에서 번

식하고, 무리를 짓지 않고 단독으로 생활하며, 주로 지상 생활을 한

다. 우거진 숲속 어두운 바위틈이나 바위 또는 나무줄기 사이에 둥지

를 만들 때가 많다. 거칠게 나뭇가지로 둥지를 틀고 출입구를 만든 다

음, 입구에는 쇠똥을 깔고 다른 동물의 침입을 막으며, 알자리에는 이

•우리나라의 아종은 일본 서남부(시

코쿠·구주·대마도), 우리나라 및 중

국 동부에 한하여 분포하고 있으며 대

만에서도 기록되어 있으나 매우 국한

된 범위에서 번식하며, 겨울에는 인도

차이나·필리핀을 거쳐 보르네오까지 

남하, 월동한다.

▲�팔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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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 나뭇잎이나 식물의 가는 뿌리를 깐다.

산란기는 5~7월 중순이고, 한배에 4∼6개의 알을 낳는다. 알은 회

백색 바탕에 담자갈색과 회색의 조그마한 점무늬가 전면에 있다. 알

의 크기는 장경 25∼27.5mm, 단경 19∼22.5mm 정도이다. 알은 암수

가 함께 포란하는데 암컷은 알을 품다가 위협을 느낄 때 둥지의 출입

구를 푸른 잎이 붙은 나뭇가지로 가리거나 갈색의 머리로 둥우리 입

구를 막아 민둥하게 만들어 알을 보호하기도 한다.

부화 직후 암컷만이 새끼에게 먹이를 먹이고 수컷은 경계만 한다. 

알에서 깐 새끼를 키울 시 새끼의 먹이는 거의 지렁이이다. 새끼는 부

화 후 14일 만에 온몸이 깃털로 덮인다.

5월 중순에서 6월 상순에 높은 나무 꼭대기에 앉아 꽁지를 위아래

로 흔들면서 울음소리를 내는데, 울음소리는 작은 몸집에 비해 아주 

커서 ‘호오-잇, 호오-잇’하고, 퉁소와 같은 소리로 운다. 주로 계곡부

와 같이 습기가 많고 산림이 울창하여 어두운 지역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8년 5월 30일에 종 자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

였고, 거제도 학동의 팔색조 번식지도 천연기념물 제233호로 지정하

여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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