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옛 사람들은 새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순천만 밤풍경, 홍승용



삼족오
三足烏

고구려 각저총 고분벽화, 중국길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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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웅 http://www.gimhaenews.co.kr



고구려 덕흥리 고분의 견우와 직녀가 그려진 벽화,  오작교(烏鵲橋)



호작도
虎鵲圖
까치는 기쁜 소식을 상징.
호랑이의 용맹함으로 나쁜 기운을 물리쳐… 

민화, 작자미상 <호암미술관>



고려말 성리학자, 정도전(鄭道傳, 1342~98)은 『삼봉집』에서 우리나라의 땅은 “산과 바다 사이에
있어 구릉수택[산림수택, 山林藪澤] 등 경작할 수 없는 땅이 10에 8~9에 이른다.”

▪조선 건국 이후 산림천택 여민공지(山林川澤 與民共之)를 표방하고, 농본정책을 통해
농지개간을 장려

▪무너미(범람원, 습지)의 땅과 숲(藪)를 논(水田)으로, 화전이 된 숲(林)



삼우백금도
三友百禽圖

변문진(邊文進), 151.3×78.1cm, 명나라

조선 후기에 널리 유행한 12잡가 중

<새타령>에서

새가 날아든다. 왼갖 잡새가 날아든다.....

제비, 두견이, 장끼, 까투리, 뻐꾹새, 꾀꼬리, 
할미새, 머슴새, 비둘기, 딱다구리, 까마귀, 
기러기, 앵무새, 두루미, 봉황새, 공작, 황새, 
징경이, 보라매, 원앙, 따오기, 갈매기, 쑥국새, 
따오기, 종달새 등





漫畫 舂鋤
李瀷(1681-1763), 星湖僿說 - 萬物門

이익(1681-1763), 성호사설 - 만물문

만 획 용 서



꾀꼬리 <黃鳥歌> 翩翩黃鳥 雌雄相依 念我之獨 誰其與

歸

猫尾弄(고양이+꼬리+희롱하다), 

谷口泥濃(곡구니농, 골 어귀가 진창일세)
『한시 속의 새, 그림 속의 새』에서

묘미롱~



枭효, 올빼미

鴞효

鵂鶹휴류, 수리부엉이
올빼미, 최원석





머슴새
저녁 어스름이나 해가 뜰 무렵에

이랴낄낄! 이랴낄낄! 소를 몰아 밭을 가는 소리…

전날에는 목동이요 지금은 새가되어
해마다 그 옛날 봄바람을 사랑하네.

산 깊고 숲 빽빽해 찾을 곳이 없건만은
보슬비 내리는 속에 “쯧쯧쯧쯧” 부르누나.

『호독조(呼犢鳥), 서산대사 청허집 』에서

머슴새, 최순규



ⓒ최순규 http://aveskorea.com



메추라기[鶉]와 조[粟]
넉넉하지는 않지만 만족하며 사는 자족의 마음
장자의 성인순거(聖人鶉居)

최북(崔北, 1712-1760)



鷹
매 응



호귀응렵도
豪貴鷹獵圖

김홍도, 간송미술관.



김홍도(金弘道 1745-1806) <단원도 檀園圖>



Red-Crowned Crane pair displaying by Kerstin Hinze urbanfragment.wordpress.com

丹頂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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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 Fact
The oldest documented crane that ever lived 

was a Siberian Crane named Wolf, who died 

at the age of 83. 

Wolf is in the Guinness Book 

of World Records





화조구자도
花鳥狗子圖

이암(李巖, 1499∼？)



산이 난다

큰 새들의 날개는 산을 닮았다
기러기가 날아올 때 선(線)으로 된 산도 함께 날아온다
갈매기가 머리 위를 지날 때 면(面)으로 된 산도 지난다

산이 운다
울며 날아가는 산아!

사람들이 서로 껴안을 때
사람들의 팔도 산 모양인 것 너희들도 보았느냐

- 함민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