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흰목검은두루미
(갯두루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물새 

누른뺨저어새

큰기러기

큰고니
Cygnus cygnus

겨울새. 몸길이: 158~164cm

Anser fabalis

검은색의 부리끝에 붉그스레한 노 
란색 띠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암
수 의 깃색이 같다. 대가리와 목이 
검 붉은 밤색이며 배는 연한 재밤색 
이 다. 등과 날개에는 검은 밤색바
탕에 여러개의 가로줄이 나있다. 아
래 배와 아래꼬리더부치는 흰색
이다. 다리는 누런 밤색이다. 쇠기
러기보 다 몸집이 더 크다. 바다가
와 만, 논밭, 호수와 저수지, 강, 간
석지등의습지, 개활지대에서 산다.

Platalea leucorodia

여름새. 몸길이: 86cm
날개길이는 40cm이다.여름에 몸은 
흰색이고 뒤통수에 짧은 댕기깃이 
있고 아래목이 누런색이다. 눈안은 
붉은 색이고 눈주의는 누런 흰색이 
다. 부리는 누런 검은색이고 다리 
는 검은색이다. 겨울에는 아래목에 
노란테가 없고 뒤통수에 장식깃
이 없다. 바다가, 호수, 논벌, 강어
구의 물가에서 산다 

왜가리
Ardea cinerea 

사철새. 몸길이: 94~107cm부리는 
누런 밤색이고 눈주변은 깃 이 없
으며 누런 흰색이다. 몸의 웃면은 검
은색을 띤 풀색이며  금속광택이 있
다. 1월이 되면 정수리,뒤통수,목에 
실모양의 흰색 장식깃이 생긴다. 허
리에 삼각형의 재빛이 나는 흰색무
늬가있다. 바다가, 강어구 , 호수 등
에서 산다. 흔하다.

쇠기러기
Anser albifrons

겨울새. 몸길이: 72cm
암수의 깃색이 같다. 재밤색의 배에 
불규칙적인 검은색의 가로 줄무늬 
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가리와
목, 등면은 검은  밤색이다. 부리는
분홍색이고 이마는 선명한 흰색이
다. 아래꼬리더부치는 흰색이다. 발
은 붉은색이다. 
저수지, 강, 바다가, 간석지 등의 
습지와 농경지,개활지등에서 산다.

혹고니
Cygnus olor

겨울새. 몸길이: 150cm
웃부리의 등마루가 예리하며 이마 
에 큰 흑돌기가 있다. 발가락사이에 
막이있다. 목을 S자모양으로 유지 
한다. 온몸이 흰색이다. 웃부리가부 
와 가슴, 흑돌기, 아래부리는 검은 
밤색이다.부리의 나머지 부분은 누 
런 분홍색이다. 큰 호수, 강어구 , 큰 
늪에서 산다. 

재두루미
Grus vipio 

겨울새. 몸길이: 101~119cm
이마, 대가리 옆은 드러났고 붉은색 
이며 강모는 검은색이다. 정수리에 
서 뒤목까지, 턱밑에서 목까지는 흰
색이다. 비깃은 연한 재색이고 큰 비
깃의 끝은 재빛 흰색이다. 꼬리는어
두운 재색이고 다리는 분홍색이 
다. 호수주변, 강변, 해안지대의 
논 벌, 벌방지대의 들판에서 산다. 

Grus monacha

겨울새. 몸길이: 76cm
이마에 검은색의 강모가 있고 정수 
리의 앞부분은 드러났다. 대가리,  
목은 흰색이고 정수리 앞부분은 붉 
은색이다. 부리는 누런푸른색이고 
밑부분은 어두운 붉은색이며 다리 
는 연한 검은색이다.



바다꿩
Clangula hyemalis

겨울새. 몸길이: 48~51cm
수컷의 대가리, 목은 흰색이며 뺨은 
재색이고 옆목은 붉은밤색이며 가
슴은 검은밤색이다. 등, 배, 아래꼬 
리더부치는 회색이며 날개는 검은 
색이다. 부리는 검은색이며 끝에 붉
은반점이 있다. 겨울에는 대가리와 
목이 검은 밤색이며 등에 누런밤색 
의 고리무늬가 있다. 암컷의 정수 
리, 뒤통수, 뺨 등은 검은밤색이며 
아래목과 가슴은 누런 검은색 이 다. 
바다가와 먼 바다에서 산다.

Anas penelope
겨울새. 몸길이: 49cm
정수리선이 누런 밤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수컷의 대가리는 붉은밤 
색이며 가슴은 분홍색을 띤 밤색이 
다. 아래꼬리더부치는 검은색이다. 
선명한 흰색날개비깃은 앉아있을 
때 흰 가로줄로 보이며 바뀜깃의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다. 암컷: 다  
오리류의 암컷에 비해 붉은 색채를 
띤다. 날개비깃은 재색이다. 간석 
지, 호수, 바다가에서 산다. 

알숭오리

붉은꼭두오리 원앙
Aix galericulata

여름새. 몸길이: 43cm
수컷의 대가리 꼭대기는 검푸른색 
이고 뒤부분은 붉은 푸른색이다. 눈 
주위는 흰색이며 뺨과 앞목은 붉 
은색이고 흰무늬가 있다. 가슴은 검 
붉은색이고 등과 날개는 검푸른 색 
이다.  암컷은 검은밤색이며 눈주위 
와 턱밑, 배는 흰색이다. 부리는 검 
은 밤색이고 다리는 붉은 밤색이다. 
산을 낀 강하천과 호수,늪에서산다.

Anas falcata
겨울새. 몸길이: 48cm
수컷의 이마, 정수리선, 뺨선이 검 
은 밤색으로 련결되고 눈뒤부분이 
푸른색을 띤다. 턱과 옆목, 앞목은 
흰색이며 목걸이모양의 검은띠가 
있다. 가슴, 어깨, 옆구리에는 검은 
색과 흰색의 반달모양무늬가 있다. 
배와 꼬리는 누런 흰색이며 꼬리 끝 
부분에는 넓은 검은띠가 있다. 암컷 
은  누런밤색이며 등에 검은밤색의 
줄무늬가 있다. 강하천과 호수, 습 
지, 풀숲지대에서 산다.

검은댕기흰죽지오리
Aythya fuligula
검은색 댕기와 노란색의 눈이 특 
징이다. 부리는 재색이며 끝에 검 
은점이 있다. 수컷: 선명한 흰 색의 
옆구리와 배, 날개의 일부를 제외 
한 온 몸이 검은색이다. 야외에서 
검은색으로 보이는 보라색 광택의 
대가리에는 긴 댕기가 있다. 암컷: 
옆구리는 어두운 밤색이며 대가 
리에는 보라색광택이 없으며 댕 
기가 짧다.호수, 저수지, 하천, 강어 
구 등에서 산다. 흔하다.

흰꼬리수리
Haliaeetus albicilla

사철새. 몸길이: 80~94cm
암수의 깃색이 같다. 꼬리깃이 희다. 
대가리꼭대기, 목, 뒤대가리의  깃은 
버들잎모양이며 밑둥은 연 한 흰색, 
깃축과 깃판은 연한 밤색 이다. 
등면은 보라색이 나는 연한 밤색인 
데 어깨깃은 좀 진하다. 턱 아래와 
앞 목은 뒤 대가리의 색과 같고 가슴 
아래의 배면은 등면과 비슷하 나 좀 
더 연하다. 부리와 랍막은 연한 누른 
색이다. 해안과 습지, 호수, 강하천 
주변에서 산다.

Calidris tenuirostris
여름새. 몸길이: 26cm
여름깃과 겨울깃의 색이 다르다. 여 
름에는 등면이 밤색이며 두줄의 검 
은밤색의 둥근무늬가 있다. 1렬 날 
깃은 검은색이다. 배쪽은 흰색이며 
옆구리에 검은점무늬가 드물게 있 
다. 부리는 검은색이고 다리는 검푸 
른색이다. 겨울에는 등에 밤색의 무 
늬가 없어지고 흰고리줄무늬가 생 
긴다. 바다가의 습지, 강기슭에서 
산다.

붉은어깨갯도요
(칼리드리도요)

알락꼬리마도요
Numenius madagascariensis

여름새. 몸길이: 61cm
암수의 깃색이 같다. 몸은 누런밤색 
이다. 눈썹선, 턱은 누런흰색이고 
대가리, 목, 가슴, 배에는 검은밤색 
의 세로무늬가 있고 등과 날개에는 
검은밤색의 모난 줄무늬가 있다. 1
렬 날깃, 부리의 끝 절반은 검은색 
이고 밑부리 절반은 분홍색이다. 
다리는 푸른하늘색이다. 해안지대,
간석지, 강어구의 습지, 섬, 소금밭, 
논밭에서 산다.

큰물닭(물닭) 까치도요
(검은머리물떼새)Fulica atra

겨울새. 몸길이: 40cm
암수의 깃색이 같다. 온몸이 검고 
통통하다. 흰색의 부리와 이마판이 
뚜렷하며 날때는 2렬날깃의 흰색 
끝부분이 보인다. 다리는 검은색이 
며 발가락 사이막을 가지고있어 수 
면을 헤엄치는데 알맞춤하며 잠수 
도 잘한다. 강, 호수, 저수지 등의 
내륙 습지에서 산다. 비교적 많다.

Haematopus ostralegus
여름새. 몸길이: 45cm정도
암수의 깃색이 같으나 여름깃과 겨 
울깃이 다르다. 겨울에는 대가리, 
목, 가슴, 등, 꼬리가 검은색이다. 
날개에 넓은 흰띠가 있다. 부리는 
누런붉은색이고 다리는 연한 붉은 
색이다. 여름에는 웃목의 앞부분에 
목도리모양의 흰색무늬가 생긴다. 
해안지대의 섬, 강어구, 습지에서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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