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섬들의 고향 신안군에는 1,000개가 넘는

섬들이 약 12만㎢의 바다에 펼쳐져 있습니다.

섬과 섬 사이에는 우리나라 갯벌면적의 15%에

해당하는 378㎢의 광활한 갯벌을 가지고 있으며,

흑산도와 가거도 같이 먼 바다의 섬들에는 훼손

되지 않은 숲, 초지, 습지 등 다양한 생태계가

분포합니다.

홍어와 동백아가씨로 유명한 흑산도는 철새들의

주요한 중간 기착지이며, 외딴 무인도인 구굴도는

바닷새의 집단 번식지입니다. 따라서 신안의 섬들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우리 모두가 지켜야할

귀중한 자연자원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람사르 습지, 국립공원 등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신안 철새전시관은 “섬, 새를 품다”를 주제로

섬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조류들의 생태와 보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찾아오시는 길

운항일정

전시
❖ 1층 | 이동철새 전시 및 디오라마, 조류목각, 휴게실 
❖ 2층 | 번식조류 전시 및 디오라마, 표본벽, 수장고, 사무실
❖ 3층 | 전망대

관람안내
❖ 개   관 | 화~일 (월요일 휴관)
❖ 관람료 | 무료
❖ 시  간 | 09시~18시 (3~10월), 09시~17시 (11~2월)

연락처
❖주 소  | 전남 신안군 흑산면 흑산일주로 212
❖전 화  | 061-246-1005

❖ 동양고속 | 목포 243-2111~4, 흑산  275-8111, 홍도  246-5030
❖ 남해고속 | 목포  244-9915~6, 흑산 275-9323, 홍도 46-3977  

★홍도 관리사업소  246-3700, 240-8885

흑산여객터미널
신안철새전시관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

신 안 철 새 전 시 관
전남 신안군 흑산면 흑산일주로 212 ,  061-246-1005

섬,  새를 품다 
신안의 많은 섬들은 장거리를 이동하는 조류의 쉼터

제공과 번식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전시관은 신안 섬에 사는 조류의 생태와 보전 이야기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흑산도와 홍도에 도래하는 조류는 약 400여종으로, 우리나라에 도래
하는 조류 총 541종의 74%를 차지합니다. 
또한 국내에 한번도 기록이 없던 가면올빼미, 꼬까울새 등 국내 미기록
종 17종이 발견되었습니다.

흑산도는 철새들의 이동정거장

1층 2층

배낭기미 습지는 약 2,100㎡ 의 
습지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칠발도는 비금면에 속하는 
작은 섬으로 해수면 높이에 

따라 7-8개의 섬이 보인다 하여 
칠팔도로불렸습니다. 

바다제비,바다쇠오리,
슴새 등 수천여 쌍이 

번식합니다.

멸종위기종인 흰꼬리수리는 겨울철에 국내에서 월동하는 조류로
2000년 도에 흑산도에서 번식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1700년대 이덕무의 청장관전서에는 호문조(흰꼬리수리) 기록이
되어있어, 흑산도권역에서 흰꼬리수리는 오래 전 부터 번식하여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흑산도의 주요 습지

█신안군의 주요 바닷새 번식지

█흰꼬리수리,  흑산도에 둥지 틀다

로비공간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가락지를 단 북방쇠찌르레기라는

작은 새가 남한과 북한에 갈라져 사는 조류연구가 부자의 인연을

이어주는 끈이 되었습니다.

가락지 부착조사 인연을 이어주다

흰꼬리수리가 무서워 숨은 사람들

흰꼬리수리  둥지

흰꼬리수리
둥지 알

1층

● 진리습지

휴게실

● 전세계 바다제비 최대번식지 구굴도는
흑산면 가거도에 딸린 섬으로, 바다제비
7만여 쌍, 뿔쇠오리, 바다 쇠오리, 슴새
등 수천여 쌍 이상 번식합니다.

꼬까울새

붉은등까치새

붉은뺨멧새

파랑딱새

조류목각

디오라마

흰배줄무늬수리

가면올빼미

진리습지는 약 500㎡로 작지만 
육지에서도 대부분 사라진 하구형
습지입니다. 물이 들면 바닷물을 
따라 습지까지 숭어 등의 
물고기가 올라옵니다.

철새들의 군무

█국내 유일표본

● 배낭기미 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