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들의 고향 - 신안의 섬   

한반도 서남해안에 위치한 신안군은 14,190㎢의 넓은 바다에 1,025개의 
섬과 378㎢의 갯벌로 구성되어 있으며, 섬의 지정학적 위치와 다양한 서
식지는 장거리를 이동하는 철새들에게 중요한 중간 휴식지 역할을 하며 또
한 멸종위기 조류의 마지막 남은 번식지로 이용됩니다. 

육지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흑산도, 홍도, 가거도에는 봄과 가을 370여종의 
새들이 관찰됩니다. 이는 번식지인 시베리아와 월동지인 동남아시아의 중간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압해도, 지도, 안좌도 등의 광활한 갯벌에는 호주 등에서 월동하고 시베리아에서 번식하는 많은 도요물떼새들이 
관찰됩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무인도서는 바닷새와 멸종위기 조류의 중요한 번식지로 이용됩니다. 구굴도. 칠발도 등의 
무인도는 바다제비, 뿔쇠오리, 슴새 등이 집단번식합니다. 또한 흑산도, 대둔도 등은 우리나라 유일한 흰꼬리수리 번
식지역이기도 합니다. 

겨울철 역시 안좌도의 대단위 간척지인 내호리 일원은 큰기러기 등 수천여 마리가 월동하는 지역으로 신안군의 섬들
은 우리나라에 도래하는 많은 조류들에게 중요한 서식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산어보
흑산도는 정약전의 유배지입니다. 1814년 저술한 자산어보는 해양생물을 기술한 책으로 잘 알
려져 있지만, 13종의 조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존지락과 조개새라고 주민이 
부르는 2종류의 바닷새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현재 이에 해당하는 조류의 국명은 없습니다. 
흑산면 주민에 의하면, 예전부터 바다쇠오리는 ‘존지래기’라 부르고, 바다제비는 ‘조갈새’라
고 불렀다고 합니다. 흑산면 구굴도는 바다제비와 바다쇠오리의 중요한 집단번식지입니다.

흰꼬리수리, 흑산도에 둥지 틀다 
흰꼬리수리는 날개 편 길이가 2m가 넘는 대형 조류입니다. 국내에서는 종 자체를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천연기념물 제243호로 지
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로 큰 하천, 하구, 해안 등에서 관찰되는 대표적인 겨울철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흰꼬리수리 번식 확인과 관찰기록 
2000년 흑산도에서 흰꼬리수리 번식이 한 다큐멘터리 작가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해안 절벽의 소나무에서 번식하는 흰꼬리수리
는 그 자체로 장관이었지만,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서 겨울철새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흑산도에서 번식은 매우 이례적이고, 
이상한 현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흑산도, 홍도 인근의 도서에서 흰꼬리수리는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조류였습니
다. 1964년 실시된 조류조사에서 10개체 넘는 흰꼬리수리가 홍도에서 관찰되었습니다. 이후 1979년 11월 4일 실시된 조사에서도 
유조 1개체를 포함한 5개체의 흰꼬리수리가 관찰되었습니다. 국내 어느 곳에서도 5개체가 한 지역에서 관찰되는 것은 흔치 않은 일
입니다. 그런데 홍도라는 작은 섬에 5-10마리가 지속적으로 관찰되었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일이며, 이것은 단순히 흰꼬리수리가 겨
울 한철을 보내기 위해 도래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암수가 짝을 이루어 번식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흑산권역에서는 이
보다 훨씬 오래전 기록을 찾을 수 있는데요. 1700년대에 이덕무의 청장관전서라는 책에는 홍도에서 관찰된 ‘호문조(虎文鳥)’에 관
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묘사된 호문조의 모습이 흰꼬리수리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청장관전서』 제55권 양엽기 2 호문조
홍의도(紅衣島)는 나주(羅州) 남쪽에 있는데, 영종(英宗) 때에 비변랑(備邊郞)을 보내
어 그 실정을 살펴보게 하였다. 이에 배가 한 무인도에 정박하였을 때 큰 새가 숲 속
에 엎드려 있는데, 머리는 큰 독과 같고 날개는 다 호랑이 무늬였다. 뱃사공이 동행
자들에게 숨을 죽이고 말을 하지 말라고 주의한 다음 다들 그물과 자리로 몸을 덮
고 엎드려 있었다. 잠시 후에 새가 날아가는데, 몸을 솟구치는 동작이 매우 느리고 
무거웠다. 뱃사공이 말하기를, “저 새는 번번이 사람을 삼키기 때문에 피했던 것이
오.”하였다. 이 말을 따라갔던 화가가 있어서 석치(鄭石癡 철조(喆祚))에게 전한 것이
다. 《일본기략(日本記略)》을 상고해 보면, “차아천황 홍인(弘仁) 4년(813)에 우위문
부(右衛門府)에서 새를 바쳤는데, 진짜 호랑이 같았고 날개ㆍ털ㆍ다리가 다 붉었으
며, 당시 사람들이 그 이름을 몰랐다.” 하였는데, 화가가 보았다는 큰 새는 곧 이 새
이다. 수리부엉이는 고양이 같고 이 새는 호랑이 같으니, 역시 한 종류이다.

紅衣島在羅州之南。英宗朝遣備邊
郞。看審形止。舟泊一無人島。有大
鳥。伏于草莾。頭如大甕。羽皆虎紋。
舟人戒同行者。屛氣勿語。俱以網席
覆身而伏。少選。鳥飛去。奮身甚遅
重。舟人曰。此鳥每呑人。故避之。有
畫師隨行者。傳此語于鄭石癡。喆
祚。案日本記畧。嵯峨天皇弘仁四
年。右衛門府獻鳥。似眞虎。羽毛觜足

Shinan Dadohae Biosphere Reserve신안다도해생물권보전지역

Shinan Migratory Bird Museum

표지그림 : 문암 박득순 화백의 흑산도 철새

어느 사진이 진짜 살아있는 새일까요? 박제, 목각, 살아있는 새가 섞여있습니다

정답은 철새전시관에서 찾아보세요 !!!    

ㅣ운항일정ㅣ

▶ 동양고속 : 목포 243-2111~4, 흑산 275-8111, 홍도 246-5030
▶ 남해고속 : 목포 244-9915~6, 흑산 275-9323, 홍도 246-3977
※ 세부시간 및 요금은 여객선사에 사전 문의하세요.

흑산도 전경

※흑산여객선터미널~철새전시관( 1.6㎞) : 도보 25분 소요

전남 신안군 흑산면 흑산일주로 212
TEL : 061-246-1005
www.shinan.go.krShinan Migratory Bird Museum

목포발 흑산 홍도 상중태도 하태도 가거도 만재도 흑산 목포도착 비고
07:50 09:50 10:30 11:10 13:00

08:10 10:30  11:20 11:40 13:00 13:50 15:30 17:40

13:00 15:00 15:40 16:20 18:10

16:00 17:50(정박) 09:00(익일) 10:50

요  금 36,000 42,000 46,300 46,500 61,300 56,300 평일 일반

섬이름 행정구역 주요 도래종 특     징

흑산도 흑산면 봄·가을 이동조류 370여 종 조류 

홍 도 흑산면 봄·가을 이동조류 370여 종 조류 

가거도 흑산면 봄·가을 이동조류 370여 종 조류 

구굴도 흑산면 바다새 집단 번식지 전세계 최대 바다제비 번식(5만여 쌍 이상)

개린도 흑산면 바다새 집단 번식지 바다제비 5천 쌍 이상 번식

칠발도 비금면 바다새 집단 번식지 바다제비 1만 쌍 이상 번식

우이도 도초면 봄·가을 이동조류 200여 종 조류

압해도 압해면 도요물떼새 도래지 약 1만 개체 도래

지 도 지도읍 도요물떼새, 겨울철새 약 4천여 개체 도래

안좌도 안좌면 겨울철새 도래지 큰기러기 등 4천여 개체 도래

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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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의 주요 조류 서식지

1 홍도    2 칠발도    3지도    4압해도  

5우이도    6구굴도    7가거도

 1. 홍도  
 2. 솔딱새 
 3. 붉은양진이    
 4. 칠발도  
 5. 바다제비   
 6. 지도  
 7. 압해도   
 8. 우이도  
 9. 흰배줄무늬수리(박화진 최초발견자)  
10. 안좌도의 물닭  
11. 뿔쇠오리 새끼
12. 구굴도  
13. 가거도

▶ 사진설명

1 2 3 4 5
6

8
7

13 12 11 10 9



  섬·철새의 이동정거장

ㅣ흑산, 홍도에서 국내 처음 기록된 조류ㅣ

홍어와 해안 절경으로 유명한 흑산도와 홍도 그러나 철새도래지로는 다소 생소합니다. 2014년까지 흑산도와 홍도에

서 338종을 관찰하되었고 이는 우리나라 조류 541종의 62.5%에 해당합니다. 

  

봄과 가을에 많이 관찰됩니다
철새는 봄은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가을에는 10월 초부터 11월 중순까지 가장 많이 관찰됩니다. 

대부분 크기가 작은 산새들입니다 
가장 많이 관찰된 조류는 노랑턱멧새, 되새, 동박새 순으로 작은 산새들입니다

미기록종 등이 관찰됩니다 
국내에 한번도 기록이 없던 가면올빼미, 꼬까울새, 풀밭종다리 등 미기록종 17종이 발견되었고 천연기념물이나 멸종

위기종 등 법정보호종은 총 29종이 관찰되었습니다. 

흑산도에는 왜 많은 새들이 관찰되는가 
흑산도·홍도는 목포에서 약 115㎞, 중국 양쯔강 하구에서는 약 450㎞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봄, 가을 한반도를 통

과하는 많은 철새들에게 흑산도·홍도는 에너지를 보충 할 수 있는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가락지 부착조류의 재포획으로 파악된 철새 이동경로

Shinan Dadohae Biosphere Reserve

①한국재갈매기 (몽골 → 홍도)
②노랑눈썹솔새 (중국 → 흑산도) 
③검은지빠귀 (홍도 → 일본)

④바다직박구리 (홍도 → 대만)
⑤붉은어깨도요 (호주 → 흑산도)
※출처 :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

  ▲ 귤빛지빠귀(2004년 흑산)

  ▲ 목점박이비둘기(2006년 홍도) 

  ▲ 부채꼬리바위딱새(2006년 홍도) 

  ▲ 파랑딱새(2005년 홍도)

ⓒ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

  ▲ 집참새(2006년 흑산)

  ▲ 붉은등때까치(2004년 흑산)

  ▲ 꼬까울새(2006년 홍도) 

  ▲ 흰머리바위딱새(2006년 홍도) 

1
2

3

4

5

봄과 가을 새들이 쏟아져요!!!

봄(4월 말~5월 초), 가을(10월 초~11월 중순)

다양한 철새들이 관찰됩니다.

흑산도 습지 - 철새들의 서식지
흑산도의 습지와 농경지, 숲은 이렇게 지친 철새들에게 휴식과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서식지를 제공합니다. 

◆ 배낭기미 습지

약 2,100㎡ 크기의 담수 습지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 진리습지 

약 500㎡로 작지만 드문 하구형 습지로

만조와 간조에 따라 바닷물이 들고 남

◆ 해안습지 

흑산여객터미널에서 철새전시관 사이 

해안에 항만조성에 따른 매립지에 생긴  습지

국립공원 철새연구센터와 함께해요
철새연구센터가 건립된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홍도와 흑산도에서 조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흑산도의 여러 섬

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임을 밝혀냈습니다. 매년 5,000여 개체 이상의 조류에 가락지를 부착하

고 있으며, 철새전시관과 함께 철새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 : 061-246-3114)  

  흑산도 철새 관찰 100배 즐기기

Shinan Dadohae Biosphere Reserve

※출처 :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

배낭기미습지

해안습지진리습지

되새(ⓒ박창욱) 흰눈썹황금새(ⓒ고경남)

동박새신안의 많은 섬들은 번식지로서 매우 중요하고 또한 바닷새들이 집단번식하며, 귀중한 멸종위기 조류의 보금자리입니다.

바닷새의 집단번식지

바닷새는 포식자의 접근이 어려운 외딴 무인도 등에

서 집단 번식합니다. 신안군의 섬들은 국제적인 바닷

새 번식지로 칠발도, 구굴도, 소구굴도, 개린도 4곳이 

알려져 있습니다. 슴새, 바다제비, 바다쇠오리, 뿔쇠

오리 등이 번식하는데 특히 바다제비는 전 세계 개체

군의 70% 이상인 12만 여 개체가 번식합니다. 최근

에는 칠발도 바닷새 번식지에서 위해식물인 쇠무릎

에 의한 바다제비의 피해가 심해 복원작업을 진행하

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조류의 번식지

섬은 또한 멸종위기 조류의 마지막 번식지입니다. 검은머리물떼새는 상납덕도 등 갯벌 인근에서 매는 가거도 등 섬과 

해안의 절벽에서, 섬개개비는 칠발도 초지와 숲 등에서 번식합니다. 또한 2000년 흑산도에서 흰꼬리수리 번식이 처음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흰꼬리수리는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겨울철새이며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천연기념물 제243

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섬·번식지의 중요성

Shinan Migratory Bird Museum

개린도 ▶

▲ 소구굴도

▲ 흰꼬리수리(ⓒ홍길표)

▲ 바다제비

▲ 섬개개비

▲ 슴새(ⓒ박종길)

▲ 검은머리물떼새

◆ 주      제 : 섬, 새를 품다 –  조류의 이동정거장, 번식지로 중요성 전시 

◆ 전시물 표본 현황

     - 조류표본 : 300개체 (국내 유일표본 가면올빼미, 흰배줄무늬수리 포함) 

     - 조류목각 : 256점 보유  

◆ 건축현황 

     - 대지면적 : 1,244m2                          

     - 연 면 적  : 1,015.32m2 (지상 3층, 철근 콘크리트)

◆ 전시현황 (개관일 2015. 5. 8) 

     - 1층 : 상설전시관 (섬 - 철새의 이동정거장), 디오라마, 학습휴게실

     - 2층 : 상설전시관 (섬- 번식지의 중요성), 조류벽, 디오라마, 수장고

◆ 운      영 : 연중 무휴(월요일 정기휴일)  09:00∼18:00(3∼10월), 09:00∼17:00(11∼2월)

◆ 입 장 료 : 무료

◆ 연 락 처  : 58863 전남 신안군 흑산면 흑산일주로 212 신안철새전시관 (전화번호 : 061-246-1005)

  신안철새전시관

1층 2층

Shinan Migratory Bird Museum

     - 조류표본 : 300개체 (국내 유일표본 가면올빼미, 흰배줄무늬수리 포함) 

     - 1층 : 상설전시관 (섬 - 철새의 이동정거장), 디오라마, 학습휴게실

     - 2층 : 상설전시관 (섬- 번식지의 중요성), 조류벽, 디오라마, 수장고

① 학습휴게실 : 134㎡ 규모의 학습 
및 휴게공간으로 창 밖으로 멸종위
기 초령목이 있는 당숲과 진리하구
의 절경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② 세계의 조류 : 전 세계 대표적인 
조류 150여점을 실제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정교한 목각으로 제작, 
전시하고 있습니다.   

③ 목각으로 제작된 벌새

① 조류벽으로 수장고(77㎡) 내 조류 표본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②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 표본 : 국내 
유일표본인 가면올빼미, 흰배줄무늬수리 등 
희귀조류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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