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ight upper green flag ADL and 

left lower metal band

오른쪽 위 초록 플레그형 유색 가락지 

ADL, 왼쪽 아래 금속 가락지(금속밴드) 

Left upper white flag JO, left 

lower blue flag, no characters

왼쪽 위 흰색 플레그형 유색 가락지 

JO, 왼쪽아래 파란색 플레그형 유색 

가락지 공백 

2) Coloured flag with no characters  | 일련 번호나 글
자가 없는 공백 플레그형 유색 가락지

Left upper white flag no char-

acters, left lower blue flag no 

characters, right upper metal

왼쪽 위 흰색 공백 플레그형 유색 가

락지, 왼쪽 아래 파란색 공백 플레그형 

유색 가락지, 오른쪽 위 금속 가락지

3) Flags with no characters plus coloured bands  |  
공백 플레그형 유색 가락지와 플라스틱 유색 밴드

Left upper metal band, left 

lower red band over lime green 

band, right upper nothing, right 

lower green flag no characters 

over orange band. 

왼쪽 위 금속 가락지, 왼쪽 아래 빨간 

플라스틱 밴드 아래 라임 초록색 플

라스틱 밴드. 오른쪽 위“ㅡ” (없음), 오

른쪽 아래 초록색이며 공백인 플레그

형 유색 가락지 아래 주황색 플라스

틱 밴드

This is how you decide left or right, upper or lower part of leg 
(also called tibia and tarsus). Left upper white flag E11, left lower 
blue flag, right upper metal band, right lower nothing. 

 위의 사진에 표기된 것처럼 뒷태를 통해 위(경골)나 아래(부척골), 

왼쪽이나 오른쪽을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왼쪽 위 하얀

색 플레그 E11, 왼쪽 아래 파란색 플레그. 오른쪽 위에 금속가락지, 

오른쪽 아래 “ㅡ” (없음).

Type and location of marks | 가락지의 종류와 장소
(See examples of how to describe the position and the colour of the mark-

ings next to the pictures of birds  | 위의 사진들 옆의 예시를 참고하세요)

1. Coloured flag with 2 or 3 characters (letters or 
numbers)  |  2개 혹은3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유색가락
지(글자나 숫자)

Right upper green 

flag BR and left 

lower metal band 

오른쪽 위 초록 플레그 

형 유색 가락지 BR, 왼

쪽 아래 금속 가락지

(금속밴드) 

Information to record when you observe a bird  |  

탐조시 기록 해야 하는 정보

Name and Contact for 
Observer  관찰자 이름과 연락처

Day / Location 관찰 장소와 날짜

Species of the bird 새의 종

Flag colour and Position  
on legs 유색 가락지 다리 위치

Character Code
(if present) 일련 번호나 글자

Colour band/s (if present) 
and Position on legs

유색 밴드 가락지 
다리 위치

Example:

This Bar-tailed Godwit was banded at South Island, New 
Zealand, and was observed at Aphae Island in South 
Korea, 14 May 2009. Left upper white flag over green flag 
(no characters) and right lower metal band. Nothing on 
left lower and right upper.  

뉴질랜드 남섬에서 밴드를 부착한 큰뒷부리도요가 2009년 
5월 19일 대한민국 압해도(Aphae Island)에서 관찰되었습니
다. 왼쪽 위 흰색 플레그형 유색가락지 아래 초록색이며 공
백인 플레그형 유색 가락지. 오른쪽 아래  금속 가락지. 왼쪽 
아래와 오른쪽 위 “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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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CONTRIBUTE TO SIGHTINGS 
OF FLAGS AND BANDS

조류 부착용 유색 • 금속가락지

Colour Flagging Regions in the East Asian – Australasian Flyway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상의 유색 가락지를 부착하는 지역

As members of the public, you can contribute important 

Researchers capture, mark and release migratory water-

-

유색•금속 가락지 관찰은 철새이동경로 연구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각 국가의 조류 연구자들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

로에 따른 철새의 이동경로와 그들의 행동을 연구하고자 이동성물새

를 포획하여 가락지를 부착하고 다시 방생하고 있습니다. 가락지에 적

힌 일련번호 혹은 유색 가락지의 색깔에 따라 어느 국가•지역에서 부

착되었는지 심지어 어떤 조류 연구자에 의해 부착되었는지 알 수 있습

니다. 플레그형(flag)가락지는 꼬리표가 달린 작은 유색가락지입니다. 

밴드형(band) 가락지와 다르게 가락지가 어디에서 부착되었는지 알아

내기 위해서 다시 포획하지 않아도 됩니다.

Birds are marked as individuals for resighting 

in three different ways  |  재관찰(resighting)을 

위한 3가지의 다른 방법으로 부착된 가락지 종류

1. Bands

-

“knee”) can tell us a lot about where the bird is coming 
from. 

1. 밴드형(band) 가락지는 각각 일련 번호를 가지는 금속

가락지와 플라스틱 유색 가락지가 있습니다. 금속 가락지(금

속밴드)는 직접 포획하지 않는 이상 가락지 번호를 파악하기 

매우 어려운 반면 플라스틱 유색 가락지(플라스틱밴드)는 서

로 다른 색의 가락지 조합과 부착된 다리의 위치를 통해 어디

에서 부착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2. Flags

have a protruding rectangular tab, which might or 
might not have characters on it.  

2. 플레그형 (flag) 유색 가락지는 플라스틱밴드와 비슷하

게도 플라스틱이며 다양한 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

락지들은 국기처럼 약간 다리 뒤 쪽으로 직각으로 튀어나와 

가락지 일련번호나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is important. The scheme used is as if you are looking 

bird head on). 

3. 부착된 밴드나 가락지의 다리 위치 또한 매우 중요한 정

보입니다. 위치를 파악하는 바른 방법은 새의 뒷태를 통해 방

향을 봐야합니다. (즉, 왼쪽은 새의 왼쪽 다리가 맞으며 새의 

앞태를 보면서 보는 왼쪽이 아님.) 

Note  | 참고사항  

the leg (you can use “—” or “None”). Indicate that you 

on the leg (you can use “  ” or “Not Seen”).  Indicate a 
metal band (you can use “m”).  

다리에 가락지가 없다면 “—” 혹은 “없음” 표기, 파악이 안되

는 가락지는 혹은 “볼수없음”으로 표기.  금속가락지는 “m” 표

기함.

-

관찰 후 가락지 정보를 메일로 보내면 해당조류에 대한 가락

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Contact  | 연락처  

Please email your sighting records and request more 
information to EAAFP Secretariat or report records

 
 

관찰내용과 문의사항은 EAAFP 사무국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호주•뉴질랜드 도요물떼새 연구소 AWSG 웹사이트에 기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AAFP Secretariat | EAAFP 사무국
secretariat@eaaflyway.net 

Australasian Wader Studies Group (AWSG)
h p://awsg.org.au/wp-content/themes/AWSG/repor orm.php

Designed by Angela Choi

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
www.eaaflyway.netEAAFP

through AWSG websi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