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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ky.Rush
Typewritten Text
넓적부리도요의 멸종을 막기 위한 보존행동 넓적부리도요 기록 정보

Becky.Rush
Typewritten Text

Becky.Rush
Typewritten Text

Becky.Rush
Typewritten Text

Becky.Rush
Typewritten Text
 넓적부리도요는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철새 중 하나입니다. 넓적부리도요는 현재 무서운 속도로 감소되고 있으며, 우리의 보존행동이 없다면 십 년 내에 멸종 될 것입니다. 우리는 파악되지 못한 이들의 번식 지역, 이동 경로 및 월동 장소에 대한 정보가 여전히 많으며 따라서 이들에 모든 기록들은 가치 있는 정보가 됩니다. 당신의 관찰 기록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의 관찰 기록은 모든 아시아 전역 및 그 외의 조류 관찰자에 의해 취합되고 있는 넓적부리도요 국제 데이터베이스에 기여될 것입니다. 이 정보는 보존에 위한 의사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특별한 새를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한 자세한 보전행동계획을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본 안내서는 당신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기록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넓적부리도요의 깃털갈이와 깃털패턴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Becky.Rush
Typewritten Text
어디에서 넓적부리도요가 발견 될 수 							있나요?

Becky.Rush
Typewritten Text
넓적부리도요는 북극 러시아에서 번식하며 동남아시아의 해안 및 갯벌 주변에서 겨울을 나는 진정한 장거리 철새입니다. 아래 표는 계절별 넓적부리도요를 발견 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높은 지역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파악되지 못한 서식정보가 많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서식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들을 돕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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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ky.Rush
Typewritten Text
당신은 우리의 연구자료를 향상 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Becky.Rush
Typewritten Text
발생가능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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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written Text
                북부 중간 기착지: 사할린과 캄차카 러시아 동쪽 해안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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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written Text
러시아 번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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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ky.Rush
Typewritten text
 1월

Becky.Rush
Typewritten text
넓적부리도요의 일생 전반에 걸친 깃털변화

Becky.Rush
Typewritten text
빨강: 새들이 깃털갈이 후 여름깃 혹은 겨울깃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달노랑: 새들이 깃털 변환기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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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written text
 1월

Becky.Rush
Typewritten text
12월

Science
Typewritten Tex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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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입력 텍스트
  

Science
입력 텍스트
남부 중간 기착지: 일본, 북한, 남한, 중국 본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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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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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지: 중국, 베트남, 태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인도 등

Science
입력 텍스트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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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입력 텍스트
첫 번째 여름 중간 기착지 / 털갈이 지역: 국가는 여전히불확실, 중국의 일부, 그러나 대부분은 월동지역과 동일할 것임  

Science
입력 텍스트
어린새

Science
입력 텍스트
첫 번째 겨울

Science
입력 텍스트
첫 번째 여름

Science
입력 텍스트
어미새 겨울

Science
입력 텍스트
어미새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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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Becky.Rush
Typewritten text
10월

Becky.Rush
Typewritten text
 9월

Becky.Rush
Typewritten text
 8월

Becky.Rush
Typewritten text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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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written text
 5월

Becky.Rush
Typewritten text
 6월

Becky.Rush
Typewritten text
 4월

Becky.Rush
Typewritten text
 3월

Becky.Rush
Typewritten text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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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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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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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텍스트
10월

Science
입력 텍스트
 9월

Science
입력 텍스트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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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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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Science
입력 텍스트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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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ky.Rush
Typewritten text
넓적부리도요의 가장 큰 깃털 변화는 “등”에 있습니다. 당신이 좋은 관찰 위치에 있다면 다음 네 가지 깃털을 구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명하지 않은 사진도 관찰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Becky.Rush
Typewritten text
어린새깃

Becky.Rush
Typewritten text
어두운 깃털은 깃털부위와 아래 몸통부위 사이의 베이스를 향해 점점 더 옅어집니다. 각각 깃털 끝에 달린 부드럽고 미세한 깃털은 예외.

Becky.Rush
Typewritten text
겨울깃가운데의 얇고 어두운 줄무늬를 가진 회색 깃털. 참고: 첫 번째 월동하는 조류의 등 깃털은 성인의 것과 구분 할 수 없습니다.

Becky.Rush
Typewritten text
첫 번째 여름깃일부 깃털만 교체됩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가운데가 어두우며 가장자리는 회색 및 흰색입니다. 그 중 몇몇은 적갈색을 띕니다.

Becky.Rush
Typewritten text
넓적부리도요의 첫 해 동안의 깃털 변화

Becky.Rush
Typewritten text
9월의 어린새는 빛깔이 바래어 그들을 훨씬 더 둔하게 보이게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갓 깃털이 난 어린새의 깃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7월달에 관찰 된 것만큼 분명하지 않지만 비닐 모양의 등은 여전히 선명합니다.

Becky.Rush
Typewritten text
비 모양의 등

Becky.Rush
Typewritten text
첫 겨울을 맞는 어린새는 몸 전체 깃털갈이를 하기 때문에 어미 겨울새와의 구분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들은 10월에 관찰 가능한 어린새들은 부채모양으로 보이는 작은날개덮깃(lesser covert)과 작은날개깃(median covert)이 있습니다. 이 깃털들의 가장자리는 빠르게 마모되기 때문에 겨울에는 현장에서 확인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리의 아래 부분에 아주 작은 어두운 부분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Becky.Rush
Typewritten text
어두운 부분

Becky.Rush
Typewritten text
어두운 중앙과 회색빛의 가장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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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written text
어린새깃

Becky.Rush
Typewritten text
겨울깃

Becky.Rush
Typewritten text
첫 번째 여름깃

Becky.Rush
Typewritten text
교체 될 어린깃

Becky.Rush
Typewritten text
겨울깃

Science
입력 텍스트
대부분의 등쪽 깃털은 검정 깃털로 (적갈색 가장자리 및 흰색/회색 끝 부분) 교체됩니다. 적갈색 깃털은 주황색 혹은 노랑색으로 변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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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입력 텍스트
어미새 번식깃

Science
입력 텍스트
갓 깃털이 난 어린새는 등과 머리의 일반적인 담황색 깃털에 의해 식별 될 수 있습니다. 등 부위의 각 깃털을 보면 한 가운데는 어두우며 가장자리는 담황색 혹은 노란색으로 전체 뒷모습은 비늘 모양입니이다. 어미새와는 달리 어린새의 머리부분 깃은 붉지 않습니다.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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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입력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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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ky.Rush
Typewritten text
어미 넓적부리도요는 봄과 가을 사이에 교체되는 2 종류의 깃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식깃의 수는 다음과 같이 코드화 됩니다. 1- 꽉 찬 겨울깃. 2- 약간의 번식깃. 3- 25%의 번식깃. 4- 50%의 번식깃. 5- 75%의 번식깃. 6- 약간의 겨울깃이 남아있음. 7- 꽉 찬 번식깃

Becky.Rush
Typewritten text
어미새의 겨울깃은 흰색 가슴과 대조를 이루어 균등한 회색등을 보여줍니다. 머리 또한 세발가락도요새를 제외하고 섭금류와 비교하였을 때 매우 하얗습니다. 이 새의 깃털코드는 1 입니다.

Becky.Rush
Typewritten text
새로운 번식깃이 자라는 4월에는 25%의 여름깃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등 부분 깃털들은 같은 속도로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균등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 새의 깃털코드는 3 입니다.

Becky.Rush
Typewritten text
75%의 여름깃. 대부분의 등쪽 깃털이 자라나있는 상태이지만 머리부분과 가슴부분의 깃털들은 여전히 활발하게 자라나고 있는 중 입니다. 이 새는 매우 밝은 여름 깃털을 유지 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이 새의 깃털 코드는 5 입니다.

Becky.Rush
Typewritten text
어미새 여름깃. 적갈색/붉은 깃의 머리와 목에 의해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윗 가슴쪽은 얼룩져 있으며 등쪽 깃털들은 가운데가 검정색이며 가장자리가 적갈색이다. 때때로 등쪽에 약간의 겨울깃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붉은 색의 깃털들은 햇빛에 의해 빠르게 옅어지므로 번식 후 남쪽으로 이동 시 더 옅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새의 깃털 코드는 7입니다.

Becky.Rush
Typewritten text
넓적부리도요의 깃털갈이 및 깃털 양식의 이해

Becky.Rush
Typewritten text
6개의 깃털이 떨어짐

Becky.Rush
Typewritten text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는 깃털들

Becky.Rush
Typewritten text
반쯤 자란 바깥 깃털

Becky.Rush
Typewritten text
날개와 꼬리의 깃털갈이

Becky.Rush
Typewritten text
넓적부리도요는 번식 후 주로 8월, 9월 그리고 10월에 깃털갈이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깃털갈이는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깃털갈이가 시작 되는 열 개의 바깥 비행 깃털입니다. 번식지로 가지 않는 첫 여름을 맞는 어린새는 7월에 깃털갈이를 시작합니다. 번식에 실패한 새들이 그 후 깃털갈이를 시작하며, 마지막으로 깃털갈이를 시작하는 새들은 번식에 성공한 새들입니다. 깃털갈이는 많은 양의 에너지 소비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새들의 비행능력은 감소하며 이들은 음식 공급과 근처 안전한 휴식처를 필요로 합니다. 새들의 펼쳐진 날개 사진을 확보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깃털갈이가 얼마만큼 진행 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들의 깃털갈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Becky.Rush
Typewritten text
다음 사진들은 넓적부리도요가 어떻게 연간 날개 털갈이를 진행하는지 보여줍니다. 안전한 깃털갈이 장소에 도착 후 곧 열 개의 첫번째 깃털 중 안쪽 4개에서 6개를 떨어트립니다(왼쪽). 며칠 안에 새로운 깃털이 가운데에 나타납니다(중간). 새로운 깃털들이 계속하여 자라나면서 넓적부리도요는 열개의 깃털들이 모두 교체 될 때까지 다음의 깃털들을 떨어트립니다. 마지막 깃털은 안쪽 깃털들이 거의 다 자라난 후에야 교체되게 됩니다(오른쪽). 이 기간 동안 몸통 전체 깃털들도 교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안쪽 첫번째 깃털들이 반 혹은 완전히 자라난 후에야 식별 가능합니다. 마지막 첫번째 깃털들이 다 자라날 때쯤 여름깃에서 겨울깃으로 변하며 깃털갈이를 마무리 하게 됩니다.

Becky.Rush
Typewritten text
어미새 여름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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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ky.Rush
Typewritten text
유색 가락지 부착된 넓적부리도요 관찰기록 

Becky.Rush
Typewritten text
넓적부리도요를 살리기 위한 보존 노력의 일환으로 적은 수의 넓적부리도요에 두 개의 알파벳을 적힌 유색 가락지가 다리에 부착 될 것입니다. 가락지의 색과 문자는 각 조류를 식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2007년 전에 문자가 없이 부착된 유색 가락지나 밴드를 지니고 있는 약간의 새들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런 새들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가락지가 부착되지 않은 새들의 위치를 기록하는 것도 동등하게 중요합니다.

Becky.Rush
Typewritten text
위 사진 속 유색 표시된 새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록되었습니다.새의 왼쪽 무릎 위 초록색 공백 플레그형 유색 가락지와 아래에는 노란색 플라스틱 밴드가 부착되어있음. 새의 오른쪽 무릎 위에는 아무것도 없고, 아래쪽에는 노란색 고리가 부착되어 있음.당신이 새를 기록 할 때는 새의 왼쪽다리를 왼쪽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유용한 책자 및 유색 가락지가 부착된 새들의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이 사이트를 참고 하십시오. http://www.eaaflyway.net/our-activities/task-forces/coordination-of-colour-marking/

Becky.R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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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 속에서 세 마리의 넓적부리도요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록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정보들입니다.날짜: 2012년 8월 28일 장소: 중국 루동 GPS 좌표: 알 수 없음 관찰자: 장 린얕은 물에 서있는 세 마리의 새들이 관찰 됨.대부분이 겨울깃으로 이루어진 새 1번 (코드 2). 다리는 볼 수 없음.대부분이 번식깃으로 이루어진 새 2번 (코드 6). 위 쪽 다리는 선명하게 관찰 가능하며 무릎 위 쪽에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음. 아래 쪽 다리는 일부분만 관찰 가능하며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실하지 않음.75%의 번식깃으로 이루어진 새 3번 (흐림) (코드 5). 이 새의 다리는 관찰이 불가능 함. 어떠한 새들도 날고 있지 않음.만약 당신이 관찰했던 새가 다음날에도 관찰이 된 것처럼 생각된다면 같은 정보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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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당신이 넓적부리도요를 발견했다면 무엇을 기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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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당신은 사직을 찍을 수 있나요? 사진을 찍으려고 새들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사진 찍는 것이 가능하다면 새들의 나이 및 깃털 상태를 확인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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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정보- 관찰 날짜, 시간, 장소, (가능하다면 GPS 좌표도) 그리고 관찰자의 이름을 기록하십시오.- 당신은 새의 다리에 부착된 게 유색 가락지나 플라스틱 밴드인지 확실하게 구분 할 수 있습니까?- 만일 관찰하기 충분한 거리에 있다면, 무엇인가 새겨져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표시였습니까? 유색 가락지였다면, 어떤 문자가 새겨져 있었습니까? 표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확실하지 않은 경우 당신이 확신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기록하십시오. 이 후 당신이 확신하지 못하는 내용에 관해 가능한 자세히 설명하십시오. (유색 가락지 및 유색 밴드가 부착된 새에 관한 앞 페이지의 그림을 참고 하십시오.)- 새는 어떤 깃 상태에 있었습니까? (가능하면 이 전단지의 5 페이지에 설명 된 코드를 사용) 만약 두 종류의 깃털 사이에서 깃털갈이 중이라면 그것에 대해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기록 하십시오.- (만약 8월과 10월 사이이면서 새가 날개를 펼쳤다면) 당신은 깃털갈이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확일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본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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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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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텍스트
- 넓적부리도요가 발견된 장소에 어떤 도요물떼새(섭금류)등이 있었는지, 당신이 그 장소에 있던 모든 넓적부리도요를 보았는지에 대해 기록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그곳에는 당신이 인지 할 수 있었던 도요물떼새의 위협요소들이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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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국가의 조류 협회에 가능한 한 빨리 정보를 보내주십시오. (BirdLife 파트너들과 이들의 연락처는 다음을 참고 하십시오. http://www.birdlife.org/worldwide/national/index.html). 또한 넓적부리도요 테스크 포스팀으로도 (sbsrecords@eaaflyway.net)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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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를 참고 하십시오. http://www.eaaflyway.net/our-activities/task-forces/spoon-billed-sandpi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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