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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
1,717,854 km2

또는 663,268 mi2 

(제곱마일)

땅 면적의 60%가
국가산림, 국립공원,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자연적으로 발생한
525 종의 조류들의
생태적 고향

구분
태평양아메리카
철새이동경로
서태평양철새이동경로

EAAF

알래스카



국립야생생물
보호구역

76,774,229 에이커(acres)

310,694 km2



북극지역의새들은
세계와연결되어있다

1. 사막딱새
2. 흰눈썹울새
3. 흰눈썹긴발톱할미새
4. 민물도요
5. 북미노랑발도요
6. 큰뒷부리도요

7. 극제비갈매기
8. 모래언덕두루미
9. 흑기러기
10. 스미스긴발톱멧새
11. 고니
12. 물갈퀴도요



유콘델타(Yukon Delta) 
국립야생동물보호구역

유콘 델타 국립야생동물보호구역(이하 델타
보호구역)은 EAAFP 철새이동경로 사이트
네트워크 등재지점이다. EAAFP 철새이동경로
사이트 네트워크는 세계 물새들의 가장 큰 무리
중 하나이다. 백만 마리 이상의 오리와 오십만
마리의 기러기가 매년 번식활동을 한다. 어떤
해의 여름에는 1/3 이상의 미대륙의 고방오리가
이 보호구역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4만여 마리의
아비류, 4만여 마리의 논병아리류, 10만여 마리의
고니류 3만여 마리의 두루미류가 매년 봄마다
둥지로 돌아온다. 수백만 마리의 도요물떼새가
델타 보호구역에서 번식을 하고 성장한다. 
종다양성과 개체수 밀도 부문 모두에서, 델타
보호구역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도요물떼새
서식지이다. 또한, 보호구역의 갯벌은 북미의 서쪽
연안에서 번식기 이후의 도요물떼새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더불어 델타 보호구역은 람사르
습지로서 필요한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람사르 협약 2항). 



큐팔루크(Qupałuk)은 알래스카 해안 평아에 있는

알래스카 국가 석유 보전지구(NPR-A)의 Teshekpuk

호수에 위치한다. 21,000 ha의 이 지역은 많은

새들을 거의 자연그대로 보존된 툰드라, 습지, 

개방된 물 등의 서식지로 이끈다. 또한, 이 지점은

약 6,000마리로 추산되는 수 많은 민물도요(Calidris

alpine articola)가 있다. 큐팔루크에는 38 개체의

안경솜털오리 (Somateria fischeri)가 있는데, 이

종은 미국 어류 및 야생보호관리국(FWS)가 지정한

멸종위기종이다. 이 지점에는 총 30,000여 마리의

철새가 둥지를 트는데, 특히 털갈이를 하는

기러기류에게 중요한 서식지이다. 큐팔루크는

멸종위기종인 북극곰(Ursus martimus)과

순록(Rangifer tarandus)가 살아갈 수 있는

서식지이기도 하다. 야생동물인 두 종은 지역주민의

생계에도 필수적인 동물들이다.

큐팔루크(Qupaluk)

큐팔루트철새이동경로네트워크사이트 (FNS)

국가 석유 보전지구 – 알래스카
Teshekpuk호특별지구
접근 불가
생계형 인프라 신축 불가
큐팔루크 FNS
캠핑장과 오두막



중요성 – 과학자들의힘만으론할수없는일이다

주인의식 – 과학과보전은모두의삶과연관이있다

책임감 – 우리가가진것에대한책임감을쌓고강화

미래 – 환경보전, 특히습지를보전하는것은우리를위한일이자
미래세대를위한일

습지보전에참여하기



알래스카주민



공동체인식

최적의결과(미래세대와개발기회)를위한
지식, 기술, 행동을향상시키기위해
공동체의각분야의다른정보를

적극적으로, 의미있게공유하고배움

왜새들은
바다를건널까?



Fill in with Content 
(Pictures, Articles etc)

카퍼(Copper)강도요물떼새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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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퍼강

알래스카
캐나다

표기
주거지

쿠퍼강호수

쿠퍼강분수계

쿠퍼강과주류

미국-캐나다국경선



카퍼(Copper)강도요물떼새축제
• 탐조인, 사진작가, 생물학자, 환경보전주의자, 예술가, 
세계시민들의 모임

• 무엇을 위한 모임인가?
• 카퍼강에서 휴식을 취하는, 햇빛에 희미하게 빛나는
수백만 마리의 도요물떼새 무리를 관찰하기 위한
모임이다. 도요물떼새는 세계 각국에 있는
월동지역에서 북쪽의 번식지역으로 오기 위해
이동하는데, 비행 도중 카퍼강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다. 





2019/05/09-12
제2회캐쳐막만

도요물떼새
축제
알래스카호머



 알래스카의 성대하게 열리는, 야생동물

관찰 축제는 캐쳐막만(Kachemak Bay) 

축제는 철새인 도요물떼새가 봄마다

돌아오는 장관을 기념하고 있다.

 ‘알래스카국립해양생물보호구역’의

파트너인 ‘알래스카

국립야생동물보호구역의 친구’는

캐쳐막만 도요물떼새 축제 개최를 돕고

있다.

 호머(Homer) 공동체와 이 바다생태계는

130종 이상의 철새 및 다른

지역생물종을 찾기에 최적의 장소이다. 

캐쳐막만 (Kachemak Bay)
도요물떼새 축제



매년진행되는행사중 9회차,
2019년 5월 31일 - 6월 2일

수잔울러스(Susan Oehlers)
야생생물학자

미국산림청, 알래스카야쿠탸트

야쿠타트(Yakutat) 제비갈매기류축제



야쿠타트(Yakutat) 제비갈매기류축제
• 2011년 첫 개최

• 비영리, 다수의 파트너, 공동체 기반

• 우리의 주요종으로서 알류산제비갈매기(Aleutian tern)지만,
넓은 범위의 주제를 지님

• “알래스카 야쿠타트의 자연과 문화 유산을 축하하기”

• 교육적/청년들 행사

• 지역의 자연자원 보호

• 지역 경제 지원을 위한 생태관광 개발 촉진

• 가족 친화적 축제



알류샨제비갈매기(Aleutian Tern)

• 알래스카해안가와동시베리아지역에만번식지가제한적으로분포하고있음

• 해안가에둥지가있으며, 종종극제비갈매기(Artic Tern)와같이발견되기함

• 세계의총개체수 20,000 마리
• 알래스카내개체수 <10,000 마리

• 추정개체수감소
• 알류샨제비갈매기의행동, 개체수증감경향, 이동패턴에대해서는매우적은

정도로만밝혀진상태임
• (지금까지알려진바에따르면) 빙하만(Glacier Bay) 남쪽에번식지의경계가있음



야쿠타트(Yakutat) 제비갈매기축제

다수의파트너, 지역자원봉사자

교육및생태관광
• 조류가락지부착조사
• 영화
• 발표자/세미나
• 기조강연
• 예술및사진경진대회
• 예술워크숍
• 현장답사
• 청년프로그램
• 라이브조류프로그램
• 문화프로그램



공동체참여

공동체 참여란 무엇인가?

공동체 참여란, 공동체 집단과 협력하여 공동체의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 자체를 뜻한다.

또는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을 그들이 공유한 가치와 필요성, 목표를

의견 개진하는데 참여하게 하는 진정하고도 신중한 과정. 

우리의 다양한 공동체만큼이나 다양한 결과를 포함하는

연속적인 행위.



철새보전 –생활밀착형
관습, 문화, 가치를지속함

알래스카의문화, 사회, 경제는자연자원과깊은연관이있다. 

알래스카의원주민은전통적인수확방식에의존하고있다. 이

수확방식은수천년동안세대를통해문화와그가치가함께전해져

왔다. 특히, 알래스카의시골지역에서,비원주민출신인들에게

가급력인매우중요하다. 



알래스카철새공동관리
협의회(AMBCC)

알래스카 철새 공동관리 협의회(AMBCC)는 2000년에 형성되었다. 

AMBCC의 구성원은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국, 알래스카

야생생물국(Alaska Department of Fish and Game), 알래스카 원주민

대표이다. 

AMBCC의 목적은 알래스카의 봄철/여름철 수확에 권장되는 자연농법

육성을 통해 철새를 보전하는 것이다. 



AMBCC –공동체
원조와보전



원조(Outreach)및교육

대중 인식, 관심, 참여는 철새 보전의 중요한 요소이다. 

새에 열성적이고, 새들의 위협을 알고 있으며, 그 위협을

대처하는데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시민들은

건강한 새의 개체수를 유지하는 데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다. 원조(Outreach), 교육, 소통은 철새관리 프로그램이

이용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는 대중인식을 증진시키고

철새 보전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함이다. 



학생오리우표프로그램

여러분은 야생생물 탐방과 서식지 보호, 시각적인 예술에 관심있는

학생이십니까? 생물학이나 조류학(ornithology)에 경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생물교실에서 배운 내용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싶으세요? 야생조류와 습지에 대해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이 프로그램은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의

학생들에게 습지와 야생동물 보전을 가르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자연 세계를 탐험하고, 생물학과 야생동물 관리 원리를

연구하도록 권장하며, 그들이 배운 것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도록 고무합니다.



학생오리우표프로그램
1989년에 프로그램이 생긴 이후로, 학생 오리 우표

프로그램은 과학에 기초한 예술 커리큘럼을 이용해왔다. 

학생들은 시각 예술 프로그램을 통해서 북미권 물새의

경이로운 모습과 서식지의 특성, 보전 원리를 발견하면서

실제적인 학습에 참여하고 있다.



학생오리우표프로그램



솜털오리(Eider) 여행

• 매년여름, 배로우(Barrow) 고등학교학생들은미국어류

및야생동물관리국과학자들과함께현장조사를

진행한다. 그들은 6월중반에상세지도를들고

툰드라지역을탐색한다. 조사에참여한생물학자들은

짝을이룬쇠솜털오리(Steller’s eider)의위치및

쇠솜털오리와관련있을것으로여겨지는눈올빼미,
재규어들의보금자리영역도지도화한다. 이후 7월초에

솜털오리둥지를집중수색하기위해,기록한
쇠솜털오리쌍의지점을재방문한다.





중요성 – 과학자들의 힘 만으론 할 수 없는 일이다

주인의식 – 과학과 보전은 모두의 삶과 연관이 있다

책임감 – 우리가 가진것에 대한 책임감을 쌓고 강화

미래 – 환경보전, 특히 습지를 보전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일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는…

공동체 인식

공동체 참여

원조와 교육

습지보전에참여하기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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