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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후이아{Hetera/oc灰 acutirostris) 

• 
• 

여러분, 멸종이란 알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뉴스나 신문 등을 통해서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텐데요, 서식처 파괴, 

외래종 유입, 환경오염, 인구 증가, 지나친 수렵 때문에 생울의 한 종류가 완전히 사라지는 현상이에요. 지금까지 멸종은 

최소 1 1번 이상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그 중 가장 큰 5번의 멸종을 5대 멸종이라고 하고 지금 우리는 6번째 

대멸종 시대를 살고있어요. 과거 멸종의 원인이 기후변화, 화산활동 등 자연재해였던 것에 비해 지금은 사람들로 인한 

생물종 파괴, 수렵, 외래종 유입으로 변했어요. 사람들로 인해서 사라져 버려 이제는 볼 수 없는조류들율 한 번 알아봐요. 

O 저희는 뉴질랜드 고유종 후이아예요. 19세기 중반 무렵 유럽 이주민들이 농경지를 만들기 위해 산림을 파괴하고, 저의 

꽁지깃을 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친구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영국 왕세자가 뉴질랜드에 방문했을 때, 마오리족 

부장이 환영의 뜻으로 이 꽁지것을 왕세자의 모자에 꽂아 주었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너도나도 따라 하기 시작하더니 

유럽 전역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거죠 인간들은 우리를 마구잡이로 잡아들였고, 결국 멸종됐어요, 

0 저는 북아매리카 동북부 해안 살던 까치오리예요. 제 예쁜 깃털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 자꾸 많아져서 저를 사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제가 낳은 알을 가져가는 일도 자꾸 

늘어나다 보니 친구들이 점점 적어져서 멸종하게 됐어요. 

8 JJI치오리(Camptorhynchus /abradorius) 

O 저는 북대서양과 북극해 일대에서 무리를 이루며 살던 큰바다쇠오리예요. 호기심이 아주 

많았던 저는 인간들이 다가와도 도망가지 않았고, 이런 저를 인간들은 그저 잡기 쉬운 

사냥감이라 생각하연서 고기와 지방을 얻기 위해 무차별하게 사냥했어요. 그리고 제가 

살던 곳에 호f{!77因 분화하면서 멸종되어 버렸어요. 

O큰바다쇠오리 

(Pinguinus impennis} 

'ii 
O뉴잉글랜드조원멧닭 

(Tympanuchus cupido cupido) 

O 저는 미국 동부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살았어요. 초원지대와 산림·농경지에 주로 서식 
하며 텃새로 한때 개체 수가 상당한 적도 있었죠. 그러나 추수감사절에 칠면조 대신 우리를 

먹는 일이 많아지며 남획01 심해지는 바람에 멸종되어 버렸어요. 

O 저는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살던 캐롤라이나앵무입니다. 빈 나무속에 둥지를 틀어 살았지만, 
인간들의 벌목과양봉으로 생활공간이 줄어들면서 개체 수가 점점 줄어 멸종됐어요. 

O 저는 북아매리카 대륙의 온대기후 지역에 살던 혼한 들새 나그네비둘기입니다 한때는 
세계에서 개체 수가 가장 많은 종이라 할 정도였으나, 식량·깃털 등을 얻기 위한 인간들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멸종됐어요. 

O 저는 매우 화려한 깃털을 가진 극락앵무입니다 호주 북동부의 폴이 무성한 산림지대에 
주로 살았어요. 그러나 인간들의 애완용으로 길러지면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였고, 

0 나그네비둘기(Ectopistesmigratorius) 서식지 파괴, 먹이 부족 등의 이유로 멸종됐어요 

0 1H틀라이U앵무 
(Conurops1s carolinensis) 

O극락앵무 

(Psephotus pulcherrimus) 

여러분, 새들을 만나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이제는 표본으로 밖에 만날 수 없게된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을 상상해보지는 않으셨나요?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새들이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지켜주도록노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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