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새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암컷 수컷 

  

아메리카 황조롱이 
(Falco sparverius)  

 
아메리카 황조롱이(American Kestrel)(새매, Sparrow Hawk, 라고도 함)는 뉴욕시에 서식하는 가장 
작은 매입니다. El Cernícalo Americano라고도 하며, 어퍼 웨스트 사이드에서 할렘을 거쳐 브롱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미드타운 맨하탄 남쪽에서 브룩클린에 이르기까지 다섯 개 구 전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메리카 황조롱이는 도시 거리의 아파트 건물 처마 돌출 장식벽에 즐겨 서식합니다. 
스태튼 아일랜드와 퀸즈에서는 버려진 쓰레기 매립지 근처에 있는 상자에 둥지를 틀기도 합니다. 
황조롱이는 잠자리 같은 곤충과 쥐와 참새 등 작은 먹이를 먹고 삽니다. 

 
최근의 과학  연구 조사에 따르면 슬프게도 이 매는 미 동북부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뉴욕시에서 황조롱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황조롱이가 뉴욕시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이 매가 뉴욕시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도시에 서식하는 가능한 한 많은 황조롱이들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메리카 황조롱이를 보시거나, 더 바람직하게는, 황조롱이의 서식처를 아시면, 저희에게 
연락주십시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저희 중 한 사람에게 이메일이나 전화주십시오. 

감사합니다! 
  

Robert DeCandido: rdcny@earthlink.net      

718-828-8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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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m O’Brien: YoJimBot@gmail.com 

Deborah Allen: DAllenyc@earthlin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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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 황조롱이를 알아내는 방법을 아십니까? 이 
작은 매들은 뉴욕시의 아파트 건물 꼭대기에 있는 
TV 안테나나 먹이를 찾을 수 있는 급수탑처럼 높은 
곳에 앉아 있기를 좋아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건물 꼭대기에서 보신 적이 있다면, 
계속 그 곳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둥지 입구에 앉아 쉬고 있는 황조롱이, 맨하탄 

All Photos © Deborah Allen  
 

 

보통 둥지를 트는 곳은 건물 꼭대기 근처의 빈 
곳입니다. 지붕 바로 밑(처마 돌출 장식벽 같은 곳)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메리카 황조롱이는 도시 거리에 
둥지를 틀며, 사람들이 둥지를 훼방놓는 일만 별로 
없다면 사람들과 꽤 사이좋게 잘 지냅니다. 아래와 
오른쪽 사진에서 건물의 처마 돌출 장식벽에 있는 
둥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황조롱이 둥지가 있는 곳 

 
브롱스 남쪽에 있는 황조롱이 서식처  

 

농촌 지역에 서식하는 아메리카 황조롱이에 
대해서는 연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북미의 

도시들에 서식하는 황조롱이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알려진 것이 전무합니다. 뉴욕시에서는 이 매들이 
어디에 둥지를 틀고 있는지, 무엇을 먹는지, 새끼들이 
언제 둥지를 떠나는지 등을 설명한 관찰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뉴욕시 황조롱이들이 가을/겨울에 
남쪽으로 옮겨가는지, 아니면 일년 내내 뉴욕시에 
남아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저희가 
궁금해 하는 기본적인 질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명은 어느 정도인가? 매년 새끼를 몇 마리나 
낳는가?  같은 서식처에서 해가 바뀌어도 계속 
머물러 사는가? 뉴욕시 황조롱이에게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인가? 뉴욕시에 오랫동안 거주해온 이 새가 
멸종되지 않도록 돕고 싶으시면, 이 새를 눈여겨 봐 
주십시오.  
 

 
 

황조롱이가 관측된 곳을 알려주시거나 좀더 
자세한 정보를 받고 싶으시면, 저희 중 한 
사람에게 이메일이나 전화주십시오.  
 
Robert DeCandido: rdcny@earthlink.net    
718-828-8262  
Jim O’Brien: YoJimBot@gmail.com 
Deborah Allen: DAllenyc@earthlink.net 

황조롱이 둥지 

 
브롱스 남쪽에 있는 둥지 입구를 더 가까이에서 본 모습 

 
저희 황조롱이 평가 팀(Kestrel Assessment Team, KAT)의 Richard 
Aracil, Dr. Keith Bildstein, Dr. David Bird, Andrew Block, Rafael 
Guillermo Campos-Ramirez, Irv Cantor, The Central Park 
Conservancy, Robert A. Cicchetti, Bill Clark, John and Judy Day, 
Fr. Tom Deely, Dr. Alice Deutsch, Dan Driscoll, Carl Howard, 
Sharon Kass, Coby Klein, David Künstler, Eve Levine, Richard 
Lieberman, Barbara Loucks, Chuck McAlexander, Christopher 
Nadareski, Robert Olley, Dr. Robert Paxton, Pat Pollock, Christina 
Reik, Jorge Santiago, Chad Seewagen, Eric Slayton, Dr. John 
Smallwood, Junko Suzuki, Steve Walter, Perry Wargo, S.J. Wiley 
등 수많은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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