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지(주요특징소개)
숲속빨간꼬리검은코카투
Calyptorhynchus banksii naso
다른이름들:
빨간꼬리검은코카투.
남서부 개체군인 naso (큰 부리를 의미함)는 1837 년에 John
Gould 에 의해 이름 붙여 졌다. Noongar 부족에게는 „Karrak‟로
알려져있다.

멸종 위기 상태:
“ 감소종 목록: 1 급 분류표 – 서호주 야생생물 보호법”
“감소종: 연방정부 환경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호법”
이 종은 이전에는 흔히 볼 수 있었지만, 현재는 보기 드문 종이
되었으며 급격하게 감소되는 양상을 보이며 불연속적으로 분포한다.

수컷(왼쪽), 암컷(중앙), 유조(오른쪽)

일반적으로 몇 쌍 혹은 작은 무리를 지으며, 드물게는 약
200 개체정도의 큰 무리를 짓는다. 숲과 산림의 감소,
자생종/외래종과의 서식지 경쟁 그리고 화재의 영향으로 감소되고
있다. 서호주에는 빨간꼬리 검은코카투의 3 개의 아종이
분포한다(지도참조). 북서개체군인 naso 만이 감소종 목록에
올라있다.

종의 특징:
체장 53–55 cm. 무게 600–610 g.
수컷: 윤기 나는 검은색으로 꼬리의 끝에 밝은 빨간색 줄무늬를
가지며, 부리는 흑회색 또는 검다.
암컷: 윤기 나는 검은색으로 머리와 날개깃에 연한 노란색 얼룩이
있다; 가슴과 배는 밝은 빨간색 줄무늬가 있다; 꼬리는 좁고
꼬리아랫부분에 주황색(또는 진주황색)의 줄무늬가 있다; 부리는
연한 회백색이다.

수컷

유조: 암컷과 외형적으로 유사하나 머리, 뺨, 날개에 에 매우 희미한
노란색 점들이 있다; 가슴과 배에 희미한 노란색 줄무늬가 있다; 꼬리
바깥쪽의 깃털은 밝은 빨간 또는 오렌지빛 빨간색 줄무늬가
있다(노란색이 적거나 아예 없다.); 부리는 진회색 또는 검은색이다.

울음소리:
불쾌하게 큰 소리를 내는데 “카리이”, “카락” 또는 “크락-라악” 종종
“쳇”하고 울거나 색색거리는 불괘한 코소리를 낸다. 수컷의 번식기
울음소리는 반복적인 기계음 같은 “와아 와아‟하는 소리이다 .

번식:
Marri, Jarrah, Wandoo, Karri, Bullich 와 같은 서호주의 자생
나무들의 구멍에 둥지를 만든다; 3 월부터 12 월 사이에 둥지
밑바닥의 작은 나무 조각 위에 1 개(드물게는 2 개)의 알을 낳는다;
부화기간은 29-31 일이며 암컷만이 새끼들을 돌본다; 알에서 갓
깨나운 새끼는 노란색 솜털이 듬성듬성 나있다.

수명: 25–50 년.
암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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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
이 아종은 남서부의 (아)습한 지역에서 발견된다; 주로 북쪽의 Gorgin
(예전에는 Dandaragan) 그리고 동쪽의 Helena 산(예전에는
Toodyay)에 이르는 내륙의 구릉지, Christmas Tree Well, North
Bannister (예전에는 Wandering), Saddleback 산, Kojonup, Rocky
Gully, King River 상류 그리고 동쪽으로 Green Range 에 분포한다;
서호주의 고유종이다.

서식지와 먹이:
유칼리투스 산림에 서식. Marri 의 구근, 마호가니 고무나무, Blackbutt,
Karri, Sheoak, Snottygobble 그리고 일부 유칼립투스와 도입된 Cape
라일락을 먹는다.

이 종에 대한 위협 요소들:
산림감소, 봄철 번식기의 산불, 야생 유럽 꿀벌, 호주 혹부리오리의
증가와 둥지를 빼앗는 호주 나무 오리, 로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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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빨간꼬리검은코카투가 먹다남긴
Marri nuts

예전의 서식처

서호주남서부의 최근분포

(오)빨간꼬리검은코카투 세 아종의 서호주 남서부 분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