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AATO 코끼리바다물범 관찰 
가이드라인

IAATO 운영 지역에서는 사람이 코끼리바다물범과 상호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방해받지 않고 평온해 보이지만 
코끼리바다물범은 매우 빠르며 사람이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방어적으로 굴거나 공격할 수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항상 안전한 거리에서 이 동물을 관찰하고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번식기(10월~12월)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수컷들은 
하렘을 만들려고 치열하게 경쟁하며,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에게 
공격성을 띨 수 있습니다. 또한 암컷은 특히 어미와 새끼 사이에 
사람이 있는 경우 갓 태어난 새끼를 보호하려고 나설 수 있으며 
반응이나 공격 전에 경고가 거의 또는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암컷이 바다로 돌아오고 새끼가 젖을 떼면 새끼 코끼리바다물범은 
사람에 대해 매우 호기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경계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새끼 코끼리바다물범이 접근하면 천천히 물러나야 
합니다.

IAATO 현장 운영 매뉴얼

코끼리바다물범 행동 이해하기

육지로 나온 코끼리바다물범은 사람의 출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소음, 냄새 및 움직임은 코끼리바다물범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동요를 나타내는 코끼리바다물범의 행동을 알고 계십시오. 
이러한 행동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	 		주의 또는 경계 증가, 고개 돌리기, 목 빼기

●	 		누운 자세에서 똑바로 선 자세로 바꿈

●	 		접근하는 사람에게서 황급히 멀어짐

●	 		입을 벌리고 위협하는 표시 및/또는

●	 		관광객들을 향해 공격적인 모습이나 위협적인 모습을 보임

●	 		새끼 코끼리바다물범(젖을 갓 뗀 어린 새끼) 및 어린 
코끼리바다물범은 사람에 대해 매우 호기심이 많으니 
주의하고 경계하십시오.

●	 		하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수컷 코끼리바다물범은 더 
공격적이며 이들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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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에서의 코끼리바다물범 관찰 관련  
가이드라인

●	 		코끼리바다물범을 관찰할 때 물범을 둘러싸거나 특히 하렘 및 
어미와 새끼를 떨어뜨려 놓지 마십시오.

●	 		하렘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해안가에서 코끼리바다물범과 바다 사이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	 		천천히 걷고 코끼리바다물범 근처에서 뛰지 마십시오.

●	 		권장되는 최소 거리:

 – 해변에 있는 코끼리바다물범으로부터: 5m(16ft.)

 – 다투는 수컷 코끼리바다물범으로부터: 25m(75ft.)

 – 동요가 관찰되는 경우 더 먼 거리를 유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항상 코끼리바다물범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	 		활동은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영향만 미쳐야 합니다.

●	 		안전한 보행 경로는 깃발, 원뿔 또는 기타 물체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직원은 요구 사항대로 경로를 따라 보이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로를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머리를 들어올리는 것 이외의 모든 코끼리바다물범의 반응을 
피해야 합니다.

●	 		한 마리나 여러 마리가 물가로 이동하거나 여러 마리가 급하게 
물속으로 들어가는 경우,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	 		풀이 우거진 지역의 동물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	 		코끼리바다물범, 특히 새끼 물범은 매우 호기심이 많으며 어미가 
떠났을 때 젖을 찾으려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한 마리나 무리가 
다가오면 천천히 물러나도록 노력하고 접촉을 피하십시오.

●	 		코끼리바다물범은 털갈이 시기에 더 취약합니다.

●	 		번식 해변에 앉지 마십시오. 일어서서 주변 환경에 유의하십시오.

●	 		번식 해변에 있을 때는 일행과 함께 산책하여 방문객과 물범 
모두가 갑작스럽게 마주칠 위험을 최소화하십시오. 번갈아가며 
사진을 찍으며 일행 중 한 명이 항상 주위를 살펴야 합니다.

●	 		번식 해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경우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이 
허용되지만 항상 주변 환경에 유의하십시오.

코끼리바다물범 근처에서의 소형 보트 운영

●	 	코끼리바다물범이 있는 착륙 지점에 소형 보트가 접근하는 경우 
방문객과 코끼리바다물범을 모두 보호하기 위해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코끼리바다물범은 착륙 지점 근처에서 완전히 물속에 잠겨 있을 
수 있으며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	 	착륙할 때 승객들에게 흘수선에서 멀리 이동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위치에 있는 깃발 표시나 직원은 방문객이 
코끼리바다물범이 밀집된 장소에서 멀어지도록 안내합니다.

●	 	성수기의 번식 해변의 경우 엄청난 수의 코끼리바다물범과 그들의 
강력한 영역 방어로 인해 착륙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Zodiac 
크루즈는 코끼리바다물범과 방문객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대안 
활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