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ATO 현장 운영 매뉴얼

IAATO 조류 관찰 가이드라인
해안가에 있는 조류 관찰하기
해안가 근처에 있는 펭귄과 같은 조류는 착륙지나 서식지
가까이에서 소형 보트를1작동하는 경우 동요할 수
있습니다.
● 착
 륙지

또는 서식지에 접근하거나 떠날 때는 천천히
움직여 동요를 최소화하십시오.

● 대
 원/선원은

조류의 무리에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이상적인 착륙 지점을 가늠해야 합니다. 이
점은 특히 조류가 해안가 근처에서 탈피를 하는
경우에 중요합니다.

● 조
 류가

드나들거나 목욕을 하거나 먹이를 먹는
서식지와 가까운 물가에서는 보트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물속에 있는 조류를 주의하십시오. 속도를
줄이고/줄이거나 경로를 변경하여 충돌을
피하십시오.

● 작
 은

보트에서 절벽이나 육지에 있는 새를 볼 때는
접근하여 순항하고 천천히 그 지역을 떠나십시오.

조류와의 권장 접근 거리
품고 있는 바닷새와 5미터(15피트)이상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 알
 을

● 털
 갈이

중인 펭귄 개체 또는 무리를 주의하십시오.
5미터(15피트) 이상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품고 있는 알바트로스와 10미터(30피트) 이상,
구애 동작을 하는 중인 알바트로스와 25미터(75피트)
이상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 알
 을

● 큰
 풀마갈매기는

알을 품고 있는 동안 특히
불안해합니다. 25미터(75피트) 이상 거리를
두십시오.

● 조
 류의

행동에 눈에 띄는 변화가 보일 경우
물러서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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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의 목적상, ‘소형 보트’란 조디악형 고무 보트로서 강체식 선체 또는 반강체식 선체 고무 보트 또는 이와 유사한 해안 활동용 소형 상륙주정 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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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가에 다다른 경우
● 천
 천히

걷고, 관광객들이 멈춰서 동물을 관찰하도록
하십시오. 조류가 자주 드나드는 서식지와 물가
사이의 ‘통로’를 막지 마십시오.

● 어
 미새가

둥지로 돌아오는 길이 막히면, 알이나
새끼가 도둑 갈매기나 갈매기에게 잡아먹힐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어미새는 둥지로 돌아오는
길목에 있는 인간 장애물을 피해 다니거나 지름길로
다니지 못해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할 것입니다.

● 새
 가

알을 품을 수 있는 덤불을 조심하십시오. 맨땅
아래에 있는 바닷새의 굴 서식지는 매우 약하기
때문에 밟으면 안 됩니다.

● 도
 둑갈매기

또는 제비갈매기 어미새가 어린 새끼나
둥지를 보호하기 위해 급강하하며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갈매기 역시 쉽게 불안해합니다. 뒤로 걷지
마시고 접근한 방향으로 물러나십시오. 알과 어린
새끼는 잘 위장되어 잘 안보일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십시오.

● 어
 떠한

상황에서도 조류를 유인하기 위해 생선
내장이나 기름을 놓아두는 ‘밑밥 뿌리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야생 조류에게 절대로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 때
 늦은

시기에 호기심 많은 새끼 조류가 사람들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수동적인 관찰자의 태도를
유지하고 상호작용을 하려 하거나 움직이는 새끼
조류의 이동 경로에 있지 마십시오. 새끼 조류를
만지지 마십시오.

물 위에 있는 조류 관찰하기
때때로 바다 위에 바다새가 군집을 이뤄 장관을 이루기도
합니다. 군집을 이룬 새들이 수면에서 먹이를 잡거나
다이빙을 하거나 휴식이나 목욕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새들 대부분은 수천 수백 마일을 날거나 헤엄쳐 와서
새끼들을 위해 사냥을 하곤 합니다.
● 일
 정

수준의 경계를 유지하며 방해하지 마십시오.

소형 선박은 100미터(300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 배
 와

보트와 사람이 직접 작동하는 배는 30미터
(90 피트)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 소
 형

드문 경우지만 펭귄이 수면 위를 ‘떠다니다가’ 소형
보트의 갑판 위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승객들은 펭귄이 자기 길을 찾아 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통 도와줄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