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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ATO 표범 물개 관찰 가이드라인
표범 물개 행동 이해하기
육지, 바위 또는 얼음 위에서 서식하는 표범 물개는 보트와 인간의
출현에 민감합니다. 소음, 냄새 및 모습은 물개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표범 물개는 다른 남극 빙하 물개들보다 더 호기심이 많으며,
물개들의 호기심 어린 행동은 쉽게 공격적인 행동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관찰을 할 때에는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동요를 나타내는 표범 물개 행동을 알고 계십시오. 이러한 행동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 지는 않습니다.
● 표
 범 물개를 관찰할 때에는 물개들을 둘러싸거나 뒤쫓지 마십시오.
물개가 여러분을 볼 수 있도록 옆에 머무르십시오.

● 경
 계 태세 또는 경계 증가
머리를 돌리는 행동
● 누운 자세에서 똑바로 선 자세로 바꿈

● 해
 안가에서 물개와 바다 사이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배에 있을
때에는 표범 물개와 얼음 사이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 접
 근하는 선박에서 황급히 멀어짐
입을 벌려 보임

● 해
 안가(얼음 위에 있거나 물 속에서 있는) 표범 물개와의 최소
권장 거리는 5-15미터이며 일부 행동 양식의 경우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아래 참조).

● 관광객들을 향해 공격적인 모습이나 위협적인 모습을 보임

● 표
 범 물개에게 가까이 다가갈 때에는 목소리를 낮추고, 휘파람을
불거나 소리치지 마십시오.
● 라디오의 볼륨을 낮추십시오.
● 다
 른 보트나 배와 연락을 주고받아 동물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하십시오.
● 육
 지나 보트 위에서 동물들을 놀라게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삼가십시오.
● 표
 범 물개가 배 근처에서 수영하고 있을 경우 손과 발이 모두 보트
안에 있도록 하고 보트 아래/중앙으로 이동하십시오.

● 조
 디악 부교를 물음(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조디악을 물 밖으로
빼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콘(또는 버킷)을 부교 끝에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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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및 데이터 수집
많은 경우, 항해 일지 목적으로 종을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은 대부분
탑승한 동식물 연 구가 소관의 일부입니다. 목격 지점의 위도와
경도에 대한 기록, 종에 대한 확인, 육성 기 록 및 사진 확인과 같은
추가 정보를 비롯한 기록물은 매우 귀중합니다.

물개 관찰
● 물
 개의 시야를 가리거나 물개보다 큰 모습을 보이지 마십시오.
낮은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 젖
 을 먹이고 있는 짧은 순간에 표범 물개 어미와 새끼를 방해하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최소 25미터)를 두어야 합니다.
● 머리를 들어올리는 것 이외의 모든 물개 반응을 피해야 합니다.
● 얼
 음이나 해안에 있을 때 입을 벌려 보이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표시입니다. 천천히 이동하십시오. 물개가 개별적으로
육지나 부빙 가장자리에서 물로 이동할 경우 천천히 주의하며
물러나야 합니다.
● 적
 절한 거리를 유지했다 하더라도 물개가 있는 부빙에 배를 두지
마십시오. 방어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표
 범 물개 서식지 근처에 배를 많이 둘 때에는 서식지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표
 범 물개는 배우 빠르며 너무 가까이 접근할 경우 공격할 수(배를
물 수 있음) 있습니다. 표범 물개와 최소 5-15미터의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 인력선을 작동할 때에는 특히나 주의해야 합니다.

표범 물개 시민 과학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는 IAATO 웹사이트를
통하거나 iaato@iaato.org에 문의해 확 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