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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ATO 물개 관찰 가이드라인

육지 및 얼음 위에 있는 물개 관찰을 위한 일반
행동 수칙:
● 물
 개를 관찰할 때 물개들을 둘러싸거나 특히 어미와 새끼를
떨어뜨려 놓지 마십시오. 물개가 여러분을 볼 수 있도록 옆에
머무르십시오.
● 해
 안가에서, 물개와 바다 사이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며 물개들 ‘위’
쪽으로 다니십시오.
● 해
 안가에서 물개와 5미터(15피트) 이상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일부 종이나 행동이 관찰되는 경우 더 먼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 싸
 움 중인 수컷 코끼리물범과 25미터(75 피트) 이상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 물
 개와 바다사자는 육지에서 매우 활동적으로 움직이므로 너무
가까이 접근하면 공격할 수 있습니다(물 수 있음). 15미터(45피트)
이상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 새
 끼를 낳는 물개가 밀집된 해변에서는 야생동물 관찰을 위해 한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권장됩니다.

물개 행동 이해하기
육지, 바위 또는 얼음 위에서 서식하는 물개는 보트와 인간의 출현에
민감합니다. 소음, 냄새 및 모습은 물개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동요를 나타내는 물개 행동을 알고 계십시오. 이러한 행동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 주의 또는 경계 증가, 고개 돌리기
● 누운 자세에서 똑바로 선 자세로 바꿈
● 접근하는 선박, 차량 또는 사람으로부터 서둘러 멀리 이동함
● 입
 을 벌려 위협을 나타냄(예: 얼음 위에 있는 표범 물개 또는
육지에 있는 코끼리물범)
● 관광객들을 향해 공격적인 모습이나 위협적인 모습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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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 및 얼음 위에 있는 물개 관찰하기
● 물
 개의 시야를 가리거나 물개보다 큰 모습을 보이지 마십시오.
낮은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새끼는 어미가 먹이를 먹고 있을 때
혼자 남겨지기도 합니다. 새끼는 버려진 것이 아니므로 혼자 있게
내버려둬야 하고 만져서는 안 됩니다.
● 머리를 들어올리는 것 이외의 모든 물개 반응을 피해야 합니다.
● 한
 마리나 여러 마리가 물가로 이동하거나 여러 마리가 급하게
물속으로 들어가는 경우,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 풀
 이 우거진 지역의 동물을 주의하십시오. 현지 가이드가 지팡이
또는 이에 준하는 물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끄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 코
 끼리물범, 특히 어린 새끼는 매우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종종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근처에 있을 때는 주의하고 경계하며 접촉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5미터(15피트) 이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 물개가 장비에 관심을 가질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최대한
상호작용하지 마십시오.
– 개체나 무리가 자신을 향해 움직이면 천천히 물러나십시오.
– 반응을 유도하지 마십시오.
– 새끼들의 몸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