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초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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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초류 채취

켈프대는 트랩 형태의 침전토사로 근해
지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파동
에너지와 난류를 분산시켜 침식으로부터
해안선을 보호합니다. 지속 가능한 채취
실천을 통해 비옥한 켈프대를 보존함으로써,
다시 자란 해초를 나중에 수확할 수 있으며
바다 생명체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채취
관련 정보

bit.ly/seaweedharvest

Department of Fish &
Wildlife, WDFW) 사무소,

온라인, 딜러 또는 아래
전화로 문의하십시오.

360-902-2464

• 공공 또는 민간 소유의 땅에서는 판매나
물물교환을 위한 채취 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받아야 합니다.

모든 주립 공원 해변에서는
해초 채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석지 소유권을
확인하십시오. 개인 소유
간석지에서는 채취 허가를

wdfw.wa.gov/fishing/
shellfish/be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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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인당 하루 10파운드(습윤 중량)만 채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일 허용 한도를 어길
경우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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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존을 위한 해초류 채취 실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올림피아 소재 자연자원국 산하 수생식물 자원부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Aquatic Resources Division), 360-902-1100번으로 문의하십시오.

카운티 및 도시의 대다수 공원에는 추가
규정들이 있습니다. 폐쇄와 관련된 최신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카운티 보건국에 확인하십시오.

Fort Flagler, Fort Ebey,
Fort Worden을 제외한

해변에 속한 그대로 발견된 곳에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남겨 두십시오.

• 칼, 가위 또는 유사 기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지 규정 및 지도 확인

지도

해초의 맨 아래 부분부터 위쪽으로 최소 12”는

"

워싱턴 주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국(Washington

해초류는 해양 생태계의
중요한 요소이며, 다양한
해양 먹이 사슬의 토대를
형성합니다. 물고기, 새,
달팽이, 게, 그리고 해양
포유 동물들이 은신처,
먹이 공급, 산란 및 유생 사육장 용도로
켈프대(kelp bed)를 활용합니다.

허용 한도 확인 및
올바른 도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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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r.wa.gov/seaweed

유효한 라이선스
취득

1인

10 파운드

• 갈퀴나 쇠스랑을
사용하여 식물을
뜯어내서는 안됩니다.

• 같은 용기에 여러 허용
한도를 병행해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본인 소유의 저울을 사용합니다.
해초류(미역)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말린 후 무게를 달면 안 됩니다.

해초(미역)가 식용으로 안전한지 확인

제한 구역의 해변에서는 해초를 채취하지 마십시오.
하수 또는 자연발생적 박테리아, 바이러스, 독성화학물질 등으로 오염된
해초는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한 구역의 해변에는 하수
배출 구역, 유해 물질 폐기장, 벌목 시설, 제조 설비 및 산업 부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제한 구역 또는 오염된 해변에 대한 정보는 보건국
(Department of Health)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oh.wa.gov/
shellfishsafety.htm

▲ 켈프를 먹기 전에
따뜻한 물에 세척하여
오염물을 제거하십시오.

패류 프로그램(Shellfish Program): 360-236-3330
해양 독성 물질 정보 핫라인(Marine Toxics Hotline):

1-800-562-5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