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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 동물원의 새로운 대형 포유류 전시 

5월 13일, 새로운 대형 고양이과 동물 공개 

(오렌지, 캘리포니아) - 어빈 리저널 공원에 있는 OC 동물원에서는 5월 13일에 새로운 대형 
포유류 동물을 대중에게 선보일 것이며, 이 행사에서는 네 마리의 동물들이 새롭게 데뷔할 
것입니다.  

2 에이커에 달하는 새로운 서식환경은 동물원 역사상 가장 큰 확장 프로젝트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성체 퓨마 한 마리와 고아가 된 어린 퓨마 세 마리, 그리고 성체 재규어 한 
마리를 수용할 것입니다.  

"OC 동물원은 여러 해에 걸쳐 우리 커뮤니티를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라고 오렌지 카운티의 
제3 디스트릭트 슈파바이저인 도널드 P. 웨그너가 말했습니다. “1인당 $2의 입장료만 내면, 
방문객들은 옥외 서식환경을 보면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지역 야생생물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확장된 곳에는 새롭게 구조한 동물들이 있으며, 모든 연령의 사람들은 이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 이번 봄에는 정말로 우리 가족과 함께 이번 공개 행사에 방문하고 싶습니다."  

동물원의 2013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확장은 대형 고양이과 동물들에게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의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손님들은 이 동물들이 살아가는 내부에서 
가깝게 살펴볼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 구역에는 인공 조성된 바위 벽, 등반 플랫폼, 폭포, 
그리고 고양이과 동물들이 그 위를 건너가기 위한 다리가 있습니다.  

새로운 서식지 집에서 지내게 될 동물들 가운데 성체 퓨마는 2011년, 동물원에 어린 고아로서 
왔습니다. 새로운 세 마리의 어린 퓨마들 또한 네 부분으로 분리되었지만 연결이 가능하도록 
배치된 유연한 공간에 머물 것입니다.  

어린 퓨마 두 마리는 자매 한 쌍이기도 하며, 2021년 11월에 캘리포니아의 사우전드 오크스의 
사무구역 부근에서 방치되었거나 고아로 보이는 상태였으며, 발견될 때는 어린 
아기들이었습니다. 다른 어린 수컷은 현재 8개월 정도 연령으로 보이며, 마찬가지로 2021년 
11월에 캘리포니아 몬테레이 부근에서 차량에 치인 이후에 발견되었습니다. 

동물원은 수컷 어린 동물의 중상을 치료했고, 암컷 어린 동물들에게는 영양을 공급했습니다. 
퓨마들은 일반적으로 약 1년에서 2년 기간 동안 엄마와 함께 있으면서 사냥법을 배웁니다. 이 
동물들은 너무 어려서 야생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OC 동물원에 머물 것입니다.  

새롭게 들어온 블랙 재규어는 2살 정도로 보이며, 이번 서식 환경에서는 처음으로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관리국에 의해 멸종위기 동물로 간주되는 재규어의 
서식지에는 애리조나 남서부의 사막과 뉴 멕시코, 남쪽으로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서북부가 
포함됩니다. 이 재규어는 애리조나의 있는 월드 와일드라이프 동물원에서 OC 동물원으로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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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 동물원은 5월 13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30분까지 새로운 서식지를 축하하면서 새 주민들을 
환영할 것이며, 5월 14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30분에 열리는 개장 주말 동안 동물원에서 특별 
엔터테인먼트, 활동, 동물 앰배서더 행사가 열릴 것입니다. 동물원은 또한 이름을 갖지 않고 OC 
동물원에 왔던 암컷 퓨마 자매 한 쌍에 대하여, 사람들에게서 이름 짓기 제안을 받을 것입니다. 
동물 사육사들은 제안 내용을 압축할 것이며, 일반인들은 그 다음 주에 가장 좋아하는 이름에 
대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OCParks.com과 OC 파크스 소셜미디어 채널에 
게시할 것입니다.  

OC 동물원은 1905년에 어빈 리저널 공원에서 붉은색 여우를 도입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1920년에 소량의 동물들이 추가로 입양되었습니다. 현재와 같은 현대식 동물원은 1985년에 공식 
개장했습니다. 훗날 2019년에 동물원은 종합개발계획의 첫 번째 개선 사업에 의해 매표소 
광장과 화장실 건물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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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 파크스에 대해 

ＯＣ파크스는 OC 카운티 이내 OC 커뮤니티 자원의 일부분인 거의 60,000 에이커에 이르는 
공원, 역사유적, 해변 시설, 열린 공간을 관리합니다. http://www.ocpark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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