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영합니다

곰의 서식처에 오신 것을

오두막집 숙박을 즐기실 때 곰 안전주의 

사항들

곰들은 쓰레기를 좋아합니다. 절대로 밖에다가 
놓지 마세요! 모든 쓰레기는 곰들이 못 들어가는 
컨테이너나 잠겨있는 오두막에 보관해주세요.

모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날까지 냉동 보관 
해주세요. 다른 재활용품들은 안전한 곳에다가 
놓아주세요.

바베큐 기계의 그릴과 훈제 기계는 항상 이용하 
실때마다 깨끗하게 청소해주세요. 기름 찌꺼기 
통도 확인해주세요. 

애완동물의 음식은 항상 실내 안에서 먹이 
세요.

모든 연료(가스, 기름, 프로판, 불 스타터)를 안 
전 한 곳에 보관해주세요. 석유 관련 제품들의 
냄새는 곰들에게 매우 유혹스럽습니다!

여기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두막집 근처 새들에게 4월부터 10월까지 음식 
을 주지 마세요.

야외 음식 먹는 곳은 항상 깨끗이 청소해주세 
요. 절대로 음식을 밖에다가 놓지 마세요.

조리전 생선이나 고기를 씻거나 말리실 경우 
공지나, 오두막집에서 먼 곳을 선택해주세요. 
전기 울타리를 사용하실 수 있으시면 사용해주 
세요. 항상 주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자리를 비우실 경우 오두막집의 문이랑 창문을 
잠그거나 닫으세요.



곰들은 거의 모든 것을 먹어요. 거의 모든 사 
람-곰의 충돌은 우리가 사는 곳 그리고 음식이 
랑 쓰레기를 보관하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지내는 동안 우리의 곰 안전주의 사 
항들을 따라 해주시면 곰들과 맞닥들이는 위 
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유콘 
곰들의 안전과 야생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알아둘 것

곰에 관련된

습관화

곰들은 사람과 너그러운 경향 있습니다. 이 뜻은, 안 좋 
은 경험이 없다면 곰들은 사람들과 지내는걸 편하게 느 
낍니다. 이것은 바로 습관화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곰 
들은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가까이 오거나, 사 
람들은 곰들이  친근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먹이를 
주게 됩니다. 곰에게 접근하는 것은 절대로 안전하지 않 
습니다!

음식 조건화
음식 조건화된 곰들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받아 먹은 적 
이 있습니다. 곰들은 똑똑하고, 금방 배우고 그리고 공 
격적으로 음식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곰들이 만약 사람 
들을 = 음식으로 간주할 경우 사람이랑 특히 곰들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매년 유콘에서 음식 조건화 
된 곰들은 죽게 됩니다.

행동

암컷들은 자기들의 새끼들을 보호할 것이고 음식도 보 
호하게 됩니다. 곰들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은 매우 드 
물니다. 대부분,  그리즐리 곰은 매우 수줍고 쉽게 도망 
칩니다. 블랙 (흑) 곰들은 용감하거나 호기심이 많습니 
다. 그러나, 각각 곰들이 사람을 만날 경우 어떻게 행동 
할지 모릅니다. 곰들에게 접근 또는 먹이를 절대로 주시 
면 안 됩니다. 

1-800-661-0525

곰과의 나쁜 경험을 접하거나, 곰이 쓰레기통, 음식 또는 
오두막집에 들어가게 되거나, 다른 사람들이 곰에게 먹 
이를 주거나, 곰 관련 교통사고가 나면 위에 번호로 연락 
주세요. 도로위쪽에서 사람들이 곰에게 음식을 주는 걸 
목격하시면 차 번호판을 적어주시고 위의 번호로 신고 
해주세요.

www.wildwise.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