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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하세요!
안전운전하세요. 유콘 도로에서 매년 곰들이 자동차에 치여
죽습니다. 곰들이 유콘 도로 주변에서 먹는 걸 자주 목격 할
수있습니다. 항상 도로 주변을 잘 보시면서 곰이 도로 위를
지날 시에는 차를 멈추세요. 속도가 빠르실 경우 곰이랑 충돌
할 경우가 높습니다.

거리를 충분히 두세요.
절대로 걸어서 곰에게 다가가지 마세요. 항상 자동차 안
에서 곰을 바라보세요. 만약 곰이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원래하고 있던 행동이 바뀌면서 당신 쪽으로 다가오면
바로 떠나세요. 자동차로 곰을 절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찰칵 사진을 찍고 바로 가세요
자동차 안에서 사진을 찍으시고 바로 움직이세요. 절대
로 곰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좋은 사진을 찍으려고 하지
마세요.

곰에게 먹이를 절대로 주지 마세요
먹이를 받아 먹은 곰은 죽은 곰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손으로 곰에게 먹이를 주던가, 음식으로 유혹하던가, 곰을 위
해 음식을 놔두고 가지 마세요. 자연에는 충분히 곰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있습니다. 모든 음식은 RV(캠핑차) 안에다가 보
관하시고 문을 잠그세요. 문이 잠긴 상태가 아닐경우 곰이 들
어갈 수도 있습니다.

깨끗하게 유지해 주세요
곰은 쓰레기를 좋아합니다. 항상 쓰레기는 RV(캠핑차) 안에다가
보관하시고, 있던 곳은 깨끗하게 하고 가세요. 항상 쓰레기는 곰이
못 들어가는 쓰레기통에다가 놓아주세요. 쓰레기통이 꽉 찼을 경
우 다른 쓰레기통에다가 놓아주세요.

곰 교통체중을 피하세요
사람들이 곰을 보려고 교통체중이 생기면 그냥 지나가세
요. 곰 교통체중은 사람이랑 곰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길
가다 보면 곰을 또 볼 수 있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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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둘것

곰에대한
습관화
곰들은 사람과 너그러운 경향 있습니다. 이 뜻은, 안 좋은 경험이
없다면 곰들은 사람들과 지내는걸 편하게 느낍니다. 이것은 바
로 습관화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곰들은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가까이 오거나, 사람들은 곰들이 친근하고 안전하다
고 생각해서 먹이를 주게 됩니다. 곰에게 접근하는 것은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음식 조건화
음식 조건화된 곰들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받아 먹은 적이있습니
다. 곰들은 똑똑하고, 금방 배우고 그리고 공격적으로 음식을 보
호할 수 있습니다. 곰들이 만약 사람들을 = 음식으로 간주할 경
우 사람이랑 곰들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매년 유콘에
서 음식 조건화된 곰들은 죽게 됩니다.

동면
유콘 곰들은 길고 추운 겨울 때문에 동면에 들어갑니다. 곰들이
동면에 들어가려면 많은 양의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 뜻은, 곰
들은 항상 먹기 바빠요 특히 늦은 여름에 열매들이 익었을 때랑,
가을에 연어들이 산란할 때입니다. 곰들은 대부분 11월쯤에 동면
기로 들어가고 3월쯤에 다시 나옵니다. 곰들은 동명기 동안 심장
박동 수가 적어지고, 오줌을 재활용해서 단백질을 만듭니다. 곰
들이 충분한 열량을 섭취 못했을 경우 한겨울에 일어나 먹을것
을 찾으러 다닐 수도 있습니다.

출생
암컷 곰이 여름에 충분한 열량을 섭취했을 경우 한겨울에 아기
를 낳습니다. 아기곰들은 엄청 작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로
탄생합니다. 새로 출생한 아기곰들은 어미의 우유로 엄청 빨리
큽니다. 암컷 곰은 아기곰들을 돌보려고 자주 동면에서 깨워납
니다.

행동
암컷들은 자기들의 새끼들을 보호할 것이고 음식도 보호하게
됩니다. 곰들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은 매우 드물니다. 대부분,
그리즐리 곰은 매우 수줍고 쉽게 도망칩니다. 블랙 (흑) 곰들은
용감하거나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각각 곰들이 사람을 만
날 경우 어떻게 행동할지 모릅니다. 곰들에게 접근 또는 먹이를
절대로 주시면 안 됩니다.

1-800-661-0525
곰과의 나쁜 경험을 접하거나, 곰이 쓰레기통,
음식 또는 오두막집에 들어가게 되거나, 다른
사람들이 곰에게 먹이를 주거나, 곰 관련 교통
사고 가나면 위의 번호로 연락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