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곰 스프레이
초보자 안내서

왜 사용하는지
곰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곰 때문에 
다치거나 죽을 수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곰들이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더 이상 다가 오지 않습 
니다. 곰 스프레이는 값싸고, 쉽게 이용가능한 도구이 
면서 곰들에게 큰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언제 사용할 것
항상 곰의 서식처에 있을 때 곰이 있는지 둘러보시고 
귀 기울여 듣고다니세요. 곰이 10 미터 거리내로 당신 
에게 다가오면 곰 스프레이를 사용하세요. 곰이 당신 
에게 왜 다가오는지 몰라도 됩니다, 바로 사용하세요. 

언제 사용하면 안 되는지

곰이 당신에게 점점 멀어질 때 
곰이 당신을 못 봤을 경우 또는 당신을 봤지만 관 
심이 없어 보이면 조용히 곰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뒷걸음으로 다른 길로 빠지세요. 절대로 뛰지 마세 
요!  
곰이 10 미터 이상 떨어져 있다면 

........30피트 (10미터)...........

저리가라 곰아

곰 스프레이가 무엇인가
곰 스프레이는 치명적이지 않지만 곰이랑 가까운 접 
근을 할 경우 효율적으로 곰을 단념시킬 수 있습니 
다 .

조심: 곰 스프레이는 몸에 바르거나 뿌리는 살충재가 아닙 
니다. 절대로 당신의 몸, 옷, 캠핑 주변에다가 뿌리지 마세 

요. 냄새가 오히려 곰을 유혹할수 있습니다.



곰 스프레이 사용법

안전 크립을 뺴세요

두 손으로 캔을 잡으시고, 양팔을 쭉 펴시고, 
엄지손가락은 방아쇠에다가 놓으세요

스프레이를 뿌리실 경우 조준을 낮게 시작 
해 지그재그 패턴으로 위쪽을 향해 뿌리고 
1-2-3을 세어요.  뿌리실 동안 뒷걸음하세 
요. 절대로 뛰지 마세요!  

그 지역을 벗어나세요. 곰이 아직 맴돌 
고 있을 경우 곰을 계속 지켜보고면서 
점점 멀리 벗어나세요. 절대로 뛰지 마 
세요!

안전 크립을 방아쇠에다가 다시 놓아주세요. 
다음 여행을 위해 곰 스프레이를 새로운 걸 
로 교체해주세요.

항상 준비를 하세요

유통기관 날짜를 확인하세요. 모든 유통기관 날짜 
가 지난 곰 스프레이는 새로운 걸로 바꾸셔야합니 
다.
곰 스프레이는 항상 몸에 들고 다니세요. 곰과 가까 
이 마주쳤을 경우, 자전거나 유모차와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곰 스프레이를 항 
상 몸에 지니고 다녀 빠르게 행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세요. 
긴 여행을 할 경우 추가적으로 더 가지고 다니세 
요.
손잡이 둘레에 플라스틱 타이를 포함하여 포장을 
제거하십시오 (단, 안전 클립 제외).
곰 스프레이의 안전 크립을 놓고 빼고 하는 걸 연 
습하세요.
연습하실 때 절대로 뿌리지 마세요. 연습하실 때 
눈에 들어가면 매우 아프고, 곰 스프레이가 별로 
안 남을 수도 있습니다. 캔 한 개당 2-3 정도 뿌릴 
수 있는 양 있습니다. 

6 가지 단계

바람의 방향을 살피세요. 가능하면 스프레 
이는 뿌리실 때 바람을 안고 곰에게 가게 
해주세요. (당신 얼굴에 안 가도록 하세요).

www.wildwise.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