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곰에 유의하기

야생동물

행동요령:
곰을 보았을 경우:
»» 걸
 음을 멈추고 평정을 유지합니다. 종종 곰은 그냥 지
나가는 길일 수도 있고 만약 먹잇감을 찾지 못하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퀴틀람에서 야생 동물과 더불어 살기

»» 비명을 지르거나 소리치거나 뛰지 마십시오.
»» 천천히 뒷걸음으로 곰에서 멀어져 가면서 만약 말		
을 하게 될 경우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코퀴틀람에는 어떤 야생 동물이
살고 있나요?
흑곰

스컹크

코요테

사슴

밥캣

쿠거

»» 곰으로부터 가급적 멀리 떨어지며 다른 사람들에		
게도 동일한 행동을 하도록 주의를 주십시오.
»» 만약 개를 산책시키는 중이라면 목걸이 줄을 풀지
말아서 통제 하기 쉽도록 하십시오.
»» 아이들과 애완 동물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집 안에 있을 경우 에어 혼(Air Horn)이나 큰 소음을
통해 곰이 떠나도록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너구리

왜 코퀴틀람에 이들 야생 동물들이
살고 있나요?
코퀴틀람은 곰, 코요테 및 다른 도시 야생 동물의 터전입
니다. 이들은 종종 먹이나 은신처를 찾아 우리의 주택지
역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우리 소유지에 야생 동물을 끌
어들이는 쓰레기 등을 치워 주시고 동물의 은신처가 될
수 있는 곳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
다.

기억해 두세요:
사람이 준 먹이를 먹은 곰은 이미 죽은 곰과 다름 없습니다.
곰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비록 의도적이 아닐지라도, BC주
법률을 어기는 것입니다 (위험 야생 동물 보호법 33조1항,
Dangerous Wildlife Protection Act-section 33.1).
쓰레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500달러의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쓰레기가 야생 동물을 유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거주자의 책임입니다. (야생 동물 및 병원 매개체
조례, Wildlife and Vector Control Bylaw)

위협적인 곰이나 다른 야생 동물과
조우했을 경우:
»»

코퀴틀람에는 곰을 비롯한 많은 야생 동물이 서
식하고 있습니다. 이들 동물과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안전하게 같이 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공격적인 야생 동물을 만났거나, 건물 내로 들
어왔거나, 또는 재산 피해를 유발할 경우, 산림 감시
원 서비스(Conservation Officer Service) 1-877-9527277로 전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웹사이트 conquitlam.ca/urbanwildlife 를 방문하
시거나 코퀴틀람 엔지니어링 고객 서비스
(Coquitlam Engineering Customer Service)
604-927-3500 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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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는 곰이나 야생 동물의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만
약 곰이 쓰레기를 먹이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coquitlam.ca/urbanwildlife
@cityofcoquitlam
/cityofcoquitlam

집에 야생 동물이 오지 않도록 하는 법
1. 쓰레기 카트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

 레기 및 그린 카트(Cart)는 깨끗하고 비워진
쓰
상태로 두거나 안전하고 닫힌 공간에 보관 (차고,
헛간, 별채).

»»

쓰레기 및 그린 카트는 수거일 당일 오전 5:30에서
7:30 사이에만 밖에 내 놓기.

»»

재활용품 빈(Recycle Bin)은 오전 7:00까지만 밖에 내
놓기.

»»

재활용 하기 이전에 캔과 병을 씻기.

2. 그린 카트 제대로 사용하기
»»

음식물 찌꺼기는 쓰레기 카트에 넣지 말고 그린
카트에 넣기.

»»

정기적으로 그린 카트 청소하기.

»»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물 찌꺼기는 수거일 까지
얼려 두기.

코요테에 유의하기
코요테는 코퀴틀람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코요테는
선천적으로 사람들을 무서워하지만, 만약 이들에게
먹이를 주게 되면 사람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사람들에게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뒷 마당에
코요테의 먹이가 될 만한 것이 없어지면 해당 지역이
코요테로부터 안전해 집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코요테와 공존 인포 라인(Co-Existing with Coyotes Info
Line) 604-681-WILD(9453)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요테가 접근해 오면 어떻게 하나요?
양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 큰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 합니다. 도망치거나 등을 보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코요테가 계속해서 접근해 오면, 더 크게 소리 지르고
공격적으로 행동해서 겁을 주어 쫓아 버립니다. 돌을
던지거나 크게 소리 내거나 페퍼 스프레이를 사용합니다.

밥캣에 유의하기

3. 열매가 열리는 나무를 심지 않기
»»

열매가 열리지 않는 나무와 관목 심기

»»

열매와 채소는 익기 전이나 직후에 따고 떨어진
열매는 주워서 버리기.

새 모이통을 새 물통으로 대체.

»»

새 모이통을 없애버리거나 동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걸어 두기.

»»

다람쥐, 생쥐나 들쥐가 모이지 않도록 모이통에서
땅에 떨어진 모이를 청소.

5. 퇴비(Compost)에 관한 책임
»»

 비를 주기적으로 뒤집어야 하며, 냄새를 줄이기
퇴
위해 나뭇잎, 석회 및 흙으로 덮기.

»»

육류, 지방, 기름, 생선, 씻지 않은 계란 껍질 혹은
익힌 음식은 퇴비로 만들지 않기.

»»

달콤한 냄새가 나는 과일과 채소, 육류 및 유제품은
그린 카트를 사용.

6. 뒷 마당으로 동물이 오지 않게 하기
»»

실내에서 애완 동물에게 먹이 주기.

»»

바비큐를 청소하고 실내에 보관.

»»

냉장고는 잠그고 실내에 보관.

스컹크와 너구리와 같은 대부분의 도시 야생 동물은
먹이와 은신처를 필요로 합니다. 헛간 내부, 헛간 아래 및
장작 더미 등과 같이 뒷 마당에서 이들의 은신처가 될 수
있는 장소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너구리와
스컹크는 생쥐나 들쥐와 같이 병원균을 옮기는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사슴에 유의하기
사슴은 코퀴틀람에서 흔한 동물이며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경우는, 이들이 위협을 받았을 경우, 특히 갓 출산한 어린
사슴이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들이 사람과 개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항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 절대로 사슴에게 먹이를 주거나 가까이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야생 동물 구조 조직(wildlife rescue organization)
과 상의하지 않고 새끼 사슴을 도와줘서는 안됩니다.
사슴과의 교통사고는 매우 위험합니다. 숲 길이나 송전선
근처에서는 자동차의 속도를 낮춰야 합니다.

4. 새 모이통 없애기
»»

너구리와 스컹크에 유의하기

만약 뒷 마당에 사슴이 출몰한다면, 사슴이 먹지 못하는
식물을 심거나 사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펜스를
설치합니다.
밥캣은 코퀴틀람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밥캣은
사람에게 위협이 되지 않지만, 작은 애완 동물을 외부,
특히 자연 녹지나 하천에 가까운 공간에 방치하면
안됩니다. 밥캣은 생쥐나 들쥐와 같이 병원균을 옮기는
동물을 잡아먹기 때문에 도시 환경에 도움을 줍니다.

애완 동물의 안전
코요테나 밥캣 같은 동물은 작은 애완 동물을 사냥할 수
있습니다. 애완 동물의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고려하
시기 바랍니다:
»»
»»

고양이는 실내에 두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작은 개를 산책시킬 때는 짧은 목걸이 줄을 사용합
니다
»» 목걸이 줄을 풀어 놓았을 때는 개를 잘 보살핍니다.
»» 인도를 따라 개를 산책시킵니다.
»» 실내에서 개에게 먹이를 줍니다.

쿠거에 유의하기
쿠거는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동물로 드물게
목격됩니다. 만약 쿠거를 만나면, 평정심을 유지하고,
최대한 본인이 커 보이도록 하며, 소리치고 소음을
내며 천천히 뒤로 물러납니다. 절대로 도망가거나 등을
보여서는 안됩니다.
외부에 자유롭게 풀어 놓은 애완 동물은 쿠거의 아주 쉬운
먹잇감입니다. 숲을 산책하는 경우, 애완 동물에게 목걸이
줄을 꼭 합니다. 집에서는 애완 동물을 실내 혹은 펜스
내부에 두고 밤에는 실내로 불러들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