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바위 낚시 안전법 2016
정보자료

갯바위 낚시에 관한 새법은 무엇인가?
갯바위 낚시 안전법 2016 은 고위험지역에서 갯바위
낚시를 하는 사람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법은 2016 년 12 월 1 일부터
적용됩니다.

왜 새법이 필요한가?
갯바위 낚시 안전법 2016 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갯바위 낚시와 관련된 9 건의 사망에 대한 2015 년
사인 규명 조사에서 안전 조언과 교육은 갯바위 낚시로
인한 사망 숫자를 줄이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해당 검시관은 갯바위 낚시를 하는 사람들에게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하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권고안은 NSW 수상 안전 자문
위원회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새법은 어떻게 실행됩니까?
랜드윅 구청 관할지역에서 갯바위 낚시를 할 때에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십시오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갯바위 낚시는 호주에서 가장 위험한
스포츠 중 하나입니다.
호주의 갯바위 낚시와 관련된 대부분 사망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것은
언제 시험적으로 실시됩니까?
랜드윅 구청 관할지역에서는 2016 년 12 월 1 일부터
2017 년 11 월 30 일까지 12 개월 동안 구명조끼
의무착용이 시험적으로 실시됩니다.

NSW 에서 발생하며, NSW 에서 매년 평균 8 명이
갯바위 낚시 도중 사망합니다.1

Rock Fishing Safety Act 2016 factsheet – November 2016

Page 1 of 3

새법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나요?
당신은 랜드윅 구청 관할지역에서 대낚시 또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갯바위
낚시를 하면 어떤 벌금을 받습니까?

줄낚시를 이용해 갯바위 낚시를 할 때는 적절한

벌금은 2016 년 12 월 1 일부터 2017 년 11 월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30 일까지 1 년간 유예됩니다.

당신과 함께 랜드윅 구청 관할지역에서 대낚시 또는

이것은 랜드윅 구청 관할지역에서 이 기간 동안 갯바위

줄낚시를 이용해 갯바위 낚시를 하는 사람, 또는

낚시를 하면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이

당신의 갯바위 낚시를 돕는 사람 역시 구명조끼 착용이

부과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요구됩니다.
당신이 보호자인 12 세 미만의 어린이가 대낚시 또는
줄낚시를 이용해 갯바위 낚시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갯바위 낚시를 도울 때는 당신은 그 어린이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유예기간은 갯바위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적절한
구명조끼를 구하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해줍니다.
유예기간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갯바위
낚시를 하는 사람에게는 경고가 주어집니다.
2017 년 12 월 1 일부터는 고위험 갯바위 낚시

내가 있는 곳이 고위험 갯바위 낚시
지역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지역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낚시를 하는

일반 원칙은, 당신이 랜드윅 구청 관할지역에서

새법은 누가 집행합니까?

바다물이 차오르는 위험에 노출된 바위에서 낚시를
한다면, 당신은 구명조끼를 착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갯바위 낚시 지역 어느 곳에서나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사람은 1 백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갯바위 낚시 안전법 2016 은 NSW 경찰, 농수산부의
수산담당부서, 국립공원 및 야생 서비스, 해당 구청

것이 권장됩니다.

직원이 새법을 집행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지역의 지도는 뉴사우스웨일즈 수상 안전

내 구명조끼가 안전규정을 충족시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www.watersafety.nsw.gov.au/rockfishing.

왜 랜드윅 구청 관할지역이 새법이
시험실시되는 지역으로 선정되었나요?
랜드윅의 해안선은 호주에서 가장 위험한 갯바위 낚시

적절한 구명조끼는:


혹은 그 이상이어야 하며


지역 중 하나입니다.
지난 10 년 동안 17 명이 랜드윅 구청 관할지역에서
갯바위 낚시 도중 사망했습니다.

새법이 시험실시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NSW 주정부는 12 개월이 지난 후 시험실시 효과를

성인의 경우, 호주 표준규정 AS 4758 수준 50S

어린이 (12 세 미만)의 경우, 호주 표준규정 AS
4758 수준 100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하며



착용하는 이에게 잘 맞는 크기이어야 하며



좋은 상태이어야 하며, 또한



부풀리게 되어있는 구명조끼라면 부력은 입으로
부는 것에만 의존하지 않아야 하며 12 개월마다
2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제조자가 정한 경우에는 더
긴 서비스 기간이 적용될 수 있음).

검토하고 다른 고위험 지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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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바위 낚시에 맞는 구명조끼를 찾는 웹사이트

www.watersafety.nsw.gov.au/Pages/Rockfishing/Find-the-right-life-jacket-for-rockfishing.aspx.
다른 표준규정에 의거해 승인된 일부 구명조끼 역시
새법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표준규정에 따라 승인된 구명조끼에 대한 추가 정보는
해상안전센터의 웹사이트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www.maritimemanagement.transport.nsw.gov.au/
lifejackets.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watersafety.nsw.gov.au/rockfishing

구명조끼를 착용하십시오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사진 제공 LooksFresh Photography.
1

NSW 서프 인명구조 2016 년 해안 안전 보고서 10 쪽.

보고서 웹사이트
http://www.surflifesaving.com.au/beach-safety/coastalsafety-report
2

입으로 불어 부풀린다는 것은 입을 통해 구명조끼에

바람을 집어넣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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