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바위 낚시 안전 도움말
정보자료

기상 상황을 경계하십시오
날씨와 조수 상황은 집을 떠나기 전 확인하고
낚시 중에도 확인합니다.
기상 상황이 위험할 때는 갯바위 낚시를 하지
마십시오.


만조시 바닷물은 당신의 갯바위 낚시 장소를
덮을 수 있습니다.
밀물과 만조는 갯바위 낚시 장소에 파도를
치게 합니다.
당신은 만조시 물속에 갇히거나 갯바위 낚시
장소에서 휩쓸려갈 수 있습니다.

갯바위 낚시를 할 때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십시오

불어나는 바닷물 또는 높은 파도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법적 강제사항입니다.

당신은 큰 파도로 인해 갯바위 낚시 장소에서

갯바위 낚시는 호주에서 가장 위험한

휩쓸려갈 수 있습니다.

스포츠 중 하나입니다.



강한 바람은 위험한 파도를 만들거나 당신을
젖고 미끄러운 바위에서 떠밀어낼 수 있습니다.

호주의 갯바위 낚시와 관련된 대부분 사망이
뉴사우스웨일즈(NSW)에서 발생하며, NSW 에서



매년 평균 8 명이 갯바위 낚시 도중 사망합니다.
본 정보자료는 당신의 갯바위 낚시 준비를 돕는

바다가 거칠때 당신이 노출된 장소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면, 좀 더 잔잔한 장소를 찾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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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도움말을 담고 있습니다.

낚시중에는 날씨와 조수 상황을 관찰하고
상황에 변화가 생기는지 경계하십시오.



기상청 웹사이트에 있는 극심한 날씨 경고를
확인하십시오
www.bom.gov.au/australia/warn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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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서프 인명구조 2016 년 해안 안전 보고서 10 쪽.

보고서 웹사이트
http://www.surflifesaving.com.au/beach-safety/coastalsafety-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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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웹사이트에 있는 해안가 파도 예보를
확인하십시오 www.bom.gov.au/marine/
또는 1300 659 218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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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웹사이트에 있는 조수 예측을

당신이 바닷물에 미끌어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확인하십시오 www.bom.gov.au/australia/tides/

물에 빠지더라도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항상 파도를 관찰하십시오.



항상 구명 조끼를 착용하십시오.



항상 미끄럼 방지 밑창 혹은 스파이크가 있는

절대 바다를 등지지 마십시오.

적절한 신발을 착용하십시오. 갯바위 낚시용

수영을 배우십시오

스파이크는 젖고 해초가 있는 바위에서는

파도에 쓸려 바다에 빠졌을 경우 생존 가능성을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대한 높이기 위해 수영을 배우십시오

가장 안전한 장소를 선택하십시오


구명조끼와 함께 가벼운 옷은 당신이 바닷물에
빠졌을 경우 물에 뜨도록 도와주며 물속으로

확인하고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가장

들어가지 않도록 해줍니다.

해당 지역을 잘 아는 현지 주민과 낚시에
경험있는 사람에게 낚시하기에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디인지 물어보십시오.



절대 혼자 낚시를 하지 마십시오
갯바위 낚시에 완벽하게 안전한 장소는 없습니다.


갯바위 낚시 장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십시오.


반드시 알려주십시오.

바닷물에 떠있게 하고 갯바위로부터 떨어져
있도록 해줍니다.

누군가 바닷물에 빠졌을 경우

구명부표에 대한 상세 정보가 있는 웹사이트
www.angelrings.com.au.

누군가 바위에서 쓸려 바닷물에 빠졌다면 그

시간을 내서 날씨와 조수 상황을 관찰하십시오.
당신의 낚시 장소가 적당한지 결정하기에 앞서

사람을 따라 바닷물에 뛰어들지 마십시오.


만약 날씨와 조수가 바뀌면 현재 낚시 장소가

구명부표 또는 물에 뜨는 것을 찾아 물에 빠진
사람이 잡을 수 있도록 던지십시오.

최소 30 분 동안 바람과 파도를 관찰하십시오.


휴대전화로 000 번으로 신고하거나 직접
주변에서 구조를 요청하십시오.

몇시간 안에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보십시오.


함께 낚시를 가지 않는 누군가에게 당신은
어디로 갈 계획인지, 언제 돌아올 예정인지

구명부표는 구조가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반드시 다른 사람과 함께 낚시를 하고, 낚시에
경험있는 사람이 가는 장소에서만 낚시를

구명부표가 있는 장소를 찾으십시오.
구명부표는 NSW 전역에 걸쳐 인기있는



항상 가벼운 옷을 착용하십시오.

집을 떠나기전 항상 기상과 조수 상황을
안전한 낚시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닷물에 쓸려갔을 경우 탈출 경로를

랜드윅 구청 관할지역에서 갯바위

계획하십시오.

낚시를 할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맞는 안전도구를 착용하십시오

착용해야 합니다

항상 갯바위 낚시를 갈 경우 맞는 안전도구를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구명조끼를 착용하십시오.

착용하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맞는 안전도구는



NSW 에서는 2016 년 12 월 1 일부터 갯바위

낚시 안전법이 실행되며, 따라서 랜드윅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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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역 어느 곳에서든지 갯바위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새법이 시행된 후 처음 12 개월 동안에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017 년 12 월 1 일부터는 랜드윅 구청
관활지역에서 갯바위 낚시를 할 때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 1 백불이 부과됩니다.



새법과 고위험지역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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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명조끼를 착용하십시오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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