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한 갯바위 낚시는 
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안전한 자리 
선택하기...

1 조수 상황은 어떤가요?
만조시 여러분이 낚시하는 곳과 
대피로까지도 물이 들어찰 
수 있고, 부서지는 파도도 
여러분을 덮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고립되거나, 
미끄러지거나 파도에 휩쓸려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구명조끼 
• 반드시 인가된 구명조끼를 

착용하세요. 바다에 빠질 경우 
구명조끼가 여러분의 목숨을 
구할 것입니다. 구명조끼 착용은 
법적 의무이며 위반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 구명조끼 착용법을 꼭 숙지하세요. 
안전장구 사용법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익사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미끄럼 방지 신발 및 가벼운 옷차림
• 미끄럽고 젖은 갯바위에서 

미끄럼 방지 신발은 
필수입니다.

• 장화는 물이 찰 수 있으며 
여러분이 물에 빠졌을 때 더 
빨리 가라앉게 할 수 있습니다. 
장화를 신지 마세요.

• 무거운 옷차림을 하면 여러분이 바다에 
빠졌을 때 물을 잔뜩 머금게 되며, 물에 
떠 있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됩니다.

밧줄 또는 물에 뜨는 부표
• 대부분의 갯바위 낚시 장소에는 

비상시를 대비해 구명 부표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 직접 밧줄이나 구명부표를 
가지고 오시면 누군가를 
구조하거나 물 밖으로 끌어내야 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술을 가져가지 마세요
• 수분보충을 위해 충분한 양의 물을 

소지하세요.
• 낚시를 하실 때는 금주하세요. 술을 

마시면 명확하게 생각하는 능력에 
문제가 생기며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힘듭니다.

• 음주는 여러분의 반응시간을 늦추고 바다에 빠졌을 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해변에서 필요한 안전용품을 챙겨가세요2

집을 나서기 전 미리 
기상 상황을 확인하세요
Beachsafe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bom.gov.au를 
확인하세요.

자리가 어느 정도 
보호되는 곳인가요?
기상조건이 안 좋을 때 
확 트인 갯바위에서 낚시 
중이라면, 좀 더 평온하고 
외부 조건으로부터 보호되는 
자리로 꼭 옮겨야 합니다. 확 
트인 갯바위에서 낚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풍속은요?
강한 바람은 큰 파도를 
일으킬 뿐 아니라, 젖고 
미끄러운 갯바위에서 안정적으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너울성 파도는요?
큰 파도나 너울은 순식간에 
발생합니다. 어떤 너울성 
파도는 멀리서부터 다가오며 
해변에서 부서질때까지 모습을 
감추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순식간에 발생하는 너울성 파도는 
잔잔해보이며, 맑은 날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http://www.bom.gov.au/


위험 표지판과 구조 장비를 
찾으세요
•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카운슬 소속 

구조요원들이 낚시 장소 주변에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낚시를 시작하기 
전 이러한 표지판들을 찾아보세요.

• 대부분의 갯바위 낚시 장소에는 비상시에 대비해 
근처에 구명부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낚시 시작 전에 잘 
살펴보세요
낚시 시작 전 적어도 20분 동안 
기상 조건과 낚시 장소를 잘 
관찰해보세요. 너무 거칠거나 
예측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곳을 
찾으세요.

갯바위 낚시 
안전수칙...

절대로 혼자 낚시하지 
마세요
항상 2인 1조, 또는 더 많은 일행들과 
출조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어디로 갈 
계획인지, 몇 시쯤 돌아올 계획인지 
항상 미리 말해놓아야 합니다.

안전한 장소를 찾고 대피로를 미리 
생각해 놓으세요
• 지속적으로 상황을 확인하세요. 상황은 

급박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너울성 파도가 순식간에 몰려올 수 있으므로 절대로 
바다를 등지지 마세요.

• 밀물이 들이칠 때를 대비해 항상 안전한 대피경로를 
생각해 놓으세요.

바다에 빠졌다면, 평정을 
유지하시고 빠져나갈 길을 
생각하세요
• 바다에 빠졌다면, 침착하시고 

갯바위로부터 멀어지세요.
• 해변으로 나올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찾아보시거나, 

물에 떠 있으면서 구조를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다에 빠진 사람을 봐도 뛰어들지 
마세요
• 바다에 빠진 사람이 잡을 수 있는 뭔가를 

던져서 도움을 주세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대부분의 낚시 장소 주변에는 빨간 색으로 된 
구명부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000으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세요. 
본인의 정확한 위치를 항상 확인하세요.

수영을 배우고, 물에 뜨는 
법을 배우고, 생존 방법을 
배우세요.
수영을 배우고 물에 뜨는 법을 배우면 
바다에 빠지거나 파도에 휩쓸렸을 때 
여러분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갯바위 낚시는 얼마나 
안전한가요?
이 테스트는 여러분의 갯바위 낚시 
안전에 대한 지식을 확인합니다.  
한 번 확인해보세요.  
여기를 클릭하세요. 

대피

https://www.surveymonkey.com/r/RockFishingSafetyQuiz-Korean?lang=ko
https://www.surveymonkey.com/r/RockFishingSafetyQuiz-Korean?lang=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