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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위 낚시를 가십니까? 다섯가지 중요한 기상 

안전 사항을 확인하세요. 
 

 

 
 

바위 낚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떠나기 전에 날씨를 확인하세요! 

 

파도 상태 

큰 파도를 주의하십시오 - 큰 파도나 너울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큰 파도로 인해 

낚시를 하고 있는 바위에서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www.bom.gov.au/marine 

 

조수 시간대 

만조(밀물)가 언제인지 확인하십시오 - 만조시에는 물결이 여러분이 낚시하고 있는 

바위를 덮을 수 있습니다. 조류가 상승하거나 밀물시에 낚시 지점에 파도가 부딪힐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이 미끄러지거나 바위에서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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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상태 

강풍을 확인하십시오 - 강풍으로 인해 큰 파도가 생기거나, 바위가 젖어서 미끄러울 

때, 미끄러져 떨어질 수 있습니다.  

www.bom.gov.au/marine  

 

경고 

해상 관련 경고 항목들을 확인하세요 – 이 경고들은 바위 낚시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조건들을 알려드립니다. 바닷바람, 악천후, 위험한 파도 등에 관한 경고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www.bom.gov.au/australia/warnings  

 

날씨 변화 

날씨를 확인하세요 – 안개나 비로 인한 가시거리 감소나, 천둥, 번개 또는 돌풍 등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편을 가져올 수 있는 상태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www.bom.gov.au/ma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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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 지역 예보를 확인하십시오 

해안 지역 예보를 확인하십시오 -  15 노트 이상의 바람, 1.5 미터 이상의 파도 혹은 너울을 

확인하십시오. 바람과 파도는 예보 수치보다 2 배까지 상승할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요. NSW, QLD 

주의 경우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살펴 보십시오 

 

• "Caution: Large and powerful surf conditions are expected to be hazardous for coastal 

activities such as crossing bars by boat and rock fishing." 

"주의: 높고 강력한 파도는 보트타기 및 바위 낚시와 같은 해양 활동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Caution: Deceptively powerful surf conditions are expected to be hazardous for coastal 

activities such as crossing bars by boat and rock fishing." 

"주의: 보기보다 실제 더 강력할 수 있는 파도는 보트타기 및 바위 낚시와 같은 해양 활동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위 낚시를 위한 조수관련 안전수칙 

밀물인지 썰물인지에 따라 파도의 상태가 변할 수 있으므로 바위 낚시를 할 때는 조수 조건에 대해 

미리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조수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 밀물시 파도가 낚시를 하고 있는 바위 위를 덮칠 수 있습니다. 

• 썰물에서 밀물로 바뀔 때 해수면이 가장 빠르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밀물과 썰물의 시간대는 날짜과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날씨에 따라 예보된 해수면 높이와 조수량이 바뀔 수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낚시할 때의 밀물과 썰물 시간을 확인하세요. 이 시간은 매일 바뀌며 장소마다 다릅니다. 

대부분의 장소에서는 썰물과 밀물이 바뀌는 데 6 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2. 만조가 시작될 때 파도의 상태가 급변할 수 있고 예고없이 바위를 덮칠 수 있으므로, 만조 

시간표를 활용하여 밀물이 시작되는 시간을 숙지하세요. 

3. 썰물에서 밀물로 바뀌는 중간 시간대 (간조 시간대) 를 숙지하십시요. 이때를 중심으로 약 2-

3 시간 전후에 해수면 상승이 가장 빠르게 일어납니다. 

4. 낚시를 가기 전 낚시 장소의 날씨를 확인 하십시요 – 해안가의 바람이 강하게 분다면 

해수면의 높이가 예보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위험 상황 

밀물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예상보다 빠르고 높게 진행된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바위로 옮겨갈 수 있는 길이 갑자기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낚시를 하고 있는 바위를 파도가 덮칠 수 있습니다. 

• 발이나 다리가 물에 잠기기 시작할 수 있으며, 

• 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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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 Life Saving Australia 는 바다 낚시를 하시는 모든 분들께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권고합니다: 

• 구명 조끼를 입으세요 

• 조수, 날씨, 파도의 상태를 확인하세요 

• 여러분의 안전에 대해 주의깊에 생각하시고 책임있는 행동을 하셔야합니다 

• 물에 쓸려 내려갈 경우를 대비하여 탈출 경로를 미리 계획하세요 

• 구명 조끼, 바다 낚시에 적합한 신발, 가벼운 옷 등 바다 낚시에 적합한 복장을 권합니다 

• 혼자 낚시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바다 낚시 장소와 귀가 예상 시간 등을 알려두시기 

바랍니다 

• 곤란에 처한 사람에게 던져 줄 수 있는 튜브나 물에서 뜰 수 있는 다른 기구들을 확인하세요 

• 도움이 필요하면 000 에 전화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