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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지역의 해안 암반 및 모래벌판에서 
동식물 채취에 관한 규정
2021 년 6월 
 
바다 동식물을 채취하는 것은 시드니지역에서 인기있는 활동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채취활동이 제한되는 
구역들도 있습니다. 특히, 수생 보호지역 및 조간대 보호지역에서는 동식물채취가 전면 금지되거나 제한됩니다. 
본 가이드 책자는 다음의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동식물 채취가 제한되는 지역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하며; 
• 바다 동식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기타 모든 지역에서는 통상적인 바다 동물 채취가능한 양과 크기 그리고 
합법적인 채취 방법을 확인한다. 

보호지역의 개요: 수생 보호지역 (A.R), 조간대 보호지역 (I.P.A) 및 기타 

어획금지지역  

지도 1: 북부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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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2: 시드니 하버, 본다이 및 브론테 

 
 

지도 3: 남부해변  

 
  

(어획 전면금지) 

 

(조개류 어획 금지) 

 

(생추어리 보호구역) 

(레푸지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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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 지도 범례 
 
 

 

 

 

 
 
 
 

                                                             채취금지 바다 동식물 예: 
 
 

 

 
어획 기구 규정 
 

 채취금지  

 

 

 

새조개 금지 바다 성게 금지 문어 금지 게 금지 

    

굴 금지 우렁쉥이 금지 집게 게 금지 조개 및 달팽이류 금지 

    

갯지렁이 금지 전복 금지* 바닷가재 금지* 해초류 금지* 

 
 

 
* 전복 채취가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지도를 확인 바람 

 
* 바닷가재 채취가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지도를 확인 바람 

 
*미끼용 해초 채취가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지도를 확인 바람  

작살 어획 금지 줄낚시 금지 작살 어획 허용 줄낚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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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의 지도 

지도 4: 바렌조이 헤드 수생보호지역 * 
*바닷가재와 미끼용 해초는 본 보호지역에서 채취가능하며, 전복은 주말 및 NSW주 공휴일에 한해 채취가 가능합니다. 바닷가재와 전복 
채취에는 어획량과 크기 제한이 적용됩니다. 

 

지도 5: 번간 헤드 조간대 보호지역 * 
*바닷가재와 미끼용 해초는 본 보호지역에서 채취가능하며, 전복은 주말 및 NSW주 공휴일에 한해 채취가 가능합니다. 바닷가재와 전복 
채취에는 어획량과 크기 제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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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6: 모나밸 헤드랜드 조간대 보호지역* 
*바닷가재와 미끼용 해초는 본 보호지역에서 채취가능하며, 전복은 주말 및 NSW주 공휴일에 한해 채취가 가능합니다. 바닷가재와 전복 
채취에는 어획량과 크기 제한이 적용됩니다. 

 

지도 7: 나라빈 헤드 수생 보호지역* 
*바닷가재와 미끼용 해초는 본 보호지역에서 채취가능하며, 전복은 주말 및 NSW주 공휴일에 한해 채취가 가능합니다. 바닷가재와 전복 
채취에는 어획량과 크기 제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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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8: 롱리프 수생 보호지역* 
* 지느러미가 달린 물고기는 손으로 하는 줄낚시 또는 작살로만 잡을 수 있습니다. 

 

지도 9: 디와이 헤드랜드 조간대 보호지역* 
*바닷가재와 미끼용 해초는 본 보호지역에서 채취가능하며, 전복은 주말 및 NSW주 공휴일에 한해 채취가 가능합니다. 바닷가재와 전복 
채취에는 어획량과 크기 제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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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10: 캐비지트리 베이 수생 보호지역 

 

지도 11: 쉘리비치 헤드랜드 조간대 보호지역* 
*바닷가재와 미끼용 해초는 본 보호지역에서 채취가능하며, 전복은 주말 및 NSW주 공휴일에 한해 채취가 가능합니다. 바닷가재와 전복 
채취에는 어획량과 크기 제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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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12: 시드니 하버 조간대 보호지역 및 조개류 채취 금지* 
*바닷가재와 미끼용 해초는 본 보호지역에서 채취가능합니다. 바닷가재 채취에는 어획량과 크기 제한이 적용됩니다. 
* 덕 리버와 홈부시 베이는 낚시 금지지역이며 작살낚시 또한 맨리 코브내의 수생 보호지역 이북지역에서는 금지됩니다. 

 
 

지도 13: 노쓰 하버 수생 보호지역* 
* 지느러미 달린 물고기를 잡는 줄낚시만 허용되며, 오징어는 본 지역에서는 잡을 수 없습니다. 작살낚시 또한 맨리 코브내의 수생 보호지역 
이북지역에서는 금지됩니다. 

 
  

(본 지역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래 지도를 참조하십시오) 

(조개류 어획 금지) 

(이 지역에서는 어획이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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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14: 본다이 조간대 보호지역* 
*바닷가재와 미끼용 해초는 본 보호지역에서 채취가능하며, 전복은 주말 및 NSW주 공휴일에 한해 채취가 가능합니다. 바닷가재와 전복 
채취에는 어획량과 크기 제한이 적용됩니다. 

 

지도 15: 브론테 – 쿠지 수생 보호지역* 
*바닷가재와 미끼용 해초는 본 보호지역에서 채취가능하며, 전복은 주말 및 NSW주 공휴일에 한해 채취가 가능합니다. 바닷가재와 전복 
채취에는 어획량과 크기 제한이 적용됩니다.  
*작살낚시는 클로벨리 베이와 고돈즈 베이에서는 금지됩니다. 
*클로벨리 베이와 고돈즈 베이에서는 잡는 방법에 관계없이 구로퍼를 잡는 것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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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16: 롱베이 조간대 보호지역* 
*바닷가재와 미끼용 해초는 본 보호지역에서 채취가능하며, 전복은 주말 및 NSW주 공휴일에 한해 채취가 가능합니다. 바닷가재와 전복 
채취에는 어획량과 크기 제한이 적용됩니다. 

 

지도 17: 케입뱅스 수생 보호지역* 
*바닷가재와 미끼용 해초는 본 보호지역에서 채취가능하며, 전복은 주말 및 NSW주 공휴일에 한해 채취가 가능합니다. 바닷가재와 전복 
채취에는 어획량과 크기 제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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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18: 인스크립션 포인트 조간대 보호지역* 
*바닷가재와 미끼용 해초는 본 보호지역에서 채취가능하며, 전복은 주말 및 NSW주 공휴일에 한해 채취가 가능합니다. 바닷가재와 전복 
채취에는 어획량과 크기 제한이 적용됩니다. 

 

지도 19: 타우라 포인트 수생 보호지역 – 생추어리 보호구역 

 
 
 



낚시 가이드: 시드니지역의 해안 암반 및 모래벌판에서 동식물 채취에 관한 규정 
 

12    NSW 농수산업부, 2021년 6월 

지도 20: 타우라 포인트 수생 보호지역 – 레푸지 보호구역*, 울루웨어 베이** 및 코가라 

베이*** 
*본 레푸지 보호구역에서는 여가용 그물낚시가 허용됩니다.  
**울루웨어 베이와 코가라 베이에서는 작살낚시가 허용됩니다. 
***코가라 베이에서는 바지락, 새조개 및 골뱅이 채취가 금지됩니다. 

 

지도 21: 보트하버 수생 보호지역* 
*바닷가재와 미끼용 해초는 본 보호지역에서 채취가능하며, 전복은 주말 및 NSW주 공휴일에 한해 채취가 가능합니다. 바닷가재와 전복 
채취에는 어획량과 크기 제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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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22: 십락 수생 보호지역* 
*포트 해킹 전수역에 걸쳐 작살낚시는 금지됩니다. 

 
 

지도 23: 건나마타 베이* 및 심슨즈 베이비치부터 코스텐스 포인트까지** 
*건나마타 베이에서는 갯지렁이, 집게 게와 조개류 채취가 금지됩니다. 본 지역에서는 문어와 같은 두족류와 바다성게와 같은 극피동물의 
채취는 허용됩니다. 
**심슨즈 베이비치부터 코스텐스 포인트까지의 지역에서는 새조개, 달팽이 및 굴을 포함하는 모든 쌍각류 조개와 복족류 조개의 채취가 
금지됩니다. 본 지역에서는 가재 게, 게, 문어 및 바다 성게와 같은 갑각류, 극피동물 및 두족류 채취가 허용됩니다. 

 
 

  



낚시 가이드: 시드니지역의 해안 암반 및 모래벌판에서 동식물 채취에 관한 규정 
 

14    NSW 농수산업부, 2021년 6월 

지도 24: 캐비지트리 포인트 조간대 보호지역* 
*바닷가재와 미끼용 해초는 본 보호지역에서 채취가능하며, 전복은 주말 및 NSW주 공휴일에 한해 채취가 가능합니다. 바닷가재와 전복 
채취에는 어획량과 크기 제한이 적용됩니다. 

 

기타 지역 
기타 시드니 인근 해안에서는 바다 동식물을 손으로 채취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금지된 어획 기구  

그물망 투망 망치 및 끌 불빛을 이용한 작살낚시 

    

채취가 허용되는 일반 바다 동물의 어획량 및 크기 제한 

새조개, 홍합 및 바지락 터번 달팽이 바다 성게 

 

바지락: 미끼용만 가능   

어획량 제한: 총 50마리 

허용 길이: 해당없음  새조개 20 개 

어획량 제한: 총 20마리 
허용 길이: 시드니와 밀리터리 터번 
달팽이에 한해 7.5cm 

어획량 제한: 총 10마리 

허용 길이: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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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 굴 가리비 

 

해안 암반과 시드니 하버에서 잡을 수 없음  
 

어획량 제한: 총 10마리 

허용 길이: 해당없음 

어획량 제한: 총 50마리 

허용 길이: 해당없음 

어획량 제한: 총 50마리 

허용 길이: 해당없음 

전복 이스턴 락 랍스터 솔져 크랩 

   

어획량 제한: 총 2마리 

허용 길이: 11.7cm 

어획량 제한: 총 2마리 

허용 길이: 10.4cm ~ 18cm 

어획량 제한: 총 100마리 

허용 길이: 해당없음 

머드 크랩 블루 스위머 크랩 기타 게종류 

  
  

스패너 크랩을 제외하고 다음 제한이 

적용됨 
어획량 제한: 총 5마리 

허용 길이: 8.5cm 

어획량 제한: 총 10, 20마리  

허용 길이: 6.5cm 

어획량 제한: 총 10마리 

허용 길이: 해당없음 

집게 게 갯지렁이 기타 바다 벌레 

  
  

 

어획량 제한: 총 100마리 

허용 길이: 해당없음 

어획량 제한: 20마리(일부 포함) 

허용 길이: 해당없음 

어획량 제한: 총 100마리 

허용 길이: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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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제보이(우렁쉥이) 새우 기타 바다 달팽이류 

 

  
 

 

어획량 제한: 총 20마리 

허용 길이: 해당없음 

어획량 제한: 총 10리터 

허용 길이: 해당없음 

어획량 제한: 총 20마리 

허용 길이: 해당없음 

기타 무척추동물 규정 

굴을 보태니 베이, 조지스 리버, 쿡스 리버 및 이들의 지류 수역에서 채취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바다 동물(무척추동물)을 합법적으로 채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손으로 채취 (장갑허용) 
• 칼날의 길이가 폭보다 크고 날이 한 쪽에만 있는 칼을 사용 
• 암반에서의 사용을 제외하고 무척추동물을 채취하는데 집게를 사용할 수 있음 
• 통상 손펌프를 사용해서 바다 집게 게를 잡을 수 있음 (손펌프 원통의 길이는 85mm이내) 

 
다음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전복의 내장을 미끼로 사용하기; 
• 물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복, 락 랍스터 또는 터번 달팽이를 변형시키거나 껍데기를 
벗기는 행위; 

• 물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껍데기를 제거하거나 머리/껍질/꼬리를 제거함으로써 허용 
길이가 정해진 무척추동물의 길이를 바꾸는 행위; 

• 조간대 암반에서 작살 또는 작살총으로 게를 잡는 행위. 

여가낚시 허가 요금 

NSW내에서 낚시를 하거나, 무척추동물 또는 해초류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가낚시 허가 요금을 
지불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www.onegov.nsw.gov.au/new/categories/recreational-fishing; 
• 전화: 1300 369 365 (비자, 마스터카드만 가능) 또는; 
• 일반 및 골드 낚시 허가 요금 대리점과 NSW주내 대부분 Kmart 상점에서 지불 가능. 

벌금 

수생 보호지역 및 조간대 보호지역을 포함한 어획 금지구역에서 어패류 (무척추동물, 조개류, 기타 포함)를 채취 
혹은 소지하는 사람에게는 벌금이 적용됩니다. 

불법어획 신고 
불법 어획 행위는 1800 043 536번의 피셔스 와치(Fisher’s Watch) 로 전화하십시오 (NSW주내 24시간 무료 
전화). 

추가정보 

어획 제한에 관한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dpi.nsw.gov.au/fishing 
 
© 본 책자의 저작권은 뉴사우스웨일즈주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본 책자가 NSW주 농수산업부 소유라는 사실을 밝히기만 하면 복사, 배부 혹은 여타 다른 
방법으로 자유롭게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 NSW주 농수산업부 

책임소재 한계 고지: 본 책자에 담긴 정보는 제작 시점 (2021년 6월)에서의 지식과 이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정보가 발전하기 때문에 본 책자를 
이용하는 사람은 자신이 의지하는 정보가 최신의 정보임을 농수산업부의 담당직원 또는 자신이 선택한 객관적인 조언자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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