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신의 풀장과 아이들을 보호하세요  
체크리스트 

2012년 11월  

웹사이트 (http://kidshealth.schn.health.nsw.gov.au) 에 가셔서 프로젝트 탭 아래에   
위치한 익사예방링크를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10-2011년 사이에 NSW 주에서는 5세 미만 어린이 12명이 익사하였으며, 익사
에 근접한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어린이는 64명에 이릅니다. 모든 연령  중에서 
5세 미만 어린이들의 익사율이 가장 높고, 익사사고의 50%는 수영장에서 발생합
니다.   
  
미흡하게 설치된 수영장 울타리는 5세 미만 어린이의 익사 및 익사근접 사고율을 
높이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풀장 울타리는 풀장 출입을 제한시켜 추가적인  
보호막을 제공합니다. 
  
수영장을 소유한 사람은 연중 내내 수영장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특히  
여름이 시작되기 몇 개월 전부터 점검이 필요합니다.  
  
호주의 모든 주 및 테리토리의 수영장 울타리 관련법률에는 차이가 있음을 주지하
십시오. 본 체크리스트는 NSW 주에만 해당됩니다.  
  
1992년 수영장 관련 법령(NSW) 위반자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수영장 등록부 
2013년 10월 29일 부터 모든 풀장은 주 전체를 상으로 하는 풀장 등록부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등록은 2013년 4월 29일부터 가능합니다. 풀장 소유주는 등록 과정에서 풀장에 설치된 보호 장벽
이 해당 규정에 부합함을 증명해야 하며, 풀장을 등록하지 않는 풀장 소유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됩
니다. 

2013년 4월 29일 이후 - 주 전체를  
상으로 하는 풀장 등록부에 풀장을 등록

하셨습니까? 

� 네 아니오-  지역 카운슬, 민간인증회사에 연
락하거나 NSW주 정부가 제공하는 웹사
이트에서 풀장을 등록하세요 

수영장 점검 
2014년 4월 29일 부터 2개 이상의 거주장소를 갖춘 모든 관광객/방문객용 숙소와  
건물은 적어도 3년에 한번씩 수영장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거주장소란 거처가 가능하거나 분리된 거처장소로 사용될 수 있도록 건축 또는 개조되어 거주 및 
사용중인 방 또는 2칸 이상의 방들을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타운 하우스/빌라, 거주용 플랫과 아파
트가 포함됩니다. 주택단지내 풀장, 커뮤니티 주택단지, 이동주택 캠프장, 야영지 등의  공동 풀장 

담당 지역에 한 카운슬 수영장 점검 프로그램은 모두 2013년 10월 29일 이전에 시작됩니다. 지
역 카운슬은 첫 점검 시 풀장 소유자에게 최고 150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고 두 번째 점검이 필요한 
경우 (첫 점검에서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 최고 100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지역 카운슬에 문의바랍니다.  

2014년 4월 29일 부터 수영장을 갖춘 모든 주거용 건물은 해당 건물의 임  또는 매매 이전에 풀장
과 관련하여 유효한 법령준수 증명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2012년 5월 1일 부터 풀장 소유자는 지역 카운슬이나 공인 인증사를 통해 법령준수 증명서 발급을 
위한 풀장 보호장벽 점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수 증명서는 3년간 유효합니다. 

개인 수영장의 소유자는 1992 년 수영장 관련 법령(NSW)에 의거하여 주거 건물 그리고  
주거 건물과 접해있는 공공 또는 개인소유 공간으로부터 수영장을 분리시키는 어린이 보호용 장벽
을 풀장 주위에 항상 설치해두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표준에 부합하는 풀장을 둘러싸는 4면의 펜스가 적법한 장벽입니다.  
 
그러나 풀장이 설치된 시기와 풀장이 위치한 장소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기준 및 특정한 면제사항
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풀장을 거주지로부터 분리시키는 어린이 보호용 문이나 창문 잠금장치
의 사용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풀장에 필요한 보호 장벽의 종류나 풀장 설치 기준에 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해당지역 카운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영장 관련 법률과 개인 상황 



스키머 박스  
풀장의 스키머 박스, 특히 오래된 ‘유아용 변기식’ 스키머 박스에 앉을 경우 발생할 수 있
는 심각한 인체 내부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1993년 이후부터 NSW 주의 모든 풀장 및 스
파는 안전한 스키머 박스를 갖추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의 스키머 박스는 공구를 사용해
야만 제거가 가능한 돔 형태의 영구 보
호 뚜껑과 안전 덮개를 갖추고 있습니
까? 
 
 

� 네 아니오 – 필터 주입구에 영구 보호
뚜껑을 설치하세요. 섬유유리 풀장 
제조사 및 수리업체(전화번호부에서 
검색가능)가 이 작업을 할 수 있습니
다. 또한 가까운 수영장 용품점에서
도 구형 스키머 박스 개조 세트를 저
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스키머 박스            안전하게 개조된 스키머 박스 
신규 수영장 

풀장 공사 중 풀장 주위에 임시 울타리
를 설치하셨습니까? 

� 네 아니오 – 임시 울타리를  
설치하십시오.  

신규 풀장을 만들기 전에 지역 카운슬
로부터 허가를 받으셨습니까? 

� 네 아니오 – 현지 카운슬 또는 민간  
건축 인증업체에 연락하십시오.  

영구 울타리 설치 위치에 해 현지  
카운슬에 문의하셨습니까?  

� 네 아니오 – 현지 카운슬에 연락하여 
영구 풀장 울타리의 위치가 카운슬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적법한 영구 울타리가 설치된 이후  
최 한 빠른 시일 안에 현지 카운슬  
또는 민간 건축 인증업체로부터 최종 
점검을 받으셨습니까?  

� 네 아니오 – 현지 카운슬이나 민간  
건축 인증업체에 연락하여 최종  
점검을 받으십시오.  

2011년 작업 보건 및 안전 법규(커먼웰스)에 의거하여, 굴착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
건 및 안전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공사 중인 모든 신규 풀장에는 임시 울타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아이들이 비어있는 풀장으로 떨어지는 사고나 비가 내린 후 풀장에 고인 
물로 인해 익사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풀장내부울타리 – 높이 - 바운더리 울타리는 별도 부분 참조  
풀장 울타리의 높이가 완성된 지면으로
부터 최소 1.2m 입니까? 

� 네 아니오 – 건축업자, 풀장기술자  
또는 울타리업체에 즉시  
연락하십시오. 

풀장 울타리 –  기어 오를 수 없는 지역  (Non Climbable Zone: NCZ) 
나무, 관목 또는 BBQ, 화분, 장난감,  
사다리, 의자 등과 같은 기타 물품이  
기어 오를 수 없는 90cm 구역 (NCZ) (풀
장 울타리 밖 상단으로부터 지면을 향해 
아치를 이루는 포물선 형태로 측정) 밖
에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네 아니오 – 아이들이 울타리를 넘어
가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
록 나무, 풀장 보호장벽 부근의 관
목 및 BBQ, 화분식물, 장난감, 사
다리,  
의자 등과 같은 기타 물품은 기어  
오를 수 없는 90cm 지역안에 두
지 마십시오.  

풀장 울타리 안쪽에 있는 ‘기어 오를 수 없는 50cm 구역’에는 영구 구조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차고, 퍼골라, 빨래줄, 보트보관소, 경사로/폰툰 보트, 창고 등과 같이  

풀장과 관련없는 구조물들은 풀장 지역에 둘 수 없습니다.  

 
풀장 울타리– 수직 기둥의 틈 
울타리에 수직 기둥들이 있는 경우, 기둥 
사이의 틈은 10cm 이하 입니까? 

주의 : 기둥의 휘어짐을 감안하여 최  
10cm 간격, 보통 9cm 이하로 측정   

� 네 아니오 – 인가된 건축업자, 풀장  
기술자 또는 울타리업체에 즉시 연
락하십시오.  

풀장 울타리 – 기어 오를 수 있는 가로 기둥 
펜스의 가로 기둥은 서로 최소 90cm  
이상 떨어져 있습니까? 

� 네 아니오 – 인가된 건축업자, 풀장  
기술자 또는 울타리업체에 즉시 연
락하십시오.  

풀장 울타리 – 울타리 밑부분의 틈 

풀장 울타리 밑 부분과 완성된 지면  
사이의 틈은 10cm 이내입니까? 

� 네 아니오 – 인가된 건축업자, 풀장  
기술자 또는 울타리업체에 즉시 연
락하십시오.  



  
풀장 울타리와 출입문 - 유지보수 

풀장 울타리– 출입문 잠금장치 위치  
풀장 출입문에 있는 비보호 잠금장치
가 지면으로부터 최소 150cm 상단에 
위치합니까?    

� 네 아니요 - 잠금장치가 지면으로부터 
150cm 하단에 있다면, 잠금장치는 
울타리 안쪽에서 울타리 상단 
으로부터 최소 15cm 아래 지점에  
위치해야 하며 잠금장치의 최소 
45cm 반경 이내에는 보호장치가 설
치되어야 합니다.  

심폐소생술 (CPR) 표지판  
3미터 거리에서 읽을 수 있는 양호한 
상태의 CPR 표지판을 풀장 부근에 갖
추고 있습니까?    

주의: CPR표지판의 색이 바래지면 교체해
합니다.   

� 네 아니요– 인근 수영장용품점, 카운슬 
또는 성요한앰뷸런스, 호주적십자, 
로얄인명구조협회 등과 같은 지역사
회 기관에서 CPR 표지판을 구입, 설
치하십시오.  

울타리의 볼트, 나사, 조임쇠가 모두  
단단히 조여져 있고 양호한 상태입니
까?    

� 네 아니요 - 느슨한 볼트, 나사, 조임쇠
는 단단히 조이거나 교체해야 합니
다.   

자체폐쇄문 경첩, 자물쇠, 걸쇠에  
윤활유 또는 실리콘을 바르십니까?  

� 네 아니요 – 풀장 울타리 /출입문  
제조사는 울타리와 출입문의 유지보
수설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설명서
에는 스프링 교체 및 자체폐쇄문  
경첩, 자물쇠, 걸쇠에 윤활유 또는  
실리콘을 주기적으로 바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이를 통해 자체폐쇄문
과 자동잠금문의 고장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풀장 - 출입문, 자동폐쇄 및 잠금 장치   

풀장 출입문이 바깥쪽으로 (풀장 외부 
방향) 열립니까?  

� 네 아니요– 바깥쪽으로 (풀장 외부 
방향) 열리도록 재설치 하십시오.   

풀장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별도로  
힘을 가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닫힙니까? 

� 네 
아니요 - 잠금 및 폐쇄장치가 새로 
설치될 때까지 출입문을 영구적으
로 잠궈두십시오. 자폐 및 잠금장치
는 수영장용품점, 철물점에서 구입
가능하며 설치도 쉽습니다.  

풀장 출입문이 닫혔을 때 자동으로 잠깁
니까? (자동잠금) 

� 네 

버팀목을 사용하여 출입문을 열어두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입니까?  

� 네 아니요– 출입문을 항상 닫고, 버팀
목등을 사용해 열어두지 마십시오.  

풀장 울타리의 일부로 사용되는 바운더리 울타리 

바운더리 울타리 안쪽에 가로 기둥들이 
있는 경우, 기둥들은 기어오를 수 없는 
90 cm 구역 밖에 있습니까? ( 풀장 울타
리 안쪽의 상단으로부터 지면을 향해  
아치를 이루는 포물선 형태로 측정)  

� 네 아니요 - 전문건축가, 수영장  
기술자, 울타리업체 등에 연락해 적
절한 해결책을 마련하십시오.     

어린이에게 안전한 창문 - 창틀은 지면으로부터 180cm  미만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수영장 및 보호장벽은 울타리 또는 장벽의 일부로  
어린이 안전 창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 (child-safe) 창문 설치를  
포함하는 구형 수영장의 설치규정과 어린이 보호 (child-resistant) 창문 설치를 포함하는  
신규 수영장의 설치규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수영장 보호장벽의 일부를 구성하는 창문
이 해당 기준에 맞게 유지되지 않을 경우, 현재 적용되는 어린이 보호창문 설치 규정을 따
라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변경 또는 재건축된 보호장벽들도 현재 적용되는 어린이 보
호창문 설치 규정을 따라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카운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안전 창문이 수영장 보호장벽의 일부
인 경우, 창문에 잠금장치 또는 창문을 10cm  
이상 열 수 없게 만드는 안전 스크린이 설치
되어 있습니까?  

� 네 아니요– 예외적인 어린이 안전 창문설치
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적
용되는 어린이 보호창문 설치 규정을 준
수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 창문이 수영장 보호장벽의 일부
인 경우, 창문이 열리는 부분에 보호막 기나 
그물망이 영구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 네 아니요– 보호막 기나 그물망 (틈새는 
10cm 미만)을 창문이 열리는 부분에 설
치하십시오. 보호막 기 및 그물망은 철
물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나  지역 카운
슬이나 건축업자의조언도 구하십시오.  



어린이에게 안전한 출입문  

일부 구형 풀장들의 출입문은 풀장 울타리 또는 보호장벽의 일부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풀장 건축이나 보호장벽의 변경/재건축시 더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입문이 수영장 보호장벽의 일부인  
경우,  문이 자동으로 닫힙니까?    

� 네 

아니요 

예외적인 어린이 안전 출입문  
설치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영장 주위에 4면 울타리 설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카운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문이 수영장 보호장벽의 일부인  
경우, 문이 자동으로 잠깁니까?   

� 네 

출입문이 수영장 보호장벽의 일부인  
경우, 잠금장치가 지면으로부터 최소 
150c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고 
문 양쪽에서 조작 가능합니까?  

� 네 

출입문이 수영장 보호장벽의 일부인  
경우, 바닥과 지상 100cm 사이에서  
출입문 또는 문틀에 발 디딜 수 있는 
1cm  이상의 틈은 없는지 확인하셨습니
까?   

� 네 

출입문이 수영장 보호장벽의 일부인  
경우, 애완동물 출입구가 없는지 확인하
셨습니까?  

� 네 

설치식 풀장 및 공기주입식 풀장   

설치식 풀장이 있는 경우, 울타리를 설
치하셨습니까?  

� 네 

수심 30cm 이상의 공기주입식 또는  
휴 용 풀장이 있는 경우, 울타리를 설
치하셨습니까?  

� 네 아니요 - 어린이 보호용 울타리를 설
치하십시오.    

  



스파 풀장      

스파 풀장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
셨습니까?  

  

� 네 아니요– 어린이에게 안전한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미사용시 잠글 수 있는  
어린이 안전장치(문, 덮개, 안전망,  
그물망 등)로 스파를 안전하게 덮어 
두십시오. 

전기기기 및 펌프가 전기안전규정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제 로 덮혀 있
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네 아니요 - 의무적으로 발급되는 전기 
안전인증번호 또는 규제준수마크가 
스파에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
오. 개의 경우 이 마크는 해당 주/ 
테리토리의 약자 (예, NSW주의 경우 
N)와 인증번호를 포함합니다.  

스파 주변에 3 미터 거리에서도  
쉽게읽을 수 있는 양호한 상태의 
CPR 표지판을 갖추고 있습니까? 

� 네 아니요- 수영장용품점, 카운슬 또는 성
요한앰뷸런스, 호주적십자, 로얄인명
구조협회와 같은 지역사회기관에서 
CPR 표지판을 구입, 설치하십시오.  

기타 확인 사항  

임차인  

모든 임 계약서는 수영장 유지보수에 한 책임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임 인에게 풀장의 손상 또는 필요한 수리작업에 해 통보해야 합니다. 임 인 또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적절한 기간내에 긴급한 수리작업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세입자는 주거지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항(수영장 울타리 결함 포함)에 해 
긴급 수리작업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