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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안전 자료표

현재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버스 구역 호주 도로 규칙 - 195

귀하의 차량을 버스 구역 내에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일부 버스 구역은 그 운영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주차 금지 제한이 지정된 시간에만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정차 포함 (차량은 움직이지 않지만 엔진은 계속 돌아가고 있을 때).

벌금: 최저 $283부터 
스쿨 존 벌금: $362 + 2 벌점

보행자 횡단보도  
호주 도로 규칙 -171-173

어떠한 경우에도 보행자 횡단보도 위 또는 근처에 주차 또는 정차할 수 
없습니다.

정차 포함 (차량은 움직이지 않지만 엔진은 계속 돌아가고 있을 때).

벌금: 최저 $362부터 + 1 벌점 
스쿨 존 벌금: $481 + 2 벌점

정차 금지 구역 호주 도로 규칙 - 167

정차 금지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는, 표시된 구역 내에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습니다.

정차 포함 (차량은 움직이지 않지만 엔진은 계속 돌아가고 있을 때).

벌금: 최저 $283부터 
스쿨 존 벌금: $362 + 2 벌점

주차 금지 구역 호주 도로 규칙 - 168

주차 금지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는, 승객이나 물건을 내려 놓거나 
픽업하는 목적으로 차량을 정차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차량을 2분 이상 정차해서는 안되며 운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차량으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 구역에 주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부 주차 금지 구역은 그 운영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주차 금지 제한이 지정된 시간에만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정차 포함 (차량은 움직이지 않지만 엔진은 계속 돌아가고 있을 때).

벌금: 최저  $120부터 
스쿨 존 벌금:스쿨 존 벌금:  $201 + 2  벌점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의회의 도로 안전 사무소(8757 9000)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교차로  
호주 도로 규칙 - 171-173

도로표지판에 주차 허용 표시가 없는 한, 교차로에서 교통 신호등이 
있는 교차 도로로부터 20미터 이내 또는 로터리나 교통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10미터 이내에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정차 포함 (차량은 움직이지 않지만 엔진은 계속 돌아가고 있을 때).

벌금: 최저 $283부터



인도와 녹지 분리대 호주 도로 규칙 - 197

귀하 차량의 두 바퀴를 녹지 분리대에 걸쳐서 또는 인도를 
가로질러 또는 인도 위에 주차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보행자 및/또는 오토바이의 통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차 포함 (차량은 움직이지 않지만 엔진은 계속 돌아가고 있을 
때).

벌금: 최저 $120 부터 
스쿨 존 벌금: $201 + 2 벌점

진입로 호주 도로 규칙 - 198

귀하의 차량을 진입로를 가로질러 또는 진입로에 주차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장소에 출입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진입로에는 승객이나 물건을 내려 놓거나 픽업하는 목적으로 
차량을 정차할 수 있습니다.

벌금: 최저 $120부터 
스쿨 존 벌금: $201 + 2 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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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 구역
귀하의 차량을 장애인 주차 표지판이 있는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면 안 됩니다. 단, 귀하에게 유효한 이동 주차 제도(Mobility 
Parking Scheme, MPS) 카드가 있고 장애인을 이송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벌금: 최저 $603부터

연속 노란색 차선
도로 경계석을 따라 연속 노란색 차선이 칠해져 있는 도로에서는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습니다.

벌금: 최저 $283부터

이중 주차 호주 도로 규칙 - 189

도로 변에 이미 주차한 차량과 나란이 귀하의 차량을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정차 포함 (차량은 움직이지 않지만 엔진은 계속 돌아가고 있을 
때).

벌금: 최저 $283부터 
스쿨 존 벌금: $362 + 2 벌점

현재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의회의 도로 안전 사무소(8757 9000)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주차 벌금
도로 안전 자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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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사용 호주 도로 규칙 - 300

운전 교습자, P1 및 P2 면허 소지자:

어떠한 상황에서도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도 앱 사용, 교통 신호 대기 시, 엔진이 
켜진 상태에서 길 한쪽에 차를 댄 경우, 도로 정체 시 
포함) 단,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엔진이 완전히 꺼진 
상태는 예외로 합니다.

전화기를 동승자에게 건네 주지 않는 한 어떠한 
식으로든 전화기를 들고 있으면 불법입니다.

벌금: $362 + 5 벌점 
스쿨 존 벌금: $481 + 5 벌점

정식 면허 소지자:

블루투스나 핸즈 프리 모드에서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휴대폰 
사용이 허가됩니다.

메시지/이메일(문자 또는 음성) 송수신, 전화 걸기 또는 받기나 사진/
비디오 촬영을 위해 전화기를 들고 있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거치대(차량에 고정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아야 함)에 
고정시켜서 완전한 핸즈 프리 모드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벌금: $362 + 5 벌점 
스쿨 존 벌금: $481 + 5 벌점

주: 심지어 합법적인 휴대폰 사용도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의회의 도로 안전 사무소(8757 9000)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휴대폰 사용
도로 안전 자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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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ing Under the Influence (DUI)
도로 안전 자료표

약물과 알코올 
알코올 및 약물은 도로변 경찰 테스트로 탐지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

마지막 음주 후 12시간이 지나도 얼마나 많이 마셨냐에 따라서 0.02 또는 0.03 혈중 알코올 농도가 검출될 
수도 있습니다.

마리화나:

최초라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피운 지 최장 30일이 지나도 여전히 검출될 수 있습니다.

다음 물질은 마지막 사용 후 최장 5일 후에도 검출될 수 있습니다:

- 암페타민  - 코카인
- 엑스터시  - 헤로인

무작위 음주 및 약물 테스트 
경찰은 임의의 운전자를 세워 무작위 음주 테스트(RBT) 또는 이동 약물 테스트(MDT)를 실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다음과 같은 경우 충돌 사고에 연루된 모든 운전자들을 테스트합니다.

• 차량이 견인되었을 때,

•  부상자가 있을 때,

•  운전자가 알코올이나 약물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될 때.

귀하가 충돌 사고에 대한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 충돌 현장에서 음주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  귀하가 약물의 영향을 받았다고 의심받을 경우 약물 테스트를 위해 귀하를 체포하게 됩니다.

•  귀하가 병원으로 실려가는 경우, 알코올 및 약물 테스트를 위해 혈액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귀하가 충돌 사고에 대해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귀하가 사고 후 알코올이나 약물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귀하의 보험사는 사고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으며 귀하가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DUI = 범죄 기록 
음주 운전으로 유죄를 받게 되면 이후 최소 5년간 귀하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음의 사항을 할 수 없게 되는 유일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직장 구하기(또는 현재의 직장 유지)
• 자동차, 주택 및 소유물에 대한 보험 보장.
• 숙박 임대
• 개인 융자
• 휴가를 위한 여행 비자

알고 계셨습니까?
청소년 범죄법(Young Offenders Act, 1997)은 교통법규위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통법규위반의 경우 16세의 교습 운전자들도 법원에서 성인으로 취급받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의회의 도로 안전 사무소(8757 9000)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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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U턴 호주 도로 규칙 - 132 (2A)

만약 U턴을 다음 장소에서 하는 경우, $362 + 3 벌점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U턴 위반 호주 도로 규칙 - 37-42

기타 U턴 위반과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설명 벌금과 벌점 스쿨존 
벌금과 벌점

접근하는 차량을 보지 않고 U턴 
시작

$283 + 2 DP $362 + 3 DP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운전자가 
안전하지 않게 U턴 시작

$283 + 2 DP $362 + 3 DP

차량/보행자에 대한 양보 없이 U
턴하는 행위

$283 + 2 DP $481 + 4 DP

신호를 어기고 분리대에서 차가 
안 올때 U턴하는 행위

$283 + 2 DP $362 + 3 DP

신호를 어기고 도로의 길이에서 
U턴하는 행위

$283 + 2 DP $362 + 3 DP

교통신호에 따라 교차로에서 U턴
하는 행위

$283 + 2 DP $362 + 3 DP

신호를 어기고 (깜박이 없이) 교차
로에서 U턴하는 행위

$283 + 2 DP $362 + 3 DP

분리선/중앙 분리대에서 가장 가
까운 차선에서 U턴을 시작하지 

않는 행위
$283 + 2 DP $362 + 3 DP

도로의 중앙의 왼쪽에서 U턴을 
시작하지 않는 행위

$283 + 2 DP $362 + 3 DP

• 단일 연속선이 도로를 
분할하는 곳. 

• 점선 분할선의 왼쪽에 단일 
분할선이 있는 곳.

• 2개의 평행 연속 분할선이 
있는 곳.

현재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의회의 도로 안전 사무소(8757 9000)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불법 U턴
도로 안전 자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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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거리 유지
운전할 때는 충돌을 피하려면 앞에 무엇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3건의 충돌사고 중 거의 1건이 추돌사고입니다. “3초 간격”의 차간 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할 경우 앞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다른 차량의 후미에 가깝게 달라 붙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에서 공을 쫓아가는 아이를 본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고 액셀러레이터에서 
발을 떼기까지 적어도 1초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브레이크를 밟고 감속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차트는 각각 다른 속도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기까지 얼마의 거리를 달리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완전히 멈추기까지 얼마의 거리가 필요한지도 보여줍니다.

아래의 첫 번째 계산은 건조한 도로에서 50km/h의 속도로 달리고 있으며, 운전자의 반응시간은 1.5초이고 
브레이크와 타이어가 양호한 현대식 차량을 가정합니다. 50과 100 km/h 속도에 대한 추가 비교가 각각 
건조한 도로와 젖은 도로에 대해서 제공됩니다.; .

주: 이 계산은 참고용으로만 제공됩니다. 호주 교통안전국(Australian Transport Safety Bureau).

반응 거리 제동 거리

감속 없음 감속

KM/H

50
50 젖은

100
100 젖은

총 M

33
41
81
121

50 km/h로 운전할 때, 귀하의 차량은 초당 13.9 m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평균적으로 운전자의 반응 시간은 
1.5초이며, 50 km/h로 운전 시 위험에 반응하기까지 21m 이동합니다(첫 번째의 예). 그래서 비상 정지의 
경우, 3초의 차간 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날씨 상태가 건조함에서 젖은 상태로 바뀌면, 차간 거리를 더 
늘려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원의 판결:
운전자의 실수로 후방 추돌 사고가 나는 경우 보통 전방의 차를 추돌합니다. 왜냐하면 조건에 
따라 적합하게 속도를 조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1M
21M
42M
42M

12M
20M
49M
79M

차간 거리
도로 안전 자료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의회의 도로 안전 사무소(8757 9000)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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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적용 방법
앞의 정지되어 있는 지점을 선택하십시오(예: 나무, 주차된 자동차, 전봇대, 등)

앞의 차량이 그 지점을 통과한 후 다음 숫자를 세십시오: 1,001 (일천일), 1,002 (일천이), 1,003 (일천삼).

만약 1,003을 세기 전 귀하가 그 지점에 도달한다면, 앞차와 너무 가까이 붙은 것이므로 속도를 늦추십시오.

차간 거리와 관련된 핵심 안전 요소는 달리는 속도에서 1-2초의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일과 반응하는 동안 
지나가는 거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전체 정지 거리는 실제 반응 거리와 제동 거리(브레이크를 밟은 후 차가 실제 멈추기까지의 거리)로 
구성됩니다.

정지 거리는 운전자의 상태, 도로와 날씨 그리고 차량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전자의 반응 시간은 운전자가 위험 요소를 본 순간부터, 두뇌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위험한 
상황임을 깨닫고, 발을 액셀러레이터에서 브레이크 페달로 옮기는 데 걸리는 시간을 모두 더한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1.5초). 대응 속도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일의 공통적인 반응 시간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반응 시간은 운전자(피로, 피곤함, 아픔, 취함, 연령, 성별), 가시성, 하루 중 시간대, 심리적 부담, 긴급성, 
기대치 등 여러 변수에 따라 1초에서 4 초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다른 차 뒤에 너무 가깝게 붙어서 안전하게 멈출 수 없는 경우 호주 도로 규칙 - 126-127 
벌금: 최저 $481부터 + 3 벌점 

    Start    1,001        1,002           1,003 
세기 시작

정지된 물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의회의 도로 안전 사무소(8757 9000)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3초 법칙
도로 안전 자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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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과속 위반 벌칙 호주 도로 규칙 - 20

KM/H 제한 초과 벌금과 벌점 벌금 등급 스쿨존
벌금과 벌점

1-10

$128 + 4DP L+P1+P2 면허 * $211 + 5DP

$128+ 1DP 제약이 없는 면허 $211 + 2DP

$379 + 1DP >4.5 톤 GVM 트럭 및 코치 $507 + 2DP

11-20

$295 + 4DP L+P1+P2 라이센스 * $379 + 5DP

$295 + 3DP 제약이 없는 면허 $379 + 4DP

$507 + 3DP >4.5 톤 GVM 트럭 및 코치 $632 + 4DP

21-30
$507 + 4DP

L+P1+P2 라이센스 *
제약이 없는 면허

$632 + 5DP

$632 + 4DP >4.5 톤 GVM 트럭 및 코치 $760 + 5DP

31-45

$970 + 5DP
L+P1+P2 라이센스 *

제약이 없는 면허
>4.5  톤 GVM 트럭 및 코치

$1,224 + 6DP

$1,519 + 5DP >12  톤 GVM 트럭 및 코치 $1,604 + 6DP

+면허 정지 = 최소 3개월

45 >

$2,616+ 6DP
L+P1+P2 면허 *
제약이 없는 면허

>4.5 톤 GVM 트럭 및 코치
$2,778 + 7DP

$3,960 + 6DP >12 톤 GVM 트럭 및 코치 $4,106 + 7DP

++면허 정지 = 최소 6개월

* 
• 교습 운전자와 P1 번호판 운전자들은 모든 과속 위반의 경우 최소 3개월 면허 정지가 됩니다.
• P2 번호판 운전자들은 두 번째 과속 위반의 경우 최소 3개월 면허 정지가 됩니다.
• 교습자와 임시 운전자들은 제한 속도보다 30 km/h 이상 과속 시 즉시 면허 정지되고 면허증은 몰수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의회의 도로 안전 사무소(8757 9000)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과속 벌금
도로 안전 자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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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벌칙 및 아동 카시트
도로 안전 자료표

벌금은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위반 유형 납부자 벌금과 벌점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

$362 + 3DP 

1명의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

$362 + 3DP 

2명의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

$723 + 6DP

3명의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

$1,166+ 6DP

4명의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

$1,528 + 6DP

연령에 맞게 승인된 카시트에 탑승하지 
않은 아동

$362 + 3DP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
동승자 (16세 이

상인 경우)

$362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공유한 경우 $362

안전벨트 벌칙 호주 도로 규칙 - 256-267

6개월 미만 아동
필수: 후방향 카시트

6개월-4세 아동
필수: 후방향 또는 전방향 
카시트 

4-7세 아동
필수: 전방향 카시트 또는 
부스트 시트

• 4세 미만의 아동은 2-3열이 있는 차량의 맨 앞 좌석에 탈 수 없습니다.
•  4세에서 7세 미만의 아동은 2-3열이 있는 차량의 맨 앞 좌석에 탈 수 없습니다. 단, 모든 뒷좌석

이 카시트나 부스터 시트에 착석한 7세 미만의 아동으로 점유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만약 아동이 연령에 적합하게 승인된 카시트에 타지 않고 이동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벌금을 받
을 수 있습니다. $362 + 3 벌점.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의회의 도로 안전 사무소(8757 9000)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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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안전 자료표

지금까지, 귀하는 학교 주변의

‘Go 40 For Me’ 도로 표지판에 익숙하실 겁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올바르게 운전하며 스쿨존에서 
40 kmph 이하로 운전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올 때 더욱 
안전해졌습니다.

왜 40 kmph를 제한 속도로 지정했을까요?

전문 운전자들과 연구자들이 테스트를 실행하여 
속도가 더 빠를수록, 충돌시 더 위험해짐을 
입증했습니다.

60 kmph로 달리는 차량에 치일 경우, 15%의 
아동만이 살아 남습니다. 50 kmph에 치이면, 
55%가 살아 남습니다. 40kmph이면, 75%의 
아동이 살아 남습니다.

천천히 갈수록 귀하의 차량 앞에서 달리거나, 
걷거나, 넘어지는 아이를 사망하게 만들 
가능성이 더 낮아집니다.

또한 속도는 정차에 걸리는 거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아동이 도로에 뛰어 들거나, 차량 
앞으로 걸어 들어오는 경우, 귀하가 그것을 본 
순간으로부터, 최소 다음의 거리가 필요합니다.

• 40 kmph의 경우 정차까지 18미터
•  50 kmph의 경우 정차까지 27미터
•  60 kmph의 경우 정차까지 39미터

브레이크가 얼마나 좋은 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거리는 정상적인 도로에서 모든 차량과 
오토바이에 적용됩니다. 만약 미끄러지거나

타이어 및 브레이크가 닳은 경우 멈추는 데 더 
오래 걸립니다. 기억하십시오. 더 천천히 갈수록 
더 빨리 멈출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아동이 무엇을 하는지 주의하십시오.

차에서 한 눈을 파는 경우, 아동을 치기까지 
아동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스쿨존에서 아동을 치는 사고를 피하거나 
줄이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경계하십시오.

•  40kmph 제한속도 이하로 운전하십시오.

•  침착하게 운전하고 미끄러지지 마십시오.

•  타이어와 브레이크 상태가 좋은지 
확인하십시오.

•  아동이 예상치 않을 일을 할 것임에 
유의하십시오.

차량을 천천히 주의깊게 그리고 브레이크에 
쪽에 발을 둔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아동이 
무엇을 하는 지 보고 부상당하는 사람 없이 
차량을 감속하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의회의 도로 안전 사무소(8757 9000)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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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제한 - 주거 지역 
도로 안전 자료표

 

2003년 11월 이후 NSW의 모든 도심 내 건물이 
가득한 지역에서의 도심 제한 속도는 50 kmph
입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올바르게 운전하며 주거지 
도로에서 50 kmph 이하로 운전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회의 테스트에 따르면 일부 
운전자들은 여러 주거지 도로에서 60 kmph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50 kmph를 제한 속도로 지정했을까요?

더 빨리 갈수록, 멈추는 데 더 오래 걸리며 충돌 
시 더 많은 위험이 발생합니다. 특히, 아동과 
노인의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충돌 사고의 통계에 따르면 60 kmph로 달리는 
차량에 치일 경우, 15%의 아동만이 살아 
남습니다. 50 kmph로 달리는 차량에 치일 경우, 
55%의 아동만이 살아 남습니다.

따라서, 천천히 갈수록 귀하의 차량 앞에서 
달리거나, 걷거나, 넘어지는 아이를 사망하게 
만들 가능성이 더 낮아집니다. 이것은 노인 
보행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은 
도로를 건너는 데 더 오래 걸리므로, 차량을 
50 kmph 이하로 운전함으로써 그들이 도로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주거 지역의 거리에서는 심지어 제한 
속도 50 kmph 미만으로 운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도와 진입로가 나무나, 
쓰레기통 또는 주차 차량에 의해 가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속도 = 거리 = 시간

물리 법칙에 따라 더 빠르게 갈수록, 비상 
시 뭔가를 결정하는 동안 이동하는 거리가 
더욱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보행자가 나무, 
쓰레기통 또는 주차 차량 뒤에서 걸어 나오는 
경우, 귀하가 그것을 본 순간으로부터, 
액셀러레이터에서 발을 떼기까지 약 1초가 
걸립니다.

50 kmph의 속도로 달릴 경우, 그 1초 동안 13.9
미터를 이동합니다. 60 kmph에서는 16.7미터를 
이동합니다. 이것은 귀하가 경계를 하고 운전에 
집중했을 때만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 멈춘 
것이 아닙니다!

50 kmph에서 완전히 멈출 때까지 11미터를 또 
지나갑니다. 결국 사람을 보고 멈추기까지 25
미터 이상 이동하게 됩니다. 10 kmph 더 빠르게 
이동한다면, 사람을 보고 멈추기까지 적어도 
32 미터를 이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과 
거리는 보통의 도로에서 모든 운전자들에게 
적용됩니다.

더 천천히 갈수록 보행자를 보고 멈출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인도에서 보행자, 특히 아동이 무엇을 하는지 
주의하십시오. 차에서 한 눈을 파는 경우 
아동을 치기까지 아동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행자를 치게 될 가능성을 피하거나 줄이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경계하십시오. 주변을 훑어 보십시오.

•  주거 구역에서 50kmph 제한속도 이하로 
운전하십시오.

•  침착하게 운전하고 미끄러지지 마십시오.

•  타이어와 브레이크 상태가 좋은지 
확인하십시오.

•  아동과 다른 차량이 예상치 않을 일을 할 
것임에 유의하십시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의회의 도로 안전 사무소(8757 9000)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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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첫 번째 위반 5년 내 2번 이상의 위반

법원 부과 벌금 최대 $3,300 최대 $5,500

복역 기간 최대 18 개월 최장 2년

추가 면허 자격정지 12개월에서 무기한 2년에서 무기한

특정 법원 명령이 없는 경우 추가 
면허 자격정지

3개월 2년

무자격, 취소 또는 정지된 면허(면허 거부 포함)로 운전 또는 라이딩

첫 번째 위반 5년 내 2번 이상의 위반

벌칙 통보 $924 N/A

법원 부과 벌금 최대 $2,200 최대 $3,300

복역 기간 N/A 최장 18 개월

추가 면허 자격정지 무기한 최소 3년

호주 면허 없이 운전

“면허 없이 운전 또는 라이딩”하는 위반은 만료된 해외 면허로 운전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첫 번째 위반 5년 내 2번 이상의 위반

지난 2년 내 만료된 면허 $603 $924

2년 이상 전에 만료된 면허 $723 $1,446

만료된 면허로 운전 또는 라이딩

첫 번째 위반 5년 내 2번 이상의 위반

클래스 C, R, LR 또는 MR 면허 $603 $924

클래스 HR, HC 또는 MC 면허 $723 $1,446

현재 소유한 것보다 더 높은 등급의 면허가 필요한 차량을 운전 또는 라이딩 

예: 오토바이를 라이딩하지만 자동차 면허만 소지 - 첫 번째 위반 = $587

차량 소유주의 경우, 귀하의 차량을 운전 또는 라이드하는 사람이 정확한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을 ‘허용’함으로써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벌금 통지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벌칙은 운전자 또는 라이더의 벌칙과 동일합니다.

그 사람이 면허가 없거나 정확한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면허를 검사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 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0).

면허 벌칙 
도로 안전 자료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의회의 도로 안전 사무소(8757 9000)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CITY COUNCIL
CUMBERLAND 스쿨존의 안전한 감독 

도로 안전 자료표

많은 운전자들이 학교 주변에서 아동에 주의함으로써 올바르게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올 때 더욱 안전해졌습니다.

이 자료표에는 스쿨존에서 아동에 주의하는 방법에 관한 간편한 알림을 제공합니다.

도로 경계석은 안전측면입니다.

일부 학교는 자동차 주차 공간이 없거나 매우 혼잡하여 이용할 시간이 없습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주차할 때까지 아동을 차 안에 두십시오.

차에서 내리거나 타기 전에 도로 경계석 쪽으로 주차하십시오.

정문까지 아동을 걸어서 데려다 주십시오

불과 몇 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침과 오후에 자녀를 학교 정문까지 걸어서 데려다 주며 
도로를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을 교육시키십시오.

자녀가 도로를 건너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모든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 아동에 대한 위험에 주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행자 횡단보도나 
교통 신호등에서 도로를 건너는 자녀를 도와주십시오. 같이 걸어가며 행동으로 안내하십시오.

다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 도로 경계석에서 정지 

•  위험을 경계 

•  위험한 소리를 듣기 

•  위험요소가 지나갈 때까지 대기 

어떤 날은 누군가에게 자녀를 학교로 데려가거나 픽업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도로를 건널 때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을 숙지하도록 가르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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