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규정

학교 부근에서는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주차해 주십시오. 불법 주차 시 벌금이나 벌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운슬의 교통 준법 담당관이 학교 주변에서 주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 규정
을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되는 경우

10m

10m

주차 표지판이 설치된
경우(왼쪽 그림 참조)를
제외하고,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10m 이내
(신호등이 있는 경우 20m
이내)

기본 벌금: $464
벌점 적용

전방에 버스 정류장이 있을
경우 20m 이내, 후방에 있을
경우 10m 이내(그림 참조)

버스
정류장

10m

20m
기본 벌금: $349
학교 구역은 벌점 적용

평행 주차

평행 주차는 별도 표지판이 없는 경우에 주로 주차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가까운 차량과 같은
방향이고 보도와 최대한 가깝게 평행으로 주차해야 합니다.

주차 금지

주차 금지

진출입로

Wings

보행자
경사로

1m

진출입로 또는 보도 경사로
앞에는 절대 주차할 수
없습니다. 진출입로 또는 보도
경사로 양쪽 옆까지는 주차가
가능합니다(그림 참조)
기본 벌금: $349
학교 구역은 벌점 적용
주변의 주차된 차량과 최소
1m 거리를 두어야 하며, 주차
표시선이 있는 경우 표시선
안에 주차해야 합니다(그림
참조)
기본 벌금: $116

뉴사우스웨일즈 내 학교 구역 주행과 주차 위반 사항의 목록은 웹사이트를 참
조하십시오.
https://www.rms.nsw.gov.au/documents/roads/safety-rules/demerits-school.pdf

도로 안전 계획은 혼스비 샤이어 카운슬에서 수립했습니다

주차 규정
주차 금지 구역

• 이 구역에서는 사람이나
물건의 승하차를 위해 최대
2분 동안 정차할 수 있습니다.
• 운
 전자는 항상 자신의 차
안이나 차에서 3m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 차량을 벗어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 주차 금지 시간이 표지판에
안내되어 있는 경우
제한사항은 해당 시간대에
한해 적용됩니다.
• 주차 금지 구역은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벌금: $116 또는
학교 구역은 $194
+ 벌점 2점

버스 구역

• 버스 구역에서는 정차가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 정차 금지 시간이 표지판에
안내되어 있는 경우
제한사항은 해당 시간대에
한해 적용됩니다.

벌금: $272 또는 학교 구역은
$349 + 벌점 2점

이중 주차

• 도로의 중앙부분과 도로가에
주차된 다른 차량 사이에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이중 주차는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학교 구역 주변의 도로 안전을
크게 저해할 수 있습니다.

벌금: $272 또는 학교
구역은 $349 + 벌점 2점

정차 금지 구역
• 정차가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 정
 차 금지 시간이 표지판에
안내되어 있는 경우
제한사항은 해당 시간대에
한해 적용됩니다.

벌금: $272 또는 학교 구역은 $349 + 벌점 2점

안전 보행 요령

면책 사항:
본 문서는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입니다. 카운슬은
지역 내 주차 시 차량이 입은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주차 관련 교통 법규와 주차 제한사항을
파악하는 일은 운전자의 책임이며, 카운슬은 해당 법규와
주차 제한사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위반 고지서를 발부할
권한을 가집니다.

• 항상 횡단보도를 이용합니다.
• 운전자가 자신을 보고 정차할 것이라고 짐작하지 마십시오. 운전자의 시야는 언제든지 햇빛과 그늘,
주차된 차량이나 다른 방해 요인 등으로 인해 가려질 수 있습니다.
• 비가 오거나 젖은 도로에서는 차가 완전히 멈추기까지 시간이 더 걸린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교차로를 이용할 때 보도를 벗어나기 전과 길을 건너는 동안에는 회전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10세 이하 어린이는 주차장과 인도에서 그리고 길을 건널 때 항상 어른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 길을 건널 때는 휴대폰과 헤드폰이나 여타 장치의 사용을 삼가야 합니다.
• 다가오는 자전거에 유의하십시오.

본 도로 안전 계획은 혼스비 샤이어 카운슬에서 수립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