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쿨존에서 합법 주차로 어린이 안전을 지킵시다

파라마타 시 학교 안전 프로그램

질문: 이중 중앙선 근처에 주차 
해도 됩니까?

도로법(Road Rules 2014) 규정
(No. 208 Part 6)에 따라 이중  
중앙선 또는 중앙 분리대에서  
3m 이내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
입니다. 

질문: 진입로 위나 진입로에 걸쳐 
정차해도 됩니까?

운전자는 도로에서 차량과 보행
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곳이나  
마찬가지로 보도 경사로와 보도, 
자전거 도로나 통로 등을 막는 
곳에 절대로 정차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 교차로 근처에 주차해도 됩
니까?

도로법(Rule 170 part 3)에  
“운전자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 
에서 교차로와 가장 가까운 지점 
으로부터 10m 이내에 정차해서는 
안 되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 통행로나 자연 녹지대에 
정차해도 됩니까?

운전자는 시가지에서 차도와 인
접한 차량 진입로, 자전거 도로, 
보도, 공유 경로, 중앙 분리대, 
자연 녹지대에 절대로 정차해서
는 안 됩니다.

*스쿨존의 경우 $263 또는 $337 벌금과 벌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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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의 경우 $263 또는 $337 벌금과  
벌점 적용 

*스쿨존의 경우 $263 또는 $337 벌금과 벌점 적용 
*스쿨존의 경우 $337 벌금과 벌점 또는 
$448 벌금과 벌점 적용

*벌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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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도로 안전
등하교 운전 시   

1. 도로 법규와 표지판을 준수하십시오
안전한 환경을 위해 법규와 표지판이 있습니다. 누구든 예외 
없이 도로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2. 학교 가까이 주차하리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등하교 시간은 승하차로 복잡합니다. 되도록 학교와 가깝게  
주차하려는 기대만 버려도 바로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걱정도 
줄어들 것입니다.

학교에서 좀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교실까지 걸어갈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 시간을 이용해 자녀와 학교생활에 관한 이야 
기를 나눠보십시오. 적어도 8세까지 자녀는 손을 잡고 걷고, 
10세가 될 때까지는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3. 학교 주변 주차 제한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평일 낮이나 주말의 조용한 시간에 학교로 가서 천천히  
학교 주위를 걸으며 도로 표지판을 살펴보십시오. 합법적 
으로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아두십 
시오. 그러다 보면 복잡한 등하교 시간 때에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주차 공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도로 안전은 모든 도로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다른 도로  
이용자를 잘 살피며, 여유를 가지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불법 회전이나 불법 주차로 다른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도로를 건널 때는 언제나 멈춰서! 도로변에서  
한걸음 물러나 주위를 살피고! 항상 양방향에서 차가 오는 
 소리를 듣고! 건너기에 안전한지 생각하라! 고 일러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