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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남부 산림 지역을 

안전하게 여행하십시오. 

 

귀하에게 익숙하지 않은 호주의 시골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시골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은 도시나 읍에서 운전하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안전을 위해 시간을 내어 이 정보를 읽으십시오. 

 

 

 

좁은 도로 

시골 도로를 같이 사용하는 트럭/화물차, 

트레일러, 트랙터, 농기구 등이 많으니 

주의해서 천천히 운전하십시오. 

 

거친 길가 및 느슨한 자갈 

위험스럽게 미끄러져 자제력을 잃거나 

자갈 구멍으로 빠지거나 둑으로 구르거나 

나무를 들이받을 수 있습니다.  

 

야생 동물 및 농장 동물 

해 질 녘과 새벽에 도로나 도로변의 동물 

특히, 캥거루를 조심하십시오. 이런 

동물은 몸집이 클 수 있으며, 충돌하면 

자동차로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서비스 지역 

대부분 시골 도로에서 휴대전화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귀하가 가는 목적지를 

누군가에게 알리고, 인쇄된 지도를 

지참하십시오.   

 

도로 위 잔해 

시골 도로에 떨어진 나무와 나뭇가지를 

조심하십시오. 

 

구불구불한 길 

경고 표지판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경고 표지판은 귀하의 안전을 위해 

있으며,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물 및 폭우 

도로에 차량이 겉잡을 수 없이 미끄러질 

수 있는 물웅덩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씨에는 이런 위험이 커질 수 

있으니 자동 주행 속도 유지 장치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피로 

방향 감각을 잃거나 운전대에서 잠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운전을 잘하는 

사람에게 발생하여 충돌의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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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되지 않은 도로 

흰색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 

반대쪽으로 운전하여 마주 오는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도로의 왼쪽을 

지켜주십시오.  

 

 

정비 불량 차량 

예를 들어, 타이어 상태 불량 등 정비 불량 

차량은 농촌에서 발생하는 많은 교통 충돌 

사고의 한 원인이 됩니다. 변명이나 돈은 

귀하의 생명이나 사고를 당한 다른 사람 

생명의 가치가 없습니다.   

상태가 안 좋은 도로 

일부 시골 도로 표면은 예를 들어, 움푹 팬 

곳이 있는 등 상태가 안 좋아서 충돌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도로의 상태에 

맞게 운전해야 합니다.  

 

안 좋은 시야 

비, 안개, 연기, 나무 또는 어두운 불빛 

때문에 명확하게 볼 수 없는 경우 속도를 

늦추십시오. 이는 귀하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속도 표지판이 없는 도로 

도로 상태에 맞는 속도로 운전하십시오. 

 

 

 

 

 
 

귀하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중요 호주 도로법 

 안전띠는 운전자와 탑승객 모두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과속 - 게시된 제한 속도 이상으로 운전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항상 도로의 왼쪽에서 운전하십시오. 

 약물이나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거나 운전을 시도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핸즈프리 장치가 아닌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달리 표시되지 않는 한 최고 속도는 시속 110km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