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및간선도로부

고위험 운전 범죄에 대한 벌칙 증가 

팩트 시트 내용
교통및간선도로부에서 이 팩트 시트를 작성했습니다. ‘우리’ 또는 ‘
우리에게’라는 단어들은 교통및간선도로부를 의미합니다.

이 팩트 시트는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벌칙을 설명합니다. 

•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
• 적색 신호등에서 멈추지 않음
• 또는 승객이 안전 벨트를 착용하지 않음.

벌칙
벌칙은 벌금 또는 벌점입니다. 도로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운전 
면허증에 벌점 이 부과됩니다.

L 또는 P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4 점 이상의 벌점을 얻은 경우 
다시 운전할 때까지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3 
개월입니다.

오픈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4 점 이상의 벌점을 얻은 경우 다시 
운전할 때까지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3 개월입니다.

벌칙은 2022년 7월 1일에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안전하게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방식으로 운전하여 도로에서 사망합니다.

신규 속도 벌칙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면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속도가 
높아질수록 벌칙이 커집니다.

속도 벌칙
시속 1-10KM $287 및 벌점 1점

시속 11-20KM $431 및 벌점 3점
시속 21-30KM $646 및 벌점 4점
시속 31-40KM $1078 6 벌점 6점

시속 40km 초과 $ 1653 및 벌점 8점 그리고 6개월 
동안 운전 금지.

시속 21km 이상의 속도를 내고 12 개월 내에 2회 이상 법을 
위반하면 이중 벌점이 면허증에 추가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21km에서 30km를 
주행하면 다음과 같은 벌칙이 초래됩니다.

• 벌금 $646
• 면허증에 벌점 12점 추가.

벌점 12점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첫 번째 벌점 4점, 더하기
• 두 번째 벌점 4점, 더하기
• 12 개월 내에 법을 2번 위반할 때 벌점 4점. 

적색 신호등 신규 벌칙
적색 신호등에서 멈추지 않으면 $575의 벌금및 벌점 3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 벨트 신규 벌칙
안전 벨트를 착용하지 않거나 안전 벨트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으면 $1078의 벌금 및 면허증에 벌점 4 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량 내 다른 사람들이 올바르게 장착된 안전 벨트 또는 어린이 
보호 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동일한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호 장치는 자동차에서 아기와 어린이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좌석과 끈입니다.

12개월 내에 법을 2번 이상 위반하면 이중 벌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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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벨트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방법 
• 둔부 위로 낮게
• 어깨 너머로
• 가슴과 배 위로. 

안전 벨트를 착용할 수 없는 경우 
13 23 80로 면제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면제는 의사가 안전 
벨트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우리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이 법을 어길 경우에는?
도로에서 잘못된 일을 하면 경찰이나 카메라에 잡힐 수 있습니다. 
위반 통지가 여러분에게 발송될 것입니다. 위반 통지는 청구서이며 
벌금 금액, 벌점 및 지불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벌금을 내기가 어렵다면 지불이 끝날 때까지 부분적으로 
지불하거나 다른 옵션에 대해 SPER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SPER은 주립 벌칙 집행 등록부 (State Penalties 
Enforcement Register)입니다. 이는 퀸즈랜드 정부 
기관입니다. SPER은 1300 365 635번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13 23 80번으로 문의하십시오

직접 방문 qld.gov.au/transport/contacts/centres

우리의 웹 사이트 streetsmarts.qld.gov.au

통역사 및 장애인 시설 서비스
통역사 또는 번역사가 필요하시면 통번역 서비스에 13 14 50으로 
전화하여 13 23 80으로 우리에게 연결하도록 요청하십시오.

듣기가 어렵거나 청각 장애인인 경우 National Relay Service에 
연락하십시오.

• 음성 릴레이 번호 1300 555 727
• TTY 번호 133 677
• SMS 릴레이 번호 0423 677 767 

그런 다음 13 23 80으로 전화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