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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운전할 때 귀하에게 익숙하지 않은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 뉴질랜드에서는 차량이 좌측 통행을 합니다.
• 운전 중 손에 휴대폰을 들고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하기 위해 운전하시기 전에 꼭 
이 안내서를 읽어주십시오.

좌측 통행

차량은 항상 좌측 통행을 해야 
합니다. 한국은 우측 통행이므로 
도로로 진입할 때는 좌측 통행을 
꼭 상기하십시오 - 깜박하고 잊기 
쉽습니다!

교차로 양보 규칙
일반적으로 귀하가 회전 중이면 회전하지 않는 모든 
차량에게 양보하십시오. 

회전할 때는 항상 깜빡이를 켜십시오.

적색 신호일 때 좌회전 금지
뉴질랜드에서는 교차로의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좌회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할 경우에도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에게 양보를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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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사용하는 경우

운전자들은 운전 중에 핸즈-프리나 차량에 안전하게 
장착된 장치가 없는 휴대폰을 들고 통화를 하면 안됩니다 
– 어쩌다 만지거나 간단히 통화하는 것도 안됩니다.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읽거나 보내는 것 또한 불법입니다.

여행 시간
뉴질랜드에서는 여행 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계산하기 
쉽습니다.

지도 상에서는 거리가 가까워 보일지 모르지만 뉴질랜드 
도로는 귀하에게 익숙한 도로에 비해 좁거나, 언덕 길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길이 고속도로에서부터 비포장 
도로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피곤할 때는 교통사고가 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아래에 졸음을 방지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열거했습니다.

• 장거리 운행을 하기 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십시오.
• 두 시간 마다 휴식을 취하십시오.
•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운전을 교대로 하십시오.
• 식사를 많이 하는 것을 피하고 물(음료)을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 졸리기 시작하면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최장  

40분 정도 수면을 취하십시오. 
• 아주 피곤할 경우에는 하룻밤을 묵고 갈 곳을 

찾으십시오.

운전 속도
제한 속도 표지판은 허용 최고 속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도로, 기상 또는 통행 차량의 수에 따라 기존 
속도보다 천천히 운전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전역에 지역마다 다른 제한 속도가 적용됩니다 
– 제한 속도 표지판을 유의해 보고 이에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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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뉴질랜드 전원 지역 
국도의 제한 속도는 별다른 
표지판이 없는 경우, 고속 
도로와 마찬가지로 시속 
100km입니다.

이 표지판은 이 길의 제한 
속도가 시속 100km이지만 시속 
100km로 주행하기는 위험한 
도로라는 뜻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제한 속도보다 천천히 
주행해야 합니다. 

도시 지역의 제한 속도는 별도 표지판이 없는 한 대부분 시속 
50km입니다.

안전 벨트

모든 차량 탑승자는 법이 정한 대로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이 강제 규정은 유아용 카시트, 
앞좌석, 뒷좌석 탑승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7세 미만의 어린이는 반드시 
승인된 유아용 카시트에 앉혀야 
합니다. 7세의 어린이는 카시트가 
있을 경우, 승인된 유아용 카시트에 
앉혀야 합니다.

알코올과 약물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 이는 뉴질랜드 법으로 엄격히 다스리며, 위반할 경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 면허증 요건
운전 중에는 항상 유효한 운전 면허증이나 국제 운전 
면허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발급한 운전 
면허증 또는 국제 운전 면허증이 영어로 되어 있지 않을 
때는 다음 기관에서 번역한 정확한 번역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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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Z Transport Agency에서 승인한 번역사 또는 번역회사 
(명단은www.nzta.govt.nz/licence/residents-visitors/
translators.html 참조), 또는

• 대사관, 총영사관, 영사관, 또는 
• 외국의 운전 면허증 발급 기관.

도로 교통에 관한 유엔 협약에 근거하여 발급된 국제 
운전 면허증은 번역본으로 인정됩니다.

외국에서 발급한 운전 면허증이나 국제 운전 면허증의 
유효 기간이 남아 있으면 뉴질랜드에 도착한 날로부터 
유효 기간까지 최장 12개월 동안 운전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를 방문할 때마다 방문 시점으로부터 12개월 
동안 운전 할 수 있습니다.

12개월 후에 뉴질랜드에서 운전을 계속하려면 뉴질랜드 
운전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운전 면허증을 일단 발급 받은 후에는 더 이상 
해외에서 발급한 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뉴질랜드에 체류한 지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추월

뉴질랜드 대부분의 도로는 편도 1
차선이며 간헐적으로 추월 차선이 
있습니다. 추월을 할 때는 가능하면 
추월 차선을 이용해야 합니다. 도로 
중앙에 그어진 황색 실선을 넘어 
추월하면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과 도로 공유
뉴질랜드 도로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은 자동차 운전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서행하면서 안전한 경우에만 
자전거를 추월하고, 1.5 미터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미리 
미리 깜빡이를 켜고 사이클 레인을 존중하십시오.

1차선 다리
뉴질랜드 도로에는 1차선 다리가 많습니다. 1차선 
다리에서는 접근 차량 중 하나가 반드시 반대편 차량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명단은www.nzta.govt.nz/licence/residents
translator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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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있는 표지판들은 전방에 1차선 다리가 있음을 
뜻합니다. 서행하면서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살펴보십시오. 적색 작은 화살표 방향의 차량이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이 두 표지판은 귀하가 다리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에게 양보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표지판은 다른 차량이 없을 경우, 주의하여 다리를 건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겨울철 운전

젖은 상태나 빙판 상태를 알리는 
미끄러운 길 표지판을 유의해 살펴 
보십시오 – 이런 곳에서는 서행하고 
급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산간 지방의 고개를 넘을 때에는 
특히 눈이나 빙판 길을 
주의하십시오. 이러한 도로를 
운행해야 할 경우, 렌터카 회사는 
흔히 스노우 체인을 제공해 줍니다 - 
출발하기 전에 체인 장착 법을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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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의 동물들

도로에서, 특히 시골길에서는 
가축들을 주의하십시오. 동물이 
있으면 서행하고 경적을 울리지 
마십시오 - 경적은 동물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정지하고 
동물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거나 
천천히 뒤를 따라 가면서 농부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비포장(자갈) 도로

가능하면 비포장 도로를 
피하십시오. 비포장 도로로 꼭 가야 
한다면 길이 매우 좁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속도를 
줄이고,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먼지가 시야를 
가리고 돌파편이 유리창에 튈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더 줄여야 
합니다.

평행 주차
뉴질랜드에서는 주행 방향의 반대쪽에 평행 주차를 한 
경우 벌금을 물거나 견인을 당합니다. 일방 도로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주행 방향(길 좌측)으로만 평행 주차가 
가능합니다. 

철도 건널목
1500개의 뉴질랜드 철도 건널목 중 절반 정도에만 자동 
경보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적색 등이 점멸하는 경우 
일단 정지하고, 불빛이 깜박이는 것을 중단하면 진행해야 
합니다. 

적색 등이 없는 철도 건널목에는 
철도 건널목 표지판과 양보 또는 
일단 정지 표지판이 있습니다. 일단 
정지 표지판이 있으면 일단 정지를 
한 후 접근하는 기차가 없는 
경우에만 건널목을 건너십시오.  
양보 표지판이 있으면 서행하면서 
일단 정지할 준비를 한 후 접근하는 
기차가 없는 경우에만 건널목을 
건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