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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퍼스 생활”  
 

퍼스는 안전하고 친절한 도시로 유명하지만 세계의 여느 다른 도시처럼 일상생활을 위해 

외출 시에는 유의해야 합니다. 이 문서를 작성한 목적은 저희 고객들에게 퍼스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 및 상식적인 조언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보행자로서의 학생  

 

가로등이 켜져 있는 주요 도로가 아닌 어두운 길을 혼자 걷지 않습니다. 

호주에서 자동차는 왼편에서 주행합니다. 번잡한 거리를 횡단할 시에는 양쪽을 

보면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퍼스에서 자동차는 여러분에게 익숙한 속도보다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들 

사이를 뛰기보다 차량 행렬 속에서 특정한 간격의 시간 동안 기다리는 것이 

낫습니다.  

보행로가 없을 경우 도로 위를 걷지 않습니다. 보행로가 없을 경우 도로 턱 

가까이의 도로 측면을 걸으며 마주 오는 차량을 마주보며 걷습니다.  

고속도로 상에서는 차량 밖을 나와 걸어서는 안됩니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어느 곳이든 히치하이크 (얻어 타기)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운전자로서의 학생 

 

차량을 렌트한 경우 등록한 운전수로서 해당 양식에 서명한 사람이 그 차량을 

항상 운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여 사고가 생긴 경우 여러분의 

보험은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호주에서는 항시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의무적입니다. 뒷좌석 승객들도 안전 

벨트를 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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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의 시골 지역 도로는 매우 위험합니다. 도로 측면의 느슨한 

자갈, 혼란스러운 굽은 길, 도로 상의 동물, 고속 주행하는 도로 횡단 열차 등은 

모두 위험 요소들입니다. 

시골 지역에서 여행할 경우 여러분이 가는 장소와 그곳에 도착하는 예정 시간을 

누군가에게 알립니다. 

벽지에서 차량이 고장 난 경우 차량을 떠나지 않습니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걷지 

마십시오. 

벽지로 여행할 시에는 항상 여분의 물을 소지합니다. 

시골 도로에서 추월할 시에는 주의를 기울입니다. 

렌트 차량은 절대로 도로를 벗어나게 해서는 안됩니다. 고장이 나거나 사고가 날 

경우 보험이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음주 운전을 하지 마십시오. 위험할 뿐만 아니라 적발되면 벌금이 매우 

무겁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법정 제한 수치는 0.05 입니다. 이는 보통 사람에게 

약 두 잔의 와인 혹은 맥주에 해당됩니다. 

 

사이클리스트로서의 학생 

 

자전거를 탈 때 보호용 헬멧을 항시 착용해야 합니다. 이 규정을 어길 시에는 

무거운 벌금이 부과됩니다. 

밤에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라이트 및 반사기가 구비되어야 하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밝은 색의 복장을 착용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자전거 도로를 계속 이용합니다. 

차량 사이를 누비며 다니지 않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자전거를 절대로 타서는 안됩니다. 

 

물놀이를 즐기는 학생 

 

 해변에서 수영을 할 경우 붉은색과 노랑색으로 구성된 깃발 사이에서만 수영하도록 

하십시오. 해류가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해류에 잡혔을 경우 해류를 거슬러 

수영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해류 내에서 수영하면서 대체로 해안선과 평행으로 

수영을 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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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구조원들이 있는 해변을 선택하도록 하며 물 속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팔을 

들어야 합니다. 이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구조원에게 보내는 표시입니다. 

 물 속 깊이를 확인하기 전에 수영장이나 석호에 다이빙을 시도해서는 안됩니다.  

 바위 위에서 낚시를 할 경우 조심하십시오. 갑작스런 파도가 바위 위의 사람을 아주 

쉽게 휩쓸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갑작스런 파도가 사람을 바다 속으로 쓸어 버리는 

사고로 비교적 고요한 해변에서 바위 낚시를 하던 많은 사람이 익사했습니다. 

 

옥외활동을 즐기는 학생 

 

공원이나 해변으로 갈 때 자동차를 반드시 잠그고 귀중품은 안전한 곳에 잘 

보관합니다. 

실외에서 오랜 시간 동안 노출할 시에는 강한 태양 보호 크림 (팩토 30+)을 항상 

바릅니다. 

숲 속을 걷거나 어두운 실외에서 시간을 보낼 시에는 RID 와 같은 해충 퇴치제를 

소지합니다. 

숲 속 산책을 할 경우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돌아오는 예정 시간에 대해 

누군가에게 항상 말해 둡니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어디서든지 불이 붙은 담배를 땅에 버려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공원이나 시골 지역에서 바비큐를 하기 이전에 지역 화재 제한 규정을 확인합니다. 

어느 종류이든 조개류 잡이를 나갈 경우 어획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제철이 

아닌 전복 등의 조개류를 잡지 않도록 수산부에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규정 

위반의 경우 무거운 벌금이 부과됩니다.  

많은 현금을 소지하거나 이를 공공 장소에 가지고 가지 않도록 합니다. 

 
 
이 조언을 제공함에 있어 WAPETIA 는 초래될 수 있는 모든 사고 및 부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