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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ity Parking Scheme (MPS) 
Individual and Temporary Permits - Conditions of use and Parking concessions

허가증 부착

2010년 9월부터 RTA에서 발행한 장애인 주차 허가증은 다음 두 부
분 즉, 호주 장애인 주차 (Australian Disability Parking) 허가증과 이
동 주차 제도(Mobility Parking Scheme) 허가증으로 구성됩니다. 호
주 장애인 주차 허가증이 효력을 가지려면 이동 주차 제도 허가증이 
플라스틱 케이스에 끼워져 있어야 합니다. 

허가증을 차량의 유리창에 부착하는 흡착 컵을 RTA에서 무료로 제
공할 수 있습니다. 이 흡착 컵만을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다른 방법
이나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허가증의 세부사항 혹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흡착 컵을 사용하는 경우 깨끗한 앞 유리에 부착할 때 효과
가 좋아진다는 것이 제조사의 조언입니다. 일부 유리창 세정제를 사
용하면 잔류물이 남을 수 있으니 알코올 와이프 사용을 권장합니다 . 

이용 규정

MPS 허가증은 다음 규정을 조건으로 발행되며 이러한 규정을 준수
하지 않을 경우 무거운 벌금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a) 허가증 발행 당사자를 운송하기 위해서 차량이 이용될 때에만 허

가증을 부착해야 합니다. 차량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허가증 소지
자의 심부름을 하거나 허가증 소지자를 방문할 때에는 그 허가증
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b) 허가증이 차량의 왼쪽(조수석) 앞 유리 혹은 왼쪽의 어느 유리창
에나 잘 보이도록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차량의 외부에서 허가증 전체를 볼 수 있는 곳에 허가증이
놓여 있어야 합니다. ‘앞 면(THIS SIDE UP)’ 혹은 ‘이쪽 면을 보이
시오(Display this side)’라고 표시된 면이 밖을 향하게 하십시오.
허가증 세부사항이나 운전중인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으면
허가증을 다른 방법으로 부착해도 됩니다.

c) 경찰관이나 기타 권한을 가진 담당관의 요구가 있으면 허가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d) 허가증은 취소되지 않는 경우 만료일까지 유효합니다.

e) 일단 만료되면 허가증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주
차 허가권을 이용하려면 허가증을 갱신하여  유효한  허가증을 부
착해야 합니다.

f) RTA에 의해 허가증이 취소되거나 허가증 소지자가 자격을 잃게
된 경우(예: 허가증을 받게 한 장애가 사라진 경우) 만료된 허가증
을 자동차 등기소(motor registry)에 반납해야 합니다.

g) 허가증을 복제, 복사, 훼손, 변조, 파기해서는 안됩니다.

h) 허가증이 복제, 복사, 훼손 또는 변조되거나 허가증의 세부사항
(예: 허가증 번호 혹은 만료일) 중 한 가지 이상을 판독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허가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i) 허가증을 다른 주 혹은 준주에서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인 주차 허
가권에 따라서 허가증이 이용될 수 있습니다.

j) 이러한 사용 규정을 오용 또는 위반할 경우 허가증이 인가된 담당
관에 의해 압수 또는 RTA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k) 허가증은 RTA가 부과할 수 있는 기타 모든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주차 허가권

MPS 허가증은 장애인용 표시가 되어 있는 공간에 주차할 수 있는 권
리를 여러분에게 부여합니다. 또한 이 허가증은 다른 공간에서도 주
차 허가권을 제공합니다. 

• 주차미터기, 쿠폰 또는 티켓 주차 지역 에 주차하는 경우 요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차 제한 시간이 30분 이상인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시간 제한
없이 차량을 주차할 수 있습니다.

• 30분까지로 주차가 제한된 곳에서는 차량을 2시간 동안 주차할
수 있습니다.

• 30분 미만 주차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최대 30분 동안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주차 금지’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5분까지 주차할 수 있지만, 운
전자는 차량 안에 혹은 차량에서 3미터 이내에 머물며 승객이나
짐을 싣거나 내려야 합니다 .

• 기타 모든 주차 규칙이 적용됩니다.

주의: 상업용 유료 주차장의 요금은 주차장 측이 결정합니다. 

허가권이 적용되는 시기

주차 허가권은MPS 허가증이 허가증 발행 당사자를 운송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차량에 부착되어 있을 때 적용됩니다. 

MPS 허가증 효력 상실

MPS 허가증은 만료되거나, RTA에 의해 취소되거나, 허가증 소지자
가 사망한 경우에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된 MPS 허가증을 부착하고 
다니면 무거운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료 상태 의 변화

여러분의 의료 상태가  호전되어 MPS 허가증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경우 MPS 허가증을 인근 자동차 등기소에 반환해야 합니다. 

직통 전화

MPS 허가증 남용을 신고하시려면 1300 884 899 번으로 전화하시
거나 Customer_Service_Centre@rta.nsw.gov.au로 이메일을 보내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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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주의문:

이 규정의 영어 버전만이 권위를 가진 버전입니다. 번역문은 관례
에 따라 준비되었으며 영어 버전만이 의존되어야 합니다. 영어 버
전은 아래 RTA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http://www.rms.nsw.gov.au/roads/using-roads/
mobility-parking/documents-forms.html

Translation Warning:

The English language version of these conditions is the sole 
authoritative version. The translation has been prepared as a 
courtesy and only the English language version should be 
relied upon. The English version can be found on the RMS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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