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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워진 자전거 주행에 관한 규제”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증 취득방법”
◆새로워진 자전거 주행에 관한 규제
올해 6 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자전거 주행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자전거 교통룰 위반에 의한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사망사고
등이 발생되기도 하여,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자전거 교통 위반에 대한
기준이 이전보다 엄격해졌습니다.

1. 위험행위를 반복하면 안전 강습을 수강해야 합니다
위험행위를 3 년 이내에 2 번 이상 반복한 자전거 이용자는 안전 강습을
수강해야 합니다. 강습 시간은 3 시간으로, 강습 수수료 5,700 엔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강습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소에 소환되어
5 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위험행위란?
위반 대상이 되는 주된 위험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호 지시 무시
○통행이 금지된 도로(장소)에서 주행
○자전거 전용도로의 바깥 쪽에서 주행
○인도나 인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
○건널목 차단기가 닫히려고 할 때 또는 닫힌 상태에서 건널목 내에 진입
○교차로에서 자동차 통행을 방해
○일시정지가 지정되어 있는 장소에서 정지하지 않고 주행
○브레이크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자전거로 주행
○음주한 상태로 주행
○우산을 쓴 채로 주행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주행
○이어폰이나 헤드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주행
○2 대 이상이 나란히 병렬 주행하거나 한 대에 2 명이 탔을 경우
또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위험행위로 여겨집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증 취득방법
원동기 장치 자전거(이하, 원동기)란 총 배기량이 50cc 이하의 이륜차를 말하며 운전하려면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외국의 오토바이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일본의 면허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와라반 42 호 (2013 년 4 월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야기현에서 원동기 면허증을 새로 취득할 경우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강습 전화예약
원동기 강습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예약을 해야합니다. 예약은 전화로만 접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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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강습 수강
강습 시간은 3 시간입니다. 강습 수수료는 4,200 엔입니다.
원동기 강습은 실기가 있습니다. 운전하기에 알맞은 복장, 긴 소매 옷, 긴 바지를 착용하기
바랍니다. 샌들, 하이힐, 구두창이 두꺼운 신발로는 수강할 수 없습니다. 비오는 날에는 우비도
수강자가 준비해야 합니다.

③수험표, 운전면허 신청서 기입
원동기 강습 종료 후 학과시험 신청을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면허 신청서(용지는 각 운전면허센터에 있습니다)
○수험표(용지는 각 운전면허센터에 있습니다)
○국적이 기재된 주민표
○증명사진 2 매(가로 2.4cm X 세로 3.0cm, 6 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원동기 강습 종료증명서(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 년입니다)
※건강보험증, 여권 등의 신분증도 지참하기 바랍니다.

④적성시험
시력(양쪽 눈으로 0.5 이상, 안경・콘택트 렌즈 사용가능), 색채 식별능력, 청력, 운동 능력을
확인합니다.

⑤학과시험
학과시험 수수료는 1,500 엔입니다. 시험은 50 점 만점으로 45 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일본어
외에 영어, 중국어로도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학과시험에 합격하면 사진을 찍어 당일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발급 수수료는
2,050 엔입니다.

◆자전거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도 보험에 가입합시다
자전거 주행 중 일어난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혹은 보행자나 다른 자전거를 들이받아 부상을 입힌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와라반 48 호(2014 년 4 월 발행)를 확인
바랍니다.
원동기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자배책보험(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자배책 보험만으로는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별도 임의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회사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나 보험료가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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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와라반’이란, 일본 에도(江戸)시대 때 만들어진 여러가지 뉴스를 한장의 종이에 나타낸 인쇄물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