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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사항

• 항상 ≪여권, 한국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렌트계약서, 차량등록증,
보험증서≫ 필수 소지할 것 (분실 주의)

• 경찰 등 단속 시점에는 천천히 우측 안전지대(갓길, 주차구역 등)으로 정지, 시동을
끈 후, 창문을 내리고 두 손이 보이도록 핸들을 잡고 있을 것

• 동승자도 다른 움직임을 하지 않고 두 손이 모두 보이도록 할 것
• 경찰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만 ≪여권≫등 모든 서류를 꺼내어 제출할 것

• 유럽에서는 종종 마약 테스트 등을 진행, 하차 명령 시 ≪열쇠≫ 관리 주의
• 소지한 현금을 묻는 경우, ≪크레딧 카드 온리≫를 얘기할 것
• 현장 단속 시, 일부 경찰은 ≪현금 납부≫를 요구하며, 반드시 ≪영수증≫ 확인해야



제한 속도

• 시내 50km/h
• 지방도/국도 90km/h
• 자동차 전용도로 110km/h
• 고속도로 130km/h

• 전방/우측에 표시: 별도 지정 속도
• 제한규정 해제 표시



차선 규정

반드시 추월해야 하는 경우에만
좌측 차선 이용 (*모든 도로 공통)

고속도로: 반드시 ≪가장 오른쪽≫
차선 이용

우회전이나 좌회전 차선: 직진
가능한 경우라도 ≪반드시 회전차량
우선≫



신호 규정

주황색 신호: 반드시 정지 (*종종
신호기 후면/도로 측면에 단속
카메라 위치)

우회전과 좌회전: 반드시
≪화살표≫ 신호에 따라 회전해야
함

유턴: 별도로 유턴 가능으로 표시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P턴 후
좌회전≫



주차 환경

• 도로 주차: 유료 또는 무료
(*200m 반경에 ≪요금
정산기≫ 유무 확인)

• 실외 주차장
• 실내 주차장
• 주차 요금 정산: 키보드가 있는
경우, 차량 번호를 입력

• 영수증은 운전선 앞 실내 위치
• 금지 구역: 노란 주차선, 장애인
표시, 화물 승하차 표시, 건물
교통로 입구 등



통행료 부과

• 독일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다음의 방식으로
통행료를 정산

• 톨게이트 방식: 현금 및 카드, 이탈리아/크로아티아
• 스티커 방식: 주유소 구매, 실내 좌측 부착
오스트리아/스위스/슬로베니아 등

• 영수증 방식: 주유소 구매(*차량 번호 제시) 후
영수증 보관, 헝가리 등

• TELEPASS 등 ≪하이패스≫ 방식, 사용 금지



운전자 문화

• 이탈리아는 ≪경적≫을 매우 심하게 사용하는 지역이 있음 (*남부)
• 이탈리아에서의 ≪경적=소통≫의 개념이므로, 딱히 대응하려 들지 말 것
•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철저히 신호와 속도를 준수, 어길 경우 벌금이 높음
• 이탈리아: 비교적 자율적 (*속도 및 차선 준수 등)
• 크로아티아/헝가리: 보편적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음)
• 이탈리아는 ≪진입 금지(ZTL)≫ 표시를 꼭 주의하고, 실내의 소지품은 무조건 트렁크
안에 두도록 할 것 (*가급적 실내 주차장 사용 등)

• 반대편 차량의 ≪하이 빔≫은 ≪감사 인사, 양보 의사, 전방 경찰≫등에 해당
• 보행자 우선 필수
• 옆 차량에서 창문열고 말을 거는 경우는 ≪사기≫를 의심해야 함
• 무인 단속 카메라는 도로 좌우 측면 + 전방 표지판의 전면과 후면 등에 모두 위치
• 경찰 차량 및 일반 차량 등으로 현장 단속 많으므로 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