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및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에
관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안내

담당자

김영롱

전화

251-2052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 예방을 위하여 2021.5.11.(화)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
차 위반 과태료 2배→3배 상향」이 시행됩니다.
이와 더불어 2021.1.12.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으로 2021.5.13.(목)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만 이용이 가능하며,
무면허 운전 시 보호자 처벌과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야간 주행시 등화장치
(전조등, 미등) 미작동, 음주운전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상세 개정 사항은 다음 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변경 사항을 확인하시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에 협조해주시기를
바라며, 학생들이 무면허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하
지 않도록 가정에서 적극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5. 11.

방 어진초 등학교 장

관인생략

참고

개정 법령 일부 발췌

■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7] <일부개정 2020.12.1.> <시행 2021.5.11.>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단서 관련)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및 행위자
3.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제160조
고용주등
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차량 종류별 과태료 금액
개정 전
개정 후
1) 승합자동차등: 9만원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10만원)

제3항

(14만원)

2) 승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9만원)

(13만원)

비고
1.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4. 위 표 제3호의 과태료 금액에서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21.1.12.> <시행 2021.5.13.>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법률 제17891호, 2021. 1. 12., 일부개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
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① 자동차등(개인형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① 자동차등을 운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

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운전한 경우

운전한 경우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6.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 6. 제5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
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

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자
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신 설>

13.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
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

제160조(과태료)

제1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
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