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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운전을 위한 시력 
Vision tips for safe driving 
 
운전을 안전하게 하려면 제대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운전을 안전하게 할 수 있으려면, 먼 곳까지 명확히 볼 수 있어야 하며 주위의 

상황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 곳까지 보는 능력: 
먼 곳까지 명확히 보는 능력을 시력이라고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거나 

갱신할 시에는 시력 검사를 받게 되며, 검사표에서 읽을 수 있는 글자들의 크기와 

거리를 고려하는 평가법에 의해 시력이 측정됩니다.  
 

면허증 발급에 요구되는 최소 시력은 면허증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호주의 각 

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주위의 상황을 보는 능력: 
앞을 똑바로 보면서 주위의 상황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시야라고 합니다. 
 

운전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정면의 시계를 벗어난 곳에 있는 보행자와 차량 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70 도 정도의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면허증에 

대한 법정 허용 시야는 120 도입니다. 중차량이나 버스 운전자에게는 더 큰 

시야도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시력이 나빠지거나 시야가 좁아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가정의나 검안사 

또는 안과전문의에게 가서 시력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기타 안과 관련 문제: 
색맹 – 색맹이 있는 사람, 특히 색맹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잠재적 취약점을 알고 

있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각 주에 따라서는 색맹이 있는 

사람에게 택시 같은 특정 차량 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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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맹 – 백내장이나 망막질환 같은 안과질환은 야맹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야맹이 있는 사람은 해가 진 후에 운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복시 – 복시는 운전 시에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복시가 있는 사람은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운전자는 자신과 타인을 위해 운전 시에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실 경우엔 가까운 지역의 도로교통청[Road and 

Traffic Authority]에 연락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