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enue NSW는 아래를
포함하여 250여개 부서의
벌금을 관리합니다.

Revenue NSW 연락처
Revenue NSW는 벌금 고지서, 집행 명령서 및 운전면허나
차량등록 정지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revenue.nsw.gov.au
시의회
 주차 위반
 동물 범죄
 쓰레기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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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300 138 118
연체된 벌금
1300 655 805

 헬멧 없이 자전거 타기

청력 또는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

 속도 위반

TTY 133 677

 차량화재

도로 해양 서비스
 카메라

벌금형 받기
+
정보
나의 옵션 파악
Receiving a fine - Knowing your options

법률 조언이 필요하세요?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의 무료 전화 서비스, LawAccess
가 도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1300 888 529으로
LawAccess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교통 신호
 통행료

NSW 교통부
 기차나 버스 Opal 카드 없음
벌금형을 받은 경우, Revenue NSW에서 여러분의 옵션이
무엇인지 알아보십시오.

 할인 카드 없음
 기차 및 플랫폼에서 음주/흡연

NSW 선거 위원회
아래의 투표 불참:
 NSW 주 선거
 NSW 지방정부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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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시스템이 왜 필요한가요?
벌금 시스템은 개인들이 법률 위반시 책임감을 갖도록
함으로써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또한 소액 벌금만 부과되는 위반의 경우, 여러분이
법원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벌금형을 받은 경우 어떤
옵션이 있나요?

벌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Penalty Reminder Notice의 만기일까지 벌금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 Revenue NSW가 추가 비용을 더한 Overdue
Fine Notice (연체 벌금 고지서)를 발급할 것입니다
(청소년의 경우 감액된 추가 비용이 적용됩니다). 이
고지서는 28일 이내에 반드시 납부되어야 합니다
Overdue Fine Notice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증이 정지되고 차량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 각각의 경우 추가 비용이 초래될
것입니다. 또한 Roads and Maritime Services에서
여러분이 어떤 용무도 처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벌금형을 받은 경우, 여러분은:
1.

전액을 납부, 혹은



2.

Penalty Reminder Notice (벌금 독촉장)의 만기일까지
전액 납부한다는 전제 하에 분납, 혹은

Revenue NSW가 보안관 (Sheriff )에게 여러분의
물건이나 소유물을 압류하도록 위임할 수 있습니다.



3.

여러분이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 본 기관이
납부 계획의 만기일을 아래와 같이 연장할 수도 있음:

또한 Revenue NSW가 압류명령을 통해 여러분의
임금 또는 은행 계좌에서 돈을 차압할 수 있습니다.

–
–
4.

2개월 후로 연장 혹은
정부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더 길게 연장, 혹은

여러분이 해당 운전자가 아닌 경우, 만기일 전에
벌금을 책임져야 하는 운전자에게 넘기십시오. 이
일은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법적 진술서를 제출할
수도 있으며, 혹은

5.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류 증거를 첨부하여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혹은

6.

온라인 혹은 우편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법원이 추가 비용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려면 revenue.nsw.gov.au 의 myPenalty 로 가서,
이미지를 보고 벌금을 납부하거나 벌금에 대해 더
알아보십시오.

기타 옵션
revenue.nsw.gov.au 의 myEnforcement Order 를
방문하거나 본 기관에 연락하여, 벌금을 납부하거나 납부
계획을 세움으로써 추가적 부채 환수 조치를 피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부 수당을 받고 있으며, 본인이 직접 납부하기
보다는 수당에서 정기적으로 소액이 직접 빠져나가게
하길 원하시는 경우, Revenue NSW가 Centrepay 시스템을
이용하여 그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기적 납부를 유지하는 경우, Revenue NSW는
모든 집행 조치를 중지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지된
운전면허 또는 취소된 차량 등록은 여러분이 납부를
시작한 후 곧바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니었나요? 책임져야 하는 운전자를
지명하십시오.
벌금 만기일이 되기 전에, 책임져야 하는 운전자를
온라인으로 지명하십시오. 본 기관은 제공된
정보를 확인하며, 여러분이 허위 정보 또는
호도하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최대 $11,000.00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벌금 해결 방법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정신적 또는 알코올/약물 문제가 있는 경우,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는 홈리스인 경우, 또는 18세
미만인 경우, Work and Development Order (근로 및 계발
명령 (WDO))의 이행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WDO는
여러분이 무급 근로 또는 특정 코스나 치료를 통해 벌금을
대신하도록 허용합니다.
WDO는 인가된 기관 또는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인에
의해 신청이 뒷받침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revenue.nsw.gov.au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 계획이나 WDO를 이행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이 심각한 경제적, 의학적 또는 가정적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 Revenue NSW가 여러분의 벌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벌금이 탕감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본 기관에 연락하십시오.
Hardship Review Board (경제적 곤란 재심 위원회)
이 독립 패널은 Revenue NSW의 특정 결정사항들을
검토합니다.
여러분이 심각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으며
본 기관이 아래 사항을 거부한 경우, 재심 청구
자격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 탕감



납부 계획 허용



제안된 금액 하의 지불 계획 허용



노동 및 개발 명령 (WDO) 시행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hrb.revenue.nsw.gov.au 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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