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운전을 위한 가족 수칙
선택한 모든 등하굣길에서 다른 이용자들과 도로를 안
전하게 공유하세요. 특히 도보나 자전거로 등교하는 어
린 학생들 근처에서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성인 교통안전 유도원의 지시에 따라주세요. 이들은
복잡한 교차로를 모두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도와
주시는 분들입니다.
걸을 때와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 안전에 유의하세요.
차량 운전자가 여러분을 볼 것으로 짐
작해서는 안 됩니다.
교차로를 건너기 전에는 눈 맞춤해야
합니다. 모든 방향에서 안전을 확인합
니다.
주의를 늦추지 마세요. 도로에 진입
하기 전에 모든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확인하세요 - 뒤쪽까지 확인
해야 합니다.
모퉁이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
을 건너세요. 이 지역은 차량 운전
자가 보행자가 있을 것으로 짐작하
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에 유의하세요.
상식적으로 행동하세요. 모든 정지 신
호와 교통 신호에서 멈추고 반대 방향
으로 진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충돌을
방지하고 교통 위반 티켓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최고의 방법은 차량 운전
자에게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을 준수
하는 것입니다.
항상 헬멧을 착용하고 버클에 고정하
세요. 만 18세 미만의 경우 이것은 법
률로 요구되며 현명한 성인이라면 이
에 따라야 합니다. 헬멧은 본인에게
꼭 맞는 것을 착용해야 가장 효과적으
로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착용
감이 편안하고 눈썹 바로 위에서 머리
와 수평을 이루는 것이어야 합니다.
잘 보이게 하세요. 야간에는 밝은 전조
등과 미등을 사용합니다.
자전거를 탈 때는 문자 메시지나 전화
를 사용하거나 음악을 듣지 않도록 해
야 합니다.

1. Citi Bank 주차장을 하차 장소로 이용
해서는 안 되며 교차로에서도 학생들을
내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2. 도로나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학생들
을 내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3. 학교 구역과 통근 경로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하차 장소에 출입하기 위해 방향을 바
꾸는 경우 모든 교통 표지판 신호를 준수
해야 합니다
5. 방향 지시등을 켜고 보행자에게 양보
합니다
6. 학교 하차 순환로에서는 공회전하지
않아야 합니다. 엔진을 끄도록 하세요.
7. 하차 장소에서 나오기 위해 방향을 바
꾸는 경우 모든 교통 표지판 신호를 준수
해야 합니다
8. 다른 도로 사용자들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U턴이나 기타 안전하지 못한 조작
을 해서는 안 됩니다
9. 운전하는 동안 문자 메시지, 전화 통화
및 기타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행동을 하
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학교 세이프 루츠 2 스쿨 이벤트 및
프로그램에서 자원봉사자로 도움을 주실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메일:

saferoutes@cupertino.org
Cupertino 시 세이프 루츠 투 스쿨
www.cupertino.org/saferoutes

CUPERTINO
고등학교
권장 통학 경로

Cupertino 고등학교
학교까지 권장하는 통학 경로

세이프 루츠 2 스쿨 프로그램 소개:

Cupertino 세이프 루츠 2 스쿨은 Cupertino 시, Cupertino 학
교들, Fremont 통합 고등학교 교육구, Cupertino 통합 교육
구 및 Santa Clara 카운티 보안관국이 협력하는 파트너십 프
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우리 커뮤니티가 직면하고 있
는 긴급한 교통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관련된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 마련함으로써 교통 체증과 환경 오염을 줄이고 안
전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행자 및 자전거 접근로

권장 통학 경로(자전거 또
는 도보)

자전거 주차장

예상 도보 시간(자전거 시간)

교통안전 유도원
보행자 깃발
교통 신호
정지 신호

횡단보도
자전거 전용 도로
자전거 경로
시 경계

가능하다면 보도와 횡단보도를 사용해주십시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거나 참여를 원하시면
cupertino.org/saferoutes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saferoutes@cupertino.org로 연락해주십시오.

남쪽/서쪽 방향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은 Finch
가 아닌 Tilson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