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2S는 무엇인가요?

담당자들과 함께하세요!

자전거 로데오 및 자전거 운전
기술 트레이닝
안내원과 함께하는 시티 가족
자전거 타기 이벤트
커뮤니티자전거교육벤트

SR2S 커뮤니티 코디네이터, 첼
시 비클렌 (CHELSEA BIKLEN)

자전거 교육 비디오
다중 언어 자전거 운전자, 보행자
및차량 운전자 안전 자료
조직적인도보및자전거통학
권장하는학교통학경로지도만들
기워크샵
학교주변도보경로감사

연락처정보:
전화: 408-777-7609
이메일:
C H E L S E A B @ C U P E R T I N O . O R G

PTA 및 학교 이벤트 프레젠테이션

학교용 자전거 랙
학생들을 위한 무료 헬멧 나누어
주기 이벤트
그 밖에 많은 행사를 만나보세요!

웹사이트: www.cupertino.org/saferoutes
이메일: saferoutes@cupertino.org

소개
Cupertino 세이프 루츠 2 스쿨(SR2S) 프로그램
은 더 많은 학생들이 도보, 자전거 및 카풀 등으
로 통학하게 함으로써 교통 체증을 줄이고 도
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을 향상
합니다!
Cupertino SR2S는 Cupertino 시, Cupertino 통합
교육구, Fremont 통합 고등학교 교육구,
Cupertino 학교들 및 보안관국이 협력하는 파트
너십 프로그램으로 커뮤니티가 단결하여 과도
한 자동차 교통으로 인한 건강 및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참여하는 방법
홍보하는 방법
여러분 웹사이트에 SR2S에 관한 정보를 추
가하세요

어떻게 시행되나
요?
CUPERTINO 세이프 루츠 2 스쿨 프로그램은
아래 여섯 가지 전략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
과 건강을 향상합니다:

SR2S 안전 관련 자료를 학교 커뮤니티, 친구
및 이웃과 공유해주세요
다른 학부모님께 SR2S 활동 그룹에 가입하
도록 권장하세요
세이프 루츠 홍보 자료를 인쇄하여 친구와
이웃에게 나누어주세요!
직접 경험해보세요!
주말에는 자전거를 즐기면서 경험과 열정을
높여보세요!

교육:
Cupertino 학교에 등교
하는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차량 운전자,
보행자 및 자전거 운전자
안전 교육을 확대합니다.

추천:
다양한 시 전역, 지
구 전역 및 학교별
프로그램을 통해 적
극적으로 통학 수단
을 선택하는 행동을
권장합니다.

친구 및 가족과 자전거 여행을 계획하세요!

참여하는 방법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시고 여러분 학교나 이
웃에서 안전 루츠 옹호자가 될 가장 좋은 방
법을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가 도보나 자전거로 통학
하도록 권장하세요
자녀와 함께 도보나 자전거로 통학해보세
요!
도보나 자전거로 통근해보세요!
이벤트를 계획하거나 참석하세요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Saferoutespartnership.org
www.cupertino.org/saferoutes

Cupertino SR2S 활동 그룹에 가입하
세요
관심 있는 활동에 관해 이메일
Saferoutes@cupertino.org로 문의해주
세요!
SR2S 프로그램 정보, 이벤트 및 업데이
트를 받을 수 있게 이메일로 등록하세요
(saferoutes@cupertino.org)

Cupertino에서 매년 열리는 자전거 로데오에
참석하세요(매년 가을)

평가:
엔지니어링:
Cupertino 학생들이
Cupertino 시의 도보
등하교하는 방법을 측 환경 및 자전거 사용
정 및 평가하고 결과 환경을 향상하는 기반
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시설을 추가합니다.
목표를 정합니다.

자녀와 함께 시티 자전거 타기 이벤트에 참여
하세요
자전거 로데오나 자전거 안전 프레젠테이션
을 예약하세요
매달 걷기 및 자전거의 날을 만들어보세요
(예: "수요일 걷기")
이웃 간 카풀, 함께 걷기 또는 함께 자전거 타
기 프로그램을 시작해보세요!
다음번 블록 파티 때 SR2S 이벤트를 요청하
세요!

집행:
법률 집행 기관과 협
력하여 교통 법규가
준수되도록 합니다.

평등:
모든 주민이 SR2S 프로
그램에 참여하고 이를
통한 혜택을 누릴 수 있
게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