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CUPERTINO.ORG/
SAFEROUTES

자전거 운전자 안전 수칙

안전 유지 수칙

교통 법규

1. 방어 운전하시고 항상 주의하세요!
2. 운전 중 문자 메시지 사용 금지
3. 차량 운전자가 여러분을 볼 수 있다고 짐작해서는 안
됩니다; 방향을 바꾸거나 교차로를 지날 때는 눈 맞춤하
세요
4. 운전할 때는 미끄럽거나 젖은 나뭇잎과 도로포장 등
에 주의하세요

1. 끈이 올바르게 연결되었고 버클에 고정되는
헬멧을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2. 교통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운전해야 합니다
3. 모든 정지 신호에서 자전거를 멈추고 교통 신
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4. 자전거를 탈 때는 한쪽 이어폰만 허용됩니다

5. 차량 운전자가 멀리에서도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게
직선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야 합니다

5. 방향을 바꾸거나 정지할 때 올바른 수신호를
사용합니다

6. 주차된 차량으로부터는 최소한 3피트 떨어져야 합니
다(차 문이 열릴 때 충돌 예방)

6.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합
니다

7. 자전거를 탈 때는 밝은색의 반사되는 의복을 착용합
니다

7. Cupertino에서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만 보
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이 허용됩니다

8. 자전거 앞부분에는 흰색 등을 부착하고 뒷부분에는붉
은색 등을 부착하여 잘 보이게 합니다

8. 자전거와 자동차가 나란히 안전하게 통과하
기에 도로가 너무 좁은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차
선을 차지하여 차선 가운데로 달리는 것이 법률
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9. 좁은 길에서 자전거를 나란히 타서는 안 됩니다
10. 다른 자전거 운전자나 보행자를 추월할 때는 자신
니다
의
위치를 알릴 수 있게 왼쪽/오른쪽입니다 라고 외
칩
11. 최대한 자전거 핸들을 잡은 상태로 운전해야 합니
다
12. 자전거를 탈 때는 이어폰을 사용하거나 음악을 듣
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3. 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 등과 거울을 사용합니다
14. 자전거를 타기 전에 보수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확
인합니다
15. 자전거를 주차할 때는 항상 자물쇠를 채워야 합니
다

9. 보행자는 횡단보도, 보행자용 통로 및 오솔길
에서 통행 우선권이 있습니다
10. 보행자가 길을 완전히 건널 때까지 횡단보
도 이내로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11. 통행 우선권이 있는 다른 도로 사용자에게
양보해야 합니다(자전거, 자동차 운전자 및 보
행자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