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로 이동하기



Flip Your Trip이란 무엇입니까?

⮚웨스트 시애틀, 사우스 파크 및 조지타운

⮚대중교통 무료 탑승

⮚전자 스쿠터 또는 자전거 공유 서비스 무료 이용

⮚밴풀은 무료이며 낮은 교량 이용 가능

⮚맞춤형 이동 계획 지원

⮚시기별 프로모션 및 이벤트



자전거 지원

⮚단체로 자전거 타기

⮚행사

⮚맞춤형 지원

⮚자료



웨스트 시애틀 및 그 외의 곳에서
자전거 타기



도로 주행용 자전거

(Road bike)

필요한 것: 자전거

★ 자전거 타기 전: ABC 빠른 체크

★ 기본적인 자전거 크기에 대한 정보

도시용 자전거

(City Bike)

산악 자전거

(Mountain bike)

카고 자전거

https://www.youtube.com/watch?v=lHP2BeCC_UI&t=32s
https://www.youtube.com/watch?v=wK19gJAEzlI&t=25s


필요한 것: 헬멧

★ 자전거 헬멧 착용 방법

헬멧 교체 시기

● 3~5년마다
● 균열이나 손상이 발견된 경우
● 헬멧이 충돌에 의해 충격을 받은 경

우

바로 착용한 헬
멧
● 수평 유지
● 측면의 헬멧 띠가 귀

바로 아래에 위치함
● 턱밑에 꼭 맞게 버클

이 채워짐

바르게 착용한 헬멧은 머
리를 움직일 때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https://www.instagram.com/tv/B7E2sLrggbc/?utm_source=ig_web_copy_link


자물쇠 조명 및 반사 장비 기본 도구 키

트

필요한 것: 기본 액세서리



필요한 것: 짐 운반 시스템



경로 계획: 자전거 도로 유형

페인트칠 된 선 넓게 페인트칠 된 완충 장치 물리적 분리대



Strava 
Heatmap(스트
라바 히트맵)

경로 계획:
경로 계획 도구

Google Maps(구글 지도) Ride with GPSSeattle City 
GIS(시애틀시 지
리 정보 시스템)

https://www.theurbanist.org/2014/05/07/riding-and-running-heatmap/
https://www.google.com/maps/dir/Alki+Beach,+Seattle,+WA/Seattle+Public+Library-Central+Library,+1000+4th+Ave,+Seattle,+WA+98104/@47.5888491,-122.3833388,14z/data=!4m14!4m13!1m5!1m1!1s0x54904079efcab4e7:0x5e9c1b1142e9d6e5!2m2!1d-122.4057009!2d47.5814993!1m5!1m1!1s0x5490415b59cb97e7:0xb3a044a779f5fdd2!2m2!1d-122.3325009!2d47.6067006!3e1!5m2!1e4!1e3
https://seattlecitygis.maps.arcgis.com/apps/webappviewer/index.html?id=a24b25c3142c49e194190d6a888d97e3


경로 계획: 자원

●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라이딩의 범위를 넓혀 보세요!
○ 버스
○ 경전철
○ 수상 택시
○ 워싱턴주 페리(연락선)
○ 대중교통 정거장의 안전한 자전거 주차

● Cascade Bicycle Club(Cascade 자전거 클럽)의 웨스트 시애틀 자원을 참고하세요

● Bikery's Commute Help Desk(Bikery의 통근 안내 데스크)는 귀하의 질문에 답하거

나 이동 경로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https://kingcounty.gov/depts/transportation/metro/travel-options/bike/loading-unloading.aspx
https://www.soundtransit.org/ride-with-us/know-before-you-go/bringing-your-bike/how-to-bring-your-bike-link
https://kingcounty.gov/depts/transportation/water-taxi/rider-info.aspx
https://wsdot.wa.gov/travel/washington-state-ferries/rider-information/what-you-can-bring-aboard/bicycles
https://kingcounty.gov/depts/transportation/metro/travel-options/bike/parking.aspx
https://cascade.org/westseattle
https://www.thebikery.org/bike-commute-help-desk


경로 계획: 팁

● 천천히 하세요: 잘못된 답은 없습니다

● 시승을 해 보세요

● 백업 계획을 세우세요
○ 버스
○ 데리러 올 수 있는 사람
○ Uber/Lyft(우버/리프트)



안전한 자전거 타기 팁

자전거 교통 규칙은 무엇입니까?

차량 교통 규칙과 동일합니다!

● 모든 도로 표지판과 신호를 따릅니다

● 차량 주행 방향으로 탑니다

● 보행자에게 양보합니다



안전한 자전거 타기 팁:
어디에서 타야 합니까?

● 자전거 이용자는 다음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 보도 (킹카운티 내)

●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음

○ 자전거 도로가 있는 도로

● 자전거 도로 또는 일반 차도에서 탈 것인지 선택할 수 있음

○ 자전거 기반 시설이 없는 도로 (고속도로 제외)



안전한 자전거 타기 팁: Door Zone

Door Zone(차
문 구역)

Close Passing 
Zone(밀착 통과 구역)



이 장면은 자전거 도로의 일반적인 위험 요소를 보여줍니다. 워싱턴주 교통

법(Washington State traffic law)*은 자전거 이용자의 자전거 도로 이용을 요

구하지 않으며, 이러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서 자전거 도로를 벗어나는 것

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 RCW(개정된 워싱턴 주법) 46.61.770

깨진 유리 합류 차량

노면 홈, 물 웅덩이, 
포장도로 균열, 또
는 돌멩이

젖은 나뭇잎



차량이 자전거를 지나갈 공간이 있
다면, 차선의 오른쪽에서 자전거를
타십시오.

차량이 자전거를 지나갈 공간이 없다
면, 차선 한 가운데서 자전거를 타십
시오.

안전한 자전거 타기 팁:
차선 내에서 자전거를 타는 위치



좌회전 우회전 (2가지 옵션) 감속

안전한 자전거 타기 팁:
방향 전환을 위한 신호 보내기



안전한 자전거 타기 팁: 좌회전

좌회전
뒤돌아보고, 신호를 보낸 후 차
량이 없을 때 왼쪽으로 이동하
십시오. 좌회전 또는 중앙 회전
차선을 이용합니다.

두 단계 좌회전
교통량이 너무 많거나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편한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A

B



안전한 자전거 타기 팁: 라이트 훅(Right Hooks) 방지

이것은 차량이 자전거 이용자를 향해 우
회전할 때 발생합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요?
○ 자전거 도로가 교차로를 통과할 때
주의합니다.

○ 오른쪽에서 차량을 추월하지 않습
니다.

○ 교차로에 접근하면 차선의 가운데
에서 자전거를 탑니다.

○ 왼쪽에서 차량을 추월합니다



Flip Your Trip 가입 http://FlipYourTrip.org

Flip Your Trip 관련 질문 info@FlipYourTrip.org

일반적인 웨스트 시애틀 교량 관련 질문
WestSeattleBridge@seattle.gov
(206) 400-7511

Flip Your Trip 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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