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자전거
운전자 안전 수칙
배달용 자전거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본 게시물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영업용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업장은 뉴욕주 법률 섹션 § 10-157 및 § 10-157.1의 법규 적용 대상이 됩니다. 아래 열거된
의무 사항은 법률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반 시 법적 제재 대상이 됩니다.

영업용 자전거 운전자는 모든 교통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래 사항은 교통 법규 일부일
뿐, 모든 교통 법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보행자에게
양보하십시오

인도에서는
주행하지 마십시오

주행 중에는
이어폰을 한쪽
귀에만 부착하십시오

교통 흐름에 반대로
운행하지 마십시오

교통 신호와
교통 표지판을
준수하십시오

야간에는 흰색
전조등과 적색
후미등을 켜십시오

영업용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직장명 및 자전거 운전자
신원 번호 3자리 숫자가
최소 2.5cm 높이로
등판에 부착된 반사
기능이 있는 상의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양질의
자전거 헬멧을
착용하십시오.

근무 중 주행 시 다음 사항이 적힌 직원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ID CARD

I DELIVER

COMMERCIAL
BICYCLIST

BUSINESS

NAME:
ADDRESS:
PHONE:
BICYCLIST

사업장은 영업용 자전거 운전자에게 상기 물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NAME:
3-DIGIT ID #:

• 직장명, 주소 및
전화 번호
• 운전자의 이름,
사진 및 신원 번호
3자리 숫자

영업용 자전거 운전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영업용 자전거에는 상기 물품과는 별도로 다음과
같은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근무 중 다음 사항이 적힌 근무
시간표를 지참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벨 또는 기타 소리를 낼 수 있는 장치

• 이름, 집 주소, 입사일 및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사일

• 흰색 전조등과 적색 후미등
• 반사 장치

• 고유 신원 번호 3자리 숫자

• 브레이크

• 교통부 영업용 자전거 운전자
안전 교육 수료 확인 CYCLIST ROSTER
Name: J. DeLivery
필증
3-digit ID Number:123

• 직장명 및 자전거 고유 식별 번호가 최소
2.5cm 높이로 적힌 8 x 12cm 크기의 상태
양호한 금속 또는 플라스틱 표지판. 상기
표지판을 자전거의 뒤쪽 또는 앞뒤 양쪽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JOE’S
A-12

Home Address: 23-19 Main Street
Date of Employment: 08/5/12
Date of Discharge:
Safety Course Complete
Name:
3-digit ID Number:
Home Address:
Date of Employment:
Date of Discharge:
Safety Course Complete

보다 자세한 사항은 nyc.gov/bikes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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