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용 자전거 
운전자 안전 수칙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십시오.

                              보다 자세한 사항은 nyc.gov/bikes를 참조하십시오.

• 주행자에게 잘 맞는 우수한 품질의 자전거 헬멧

• 직장명 및 자전거 주행자의 신원 번호가 부착된 상의

• 주행자의 사진과 이름, 집 주소 및 직장 명과 직장 주소 그리고 
전화 번호가 명시된 직원 신분증

• 흰색 전조등과 적색 후미등 

• 벨 또는 기타 소리를 낼 수 있는 시그널 기구(호루라기는 제외)

• 정상 작동하는 브레이크

• 새 자전거에 장착되어 있는 반사 기능의 타이어 및 기타 반사 

기능의 장비

영업용 자전거 운전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영업용 자전거 운전자에게 다음과 같은 물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은 일반 영업 시간에 조사할 수 있는 기록부를 관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통 표지판과 교통 신호를 
준수하십시오.
• 자전거 운전자는 NYC 교통 법규를 

비롯하여 적용 가능한 모든 뉴욕 주 법률 
및 지방 법률, 그리고 조례와 법규 적용의 
대상이 됩니다.

 
교통 흐름에 반대로 운행하지 
마십시오.
• 자전거 운전자는 절대 교통 흐름의 반대로 

주행해서는 안됩니다. 교통 사고의 
위험을 피하려면 반드시 교통 흐름에 따라 
주행하여야 합니다.

• 자전거는 가능하면 반드시 자전거 전용 
차선으로 주행하여야 합니다.

인도 및 자전거 제한 차도에서는 
주행하지 마십시오.

헬멧을 착용하십시오.
• 근무 중인 자전거 주행자는 반드시  

본인의 신체에 맞는 헬멧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안전에 유의하십시오.
• 보행자에게 양보하십시오.
• 최소한 한 손은 항상 핸들을 잡으십시오.
• 주행 중 라디오, 테이프 플레이어나 기타 

오디오 기기를 들을 때에는 한 쪽 귀에만 
이어폰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 주행하는 다른 차량에 자전거를 연결하여서는 
안됩니다.

•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쳤거나, 
재산에 피해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주행을 
멈추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이름, 주소, 및 
보험 정보 등을 알려주고, 사고 발생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철저히 대비하십시오.
• 영업용 자전거 주행자는 반드시 직장명 

및 자전거 주행자의 신원 번호가 부착된 
상의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영업용 자전거 주행자는 반드시 주행자의 
사진과 이름, 집 주소 및 직장 명과 직장 
주소 그리고 전화 번호가 명시된 직원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주행자는 별도의 2차 신분증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 영업용 자전거 주행자는 일몰 시간부터 
새벽까지 반드시 흰색 전조등과 적색 
후미등을 켜야 합니다.

• 야간에는 흰색이나 빛을 반사하는 옷을 
착용하여 다른 사람 눈에 잘 띄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에 열거된 사항 중 일부는 법률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반 시 사법 처리 대상이 됩니다. 영업용 자전거 주행자를 고용하는 모든 직장은 본 공고를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여 모든 직원과 고객이 

잘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는 영어, 스페인어 및 영업용 자전거 주행자가 사용하는 기타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띄도록  
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