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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안 카피스트라노의 자전거와 보행자 안전 강화활동 계획 

 

산후안 카피스트라노, 캘리포니아 (2022년 4월 30일): – 보안관부는 자전거와 보행자 안전 

강화활동에 참여할 것이며, 이는 자전거 사용자, 운전자, 보행자에게 교통 법률과 규칙, 책임을 

교육하기 위한 것입니다. 

5월 2일 월요일, 보안관보들은 자전거 운전자, 자동차 운전자, 보행자들이 도로에서 위험 상황을 

발생시키는 위법 사항을 관찰할 것입니다. 이 위반 사항에는 운전자들의 과속, 불법 회전,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양보 위반, 표지판 또는 신호등 앞에서 정지 위반 또는 이 밖의 모든 

위험한 위반 행위가 포함됩니다. 

보안관보들은 보행자가 불법적으로 횡단하거나, 통행권이 있는 운전자들에게 양보하지 않는 

경우를 살필 것입니다. 바이크 운전자로서 도로 진행방향과 틀리게 진행하거나, 표지판이나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거나, 자동차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교통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견되면 이를 정지시킬 것입니다. 

자전거와 보행자의 치명적 사건은 경고음이 들릴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138명의 

자전거 운전자와 867명의 보행자가 캘리포니아 도로에서 사망했습니다. 보행자의 치명적 

사건은 2012년에 비하여 거의 33퍼센트나 증가했으며, 사망한 자전거 운전자는 이전 5년 동안 

거의 25퍼센트나 증가했습니다. 

걷는 사람은 횡단보도나 교차로를 이용해서만 길을 건너야 하며, 정지 표지판이나 신호가 있는 

곳에서 건너는 것이 좋습니다. 도보로 이동하는 사람들은 또한 후진하는 차가 있는지 살피고, 

주차된 차 사이에서는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을 피하고 운전자와 눈 맞춤을 해야 하며, 낮에는 

밝은 옷을 입고, 밤에는 반사 물질을 착용하거나 손전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운전자들은 보행자가 도로를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휴대전화를 사용하느라 주의를 

분산하지 않아야 하며, 예의 바르고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바이크 운행자들은 항상 헬멧 

착용을 명심해야 합니다; 18세 미만인 사람들은 법에 의해 헬멧 착용 의무가 있습니다. 자전거는 

반드시 교통 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운행해야 하며, 저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필요한 경우와 같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보안관부는 새로운 OTS 인식 캠페인인 "안전한 운행 캘리포니아"를 지지합니다. 안전 운행에 

관해 더 많이 알아보시려면 이곳을 방문해주세요: gosafelyca.org.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은 전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을 통하여 캘리포니아 교통안전 사업부에 

교부된 기금을 사용합니다. 
 
 

### 
 
 

 

 
 

 
 

오렌지 카운티  
보안관부 보도자료 
보안관-검시관 돈 반스 

타협 없는 통합 | 자신보다 우선되는 서비스 | 임무 수행의 전문가 주의 | 우리 커뮤니티 수호의 불침번 

mailto:PIO@OCSheriff.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