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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및 통학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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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롭고 건강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시흥가온교육

교무실 364-1700~1

안녕하세요?
학부모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본원은 킥보드 및 자전거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아 유아들의 킥보드, 자전거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종종 킥보드를 타고 등원한 후 유치원 현관 앞에 두는 경우가 발견되나 등하원 시
통학로가 따로 없어 유아 및 초등학생의 안전이 우려되며, 분실될 염려도 있사오니 학교
내에서 킥보드 사용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등 외부에서 킥보드,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아래와 같은 안전을 준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께서 안전 지도 부탁드립니다.
<자전거 통행안전 관련 교통안전표지>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다니는 도로입니다.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보행자가 함께 다니는 도로입니다.
보행자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전거 횡단도: 자전거를 타고 건널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부딪히는 일
이 없다록 좌우를 살펴야 합니다.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야 함.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만을 위한 길로, 자전거는 다닐 수 없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야 함.
▲자전거 통행금지: 자전거가 다닐 수 없습니다.
▲일시정지: 일단 멈춰야 합니다. 정지하여 주의를 살펴본 후 서서히 움직
여야 합니다.
▲위험: 전방이 위험한 환경이니 조심해야 합니다. 커브가 심하게 꺾여 있
는 길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도로 공사중: 공사중이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중인 곳은 위험하니
되도록 다른 안전한 길로 다니시길 바랍니다.

<킥보드, 자전거를 타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 사항>
➀ 몸에 맞는 자전거 선택
➁ 안전한 복장 및
보호장구 착용

➂ 안전상태 확인
➃ 장소

-몸에 맞는 자전거란 발 앞부분의 반 정도가 땅에 닿는 자전거
-발이 땅에 닿지 않는 자전거는 균형을 잃어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안전한 복장: 몸에 붙는 옷, 밝은 색의 옷, 운동화
-안전하지 않은 복장: 스커트나 펄럭거리는 바지, 슬리퍼, 샌들
-반드시 안전모, 무릎보호대 착용
-타이어의 바람 상태 확인
-브레이크가 작동이 잘 되는지, 즉, 브레이크 레버를 잡았을 때 바퀴가 움직
이지 않는지 확인
-체인이 부드럽게 잘 돌아가는지 확인
-공원 등과 같이 킥보드나 자전거 길이 있고, 복잡하지 않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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