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렇게 걸으세요
안전한 보행 생활을 위한 몇 가지 팁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모두 보행자입니다. 유모차를 밀든, 보조기를 사용하든, 주차장에서 가게로 이동 중이든, 
보행은 동네를 탐험하며 돌아다니는 즐거운 방법입니다.

미리 예측하세요. 어떤 식으로 돌아다니든, 누구나 도로의 규칙을 따르고 교통신호와 표지판을 
준수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중요한 몇 가지 표지판과 신호를 소개합니다. 

보도와 오솔길은 걷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가고자 하는 곳에 보도나 오솔길이 없으면, 다가오는 
차를 쉽게 보고 감지할 수 있게 교통 차량을 거슬러 걸으십시오.

길을 건널 때는 교통 신호등이 있거나 횡단보도 표시가 있는 교차로에서 건너십시오.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표시가 없을 때는 두 도로의 교차로에서 건너는 것이 다음으로 좋은 방법입니다. 주법에 
따라, 교차로는 (표시가 있든 없든) 모두 횡단보도이지만, 차나 자전거를 운전하는 모든 사람이 
보행자에게 양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늘 생각하고 조심하세요!

도로로 들어서기 전에 항상 양쪽을 다 살피세요. 길을 건너려는 방향으로 수신호를 보내고 
가능하면 차나 자전거 운전자와 눈을 맞춥니다. 좌우 회전을 하는 사람에게 특히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들은 걷는 보행자에게 주의를 덜 기울일 수 있습니다. 

항상 정신을 집중하고 주변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걷는 속도로 움직일 때는 주변을 자세히 살피고 
자연의 변화를 쉽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즐겁게 걸으세요!

보행자 옷차림에 유의하세요. 특히 밤이나 새벽, 황혼이나 날씨가 흐린 시기에 가시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밝고/밝거나 반사가 되는 옷차림을 고려하십시오. 조명을 지니면 가시성을 더욱 
높이고 인도나 도로의 잠재적인 위험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날씨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세요. 춥고 비가 오는 날씨에는 따뜻하거나 방수가 되는 겉옷을 입거나 
우산을 쓰는 방법을 고려합니다. 덥고 해가 나는 날에는 물병을 지니고 모자, 밝은 색깔의 겉옷 및/
또는 자외선 차단제로 피부를 보호하는 방법을 고려합니다.

골목길이나 진입로를 지날 때는 특히 주의하세요. 이런 교차로에서도 두 도로 교차로에서 교통에 
추가로 주의하는 것처럼 지나가는 차나 자전거를 조심하십시오. 

울창하게 자란 블랙베리 나무나 인도의 큰 균열처럼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까? 
적절한 시 또는 카운티 당국에 신고해 사람들이 알게 
해주세요. 

Tacoma 시내에서는 311 또는 (253) 591-5000번으로 
전화해 직원과 연결해 문제가 되는 사안을 자세히 
설명하십시오. TacomaFIRST 311 모바일 앱으로도 
서비스 요청을 제기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스케이트보드와 스쿠터도 재미있고 
효과적인 이동 수단입니다! 항상 
헬멧을 착용해 머리를 보호하세요. 
바퀴 달린 기구를 타는 사람은 
더 느린 사람에게 양보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스쿠터나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는 진입로를 
건너거나 교차로에 들어설 때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인도 사용자들이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경우를 예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멈춤 신호 양보 신호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 구역

건넘 신호: 차량에 주의하면서 도로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멈춤 신호: 이 신호가 깜빡거릴 때는 
횡단 중일 경우 빨리 건너고 그렇지 
않으면 건너지 않습니다. 이 신호가 
들어와 있을 때는 횡단보도에 들어서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