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자전거 이용자
안내서
한국어

토론토에서의 자전거 이용에 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담은 책자
제2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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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편리하고, 건강에 좋고, 비용이 적게 들고, 재미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는 140만
토론토 시민과 합류하십시오.
이 안내서는 자전거, 교통 법규, 안전한 자전거 주행 습관 등을 가르쳐줍니다.
토론토에서 자전거를 탈 때는 항상 최선의 판단에 따르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즐겁게 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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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는
이유:
건강에 좋다
규칙적으로 자전거를 타면 몸이
튼튼해지고 정신 건강이 좋아지며
활력이 더 생깁니다.
편리하다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차보다 자전거가
더 빠를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다운타운에서). 자전거에 올라타기만
하면 언제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친환경적이다
자동차나 버스 대신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써 더 깨끗한 공기와 덜
복잡한 거리에 이바지하십시오.

재미있다
가족 및 친구와 함께 토론토의
여러 동네와 공원을 탐사하는 것은
자전거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즐거움의 하나입니다.
안전한 토론토 탐사 방법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통
법규와 아울러 나날이 확대되는
자전거 전용 차로 및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는 자전거 타기를 더욱더
안전하고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비용이 적게 든다
자전거 소유 및 운행에 들어가는
비용은 자동차 또는 대중교통에 비해
아주 적습니다. 자전거는 사기만 하면
운행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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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장

후미등
흙받이

안장기둥

뒷브레이크

주 파이프

받침 파이프

앞변속기

스프로킷
체인 링
바퀴살
타이어

뒷변속기
림
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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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자전거를 스스로 수리하는 법을 배우거나, 시내 곳곳에
있는 무예약제 지역사회 자전거 수리소에서 중고 자전거 및 자전거
부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자전거 수리소를 찾아보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cycleto.ca/resources/dropinrepair
(영어 웹사이트)
핸들바

벨

전조등

변속 레버

스템

브레이크 레버
헤드셋

다운 파이프

앞브레이크

브레이크 패드

포크

페달
바퀴통
크랭크 암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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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자전거가 몸에 잘 맞습니까?
자전거의 주파이프 위로 걸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안장에 앉으면
핸들바를 편안하게 잡을 수 있어야
하고, 페달이 최저점에 있을 때 다리가
살짝 굽혀져야 합니다.

헬멧을 쓰고, 잘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헬멧을 제대로 쓰면 넘어졌을 때
머리가 다치지 않습니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법에 의해 만 18세 미만
자전거 이용자는 헬멧을 써야 합니다.

기본 점검표로 자전거를 점검하십시오:
1

공기
타이어의 공기가 충분하다
바퀴가 잘 회전한다
브레이크 및 핸들바
브레이크가 작동한다
핸들바가 안정적이다
체인 및 크랭크
체
 인이 타이트하고 기름칠이 잘
되어 있다
페달이 잘 회전한다
크랭크 암이 흔들거리지 않는다

2
3

2-V-1 규칙을 따르십시오
1

눈썹과 헬멧 사이에
손가락 2개가 들어가야
합니다.

2

끈이 귀를 둘러 V자를
이루어야 합니다.

3

끈과 턱 사이에 손가락
1개가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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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를 잘 돌보십시오
법에 의해 어린아이는 승인된 아동용
자전거 시트 또는 자전거 트레일러에
앉혀야 합니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
1인용 자전거를 2명이 타는 것은
위법입니다.
눈에 띄고, 소리를 내고, 안전을
유지하십시오
온타리오 주법에 따라, 자전거는
야간에는 백색 전조등과 적색 후미등
또는 적색 반사경이 장치되어야 하며,
벨 또는 경적은 항상 장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벨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주차/
정차된 자동차 또는 회전하는
자동차를 지나갈 때는 벨을 울려
자동차 운전자에게 여러분의 존재를
알리십시오. 여러분을 발견하고
여러분이 내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많을수록 여러분은 더 안전합니다.

자전거 이용자는 주간에는 눈에 더
잘 띕니다.
야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등, 반사경, 밝은 색 옷 등은 야간에
자동차 운전자가 여러분을 잘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자전거 주행 안전 교육을 받으십시오: 청소년 및 성인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Can-Bike 자전거 주행 교육은 여러분의 자전거 주행
기술, 안전 및 즐거움을 배가해줍니다.
웹사이트 www.toronto.ca/cycling/canbike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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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규칙
하이웨이교통법(Highway Traffic Act)
온타리오 주 하이웨이교통법(HTA)
에는 자전거 이용자를 포함한 모든
도로 사용자의 행동 규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 여러분은
HTA의 모든 일반적 교통 법규와
아울러 자전거에만 해당되는 몇몇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자전거 이용자와 법
토론토에서 자전거를 타는 데는
면허증 또는 특별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는 법적으로
교통 규칙을 준수하고, 신호를 지키고,
수신호를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통 법규를 위반한 자전거 이용자는
경찰관에 의해 정지될 수 있으며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도로 주행
일반적 규칙에 따르면, 자전거처럼
가장 낮은 속도로 움직이는 차량이
도로의 연석과 가장 가까운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연석 또는 주차된
자동차와 1미터를 유지하면 다른 도로
사용자들의 눈에 잘 띄며, 자동차가
너무 가까이 지나갈 때 옆으로 피할
공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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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가 좁은 도로의 경우, 자전거
주행자는 한 차로 전체를 차지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에서 자동차 운전자는 자전거
주행자를 지나갈 때 1미터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벌금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주행하십시오!

16-05-19 12:45 PM

HTA에 따라 딱지가 발부될 수 있는 위반 행위의 예*
자전거를 2명이 타는 행위						$110
정지 표지 불응 또는 미정지					$110
부적절한 회전/정지 수신호 또는 미신호

			$110

부적절한 자전거 조명						$110
적색 신호등에서의 미정지						$325
부주의한 자전거 또는 차량 운행					$490
자동차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HTA 위반 행위, 벌금 및 벌점*
불충분한 추월 간격(1미터 이상이어야 함)		
		

$110 + 2점

진행 중인 차량(자전거 또는 자동차) 쪽으로 자동차문을 열 경우 		
			

$365 + 3점

운전 중에 딴 일을 할 경우
		

$490 + 3점

*표시된 금액에는 주정부에서 정한 벌금 및 추가적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음.
보도는 보행용입니다
보도 및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토론토에서는 만 13세 이하 아동은
보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지만 만
14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는 그럴
경우 딱지가 발부될 수 있습니다.
다운타운 이외 지역 등의 특정
상황에서는 자전거 이용자가 도로로
주행하는 것이 너무 위험하게
느껴져서 보도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안전을 지키려면 보행자가 앞으로
지나갈 때 먼저 지나가게 하고,
횡단보도와 통행이 많은 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가십시오.
벌점은 없고 벌금만 부과됩니다
자전거 주행 중에 발부된 딱지에 대해
벌점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벌금이 부과된 딱지가 발부될 수는
있습니다.

법규 관련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Cycle Toronto에는 자전거, 관계법,
자전거 주행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추가적 정보가 실려
있습니다: www.cycleto.ca/cyclist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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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타십시오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은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행
중에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움푹 패인 곳, 차로를 변경하는
자동차, 여러분이 주행하고 있는 차로
쪽으로 열리는 자동차문 등의 위험을
잘 살피십시오. 자전거를 탈 때는
헤드폰을 착용하지 마십시오. 다른
도로 사용자들을 존중하십시오.
보행자에게 주의하십시오
보행자는 가장 취약한 도로
사용자입니다.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멈추고 항상 보행자를
존중하십시오.

예측이 가능한 직선으로 주행하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예측 가능한 직선으로
주행하면 다른 도로 사용자들이
여러분의 행동을 인지하고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내줍니다. 도로 또는
공사 구역에서 갑자기 방향을 틀어
들어오거나 빠져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큼의 공간을
차지하는 것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주차된 자동차에서 떨어져
주행하십시오. 뒤쪽을 살피지 않고
자동차문을 열 경우 자동차문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차로를 바꿀
때는 항상 왼쪽 어깨 너머로 뒤쪽을
살피십시오.

ouch!

ouch!

주차된 자동차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틈새로 다니고 싶은
유혹을 이기십시오

10
CyclistHandbook_PINK_2016_Korean.indd 10

16-05-19 12:45 PM

회전 신호를 하십시오
교차로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수신호를 하거나 진행 방향
표시를 확실히 하여 회전 의사를
나타내십시오. 회전할 때는 속도를
줄이십시오(특히 젖은 도로에서).

좌회전

정지

우회전

우회전

친구와 나란히 주행하십시오
다른 자전거 주행자와 나란히
주행하면서 차로 하나를 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더 빨리 가능 차량이
여러분의 왼쪽으로 지나가고자 할
경우에는 한 줄로 주행해야 합니다.
교차로
맨 왼쪽 차로 또는 좌회전 차로
(편할 경우)를 이용하여 다른
1
차량들과 함께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두 번 건너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3

우회전 차로는 우회전을 할
때만 진입하십시오. 교차로에서
직진할 경우에는 우회전 차로에
진입하지 마십시오.

4

직진할 경우에는 여러분
오른쪽의 우회전 자동차를
추월하지 마십시오. 단,
여러분이 자전거 전용 차로로
주행하고 있고 자동차 운전자가
여러분에게 선행권을 주었을
경우는 예외입니다.

5

ouch!

2a
2b

5

우회전을 할 때는 우회전 자동차
뒤에서 차례를 기다리십시오.

3
4

1

2b
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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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공유
대형 차량
트럭, 버스 및 기타 대형 차량 가까이
주행할 때는 특히 조심하십시오.
교차로에서는 대형 차량이 직진
중임이 절대적으로 확실하지 않은
한 추월하지 마십시오. 우회전하는
대형 차량의 오른쪽으로 추월하지
마십시오. 왼쪽으로만 추월하십시오.
대형 차량은 회전 각도가 큽니다.
전기 스쿠터
토론토에서는 전기 스쿠터는 자전거
전용 차로 또는 다용도 도로로 다닐 수
없습니다. 도색된 자전거 전용 차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충돌
충돌 사고가 났을 경우, 충돌이
여러분에 의해 발생했더라도 각종
급여(자전거 교체 비용, 의료비 등)
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주위
사람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하고,
자동차 운전자와 연락처 정보를
교환하고, 번호판 번호 및 보험
정보를 기록하십시오. 비응급 상황일
경우에는 911 또는 416-808-2222로
전화하십시오.

전차 및 스쿨버스
스쿨버스 또는 TTC 전차에서 승객이
내리거나 탈 경우, 자전거는 승객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자동차문에서 적당한 거리에 정지해
있다가 진행해야 합니다.
전차는 예측 가능한 전차선로로
다닙니다.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차를 추월하지 마십시오.
전차는 여러분이 지나가도록 비켜줄
수가 없습니다. 타이어가 전차선로에
낄 수도 있으며, 전차선로는 젖으면
매우 미끄럽습니다. 전차선로를
횡단할 때는 항상 자전거 바퀴가
선로에 끼지 않도록 선로와 직각이
되게 하십시오!

전차선로 횡단

각도가 너무 낮음

수직에 가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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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시내 자전거
주행 및 기타
토론토 시내 돌아다니기
토론토 시 전체 가구의 60% 이상이
자전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주민들이 쇼핑, 친구 만나기,
통학, 통근 등을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횟수가 주당 300만여 회에
이릅니다. 다음에 볼일을 보러 나갈
때는 자전거를 이용해보십시오!
경험 많은 자전거 이용자와 함께 타기
초보자는 경험이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다니면서 도로에서 안전하게 다니는
법을 배우고 지역 내 최선의 경로를
알아보십시오.
통근
토론토 시민 10명 중 약 1명은
자전거로 통근/통학합니다. 자전거
통근/통학은 스마트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간편한 교통수단으로
여겨집니다.

최선의 경로를 선택하십시오
토론토 자전거교통지도(Toronto
Cycling Map)를 참고하여 트럭 및
고속 차량이 다니지 않는 자전거 전용
차로, 공원 내 통로, 호반 트레일,
골목 등을 이용하는 경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번잡한
주중 교통이 없는 새로운 경로로
달려보십시오.
자전거 전용 차로 및 자전거 도로
토론토 시는 새로운 자전거 교통 전용
인프라로 자전거 타기를 스트레스가
덜하고 더 즐거운 일로 만들고
있습니다. 토론토 자전거교통지도
(아래 링크)를 이용하여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경로를 찾아보십시오.
자전거 전용 차로 및 자전거
도로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www.cycleto.ca/cyclistresources
(영어 웹사이트)

웹사이트 toronto.ca/cycling/map에서 토론토 자전거교통지도를,
웹사이트 smartcommute.ca에서 인근 도시들의 경로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시청(100 Queen Street West), 지역 내 도서관 또는
시민회관, Cycle Toronto 사무소 등에서 인쇄본을 구할 수 있습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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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에 적합한 준비를 갖추십시오
편안한 복장을 하십시오. 추운
날씨에는 필요할 때 덧입거나 벗을 수
있는 가벼운 옷을 몇 벌 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방수 재킷 및 바지는 비가
올 때 젖지 않게 해줍니다. 여름에는
선크림을 바르고, 장거리 여행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위해 물병을
준비하십시오. 흙받이는 비 또는
눈이 올 때 바퀴에서 물이 튀는 것을
막아줍니다.
자전거를 가지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평일 오전 6:30–오전 10:00 및
오후 3:30–오후 7:00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탈
수 있습니다. 모든 시내버스의
전면에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 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환승역까지 자전거로 가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수 있도록, 거의
모든 환승역에 고리-기둥형 랙 또는
자전거 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토론토교통국(Toronto Transit
Commission - TTC) 자전거 수리소
TTC는 몇몇 환승역에 셀프서비스
자전거 수리소를 설치했습니다.
이 역들의 목록은 TTC 웹사이트
www.ttc.ca에 올려져 있습니다.
자전거를 잠가 놓으십시오
도난 방지를 위해 자전거 프레임 및
양바퀴를 항상 잠가 놓으십시오.
토론토 시에서 설치한 고리-기둥형
랙에 U자형 자물쇠를 채워 놓는 것이
최선입니다. 고리-기둥형 랙이 없을
경우에는 튼튼하게 고정된 기둥 같은

반사띠

방수 재킷
및 바지

흙받이

적절한 복장과 흙받이를 갖추어
쾌적한 자전거 여행을 즐기십시오
것에 채워 놓으십시오. 추가적 안전을
위해 제2의 자물쇠를 사용하십시오.
자전거 절도를 퇴치합시다!
웹사이트 torontopolice.on.ca/
bike/에서 토론토 경찰청에
여러분 자전거를 등록하십시오.
중고 자전거를 구입할 경우, 다음
웹사이트에서 자전거 일련번호를
조회해보면 도난 자전거로 신고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isthisbikestolen.com. 일련번호는
일반적으로 자전거 하부에 있습니다.

기둥이 아닌 고리에 앞바퀴와
프레임을 채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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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기는
건강을
유지해주고
즐거움을 줍니다.
수없이 많은 다른 토론토 시민들과 함께 토론토 시를 탐사하면서 자전거 타기를
마음껏 즐기십시오.
이 안내서는 2판(2010년판 및 2016년판)이 있으며 17개 언어로 발간되어
있습니다. 인쇄본을 구하거나 전자본을 다운로드하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cycleto.ca/handbook
Cycle Toronto는
회원들의 지원에 의해
운영되는, 안전한 거리를
옹호하는 단체입니다.
저희는 토론토 시민의 자전거 이용을
증진해주는 자전거 교통 인프라를
확장하라고 시의회에 촉구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위한 자전거 친화적
도시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합니다.
저희는 수용적이고 포용적인 자전거
이용을 장려합니다. 지금 곧 웹사이트
www.cycleto.ca/join에서 회원으로
가입하십시오.

CultureLink는
신규이민자 및
광역 지역사회의
능동적 참여와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이 집단들의 상호의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웹사이트
www.culturelink.ca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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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행복과
자유로의
여행을
시작하십시오!
후원자:

LiveGreen은 일반 주민 및 기업들이 친환경적이 되도록 돕는 토론토 시 프로그램입니다. 본 안내서의
인쇄 및 배포는 토론토 시가 합니다. 온타리오 주정부로부터 부분적 재정 지원을 받았습니다.
본 자전거 이용자 안내서에 개진된 모든 견해는 Cycle Toronto 및 CultureLink의 견해로서
후원자들의 견해가 반영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The Toronto Cyclists Handbook, 제2판. 2016년 4월
글: Steve Brearton, Jared Kolb, Kristin Schwartz, Thevishka Kanishkan
일러스트레이션: Jay Dart, Thevishka Kanishkan
디자인: Simon Farla, Thevishka Kanishkan
본 안내서의 초판은 2010년 CultureLink와의 제휴와 토론토재단(Toronto Foundation)의 후원에 의해
발간되었습니다. 본 안내서의 제2판은 2016년에 CultureLink와의 제휴와 온타리오 주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ation)의 후원에 의해 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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