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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에 대해 
알아보기 



다른 차들과 같은 방향으로 
다녀야 해요.

차도로 다녀야 하지만 아직은 
위험하니 어른과 함께 타거나 

보행길에서 타요.

자전거는 놀이기구가 아니에요.

자전거는 차! 당연히 교통규칙을 잘 지켜야 해요. 
● 자전거는 차니까 교통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게 돼요.
● 교통사고가 나면 잘못을 따져서 책임을 져야 해요.

도로교통에서 자전거는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요? 

자전거는 놀이기구? 

차 놀이기구  

자전거를 타는 건 아빠가 자동차와 똑같이‘운전’을 하는 거랍니다.

자전거는 놀이기구가 아닌 차랍니다.정리하기  

자전거 교통규칙을 알아봐요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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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사람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예요. 자전거를 세워 둘 

수 있어요.

자전거만 다니는 
차로예요. 

자전거가 많이 다니니 
자동차 운전자들은 
조심해야 해요. 

자전거를 탈 수 없는 
곳이에요. 

자전거가 도로를 
가로질러 건널 수 
있어요.

자전거와 관계되는 교통안전표지를 알아볼까요?

교통안전표지 알아보기 

자전거를 탈 때는 교통안전표지에 따라야 해요. 정리하기  

자전거 교통규칙을 알아봐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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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즐거운 자전거 타기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 타기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자전거 타기

● 앞의 자전거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약 5m, 자전거 3대 정도) 타야 해요.
● 자전거 길과 보행길이 나뉘어 있는 경우 자전거 길로만 가야 해요.

●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조심해서 타야 해요. 
● 보행길(보도)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곳에서 타요.

자전거길과 보행길이 나눠져 
있는 경우 

안전거리 유지하기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타기 자동차와 안전거리 유지하기

여러 가지 도로에서 자전거 타기를 알아볼까요?

도로에서 자전거 타기 

자전거가 갈 수 있는 길과 다니는 방법에 대하여 
생각해 봐요.정리하기  



출발하기

수신호하기

● 자전거를 타고 출발하기 전에는 앞·뒤·왼쪽·오른쪽을 살펴요.

● 출발할 때는 왼손을 들어 출발한다는 사실을 알려요.

●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알려야 해요.

출발하고 수신호하기 

8
자전거를 탈 때는 잘 살피고 움직이기 전에 손으로 
신호를 보내야 해요.정리하기  

자전거 교통규칙을 알아봐요1

안전하게 출발하고 수신호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주위 살피기 

왼쪽으로 가기 오른쪽으로 가기 

출발신호하기 



교통수단인 자전거 1

9자전거의 생김새와 각 부분의 역할에 대해 알아봐요.정리하기  

자전거를 타기 전에 준비해요.2

자전거의 생김새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전거의 생김새 알기 

자전거의 생김새와 역할 

경음기
위험을 알릴 때 

사용해요. 

브레이크
자전거를 멈출 때 

사용해요.

바퀴
자전거를 움직이게

해줘요.

페달
페달을 밟고 돌리면 

자전거가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체인
페달을 돌리면 
바퀴도 같이 

돌아가도록 도와줘요.

반사경 

불빛에 반사되어 
자전거가 잘 보이도

록 해줘요. 

안장
의자처럼 앉는 부분

을 말해요.

핸들
방향을 바꿀 때 

사용해요.

전조등
어두울 때 앞이 잘 
보이도록 해줘요.



나에게 맞는 자전거를 골라 타야 해요.정리하기  10

나에게 맞는 자전거를 고르고 살펴볼까요? 

자전거 고르기 

자신에게 맞는 자전거를 골라봐요.

자전거를 타기 전에 살펴봐요. 

A : Air(바람상태)
타이어를 눌러 바람이 잘 

들어있는지 확인해요.

B : Break(브레이크)
브레이크를 잡으면 자전거 
바퀴가 멈추는지 확인해요.

C : Chain(체인)
페달을 반대로 돌려서 
체인이 제대로 걸려 있는지 
확인해요.

자전거를 타기 전에 준비해요.2

안장에 앉아 양 쪽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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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즐거운 자전거 타기 

자전거를 멈출 때는 양쪽 브레이크를 모두 잡아야 
해요.정리하기  

브레이크 잡기 

브레이크 잡는 방법 

브레이크 잡는 순서 

● 엄지 손가락은 핸들 손잡이를 감싸고 네 손가락은 브레이크에 올려 놓거나  
● 엄지, 넷째, 다섯째 손가락은 핸들 손잡이를 감싸고 둘째와 셋째 손가락으로

   브레이크를 힘껏 당겨요.

● 뒷브레이크를 먼저 잡은 후 
앞브레이크를 함께 잡아요.

한쪽 브레이크만 잡으면 위험해요. 
● 앞브레이크만 잡으면 뒷바퀴가 들려요.  
● 뒷브레이크만 잡으면 미끄러지기 

쉬워요. 

브레이크를 잡는 올바른 방법과 순서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장구를 꼭 착용하고 타야 해요.정리하기  

자전거를 타기전에 준비해요.2

12

자전거를 타기 위한 복장과 안전장구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전거 타는 복장 

자전거 타기에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해 봐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 
옷을 입어요.

슬리퍼나 샌들보다는 
끈이 없는 운동화를 
신어요.

자전거에 걸리기 쉬운 
펄럭이는 치마나 바지는 
안돼요. 

● 안전모 

● 팔꿈치 보호대  

● 무릎 보호대  

● 보호 장갑

자전거를 타기 위한 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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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즐거운 자전거 타기 

안전모를 바르게 쓰고 자전거를 타야 해요.정리하기  

안전모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안전모 바르게 쓰기 

안전모 올바르게 쓰는 방법 
● 안전모와 눈썹 사이는 손가락 두 개가 들어갈 정도로 남겨요.
● 귀 쪽의 끈은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들어 귀에 댔을 때 손가락과  
   끈이 포개지도록 해요. 
● 턱과 안전모 끈의 간격은 손가락 한 개가 들어가도록 해요.

2 4 1

안전모는 왜 써야 할까요?
● 안전모는 넘어져 머리가 부딪쳤을 때 충격을 줄여줘요.
●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칠 수 있어요.



안전하고 즐겁게 
자전거 타기 



15바른 자세로 자전거를 타야 안전해요.정리하기  

바른 자세로 자전거 타기 

자전거 타기 자세 

페달 밟는 자세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요.3

● 올바른 자세로 페달을 밟아야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 페달은 발의 앞부분으로  밟아야 해요. 

● 출발할 때는 안장에 앉아 한쪽 다리로 땅을 딛고 허리는 똑바로 펴야 해요.
● 페달을 밟을 때는 발 앞부분과 무릎이 일직선상에 있어야 해요. 

바른 자세로 자전거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요.3

다음과 같은 위험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해요.

안전하게 자전거 타기 

한 손으로 
자전거 타기 

너무 빠른 
속도로 
자전거 타기 

친구들과 함께 
자전거 타기 

손에 물건을 들고 있으면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서 
위험해요. 

자전거를 타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안돼요.

친구를 태우면 
위험해요. 

이야기를 하면서 타면 
위험해요.  

경주하듯이 빨리 
달리면 위험해요. 

내리막 길에서 빠르게 
달리면 위험해요. 

자전거를 탈 때는 항상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해요.정리하기  16



17밤이나 궂은 날씨에는 더욱 조심해서 타야 해요.정리하기  

밤이나 궂은 날씨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밤이나 궂은 날씨에 자전거 타기

밤이나 비가 올때는 자전거를 타지 않는 
것이 좋아요.

밤에 자전거를 탈때는 다음과 같이 해요.
● 앞을 비춰주는 전조등, 내 자전거의 위치를 알려주는 반사경을 달아요.

● 자전거 페달, 바퀴살에도 야광 반사재를 붙여요.

● 팔이나 다리에 반짝거리는 야광밴드를 해요. 

● 밤에는 어두워서 다른 사람이 나를 잘 보지 못해요.

●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길이 미끄러워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기 
   쉬워요. 

안전하고 즐거운 자전거 타기 



우리 집 주변에는 차가 없는 도로, 차가 많은 
도로가 있지요정리하기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요.3

18

우리 집 주변에는 어떤 도로들이 있을까요?

우리 집 주변의 도로와 자전거 타기 

다음은 우리 집 주변의 도로들이에요.

① 골목길  

② 차가 많지 않은 한적한 차도 

③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는 넓은 차도가 있답니다.

우리 집 주변에는 



자전거를 타기에 안전한 장소인지를 확인하고 
타야 해요.정리하기  19

자전거 타기에 안전한 장소는 어디일까요?

자전거를 타기에 안전한 장소

안전하고 즐거운 자전거 타기 

골목길  

한적한 차도 

차도가 넓고 자동차들이 많은 차도 

● 골목길에서는 혼자서도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 자동차나 걸어가는 사람들을 살피며 
조심해서 타요. 

  

● 한적한 차도에서도 혼자 자전거를 타기에는 
위험해요.

● 어른이 함께 있을 때만 자전거를 타요.  

●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는 차도는 위험하니 
자전거를 타지 말아야 해요.

● 보행길(보도)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보행길을 이용해요.

  



집에서부터 자전거를 타는 곳까지 가는 길을 그려봐요.정리하기  

자전거를 타고 도로로 나가요.4

20

자전거를 타는 장소까지의 이동을 알아볼까요?

자전거를 타는 곳까지 나가보기 

집에서 자전거를 타는 곳까지 가는 길이에요.
집에서 나오게 되면

● 사람이나 차들이 다니는 골목길을 지나게 되고 
● 좀 더 넓은 길로 나가기도 하며 
● 길을 건너기도 하지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해요.정리하기  21

사람들과 함께 다니는 골목길에서는 어떻게 자전거를 타야 할까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골목길

자전거는 ‘차’이기 때문에 언제나 걸어가는 
사람들과 부딪치지 않게 조심해야 해요.

다음과 같을 때에는 늘 조심해야 해요. 

●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요.
●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천천히 타야 해요.
●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요.

● 골목길에서 갑자기 사람이 뛰어나올 수도 있으니 부딪치지 않도록 
   조심해요. 
● 자전거가 오는 줄 모르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을 때는 경음기를 
   울려야 해요.

안전하고 즐거운 자전거 타기 



자동차와 함께 다니는 골목길에서는 자동차의 
움직임을 잘 살펴야 해요.정리하기  

자전거를 타고 도로로 나가요.4

22

자동차가 다니는 골목길에서는 어떻게 자전거를 타야 할까요?

자동차도 다니는 골목길

다른 운전자의 행동 살피기 

주차된 자동차가 있는 경우 

● 자동차 운전자와 눈을 맞춰 내가 자전거를 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 멈춰 있는 자동차라도 갑자기 움직일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해요.

● 길에 주차된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자전거를 타요.

● 자전거를 지그재그로 타지 말고 직선으로 타야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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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로 나갈 때는 어떻게 자전거를 타야 할까요? 

도로에서 길 건너기

골목길에서 나가기

도로를 건너기

차도로 나갈 때는 멈추어서 차가 
오는지 잘 살펴요.

차가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도로로 
나가요.

도로의 오른쪽에서 주행해요.

자전거에서 내려 신호를 기다려요.

신호가 초록색으로 바뀌면 자전거    
횡단도로 자전거를 타고 건너요.

안전하고 즐거운 자전거 타기 

1

1

2

2

우선 멈춘 후 자전거에 내려 양쪽을 

잘 살펴요.

횡단보도의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끌고 
건너요. 

1

2

3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횡단도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