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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rashes with other vehicles, the number one cause of death for motorcyclists is attributed to right of way violations by motorists. (Source: FAR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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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ENGLISH/SPANISH LANGUAGE DVD (with English and Spanish subtitles)
ONE LEADER’S GUIDE
TEN PARTICIPANT’S GUIDES
TWENTY-FIVE “QUICK TIPS” GUIDES

MSF TRAINING SYSTEMS

WHAT’S IN THE BOX

THE TEEN Did her friends really
have her best interests in mind?

THE MOM Multi-tasking leads to
unforeseen events.

THE TRUCK DRIVER He needed more
coffee to get through the long day.

THE DOC Little did he know that
his shift wasn’t really over.

기초 라이더코스의 완료가 당신의 교육의 끝마침이 아닙니다. 오토바이 안전 재단은 실습 라이더코스 (고급반 라이더코스와
같은) 뿐 만이 아니라 여러 자율학습 안전 프로그램 (“키트”)과 출판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클럽의 회장, 학교
선생님, 혹은 단지 오토바이 애호가임에 관려없이 자신과 주위 사람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안전과
즐거움에 더해줄 수 있는 이 아이템들과 추가정보를 보시려면 저희 웹사이트 (msf-usa.org)를 방문해 주십시오.
SHARE THE ADVEN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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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ATION Hear about the things
you need to do before you start your
group ride. Learn about T-CLOCS.

PLANNING What happens if someone
lags behind or has mechanical
problems? We give you lots of planning
tips so you’re prepared.

RIDING FORMATIONS Learn about
single file versus staggered formations
and when to use each type.

LARGE GROUPS Riding with a large
group? Find out how to organize subgroups for a safer ride.

BEING HIT BY THE DRIVER
OF AN AUTOMOBILE OR TRUCK
WHO DIDN’T SEE THEM!
This Host-An-Event Motorcyclist
Awareness Training Course will
help everyone in your community
become safer drivers.

This kit about RIDING IN A GROUP is designed to present the steps needed to ensure a fun
and successful group ride. Whether it’s just a few friends going for an adventure or touring
buddies going on the ride of a lifetime, taking time to prepare for your ride and remembering these
important steps can make all the difference.

GROUP
RIDING

GROUP
RIDING

SHARE THE ADVENTURE

on

HOST-AN-EVENT
SERIES

on

MSF TRAINING SYSTEMS

WHAT’S IN THE BOX

OF MOTORCYCLISTS:

on

GROUP
RIDING

HOST-AN-EVENT
SERIES

on

HOST-AN-EVENT
SERIES
MSF TRAINING SYSTEMS

SHARE THE ADVENTURE

THE MOTORCYCLE SAFETY FOUNDATION PRESENTS

SHARE THE ADVENTURE
20116

GROUP RIDING CAN BE
ONE OF THE MOST
MEMORABLE EXPERIENCES
YOU CAN HAVE.

The Share the Adventure – Group Riding “같이하는 모험-그룹 라이딩” 키트는 그룹
라이딩 참여 시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방법을 설명해줍니다. 라이드에 대한 준비, 결성,
라이드 전 모임, 수신호, 그리고 까다로운 교통상황에서의 올바른 라이딩 배치에 대해
배우십시오. 리더의 가이드, 10가지의 학습자료, 그리고 흔히 접하게되는 그룹 라이딩
시나리오들을 다룬 16분량의 DVD 비디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This kit shows how to
plan and organize the ride, and
safely deal with a variety of
challenges so that your group
ride is safe and enjoyable.

버전 1.0, 2판 인쇄: 2015년 1월 © 2014 오토바이 안전 재단

ENCLOSED IS EVERYTHING YOU NEED TO DEMONSTRATE HOW TO RIDE SAFELY IN A GROUP

모든 권리 보유. 오토바이 안전 재단® (MSF®) 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이 책자의 어느 부분도 전자 또는 기계식으로
복사, 녹음, 녹화등, 정보 및 검색 시스템을 포함한 어떠한 양식이나 수단으로 복제 또는 전송될 수 없음을 알림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재판매를 목적으로 한 복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용의사항은 다음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training-systems@
msf-us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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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CD • ONE LEADER’S GUIDE • 10 PARTICIPANT’S WORkbOOkS • FOUR FLOOR MATS • ONE DECk OF CARDS

MSF TRAINING SYSTEMS

The SeasonedRider – Aging Awareness “베테랑라이더-노화 인식” 키트는 라이더들이
노화로 인한 자신의 주행능력 감소를 평가하고 보축함을 배울수 있는 재미있고 활동적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13분량의 수상 DVD 비디오, 주최자를 위한 가이드, 그리고 여러
학습활동에 쓰일 소품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습활동의 주 대상은 40세 이상의
라이더지만, 모든 연령, 모든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적합합니다.

Narrow turn lane with curb.

Multiple traffic lights.

Oncoming car in left turn lane.
No U-turn sign.

Stop line before crosswalk.
Dip in road at intersection.

Median on other side.
Slippery lane markings.

This program on RIDER PERCEPTION is designed to improve a rider’s perceptive skills by helping the
eyes and brain work better. All of the following potential traffic traps are taken from the photo on
the cover of this box, and show the numerous things you need to be aware of as you 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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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된 자료는 오토바이 주행에 관심이 있는 이들을 위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MSF가 실시한 여러가지 연구결과 및
현장경험을 포함해, 이 자료는 오토바이 주행경험을 쌓아온 단체들 또는 개인과의 인터뷰와 그들의 관측, 그리고 다른
출판물에 따른 정보들로도 보충되어 있습니다. 제품 디자인, 각자의 주행 방법/스타일, 해당되는 연방/주/지방 법률에
따라 차이점이 있음에, 각자의 다른 의견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에 관한 오토바이주행 자료는 해당되는 지역
규제기관에 문의하십시오. MSF는 연구와 실지시험을 계속하며 신뢰감있는 관점 등 을 게시 할 것이지만, 여기에 제시된
사안들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The StreetSmart – Rider Perception “스트리트 지혜-라이더 지각” 키트는 라이더들의
지각을 향상시키는 참여학습 프로그램입니다. 리더를 위한 가이드, 참가자 10명을 위한
학습책, 바닥 매트 4개, 큰 사이즈의 트럼프 한 벌, 그리고 학습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지각 검사를 포함한 CD가 함류되어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지각
검사의 예고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CD가 함류되어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지각 검사의 예고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Street Smart
Box Artwork—
Host-an-Event Series
on Rider Perception
MSF Training Systems
April 02, 2009

YOU HAVE ABOUT 1.5 SECONDS TO
NOTICE ALL THE POTENTIAL TRAFFIC
TRAPS AT THIS INTERSECTION.
This program helps you understand how important Rider Perception is to riding safely.

ENCLOSED IS EVERYTHING YOU NEED TO DEMONSTRATE THE IMPORTANCE OF RIDER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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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5 U.S.

TRANSPORTATION / MOTORCYCLES

The Motorcycle Safety Foundation’s Guide to

MOTORCYCLING EXCELLENCE SECOND EDITION
Here is a book for current and prospective motorcyclists who want to do it right—the complete and
authoritative guide to safe riding techniques and strategies. Whether you’re just beginning to ride or
you’ve been riding for many years, Motorcycling Excellence will help you master the fundamentals and
enhance your skills. Founded in 1973, the Motorcycle Safety Foundation (MSF) is recognized
internationally for its
rider-training
curriculum, which has
been used by
thousands of trainers in

motorcyclists the skills
necessary to stay safe
and have fun on the
road. This book is the
essence of what the
MSF has learned about
teaching students of all
ages and experience—
the definitive reference
for the sport.

You’ll learn about:


Basic riding skills



Mental preparation





Motorcycle pre-ride inspection



Strategies for the street



Riding straight



Protective riding gear

Group riding
Special situations



Countersteering



Off-road techniques




Cornering
. . . and much more.

Managing traction
ISBN-13: 978-1-884313-47-9
ISBN-10: 1-884313-47-7

Uniform Product Code

Z|xgEABAFy31347sz\




Advanced riding techniques

Whitehorse Press
Printed in China

ª|xHSLISEy313479zv;:#:/:*:&@

EDITION
MOTORCYCLING EXCELLENCE SECOND

teaching more than
three million

The Motorcycle Safety Foundation’s Guide to

1973년도부터 오토바이 안전 재단은 라이더 교육학습, 면허시험, 및 공공 정보 제공 프로그램을 통하여 라이더 안전을
촉진하여, 이에 대한 규격사항들에 대한 국제적인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MSF는 라이더들이 평생 안전하고 책임감있는
주행을 즐길 수 있도록, 미 연방정부, 주정부 기관들, 군대 등 다른 이들과 힘을 합쳐 모든 기술수준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SF는 BMW, BRP, 두카티, 할리 데이비슨, 혼다, 가와사키, KTM, 피아, 폴라리스 오토바이,
스즈키, 트라이엄프 와 야마하가 후원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라이더코스SM 위치에 대한 문의는 800.446.9227로
전화 주시거나 msf-usa.org를 방문 해 주십시오.

STREET SMART

Crosswalk.

Keep Right sign ahead.

STREET SMART

WHAT’S IN THE BOX

MSF 기초 라이더코스는 오랜 과학 연구와 현장경험을 기준으로 하여 만들어 졌습니다. 이 현재 버젼은 실지 시험을
거쳤으며 교통 주행에 관련된 기초실력을 배우는데에 성공적임이 증명된 바 입니다. 다양한 반복을 통해, 1973년도부터
칠백만 명 이상의 라이더들이 이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The Riding Straight – Alcohol Awareness “똑바른 주행-알콜 인식” 키트는 라이더
뿐만이 아니라 모든 차량의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깨닭게 해주는 학습입니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Fatal Vision® Goggles 을 착용함으로서 혈중 알콜 농도가 0.08프로인
음주운전자의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숙취도 없습니다. 재미있기도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하여 가장 낮은 처벌수준의 알콜레벨의 운전도 심각한 결과를 불러일이킬 수가 있음을
알수 있게 됩니다. 주최자를 위한 가이드, 12분량의 DVD 비디오, 그리고 고글과 함께 (“음주
검사”를 위해 바닥에 쓰일) MSF 테입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MSF TRAINING SYSTEMS

오토바이 안전 재단® (MSF®)의 인증된 라이더코치 (RiderCoach) 만이 MSF 기초 라이더코스SM (MSF Basic
RiderCourseSM) 교사를 위해 이 책의 일부를 복제할 수 있되, 전체 자료의 복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The Intersection – Motorist Awareness “교차로-오토바이 운전자 인식”은” 오토바이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지도를 향상시키자는 목적으로 MSF가 가장 최근 개발해낸 키트입니다.
개인 경험담들과 더불어 주변에서 너무나도 흔히 일어나는 충돌사고 현장을 새로운
관점으로 되돌려 보게됨으로서, 모든 차량 운전자들의 인지과정을 발전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대하는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되고자하는 바램 하에 출시되고 있습니다. DVD
에는 (운전교육 학습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교통학교를 통하여) 성인들에게, 그리고 (
취업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상업 운전자들에게 호소력이 있는 각 13분량의 3가지 버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키트에는 리더를 위한 가이드, 참가자 10명을 위한 가이드, 그리고 25
가지의 간단한 조언 안내서 또한 함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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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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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GROUP RIDING DVD
ONE LEADER’S GUIDE
TEN PARTICIPANT’S GUIDES
TWENTY-FIVE “QUICK TIPS” GU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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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UMBER ONE CAUSE OF DEATH

ENCLOSED IS EVERYTHING YOU NEED TO START THE DIALOGUE ON MOTORCYCLIST AWARENESS

HOST-AN-EVENT
SERIES

This video on Sharing the Road is customized for three different audiences: one for teens,
another for the general driving community and a third for commercial drivers. It’s about
real people in real driving situations. Here are the characters who help tell the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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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개최-하기 키트 및 학습서

Whitehorse
Press

The Motorcycle Safety Foundation’s Guide to

MOTORCYCLING
EXCELLENCE
SECOND
EDITION

Skills, Knowledge, and Strategies for Riding Right

MSF’s Guide to Motorcycling Excellence, 2nd Edition (MSF의 오토바이 운전에 우수한
능력 안내서, 제 2판) 은 상세한 도표 및 칼라 사진, 그리고 일러스트레이션 등을 통하여
알기쉽게 짜여진 참여학습 스타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이더코스 지시사항에 보충역을
해주며 라이더들의 마음가짐, 보호장비, 주행 전 점검, 그리고 도로주행의 기본 실력 및
고차적 태크닉에 대해 더욱 더 깊이 짚어나가는 학습입니다. 교통상 위험요소들을 피해갈
수 있도록 “여유 공간” 마련하기, 급 제동, 노면마찰 조절 등, 이 외에도 많은 사항들에 대한
조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설적이라고도 불리는 경주자들과 그 외의 전문가들이
오토바이 주행의 여러 면에 해당되는 조언사항을 제시해줍니다. (19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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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
오토바이 주행의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오토바이 안전 재단® (MSF: Motorcycle Safety Foundation®)과
학습후원자들의 바램은 당신이 가능한 한 최고의 현명한 라이더(오토바이 운전자)가 되는 과정을 배워나가는 것 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토바이 주행이 당신에게 심각하게도 재미난 존재가 되었으면 합니다. 심각한 위험성이 얽혀 있기도 하지만 오토바이
주행은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 주행 경험이 처음이라면, 당신의 도전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두바퀴 자전거의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만 실습
주행연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초 라이더코스(BRC: Basic RiderCourse)의 목표는 당신이 오토바이를 최대한 즐기며 탈수
있도록 정신적, 또한 신체적으로 필요한 기술들을 익히게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평생 학습자의 자세로 언제나 최고에
도전하기에 도움을 주는 것 입니다.
주행경험이 있으나 오랜 기간 오토바이를 타지않다 다시 돌아온 라이더라면,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이 학습은 당신의 안전 및
위험성 관리능력을 개선시키고 오토바이 타는 경험을 더 재미있게 해줄수 있는 기술들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면허증이나 어떠한 승인을 얻기 위해 이곳에 온 경력있는 라이더일 경우, 기술들을 더욱 세밀하게 조정하고, 새로운 전략등을
배울 것 입니다. 자신에게 도전을 해 기초를 숙달 해 보십시오. 새로운 라이더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학습은 기초 라이더코스이기에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줍니다. 좋은 라이더가 되기에 필요한 정신적 및 인식적인 과정들을
소개하고 정보, 지식, 또는 이론들을 잘 참고하여 안전한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보여줄 것 입니다. 실습 주행시간에는 클러치
및 속도조절, 직선주행, 정지, 회전 및 기아변속을 연습하게 될 것 입니다. 이 외에도 급정차, 커브 회전, 그리고 스워브 (급
방향전환)가 포함 되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려면 물론 좋은 건강상태도 필수이지만, 기술을 잘 인식하고, 오토바이 주행에
소비되는 육체적인 요소들을 잘 조절하려면 그만큼의 충분한 체력, 힘, 그리고 정확한 동작 등 을 소유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합니다.
이곳 라이더코치들은 당신의 도우미들입니다. 많은 질문을 하시고 또 당신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들을 안내해 주십시오. 당신의
질문들에 대한 답은 제공될 것 이며, 당신의 진보상황도 관찰될 것 입니다. 학습시간에는 여러가지 실습을 받침으로 이루워진
토론에 참여하며, 오프 스트리트 (즉, 공공 도로가 아닌) 연습장에서는 일반 오토바이 운전기술들을 익혀나아갈 것 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 좋은 시작을 하게 되겠지만, 시작에 이어 꾸준히 개인의 오토바이를 타며 연습을 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오토바이 안전 재단 (MSF)은 이의 라이더 교육 및 훈련 시스템SM의 분야로 고급반 교육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운전기술은 지속적으로 갈고 닦아햐 하는 것 입니다. 언제나 날카로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초 라이더코스 (BRC) 완료 및
개인 면허취득 후, 다음 단계로는 오토바이 안전 재단 (MSF)의 스트리트 (일반 포장도로) 라이더코스, 기초 Bike Bonding (
오토바이와의 결합) 라이더코스, 또는 저희의 온라인 코스들을 고려해 보십시오. 학습조건과 시간표는 라이더코치에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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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학습 소개
학습 완료 요건사항
BRC 교육을 성공적으로 끝마치기에는 다음 사항들이 필요합니다:
1) 학습 과제 완료,
2) 완벽한 출석,
3) 필기 지식검사 통과, 그리고
4) 학습 시간에 배운 기술들로 구성된 주행시험 통과.
밑 칸에 당신의 학습시간표와 실습 주행 연습장으로 가는 길을 참고해 놓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RC 수업을 완료함으로해서 당신의 도로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안전은 각 개인의 책임입니다. 이 코스는
당신이 오토바이를 어느정도 탈수 있게 되어 자신만의 기술과 방법들을 익혀나갈수 있도록 기초를 제공해주는 것 뿐입니다.
법률상 따라야하는 사항들을 떠나, 자신의 한도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안전한 주행을 따르는 길이며, 그것은 당신만이
정할수 있는 것 입니다. 또한, 자신은 거리에서의 오토바이 운행이 스스로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위험성과 책임감
안전과 학습은 개인, 라이더코치, 그리고 동료들의 공유 책임입니다. 당신은 이 코스도중 그 어느 누구와도 경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학습에만 집중해야합니다. 결국, 자신의 안전과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은 당신 자신 뿐 입니다. 학습도중
불안하거나 코스를 그만두고 싶다면 코치에게 알리셔야합니다. 어떠한 선택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전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초보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안에서 라이더코치가 그들을 관리하기란 매우 어려운일입니다. 이
학습과정에서 제일 우선시 되는 것은 당신의 안전입니다. 라이더코치들은 연습장에 있는 다른 이들과 당신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의 안전위주 주행능력을 계속 관찰, 평가를 할 것입니다. 차량 주행기술을 배우기란 질적으로 매우 위험한 일이기에,
학생들이 콘트롤을 잃는 경우도 때로 볼수 있습니다.
이 학습과정은 대부분의 초보자들이 성공적으로 코스를 마칠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이더코치들은 당신의 능력상
배울수있는만큼의 최선을 가르치려 노력을 하겠으나, 당신이 다른 이들에게 위험이 된다거나 수업이 당신에게 너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게되면, 더이상 연습장에서 주행실습을 허용할 수 없게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해서 오토바이 주행을 못 하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많은 학생들의 두번째 시도가 성공적이기도 하며, 다른 길을 선택하여 배울수도 있습니다. 이곳 라이더코치들은
당신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도울 것입니다.
초보 라이더를 돕고있는 라이더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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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오토바이의 종류
소개 : 오토바이란 보통 일자 자국 바퀴가 2개로 구성되있으며, 라이더가 다리를 벌리고 앉아 핸들바를 사용하여 조종이 되도록
설계된 차량이지만, 바퀴가 3개 이거나 하는 변형들도 존재합니다. 기본적인 3가지의 오토바이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스트리트 : 포장도로 용, 2) 이중목적용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 그리고 3) 오프-하이웨이 : 비포장도로 용. 포장도로 용
오토바이들은 일반 도로에서나 탈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중목적 용 오토바이들은 일반도로 및 비포장 산책로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비포장도로 용 오토바이들은 법률상 일반도로 운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각 종류마다 또 다양한 크기와
스타일로 나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장도로 용 오토바이는 크루져, 스포츠 바이크, 그리고 투어링 바이크를 모두
포함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오토바이를 찾아 샤핑하는 일은 무척 재미있는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들의 스타일과
특징을 비교하시려면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포장도로 용 오토바이
스탠다드 (표준)

스포츠

• 여러가지 기능의 실용성
• 차량에 최소 양의 패널을 사용해 때로는 ‘네이키드’
(벌거 벗은) 오토바이라고도 불림
• 똑바로 앉는 자세
• 다양한 엔진 사이즈

• 에로 다이네믹 (유선형)과 바디 페날
• 뒷편에 위치한 발판
• 대부분 경우 높은 ‘힘:무게’ 비율
• 앞으로 기대 듯 앉는 자세

크루져
• 일반적으로 클래식한 스타일
• 앞쪽에 위치한 발판
• 뒷쪽으로 꺽인 핸들바
• 뒤로 기대 듯 앉는 자세

투어링 (여행용)
• 장거리주행을 목적으로 편안함을 추구함
• 큰 엔진 사이즈
• 바람을 비켜 나갈수 있는 유선형
• 대부분 다른 오토바이종류에 비해 높은 무게
• 더욱 더 많은 물건저장 공간들과 이를 위한 가방들

스쿠터
• ‘스텝-뜨루’ (밟고 통과하는) 디자인에
보통 좌석 아래쪽에 물건저장 공간이
• 있으며 대부분 바퀴가 작은 편입니다.
• 대부분이 자동변속기로 가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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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오토바이의 종류
듀얼-퍼포스 (이중목적 용) 오토바이
• 포장도로 와 비포장도로 주행에 쓰여짐
• 다양한 엔진 크기, 큰 여행용까지 포함
• 똑바로 앉는 자세, 높은 좌석
• 포장된 도로와 흙 위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특수타이어
• 땅과의 공간 및 오랜시간 주행을 의한 ‘롱-트레블
서스펜션’

오프-하이웨이 (비포장도로 용) 오토바이
엔듀로
• 숲이나 사막에서 탈수 있는 여가용
• 헤드라이트와 테일라이트가 있기도 함

모터크로스
• 인공 경기장소에서 턱 등을 뛰어 넘어다니는
경쟁용

트라이얼
• 방해물을 피해가는 저속력 경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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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작동장치, 지시등, 그리고 장비
소개 : 오토바이는 손과 발을 사용하여 작동, 조종합니다. 당신은 기본적인 작동법과 작동장치들의 위치를 알고있어야 하며
원활하면서도 정확한 동작으로 이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 설명된 작동장치들과 장비들은 휘발류가동 엔진과 수동변속기에
대한 것 입니다. (어떤 오토바이들은 전기모토 및/또는 자동변속기로 가동됩니다.)

주요 작동장치
6 가지의 작동장치가 있으며, 각 장치의 위치와 기능을 잘 알고있어야 합니다. 실습은 주행연습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작동장치
핸들바

앞 브레이크 레버

클러치 레버

스로틀

기어변속 레버

뒷 브레이크 페달

핸들바: 오토바이의 방향을 조종하는데 쓰이며 양 끝에 손잡이가 있습니다.
스로틀: 엔진 속력을 바꿀 때 돌리는 우측 손잡이입니다. 엔진 속도를 높이려면, 자신을 향해 손잡이를 돌리십시오 (roll on).
속도를 줄이려면 반대쪽으로 돌려-놓으십시오 (roll off). 스로틀은 놓으면 원 자리로 돌아갑니다.
클러치 레버: 좌측 손잡이 앞에 위치되어, 왼손가락으로 작동됩니다. 클러치 장치는 엔진에서부터 뒷바퀴까지 동력을
연결해줍니다. 레버를 당기면 이 연결이 끊기고, 연결시키려면 다시 레버를 풀어줍니다. 클러치가 당겨진 상태에서는 뒷바퀴로
가는 동력이 없습니다. 스쿠터를 포함한 몇몇 가지의 오토바이는 자동변속기로 가동하기에, 클러치 레버가 없습니다.
기어변속 레버: 오토바이의 좌측에 위치해, 좌측 발판앞에 위치되어, 왼발로 작동됩니다. 고단 기어로 변속하기 위해서는 한번
꽉 올렸다 놓습니다. 저단 기어로 변속하기 위해서는 꽉 눌렀다 놓습니다. 한번 올리거나 누를 때 마다 기어가 한단 씩 바뀌며,
아래나 위로 1인치 (2-3 cm) 정도만 움직여주면됩니다. 당신이 레버를
기어변속 단계
놓을때 마다, 레버는 다음 기어변속을 위해 다시 원 위치로 돌아갑니다.
대부분의 오토바이는 1단을 제일 낮은 단수로 하여 5개나 6개의 기어
단수가 있습니다. 중립 기어 위치는 1단과 2단 사이로 1단에서 반 칸만
올리거나 2단에서 반 칸만 내리면됩니다. 대부분의 스쿠터와 몇가지
오토바이들은 자동변속기로 가동하기에, 기어변속 레버가 없습니다.
앞 브레이크 레버: 우측 손잡이 앞에 위치해, 오른손가락으로
작동됩니다. 작동 하려 꽉 잡으면 손잡이에 손이 잘 안닿게 되는 것을
보아 클러치 레버와는 조금 다르게 이용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브레이크사용을 하려면 잡는 힘의 정도가 익숙해져야 합니다.
학습기간동안, 스로틀을 잘 조종할 수 있도록 손잡이를 손가락으로
감싸쥐고 있다가 필요할때에만 손가락을 뻗어-움켜쥐기를 연습하십시오.
뒷 브레이크 페달: 우측 발판앞에 위치하여, 오른발로 작동합니다. 작동하려면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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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작동장치
다른 작동장치들의 작동방법이나 위치는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각 오토바이의 사용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 그
외의 작동장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Fuel Supply Valve(연료공급 밸브): 보통 연료 탱크 아래에 위치되어 있어, 엔진으로
가는 휘발유의 흐름을 조절합니다. 다음과 같은 위치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On, Reserve (보류), 그리고 Prime 또는 Off. Reserve (보류)는 휘발유가 다
떨어져 갈때쯤에 쓰이고, 사용시에는 소량의 연료사용만이 허락됩니다. Prime은
휘발유의 직류를 허용하며, 사용후 밸브의 위치점을 다시 바꾸어 놓아야합니다. 어떤
오토바이들은 엔진이 연료주입식이라 이 밸브가 없고, 시동 스위치가 On 인 상태로
엔진이 가동중일때만 휘발유가 흐르게됩니다.
Ignition Switch(시동 스위치): 보통 계기판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위치점이 있습니다: On, Off, Lock (잠그기), 그리고 Park (주차)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Lock 이나 Park 선택 경우, 조종 장치를 잠그고 열쇠를 뺄수 있습니다. 잠시 도로 한쪽에
주차할 당시 테일라이트를 사용해 다른 차량에게 더 잘 보이게 하고자 할 경우 Park
을 선택합니다. 또한, 추가 악세사리들을 의한 Accessory 라는 위치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OFF 위치점의 연료공급 밸브

PRIME 위치점이 있는 연료공급 밸브

Choke Control(초크 컨트롤): 핸들바 또는 엔진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농축된
연료혼합물을 내보내어 차가운 엔진에 시동을 거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최소
가동상태인 엔진을 빨리 회전시켜 엔진가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사용 후 곧바로
꺼야합니다. 연료주입식 오토바이는 초크 컨트롤이 없습니다.
Engine Cut-off Switch (엔진 차단 스위치): 우측 손잡이 가까이에 위치하여,
엄지손가락으로 작동합니다. 손잡이에서 손을 놓을 필요없이 엔진을 끌수 있도록
해줍니다.
Turn Signal Switch (방향지시등 스위치): 보통 좌측 손잡이 근처에 위치해 있고,
엄지손가락 으로 작동합니다. 오토바이에따라 차선변경 또는 회전 후 자동으로
꺼지기도합니다.

시동 스위치

지시등과 장비
오토바이에는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지시등이 딸려있습니다. 안전한 작동과 다른
사람들과의 통신을 위한 장비 또한 있습니다.
하이/ 로우 빔 스위치: 좌측 손잡이 근처에 위치해, 엄지손가락으로 작동합니다.
헤드라이트의 하이 빔이나 로우 빔을 선택할때 사용합니다.
경적 버튼: 좌측 손잡이 근처에 위치해, 엄지손가락으로 작동합니다.
엔진 스타트 버튼: 우측 손잡이 근처에 위치해, 엄지손가락으로 사용합니다.
Speedometer(속도계): 계기판부품 중 하나로, 속력을 표시합니다.
Odometer(적산거리계): 계기판부품 중 하나로, 오토바이의 총 주행거리를 보여줍니다. 설정이 가능한 구간거리계가 포함되
있을 경우, 주로 마지막으로 연료를 채우거나 멈춘후로부터의 거리를 알고자할때 쓰여집니다.
Tachometer(유속계): 엔진속력을 rpm (분 당 회전수)으로 보여줍니다. 초과하지 말아야 하는 속도은 적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시등: 중립 기어, 하이 빔, 방향지시등, 유압, 사이드 스탠드 사용중, 등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토바이의 사용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
오토바이의 등: 헤드라이트, 방향지시등, 테일라이트, 브레이크 등 을 포함합니다.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앞
브레이크 레버를 당기거나, 뒷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때 브레이크 등이 켜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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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 후방확인을 도웁니다. 오토바이의 볼록거울은 운전자의 시야를 넓여주지만, 사물이 실제 있는것 보다 더 멀리 보이게 되며,
사각지대 범위를 줄여주지만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사이드 스탠드: 정지상태의 오토바이를 지탱해줍니다. 몇몇가지 오토바이는 센터 스텐드 또한 포함되어 있으며, 뒷바퀴가
땅바닥에서 약간 떨어진 상태로 오토바이를 똑바르게, 그리고 보다 안정적이게 세워줍니다. 정비절차에 따라 유용하게
쓰이기도합니다.

일반 거울 (위)볼록 거울 (아래)

사이드 스텐드

센터 스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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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장치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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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오토바이 주행을 배우기위한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해줍니다. 오토바이 첫 작동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ENGINE START AND STOP (엔진 시작과 정지)
Fine-C 라고 불리는 이 과정은 엔진가동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Fine-C 는 Fuel 연료, , Ignition 시동, Neutral 중립 기어,
Engine Cut-off Switch 엔진 차단 스위치, 그리고 Choke/Clutch 초크/클러치입니다.
Fuel(연료): 연료공급 밸브가 갖춰져 있다면 On 으로 돌리십시오.
Ignition(시동/점화): 시동 스위치를 On 으로 돌리십시오. 지시등 중 무엇인가가 켜질것 입니다.
Neutral(뉴트럴): 기어를 중립으로 위치시키십시오. 계기판의 녹색등은 중립을 나타내는 것 입니다. 중립 기어 상태에서는
클러치 레버나 앞 브레이크 레버, 뒷 브레이크 페달을 작동해보아도 오토바이가 앞으로나 뒤로 가지 않을 것 입니다.
Engine Cut-off Switch(엔진 차단 스위치): 스위치를 Run/On 으로 해 놓으십시오.
Choke/ Clutch(초크/ 클러치): 상황에따라 (엔진이 냉각 상태이면 On입니다) 초크를 조절하십시오. 어떤 오토바이들은 초크가
없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오토바이의 경우, 엔진을 가동시키려면 클러치 레버를 잡아당겨야합니다.
엔진을 가동시킬 때, 브레이크 둘 중 하나를 잡고, 클러치 레버를 완전히 당긴 상태에서, On 버튼을 누르십시오. 초크를 사용하고
있다면 엔진에 너무 많은 연료가 공급될 수도 있으므로 스로틀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엔진이 가동된 후 잡았던 클러치 레버를
놓아도 되지만 오토바이가 중립 기어에 있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 과정은 천천히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몇몇 엔진은 사이드 스텐드가 내려있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을 것 입니다. 많은 오토바이들이 사이드 스텐드가 내려와 있을 때
기어를 바꾸면 가동중인 엔진이 꺼질 것 입니다.
엔진을 멈추려면, 오른 엄지손가락으로 엔진 차단 스위치를 끄십시오 (Off). 긴급상황도중 엔진을 꺼야할 때를 대비해, 습관이
될수 있도록 언제나 이 방법을 이용하십시오. 그 후, 시동 스위치를 끄십시오 (Off). 될수 있으면 연료공급 밸브 또한 끄십시오
(Off). 쉽게 암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Thumb, key, valve.” (엄지, 열쇠, 밸브).

클러치 레버와 마찰구간
클러치 레버 마찰구간

클러치 레버와 마찰구간의 적절한 사용은 원활한 출발과 저속 조종에 매우
중요합니다. 마찰구간이란 엔진과 뒷바퀴 결선을 컨트롤 해주는 클러치
레버 움직임중의 작은 간격입니다. 클러치 레버를 완전히 당기면 뒷바퀴의
힘이 빠집니다. 코스과정도중 오토바이의 컨트롤을 잃게 된다면, 클러치
레버를 끝까지 당기고 필요함에 따라 브레이크를 사용하십시오.

주행 자세
올바른 자세는 오토바이 조종에 도움이 됩니다. 허리를 펴고 고개를
숙이지 말며, 똑바로 앞을 쳐다봅니다. 두 발은 조종장치 근처의 발판에
놓으십시오. 무릅과 팔꿈치는 몸 안쪽으로 하며, 팔의 힘을 빼고 약간
구부리는 것이 좋습니다. 손목을 평평하게 한 상태로 손가락은 스로틀을 잘
쥐고 있어야합니다.

손목을 평평하게 한 올바른 주행 자세

오토바이 주행법을 배워나아 가는데에, 왼손가락으로 클러치 레버를
감싸고있는 연습 또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뒷바퀴 동력을 언제든지
차단할수 있도록 준비성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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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적 선회

선회 자세

자전거를 타듯, 오토바이 주행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오토바이를
조종하려면 핸들바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합니다. 오토바이는 자전거보다
더 무겁고 힘도 강하기 때문에, 정밀한 조종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턴, 코너, 커브, 무엇 이라고 불리든, 방향전환은 특별한 주의성을 필요로
합니다. 저속 주행 경우 (보행속도), 오토바이를 기울임과 함께, 의도한
방향으로 핸들을 돌림으로해서 오토바이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고속
주행일 경우, 의도한 방향쪽의 손잡이를 먼저 눌름 (앞이나 아래로)으로써
방향전환을 시작합니다. 가고자 하는 방향 반대편으로 핸들바가 먼저
움직이게 되기때문에 이것을 카운터 스티어링이라고 불릅니다.
선회실력을 쌓아나가면서, 다음 사항들을 주시하십시오: 1) 속도, 2)
살펴봐야 할 곳, 3) 핸들바의 움직임, 그리고 4) 스로틀사용. 이것을 다음의
순서로 암기하십시오: Slow (저속), Look (살핌), Press (눌름), 그리고
Roll (돌림). 항상 실제상황에서의 올바른 절차는 아니겠지만, 기초선회 교육에는 좋은 시작점이라 볼수 있습니다.
Slow(저속): 상황에따라 스로틀을 돌려-놓고 브레이크를 잡아 회전에 들어가기 전부터 감속하십시오. 저단변속이
필요하다면 회전이 시작되기 전에 저단변속을 합니다. 이때 안전한 속도란, 회전 도중, 같은 속도를 유지하거나 가속할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Look(살핌): 커브에 접근하면서 특징들을 미리 파악해놓으십시오: 급격함, 길이, 노면조건 등. 회전이 가까워지면서 고개를
들고 끊임없이 주위상황을 관찰하십시오. 회전하려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면 전방시야가 넓어집니다. 계속하여 양 옆을
포함한 먼 거리와 가까운 거리를 모두 흝어보십시오. 회전의 끝지점과 그 후의 상황 또한 파악해놓으십시오.
Press(눌름): 오토바이를 기울리기 시작할때, 회전방향쪽의 손잡이를 앞으로 누르십시오. 좌측 손잡이를 눌러, 왼쪽으로
기울려, 왼쪽으로 갑니다. 우측 손잡이를 눌러, 오른쪽으로 기울려,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러고나서 다시 가고자 하는 길로
향해 조종하십시오.
Roll(돌림): 속도유지 또는 가속하려면 스로틀을 돌려 사용하십시오. 갑작스럽게 스로틀을 돌리거나 돌려-놓아버리면
서스펜션과 바퀴의 접지력에 영양을 끼쳐 원활한 주행이 되지 못하니 이를 삼가하십시오.
코너링의 유용한 계획 하나는 Search-Setup-Smooth입니다. Search (탐색): 커브에 접근하거나 지나가고 있을 때,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는지 흝어봅니다. Setup (설정): 커브 진입 전에 속력과 차선위치를 조절합니다. Smooth (매끄럽게): 갑작스런
움직임이 없도록 조종합니다.
보통거리의 속력인 경우, 당신과 오토바이가 같이 기울어져야합니다. 하지만 주차장에서의 유-턴과 같이 느리고, 좁은
회전공간에서는 오토바이와 당신이 따로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카운터-웨잉) 회전각도가 낮을 경우, 오토바이만 더 기울이면
더 날카롭게 꺽을수가 있습니다. 바깥쪽의 발판을 더 밟아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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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기초 작동에 대하여
제동, 정차
감속하기에 매번 클러치 레버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차하기 위해서는, 스로틀을 돌려-놓고, 클러치 레버와 앞
브레이크 레버를 당기며 동시에 뒷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십시오. 오토바이가 완전히 멈출때까지 뒷 브레이크 페달을 사용할수
있도록 왼발이 먼저 땅에 닫게 하십시오. 오토바이가 정차하였을 때에는 기어가 1단에 있어야합니다. 오토바이의 무게를 쉽게
지탱하려면 핸들바가 직각위치에 있음이 중요합니다. 출발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클러치 레버를 풀지 않도록 하십시오.
꺽어진 핸들바 VS. 직각위치의 핸들바

커브도중 멈추려면, 오토바이를 올바르게 세우며 양 브레이크를 조금씩 잡기 시작하십시오. 완전한 정차점에 도착하기
전에 오토바이는 벌써 똑바로 서있어야하며 핸들바도 직각위치에 있어야합니다. 저단변속을 하고 클러치 레버는 꽉 잡고
있어야합니다. 앞 브레이크는 70퍼센트 이상의 제동역활을 합니다. 앞쪽으로의 중심변화가 앞바퀴로 노면을 눌르게하여
뒷바퀴보다 높은 접지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 앞쪽으로의 중심 이동

보통 정차시에는 양 브레이크를 동시에 사용하게 되지만, 어느 브레이크나 개별적 사용 또한 가능합니다. 보통 예정된
정차과정에서는 최대한의 브레이크 힘이 필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양 브레이크의 적절한 사용을 몸에
익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정거 과정을 연습하기 전, 먼저 조심스럽고 안정된 정차방법을 배우십시오. 브레이크 조작이 손에
배여있어야합니다. 너무 많은 압력을 갑자기 한꺼번에
제동력
가하면 미끄러지거나, 컨트롤을 잃고, 넘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초적인 급정거 교육과정동안은 저속을
유지하고 점차적으로 브레이크 조종의 정교함을 배워가는
데에 집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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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기초 작동에 대하여
기어 변속
기어 변속을 하는 이유는 오토바이의 엔진속도(rpm)와 도로의 속도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입니다. 저단은 저속에, 고단은 고속에 사용합니다.
고단 기어변속: 엔진의 과도한 회전 (rpm)을 막기 위해서는 기아변속을
빨리 해주지만, 너무 급히 하면 엔진이 너무 낮은 rpm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고 끌리는듯 한 움직임) 고단 기어변속에는 다음 3가지
절차를 사용하십시오:

클러치 레버와 기어변속 레버

1. 클러치 레버를 잡으면서 스로틀을 돌려-놓으십시오.
2. 기어변속 레버를 가능한 한 꽉 올리고 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해제하십시오.
3. 클러치 레버를 풀고 스로틀을 조심히 돌려 엔진속도와 도로속도를
맞추십시오.
저단 기어변속: 속력을 충분히 낮추어 엔진이 과도회전하지 않고, 클러치 레버를 해제하며 뒷바퀴가 미끄러지게
하지않습니다.
저단 기어변속은 다음 3가지 절차를 사용하십시오:
1. 클러치 레버를 잡으며 스로틀을 돌려-놓으십시오.
2. 기어변속 레버를 가능한 한 꽉 내리고 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해제하십시오.
3. 클러치 레버를 풀고 스로틀을 돌리십시오. 클러치 레버를 놓으며 동시에 스로틀을 가볍게 돌려주면, 엔지속도가
도로속도를 따라잡기에 도움이 되어, 저단 기어변속을 원활한 과정으로 만들수 있습니다.
저단 기어로 변속하며 클러치 레버를 돌려-놓기는 브레이크 사용과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엔진 브레이킹이라
불립니다. 엔진 브레이킹을 하려면, 기어를 한 번에 한 단씩 낮추고, 그 사이사이마다 클러치 레버를 마찰구간까지 풀으십시오.
과정을 수월하게 하기위해서 클러치 레버와 스로틀을 조화롭게 사용하십시오. 클러치 레버를 꽉 쥔상태에서 기어를 한 단보다 더
내릴수도 있습니다. 기어변속 학습기간동안은 직진주행에만 적용해 연습하십시오. 오토바이가 기울은 상태에서 기어변속을 하면
순조러워야 할 과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수가 있습니다.
경험을 쌓고 기어변속을 모두 터득한 뒤에는, throttle blip (스로틀 블립: 재빨리 쓰로틀 돌리기)을 배울수도 있습니다; 스로틀
블립은 클러치 레버를 풀기 전에 이용하여 브레이크의 양을 조절하고 엔진속도와 도로속도를 좀 더 자연스럽게 맞추어주며 저단
기어로 변속을 더 빨리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토바이를 완전히 멈추려면. 뒷바퀴로부터의 동력을 차단하기 위해 클러치 레버를 끝까지 당겨야합니다. 클러치 레버는 기어 1
단으로 출발하기에 준비가 될때까지 쥐어져있어야합니다.

MSF BASIC RIDERCOURSE RIDER HANDBOOK
SM

11

제 5 장. 4 가지의 주행전 준비사항
소개 : 엔진가동 전, 주행준비를 완료해 놓아야 안전성은 물론 즐거움도 늘어납니다. 즉, 오토바이를 바로 세울수있는 힘과
조종장치들을 잘 다룰수있을 만큼의 건강 및 운동신경을 갖추고 있어야합니다. 주행준비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1.
2.
3.
4.

적합한 오토바이 선택
오토바이 점검
자신에게 맞는 보호장비 착용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정신상태
4가지 준비사항

크기/적합함

오토바이

보호장비

정신 자세

오토바이와의 적합함
당신의 오토바이란 당신이 잘 조종할수 있는 것 이어야합니다. 오토바이 선택에 고려해야할 2가지 사항은 안장높이와 전체적인
오토바이 크기입니다. 앉은 상태에서 발이 땅에 닿아 오토바이를 지탱할수 있을만큼 안장이 낮아야합니다. 전체적인 오토바이 크기는
보통 세제곱 센티미터나 세제곱인치 단위의 엔진 사이즈를 말합니다. 보다 큰 엔진의 오토바이들은 작은 사이즈의 오토바이들보다
더 무겁고 강력합니다. 당신의 체력과 실력에 맞는 크기를 선택해 문제없는 조종이 되야합니다. 오토바이의 조종장치들과 안장을
자신에게 더 맞게 조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오토바이 점검 및 관리
사전 점검은 안전한 주행과 고장없는 오토바이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올바른 작동을 보장해주어 거리에서 오토바이가 멈추어
버리는 듯 한 난처한 상황을 미리 예방할수 있게됩니다. 물론 경제적의 절약도 빼놓을 수 없을 것 입니다. 최고의 참고자료 오토바이의
사용설명서입니다. 주행전 오토바이 점검은 매일 양치질을 하는것과 같이 하루일상이 되어야합니다. 오토바이의 주요부품을
확인하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T-CLOCSSM 라고 불리는 점검과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T – Tires and Wheels (타이어와 바퀴)
•Air pressure (공기압)
•Tread (접지면)
•Cracked sidewalls (타이어 접지면과 테두리 사이의
금이간 부분), dented wheels (찌그러진 바퀴),
loose spokes (느슨해진 바퀴살)
• C – Controls (조종장치)
•Levers and pedals (레버와 페달)
•Cables (케이블)
•Hoses (호스)
•Throttle (스로틀)
• L – Lights and Mirrors (등과 거울)
•Headlight (해드라이트)
•Taillights and brake lights (테일라이트와 브레이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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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n signals (방향지시등)
•Switches (스위치)
•Mirrors (거울)
• O – Oil and Other Fluids (오일, 유체)
•Levels (높이)
•Leaks (누출)
• C – Chassis (차체/틀)
•Suspension (서스펜션)
•Chain, belt, or driveshaft (체인, 벨트나 드라이브
샤프트)
• S – Stands (받침)
•Side stand (kickstand) (사이드 스탠드/킥 스탠드)
•Center stand (센터 스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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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전 점검은 불과 몇 분밖에 소요하지 않으며 심각한 고장이 나기전에
문제점들을 발견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책자 마지막에 더 자세한 T-CLOCS
참고록을 검토해 보십시오. 정기적인 정비는 사전점검보다 더욱 효율적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일상적인 사용에의한 마모는 막을수 없는 현상이니, 올바른
습관을 유지함으로서 값비싼 수리를 면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정비를 위한
스케줄은 해당 오토바이 사용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

바람 빠진 타이어

개인 보호장비
많은 레저 또는 스포츠 활동들에 그렇듯이 오토바이 주행에도 역시 보호장비는
필수입니다. 저속으로 넘어져도 찰과상이나 타박상, 또는 그보다 더한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도로나 다른 차량과의 과속 충돌은 더욱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주행은 올바른 보호장비 착용 시 더욱 더
즐거워지고, 사고가 날 경우에는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수성 오토바이 전용
보호장비는 몸에 편하여 집중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몸을 보호하고, 다른차량들
사이에서도 눈에 잘 띄이게 해줍니다.

장비 선택

오토바이를 탈때에는 차 운전자들의 눈에 잘 띄어야합니다. 특히 야간주행이
잦다면, 헬멧과 재킷은 밝은 색상으로, 그리고 반사소재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갑옷 (척추, 팔꿈치, 무릎, 그리고 다른 부분을 보호하는 딱딱한 패딩)이
투입되어 있는 복장 또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보호장비는
충돌사고에서도 부상를 줄여주거나 예방해주며, 보통 어떠한 조건에서도
유용합니다. 주행을 위해서뿐 만이 아니라 사고를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보호장비를 착용하십시오.
모든 오토바이 운전자나 동승자는 우수성 핼멧을 착용해야합니다. 추가로
올바른 눈 보호장비, 미끄러짐 방지용 깔창을 갖춘 발목까지 덮는 신발,
미끄러져도 벗겨지지 않을 긴바지, 좋은 재킷, 그리고 손가락장갑이 있습니다.
이것은 ATGATT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All The Gear, All The Time (모든 장비
항상 착용).

머리와 뇌 보호장비
헬멧은 머리와 뇌를 보호해줍니다. 헬멧의 엄청난 중요성은 몇 십년간의
충돌사고 연구와 실험에서도 밝혀진 바 입니다. 몇 가지 헬멧에 대한 헛소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헬멧착용은 목부상, 시야방해, 청각손상을 일으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헬멧이 초기의 충격을 흡수하고 목에
힘을 덜 가하게 하여 목부상을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미 교통국 기준에 따라 모든 헬멧은 양 사방 최소 105도의 시야를
허락해야합니다. 또한, 교통상황을 듣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도리어 바람과 엔진소리를 줄임으로써 청각손상을 막아줍니다.
라이더들의 주요 사망원인은 머리부상입니다. 아무리 좋은 헬멧이라도 손상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올바른 헬멧 사용은 뇌 손상에는 67
프로, 그리고 사망 위험률은 37프로나 줄여줍니다 (미국 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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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의 원리

헬멧의 기본적인 구조

헬멧은 크게 4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ౡౡೠ৻ೖ

1.

 피: 위험물이 머리까지 와닿지 않게 하고, 충격을
외
Ѻ൚ࣻۄց
흡수합니다. 헬멧에 충격이 가해지면, 점검 후
ҷऒ٘
필요에따라 교체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맨 눈으로는
ղೖ
손상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 충격흡수 라이너: 충격을 흡수하는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외통과 함께 헬멧전체로 충격을
ҷ డ ইࠁഐ
ਬ
전파시킵니다. 더 높은 양의 에너지가 흡수 또는
편향될수록 머리와 뇌로의 전달되는 위력은 낮아집니다.
3. 내피: 부드러운 폼과 천으로 만들어져 머리와 접하게
되는 막입니다. 머리에 편안하고 잘 맞게 하기위해
ӝࠄݱѤࢸ
사용되며, 세척을 할수있도록 벗겨지는 형태가 많습니다
4. 유지 장치: 헬멧을 머리에 꽉 맬수 있도록 합니다. 보통 ‘D-ring’으로 된 턱끈입니다. 헬멧이 단단히 매어져 있지 않는
상태로는 충돌시 벗겨져버릴 가능성이 크며 이의 보호력을 잃게됩니다.
이 부품들이 합쳐져 편안함과 보호력 제공 작용을 합니다.

헬멧 선택 사안

헬멧의 종류

헬멧 선택 사안으로 색깔, 디자인, 그리고 가격 또한 포함되겠지만,
보호성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풀 페이스 (얼굴 전체) 헬멧은 머리, 얼굴,
턱까지 덮어줌으로써 보호력이 가장 높습니다. 젖혀지는 얼굴보호막은
눈을 보호해 주고, 모듀러 (조립식) 디자인 헬멧은 앞부분을 젖길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 있습니다. 풀 페이스 헬멧은 공중에 날라다니는
이물질들로부터도 보호해줍니다.
3/4 또는 오픈 페이스 (부분적으로 열린) 헬멧은 기본적으로는 같은
부품들로 구성되 있으나 풀 페이스 헬멧과같이 얼굴과 턱 보호를 해주지는
못합니다. 오픈 페이스 헬멧 착용시에는, 떼어질수 있는 얼굴보호막이나
고글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ಽಕझ

חژয়ಕझ

우수성 헬멧을 사용함이 중요합니다. 주로 헬멧뒤에 스티커로 붙어있는 미 교통국 (DOT)표를 찾아보십시오. 이 스티커는 헬멧이
미국에서의 판매를 위해 미 연방법 안전시험기준에 따라 만들어짐을 뜻합니다. 유럽 경제공동체 (ECE)나 Snell (스넬) 기념재단
같은 다른 기준에 맞게 제조된 헬멧들도 있습니다. 모조품 DOT 규정 준수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헬멧을 주의하십시오. 의심이
가는 경우, 헬멧 안의 comfort liner (내피) 밑 라벨을 확인해보십시오.
헬멧은 신경에 거슬리도록 압박되는 부분이 없이 편안하게 맞아야합니다. 잘 맞는 헬멧은 머리를 양 옆으로나 앞 뒤로 움직여도
머리위를 겉 돌지 않습니다. 유지장치가 올바르게 착용되어있는 상태에서는 헬멧이 벗겨질 수 없어야합니다.
다양한 가격, 색깔과 디자인의 헬멧들이 있겠지만, 밝은 색상과 반사소재가 추가된 헬멧을 선택하십시오. 특히 야간 주행 계획이
있다면 더 주안점이 되야하는 사안입니다.

헬멧 관리
헬멧과 함께 제공되는 관리지시사항들을 확실히 따르십시오. 강한 화학약품을 사용한 세척은 삼가하십시오. 마른 벌레들을
긁어 벗겨내기 보다는, 젖은 수건을 몇 분간 올려둔 후 닦아내십니오. 특히 라이너를 포함한 헬멧의 부품들은 사용과 습도로
인해 닳기도 하고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가능한 부분들은 세척하되, 나머지에는 세균/곰팡이 제거약품을
사용하십시오. 교체제품으로는 같은 헬멧 제조사의 부품을 사용하십시오. 헬멧을 내려 놓을 때에는, 헬멧 아래쪽이 밑으로 가게
놓으십시오.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오토바이 위에 헬멧을 올려 놓지마십시오. 헬멧을 떨어뜨리면, 외통이나 얼굴 가리개에
손상이 갔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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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개조는 보호성을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멍을 뚫거나, 유지장치를
개조하거나, 페인트를 칠하던지, 외관에 다른 물체를 붙이지 마십시오.
통신장치 설치에 관하여는 제조자와 상의하십시오. 헬멧을 착용한
상태에서 충격이 가해졌다 해도 헬멧을 교체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헬멧은 영원히 쓸 수는 없는, 언젠가는 교체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방풍유리

눈과 얼굴 보호
운전중 돌 또는 곤충과 부딪혀 본 적이 있는 라이더는 분명 눈과 얼굴
보호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안경이나 선글라스는 바람과
먼지를 완전히 막지 못합니다. 오토바이의 방풍유리는 바람과 잔해들을
비켜가게만 합니다. 충격흡수 쉴드나 고글만큼 눈 보호에는 대신할 것이
없습니다.

얼굴 쉴드
다양한 디자인들이 있습니다. 위아래로 젖혀지는 디자인은 주행시에는 내려야합니다. 쉴드는 충격흡수가 되야하며 스크래치가
없어야 하고, 색이 첨가된 막은 오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막은 빛이 낮은 저녁시간과 시야가 한정된 조건안에서
사용됩니다.

고글
고글은 눈 보호에는 효능하지만 얼굴의 다른 부위들을 보호해 주지는 못합니다. 고글은 헬멧 위에 착용되며 안전히 고정되어
있어야합니다. 스크래치가 나거나 더러워서도 안됩니다. 저녁 시간, 빛이 낮을 때나 시야가 한정된 상황에서는 색이 첨가된
고글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몸체 보호장비
몸체 보호장비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옷차림으로 짜여집니다. 어떠한 날씨에라도, 그리고 넘어지게 되더라도, 보호기능을
제공해줍니다. 자신의 안전을 중요시 여긴다면 신중히 알맞는 보호장비/복장을 고르십시오.

신발
발목까지 오는 튼튼한 부츠는 돌이나 뜨거운 엔진 부품과 같은 주행중 위험요소들로 부터 당신을 보호해줍니다. 낮은 굽의
고무창은 신발이 도로나 발판에서 미끄러지지 않는데에 도움이 됩니다. 넘어질 경우에도 부츠를 신고 있다면 발이나 발목 부상을
방지해줄 수도 있습니다.

장갑

올바른 복장의 라이더들

손에 잘 맞는 손가락장갑은 바람, 햇살, 열기 그리고 추위로부터 손을
보호해줍니다. 손이 미끄러지지 않게도 하며 넘어졌을 때도 손을 보호
해 줍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이물질들로부터도 마찬가지 입니다.
오토바이용 장갑은 편안함을 위해 솔기가 바깥쪽에 있고 자연스러운
착용감을 위해 커브가 져 있습니다. 보호기능이 안에 부착 된 디자인도
있습니다.
손에 너무 큰 장갑을 끼면 조종장치 작동이 어려워지고 작은 장갑을 끼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됩니다. 두꺼운 방풍 장갑은 추운 날씨에 알맞으며
손목을 덮어주는 건틀렛 장갑은 소매사이로 바람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재킷, 바지, 라이딩 복장
보호용 복장은 부상을 예방해줍니다. 가죽이나 튼튼한 합성섬유의
오토바이 전용 감으로 만들어진 옷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오토바이 의류로 재킷과 바지를 개별로 입게되던, 하나의 라이딩 복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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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5. PREPARING
TO있습니다.
RIDE:소매와
THE다리쪽을
FOUR더PREPS
입게되던,
주행자세에
잘 맞게 디자인이 되어
길게, 그리고 어깨 폭은 넉넉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덮개와 조임장치들은 바람을 막아주며 통풍을 위한 지퍼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패딩이나 ‘갑옷’이 더 해지면
보호성이 높아집니다.
out the wind, and there may be zippers for ventilation. Extra padding or “armor” provides more protection.
나팔바지나 펄럭거리는 스카프같은것들은 피하십시오. 운전에 방해가 되며 오토바이의 부품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일반 청
Avoid wearing
flared pants,
flowing
scarves,
or similar
items. They can be distracting and get caught in moving parts. Regular
기지는
사고시 피부를
보호하지
못하여
찰과상을
입기쉽습니다.
jeans will not hold up in a crash, leaving your skin vulnerable to abrasions.
좋은 보호용 복장는 당신이 다른이들의 눈에 더 잘 띄게해줍니다. 낮에는 밝은 색깔의 옷을 입으십시오. 반사색 조끼를 어두운
Good protective
gear can
make
you잘more
visible.
Wear bright colors during the day. A reflective vest can be worn over darker
색상의
옷 위에 입으면
밤에도
눈에
띄일수
가 있습니다.
clothing to help you be seen at night.
그 외의 보호사안들
Other Protection Needs
비
Rain

비가 내리는 날씨에 주행을 하려면 비옷이 필요합니다. 비에 젖고 체온이 낮아진 상태가 아니어야 몸이 더 편안하며 정신이
Riding in the
rain라이딩
requires복장으로도
a rain suit.판매되며
You will 상,
be more
and 복장
alert 또한
if you있습니다.
are not wet
chilled. Oneand two맑습니다.
하나의
하 로 comfortable
나뉘어진 개별적
밝은and
주황색이나
노랑색을
piece styles are허리,
available.
Bright그리고
orange소매가
or yellow
colors잘are맞을
good
sure to 있는
have 기지여야합니다.
elastic in the waist,
pant옷깃은
legs, and
선호하십시오.
바지 다리,
편안하고
수 choices.
있으려면Be
탄력성이
재킷의
sleeves
for
a
snug
and
secure
fit.
The
jacket
should
have
a
high
collar
and
zip
up
with
wide
flaps
across
the
opening.
높아야 하고, 지퍼가 끝까지 올라와 넓은 덮개와 십자를 이루게 됩니다. 방수장갑과 신발덮개 착용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Adding
방수가
waterproof
boot covers
a good
motorcycle
boots are
waterproof.
gear날씨에도
should be
large
된
오토바이 gloves
부츠도and
있습니다.
비옷은is평소
복장idea.
위에Some
입어도
잘 맞게 넉넉한
크기로
준비하여Your
비가 rain
내리는
안전하고
enough젖지
to fit않도록
over your
regular riding gear so you are still protected and stay dry.
빗물에
하십시오.

추운Cold
날씨 Weather
When
riding in저체온증을
cold weather,
protect yourself
against hypothermia.
Hypothermia
is a lower
normal
body증상으로는
temperature
추운
날씨에는
조심하십시오.
저체온증이란
몸의 정상 온도보다
더 낮아지는
것을 than
말하며
대표적인
and causes
loss of
concentration
and slower
reactions.
As an example,
a chilly day
(40 노출된
degrees피부의
Fahrenheit),
a speed
of 55
감소된
집중력과
대응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운 날씨에
(40화씨) on
55mph로
달리면
체감온도는
25도가
MPH has a chilling effect on exposed skin of 25 degrees.
됩니다.
It is wise
dress 잘
in 적응할
layers so
can 옷을
adjust겹겹이
to conditions.
overpants,오토바이
and thermal-base
shirts,내복,
pants,
and
때로
다른 to
상황에
수you
있도록
입는 것도Motorcycle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버 팬츠,layer
여러겹의
바지,
jackets
can
be
used
to
prevent
loss
of
body
heat.
A
windproof
outer
jacket
can
help
prevent
cold
air
from
reaching
the
skin.
그리고 재킷을 입음으로 해서 체온 손실을 어느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풍속 냉각 지수 도표
화씨 온도

바람 (시간당 마일수)

잔잔함 4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36
34
32
30
29
28
28
27
26
26
25
25

35
31
27
25
24
23
22
21
20
19
19
18
17

30
25
21
19
17
16
15
14
13
12
12
11
10

25
19
15
13
11
9
8
7
6
5
4
4
3

20
13
9
6
4
3
1
0
-1
-2
-3
-3
-4

15
7
3
0
-2
-4
-5
-7
-8
-9
-10
-11
-11

동상 기간

10
1
-4
-7
-9
-11
-12
-14
-15
-16
-17
-18
-19

5
-5
-10
-13
-15
-17
-19
-21
-22
-23
-24
-25
-26
30 분

0
-11
-16
-19
-22
-24
-26
-27
-29
-30
-31
-32
-33

-5
-16
-22
-26
-29
-31
-33
-34
-36
-37
-38
-39
-40

-10
-22
-28
-32
-35
-37
-39
-41
-43
-44
-45
-46
-48

-15
-28
-35
-39
-42
-44
-46
-48
-50
-51
-52
-54
-55

-20
-34
-41
-45
-48
-51
-53
-55
-57
-58
-60
-61
-62

-25
-40
-47
-51
-55
-58
-60
-62
-64
-65
-67
-68
-69

-30
-46
-53
-58
-61
-64
-67
-69
-71
-72
-74
-75
-76

-35
-52
-59
-64
-68
-71
-73
-76
-78
-79
-81
-82
-84

-40
-57
-66
-71
-74
-78
-80
-82
-84
-86
-88
-89
-91

-45
-63
-72
-77
-81
-84
-87
-89
-91
-93
-95
-97
-98

5분

10 분

0.16

) + 0.4275T(V0.16)

풍속 냉각 (ºF) = 35.74 + 0.6215T - 35.75(V

시점 = T = 화씨 온도 V = 바람의 속도 (mph)

11/01/01 유효

더운Hot
날씨Weather
When riding in hot weather, protect yourself from dehydration and heat exhaustion. Dehydration occurs when you do not
더운
날씨에는 탈수와 열사병을 조심하십시오. 탈수는 당신이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지 않을 경우, 열사병은 열로 인한
drink enough water. Heat exhaustion is weakness caused by heat. Their symptoms include dry mouth, cramps, dizziness, and
쇠약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구강건조, 근육경련, 어지러움과 두통과 같은 증상들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많은 양의 물을
headache. Drink plenty of water. Some protective riding gear is vented to help keep you cool. You can also dampen your
섭취하십시오. 낮은 체온 유지를 위해 통풍이 잘 되도록 제조된 보호용 복장들도 있습니다. 열과 맞서기 위해 옷을 적셔 입는
clothes to fight the heat. If you become too hot to ride,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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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4 가지의 주행전 준비사항
방법도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기에 체온이 너무 높다 싶으면, 바로
멈추십시오.

귀마개

청각
오토바이 주행 시 고음의 바람소리와 엔진소음은 청각을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청각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은채의 고속도로 및 장거리 주행은
청력손실을 유발합니다. 귀마개는 귀에 손상을 주는 바람소리를 줄여주며,
이를 착용하여도 다른 차량이나 싸이렌 등 의 중요한 소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청력손실은 영구적 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정신 자세
좋은 정신자세는 안전이 우선사항임을 뜻합니다. 즉, 교통상황안에서 위험을 알아차리고 자신에게 다음같은 질문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주행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피곤하다거나 스트레스에 지쳐있는가? 내 스스로가 나의 주행실력이
날카롭다는 확신이 서는가? 안전성에 집중할 수 있는가? 오토바이 주행은 완벽한 집중력을 필요로 합니다.
안전한 결정력에 촛점을 둔 당신의 집중력을 흗어지게 하는 잡생각들은 버리십시오.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또 올바른 선택을 하는 좋은 라이더의 기질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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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주행에 따르는 위험성
소개 :충돌사고의 대부분이 커브길이나 교차로에서 일어납니다. 오토바이 주행에는 차량 운전보다 위험요소가 더 많이 따릅니다.
그 이유는:
1.	보다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속 주행에는 균형을 잡아야 하며, 과속 주행에는 코너링 힘을 조절해야
합니다.
2.	당신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과 같은 금속 보호막이 없을 뿐 더러, 바깥상황의 변화가 당신의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칩니다.
3. 다른 운전자들 눈에 띄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 오토바이는 다른 차량들보다 작고 폭도 좁을 뿐 더러, 다른 운전자들이
당신을 애써 찾아보려 노력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험성 인식
오토바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속 주행, 주의력 부족, 주의산만, 음주운전, 또는 부주위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다 좋은 답이지만, 다음 충돌상황 또한 고려해보십시오:

한 라이더가 하루의 고된 일을 마친 후 오후 5시 경, 집을 향해 한 시골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는 교차로전에 위치한
가벼운 커브를 돌면서도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측에는 일단 정지 표지에 맞춰 멈춰있는 차량이 있고,
라이더는 속도를 늦추려 하다가 차량 운전자가 자신을 보았다고 추측합니다. 그 순간, 그 차가 앞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한
라이더는 차를 피하려 우측으로 방향을 틀지만, 차는 더이상 가지않고 차선중간에서 멈추어버립니다. 오토바이의 앞바퀴가
차의 좌측 뒷편에 충돌하며 오토바이는 컨트롤을 잃고 도랑에 빠집니다. 다행이 헬멧을 쓰고있어 머리부상은 없지만
무릎에 타박상을 입고, 망가진 오토바이는 타지 못 할 지경입니다. 상대방은 어린나이의 무면허 운전자로 노을빛에 주의를
빼았겼다고 합니다. 알콜 섭취의 영향은 없으며 과속 또한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이 충돌사고의 주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상황에는 여러 요소들이 있었기에, 일차적 이유를 한 가지만 뽑기란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어느 충돌에서라도 한가지의 요소만 있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경우 충돌사고를
일으키는데에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거나 조합되는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 충돌사고를 예방할수 있었을까요? 빛을 덜 비추는 노을? 더 예리한 운전자? 더 주의력 있는 라이더? 긴급히
방향전환을 더 잘 하는 라이더? 한가지라도 빠진다면 이 충돌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사고로 이어간
사건의 연속에서 하나라도 조그만 요소를 무시할수 없습니다.

위험성 수락
가동은 위험을 동반하고, 그 중 얼마나 높은 위험률을 감당하느냐는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 사람에따라 조심스레 살던, 운에
맏기던, 모두 다른 선택을 하는 것 처럼, 당신이 스스로 감당할 위험성을 고려해 봐야합니다.
당신이 오토바이를 타겠다는 마음과 함께 해야하는 자문 자답 사항들이 있습니다:
1.
2.
3.
4.
5.

내가 자동차 운전자로서 운전을 얼마나 잘 하는가?
자동차 사고가 날 뻔한 적이 많은가?
내가 운전을 할 때 브레이크를 세게, 자주 밟는가?
내가 운전 도중 쉽게 집중을 잃는가?
내 운전 면허에 기록된 벌점이 있는가?

자신의 답이 자신의 위험 부담에 대해 많은 것들을 이야기 해줄 것 입니다. 소수의 라이더들만이 생각해보는 사안이지만,
실지로는 매년 많은 라이더들이 사고로 인한 부상을 입게됩니다. 안전을 당신의 목표로 하면 위험성을 잘 다룰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위험성 관리
무엇이 좋은 라이더임를 뜻 할까요? 법을 준수하는 사람? 그것은 기본입니다. 뛰어난 주행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과속 선회가 가능한 사람? 굳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위험 요소들을 찾아보는 사람? 그렇습니다.
개인적이나 상황적 한계를 알고 초월하지 않으며 판단력이 좋은 사람? 바로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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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주행에 따르는 위험성
안전한 주행을 하려면 주의력과 판단력도 필요하지만 오토바이를 잘
조종할수 있는 신체적 능력도 함께해야 합니다. 높은 지각력과 신체조건을
모두 소유해야합니다. 이 다음 3가지의 안전확보 유지가 위험성 관리의
필수사항들 입니다:

안전 확보

উഛࠁ

1. 실제 필요한 만큼의 주행실력과 조종성을 초월하기. 모든 조건
아래, 오토바이를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수 있을만큼의 조종능력을
ۄ؊
दр
য়ష߄
ҕр
갖추어야합니다. 이 말은 오토바이의 제동, 선회, 방향전환 및
߄௰
가속이 정확한 동작으로 실행됨을 뜻합니다. 예를 들자면, 당신과
֢ݶ
적합한 오토바이만을 운전해야, 이의 크기, 무게, 그리고 힘을
조종할수 있습니다. 당신만의 오토바이를 타면서 할수있는 것과 못
하는것을 구분하고, 자신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아야합니다.
2. 실제 필요한 만큼 이상의 노면마찰 이용. 마찰범위 내에서만
주행하십시오. 교묘한 오토바이 조종은 충분한 마찰력이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빗길 또는 낮은 타이어의
공기압은 노면마찰을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실제적으로 필요한 만큼 이상의 시간과 공간의 여유 유지. 돌발사태에 급하게 대처하지 않고 순조로운 대응을 할수
있도록 여유공간과 도피수단/도피로을 갖추고 있으십시오. 예를 들어, 앞차를 너무 가까이 쫒아 가거나 주위의 다른
물체들에 너무 가깝게 하는 운전는 위험률을 증가시킵니다. 주위환경에 따라 안전한 속도를 유지하십시오.
CG

CF

Lean
Angle

W

TL

오토바이 주행에는 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위험을 잘 피해가는 운전자는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운전자가 되기위한 지식,
기술, 태도, 가치, 습관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아인식
안전하고 책임감있는 주행의 길에는 자기평가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평가해보십시오. 나의 기술은 얼마나 능숙한가?
바른 선택을 할 것인가? 안전성을 주요시 하는 주행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능률 가치를 떠나, 안전한 주행공식에는
정직한 자기평가가 요구됩니다. 평상시 자신의 위험감수경향 뿐 만이 아니라 위험한 상황 순간에 대응절차를 고려해보십시오.
자신의 위험감수량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해야합니다. 위험률 오프셋 (상쇄)이란 바로 위험률과 능률의 차이점 입니다.
좋은 위험률 오프셋은 능률이 위험률을 뛰어 넘는 경우 입니다. 좋지 않은 위험률 오프셋은 위험률이 당신의 능률을 뛰어 넘는
경우 입니다. 현명한 라이더는 좋은 위험률 오프셋이
당신의 위험률 오프셋은 무엇입니까?
충분함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자신의 위험률 오프셋을
찾기 위한 단계입니다:
1. 위험률 스케일에 자신의 위험감수량 위치점을
찾아 표시하십시오. 중간지점은 평균양을
나타냅니다.
2. 능률 스케일에 자신의 기술 수준을 나타내는
지점을 찾아 표시하십시오. 중간지점은
평균수준을 의미합니다.
3. 두 점을 선으로 연결하여 결과를 봅니다.
4. 위험률 오프셋이란 위험률과 능률의 차이점
입니다
5. 선이 위를 향하면 좋은 위험률 오프셋을
뜻하며, 높은 안전성을 나타냅니다.
(예: 녹색점선)
6. 선이 아래를 향하면 좋지 않은 위험률
오프셋을 뜻하며, 높은 위험성을 나타내기에
충돌할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예: 적색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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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기초 주행방책
소개: 안전하고, 즐거운 주행을 위해 미리앞선 위험물에 대한 대처계획 준비는 좋은 라이더의 습관입니다. 위험은 항상 존재하며,
교차로와 커브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교차로에서는 (특히 반대방향에서) 마주보는 운전자가 좌회전을 하며 당신을 못보거나 길을
양보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커브에서는 너무 빠른 속력의 진입이 문제일 경우가 많습니다. 전반적 주행요령으로, 항상
충돌의 가능성과 도피수단을 살펴보고 있어야합니다.
교통상황은 갑작스럽게 바뀔 수가 있기때문에, 여유공간이 있어야 하며 그 안에서 오토바이를 조종할수 있어야 합니다. 돌발사태
발생 순간의 시급한 대처 대신 미리 계획을 짜두어 여유롭게 상황에 대응하십시오. 정신적 준비, 보호장비, 그리고 사전점검의
가치를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으라 믿습니다. 다음은 당신의 안전성을 위해 취할수 있는 행동사항들 입니다.

진로 선택
차선 선택
차선이 하나 이상일 경우, 올바른 선택은 다른 차량에게 쉽게 감지되며
잦은 차선교채 없이 앞상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차선입니다. 사방으로
여유공간을 유지하고 사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다른 차량들의
속도에 맞추십시오. 도피수단으로 갓길이나 중앙분리대, 또는 두
차선의 고속도로일 경우 우측차선을 염두 해 두십시오. 두차선 이상의
고속도로에서는 진입로와 출구가 있는 우측차선을 피하십시오. 차선교체를
하기 전에 다른 차량이 같은 차선으로 진입하지 않음을 확인하십시오.

차선 선정

차선 위치
오토바이는 차선을 셋 으로 나누어 탈수가 있습니다: 좌측, 중앙, 그리고
우측. 당신의 차선 내 에서의 가장 좋은 위치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앞, 뒤, 그리고 양 옆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염두 해 두십시오.
다른 차량을 위해 앞공간을 유지함으로써 자신만의 공간 또한 보유할 수
있습니다.
시야를 넓히기 위해, 다른 운전자들의 눈에 쉽게 띄기 위해, 또는
위험요소와 안 좋은 도로조건을 피하기 위해 차선위치를 바꿉니다.
‘프레젠테이션’이란 다른 차량이 당신을 잘 볼수있는 차선 내의 위치선택을
말합니다 (특히 다른 차량들을 마주보고 가게 될 당시). 다음은 사용 해야할
차선위치와 그 상황의 예 입니다:
좌측 (LP1):

차선 위치

1. 당신과 다른 운전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잘 볼수 있도록 이 위치로
주행하기 (또는 출발).
2. 우측 앞 드라이브 웨이에서 후진하는 차를 잘 보기 위하여.
3. 좌측 차선의 차량이 같은 차선을 공유하지 못 하도록.
4. 우측에 위치한 커브 진입에 넓은시야를 위하여.
5. 전방시야를 늘리기 위하여.
6. 주차된 차량의 문이 열릴 상황에 대비하여.
7. 우측에 위치한 제한된 시야의 교차로에서 더 잘 보이기 위하여.
8. 종종 차선의 중앙에 있는 검은 기름자국, 파편, 또는 맨홀 뚜껑을
피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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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LP2):
1.
2.
3.
4.

우측에 주차된 차량이 있고 다른 차선에는 높은 교통량이 있을 때 양쪽에서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언덕 위에서 잘 보고 잘 보이기 위하여.
양쪽 시야가 제한되어 있을 때 잘 보이기 위하여.
커브 차선에서 양쪽 공간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측 (LP3):
1.
2.
3.
4.
5.

지나가는 트럭으로부터의 바람을 피하기 위하여.
반대편 차량을 잘 보고 잘 보이기 위하여.
우측의 커브 진입 시 시야를 높이기 위하여.
좌측의 시야가 제한되어 있을 때 잘 보이기 위하여.
종종 차선의 중앙에서 발견 되는 검은 기름 자국들을 피하기 위하여.

가시성 확보
상황에 따라 위치조정을 하는데에는 당신의 시각과 감각을 사용하십시오.
교통상황의 조감도를 상상하여 미리 교통류를 예측함으로 차선위치
또는 속도를 조절 할 준비를 해두십시오. 도로의 운전자들이 당신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는 바로 당신의 책임입니다. 더욱 더 많은
운전자들이 주의산만한 주행을 하고 있고, 오토바이는 크기와 폭이 좁기도
하여 보이기도 힘들 뿐 더러 다른 운전자들이 당신을 굳이 찾아내려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은 가능한 한 다른 운전자들 눈에 잘 띄게 하려
하면서도, 그들이 자신을 보지 못 했다는 추측상에 주행을 하여야 합니다.
차량운전자가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진짜로
당신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조감도

차선에서의 위치를 잘 잡는 것과 더불어, 잘 보이기 위한 방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옷: 낮에는 밝은 옷과 밝은 색깔의 헬멧을 착용 하십시오. 밤에는 당신의
옷과 헬멧에 반사되는 소재를 사용 하십시오.
헤드라이트: 낮시간에도 헤드라이트가 켜져있음을 확인 하십시오; 자동으로
켜 질 수도 있습니다.
가시성을 더 높이려면
가시성
(위반사항이 아닐 경우)
하이빔을 이용 하되,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 하지는 마십시오.
방향지시등: 상대방에게 당신의 계획을 알리십시오. 그 후에는 잊지말고 지시등을
꺼 주십시오.
브레이크 등: 필요에 따라 신호등에 멈춰 있거나 멈추기 전, (긴급정차가 아닐 경우)
브레이크 등을 사용해 다른 운전자들에게 신호를 주십시오.
경적: 주의를 끌기 위해서 사용하되, 이에 의존하지는 마십시오. 다른 운전자들이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나다.
부착물: 오토바이에 반사적인 소재나 등을 추가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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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인 방법

시계 문자반으로의 주 요소 위치

Rider Radar 라이더 탐지기
라이더 탐지기는 앞, 양 옆, 그리고 후방 거울속의 뒤까지 보는 것을
뜻합니다. 양 옆 뿐만이 아니라 먼 거리에 가까운 거리까지 흝어 보십시오.
앞에 있는 요소들이 가장 영향이 큰 위험사항들 입니다. 위급한 상황이 닥쳐
마지막 찰나에 대응하지 않도록 위험요소를 미리 살펴보십시오.
다른 지역보다 더 위험이 많은 곳도 있으며 사고경향이 많은 지역도
있습니다. 제한된 시야의 교차로, 비좁은 커브, 미끄러운 도면, 도피수단이
없는 도로 등의 예가 있습니다. 라이더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¾는
11시에서 1시 방향에 위치해 있다지만, 360도 주위에 집중하십시오.

시각으로 판단하는 시간과 거리 여유
주변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시간과 거리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라이더 탐지기를 구성하는 3가지의 시간과
거리 여유입니다:
• 앞차량과의 2초 간격 시간 및 거리
• 4초 긴급 시간 및 거리
• 12초 예상 시간 및 거리
이 사항들은 대부분 직선도로에서의 시간과 거리이지만, 옆 샛길의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지 높지않은 속력이라도
주행하게되는 거리는 놀라울만큼의 양입니다. 주행속도 (mph)를 1.5로 곱하면, 결과는 1초당 주행하게 되는 피트(feet)가
계산이 됩니다. (30mph에서는 1초당 45ft, 대략 13.7 미터,를 가게 됩니다.)
2초 간격 시간 및 거리: 앞 상황에 집중하고 있는 이상적인 상황에서의 최소량입니다. 앞 차량이 급제동을 할 당시 충돌을
방지하는데에 도움을 줍니다. 완벽하지 못한 상황은 더 많은 시간과 거리를 필요로 합니다. 다음은 2초 간격 시간과 거리를
따르는 방법입니다:
표지판 또는 도로의 표기와 같은 고정점을 선택하십시오. 앞차량이 그 고정점을 지나갈때 “오토바이 하나, 오토바이 둘”을
평소의 대화속도로 세십시오. 세고난 후 에도 당신이 같은 고정점을 지나치지 않았다면 최소량의 여유가 있는 것 입니다.
너무 빨리 세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앞차량과의 최소 2초 간격

간격 시간이나 거리의 여유는 많을 수록 더욱 좋습니다. 특히 초보 라이더이거나, 익숙치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을 때, 비가
내릴 때, 아니면 앞차량이 당신보다 제동거리가 더 짧을 때 시간과 거리 여유를 두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살피고, 평가하고,
대응할 충분한 여유를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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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초 긴급 시간과 거리: 교차로에 진입할 때, 커브길을 돌 때, 다른 차량 뒤를 따라갈 때 등, 각종 상황들에 바르게 대처하게
도와줍니다. 앞차량이 무언가와 충돌하였을 때에도 그 차량과 당신의 충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차량이 밟고
지나가거나 피해가는 타이어파편 이나 나무토막, 트럭에서 떨어지는 물체들 등의 위험요소에 대처할수 있습니다. 숙련된
제동실력을 갖추었다면, 계속 갈 뻔 했던 거리를 4-5초 안에 멈출 수가 있습니다. 안전한 정차를 하려면 그 거리가 모두 필요 할
수도 있습니다.
12초 예상 시간과 거리: 당신이 12초후에 도착할 만한 지역을 살펴보십시오. 전체적인 교통의 흐름과 주변환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입니다. 몇 운전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며 주위를 살피지 않는 경우를 염두하여, 하나의 위험요소가 몇가지로 변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예를 들어, 한 차량이 뒷차량의 길을 막아버리면 그 뒷차량이 당신의 길을 막을수가 있습니다.
12초를 먼저 예상하기는 상황변화에 대응할 시간을 벌어두는 것과 같아 위급한 상황을 피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더 많은 시간과
거리를 두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특히 초보 라이더이거나, 익숙치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을 때, 비가 내릴 때, 아니면
익숙치 않은 또는 위험한 길을 주행할때 더욱 더 중요합니다. 시간과 거리의 여유는 바로 안전확보 여유입니다.

최종 정차 거리
위험물로 인한 정차 시, 제동거리는 정차점까지의
거리중 오직 한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멈추기까지의 거리에는 이 세가지
부분이 포함됩니다:

60 MPH 주행 시 최종 정차 거리: 축구장과의 비유
(근사치 거리)
ঠ٘
ੋۄ

1. 예상 거리
2. 대응 거리
3. 제동 거리
예상거리는 위험물을 완전히 인식하기 전까지
주행하게 되는 거리입니다. 주변상황에 모든
주의를 기울어야 합니다. 속력이 높을 수록 상황을
파악하는 동안의 주행거리가 길어집니다.

ઁز

ੋध

대응 거리는 위험물을 인식하고 브레이크를
사용하기 전까지 주행하는 거리를 뜻 합니다. 다시
말하기에, 높은 속력은 더 긴 주행거리와 같습니다.



제동거리는 브레이크를 사용하기 시작한 뒤 부터의
거리입니다. 속력이 높을 수록 작동장치를 사용하는 동안의 제동거리도 길어집니다.

ೖ

ೖ
࢚

60mph로의 주행은 1초에 90피트 (대략 27.5미터) 정도의 이동을 뜻합니다. 당신의 앞에 자동차가 난데없이 나타난다면,
그것을 인식하고, 대응하여, 브레이크를 사용하기에 몇 초가 걸릴 것 같습니까? 몇 피트를 주행할 것 같습니까?
최종 정차 거리중 각각 부분을 계선함으로써 위험률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상거리를 감소하려면, ‘만약에?’라고 자신에게
물어보아 앞 상황을 파악하고 집중력 방해물을 피하십시오. 대응거리에는, 브레이크를 사용할 준비상태를 갖추고 있으십시오. 주
요소들이 밝혀지는 당시, 오른손은 앞 브레이크 레버 위로, 오른 발은 뒷 브레이크 페달 위로 옮기십시오. 제동거리를 위해서는,
제동 동작을 급격히 하십시오. 안전한 지역에서 급정차를 연습해 당신의 오토바이의 느낌과 능력을 파악하십시오.
모든 상황에 긴급한 대처 대신 당신의 시각, 감각, 그리고 예상 능력을 이용하며, ‘만약에?’라고 생각함으로써 준비성을
키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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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절차
실질적으로 좋은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오토바이 주행에는 오토바이 조종능력은 물론으로 판단력과 주의력, 즉 정신적인
기술들 또한 큰 역활을 합니다. 좋은 요령 중 하나는 SEE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SEE의 S 는 Search (수색), E는 Evaluate (판단),
그리고 Execute (실행)를 의미합니다. Search와 Evaluate은 시각과 감각에 속하고 Execute은 실지 몸체가 움직여 실천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Search: Search 는 먼 곳과 가까운 곳, 그리고 양 옆을 흝어보는 것 입니다. 다음사항들이 포함됩니다:
1.	360° 주위 인식: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볼 수 있도록 높이 떠서 아래를 내려다 보는
상상을 하십시오.
2. 거울, 사각지대, 장치들 확인.
3. 중요한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시각), 감각으로 정리하기.
4.	도피로 준비: 도망가는데에 사용할 수 있는 길. 즉, 브레이크만으로 충돌사고를 피하지 못 할 경우 이동할 수
있는, 열려있는 공간
당신의 시각과 감각은 부지런하고 민첩해야 합니다. 어떠한 물체라도 일초이상 보고 있지 마십시오 (목표 고정). 계속해서 눈을
움직이십시오-지시등, 거울과 사각지대 확인을 포함해 먼 곳과 가까운 곳, 양 옆 모두를 다음 4가지로 구분하여 살피십시오:
1.
2.
3.
4.

교통규칙과 도로의 특징 (신호등, 표지판, 중앙선 등)
도로 사용자들
도로와 노면상태
앞과 양 옆의 도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 위험요소들을 인지하여 복잡한 상황을 정리하기에 사용되는 카테고리들입니다.
Evaluate: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사항들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위험물들과 위험요소들이 합쳐져 만들어 낼수 있는 위험상황을 파악합니다.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최악의 상황을 예상합니다.
미래상황의 선택사항들을 미리 고려해둡니다.
선택을 바꿀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가능한 위험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계획합니다.
안전확보를 유지합니다.
‘만약에?’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실수가 당신을 해치게 하지마십시오. 속도 또는 위치를 조절하여 움직이는 위험물들과 멀어지고, 위험물마다의
시간차를 만드십시오. 예를 들어, 좁은 다리 위에서 큰 트럭을 마주치지 않게 하십시오. 고정된 위험물이 있다면 도로위 당신의
위치를 조절하십시오. 위험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지 마십시오.
Execute: 알맞은 시간에 계획된 행동을 실천하기를 의미합니다. 다음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1. 속도 조절: 위험물과 멀리하기 위한 가속 또는 감속.
2. 위치 조절: 차선 안에서의 더 나은 자리나 보다 나은 차선 선택.
3. 의도 표현: 방향지시등, 브레이크 등, 경적 사용.
차량 운전 시 에도 SEE를 이용해 몸에 익혀두면 이 과정실행이 쉬워지며, 오토바이 운전자로서의 좋은 시작이기도 합니다.
라이더들은 위험률을 언제나 고려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은 폭풍이나, 폭우, 번개, 홍수, 짙은 안개, 먼지
폭풍 등의 불안전한 상황에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 것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주행도중 주변 상황이 악화되면 안전한 곳에 멈추어
상황이 완화되기를 기다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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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로
부족한 안전확보는 위험을 초래합니다. 어느 속도에서나 브레이크나 스워브 (급 방향전환)를 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오토바이를 조종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한 곳에 목표 고정을 하게되면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물체와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목표 고정 대신 도피로가 될만한 옵션들을
찾아 보십시오. 충돌을 피하게 해줄만한 트여있는 도피 공간이 있나 살피십시오. 도피로는 앞에, 우측에, 또는 좌측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차선 내, 옆 차선, 갓길이나 중앙선, 또는 상황에 따라 도로 밖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 이상의 도피로를 찾아놓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책입니다. 선택한 도피로에서 극도한 방향전환을
해야한다면 브레이크 사용을 삼가하십시오. 오토바이가 필요로 하는 넓이는 다른 차량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기억해두십시오.

차선 전채를 사용하는 도피로

차선의 일부를 사용하는 도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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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충돌사고는 각종 요소들 또는 위험물들의 결합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Search-Evaluate-Execute 은 위험관리에 유용하게
쓰입니다. 주행시 흔히 일어나는 상황들과 당신이 더 나은, 안전한 라이더가 되게 해주는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교차로
다른 차량과의 충돌성 가능성이 제일 높은 곳은 바로 교차로에서 입니다. 당신이 교차로에 도달하기 몇 초 전부터 다음 상황을
추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터리, 사유차도, 골목, 차선을 가로지르는 차량들의 좌회전, 보행자 횡단보도, 그리고 철도 건널목
모두가 교차로로 간주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360도 주위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앞, 뒤, 좌, 우의 차량들 모두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Presentation; 다른
운전자들의 시야에 제일 잘 보이는 위치를 택하십시오.
다른 운전자들이 당신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이를 먼저 알고있어야 합니다. 나무, 전신주, 주차된 차량, 울타리 등의
고정된 물체에 의해서 생기는 사각지대를 주의하십시오. 당신이 시야에 들어 와 있을 때에도 다른 차량이 바로 앞에서 회전을
하기도 합니다.
교차로에 진입 전, 다른사람들의 실수를 대비해 도피로를
찾아 놓으십시오. 가속, 정차, 방향전환 등 준비상태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4초 긴급 거리를 확보 해 놓음을 잊지
마십시오. 충돌 가능성을 인식하고 도피로를 미리 계획 해
놓으십시오.

시야 트기

닫인 시야

트인 시야

교차로에 따라, 특히 시야를 트려면 , 몇번 정지 및 이동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차로를 건너는 차량이나
보행자들과의 부딪힘 없이 양쪽에서 잘 보고 또 잘 보일 수
있는 위치 이용을 의미합니다. 진입 전, 가장 가까운 거리의
위험요소 방향으로 마지막 점검을 하십시오.

적색신호에서 기다리는 동안은 기어를 1단으로 유지하고,
브레이크 등을 켜놓고 있기 위해 뒷 브레이크 페달이나 앞 브레이크 레버를 사용하고 있으십시오. 기다리는 시간이 길고 뒷
차량이 벌써 정지상태라면 중립기어로 기다려도 됩니다. 중립 기어는 클러치 레버를 완전히 쥐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울을 자주 확인하고, 기어 1단 유지상태에서 뒷차량이 다가온다면 브레이크 등을 깜박여 주십시오. 도피로 준비 또한
잊지 마십시오. 신호등이 바뀐 후에도 신호를 지키지 않고 건너는 차량들이
교통 감응 신호
있으니 몇초쯤 기다리고, 확인후 출발하십시오.
교통 감응 신호등중, 감지기가 도로면에 위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 이런
감지기는 오토바이를 감지하지 못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는 감지기 위에
멈추어보도록 하십시오.
정지상태에서부터 회전을 하려면 다른 차량이 잘 보이는 차선 위치를
택하십시오. 좁은 회전에는, 먼저 핸들바를 돌리고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약간 기울린 상태에서 회전을 시작하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클러치 레버와 스로틀을 알맞게 조절해 갑작스럽고 빠른 속도변화나 너무 넓은
회전을 방지하십시오.

교차로들과의 사이
교차로들 사이사이의 도로 또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여유공간을 확실히
유지하고 도피수단을 준비해 놓으십시오. 앞차량과의 거리를 넓게 두십시오.
바로 앞에 있는 도피로가 충분치 않다면, 그 다음으로 최선의 길은 보통 우측에
있습니다.
주차공간에서 빠져나오는 차량이나 드라이브웨이에서 후진하는 차량을 주의하십시오. 주차된 차량의 문이 열리는 것 또한
조심하십시오. 당신 앞에 갑작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나 동물이 있나 살펴보십시오. 당신의 도피로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보행자, 자전거, 그리고 다른 차량들을 찾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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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사각지대란 당신이 다른 사람의 시야에 들어오거나 다른 사람이 당신의 시야에 들어오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구역을 말합니다.
사각지대는 당신의 옆과 뒤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후방와 양옆에 그들의 사각지대가 있고, 도로는 모든 사람의 시야를
가로막는 또 그것만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당신은 거울로 볼 수 없는 옆과 뒷편으로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당신의 거울의 후방
시야범위가 아무리 넓다하여도 차선변경,
차량추월, 교통진입, 또는 차선위치 변경을 할
때마다 고개를 돌려 어깨넘어의 사각지대를
확인하십시오.

오토바이와 자동차의 사각지대

다른 운전자들의 사각지대안에서의 주행은
피하십시오. 운전자들은 기둥이나 보행자들
때문에 당신을 보지못할 수도 있으며, 그들의
거울 또한 사각지대를 없애주지 못 합니다.
사각지대는 차량, 나무, 혹은 건물에 의해
가려지는 앞의 공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한된 시야의 교차로는 마치 하나의 큰
사각지대와 같습니다. 교차로나 교차로 사이에
있는 사각지대는 차, 자전거 그리고 보행자를 안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No- Zone은 큰 트럭 주변의 사각지대를 의미합니다. 이 사각지대는 옆, 뒤, 그리고 앞에 있으며, 오토바이는 No- Zone을
피해야 합니다. 후진중인 트럭이나 버스와 같은 큰 차량을 가로지르지 마십시오. 높은 속력의 추월을 하거나 추월을 당할 때,
공기저항으로 인해 생길수 있는 돌풍에 준비를 해두십시오. 넓은 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만 추월을 하십시오. 교차로에서
트럭이나 버스의 우측 사각지대는 차량의 넓은 회전 탓에 위험성이 두배로 증가합니다.

NO-ZONE

No-Zone: 트럭 운전사에게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해야할 구역
(본 그래픽은 미국 교통부의 제공 자료입니다.)

MSF BASIC RIDERCOURSE RIDER HANDBOOK
SM

27

제 8 장. 유용한 요령
차선 변경
오토바이의 차선변경 과정은 보통차량의 것과 비슷합니다. 먼저 이동하고자 하는 공간이 비어있음을 확인하십시오. 볼록거울에
비치는 사물은 실제보다 멀게 보임을 잊지 마십시오. 거울로 보이지 않는 구간은 어깨넘어로 돌아보아 확인 하십시오.
방향지시등을 사용해 미리 신호를 주고, 새로운 차선 진입 후에는 신호를 꺼주십시오. 미리 신호를 해 줄 경우 뒷차량의
운전자들이 자리를 더 쉽게 양보해 주기도 합니다.

고속도로: 합류점과 출구
고속도로 진입은 차선변경과 비슷합니다. 따라 진입하게 될 뒷차량도 확인하십시오. 가능하다면 합류점 또는 가속 차선이 끝나기
전에 교통흐름 속도에 맞추도록 하십시오. 갓길 또는 다른 가능한 공간에 도피로를 준비해 두십시오. 고속도로를 빠져나올
때에는, 교통류를 벗어나 감속 차선에 도달하기 전 까지는 속도를 유지하십시오. 당신의 진입구간이 다른 차량들의 출구로 사용
되거나 반대로 당신의 출구가 그들의 진입구간으로 사용 될 경우에는 더욱 더 조심해야 합니다. 차선위치를 잘 선택하여 당신이
잘 보고 또 잘 보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커브
커브 주행은 아주 재미난 일 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충돌사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토바이나 차량이 도로에서 벗어나게되어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 합니다. 너무 대담해져 자신의 한도를 넘어서려 하지마십시오. 한도 내의 현명한 판단을 내리십시오.
적당한 진입속도로 좋은 위험률 오프셋과 안전확보를 유지하십시오.
커브에는 보편적으로 3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1. 지속적인 반경 범위, 굽이가 같습니다.
2. 증가하는 반경 범위, 커브가 열려 있습니다.
3. 감소되는 반경 범위, 커브가 닫혀 있으며 계속해서 좁아집니다.
지속적인 반경 범위

커브의 종류
증가하는 반경 범위

감소되는 반경 범위

커브에는 보편적으로 3가지의 부분이 있습니다:
1. 입구: 커브의 시작점.
2. 정점: 중간의 가장 굽이가 심한 부분.
3. 출구: 커브의 끝.
차선위치에는 보편적으로 3개가 있습니다:
1.	바깥: 좌측커브 시 중앙선에서 가장 먼 구역, 우측커브 시 중앙에서 가장 가까운 구역.
2. 중앙: 차선의 중앙.
3. 안: 좌측커브 시 중앙선에서 가장 가까운 구역, 우측커브 시 중앙에서 가장 먼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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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의 커브부분과 3개의 차선위치를 이용하게 되면 27가지의 옵션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보여주자면, 흔한 옵션으로 중앙중앙-중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입에서 중앙, 정점에서 중앙, 그리고 출구에서 중앙으로 주행하면 커브길 동안 양옆으로
공간이 있게됩니다. 또는, 퍼포먼스 타입의 바깥-안-바깥 옵션을 사용하게되면 오토바이를 덜 기울이게 되고 시야는 더 멀리 보일
수 있지만 중앙선과 갓길에 더 가까워지게됩니다. 어느 옵션을 선택하던, 적당한 속도로 진입을 해야만 커브길 도중에 속력 또는
차선 위치 조절을 극히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깥-안-바깥 계획

중앙-중앙-중앙 계획

중앙

바깥

중앙

안

중앙

바깥

커브를 안전하게 마치는데에는 변수가 많기에, 선택할 사항 또한 많아집니다. 다음은 몇가지의 조언사항입니다:
수색:
1. 당신에게 커브방향이나 경사를 알려주는 도로 표지판을 주시하고 그에 따른 속력으로 주행하십시오.
2. 커브 선회 후 또 다른 커브 혹은 경사가 있는지 멀리 보십시오. 나무 선을 관찰해 보면 어떤상황이 나타날지 알 수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커브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면 커브 반경의 좁혀짐을 미리 예측하고 더 진입 할 때까지 원진입속도를 유지 하십시오.
4. 반대편 차량을 염두해 두십시오.
5. 속력이나 차선 위치를 좌우하게 될 요소들을 고려해 두십시오.
6. 도로와 노면상태에 유의하십시오. 자갈이나 기름이 있을지도 모르며 갓길근처의 도로표면은 부서져있거나 금이 가여
고르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7. 도로 경사에 (커브 구간의 도로 중간부분이나 한쪽에 높은 경사가 있을 경우) 유의 하십시오. 코너링 간격에 영항을 미칠
수 있습니다.
8. 경사진 급각 커브일 경우, 중앙선을 넘어 다가오는 차량을 주의하십시오.
평가:
1. 최고의 결과를 위해 최악의 상황을 예측하십시오. 예를 들어, 차선을 막고있는 장애물이나, 시야범위를 넘은곳에 자갈이
깔려있다고 상상하고 상황에 적합한 속도로 진입하십시오.
2. 진입속도를 정하고 상황에 따라 가장 많은 조절선택을 허용하겠다 싶은 기어를 선택하십시오. 커브 선회 도중
갑작스러운 기어 또는 속도의 변화을 삼가하십시오. 접근속도에서 진입속도로의 변속은 매끄러운 과정이여야 합니다.
3. 차선 양 쪽에 공간을 주는 중앙-중앙-중앙 차선위치를 고려해보십시오.
정점 지연 계획
4. 바깥-안-바깥 계획사용 시, 폭넓은 회전을 피하려면 조금 늦게 회전을
시작하여 정점의 위치도 조금 늦어지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5. 커브 선회 도중 역시 도피로를 준비해두십시오.
6. 당시 시야 내의 구간에서 정차가 가능해야 합니다.
바깥
안 (정점 지연)

바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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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1. 정확하고 신중한 조종을 하십시오.
2. 자측으로의 커브 선회 중 중앙선에 너무 가까워지면 오토바이를 기울이면서 중앙선을 침범할수가 있습니다.
3. 커브 선회 중 강한 브레이크 사용은 오토바이를 바로 세우며 회전각도를 넓히는 경향이 있으니 대도록이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커브 선회에 오토바이가 많이 기울어져야 한다면, 신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발 앞꿈치를 발판에서 떼지 마십시오.
5. 의도치 않게 넓은 회전을 하게 될 경우, 회전을 넘은 먼 곳을 응시하고 손잡이 안쪽을 더 누르면 오토바이를 더 기울게 할
수 있습니다. 상체를 회전 안쪽으로 더 기울이면 오토바이가 더 똑바로 서있게 되어 부품이 바닥에 긁히지 않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1.
2.
3.
4.

자신의 안전지대 내에서 주행을 하며 뒷차량때문에 그 한도를 벗어 나지 마십시오.
한계를 넘어서려 하거나 사소한 실수가 잦아짐을 느끼면, 더 침착해 지십시오. 안전을 먼저 생각 하십시오.
당신의 능력과 바퀴의 마찰력 한계 내에서 주행하십시오.
언덕길에서 스로틀을 더 유용하게 쓰려면 저단 기어를 사용하십시오. 적합한 기어 안에서느 스로틀 사용만으로 속도와
차선위치를 조절 할 수 있습니다.
5. 내리막길 커브 선회의 속력을 주의하십시오. 저단 기어는 엔진브레이킹에 도움이 됩니다.
6. (산길과 같은) 커브가 많은 길을 주행할때에는 숨을 고르게 쉬며 집중을 가다듬으십시오.
7. 여러개의 커브가 있을 경우, 안전확보 유지를 위해 속도와 차선위치를 주의하십시오.
어떠한 커브가 되었던, 선회주행에 가장 선위되는 방법은 중앙-중앙-중앙 계획으로 시작하여 상황에 맞는 현명한 판단으로
필요한 조정을 해 나아가는 것 입니다. Search – Setup – Smooth 를 기억하십시오.

한정된 공간에서의 요령
한정된 공간안에서 오토바이를 조종하기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좁은 공간에서의 급 커브나 유-턴은 배워두어야 할 중요한 기술입니다.
주차장에서나 길거리에서 회전을 할 때, 또는 멈추어 있는 상태에서부터
급커브를 할때에 유용한 기술입니다.

좁은 유-턴

다음은 한정된 공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기술의 조합을 찾으십시오.
1. 매우 낮은 속력으로 핸들바의 급격한 회전.
2. 마찰구간, 스로틀, 그리고 뒷 브레이크를 함께 사용한 속도 조절.
3. 평형력 이용. 더 급격한 회전 반경을 위해 오토바이를 더 기울일
수 있게 해줍니다. 바깥쪽 발판에 힘을 강화함 또한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안장에서 잠시 일어나 회전의 바깥쪽으로 몸을 움직여도
됩니다. 고개를 돌려 예정된 방향의 상황을 잘 파악해두십시오.
4. 멈춘 상태에서부터 급격한 회전을 하려면 이동시작 전에 먼저 핸들바를 꺽으십시오.
5. 갑작스러운 가속은 오토바이를 바로 세운다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6. 상황에 따라, 한 발을 땅에 디디는데 사용하십시오. (dab)
7. 너무 좁은 공간 안에는 회전을 마치기 전에 오토바이를 끌고-걷거나, 멈추었다 잠깐 후진을 하여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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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길에서의 출발

경사진 언덕에서의 출발

오르막길에서 출발하려면 특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좋은
방법은 두 브레이크중 하나를 사용하여 오토바이가 뒤로 굴러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양 발을 땅에 짚어야 한다면, 스로틀
사용이 가능할때까지 클러치레버를 조심히 놓으며 앞 브레이크 레버를
이용하십시오.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마찰구간을 이용하십시오. 뒤에
교통량이 있는 곳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주차장이나 통행량이 낮은
거리에서 먼저 연습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물
Search 습관을 잘 길러, 맨홀이나, 과속 방지턱, 그리고 고정된 물체를 잘
피해가십시오. 피해가지 못하는 (예를 들면 철도와 같이) 상황에 대한 방책 또한 준비해두십시오.
다음은 장애물 또는 턱을 넘어가기에 도움이 될 만한 사항들입니다

장애물 건너기

1. 가능한 한의 감속을 하십시오.
2. 가능하다면 90도의 각으로 접근하십시오.
3. 장애물에 시야 고정하기를 주의하십시오 - 가고자 하는 앞길을
응시하십시오.
4. 무릅을 약간 구부리고 연료탱크에 양 무릅을 기대며 안장에서
약간 일어서십시오.
5. 다리가 충격흡수장치 역활을 합니다.
6. 양쪽 손잡이를꽉 잡되, 브레이크 레버나 클러치 레버를 움켜
쥐지마십시오.
7. 장애물에 다달기 바로 전, 중심을 뒷편으로 이동하며 스로틀을
빠른 동작으로 돌려 (throttle blip) 앞 포크를 늘리십시오.
8. 장애물과의 접촉이 있자마자 스로틀을 순간적으로 돌려-놓아 뒷바퀴에 동력이 없는 상태로 장애물을 건너십시오.
9. 오토바이가 안정하다 싶으면 다시 앉은자세를 취하십시오.
10. SEE (Search - Evaluate - Execute) 를 계속 하십시오.
도로변 주차

주차
오토바이 주차에는 다음과 같은 특 요령들이 있습니다:

1. 도로변을 따라있는 평행주차칸에 주차를 하는 경우, 뒷바퀴가
도로변과 각이 지도록 오토바이를 위치하십시오. 도로에 재진입이
쉬워질 뿐 만이 아니라 주변상황을 잘 살필수있을 것 입니다. 다른
차량에게도 잘 보이는 위치로 주차 하십시오. (주의: 지역에 따라
오토바이를 반드시 도로변과 평행주 해야한다는 법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2. 사이드 스텐드 사용 시, 오토바이가 안정적으로 주차 되도록,
핸들바가 잠기는 좌측 위치점까지 꺽어 놓으십시오.
3. 포크를 잠그고 열쇠를 챙겨가십시오.
4. 상급의 자물쇠와 체인을 사용하여 차체를 통해오토바이를 고정시키십시오.
5. 보안 경보기를 부착하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6. 납작한 소다 캔이나 사이드 스탠드 패드 같은 평평하고 완고한 물체를 사이드 스탠드 아래에 놓아 오토바이가
단단하지않은 지면에 빠져 넘어지는 것을 방지 하십시오.
7. 경사진 길에서도 스탠드가 오토바이를 안정하게 지탱해 주는지 확인하십시오.
8. 기어를 1단으로 해 놓으면 오토바이가 굴러가기를 최대한 막을수 있습니다.
9. 불빛이 환하고 안전한 위치에 주차하십시오.
10. 오토바이 커버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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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비품
도로 비품이란 도로상의 모든 물체들을 말합니다. 예 로서는 표지판, 이정표, 안전 방벽, 신호등, 저신주, 우체통, 버스 정류장,
소화기 등이 있습니다. 도로비품 또한 당신의 도피로를 방해 할수 있으니, search-and-evaluate (살피고-평가하기) 단계를
수행할때 이들도 반드시 포함하십시오.

추월
오토바이의 추월과정은 차량의 것과 비슷합니다. 한번에 차량 1대 이상의 추월은
삼가하십시오. 앞운전자가 좌회전을 한다거나, 누군가가 추월을 하려 갑자기 차선에서
삐져나올 수도 있는 일입니다. 추월을 하기 위해서는:
1.
2.
3.
4.
5.
6.
7.
8.
9.

추월중인 라이더

앞차량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좌측 차선위치로 이 동 하십시오.
안전한 추월간격을 앞에 설정해 놓으십시오.
거울과 사각지대를 (고개를 돌려)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을 켜십시오.
차선교체와 함께 가속하십시오.
방향지시등을 끄십시오.
당신이 추월하는 차량으로부터 거리를 주는 차선위치를 선택하십시오.
차량을 추월한 후, 거울과 사각지대를 (고개를 돌려) 확인하십시오.
방향지시등을 끄십시오.
SEE 를 계속 하십시오.

뒤를 바짝 쫓아오는 차량
뒤를 바짝 좇아오는 차량들은 위험을 제기합니다. 그런 운전자들로 인하여 당신의 라이더
탐지기를 사용을 억제하하면 않됩니다. 앞차량과의 간격을 넓여 더 많은 시간과 제동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당신이 급정거를 하지 않아도 되어, 뒷차량 또한 급정거를 할
필요가 없게됩니다.
뒷 꽁무니를 밟는 운전자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다른 옵션들입니다:
• 앞 브레이크나 뒷 브레이크중 하나를 사용하여 브레이크 등을 깜빡이십시오.
• 차선교체.
•	도로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래도 뒷차량이 가까이 따라 온다면 양 옆으로 도피로를 열어두십시오. 돌발상황에 갇혀버림을 막아줍니다 그래도 뒤의
운전자가 가까이 따라 온다면, 왼쪽과 오른쪽에 대피로를 열어두십시오. 이것이 당신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막아줄 것입니다.

야간 주행
늦은 밤, 새벽 또는 안개나 먼지가 많아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을 포함해, 밤에 오토바이를 탈 때에는 당신과 다른 사람의
시야범위가 모두 줄어듭니다.
1. 밝고 반사되는 소재를 입으십시오.
2. 가능한 상황에서는 하이빔을
켜십시오.
3. 다를 차량의 등을 이용하면 앞을 더
잘 볼수 있습니다.
4. 앞차들의 덜컥거리는 테일라이트는
앞에 위험물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5. 감속 시, 또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 브레이크 등을
깜박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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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토바이에 다른 등을 부착 할 수도 있습니다.
눈 보호장비가 긁히거나 얼룩이 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십시오. 밤에는 색이 들어간 렌즈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해드라이트를 무효화시키지 마십시오; 즉, 오토바이의 헤드라이트 빛 보다 빨리 달리지 마십시오. 이 상황은 제동 거리가 불빛이
보여주는 거리를 초과할 때 일어납니다. 위험은 옆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 하십시오. 당신이 볼수 있는 구간 안에서
오토바이를 멈출 수 있을 속도로 감속하십시오.

그룹 라이딩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오토바이를 타기 전에 좋은 기본적인 실력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사람들과 같이 하는 주행은
혼자일때보다 생각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력을 필요로 합니다.
주변 라이더들의 영향을 받지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오토바이를 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한도를 벗어나게 하는 압박감을
피하십시오. 자신의 안전확보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다음은 그룹라이딩을 위한 몇가지 조언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연료를 충분히 채운 상태로 미리 도착해 그룹 리더와 함께 그날의 라이드에 대한 세부사항을 확인하십시오.
공통 그룹라이딩 신호를 배우십시오.
일렬의 주행이 필요하지 않는 이상, 엇갈린 구성을 사용하십시오.
시간이나 거리적 안전확보가 줄어들으니, 옆으로 나란히 가는 배열은 피하십시오.
안 좋은 지면 상태나 제한된 시야와 같이 더 많은 거리와 안전 확보가 필요한 상황. 또는 커브 구간에서는 일렬로 2초
간격을 두고 따라가십시오
엔진브레이크를 피하고, 감속에는 브레이크 등을 사용하십시오
앞과 뒤의 라이더를 자주 확인하십시오.
다른 라이더에게의 시선집중, 또는 목표고정 (한 지점을 일초이상 바라보기) 에 주의하며 끊임없이 주변을
탐색하십시오.
추월는 혼자 오토바이 탈 때 처럼 하십시오.
그룹과 멀어지면 다음 예정 정차지까지 따로 주행하십시오.
당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예측가능하도록 하고, 그룹행동수칙 (안전하다는 가정하에)을 따르십시오.

이 책자의 마지막에 그룹 라이딩을 위한 참고자료가 제시되 있습니다. 그곳에 또한 그룹 주행에 대한 팁과 세부사항을 제공하는
MSF classroom- only, Share the Adventure — Group Riding (MSF수업자료, “같이하는 모험-그룹 라이딩”) 도 있습니다. 책
마지막 표지 안에서 정보를 얻을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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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위급상황의 마지막 순간에 대처 하기보다 상황에 미리 대응하는 것이 더 좋은방법입니다. 우리는 불완벽한 세상에
살고있고 사람들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위급상황을 피하는 것이 첫번째 목표임과 동시에, 당신이 혹시라도 필요할때를 대비해
좋은 충돌사고 대처 방법을 알고있는 것 또한 좋은 생각입니다.

제동 시스템
대부분 오토바이의 앞 브레이크 레버는 앞 브레이크에 쓰이고 뒷브레이크 페달은 뒷브레이크를 잡는 데 쓰입니다. 당신의
오토바이 사용설명서를 참고해 오토바이가 특수 브레이크 시스템을 사용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결합적 브레이크:어느 조종장치가 사용되던 브레이크 힘이 양쪽 바퀴에 전달됩니다. 그 힘의 정도는 오토바이에 따라 다릅니다.
• 통합적 브레이크: 뒷 브레이크 페달의 사용과 함께 어느 정도의 힘이 앞 브레이크에도 전달됩니다.
• 잠금 방지 브레이크 시스템 (ABS): 브레이크에 힘이 지나치게 가해져 바퀴가 잠김을 (미끄러짐) 방지합니다.

일직선으로의 급정차
급정차를 하기는 중요한 기술 중 하나로 꼽힙니다. 안전한 장소에서 자주 연습하십시오. 연습은 저속으로 하며, 조종에는 최대로
가능한 힘보다 약간 덜한 양을 적용하십시오.
제동거리를 최소로 줄이는 방법은 어느 바퀴의 미끄러짐없이 앞 과 뒷 브레이크에 동시에 최대한 힘을 가하는 것 입니다.
클러치 레버를 잡고, 양 브레이크를 동시에 사용 하십시오. 몸의 중심을 바로 잡아야하며, 시선은 앞을 향해야 합니다. 양 다리를
연료탱크에 기대여 앞으로 쏠리는 몸의 무게에 저항하십시오. 앞으로 쏠리는 오토바이의 무게는 주로 앞 브레이크와 약간의 뒷
브레이크를 사용, 그리고 조절하여 멈추십시오.
미끄러짐 없이 최대가능한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기술은 threshold (한계점) 브레이킹 이라고 불립니다. 이러한 브레이킹을
실행하기에는 그 감각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 브레이크 레버는 급히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레 쥐어 잡고, 뒷브레이크
페달은 밟는 것이 아니라 누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노면상태에따라 조종장치에 적용해야하는 힘의 정도가
틀려짐을 잊지 말고, 때에따라 조절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커브중의 급정차
오토바이의 기울임과 제동에 의한 노면마찰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야 커브중의 급정차가 가능합니다. 부분의 마찰력은
코너링할때에 적용되기 때문에, 직진도로에서의 브레이크 사용량과 비교해 커브에서는 보다 적은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하니,
당신에게는 두가지의 선택사항이 주어집니다. 하나는 오토바이를 먼저 똑바로 세운 후 직선으로 급히 멈추는 것 입니다. 다른
하나는 오토바이가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 약간의 브레이크 힘을 사용한 후 오토바이가 똑바로 자리잡는 동안 브레이크 힘을
늘리는 것 입니다.
먼저 오토바이를 똑바로 세우는 결정에는 충분한 정차점까지의 거리가 필요합니다. 도로와 교통상황을 보아 오토바이를 먼저 세운
후 브레이크 사용 전에 핸들바 역시 직각위치로 세우십시오 (중앙에 중심을 잡으십시오).
오토바이를 기울여서 브레이크를 잡으려면, 부드럽고 점차적인 동작으로 브레이크를 하십시오. 기울인 각도가 줄어가며
브레이크 사용을 늘리십시오. 오토바이가 완전히 멈췄을 때에는 핸들바는 직각위치로, 그리고 오토바이는 똑바로 서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앞바퀴의 미끄러짐
앞 브레이크에 힘을 너무 많이 가하면 오토바이가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앞 브레이크 레버를 점차적으로
잡으십시오. 무게가 앞으로 이동하기전 앞 브레이크를 급하게 사용하면, 돌고있던 바퀴가 멈춰버려 앞 바퀴가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결과로 갑자기 오토바이의 컨트롤을 잃게 됩니다. 앞 바퀴가 미끄러진다면 다시 바퀴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 앞 브레이크
레버를 놓아주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시 브레이크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적절치 못한 앞 브레이크 사용으로 인해 오토바이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뒷바퀴의 미끄러짐
급한 감속은 오토바이의 무게를 앞 타이어로 몰아버리고, 결과로 뒷바퀴는 가벼워 집니다. 급격함을 줄여서 뒷 바퀴가 미끄러짐을
피하십시오. 뒷바퀴가 미끄러지면서 오토바이가 똑바로 서있을 수도 있고 뒷 부분이 양옆으로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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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가 계속 미끄러지도록 뒷 브레이크에 힘을 계속 가하면서 균형을 유지하여 오토바이가 똑바로 서있게 하십시오. 시선은 앞을
향하십시오. 미끄러짐이 시작하기 전 먼저 향하고 있던 방향으로 길을 잡으십시오.
뒷바퀴와 앞바퀴가 거의 일직선 위치가 되면, 뒷 브레이크 페달을 놓은 후, 필요에 따라 다시 작동하면 됩니다. 두 바퀴가 일직선
위치가 되기 전에 뒷 브레이크를 풀지 마십시오. 뒷바퀴가 미끄러지는 것을 멈추고 다시 돌기 시작하면, 오토바이는 갑자기
똑바로 서버리면서 운전자는 오토바이 앞쪽으로 던져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이사이드 충돌이라고 불립니다.

급 방향전환

급 방향전환

방향전환이란 당신이 직진도로에 있던 커브길에 있던, 우측 또는
좌측으로 방향을 재빨리 바꾸는 과정을 말합니다. 마찰력이 있어야 하며
도로 상황도 한적해야 합니다. 기술적인 방향전환을 해내기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과격한 방향전환 도중에는 브레이크 사용을 삼가하십시오.
엔진 브레이크를 포함한 어떠한 브레이크든 간에 방향전환 도중 사용이
되면 바퀴가 마찰력을 잃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감속 후 브레이크를 풀고,
그때서야 방향전환을 시작하십시오.

직선도로에서의 방향전환
오토바이가 빨리 기울기 위해서는 초기에 가해지는 힘이 충분해야 합니다.
오토바이를 당신과는 따로, 당신 밑에서 기울립니다. 상체은 똑바로, 탱크는
무릅 사이에, 발은 발판에 위치하고 앞에 열려있는 길을 바라보십시오. 피해
가려는 것을 보지 말고 다시 원위치로 방향전환을 하기 위해 도로 상황을
살피십시오.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차량

커브길에서의 방향전환
커브길에서의 방향전환에는 직진의 것과 비슷한 조종방법이 쓰여지지만,
커브길은 더 많은 양의 마찰력을 필요로 합니다. 방향전환의 시작점이
오토바이가 기울은 편과 같은 방향일 경우, 오토바이를 더 기울어야 합니다.
반면에, 시작점이 기울은 편의 반대방향 이라면, 첫 방향전환 후 원위치로
돌아갈 때에 오토바이를 훨씬 더 많이 기울어야합니다.

브레이크 또는 방향전환 선택
긴급상황이 닥쳤을 경우 브레이크를 먼저 사용할지 방향전환를 시작할지의 선택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탁월한 탐색기술을
사용한 (Search)효과적인 도피수단 옵션 판단 (Evaluate)이 필요합니다. 위험물이 움직이는 대상이라면 도피 옵션도 빨리빨리
바뀐다는 것을 명심 하십시오. 예를 들어, 당신의 앞으로 빠져나오는 차량은 계속하여 후진을 할수도 있으나 당신의 바로 앞에서
멈추어버릴수도 있는 것입니다.
충분한 제동거리 없이 브레이크를 잡는다면 감소된 속력으로 차량과 충돌하게 됩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긴급 방향전환을
하려했으나 위험물을 피할만한 거리가 충분치 않았다면 원 속력으로 충돌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재빠른 결정과 행동이 필요한 상황중 몇가지의 예입니다.
직진주행 도중: 차가 드라이브웨이에서 후진을 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잡겠습니까, 아니면 긴급히 방향전환을
하시겠습니까? 거리를 향해 공을 쫓고있는 어린아이가
있다해도 같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제동 또는 방향전환 선택의 예
제동 후 방향전환
방향전환 후 제동

선회주행 도중: 가려고 하는 길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것을 피해 돌아 가기전 오토바이를 똑바로 하고
브레이크를 잡을 충분한 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오토바이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잡는다면, 긴급히 방향전환을 한
후 다시 반복해 원상태로 복귀 할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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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특별한 상황에 쓸수 있을 만한 요령들을 소개합니다.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당신은 신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기술도 보유해야 합니다.

노면
빗길: 비가오기 시작한지 첮 몇분간은 물이 기름과 흙, 또는 먼지들과 섞여 도로가 가장 미끄러운 기간입니다. 안전한 곳에 멈춰
상황을 보고가는 것이 좋을수도 있습니다. 주행을 계속 한다면 속도를 줄이고, 오토바이 기울임을 최소화 시키며, 여유공간을
늘이십시오. 금속 커버, 격자식 다리, 철도, 차선의 페인트 및 테이프, 나무잎, 그리고 목재가 젖으면 매우 미끄럽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 비오는 날 오토바이 주행시에는 하이드로플레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들이 남기고 가는 바퀴자국을 따라가십시오.
하이드로플레닝은 타이어 컨택트 패치 아래에 물이 고여 마찰력을 잃어버릴 때에 생깁니다. 적절한 타이어 공기압을 유지함으로
해서 타이어 가장자리의 홈이 올바르게 유지되고, 그 홈은 빗물을 비켜 내보낼 것 이며, 따라서 마찰력도 유지됩니다.
낡은 포장도로: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부분이 가라앉아 있을수도 있습니다. 깊은 고랑과 갈라져 있는 도로는 오토바이 조종을
어렵게하며, 심하게 부딪히는 경우에는 손상을 입힐수도 있습니다. 또한, 틈으로 빗물이 차, 하이드로플레닝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가능한 한 움푹 파져있는 도로와 고랑을 피해 가십시오. 특히 도로공사 주변의 평평하지 않은 도로를 조심하십시오.
헐거워진 노면과 도로상의 잔해들: 모래, 자갈, 돌, 그리고 쓰레기들을 주의 하십시오. 연료, 기름, 엔진 냉각수와 같은 액체도
마찬가지 입니다. 빛반사가 있는 도로와 빗길 또한 주의하십시오. 못이나 날카로운 금속재료와 같이 바퀴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물체가 있는지 살펴 보십시오. 커브에서 뿐 만이 아니라 언제나 당신이 가고자 하는 길에 적응할 공간과 시간을 주는 차선위치를
선택하십시오. 잔해를 흘리거나 도로에 떨어질수 있는 짐을 운반하고 있는 트럭 또는 트레일러 같은 차량의 뒷자리는 피하십시오.
밀폐제, 타르 자국: 덥거나 습기가 찬 날씨에는 더 미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미리 발견하여 차선위치를 조절하십시오. 오토바이를
너무 기울이지 마십시오.
얼음이나 눈 조각, 진흙, 이끼, 조류: 이런 구간은 매우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십시오. 미끄러운
부분의 위를 지나갈때에는 클러치 레버를 쥐고 있는것이 좋으며 오토바이는 가능하면 기울이지 마십시오. 필요하다면 두 발을
현외장치로 쓰되, 발도 미끄러질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브레이크는 조심스레 사용하십시오.
중앙이 솟아있거나 한쪽으로 쏠린 도로: 중앙이 솟은 도로는 물을 떠내려 보내기 위해서 중간이 양옆보다 높습니다. 땅과 바퀴
사이의 거리에 변함을 줄수 있으니 좌측 커브시 주위 하십시오. 도로의 전체적인 지면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차할때에는 발을 더 멀리 뻗어야
격자식 도로 건너기 - 잘못된 방식
격자식 도로 건너기 - 올바른 방식
땅에 닫을수 도 있습니다.
빗물이 고인 틈과 격자식 다리: 바퀴가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초래할수 있지만
심각한 위험성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조종에
너무 힘을 가하지 말고 갑작스러운 동작은
피하십시오.
턱, 갈라진 면, 철도: 장애물과 비슷 하기에,
90도에 가까운 각도로 건너십시오. 속도를
주의하고 추진력을 유지 하십시오. 자리에서
약간 일어나 몸무게는 앞뒤에 고르게 퍼지도록
하십시오. 굽어진 철도는 보통 똑바로 질러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는길과 같은 방향의 철도나
도로의 금은 45도 이상의 각도로 가로지를 수
있을 만큼의 거리를 먼저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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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철도 - 올바른 방식

수직 철도 - 잘못된 방식

평행 철도 - 올바른 방식

평행 철도 - 잘못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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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를 태우거나 짐 싣기

동승자 태우기

오토바이 뒤에 동승자를 태우거나 짐을 싣을경우 오토바이의 조종감각이
틀려지기 때문에 숙련된 라이더가 되기 전까지는 삼가하십시오.
정지되어있는 상태에서는 출발이 어려워지며 속력을 내기까지 더 긴
시간이 걸립니다. 다른 차량을 추월하려면 더욱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
도 있습니다. 정차를 위한 제동력도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적합한 타이어
공기압과 서스펜션은 오토바이의 사용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
다 음은 동승자를 태울 경우 주의할 사항들입니다:
1. 승객 발판과 운전자 뒤에 적합한 좌석을 포함해,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장비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승자는 적어도 발이
발판에 닿을 만큼의 키여야 하고, 운전자나 손잡이를 잡고있을
만큼의 힘이 있어야 하며, 위험률과 책임감을 이해할 만큼의 성숙한 나이여야 합니다.
2. 동승자가 적합한 보호장비를 가춤을 확인 하십시오.
3. 동승자가 타고 내리는 동안 두 발로 땅을 밟고 있고 앞 브레이크 레버를 잡고 있으십시오.
4. 모든 동작을 더 조심스레 하며 오토바이도 덜 기울립니다.
5. 동승자가 다음 사항들을 지키게 하십시오
a. a. 운전자의 허리나 골반을 잡고 있거나 승객용 손잡이를 이용합니다.
b. 정지상태를 포함해 항상 두 발은 발판에 위치해 둡니다.
c. 손과 발을 뜨겁거나 움직이고 있는 부품들로 부터 멀리 합니다.
d. 회전이나 커브길에서는 어깨넘어 회전/커브 방향을 확인합니다.
e. 너무 돌아보거나 기우치지 않습니다.
f. 장애물을 건널 때에는 자리에서 살짝 일어납니다.
기초 기술들을 동승자와 함께 연습하여 자신의 실력도 준비 시키십시오. 두사람 다 감을 잡기 위해 급정차도 몇번 해보십시오.
오토바이의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잘 파악하여야 합니다.
짐을 싣고 탈 때의 주의사항들 입니다:
1. 오토바이 사용설명서에 지정되어 있는 화물량 제한을 넘기지
마십시오.
2. 짐을 높이 쌓지 말고, 오토바이의 중앙부분에 가까이 위치
하십시오.
3. 양옆으로 균형이 맞도록 하십시오.
4. 탱크가방 사용시에는 핸들바의 움직임이 방해되지 않음을 확인
하십시오.
5. 탱크가방이나 새들백에 짐을 과하게 넣지 마십시오.
6. 뒷편에 무게를 싣으면 앞이 가벼워져, 오토바이 조종에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7. 핸들바 또는 서스펜션 움직임에 방해가되지 않는다해도 절대
핸들바, 앞 포크, 또는 앞 날개에 물건을 묶지 마십시오. 부가되는
무게가 조종에 영향을 미칩니다.
8. 불빛이나 움직이는 부품을 막지 말고, 모든 짐은 머플러에서 멀리
두십시오.
9. 모든 짐이 완전히 고정되 있음을 확인하십시오. 당신의 오토바이에
맞게 디자인 된 받침대와 가방을 사용 하십시오. 바람에 날리거나
바퀴에 낄만한 물건이 없음을 확인 하십시오. 웨빙 끈, 번지 코드,
그물망과 비슷한 잠금장치를 사용 하십시오. 번지 코드나 고무줄
망 사용시에는 끝자락이 안정하게 부착되있으며 늘어난 코드가
다시 튕겨나와 당신을 다치게 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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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링: 장거리 여행
투어링이란 장소를 이동해 가며 여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몇일 정도 걸릴만한 장거리 주행은 통근이나 단거리 주행과는
매우 다릅니다. 올바른 계획짜기는 필수입니다. 가능성 있는 날씨 상태를 고려해보고, 잦은 정류지를 만들어 휴식을 취하고
몸이 필요한 영양공급을 해주십시오. 필요할때 겹으로 입을 수 있는 적합한 옷과 오토바이 사고나 고장을 대비해 수리장비
역시 지니십시오.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갈 때에는 여분의 음식과 마실 것을 준비하고, 핸드폰 작동범위를 벗어날 상황도
고려해두십시오. 응급 서비스가 멀리 떨어져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홀로 여행을 하는 경우, 누군가에게 당신의 계획사항들을
얘기해 놓으십시오. 정확한 진로파악을 위해 인공위성 글로벌 위치 추적기 (GPS) 사용 또한 고려해보십시오.

바람
강하며 지속적인 바람과 돌풍이 당신의 진로에 영향을 줄수가 있습니다. 옆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힘이 당신을 차선안에서 또는
차선 밖으로도 이동시킬수가 있습니다. 돌풍은 보통 트여있는 공간이나 산에서 일어납니다. 상황에 따라 적합한 손잡이를 눌러
방향을 잡으십시오.
또한 큰 차량근처의 공기저항 또는 진공효과에 대비하고 있으십시오. 당신이 추월하거나 추월을 당할 때 느껴질수 있습니다.
특히 바람의 방향이 좌-우 일때 반대편에서 다가오는 큰 차량들이 일으키는 바람 작용에 준비되어 있으십시오.

동물들

개를 혼란시킨 후 지나치기

개들은 자동차들과 오토바이들 뒤쫓기를 좋아합니다. 좋은 대응책으로는
감속, 저단 기어변환, 그리고 가속하기 시작하여 개를 지나버리는 것
입니다. 개를 발로 차거나 하면 균형을 잃게 되니 삼가하십시오.
사슴이나 순록과 같은 큰 동물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는 경향이있으며, 충돌이 있을 경우 차량과 부딪힌
것 만큼의 충격도 가능합니다. 큰 동물이 길 근처에 있다면, 더 가까워지기
전에 멈추고, 지나가기를 기다리십시오. 단지 한 마리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정비 및 긴급 사안들
타이어의 마모 - WEAR BARS

타이어 파손
현세대의 튜브없는 타이어는 펑크 나기가 드뭅니다. 타이어 공기압이
낮은 상태로 주행하면 타이어가 과열되어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타이어 마모는 물론 연료 사용양도 늘어나게 됩니다. 자주 타이어를
점검하고 알맞은 공기압을 유지하십시오. 주행시작 전에 타이어가 차가운
상태에서 공기압을 측정하십시오. 타이어 마모상태 역시 확인해 주십시오.
오토바이에 맞는 타이어를 구입하고 전문가가 설치하도록 하십시오.
타이어가 파손되면, 손잡이를 꽉 잡고있되, 조종에 힘을 너무 가하지
마십시오. 속력을 조절할수 있을 때까지는 브레이크 사용과 기어변환을
피하십시오. 교통상황을 살펴 가능하다면 길어서 벗어나십시오. 정
필요하다면, 파손되지 않은 타이어쪽의 브레이크를 사용하십시오. 파손된 타이어쪽의 브레이크를 사용하면 타이어가 바퀴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브레이크가 결합적 시스템일 경우에는 가능한 한 조심히 브레이크에 힘을 가하십시오.

고정된 스로틀
드문 일이지만, 스로틀이 고정상태가 될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스로틀을 앞뒤로 몇번 돌려보십시오. 스로틀 케이블이
고정되버린 경우라면 이렇게 함으로서 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변함이 없다면, 즉시 클러치 레버를 당기고 엔진 차단
스위치를 누르십시오. 엔진 소리는 여전히 들릴지 몰라도 뒷 바퀴로 가는 동력을 끊게됩니다. 오토바이 조종이 가능해지면 안전한
곳을 찾아 멈추십시오. 정지 후에 스로틀 케이블을 확인해 보십시오. 다시 오토바이에 타기 전에 스로틀 케이블이 자유롭게
움직이며 당겼다 놓을 경우 원위치로 바로 돌아오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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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치 케이블 오작동
많은 오토바이들은 케이블을 이용하여 클러치를 작동합니다. 케이블이 고장나더라도 클러치는 작동상태에 있지만, 당황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장날 경우, 엔진 차단 스위치를 사용하거나 브레이크를 잡아서 엔진작동을 멈추십시오.
주행도중 고장이 날 경우, 오토바이를 계속하여 탈 수는 있지만 기아변속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정차를 해야한다면,
점차적으로 속도를 낮추며 상황을 보아 저단으로 변속 하십시오. 갑작스럽게 멈추어 버리거나 엔진이 멎어버리지 않도록 정차전
중립 기어로 바꾸십시오. 곧 바로 케이블을 교체하십시오.

차체의 흔들림 (weave 또는 wobble)
Weave는 오토바이 뒷부분의 느린 일렁임입니다. Wobble이란 핸들바의 급격한 흔들림입니다. 부적절한 타이어 공기압이나
기계상의 문제로 인해 잘못된 자리의 무게초과가 원인인 경우가 보통입니다.
두 상황의 해결책은 같습니다. 조종에 너무 많은 힘을 쓰지 않는 상태에서 손잡이는 꽉 잡고 있으십시오. 쓰로틀사용 또한 살짝
놓으십시오. 브레이크사용 또한 삼가하고, 속력도 높이지 마십시오. 몸을 탱크위로 기울여 무게를 앞으로 싣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어 꼭 고치십시오.

구동렬 문제
오토바이의 엔진에서 뒷바퀴로 힘이 전환되며 드라이브 쉐프트나 벨트, 또는 체인을 사용합니다. 규칙적인 점검,
조절, 그리고 유지가 오작동을 드물게 합니다. 주행도중 체인이나 벨트가 미끄러지거나 파손되면 뒷바퀴가 잠기면서 오토바이가
미끄러질수 있습니다. 체인이나 벨트가 파손되면 오토바이의 힘이 떨어짐이 느껴질 것 입니다. 스로틀을 놓고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안전한 곳에서 멈추십시오. 드라이브샤프트 구동력일 경우, 뒷 차동장치의 오일 부족이 뒷바퀴를 잠기게 하고, 그로인해
미끄러짐은 막기가 힘들 것 입니다.
체인 드라이브

밸트 드라이브

쉐프트 드라이브

엔진 고착
대부분의 경우 오일이 부족하여 엔진이 잠기거나 멈추게 됩니다. 움직여야 하는 부품들이 서로 부딪이며 매끈히 움직이지 못해
엔진이 과열되는 것입니다. 이의 첫신호는 엔진힘의 결핍과 엔진소리의 변화입니다. 클러치 레버를 잡아당겨 뒷바퀴로 부터
엔진을 분리 시키십시오. 길에서 벗어나 멈추십시오. 오일을 확인하십시오. 필요한 오일을 가능한 한 빨리 채워주지 않으면
엔진이 멈춥니다. 엔진 고착은 뒷바퀴가 잠겼을 때와 비슷합니다. 다시 재가동 시키기 전에 엔진을 식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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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알콜 섭취 또는 약물 복용이 증가률을 보이는 충돌 위험 요소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신적이나 신체적 능력이
감소된 라이더는 효과적인 위험성 관리를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언가가 주행능력에 장애가 되는 경우, 그것을 깨닳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콜
알콜은 충돌사고 원인의 과반을 차지하는 마약입니다. 알콜 섭취는 운전자들이 위험요소를 살피고 (감지력), 평가하고(사고력),
행동으로 수하는 (조정과 대응시간)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라이더의 30퍼센트에게서
처벌 기준치인 0.8프로 이상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 되었다고 합니다.
알콜과 같이 진정작용을 하는 약은 몸의 기능을 약화시키며, 알콜은 섭취와 함께 피를 통해 빠른 속도로 뇌에 도달합니다. 반응은
첫 모금 후부터 나타나고 혈관에 약물이 쌓일 수록 심해집니다. 보통의 경우, 판단력과 시야가 제일 먼저 영향을 받아 저하되는
기능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 한 잔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보통 술 1잔에는 1/2온스의 순수 에틸 알콜이 들어있습니다:

술의 종류

1. 12온스 맥주.
2. 1.5온스의 증류주가 들어간 합성주.
3. 5온스의 와인 한 잔.
각각 비슷한 양의 순수 알콜이 들어 있습니다. 1.5온스 이상의 증류주가
들어가는 합성주도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몸이 제거할 수 있는 양의
알콜보다 많은 양이 섭취되면 피에 축적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성인
남성의 몸은 1시간에 대략 1잔의 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한 남성이 1
시간 안에 2잔의 술을 마신다면, 그 1시간이 끝나갈 때 쯤에는 1잔의 알콜
양이 없어지고 다른 1잔의 알콜은 피에 남아있게 됩니다. 1시간에 4잔을
마시면, 3잔의 알콜은 피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은 보통 남성의 4
분의 3 비율 정도로 알콜을 더 느리게 소화해냅니다.

Beer

Mixed Drink

Wine

혈중알콜농도 (Blood Alcohol Content, BAC)는 다음 3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1. 섭취한 알콜의 양.
2. 섭취한 속도.
3. 몸무게.
높은 수치일수록 몸이 더 저하됨을 뜻합니다. 자신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조절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벌써 판단력이
이미 흐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성공적이지 못 합니다. 사람은 법적기준치에 도달하기 전부터 신체 기능이 감소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에 따라, 오토바이 주행과 음주를 분리시켜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사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능이 약화된
라이더나 동승자와 같이 하는 주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
약물 섭취는 안전한 오토바이 주행능력에 해를 끼치며 약의 효과가 언제
없어지는지 알기조차 힘든 일입니다. 불법 마약 뿐만아니라 가게에서 흔히
구할수 있는 약제품들과 처방전 약품또한 위험률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약은 사람을 진정시키거나 흥분시킬 수가 있습니다. 진정작용을 하는 약은
정신과 신체의 움직임을 느리게합니다. 흥분작용을 하는 약의 복용은
난폭주행을 초래할수 있고, 증상이 약화되며 갑작스레 극심한 피로를
느끼게 할수도 있습니다. 알콜과 약물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에는 부작용을
합치는 것밖에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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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중재란 누군가가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를 말합니다. 여러명의 라이더가 중재를 하여 정신이 맑지 않은 라이더의
주행을 막을수 있습니다. 어려운일 일수도 있으나, 생명의 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주행을 막는 몇가지의 팁입니다:
1.
2.
3.
4.
5.
6.
7.

다른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택시 또는 다른 운송수단을 부르십시오.
음주 속도를 늦추십시오.
출발을 늦추십시오.
무알콜 음료수나 음식을 제공하십시오.
운전자가 걱정하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오토바이를 주차하십시오.
라이더를 멈출수 없다면, 열쇠를 숨기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안전을 위협하는 그 외의 요소들
주의산만
도로에서의 안전은 모든 집중을 필요로 합니다. 차량 운전자들은 운전 중 핸드폰이나 다른 모바일 장치를 자주 이용합니다.
또한 음식 섭취,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약 복용 등 많은 일을 운전과 동시에 하고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주의산만한
행동을 보충해주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곳에 주의를 빼았겼거나 조심성이 없어 당신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추정하십시오. 자신이 다른 곳에 주의를 빼앗기지 않고 집중을 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충돌 가능성에 항상 신경을 쓰는것이
중요합니다.

기진
기진은 충돌사고 주요소로 증가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로하거나 졸린 상태에서 주행하는 것은 위험성을 돋습니다. 밤잠을
설쳤거나 직장일이 유난히 힘들었던 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몸이 피로를 느낄 때는 감각이 예리하지 못합니다. 평소시처럼
위험물을 보고 인식하지 못 할 것입니다. 의사결정 과정도 느려질 것입니다. 몸의 동작 또한 빠르거나 정확하지 못할 것입니다.
SEE를 사용하고 보다 더 많은 안전확보를 보유하려면 그 만큼 더 많은 시간과 공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명한 라이더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 멈출 것입니다.

정서
자신의 감정이 오토바이 주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쉽게 결정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화가 나있거나, 걱정거리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 긴장해 있으면 안전한 주행이 어려워집니다. 어떠한 감정이든 안전을 위한 계획을 실행하는데에 방해가
된다면 위험률은 증가됩니다. 자신의 주행중 우선사항에 대하여 정직한 평가를 내려보고,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 하십시오.
과도한 자신감은 난폭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 또는 오토바이의 능력을 초월하는 재주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처할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자신감은 의사결정의 시간을 늦추게됩니다. 자아인식과 예지력을 지니고 자신있게 위험률을 축소하는 결정들을 내려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챙길수 있어야합니다. 또한 현실적인 자신의 한도와 수준 뿐만이 아니라 오토바이의 능력도 인식할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선택의 상황이 주어질 때, 더 안전하고 나은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노화
라이더들에게는 오토바이를 마음껏 즐기며 오랜기간동안 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노화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여 조절 및 보충을 해나갈수가 있습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서 지혜를 얻고 판단력이 향상되지만, 노화는 건강뿐만이
아니라 오토바이 주행 안전에 필요한 많은 신체적 능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야간시야가 저하되고, 전체적인 힘이
약해지며, 대응시간 또한 길어집니다. 생활의 모든 면을 즐기기 위해서라도 건강의 유지는 중요하겠지만, 오토바이 주행이 워낙
힘든 일이라, 이에대한 틀별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시력 및 신체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십시오. 복용하는 약이 당신의 능력이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계십시오. 당신의
주행능력의 변화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주의해 들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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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신체기능 감소 요소
앞차량과의 거리를 늘리고 야간주행을 피하여 안전확보를 강화시켜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십시오. 급격한 제동과 급 방향변환을
포함한 긴급상황 대응에 중점을 두고 주행연습을 꾸준히 하여 동작이 정확해지게 하십시오. 현재 코스외에 다른 정식 트레이닝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적응되어있는 방식으로 주행이 더 이상 힘들다 느껴지면 스쿠터나
삼륜오토바이 또는 더 작은 크기의 오토바이 구입 또한 고려해 보십시오.

자신의 한도 내에서의 주행
오토바이는 아주 좋은 여행용 방법입니다. 자유롭고 흥분된 기분은 거의 모든 주행의 한 부분 입니다. 하지만 부실한 판단력은
위험률이 높은 주행을 불러옵니다. 어떤 라이더들은 충돌사고의 직전 까지 가기를 선택합니다. 도로 상에서의 도전 (코너에서의
최고 속력을 시험해보기 또는 이에 대한 다른 라이더들과의 경쟁)과 같은 난폭운전은 경기장에서나 하는 행동입니다.
온 지역에 오토바이 경주 트랙 학교가 있고 트랙 사용이 가능한 날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유도로는 오토바이 스턴트를 하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라이더 또는 운전자들이 모두 예측 가능한 운전습관을 키우고, 예의를 지켜가며 서로가 협조적이여야만
안전을 지킬수가 있습니다. 위험률 오프셋 유지 또한 잊지마십시오.
자신의 주행 능력이 위험감수량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라이더 기질을 발위하여 위험한 선택보다는 책임감있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라이더로서 먼 훗날까지 멋진 오토바이 주행 계획이 있다면 선택의 순간이
쥐어졌을 때 옳바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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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장. 정선된 토픽들
지역 프로그램에 따라 당신의 라이더 코치가 짚고 넘어갈만한 추가사항들 입니다:

면허취득 정보
개인 보호장비 요건
주 제시 오토바이 장비 요건
주 제시 보험 요건
알콜 손상 운전의 댓가 (법적, 사회적, 개인적, 경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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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14 장. 주요
지식 안전사안
검사
자기 평가
판단력이란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식적 의견을 지니고 있어야 가능한 것 입니다. 현명한 판단력은 안전한 주행을 결과로
낳습니다. 안전을 머리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핵심 가치관으로 만드는데에는 열성이 필요하며, 또한 좋은 선택의 기본
요소가 됩니다.
자신이 감수하게 되는 위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실력을 유지하는 자가 바로 현명한 라이더입니다. 좋은 라이더는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으며, 안전한 행동을 선호합니다. 좋은 가치관 안에서의 끊임없는 자신의 평가는 라이더의 기질을 발달시켜줍니다. 더
더욱 좋은 결정을 내릴수록, 보다 나은 주행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 용어 및 개념
오토바이 주행에 있어 좋은 출발을 했으니, 이제 당신이 배운 스킬과 요령을 연습하기가 중요합니다. 여기 몇 가지
기억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360° 주위 인식: 앞, 뒤, 좌, 우에 위치한 요소 인식.
ATGATT: All The Gear, All The Time: 모든 장비 항상 착용.
진입속도: 회전이나 방향전환 도중 속도유지 또는 가속이 가능한 진입 중 속도 .
도피로: 앞, 좌, 우, 열려있는 공간. 감속이 가능한 후방의 공간 역시 포함.
시야 트기: 교차로에서 잘보이고 잘 보기 위한 위치를 찾아 정차함.
Presentation: 마주오는 차량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차선위치 선택.
대응 vs. 대치: 상황에 긴급한 대처 대신 미리 행동을 취함 (대응).
자신만의 라이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의 개의치 않은, 개인, 오토바이, 상황, 법률에 따른 한도 안에서의 주행.
라이더 기질: 올바른 (안전하고, 책임감있는) 선택.
라이더 탐지기: 끊임없이 주위를 살피며 조합되는 사고요소들과 위험물의 생각.
위험률 오프셋: 위험 감수률과 라이더의 능률 차이; 능률이 위험률보다 높을 경우를 좋은 위험률 오프셋이라고 함.
SEE: Search(수색) - Evaluate(평가) - Execute(실행)
Separate (가르기): 속도 또는 차선위치를 조절하여 가능성 있는 위험요소들을 다른 시간점에서 만남
여유 공간: 주위의 공간을 열어놓음.
Trap (덫, 함정): 여유 공간 또는 도피로가 없는 상황.
교육 과정 중, 자신의 정보처리 및 결정과정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매 주행 (또는 운전) 시, 안전성을 제일
먼저 떠올림이 중요합니다. 현명한 라이더는 ‘책임감 있는 무사고 라이더가 된다’는 가치있는 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의 태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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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장. 지식 검사
코스 마지막 지식 검사는 25개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소 80프로의 점수를 받아야만 기초 라이더코스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라이더코치의 지시사항을 따라 시험을 마치십시오.

선택적 MSF 학습활동

오토바이 충돌사고 시나리오
여기 네가지의 오토바이 충돌사고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각 시나리오를 읽어보고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시나리오 1

시나리오 3

노을이 질 무렵, 한 라이더가 동쪽을 향한 2차선 시골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라이더는 조그만
모임에서 몇잔의 술을 마신 후 출발하였습니다. 혈중 알콜
농도는 0.06%였습니다. (제한 속도가 35mph인 구역에서)
라이더는 45mph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교차로에는 일단
정지 표시판이 있었습니다) 순간 다른 차량이 길을 가로지르며
차선을 막게 되었습니다. 라이더는 급격한 제동을 시도했지만,
오토바이는 미끄러지며 차의 뒷범퍼와 충돌하고, 라이더는
공중으로 던져진 후 도로변을 향해 30 feet를 미끄러져
갔습니다. 라이더는 핼멧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4명의 라이더 그룹이 2차선 시골도로를 제한속도 안에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엇갈림식 배치로 주행하기를
선택하였으나, 서로 너무 가깝게 붙어 가고 있었습니다.
좌측으로 날카로운 각도의 커브를 선회 중, 정비트럭이 흘리고
간 자갈을 밟은 첫번째 라이더가 미끄러지게 되었습니다.
라이더는 오토바이와 함께 쓰러졌고, 두번째 라이더는
첫번째 라이더와의 충돌을 피하려다 오른편에 있는 도랑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두 라이더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나, 두
오토바이의 클러치 레버가 망가졌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시나리오 2

시나리오 4

라이더는 여러 급커브가 있는 시골의 언덕지역을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라이더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고속도로를
따라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앞에 가고있던 캠프카가 주차장으로 회전해 들어가려
감속중이였으나 라이더는 이것을 너무 늦게 보고 말았습니다.
라이더는 앞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뒷 브레이크만을
너무 급격히 사용해, 오토바이를 미끄러뜨리며 캠프차 뒷면과
정면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조사결과, 캠프차의 브레이크 등이
작동하지 않았으며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았다
합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무었이었을까요?

한 라이더가 오토바이의 부품을 구입하려 동네 정비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비소는 동네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토요일
아침이라 교통량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라이더는 좌측
교차로를 지나자마자 위치한 대리점을 향해 가며, 문 앞 근처의
주차공간을 찾고 있었습니다. 순간, 교차로의 일단 정지 표지에
벌써 서 있던 차량이 나와 라이더를 치고야 말았고, 라이더는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무었이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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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장. 다음 단계
이 학습에서 많은 자료를 얻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기초실력을 배웠으니 거리 주행에 준비가 되었는지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여러번은 골목길이나 교통량이 적은 도로에서 간단히 주행해 보십시오.
각자 개인의 오토바이 조종장치들도 이 코스에서 사용하게 될 오토바이들의 것과 비교적 비슷하게 작동할 것이나, 익숙해
지는데에 시간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더 무거운 오토바이나 높은 안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상황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오토바이를 편하게 조종할수 있어야 합니다. 경험, 그리고 성공과 함께, 차츰 SEE 사용이 나아지면서 더 힘든 상황에서의
주행을 시도해볼수 있을것입니다.
Street Smart — Rider Perception (거리의 지식 – 라이더의 지각) 코스는, 이름이 얘기하듯, 지각향상에 도움을 주는
교습입니다. 대단히 소통적인 학습으로 짜여, 보통 라이더들에게 문제가 되는 상황을 분석하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기에 꺼림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Street Smart — Rider Perception 프로그램을 이끌어 보십시오. 키트의
가격은 얼마 하지 않습니다.
오토바이 안전 재단 (MSF)의 라이더 교육 및 훈련 시스템SM은 무기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짜여져, 이의 분야로 부가적
교육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된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필요성을 만족시킬 만한 라이더코스를 선택 하십시오. 라이더 코치들이 당신을 돕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가지
오토바이 안전 재단 (MSF) 코스들에 관한 요점입니다:
Basic Bike Bonding RiderCourse 4-5시간의 주행 실습으로만 짜여저 오토바이를 더 잘 다룰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기초
조종기술을 향상시키고 오토바이가 어떻게 다루어 지는지 이해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트레이닝 용 오토바이 또는 자신의
오토바이 사용이 허용됩니다.
기초 라이더코스 2 기초 라이더코스의 여러 연습들을 반복하지만, 개인 오토바이로 연습을 합니다. 4-5시간 코스로, 정식
학습시간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주행연습 사이사이 토론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실습중 속력도 조금 높습니다. 제동과 코너링
연습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코스는 당신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더 잘 다룰수 있도록 하여, 조종과 제동 실력도 함께 향상이
되면서 상황에 따라 보다 더 자동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Street RiderCourse (스트리트 라이더코스) 라이더코치의 감독하에, 거리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게됩니다. 스트리트
라이더코스 (SRC) 1이 있고, SRC 2도 있습니다. SRC 1은 갓 면허를 취득한 라이더들이 거리에서의 주행을 하고자 할 때
지도를 해줌이 목적입니다. SRC 2는 자신의 주행 기술들을 조금 더 다듬으려 하는 경험이 풍부한 라이더들을 위한 코스입니다.
연습장에서 기초를 다시 되살린 후 몇명의 다른 라이더들과 함께 거리로 나가게 됩니다. 간단한 주택가로 시작하여 좀 더
까다로운 조건들로 진보하며 몇몇의 진로를 사용하게 됩니다. 각각 진로 도중에 멈추어 서로의 체험 또는 실력을 강화시킬 방법
등 에 관한 토론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고급반 라이더코스 하루 코스로, 경험이 풍부한 라이더들의 테크닉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속의 주행이 목적이 아니라, 더 나은
주행이 목적입니다. 좀 더 잘 다듬어진 실력이 당신의 기초 주행 테크닉을 향상시켜 긴급상황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기초 보충을
해주는 대화형 교습시간도 있습니다. 제동, 코너링, 그리고 긴급 대응에 관한 정보교육 또한 있습니다. 주행 연습으로는 급정차, 특
코너링 연습, 그리고 반경 저감 커브 등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코스에 등록하려면 고속도로 속력으로의 주행 기초가 잘 쌓아져 있고
이에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Ultimate Bike Bonding RiderCourse 4-5시간 코스로, 오토바이 경찰 훈련학습에 기반을 두고 짜여저있으며, 오토바이를
다루는데에 도움을 줍니다. UBBRC는 정식으로 구성된 교습이 아니며, 자신의 오토바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MSF Kevin Schwantz RiderCourse: MSF KSRC는 기초 라이더코스 연습장과는 따로 떨어져 있고 보다 훨씬 큰 포장된
구역에서 거행됩니다. 이 코스는 시각적 인지도 및 제동과 커브를 주요시한 고속 주행의 오토바이 조종에 집중을 두었습니다.
세계 곳곳의 경기장에서 실시되는 상급 주행 학교 Kevin Schwantz School의 운영자 및 세계 챔피언 경주자 Kevin Schwantz와
합동으로 개발된 코스입니다.
이 책자의 뒷편에는 교습으로만 구성되있는 코스, 그리고 무기한 교육 자료에 관한 추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MSF
웹사이트의 도서관 부분도 한번 보십시오. 또한, 이 코스에서 다루어진 요점들은 msf-usa.org에서 판매되는 책 “The Motorycle
Safety Foundation’s Guide to Motorcycling Excellence, 2nd edition” 을 포함한 여러 MSF 출판물 안에 더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MSF 웹사이트를 자주 방문 하여 업테이트된 안전 관련 정보를 확인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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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장. 다음 단계
기초 라이더코스의 한 부분으로 MSF 기초 eCourse를 완료하셨다면, 추가료 없이 아무때나 볼수 있음을 잊지마십시오. 아직 완료하지
않았다면, 기초 라이더코스 학습을 강화시킬수 있도록 등록을 고려해보십시오.
저희 오토바이 안전 재단은 이 코스가 당신에게 오토바이 세상으로의 출발에 대한 값비싼 소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랜기간,
오토바이 주행을 즐기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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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장. 실습 주행 연습장 준비사항
연습장 안전 규칙
다음은 주행 연습장에서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규칙사항들 입니다. 이 규칙들을 따라야 교육이 좋은 경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라이더 코치의 허락 없이는 연습을 할수 없습니다.
엔진이 꺼져있을 지라도, 오토바이에 앉을 때는 언제나 모든 보호장치를 착용 하십시오.
엔진 차단 스위치의 위치와 작동 방법을 알고 있으십시오.
초기기술 향상단계 (특히 몇번의 첮 연습) 동안은 클러치 레버에서 손을 떼지 마십시오. 잠깐이라도 레버를 당기면
뒷바퀴로 가는 엔진의 동력이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언제라도 손을 뻗어 당길 준비상태이여야 합니다.
가속 중 컨트롤을 잃을 것 같은 경우에는 클러치 레버를 당기고 브레이크를 사용하십시오.
앞 브레이크 레버를 사용하기 위해 스로틀을 돌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시오. 핸들바와 스로틀을 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손목을 평평하게 한 상태에서 스로틀에서 손은 떼지 마십시오.
시간과 공간적 여유를 두어, 안전확보를 유지하십시오. 주행 시작 전에 앞과 뒷 타이어를 점검 해보십시오.
상황에 따라 다른 라이더들에게 양보를 하십시오.
주행 연습장 공동사용시에는 예의를 지키고 서로를 도우십시오.
지시받지 않은 한, 다른 라이더들을 초월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진로에서 벗어나 멈추십시오. 라이더 코치가 도울 것입니다.
그룹 정지 신호가 들리면/보이면 침착히 멈추십시오.
연습에 뒤떨어진다 해도 서두르지 마십시오. 여유를 가지십시오.
오토바이를 넘어뜨려도 일으키지 마십시오. 엔진이 꺼짐을 확인 하십시오. 라이더 코치가 도울 것입니다.
실습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안전히 끝내지 못 할것 같다면 라이더코치에게 알리십시오.

* 주행 연습장에서의 적합한 보호장치로는 DOT 규격에 맞는 핼멧, 긴소매 상의, 손가락 장갑, 긴 바지, 그리고 튼튼한 부츠
또는 발목까지 오는 신발이 포함됩니다.

라이더코치 수신호
주행 연습시간에 라이더 코치들은 수신호를 사용합니다. 자주 쓰이는 신호로는 엔진 시작, 엔진 정지, 출발 준비, 가속, 감속,
정지, 그리고 간격 넓히기가 있습니다. 이를 포함한 다른 신호들도 소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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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 넓이기

참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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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장. 실습 주행 연습장 준비사항
주행 연습장에서의 실습 과정
실습 시험전, 주행교육과정을 차례차례 소개시켜주는 14가지의 주행 실습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모든 실습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라이더코치가 연습의 제목과 목표를 소개합니다. 목표를 귀기울여 듣고 실습도중 목표에 집중 하십시오.
2. 사용될 주행 연습장 부분 배열이 설명됩니다.
3. 어디로 가야할지, 무엇을 해야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와 시범이 있습니다.
4. 라이더 코치가 당시 해당되는 실습 진로, 주행 절차 및 기술을 설명해줄 것입니다.
5. 여러 실습은 엔진이 정지되있는 상태에서 오토바이에 탑승을 해, 주행전에 먼저 연습을 하게 되있습니다. 실제로 주행
연습장에서 무엇을 할지를 알려주는 가장 연습입니다.
실습을 마친 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더
향상시켜야 할 것 같나요? 이런 질문들은 배운 기술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주행습관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 보는 습관을
기르는데 도움을 줄 것 입니다. 더 성공적인 훗날을 위하여 자신을 되돌아 보고 평가를 내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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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해설 목록
2초 간격 거리 - 앞차량과의 최소 거리 간격
4초 긴급 거리 – 바로 앞에 놓인 위험물에 대한 대응 거리
12초 예상 거리 – 앞 요소들에 준비 및 대응 시간과 거리
360° 주위 인식 - 앞, 뒤, 좌, 우측의 요소 인식
ATGATT (All The Gear, All The Time) - 모든 장비 항상 착용
알콜 - 특히 에틸 알콜, 음료로 섭취하는 진정작용의 약물
Anti- lock Braking system (ABS) -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브레이크 힘을 자동적으로 풀어주는 브레이크 시스템의 종류
정점 - 커브의 중간이나 가장 날카로운 지점
BAC (blood alcohol concentration) - 혈중 알콜 농도
사각지대 - 거울 상으로 보이지 않는 뒤나 옆 공간, 또는 물체에 가려진 공간
제동 거리 - 브레이크 작동 시작점과 완전 정차점의 거리
Contact patch - 지면과 닿는 타이어의 부분
볼록거울 - 바깥쪽으로 굽은 거울; 시야를 넓여 주지만, 사물이 실제 있는 것 보다 더 멀리 보이게됩니다.
카운터스티어 – 회전방향쪽의 손잡이를 눌름으로써 순간적으로 의도했던 방향에서 벗어나는 운전기술; 기울임을 시작하여
의도했던 방향으로 회전하기 위해 쓰임; 왼쪽 손잡이를 눌러, 왼쪽으로 기울려, 왼쪽으로 갑니다. 오른쪽 손잡이를 눌러,
오른쪽으로 기울려, 오른쪽으로 갑니다.
카운터 웨이트 - 낮은 속도 또는 좁은 회전에서 주로 쓰이며, 라이더는 오토바이가 기울어진 반대 반향으로 중심을 기웁니다.
Crowned (왕관모양) 도로 - 가운데가 높고 가장자리가 낮아 빗물이 빠지게 하는 도로
반경 저감 - 점차 좁아지는 회전/커브
DOT -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약자; 공식 DOT 라벨이 있는 헬멧은 연방법에 따라 DOT 성능기준에 맞게
제작된 헬멧입니다.
엔진 브레이킹 - 엔진을 하나의 브레이크 힘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저단 변속 후 클러치 레버를 풀어줌으로써 속도를 낮추기
진입 속도 - 회전시작을 위해 오토바이를 안쪽으로 기울이려는 힘의 주입 시작점 속도. 매끄러움, 안정감, 그리고 속도유지를
위한 스로틀 돌림이 가능한 속도여야 합니다.
도피로 - 충돌을 방지해줄 수 있는 열린 진로
요소 - 속도, 차선위치, 또는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FINE-C - 엔진 시작 전 확인 사항: Fuel Valve 연료밸브, Inition switch 시동 스위치, Neutral 중립, Engine cut- off Switch
엔진 차단 스위치, Clutch/ Choke 클러치/쵸크
마찰구간 - 뒷바퀴로 가는 동력을 시작하는 클러치 레버 움직임 내의 작은 부분; 정지상태로 부터의 출발, 저속 주행 중 속도조종,
그리고 엔진 브레이킹도중 부드러운 저단 변속을 위해 사용됩니다.
건틀렛 – 장갑의 손목위를 덥어 보호해주는 부분
열사병 – 열로 인한 몸의 나약함
High-side fall - 라이더가 통제를 잃고 오토바이의 앞 진로에 던져짐
Hydroplaning (하이드로 플레이닝) - 타이어 아래에 물이 고여 마찰력을 잃어버림
저체온증 – 노출된 피부에 닫는 공기의 냉각효과로 인한 비정상적인 체온
통합적 브레이크 - 뒷 브레이크 페달의 사용과 함께 어느 정도의 힘이 앞 브레이크에도 전달되는 브레이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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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해설 목록
차선 위치 - 한 차선은 보편적으로 3개의 위치로 나누어집니다: 좌측 (LP1), 중앙 (LP2), 우측 (LP3)
처벌 기준 – 취기 측정을 위해 주에서 사용하는 혈중알콜농도층. 현재 전국적으로 성인의 경우는 0.08프로, 미성년자의 경우는
주에 따라 0 부터 0.02프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결합적 브레이크 - 브레이크 힘이 어느 조종장치가 사용되던 양쪽 바퀴에 전달 되는 시스템
끌림 – 속도에 비교해 너무 높은 기어 사용으로 인한 거칠고 날카롭게 당겨지고 끌리는 오토바이 작동
No-zone - 트럭이나 다른 차량 주변의 사각지대
시야 트기 - 교차로에서 잘 보고 잘보이기위한 자리를 찾아 정차; 한 번 이상 움직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헤드라이트의 무효화 – 야간 주행 시 제동 거리가 불빛이 보여주는 거리를 초과하는 경우
예상 거리 – 위험물을 발견하고 그 위치까지 주행하게 되는 거리
주변 시야 - 앞을 보고 있을 때 보이는 옆 공간
Presentation - 반대편 차량에게 보이기 위한 차선위치 선택
반응 거리 – 위험물 발견 후 대응하기까지 주행되는 거리
적색선 – 최고 안전 엔진 속도를 나타내는 회전속도계의 선
반사 또는 역반사 – 지면이 빛을 반사시키는 능력
Rev – 스로틀 작동으로 엔진의 회전속도를 높임
Ride Your Own Ride – (자신만의 라이드)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평가하고 그 한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당시 실력수준과
정신상태를 초월한 주행의 압박감을 피하십시오.
라이더 기질 – 옳바른 (안전하고 책임감있는) 선택
라이더 탐지기 – 먼곳과 가까운곳을 양옆으로 살피기. 라이더 탐지기의 3가지 시간관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차량과의 2초 간격
거리, 4초 긴급 거리, 그리고 12초 예상 거리
위험률 오프셋 – 실력 수준과 위험률의 차이. 좋은 위험률 오프셋는 능률이 위험률을 뛰어넘는 경우 입니다; 좋지 않은 위험률
오프셋는 위험률이 능률을 뛰어넘는 경우 입니다. 좋은 위험 오프셋이 충분히 많은지 확인 하기는 책임감있는 라이더들의 습관
입니다
SEE - 주행 방법의 약자입니다: Search-Evaluate-Execute
Separate (가르기) - 속력 조절 그리고/또는 위치 이동을 하여 다다른 시차점에서 위험물들에 도달하기
여유 공간 – 자신과 위험요소 사이의 공간
직각 핸들바 – 오토바이를 바로 세우고 핸들바가 직각이 지도록 위치함
T-CLOCS – 주행전 확인할 점검사항들의 약자 (Tire and wheels; Controls; Lights and mirrors; Oil and other fluids;
Chassis; Stands)
꽁무니 쫒기 – 2초 미만의 간격으로 앞차량을 따라가기
목표 고정 – 무언가에 너무 오래 집중함; 피하려는 물체를 집중해 보고있으면 그 물체와 충돌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Threshold (한계점) 브레이킹 – 미끄러짐이 없는 브레이크의 최대 사용
최종 정차 거리 – 예상 거리, 대응 거리, 그리고 제동 거리를 합한 거리
교통 감응 신호 – 감지기가 차량를 인식하여 신호가 바뀌는 교차로의 신호등
타이어 접지면 – 배수를 위해 타이어 면에 새겨진 무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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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성 – 보는 능력; 눈에 잘 띈 다는 뜻으로도 사용됨
시각적 여유 시간 – 눈과 마음의 이용하여 위험률을 줄이고 관리하자 하는 계획의 한 부분: 앞차간 2초 간격, 4초 긴급 간격, 12
초 예상 거리
Wear bar – 타이어 마모 상태를 보여주기 위한 타이어 접지면 표시
Weave – 오토바이 뒷부분의 상대적으로 느린 일렁임
Wobble – 보통 기술적인 문제로 인한 앞바퀴와 조종부의 빠른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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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
환영 및 제 1 장. 학습 소개
1.

왜 오토바이 주행이 심각하게 재미난 존재일까요?

2.

주행을 배우고 좋은 주행을 하기에는 어떠한 신체적 요건을 필요로 합니까?

3.

라이더코치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4.

학습완료의 4가지 요건사항이 무엇입니까?

5.

라이더 코치가 주행실습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었일까요?

제 2 장. 오토바이의 종류
6.

오토바이의 기본적인 3가지 종류가 무엇입니까?

7.

자신이 타게 될 것 같은 오토바이의 종류를 선택하고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제 3 장. 조종장치, 지시등, 그리고 장비
8.

6가지의 주요 조종장치가 무엇입니까?

9.

오토바이의 스로틀 작동방법을 설명하십시오.

10. 클러치 레버는 무엇을 합니까?
11. 기어변속 레버의 작동방법을 설명하십시오.
12. 기어변속 단계란 무엇입니까?
13. 2가지 브레이크의 조종방법을 설명하십시오.
14. 연료 밸브의 위치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15. 시동 스위치의 위치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16. 쵸크 컨트롤의 사용목적이 무엇입니까?
17. 왜 오토바이에는 엔진 차단 스위치가 있을까요?
18. 정보를 표시해주는 지시등으로 많이 쓰이는 몇가지를 꼽아보십시오.
19. 볼록거울에 대해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20. 사이드 스텐드와 센터 스텐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21. 7페이지의 조종장치 퀴즈를 풀고 답을 확인하십시오.
제 4 장. 기초 작동에 관하여
22. 엔진 가동 전의 5가지 단계를 적어보십시오.
23. 엔진 차단에는 어떠한 3가지 단계가 있습니까?
24. 마찰구간이 무엇입니까?
25. 클러치 레버를 당기는 이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26. 오토바이의 컨트롤을 잃기 시작한다면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27. 올바른 주행자세의 손목 위치와 자세는 무엇일까요?
28. 올바른 주행 자세의 다른 조건들은 무엇일까요?
29. 보행속도보다 높은 속도로 주행 시, 어떠한 방법으로 오토바이를 기울이기 시작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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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기본적인 선회에 따르는 4가지 단계를 설명하십시오.
31. 커브 선회에 따르는 3가지 단계와 각 단계에 대한 설명을 하십시오.
32. ‘카운터웨잉’이 도움이 될 만한 회전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33. 정차 시, 몇 단의 기어에 있어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4. 정차 시, 핸들바를 직각으로 위치함으로써 무엇에 이득이 될까요?
35. 앞 브레이크가 뒷 브레이크보다 제동력이 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6. 제동 중 오토바이의 중심이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하십시오.
37. 커브 도중의 제동 방법을 설명하십시오.
38. 기어변속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39. 고단기어 변속의 3가지 단계를 적으십시오.
40. 저단기어 변속의 3가지 단계를 적으십시오.
41. 엔진 브레이킹이란 무엇일까요?
42. 정차 시, 클러치 레버의 위치점이 무엇이 되야 할까요?
제 5 장. 4가지의 주행 준비
43. 4가지 준비사항을 적으십시오.
44. 오토바이와의 적합함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45. T-CLOCS는 무엇이며 무엇의 약자입니까?
46. 보호장치 착용의 3가지의 주요 목적을 적으십시오.
47. ATGATT는 무엇을 뜻합니까?
48. 오토바이 사고 사망률의 대부분 원인이 무엇입니까?
49. 헬멧의 기본적인 4가지 부분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50. 풀 페이스 헬멧과 ¾ 헬멧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51. 올바를게 제조된 헬멧에는 어떠한 스티커들이 붇어 있을수 있나요?
52. 헬멧은 어떻게 맞는 것이 잘 맞는 것일까요?
53. 헬멧 관리에 관하여 도움이 될 만한 사항들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54. 보통 안경이나 선글라스가 충분히 눈 보호장치 역활을 할까요?
55. 라이더로서 선택할 수 있는 눈 그리고/또는 얼굴 보호장비의 종류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56. 눈/얼굴 보호장치를 선택할 때, 고려해봐야 할 만한 사항 4가지를 적으십시오.
57. 올바른 신발의 장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58. 손가락장갑 착용함이 라이더에게는 어떠한 도움이 될까요?
59. 오토바이 전용 복장의 장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60. 오토바이 전용 복장이 어떻게 운전자를 더 눈에 잘 띄게 해줄까요?
61. 비가 온다거나 추운 날씨에 주행을 한다면, 어떠한 특별요소가 포함된 장비 또는 복장을 사용해야 할까요?
62. 저체온증의 뜻을 설명하십시오.
63. 체감온도가 무엇입니까?
64. 옷을 겹으로 껴입는데에는 어떠한 장점이 있나요?
65. 더운 날씨에 조심해야 할 사항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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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오토바이 주행이 청각에 미치는 영향과 방지 요법으로는 무엇이 있읍니까?
67. 좋은 정신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제 6 장. 주행, 주행에 따르는 위험
68. 대부분의 사고가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69. 차/트럭 운전보다 오토바이 운전의 위험률이 높은 이유 3가지를 꼽아보십시오.
70. 오토바이와 연관된 사고의 주 요인이 무엇입니까?
71. 어떠한 질문들이 오토바이 주행 위험성에 대해 더 고민해보게 할까요?
72. 오토바이 주행방법을 배운 후, 신체적 조건보다 정신적 조건이 더 운전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이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73. 3가지 주요 안전 확보 사항을 적으십시오.
74. 올바른 위험성 관리를 하는 라이더의 기질 5가지를 꼽아보십시오.
75. 좋은 위험률 오프셋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제 7 장. 기초 주행 방책
76. 좋은 차선 선택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77. 한 차선 안에 3가지의 위치를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78. 출발시 위치점은?
79. 다른 운전자들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하는 재치로운 방법 3가지를 적으십시오.
80. 라이더 탐지기의 3가지 시각적 여유시간은 무엇입니까?
81. 2초 간격 거리가 최소 시간으로 여겨지는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82. 4초 긴급 시간/거리와 최종 정차 거리의 관련성을 설명하십시오.
83. 최종 정차 거리의 3가지 부분을 적으십시오.
84. 최종 정차 거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85. ‘수색’ (Search)은 무엇을 뜻 할까요?
86. ‘수색’ (Search)의 구분 4가지는 무엇입니까?
87. ‘평가’ (Evaluate)는 무엇을 뜻 할까요?
88. ‘실행’ (Execute)의 3가지 행동 단계는 무엇입니까?
89. 자연환경상 가능한 위험상황과 그에 대한 대처를 설명하십시오.
90. 대피로/대피수단이란 무엇입니까?
91. 목표 고정에 따르는 위험성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 8 장. 유용한 요령
92. 라이더가 다른 교통중 차량들과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93. 360도 인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94. Presentation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95. ‘시야 트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96. 정지상태에서의 회전방법이 왜 중요한 실력인지 설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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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정지상태에서 회전을 할 때에 도움이 될 만한 사항들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98. 교차로 사이의 위험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99. 오토바이와 차량의 사각거리가 어떻게 생기는 것 일까요?
100. No-Zone이 무엇입니까?
101. 차선교체의 올바른 방법이 무엇입니까?
102. 도로 합류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103. 고속도로 합류 시, 교통의 흐름과 속도를 맞추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4. 3가지의 커브 종류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105. 3가지의 커브 부분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106. 커브길에 사용되는 3가지 차선 위치가 무엇입니까?
107. 커브에 접근할때 살펴야할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108. 커브의 종점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떠한 추측을 하여야합니까?
109. 커브의 정점을 늦추어 사용하는 것의 장점은 무었입니까?
110. 저속력 유-턴에 대해 도움이 될만한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111. 언덕 (오르막)에서 부터의 출발이 무엇때문에 어려운가요?
112. 장애물을 건널때에 좌석에서 살짝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13. 장애물을 건널때의 스로틀 사용을 설명하십시오.
114. 주차공간에서 왜 앞바퀴가 밖으로 나오게 주차를 해야하나요?
115. 주차 되 있는동안 오토바이를 안전하게 보관하는데에 도움이 될만한 사향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116. 올바른 추월 방법은 무엇이며 차선위치는 어떻게 사용됩니까?
117. 뒤를 바짝 붙어 따라오는 차량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118. 야간 또는 한계된 시야 안의 주행에 도움이 될만한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119. 헤드라이트를 무효시킨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20. 여러명 그룹으로 주행하기 전 먼저 기초실력을 터득해 놓아야하는 이유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121. 그룹 라이딩 신호를 알고있으면 무엇에 도움이 될까요?
122. 엇갈린 형태로, 나란히, 또는 일직선으로 주행하게 되는 상황을 설명하십시ㅣ오.
123. 여럿이 오토바이를 탈 때 주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124. 여럿이 그룹으로 오토바이를 탈 때 개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입니까?
재 9 장. 위급상황
125. 자신의 오토바이의 브레이크 시스템 종류를 어떻게 파악할까요?
126. 직선도로에서 가장 짧은 제동거리를 성취하는데 최고의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127. Threshold 브레이킹은 무엇입니까?
128. 커브 도중의 급정차를 어렵게 만드는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129. 커브 도중 2가지의 제동 방법과 이들이 언제 사용되는지 설명하십시오.
130. 너무 강한 힘을 가해져 앞바퀴가 미끄러진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131. 너무 강한 힘이 가해져 뒷바퀴가 미끄러진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132. 긴급 방향전환 도중에는 브레이크 사용 (또는 스로틀 roll off-돌리며 놓기)을 피하는 것이 왜 좋은생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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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긴급 방향전환 도중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나요?
134. 긴급상황에 먼저 브레이크를 사용해야 할지, 아니면 긴급히 방향전환을 해야 할지 어떻게 알까요?
제 10 장. 흔치않은 주행 상황
135.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도로 지면이 가장 미끄러운 시기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36. ‘하이드로 플레인’의 뜻은 무엇입니까?
137. 노면 마찰력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의 도로조건을 적으십시오.
138. 감소된 노면 마찰 또는/그리고 도로면의 위험요소에 대처하기위한 조절사항들을 설명하십시오.
139. Crowned (가장자리가 낮은) 도로가 오토바이 주행에 미칠 수 있는 영향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140. 동승자를 태우거나 무거운 짐을 싣기 전에 운전경험을 쌓아야 할 이유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141. 동승자를 태우거나 무거운 짐을 싣으면 오토바이 조종에 어떠한 영항을 미칠까요?
142. 동승자가 오토바이에 타고 내릴때의 주의점을 설명하십시오.
143. 동승자를 태우기 전 알려주어야 할 사항들을 적으십시오.
144. 짐을 고정시키는데에는 무엇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145. 오토바이의 적재 중량 제한에 관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146. 짐을 싣고 주행하는데에 도움이 될 만한 사항들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147. 초보 운전자들이 충분한 경험을 쌓기 전까지는 장거리 주행을 피해야 할 이유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148. 장거리 주행이나 오토바이로 여행을 할 때에 특별히 고려해야할 사안들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149. 장거리 주행이나 오토바이 여행을 위한 준비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150. 여행 중,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피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151. 어떠한 지역에서 바람, 돌풍, 또는 난기류를 접하게 될수 있을까요?
152. 심한 바람에는 어떠한 조절을 해야할까요?
153. 뒤쫓아 오는 강아지에는 어떻게 대처할까요?
154. 위급상황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정비관련 사안들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 11 장. 신체기능 감소요소
155. 알콜 또는 약물 섭취가 주행중 충돌 위험률을 증가시키는 이유로는 무엇이 있읍니까?
156. 알콜 섭취로 인해 먼저 저하되기 시작하는 능력들은 무엇입니까?
157. 알콜 또는 약물 섭취로 인해 영향받는 다른 능력들은 무엇입니까?
158. 술 한 잔의 양은 무엇입니까?
159. 알콜이 혈류에서 제거되는데 얼만큼의 시간이 걸릴까요?
160. 음주와 오토바이 주행을 둘 다 즐거운 경험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61. 신체기능이 감소된 동승자 또는 다른 운전자들과 함께 하는 주행을 피해야 하는 이유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162. 안전한 오토바이 주행을 저하시키는 약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163. 약물의 효과가 사라지는데는 얼만큼의 시간이 걸립니까?
164. 알콜과 다른 약물을 함께 복용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165. 가장 좋은 중재 방법은 무엇이며, 다른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166. 알콜과 약물 외에 안전한 주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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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요소들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168. 무엇이 우리의 몸을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며, 이것은 주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169. 우리의 정서상태가 주행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십시오.
170. 자만심 또는 반대로 불확실한 자세는 어떠한 문제상황을 불러일으킵니까?
171. 노화 또는 건강상의 문제들이 라이더의 능률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172. 라이더의 한계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173. 라이더 기질이란 무엇일까요?
12 장 – 15 장: 해당되는 질문사항이 없습니다.
제 16 장. 주행 연습장 준비사항
174. 연습장에서 필요한 개인 장비들 목록을 만드십시오.
175. 하나의 연습이 끝날때마다의 과정과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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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활동지
다음 학습 활동지 10장은 A-1 부터 A-10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초 라이더코스 프로그램 일부로 사용되는 학습입니다.
라이더코치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MSF의 공공 서비스 안내

1
2
3
4

모든 차량과 트럭 운전자들이
오토바이에 알아야 할 10가지 사항들
치명적인 오토바이 충돌의 절반
이상이 다른 차량과 연관되어 있으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아닌 자동차 또는
트럭 운전사의 잘못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도로에는 오토바이보다 자동차와
트럭들이 훨씬 많으며, 많은 운전자들은
오토바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의도가 아니게 무시하게 됩니다).
오토바이는 가늘기 때문에 쉽게 다른 차량의
사각지대 (문, 지붕기둥)에 숨겨지거나
차 밖의 물체 (덤불, 울타리, 교량 등)에
가려질 수가 있습니다. 차선변경을 할때
또는 교차로에서 회전을 할때, 오토바이가
있나 확인해보는 시간여유을 가지십시오.

오토바이는 크기가 작기때문에 실지보다
더 멀리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토바이의 속력도 추측하기가 힙듭니다.
교차로에서 회전을 하거나 드라이브웨이에
들어가며 (또는 나가며) 교통을 확인
할 당시, 오토바이가 보이는 것 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예상하십시오.
많은 경우, 오토바이는 기어변속이나
스로틀을 돌려-놓음으로 속력을 줄여,
브레이크 등의 지시가 없습니다.
거리간격을 3-4초정도 더 두십시오.
교차로에서는 오토바이가 시각적 신호없이
속력을 줄일것이라 예측하십시오.

5
6
7
8

9
10

다른 차량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
그리고 도로의 잔해, 추월하는 차량,
또는 바람의 영향을 덜 받기 위해
오토바이는 곧잘 차선위치를 조절하게
됩니다. 이유없는 난폭운전이나 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타당한 목적을 두고
차선위치를 조절함을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 차선을 같이 쓰도록 하십시오.
오토바이의 방향지시등은 자동적으로
꺼지지 않기에, 라이더들이
(특히 초보라이더들) 때로는 회전
또는 차선변경 후 방향지시등
끄기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신호가
의도적임을 확인하십시오.

운전중인 오토바이를 보게 될
때, 그에 더 이상을 보십시오
– 헬멧을 쓰고있는 운전자는
당신의 친구, 이웃, 또는
친척 일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오토바이, 자전거, 또는
보행자와 충돌을 하여
상대방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힐 경우,
보통 그 운전자는
자신을 용서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원만한 도로조건에서 저속 주행중
방해물을 피하기는 오토바이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오토바이가 언제나 무언가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토바이의 제동거리는 다른 차량들것과
비슷하지만, 미끄러운 도로 포장위의
급제동은 어려운 일입니다. 오토바이가
항상 재빠르다는 법은 없기때문에, 앞
오토바이와의 간격을 더 넓게 잡으십시오.

도로의 오토바이들을 조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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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주행 전 퀴즈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

지시 사항: 다음 질문과 서술에 응하십시오.

1.

나는 두바퀴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예 ____ 아니오 ____

2.

T-CLOCS의 의미는:
a. 주행전 점검절차
b. 엔진가동 전 절차
c. 오토바이에 올라 타고 내릴 때의 단계
d. 360도 주위 인식 유지

정답 ____

FINE-C의 의미는:
a. 주행전 점검절차
b. 엔진가동 전 절차
c. 오토바이에 올라 타고 내릴 때의 단계.
d. 매 주행전 정비 수행 사항.

정답 ____

올바른 주행장비 착용의 이득점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a. 보호성, 가시성, 멋
b. 보호성, 편안함, 가시성
c. 멋, 가시성.
d. 오토바이와의 색채 조정.

정답 ____

오토바이 헬멧에 관하여 사실인 것은?
a. 오토바이 헬멧 구성에는 어떠한 표준이 없습니다.
b. 교통의 주요소들을 보거 듣는게 힘들어집니다.
c. 최고 사고사망 원인의 부상을 막아줍니다.
d. 자전거 헬멧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정답 ____

클러치 레버를 당기면:
a. 뒷바퀴의 엔진 동력을 제거해줍니다.
b. 오토바이의 속력을 높히게됩니다.
c. 오토바이의 기어를 바꾸게됩니다.
d. 엔진의 시동이 아마 꺼질 것입니다.

정답 ____

7.

정차 시, 직각위치의 핸들바는 오토바이를 똑바른 자세로 지탱하기에 도움이 됩니다.

예 ____ 아니오 ____

8.

밑 그림의 공간에 해당되는 조종장치 번호를 적으십시오.

3.

4.

5.

6.

기어변속 레버 ____
뒷 브레이크 페달 ____
스로틀 ____
앞 브레이크 레버 ____
클러치 레버 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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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이더에게 과한 힘의 오토바이
3. 충분히 공기가 들어 있지 않은 타이어
4. 타이어 마모
5. 건조부패 상태의 타이어
6. 끈끈한 스로틀 움직임
7. 앞 브레이크 레버 분실
8. 닳은 뒷 브레이크
9. 브레이크 등 고장
10.무작동 헤드라이트
11.적재초과
12. 느스히 풀린 탱크가방
13. 방향지시등이 없음
14. 굽은 핸들바
15. 거울이 없음

2. 주의산만

3. 과속

4. 부주의

5. 부적당한 차선위치 선정

6. 중앙선과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

7. 주차된 차량과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

8. 짧은 예시

9. 목표 고정

10. 무헬멧

11. 높은 혈중알콜농도

12. 약물의 영향

13. 과시

14. 황색신호 통과 시도

15. 보도의 분주함 관찰

15. 안개

14. 미끄러운 도로면

13. 비

12. 진로의 맨홀 뚜껑

11. 밤

10. 주차됬던 차량의 출발

9. 신호등 오작동

8. 내리막길

7. 도로면의 잔해

6. 통화중인 운전자

5. 반대편 차량의 부주의

4. 움푹 패인 도로면

3. 공사

2. 횡단보도

1. 햇살

노면 조건

3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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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이 45가지 요소와 이들이 이루는 조합은 몇천대를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률을 줄여주는 방책을 언제나 가지고있어야 합니다.

메모: 보통 충돌은 교차로와 연관된 요소가 포함되있습니다. 때론 하나만의 요소가 충돌을 초래하는데 충분하기에, 단 하나의 요소를 없앰으로 충돌사고를 방지할 수도 있습

1. 라이더에게 과한 크기의 오토바이

오토바이

라이더

1. 피로

2

1

요소를 선택하십시오 - 교차로 에서

요소를 선택하십시오 – 커브 내 에서

9. 무헬멧

8. 피로

7. 목표고정

6. 짧은 예시

5. 갓길과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

4. 중앙선과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

3. 부적당한 차선위치 선정

2. 부주의

1. 과속

10. 스윙암의 지나친 움직임허락

9. 굽은 차체

8. 튠업이 되지 않은 엔진

7. 터진 타이어

6. 끈끈한 스로틀 움직임

5. 충분히 공기가 들어 있지 않은 타이어

4. 타이어 마모

3. 건조부패 상태의 타이어

2. 라이더에게 과한 힘의 오토바이

1. 라이더에게 과한 크기의 오토바이

11. 밤

10. 한쪽만 경사가 있는 도로면

9. 내리막 경사

8. 도로면 잔해

7. 반대방향 운전자의 부주의

6. 통화중인 상대운전자

5. 갓길에서부터 나오는 차량

4. 도로면의 턱

3. 주변 공사

2. 움푹 패인 도로면

1. 햇살

3

10. 높은 혈중알콜농도

11. 거울이 없음

12. 페인트 선이 없음

2

11. 주의산만

12. 굽은 핸들바

13. 비

1

12. 경치 구경

13. 적재초과

14. 표시되있지 않은 저감반경 커브

노면 조건

13. 약물의 영향

14. 닳은 뒷 브레이크

15. 안개

오토바이

14. 과시

15. 내리막 경사에서의 브레이크 쇠미

라이더

15. 다른 운전자들을 따라잡기

A-3

메모: 보통 충돌은 교차로와 연관된 요소가 포함되있습니다. 때론 하나만의 요소가 충돌을 초래하는데 충분하기에, 단 하나의 요소를 없앰으로 충돌사고를 방지할 수도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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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이 45가지 요소와 이들이 이루는 조합은 몇천대를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률을 줄여주는 방책을 언제나 가지고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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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운전 습관성

지시사항: 당신을 잘 아는 사람이 점수를 매긴다고 상상하며,
자신의 보통 운전 습관성을 가장 잘 묘사하는 위치점에 x표를 하십시오.
서두릅니다

느긋합니다

충동적입니다

꾸준합니다

과도의 자신감

자신감

잦은 정신산만

집중

반항적

고분고분

완고합니다

협조적

무례합니다

공손합니다

무모합니다

계획적입니다

오만합니다

겸손합니다

위험한 스릴 추구자

안전한 스릴 추구자

무책임성

책임성

쌓인 스트레스

안정적

사람들은 생활방식과 비슷하게 운전을 하며,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자신에게 평균이상의 점수를 줍니다. 전체적으로 안전을
중요시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탈때 역시 안전을 위주로 주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고: 잠시라도 왼쪽에 치우쳐지면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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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

시력과 반응시간 점수지
(비의료용 학습자료)

날짜 와 이니셜 ______________
시력
시력은 시각의 명확성을 의미합니다. 정상 시력은 보통 20/20으로 불리며, 20피트의 거리에서 보이는 것이 20/20 의 정
상시력을 가진 사람이 보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양쪽 눈 또는 각각의 눈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숫자가 더 높은
시력은, 예를 들어 20/40의 경우, 약한 시력을 나타냅니다 (20/40의 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피트거리에서 보는 것
은 20/20의 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0피트거리에서 보는 것과 같습니다). 두번째 숫자가 더 낮은 시력은, 예를 들어
20/15의 경우, 평균보나 높은 시력을 나타냅니다 (20/15의 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0/20의 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15피트거리에서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력:

양쪽 눈: __________ 왼쪽 눈: __________ 오른쪽 눈: __________

주변시
주변시란 앞을 똑바로 보고있을 때 측면이 얼마나 잘 보이는지를 의미합니다. 명확한 중심시각은 양옆을 제외한 삼각형 모
양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의 빠른 눈 움직임이 주변의 대부분을 초점이 맞는 듯이 보이게 해줍니다), 볼 수 있는 측면시각이
한쪽당 90도를 넘을수도 있습니다.

		

주변시 (먼저 카드를 보십시오):

왼쪽 또는 오른쪽 _______

유용한 가시범위 (카드의 색을 보십시오):

왼쪽 또는 오른쪽_______

중심시각 (실제 카드를 보십시오):

왼쪽 또는 오른쪽 _______

(총 140도 미만의 주변시력은 터널 비젼으로 간주됩니다).

대응시간
예측된 자극에 사람이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 지를 말합니다. 반응시간은 개인에따라 다르지만, 예측시간의 영향을 받습니
다. 보통 사람의 반응시간을 확인하는 방법은 두 손가락사이에 자를 떨어트려 잡으려고 하는 것 입니다. 자가 잡히는 위치점
이 대응시간을 나타냅니다. 10번을 반복해 10개의 점수를 받아보십시오. 평균은 5에서 7인치 사이입니다.
		

각 캐치 점수 :			

_________ _________ _________ __________ _________

						

_________ _________ _________ __________ _________

		나의 평균:

_____________ (요소: 나이, 피로, 우선사항, 주의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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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

안전성에 대해 정말 심각하십니까?

자동차 또는 트럭 운전자로서, 다음사안에 응하십시오.

1.

나는 회전 또는 차선변경에 방향지시등을 사용한다.

___ 예 ___ 가끔 ___ 아니오

2.

나는 일단 정지 표지에서 완전히 멈춘다.

___ 예 ___ 가끔 ___ 아니오

3.

적색 신호등에서 우회전을 할 때, 먼저 완전히 멈춘다.

___ 예 ___ 가끔 ___ 아니오

4.

나는 안전위주인 결정을 내린다.

___ 예 ___ 가끔 ___ 아니오

5.

다른 사람들은 나를 예의바른 운전자로 생각한다.

___ 예 ___ 가끔 ___ 아니오

6.

나는 차선변경을 하기 전 고개를 돌려 사각지대를 확인한다.

___ 예 ___ 가끔 ___ 아니오

7.

나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___ 예 ___ 가끔 ___ 아니오

8.

나는 미숙한 운전자들에게 경적을 울린다.

___ 예 ___ 가끔 ___ 아니오

9.

나는 운전도중 휴대전화로 통화나 문자를 한다.

___ 예 ___ 가끔 ___ 아니오

10. 보통 운전을 할때 급격히 브레이크를 밟거나 긴급 방향전환을 한다.

___ 예 ___ 가끔 ___ 아니오

11. 나는 서두루며 운전을 한다.

___ 예 ___ 가끔 ___ 아니오

12. 내 친구들은 충돌사고를 일으키고 티켓을 받는다.

___ 예 ___ 가끔 ___ 아니오

논의사항:
1-7에서의 모든 “예” 아닌 답과 8-12에서의 모든 “아니요”가 아닌 답은 정서적으로 안전성에 충분히 몰두하지 않고 있을 가
능성을 나타냅니다. 동의(않)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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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주행 VS. 위험한 주행

A-8

어떤면에서 보아, 우리에게는 무엇이 안전하고 아닌지를 자신에게 알려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다음 오토바이 주행 습관마
다 빈공간에 S (Safety-related voice: 안전성을 알리는 목소리) 또는 R (Risk-related voice: 위험성을 알리는 목소리)을 표
시하십시오.
1.

______ 권장 속도로 커브 주행하기.

2.

______ 빠른 속도를 내는 친구들을 따라 커브를 주행하기.

3.

______ 고속도로를 제한속도에 맞추어 주행하기.

4.

______ 도시의 교차로의 정지선을 넘어 멈추기.

5.

______ 반경 저감의 커브에 과감한 도전하기.

6.

______ 제한속도가 65mph인 고속도로를 72mph로 주행하기.

7.

______ 혼잡한 교통안에서 앞으로 차선침범을 하는 운전자에게 경적을 울리기.

8.

______ 앞차량과 2초 이하의 간격 두기.

9.

______ 추월을 못하는 지역에서 추월하기.

10. ______ 뒤로 교통량이 많아지는 상황에 빠른 속력으로 주행하기.
11. ______ 신호가 없고 잘 보이지 않는 교차로를 꾸준한 속도로 지나가기.
12. ______ 회전과 차선변경 시 방향지시등 사용하기.
13. ______ 일단 정지 표지를 그냥 지나가기.
14. ______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하이빔을 낮추지 않을 경우 같이 하이빔을 사용하기.
15. ______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기.
16. ______ 일반 도로를 개인의 경기장처럼 사용하기.
17. ______ 직장에서의 일들을 생각하며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되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의 품행을 통해 나타납니다. 위의 태도들을 장악하는 목소
리가 어찌됬던, 라이더는 아마 무엇이 올바르고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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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9

주요 안전 개념

상황적 인지도 1: 커브
그룹 1: 어떤 주 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여 충돌 위험을 만들거나 대피로를 제공할까요?
그룹 2: 어떻게 2-4-12초의 시각적 여유가 적용될까요?
그룹 3: Search-Setup-Smooth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상황적 인지도 2: 굽이가 좁은 턴
그룹 2: 어떤 주 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여 충돌 위험을 만들거나 대피로를 제공할까요?
그룹 3: 어떻게 2-4-12초의 시각적 여유가 적용될까요?
그룹 1: Search-Setup-Smooth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상황적 인지도 3: 커브
그룹 3: 어떤 주 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여 충돌 위험을 만들거나 대피로를 제공할까요?
그룹 1: 어떻게 2-4-12초의 시각적 여유가 적용될까요?
그룹 2: Search-Setup-Smooth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상황적 인지도 4: 교차로
그룹 1: 어떤 주 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여 충돌 위험을 만들거나 대피로를 제공할까요?
그룹 2: 어떻게 2-4-12초의 시각적 여유가 적용될까요?
그룹 3: 시간과 공간적으로의 여유 확보가 얼마나 있을까요?
상황적 인지도 5: 교차로
그룹 1: 어떤 주 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여 충돌 위험을 만들거나 대피로를 제공할까요?
그룹 2: 어떻게 2-4-12초의 시각적 여유가 적용될까요?
그룹 3: 시간과 공간적으로의 여유 확보가 얼마나 있을까요?
상황적 인지도 6: 커브
그룹 2: 어떤 주 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여 충돌 위험을 만들거나 대피로를 제공할까요?
그룹 3: 어떻게 2-4-12초의 시각적 여유가 적용될까요?
그룹 1: Search-Setup-Smooth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교통 통제 및 도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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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로 사용자

노면 상태

대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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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판단, 그리고 선택

지시사항: 각 태도마다 라이더의 선택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그 후, 빈칸에 문장을 완료하십시오.

라이더의 행동

행동에 대한 이유

하지 말아야 할 이유

나의 선택

1. 우수성 헬멧 착용

2. 헬멧과 더불어 완벽한 보
호장비 착용

3. 커브에서의 과도한 주행

4. 취기도는 상태의 주행

5. 주의가 산만한 상태의 주
행함

6. 낮은 위험성의 라이더
가됨

7. 공공장소에서 묘기를 부
림

8. 친구들의 영향을 받음

9. 정식 교습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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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한 조언
당신이 투명인간이라 생각하십시오
오토바이를 타면 알게되듯이, 오토바이를 탄 당신이 정작 투명인간이 된 듯 다른 운전자들이 바로 앞에 있는 당신을 보
지못할때가 많습니다. 당신 뒷차량은 잘도 보이건만, 아무리 조심성 많은 운전자라도 당신의 “얇고도 가는” 오토바이
가 시야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반대편 차량이 당신의 바로 앞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상황

유감스럽게도, 운전자들이 휴대전화, 네비, 라이오, 또는
운전을 방해하는 다른 정보-오락에 주의가 산만해진
상태가 아니라도, 그러한 태도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투명인간이 된 것에는 어떻게 보충해
주어야 할까요?

가능한 한 눈에 잘 띄어야합니다. 밝은 색상의 복장, 그
리고 옅은 색의 헬멧을 사용하십시오. 헤드라이트는 언
제나 켜놓고, 낮에도 하이빔 또는 에프터마켓 조립식 헤
드라이트 (혀용되는 지역에서)도 사용하십시오.

승인된 라이더 트레이닝 교육을 받으십시오. 평범한 상
황과 긴급상황에서의 조종을 몸에 익히고, 제동 및 급
방향전환 방법들을 연습하십시오. 또한, 안전한 주행에
는 기계조종을 하는 신체적 능력 뿐 만이 아니라 정신
적, 즉 인지도와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합
니다; 긴급한 대처 대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에 먼저
대응을 하십시오.

운전사의 눈에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옆차선의 운전자가 분명 당신의 방
향으로 고개를 돌려 확인을 한 후 아랑곳 하지않고 당신
의 차선으로 침범해 들어오게 되는 것 입니다.

실상황

자신이 투명인간이라 생각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당
신을 볼 수 없으며 당신과 충돌할 수 있는 차량이 모두
당신과 충돌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있으면, 아마 눈이
빠지도록 주의의 모든것을 살피고 파악해놓게 될 것 입
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의 안전에 대한 책임감이 커
지며 방어주행을 하게 될 것 입니다. 속도조절, 최고의
차선위치 선택, 충돌 방지, 다른 운전자가 진로에 침범
할 상황을 대비하여 도피로 준비, 재빠른 대응을 위해
브레이크장치 사용 대기, 당신을 인식하지 못한 운전자
에게 경고 경적 사용, 그리고 언제나 자신만의 한도 안
에서만의 주행 등과 같은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자들은 보통 자신들의 시각에 익숙한 것들만
보게되며,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당신이 그들에게 익숙한
교통환경속에 끼어있을거라 예측하지 못합니다. 올바른
실력, 방책, 그리고 태도를 가지고 오토바이를 타십시오.
눈에 띄어 – 안전하십시오.
운전사의 눈에는...
©2013 Motorcycle Safety Foundation

기초 라이더코스 학생 만족도 설문조사
MSF 라이더코스들의 성과관리를 위한 교육과정 평가 설문조사에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웹
사이트 msf-usa.org (“Participate” (참여)를 클릭하십시오) 를 사용하여 다음 설문조사지를 제출할
수도 있으며, 또는 MSF 주소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우편전송을 하려면, MSF 주소가 바깥편으로 나오게 접어 일반우편 우표를
붙이십시오.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모든 정보에 대한 비밀 및 보안이 유지됩니다. 수집된 정보는 성과관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코
스 운영자를 제외한 다른 조직이나 회사와 공유되지 않으며, 제 3자에게 판매되지 않습니다. Rev 01/14
A.

오토바이 주행의 기초교육과정의 부분으로 www.msf-usa.org에서 제공되는 MSF 기초 e코스를 마치셨습니까?

�

� 아니오

네

B.

코스 장소 이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

코스 시작 날짜 : ____ / ____ / _____

도시 / 주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라이더코치 이름 : 1. ___________ 2. ___________ 3. __________ 4. __________

각 질문에 해당되는 번호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이 평가지는 e코스가 아닌, 당신의 라이더코치 감독 하에 진행되었던 교습과 실습만에 해당됩니다.)

1.
2.

3.

2

1

코스에 대한 총 만족도:

3

4

5

6

7

8

9

10

매우 낮음

실력과 계획성 향상을 포함한 전반적인 주행 능력을 보았을
때, 코스완료 전과 후를 비교해보자면 자신이 얼마나 진보하
였다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높음

2

3

4

5

6

7

이 코스가 자신의 위험감수량 평가를 해보는데에 대해 얼마만
큼의 동기유발 역활을 하였습니까?

1

2

3

4

5

6

7

매우 낮음

10

9

무척 많이

매우 높음

라이더코치: 위의 지명된 RC를 각각 평가해주십시오.

RC

RC

RC

RC

빈칸에 1(낮음)에서 7(높음)까지의 점수를
기입해주십시오.

#1

#2

#3

#4

�
�
�
�
�

�
�
�
�
�

�
�
�
�
�

4. 등록과정이 쉬웠다.

1

2

3

4

5

6

7

14. 라이더코치들이 나를 존중해 주었다.

5. 내 지역에서 충분한 수의 수업이
제공되고 있었다.

1

2

3

4

5

6

7

15.라이더코치들은 전문적인 어휘력과
행실로 학습을 이끌었다.

1

2

3

4

5

6

7

16.충분한 준비성을 보여주었다.

6a. 기다린 기간? ______ 일

17. 토론과정에 귀를 귀울이고 장려해주었다.

7. 타당한만큼의 수업료를 지불하였다.
수업료: _____________

1

교실 수업

매우 낮음

8. 수업 진도

1

2

3

4

5

6

9. 수업 과제의 우수성

1

2

3

4

5

10. 토론참여에 대한 기회

1

2

3

4

11. 학습과 토론을 통해 나의 이해력이 향상
되었다.

1

2

3

1

2

3

12. 학습과정이 내 자신을 평가를 하기
에 아주 큰 동기가 되었다.

8

아주 조금

7 = 우수함 또는 강력히 동의합니다

코스 실행 계획 평점

2

10

9

무척 많이

평가 : 1 = 부족함 또는 강력히 부인합니다

6.수업등록후 수업참석하기까지
기다린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8

아주 조금

3

4

5

6

7

18. 내 개인적인 안전성에 주의를 기울였다.

�
�
�
�
�

연습장 (주행 실습)

매우 낮음

7

19. 주행 실습 진도

1

2

3

4

5

6

7

6

7

20. 주행 연습에 사용된 시간

1

2

3

4

5

6

7

5

6

7

21. 지시사항의 명확성

1

2

3

4

5

6

7

4

5

6

7

22. 상황에 맞는 조언사항들이
학습과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1

2

3

4

5

6

7

4

5

6

7

23. 연습 오토바이들의 상태

1

2

3

4

5

6

7

24. 실습도중 라이더코치들이 당신의
한계를 초월한 도전을 강요하였
습니까?

� 아니오
� 네 (해명을 제시해

매우 높음

13. 어떠한 학습, 자기 평가, 그리고/또는 실습이 가장 큰 도움이 되
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코스과정 개선에 대한 댓글과/또는 제안사항 (필요하다면 추가 페이지를 사용해 주십시오!)

매우 높음

주십시오.)

---이곳을 테이프로 봉하십시오--인구통계

(다음사항들에 응답하기는 자발적입니다.)

25. 현제 정기적으로 오토바이를 타십니까?

�

네 -- 일년의 주행 마일수 추측 ________

26. 나이 � 21 미만

�

�
�

35-44

27. 성별

�

남

30.

�

아니오

21-24
45-64

�
�

학습을 듣기전 당신의 실력수준은 어느정도 였습니까?

�

�

주행 경험이 아예 없었음

초보 주행자

�

경험자

31. 경험은 있되, 다시 돌아오게 된 라이더입니까? (몇년 오토바이를
타지 않다 다시 시작함) � 예, ___년을 쉬었습니다 � 아니오

25-34
65 이상

32. 학습신청에 주 이유는 무엇입니까?

� 여

28. 필기 지식검사에 합격하셨습니까? � 예
29. 실습주행시험을 통과하셨습니까?

�
�

� 면허취득에 주행시험 생략 � 단지 배우기 위해
� 기타 (해명):

아니오
예

� 아니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3. 오토바이 주행에 대한 다음 단계 계획:

----점선을 따라 접으십시오---------------------------------------점선을 따라 접으십시오----

MSF 학생 설문 조사

우

표

첨

부

Motorcycle Safety Foundation
2 Jenner, Suite 150
Irvine, CA 92618-3812

----점선을 따라 접으십시오---------------------------------------점선을 따라 접으십시오----

이 곳을 안으로 먼저 접어 넣으십시오
성명:
주소:
도시:

우편번호:
@

이메일 주소:

오토바이 안전 재단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처음 어떻게 접하게 되었습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표시해주십시오.)
□
□
□
□

□ DMV
친구/가족
www.msf-usa.org 웹사이트
라디오/TV 광고
잡지 기사/TV 뉴스 기사

□
□
□
□

□ 오토바이 대리점/샵
□ 오토바이 쇼/이벤트
보험 회사
MSF 코스 장소 웹사이트
□ 주/지역 오토바이 프로그램 웹사이트
광고물
□ 주/지역 프로그램 포스터 또는 안내서
대학/성인교육 정보
□ 기타

MSF로부터 이 설문조사에 관한 연락을 허용하시겠습니까?

□

예

□

아니오

모든 응급상황에는 준비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상황에 따르는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룹에서 멀어졌다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룹이 미리 계획해 놓은 절차를 따라 정해진 만남의 장소로 향하십시오.
그룹을 따라잡으려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거나 자신의 한도를 넘지 마십시오.

틈틈이 거울을 봐 뒷 라이더들을 확인하십시오. 늦쳐지는 라이더가 있다면 따라올수 있도록 속도를 낮춰주십시오.
만약 그룹의 모든 라이더가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과속으로 그룹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압박감없이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주행할수 있을 것 입니다.

나란히 주행하는 형성은 여유 공간을 줄이니, 피하십시오, 위험물을 피해 급히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해도, 그럴만한
틈이 없을 것 입니다.

(NOT TO SCALE)

형성을 갖춘 라이드: 엇갈림식 배열은 라이더들 사이에 적절한 여유공간을 유지해줌으로 라이더들은 위험물에 대한
충분힌 대응 시간 및 공간을 확보해 놓을수가 있습니다. 선두 라이더는 차선의 좌측 위치에서 주행을 하며, 다음
라이더는 최소 1초의 간격을 두고 차선의 우측 위치에서 주행을 합니다; 나머지 그룹의 라이더들도 같은 방법으로
주행을 합니다. 고속도로 진입할때 또는 빠져나갈 때, 커브길, 제한된 시야 또는 안좋은 노면상태와 같이 더 많은 여유
공간을 필요로 하는 조건들 하에서는, 1열 배치가 선호됩니다.

R준비된 라이드: 적어도 각 그룹에서 한명은 휴대전화, 구급상자, 그리고 모든 장비를 갖춘 키트를 챙겨, 그룹이
대응해야할 모든 상황에 대비를 합니다.

그룹을 관리 가능한 크기로 유지합니다. 5명에서 7명까지가 이상적입니다. 상황에 따라, 그룹을 더 작은 그룹들로
나누며, 각 그룹 역시 선두와 청소부 라이더가 정해져야 합니다.

라이더 간담회 열기: 진로, 휴계 및 연료 정차점, 수신호 (우측 그림을 참고하십시오) 등에 대해 상의합니다. 선두와
끝자리 청소부 라이더 (꼬리)를 지정하십시오. 둘 다 그룹 라이딩 과정에 익숙한 경험이 많은 라이더여야 합니다. 선두
라이더는 모든 라이더들의 실력을 평가한 후 그룹의 라이딩 스타일을 정해야합니다.

준비된 도착: 연로를 채운 상태로 시간에 맞춰 도착합니다.

오토바이 주행은 주로 단독적 활동이지만, 주일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주행 또는 계획된 오토바이 모임과 같은 그룹
라이딩을 전형적인 오토바이 주행 경험으로즐겨찾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음 사항들은 재미있고 안전한 그룹
라이딩을 보장하기에 도움이 되는 몇가지 조언입니다:

간단한 조언사항 : 그룹 라이딩

휴계 정차 – 주먹을 쥔 상태로
팔을 뻗고 위 아래로 움직임

msf-usa.org

휴계 정거 – 주먹을 쥔 상태로 팔
을 뻗고 위 아래로 움직임
하이빔 – 손바닥을 밑으로 하여
헬멧 위를 가볍게 침
앞으로 오라는 신호 – 손바닥이
앞을 보게 하여 팔을 뻗은 후 뒤
에서 앞으로 곡선을 그림

진로에서 빠지자는 신호 – 우회
전신호와 비슷하게 팔을 위치한
후 어깨위로 돌림

간식 정차 – 주먹쥔 상태에서 엄
지손가락을 입으로 움직임

연료 – 팔을 옆으로 뻗고 손가락
으로 연료 탱크를 가리킴

방향지시대 키기 – 손가락과 엄
지손가락을 뻗고 주먹을 쥐었
다 풀름

도로의 위험물 발견 – 좌측에 있
다면 왼팔로 가리킴; 우측이면
오른발로 가리킴

2열 배치 – 검지 손가락, 가운
데 손가락, 그리고 팔을 하늘을
향해 뻗음

1열 배치 – 검지 손가락과 팔을
하늘을 향해 뻗음

가속 – 손바닥이 하늘을 보게
하여 팔을 뻗었다 하늘을 향
애 올림

감속 – 손바닥이 바닥을 보게
하여 팔을 뻗었다 바닥을 향
해 내림

정지 – 손바닥을 뒷편으로 하여
팔을 뻗음

그룹 라이딩 수신호

당신의 편리만를 위해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원하신다면 이 페이지를 뜯어 주행 시 지니고 있어도 됩니다.

T-CLOCS 항목
T-타이어 & 바퀴
Tires 타이어
Wheels 바퀴

Brakes 브레이크

C-조종장치

확인할 부품

당신만의 편리를 위해 제공되는 자료이니, 원하신다면 이 페이지를 뜯어 주행 시 지니고 있으셔도 됩니다.

구부러짐, 깨짐, 분실, 장력, 바퀴 윗편 확인: 울림 = ok – 둔한 “쿵” = 느슨함

차가운 상태에서 측정. 무게에 따라 조정

접지면 깊이, 마모, 풍화 작용, 부풀음, 박힌 이물질

Front

Front

Front

Front

Front

Rear

Rear

Rear

Rear

Rear

Spokes 바퀴살

Rims

Cast 틀

Bearings 베어링
Seals 봉인

거싯에 간 금, 악세사리 틀, 벗겨지는 페인트

확인할 사항

움직임중 멈춤쇠 또는 조이는 부분이 없음, 앞바퀴를 들고 포크를 밀고 당겨 움직임 확인

확인할 부품

Condition 상태

Left

Left

Right

Right

체크

매끄러운 움직임, 동일한 공기압/댐프, 앤티다이브 설정

가장 타이트한 위치점에서 확인

매끄러운 움직임, 동일한 예압/공기압/댐프 설정, 링키지의 자유로운 움직임과 윤활

뒷바퀴를 들고 스윙암을 밀고 당겨 움직임 확인

Steering-Head
Bearings 주 조종
베어링
Swingarm Bushings/
Bearings 스윙암 부싱/
베어링
Front Forks 앞 포크
Rear Shock(s) 뒷 쇼크

깨짐, 분실

가열 상태에서 사이드 플레이트, *벨트는 윤활하지 않음

Tension 장력

깨짐, 분실

Lubrication 윤활

Clips 클립

금, 구부러짐

고정, 분실된 볼트와 너트

Cotter Pins 코터 핀

원위치로 돌아가는 탄력, 위치 유지

굽지 않은 톱니, 단단히 고정됨

Condition 상태

금, 구부러짐 (안전 차단 스위치 또는 패드 장치)

Sprockets 톱니

Retention 보유

원위치로 돌아가는 탄력, 위치 유지

Threaded 나사형

Retention 보유

Condition 상태

긴급 연락처 정보

전화 (직장)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휴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집)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라이더의 부상 시 다음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보험 회사/전화번호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담당 의사 성명/연락처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알러지/의료 여건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라이더 이름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혈액형____________________

Side stand
사이드 스텐드

Center stand
센터 스텐드

S-받침

Fasteners
잠금장치

Chain or Belt
체인 또는 벨트

Suspension
서스팬션

Frame 틀

C-차체

T-CLOCS 항목

간단한 조언: T-CLOCS (주행전 점검사항 확인목록)

금, 움푹 패임

Rear

체크

테두리 둥글지 못함/참 = 5mm. 바퀴를 돌려서 고정점에 지수
Front
Rear

확인할 사항

바퀴의 위 아래를 잡고 당겨봄: 허브와 차축 사이에 움직임이 없어야하며, 회전할때 ‘드르륵’하
지 않음
Front
Rear

Condition 상태

깨짐, 찟어짐, 외부에 과한 양의 기름, 외부 근처에 벌거스름함
Front

Air pressure 공기압

각 브레이크가 따로 오토바이의 이동을 막습니다

하이빔/로우빔 작동

Front
right

Function 기능

터미날: 깨끗하고 잘 조여짐

Front
left

Rear
right

깨짐, 구부러짐, 금, 꽉 조인 틀, 핸들바 레버 끝자락에 원형, 올바른 조정

해어짐, 꼬임, 윤활: 끝자락과 내부

Operation 작동

앞/뒷 브레이크 적용에 작동

금, 깨짐, 단단히 고정되게 설치됨, 과도한 습기

엔진 가열 후 평평한 지면에 센터 스텐드로 세워 측정, 계량봉, 관찰창

개스킷, 하우징, 봉인

Rear
left

Condition 상태

주 조종에 방해 또는 당겨짐이 없음, 서스팬션, 날카로운 각이 없으며 철 지선이 제자리에 있음

윤활

Routing 설치

Condition 상태

찟어짐, 금, 샘, 부풀음, 쓸림, 퇴쇠

Pivots 주축

Cables 케이블
Condition 상태

Levers and Pedal
레버 와 페달

Hoses 호스

주 조종에 방해 또는 당겨짐이 없음, 서스펜션, 날카로운 각이 없으며 호스 지선이 제자리에 있음
움직임에 지장이 없으며 바로 닫힘, 핸들바가를 꺽어도 엔진회전 없음

터미널: 꽉 조여있으며 깨끗함, 전해액 레밸, 단단히 고정됨
꼬이지 않았으며 올바른 설치, 마개 없음

Condition 상태

위아래와 좌우

깨짐, 반사면, 설치와 조정 시스템

Operation 작동
정확한 깜박임

금, 깨끗함, 단단히 고정되게 설치됬으며 회전이 되는 마디

Operation 작동

Aim 조준

Condition 상태

Vent Tube 통풍관

Condition 상태

Operation 작동

Routing 설치
Throttle 스로틀

L-등과 거울
Battery 전지
Headlamp
헤드램프

Tail lamp/brake
lamp 테일 램프/브
레이크 램프
Turn signals
방향지시등

Condition 상태

해어짐, 쓸림, 절연

Mirrors 거울
Condition 상태

죔, 주 조종과 서스팬션에 방해가 없으며 제자리에 고정됨, 접숙재와 안전하며 깨끗한 연결

탑승후 조정

Lenses & Reflectors
렌즈 & 반사면
Routing 설치

Condition 상태

Aim 조준

Wiring 전선

Engine Oil 엔진 오일

브레이크, 클러치, 레저보, 또는 관찰창

변속기, 후륜, 쉐프트

Hydraulic Fluid
유압액

개스킷, 하우징, 흡입

탱크 또는 측정기

레저보와/또는 냉각수 회수 탱크 – 저열에서만 확인

Engine Oil 엔진 오일

Fuel 연료

Coolant 냉각수

Hypoid Gear Oil,
Shaft Drive 하이포이
드 기어 오일, 쉐프트
드라이브

O-기름 & 그 외의 용액
Levels 레벨

Leaks 샘

호스, 매스터 실린더, 캘리퍼스

하이포이드 기어 오일,
쉐프트 드라이브
Hydraulic Fluid
유압액

라인, 연료 밸브, 기화기

방열기, 호스, 탱크, 조립, 파이프
Fuel 연료

Coolant 냉각수

간단한 조언
iTunes Store에서 “Motorcycle Safety Foundation”을 검색하시면 오토바이 안전 재단의 앱, iBooks,
그리고 iTunes U Courses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iPhone & iPad 아이폰 & 아이패드 앱
Dr. Jim’s Riding Tips (닥터 짐의 라이딩 팁)
“닥터 짐의 라이딩 팁”은 오토바이 안전 재단 기존의 자율 안전학습을 사용한 교육 앱으로 현 라이더들의
주행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MSF의 라이센스 프로그램 책임자 Dr. James Heideman (닥터
제임스 하이드맨) 에 의해 개발되어, MSF에서 쓰여오던 출판물인 “You and Your Motrocycle: Riding
Tips” (당신과 당신의 오토바이: 라이딩 팁) 를 기본으로한 하이드맨씨의 10가지 비디오 시리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응용 프로그램은 라이더들이 선택한 연습장소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사용한 저속 기본주행
요령과 제동기술을 연습하도록 해줍니다. 또한, 이 모바일 앱은 사용자에게 주행지역 준비, 진로 설정, 그리고
연습 실행 방법을 보여주게 됩니다. “닥터 짐의 라이딩 팁”을 를 통한 MSF의 목표는 두가지입니다: 기본
오토바이 주행 연습을 이해하고 가능한 한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라이더들의 면허취득 시험에 대한
준비성을 키우도록 도와주는 것 입니다. 유일하게 필요한 전제 조건은 조종장치 사용 경험을 포함한 오토바이
주행 기초실력입니다.

iBooks
Rider Choices (라이더의 선택)
친구 또는 가족 중의 예비 라이더와 안전성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다면 도움이될 것입니다. 위험 관리
원칙에서부터 트레이닝, 운전자 인지도, 개인 보호장비, 심지어는 당사자의 현명한 선택을 약속하는 의미로
함께 서명할 수도 있는 “안전성지키기 계약서”까지 포함되어, “라이더의 선택”을 사용하여 진지한 토론 시간을
가지고, 오토바이를 탈 것 인가 아닌가에 대해 당사자가 지식된 경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Intersection (교차로)
이 책의 목표는 도로의 오토바이 또는 스쿠터 운전자들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주는 것 입니다. 여러 종류의
차량 운전자들의 관점을 통하여 위험 가능성이 있는 상황들, 그리고 특히 교차로의 높은 위험성에 대한 이유도
보여주게 됩니다. 운전 경험이나 차량 종류를 떠나, 모든 운전자들은 같은 도로를 사용하는 다른 운전자들을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책의 주 요점입니다.

iTunes U – Free Online Courses (무료 온라인 코스)
An Adventure in Motorcycle Physics eCourse (오토바이의 물리 탐험 eCourse)
오토바이 주행에 따르는 물리적 요소들을 깊이 이해함으로 해서 라이더들은 주행중 인지도과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읍니다. 현실상 전문적인 면이 있기도 하나, 도로상 오토바이를 작동하는데에 효과적인 결정을 내림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학습은 오토바이 안전 재단의 지적재산인 dvd/
책자 세트이자 Institut für Zwiradsicherheit e.V.의 출판물인 “The Complete Motorcyclist”(완전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기초로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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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조언
iTunes U – Free Online Courses (무료 온라인 코스, 계속)
Dr. Ray’s Street Strategies eCourse (닥터 레이의 ‘스트리트’ 주행방책 eCourse)
오토바이 소유에 여러 측면, 점검과 설정, 주행 테크닉, 흔한 교통상황들, 특 위험요소들, 그리고 오토바이
주행에 관한 이론이 포함된 40가지의 실용적 레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레슨들과 함께 사진 또는
도표가 첨부되어 있으며, 비디오 클립이 포함된 레슨도 있습니다. 5주 코스로, 40개의 레슨이 5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Dr. Ray’s Guide to Group Riding eCourse (닥터 레이의 그룹라이딩에 대한 안내 eCourse)
그룹 라이드를 결성하거나 라이드에 참여하는 분들을 위한 실용적인 지시 학습입니다. 즐겁고 안전한
그룹라이드 보장부터 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위치, 그리고 주행도중 다른 라이더들과의 통신방법까지에
다수의 조언사항이 제공됩니다. 라이드 준비, 그리고 까다로운 교통상황에서의 배열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흔히 접하게 되는 그룹 라이딩 시나리오가 담긴 18가지의 비디오 클립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
도로의 규칙, 그리고 일반 그룹 라이드에 예의 등의 복습 퀴즈로 끝나게 됩니다.

Dr. R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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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urse

Dr. Ray’s SeasonedRider eCourse (닥터 레이의 베테랑-라이더 eCourse)
꾸준히 증가하고있는 라이더 평균나이 (현재 40세)에대한 대응으로 MSF가 개발해 낸 Dr. Ray’s
SeasonalRider eCourse는 라이더들이 삶의 모든 단계를 안전하게 거칠수 있게 도울 것입니다. 노화는
정신적 및 신체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기에, 라이더들이 오랜기간 오토바이 주행을 즐길수 있도록 이
두부분의 쇠퇴에 대한 보충을 해줄 것입니다.

MSF BASIC RIDERCOURSE RIDER HANDBOOK
SM

MSF 무기한 고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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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rashes with other vehicles, the number one cause of death for motorcyclists is attributed to right of way violations by motorists. (Source: FARS 2006)

MSF TRAINING SYSTEMS

msf-usa.org
forcardrivers.com

ONE ENGLISH/SPANISH LANGUAGE DVD (with English and Spanish subtitles)
ONE LEADER’S GUIDE
TEN PARTICIPANT’S GUIDES
TWENTY-FIVE “QUICK TIPS” GUIDES

MSF TRAINING SYSTEMS

WHAT’S IN THE BOX

THE TEEN Did her friends really
have her best interests in mind?

THE MOM Multi-tasking leads to
unforeseen events.

THE TRUCK DRIVER He needed more
coffee to get through the long day.

THE DOC Little did he know that
his shift wasn’t really over.

기초 라이더코스의 완료가 당신의 교육의 끝마침이 아닙니다. 오토바이 안전 재단은 실습 라이더코스 (고급반 라이더코스와
같은) 뿐 만이 아니라 여러 자율학습 안전 프로그램 (“키트”)과 출판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클럽의 회장, 학교
선생님, 혹은 단지 오토바이 애호가임에 관려없이 자신과 주위 사람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안전과
즐거움에 더해줄 수 있는 이 아이템들과 추가정보를 보시려면 저희 웹사이트 (msf-usa.org)를 방문해 주십시오.
SHARE THE ADVENTURE

MSPU3565NC00

msf-us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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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ATION Hear about the things
you need to do before you start your
group ride. Learn about T-CLOCS.

PLANNING What happens if someone
lags behind or has mechanical
problems? We give you lots of planning
tips so you’re prepared.

RIDING FORMATIONS Learn about
single file versus staggered formations
and when to use each type.

LARGE GROUPS Riding with a large
group? Find out how to organize subgroups for a safer ride.

BEING HIT BY THE DRIVER
OF AN AUTOMOBILE OR TRUCK
WHO DIDN’T SEE THEM!
This Host-An-Event Motorcyclist
Awareness Training Course will
help everyone in your community
become safer drivers.

This kit about RIDING IN A GROUP is designed to present the steps needed to ensure a fun
and successful group ride. Whether it’s just a few friends going for an adventure or touring
buddies going on the ride of a lifetime, taking time to prepare for your ride and remembering these
important steps can make all the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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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 THE ADVENTURE

THE MOTORCYCLE SAFETY FOUNDATION PRESENTS

SHARE THE ADVENTURE
20116

GROUP RIDING CAN BE
ONE OF THE MOST
MEMORABLE EXPERIENCES
YOU CAN HAVE.

The Share the Adventure – Group Riding “같이하는 모험-그룹 라이딩” 키트는 그룹
라이딩 참여 시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방법을 설명해줍니다. 라이드에 대한 준비, 결성,
라이드 전 모임, 수신호, 그리고 까다로운 교통상황에서의 올바른 라이딩 배치에 대해
배우십시오. 리더의 가이드, 10가지의 학습자료, 그리고 흔히 접하게되는 그룹 라이딩
시나리오들을 다룬 16분량의 DVD 비디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This kit shows how to
plan and organize the ride, and
safely deal with a variety of
challenges so that your group
ride is safe and enjoyable.

버전 1.0, 2판 인쇄: 2015년 1월 © 2014 오토바이 안전 재단

ENCLOSED IS EVERYTHING YOU NEED TO DEMONSTRATE HOW TO RIDE SAFELY IN A GROUP

모든 권리 보유. 오토바이 안전 재단® (MSF®) 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이 책자의 어느 부분도 전자 또는 기계식으로
복사, 녹음, 녹화등, 정보 및 검색 시스템을 포함한 어떠한 양식이나 수단으로 복제 또는 전송될 수 없음을 알림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재판매를 목적으로 한 복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용의사항은 다음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training-systems@
msf-usa.org

© 2009 MOTORCYCLE SAFETY FOUNDATION 2 JENNER, SUITE 150, IRVINE, CA 92618 949.727.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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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CD • ONE LEADER’S GUIDE • 10 PARTICIPANT’S WORkbOOkS • FOUR FLOOR MATS • ONE DECk OF CARDS

MSF TRAINING SYSTEMS

The SeasonedRider – Aging Awareness “베테랑라이더-노화 인식” 키트는 라이더들이
노화로 인한 자신의 주행능력 감소를 평가하고 보축함을 배울수 있는 재미있고 활동적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13분량의 수상 DVD 비디오, 주최자를 위한 가이드, 그리고 여러
학습활동에 쓰일 소품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습활동의 주 대상은 40세 이상의
라이더지만, 모든 연령, 모든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적합합니다.

Narrow turn lane with curb.

Multiple traffic lights.

Oncoming car in left turn lane.
No U-turn sign.

Stop line before crosswalk.
Dip in road at intersection.

Median on other side.
Slippery lane markings.

This program on RIDER PERCEPTION is designed to improve a rider’s perceptive skills by helping the
eyes and brain work better. All of the following potential traffic traps are taken from the photo on
the cover of this box, and show the numerous things you need to be aware of as you 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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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된 자료는 오토바이 주행에 관심이 있는 이들을 위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MSF가 실시한 여러가지 연구결과 및
현장경험을 포함해, 이 자료는 오토바이 주행경험을 쌓아온 단체들 또는 개인과의 인터뷰와 그들의 관측, 그리고 다른
출판물에 따른 정보들로도 보충되어 있습니다. 제품 디자인, 각자의 주행 방법/스타일, 해당되는 연방/주/지방 법률에
따라 차이점이 있음에, 각자의 다른 의견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에 관한 오토바이주행 자료는 해당되는 지역
규제기관에 문의하십시오. MSF는 연구와 실지시험을 계속하며 신뢰감있는 관점 등 을 게시 할 것이지만, 여기에 제시된
사안들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The StreetSmart – Rider Perception “스트리트 지혜-라이더 지각” 키트는 라이더들의
지각을 향상시키는 참여학습 프로그램입니다. 리더를 위한 가이드, 참가자 10명을 위한
학습책, 바닥 매트 4개, 큰 사이즈의 트럼프 한 벌, 그리고 학습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지각 검사를 포함한 CD가 함류되어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지각
검사의 예고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CD가 함류되어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지각 검사의 예고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Street Smart
Box Artwork—
Host-an-Event Series
on Rider Perception
MSF Training Systems
April 02, 2009

YOU HAVE ABOUT 1.5 SECONDS TO
NOTICE ALL THE POTENTIAL TRAFFIC
TRAPS AT THIS INTERSECTION.
This program helps you understand how important Rider Perception is to riding safely.

ENCLOSED IS EVERYTHING YOU NEED TO DEMONSTRATE THE IMPORTANCE OF RIDER PERCEPTION.

Cover.qxd

11/2/2006

11:07 AM

Pag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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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CYCLING EXCELLENCE SECOND EDITION
Here is a book for current and prospective motorcyclists who want to do it right—the complete and
authoritative guide to safe riding techniques and strategies. Whether you’re just beginning to ride or
you’ve been riding for many years, Motorcycling Excellence will help you master the fundamentals and
enhance your skills. Founded in 1973, the Motorcycle Safety Foundation (MSF) is recognized
internationally for its
rider-training
curriculum, which has
been used by
thousands of trainers in

motorcyclists the skills
necessary to stay safe
and have fun on the
road. This book is the
essence of what the
MSF has learned about
teaching students of all
ages and experience—
the definitive reference
for the sport.

You’ll learn about:


Basic riding skills



Mental preparation





Motorcycle pre-ride inspection



Strategies for the street



Riding straight



Protective riding gear

Group riding
Special situations



Countersteering



Off-road techniques




Cornering
. . . and much more.

Managing traction
ISBN-13: 978-1-884313-47-9
ISBN-10: 1-884313-47-7

Uniform Product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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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riding techniques

Whitehorse Press
Printed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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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ION
MOTORCYCLING EXCELLENCE SECOND

teaching more than
three million

The Motorcycle Safety Foundation’s Guide to

1973년도부터 오토바이 안전 재단은 라이더 교육학습, 면허시험, 및 공공 정보 제공 프로그램을 통하여 라이더 안전을
촉진하여, 이에 대한 규격사항들에 대한 국제적인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MSF는 라이더들이 평생 안전하고 책임감있는
주행을 즐길 수 있도록, 미 연방정부, 주정부 기관들, 군대 등 다른 이들과 힘을 합쳐 모든 기술수준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SF는 BMW, BRP, 두카티, 할리 데이비슨, 혼다, 가와사키, KTM, 피아, 폴라리스 오토바이,
스즈키, 트라이엄프 와 야마하가 후원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라이더코스SM 위치에 대한 문의는 800.446.9227로
전화 주시거나 msf-usa.org를 방문 해 주십시오.

STREET SMART

Crosswalk.

Keep Right sign ahead.

STREET SMART

WHAT’S IN THE BOX

MSF 기초 라이더코스는 오랜 과학 연구와 현장경험을 기준으로 하여 만들어 졌습니다. 이 현재 버젼은 실지 시험을
거쳤으며 교통 주행에 관련된 기초실력을 배우는데에 성공적임이 증명된 바 입니다. 다양한 반복을 통해, 1973년도부터
칠백만 명 이상의 라이더들이 이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The Riding Straight – Alcohol Awareness “똑바른 주행-알콜 인식” 키트는 라이더
뿐만이 아니라 모든 차량의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깨닭게 해주는 학습입니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Fatal Vision® Goggles 을 착용함으로서 혈중 알콜 농도가 0.08프로인
음주운전자의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숙취도 없습니다. 재미있기도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하여 가장 낮은 처벌수준의 알콜레벨의 운전도 심각한 결과를 불러일이킬 수가 있음을
알수 있게 됩니다. 주최자를 위한 가이드, 12분량의 DVD 비디오, 그리고 고글과 함께 (“음주
검사”를 위해 바닥에 쓰일) MSF 테입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MSF TRAINING SYSTEMS

오토바이 안전 재단® (MSF®)의 인증된 라이더코치 (RiderCoach) 만이 MSF 기초 라이더코스SM (MSF Basic
RiderCourseSM) 교사를 위해 이 책의 일부를 복제할 수 있되, 전체 자료의 복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The Intersection – Motorist Awareness “교차로-오토바이 운전자 인식”은” 오토바이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지도를 향상시키자는 목적으로 MSF가 가장 최근 개발해낸 키트입니다.
개인 경험담들과 더불어 주변에서 너무나도 흔히 일어나는 충돌사고 현장을 새로운
관점으로 되돌려 보게됨으로서, 모든 차량 운전자들의 인지과정을 발전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대하는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되고자하는 바램 하에 출시되고 있습니다. DVD
에는 (운전교육 학습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교통학교를 통하여) 성인들에게, 그리고 (
취업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상업 운전자들에게 호소력이 있는 각 13분량의 3가지 버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키트에는 리더를 위한 가이드, 참가자 10명을 위한 가이드, 그리고 25
가지의 간단한 조언 안내서 또한 함류되어 있습니다.

OCS1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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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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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GROUP RIDING DVD
ONE LEADER’S GUIDE
TEN PARTICIPANT’S GUIDES
TWENTY-FIVE “QUICK TIPS” GU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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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UMBER ONE CAUSE OF DEATH

ENCLOSED IS EVERYTHING YOU NEED TO START THE DIALOGUE ON MOTORCYCLIST AWAR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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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video on Sharing the Road is customized for three different audiences: one for teens,
another for the general driving community and a third for commercial drivers. It’s about
real people in real driving situations. Here are the characters who help tell the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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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개최-하기 키트 및 학습서

Whitehorse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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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CYCLING
EXCELLENCE
SECOND
EDITION

Skills, Knowledge, and Strategies for Riding Right

MSF’s Guide to Motorcycling Excellence, 2nd Edition (MSF의 오토바이 운전에 우수한
능력 안내서, 제 2판) 은 상세한 도표 및 칼라 사진, 그리고 일러스트레이션 등을 통하여
알기쉽게 짜여진 참여학습 스타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이더코스 지시사항에 보충역을
해주며 라이더들의 마음가짐, 보호장비, 주행 전 점검, 그리고 도로주행의 기본 실력 및
고차적 태크닉에 대해 더욱 더 깊이 짚어나가는 학습입니다. 교통상 위험요소들을 피해갈
수 있도록 “여유 공간” 마련하기, 급 제동, 노면마찰 조절 등, 이 외에도 많은 사항들에 대한
조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설적이라고도 불리는 경주자들과 그 외의 전문가들이
오토바이 주행의 여러 면에 해당되는 조언사항을 제시해줍니다. (192장)

THE MOTORCYCLE SAFETY FOUNDATION BASIC RIDERCOURSE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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