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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타운 Culver City 역사상
낮시간 영업이 가장 잘 되는
날이 CicLAvia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그날은 우리 지역사회
전체가 즐겁습니다.”
- The Culver Hotel,
Downtown Culver City

문의 사항은 info@ciclavia.org
로 Email 주시거나 213.355.8500
으로 전화 주십시오.
LA시 도로통제 허가에 관한 문의 사항은 L.A.
Bureau of Street Services, Investigation
and Enforcement Division, Special Events
으로 (전화번호: 213.847.6000) 연락하시기 바
랍니다.
CicLAvia는 501(c)(3)에 근거한 비영리 단체입
니다. CicLAvia 행사는 LA시와 Metro 그리고
CicLAvia Inc. 상호 협조하에 진행됩니다.

City of
Los Angeles

보다 자세한 정보는

info@ciclavia.org

/

213.355.8500

/

ciclavia.org

/

@ciclavia

CicLAvia행사 중 영업기회
CicLAvia는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걷고, 놀며
웃을 수 있도록 거리를 안전하고 차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CicLAvia는 무료이며 사람과 사람,
사람과 지역사회를 연결해 드리는
행사입니다.

CicLAvia 행사 시간은 6월 30일(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까지 입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4
마일에 이르는 CicLAvia행사구간에서 모든 차량이
통제되어, 이 시간 동안 행사구간에는 차량운행과
주차가 금지됩니다. 이에따라 6월 30일(일요일) 오전
1시부터 주차제한 및 견인이 시행됩니다. 차량이
행사 구간을 통과할 수 있는 교차점들이 있습니다 (
지도 참조). 행사 당일 인근 도로에서 운전하거나
버스로 이동할 경우 상당한 교통 정체가 예상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CicLAvia행사에서 볼 수있는 여러 모습들
• 차 없는 거리에서 곳곳을 구경하며 다니는 여러
지역에서 온 수만명의 참가자들

• 행사구간에서 참가자들의 문의를 담당하는
CicLAvia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

• 새로운 좋아하는 장소를 찾으며 즐거워 하는 사
람들

• 행사구간 주요지점 마다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무료식수, 응급조치 용품, 쓰레기통/재활용품 수
거함, 자전거 주차장, 무료 자전거 수리소, 그리
고 안내소

• 행사구간을 따라 교통을 통제하며 군중들의 이
동을 책임지는 경찰과 교통부 요원들

• 안전하고 재미있는 가족 중심적인 활동

수천명의 잠재고객이 당신의 영업장 앞을
지나가는 것을 영업의 기회로 활용하십시오!
1

2

행사 당일 (오전 9시~오후 4시) 영업하십시
오. 표지판과 현수막을 이용해 영업장 전면이
눈에 잘 띄도록 하십시오.
영업장 밖에서도 영업을 하십시오. 영업장
앞 보도 사용허가가 있으신 경우, 자유롭게
밖에서 상품을 판매하며 음악을 틀고 앉을
자리를 마련하실수 있습니다. 보도를 활용하
실 때는 장애인의 접근을 위해 4 피트의 여
유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CicLAvia행사
허가조건에 따라 거리에 고정물은 설치할 수
없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CicLAvia 디지털 지도에 등록하십시오.

CicLAvia행사를 맞이하여 특별 할인을 제
공하는 영업장은 저희 쌍방향 디지털 지도
(map.ciclavia.org)에 무료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CicLAvia 절약 프로그램에 참가
하시기 위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 하
십시오.

4 미리 광고를 하십시오. CicLAvia 포스터를

걸거나 고객들에게 CicLAvia 우편엽서를
드리십시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좋
은 의견이 있으시면 info@ciclavia.org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ICLAVIA 절약 프로그램에 참여하십시오
당신의 영업장이 행사구간에 있습니까?
행사 참가자들에게 특별 할인을 제공하여 행사
당일 영업장을 방문하도록 장려하십시오. 승인
을 조건으로 당신의 가족 친화적인 비즈니스*를
CicLAvia 홈페이지와 디지털 지도에 많은 사람들
이 볼 수 있도록 무료로 게재해 드립니다. 아래의
안내에 따라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예 : 식당, 극장, 장난감 가게, 옷가게, 미용실, 은행

• CicLAvia행사 당일 영업시간 동안 할인을 제
공하십시오.
• 영업명, 할인혜택, 영업장 주소 및 홈페이지 주
소(있는 경우)를 6월 26일까지 pr@ciclavia.
org 로 보내주시거나 213.355.8500으로 전
화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시에는 이름,
이메일 주소 및 기타 연락처를 함께 알려주시
기 바랍니다.

CICLAVIA에 후원을 해주실 분은 여기로 연락 주십시오:
Alex Merlino, Finance Director / 917.721.3127 / alex@ciclavia.org

차량 이용과 주차에 대한 안내
• 6월30일(일요일) 오전 7시부터 행사구간의 모
든 진입로는 통제되고 접근이 불가합니다.
• 만일 차량을 진입로에 주차하신 후 6월30일
일요일 오전 7시 이후에 귀하의 진입로에 주차
된 차량을 이용하셔야 한다면, 오후 6시경까지
차량 이용이 불가하게 되니 반드시 다른 곳에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에는 행사구간으
로 차량의 진출입이 금지됩니다.
• 도로 통제는 오전 6시부터 시작되며 오전 7시
에는 모든 행사구간이 폐쇄됩니다.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오후 약 6시경
부터 차량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 차량은 지정된 주요 도로에서만 행사구간을 통
행할 수 있습니다 (지도 참조). 보행자들이 거리
양편에 있는 영업장이나 건물에 접근할 수 있도
록 행사구간을 따라 여러개의 건널목이 마련되
어 있습니다. 그 밖의 모든 교차도로 및 보행자
건널목은 폐쇄됩니다. 행사구간에 인접한 도로
들은 거주자나 영업장 운영자들을 위하여 개방
됩니다.

• 6월 30일(일요일) 오전 1시 부터 행사구간 주
차가 금지됩니다. 주차금지 안내문은 게시될
것이며 주차된 차는 강제 견인됩니다.
• 행사구간 인근 도로에도 주차가 제한됩니다.
주변에 게시되어 있는 주차금지 안내문을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 경로에 거주하시거나 근무하시는 분들께
는 CicLAvia에서 6월 29일 토요일 오후 8시
부터 6월 30일 일요일 오후 6시까지 발생하는
주차료를 한대당 20불까지 환급해 드립니다.
환급을 원하시면, 귀하의 주차 영수증과 거주
및 고용관련 증빙서류 사본을CicLAvia, 525
S Hewitt St, Los Angeles, CA 90013에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info@ciclavia.org
(주제: Parking Reimbursement)로 이메일
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