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성 프로그램
Razor는 지역, 주 또는 연방 지원 
프로그램에 등록되었거나 자격이있는 
개인에게 경제성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경제성 
프로그램에 등록하려면 
https://razor.com/share/
affordability-program/ 을 방문하십시오.

행복한 스 코팅!

TACOMA:
도로 규칙

이봐, 타코마! Razor Share 전자 스쿠터는 안전하고 
저렴하며 편리한 방법으로 필요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스쿠터를 타는 동안 모든시 및 주 법률을 
준수하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더 
안전하게 만드십시오. 따라서 다음 Razor 스쿠터를 
타기 전에 Tacoma시에서는 도로 규칙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스쿠 팅 중에는 헬멧을 사용하십시오. 등록 된 
모든 라이더는 무료 면도기 헬멧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833) LAST-MILE로 전화하여 무료 
헬멧을 택배로 요청하고 Twitter 및 Instagram

에서 @RazorShare를 팔로우하여 Tacoma에서 
향후 무료 헬멧 팝업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등록 방법 타코마를 탈 수있는 곳

스쿠터는 보도의 "가구 구역"에 똑바로 세워 두십시오. 보행자 이동을 위해 5 피트의 간격을두고 
간선을 따라, 복합 사용 센터 및 시내에 7 피트 간격을 두십시오. 또한 대중 교통, ADA 주차, 연석 
경사로, 보행자 용 누름 버튼, 적재 구역, 도로 또는 공원 가구, 건물 출입구 또는 진입로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지 않도록하십시오.

* Razor USA는 Tacoma 당국으로부터 이러한 현지 법률을 통보 받았습니다.

적절하게 주차

가능한 경우 지정된 주차장을 
이용하십시오. 일부 인기있는 
보행자 지역에서는 주차 구역이 
필요합니다. Razor Share 앱에서 
주차 구역은 녹색과 흰색 "P"로 
구분됩니다.

주차장 코럴 헬멧 사용

주의, 타코마 : 스쿠 트하기 전에 알아야 할 팁!

• 보도와 포장 도로를 탈 수 있지만 
보행자에게 양보해야합니다.

•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트랙을 탈 수 
있습니다.

• 제한 속도가 25mph 이하인 모든 거리를 
주행 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한 제한 
속도가 25mph를 초과하는 거리에서는 
주행 할 수 없습니다.

• 스쿠터 타기를 명시 적으로 금지하는 
표지판이없는 한 도로, 보도, 길 또는 
산책로의 공원 내에서 탈 수 있습니다.

• 스마트 폰에 "Razor Share"앱을 
다운로드합니다.

• 18 세 이상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출하십시오.

• 책임감있게 스쿠터를 타는 방법을 배우려면 
교육 모듈을 스 와이프하십시오.

• Razor Share 앱의지도를 사용하여 가장 
가까운 스쿠터를 찾습니다.

• 핸들 바 중앙의 QR 코드를 스캔하고 
라이딩을 시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