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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 1 5 - 06 수정됨 

 
2005년에 교육구 내 학교에서 발생한 부상 관련 교통 사고는 214건이었습니다.  교통 사고로 인해 부상당하는 학생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학생, 부모 그리고 교직원 전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 경고를 다시 알려드립니다.  
 

도보로 학교 통학 

 
• 학교까지 가장 안전한 길 (학교로 가는 보행자 도로 지도)을 선택하여 자녀와 함께 걸어간다. 

• 교통 신호등, 사인 그리고 횡단보도를 포함한 도로 표시를 지킨다. 

• 횡단하기 전에 또는 횡단보도에 있을 때 사방을 보고 길을 건넌다 

• 길을 횡단할 때 코너 또는 횡단보도만 사용한다.  블록 중간에서 길을 건너는 일이 없도록 한다. 
 

자전거로 학교 통학 

 
• 자전거, 스케이트보드 또는 스쿠터를 탈 때에는 항상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 학교까지 가장 안전한 길 (학교로 가는 보행자 도로 지도)을 사용하여 자전거로 통학한다. 

• 모든 교통 신호등 규칙을 지키며 차량 주행 방향인 오른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자전거 전용선을 사용한다. 

• 시조례에 의해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이 승인되었는 지를 확인한다.  승인된 경우,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야하며 (학교로 가는 보행자 도로 지도)를 따른다.  

• 인도로 가다가 길을 건널 경우, 자전거, 스케이트보드 또는 스쿠터에서 내려서 걸어서 횡단한다. 
 

자동차로 학교 통학 

 
• 안전벨트를 사용하고 차에서 내릴 때까지 자리에 앉아있는다. 

• 40파운드 미만 또는 4세 미만의 어린이는 반드시 차에서 카시트를 사용해야 한다. 60파운드 미만 또는 6세 미만의 

어린이는 반드시 부스트 시트를 사용해야 한다.  

• 어린이를 승하차시킬 때에는 반드시 자동차의 승객쪽을 사용한다 (커브에서 가까운 쪽). 

• 제이워크 (교통규칙을 무시하고 횡단함)를 하거나 어른이 지켜보지 않는 상황에서 길을 건너거나 또는 자동차 사이로 

횡단하는 일이 없도록 어린이를 길건너에서 승하차시키는 일이 없도록 한다.  어린이가 승하차할 때 차를 도로 중간 

차선에 주차하지 않도록 한다.  

• 신호등, 속도제한 표시판, 횡단보도 표시판을 지키고 학교 크로싱 가드의 말을 따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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