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운송에 있어 안전이 최우선이며 저희 모두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GCPS)에서는 운전자들이 도로에서

학생들의 안전에 있어 역할을 담당하고있습니다.

스쿨버스를 만났을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규정들에 관해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지아주법(2019년)은 스쿨버스 승.하차시
아동의 안전유지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GCPS에서는
운전자들에게 버스 안전과 법규에 대한 의식 고취와 함께 운전자들이
스쿨버스를 불법적으로 지나치는 것을 막기 위해 스쿨버스에
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카메라는 황색이나 적색 깜박이등을 켜고
정차해 있는 스쿨버스를 지나치는 차량들을 자동 탐지해서 위반
사항을 기록하며 위반자들은 우편으로 티켓을 받게 됩니다. GCPS는
올 해 카메라를 장착한 스쿨버스 300여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래 각각 다른 도로에서 조지아 법에 의거해 운전자들이 정차해 있는 스쿨버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관한 예를 보십시오.

2차선 도로: 운행중인 양차선 모든 차량들은 반드시 멈춰야 함.

다차선 도로: 버스 뒤로 운행하는 차량들은 반드시 멈춰서고 반대 방향에서 운행하는 차량들은 주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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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 잔디, 또는 중앙 분리대에 의해 분리된 도로 — 버스 뒤로 운행하는 차량들은 반드시 멈춰서고 반대 방향에서
운행하는 차량들은 주의해야 함.

비포장 도로, 철로, 또는 중 앙

분 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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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버스 안전 지침
• 자녀를 차에 태우고 버스 정류장 근처를 돌며 자녀가 버스 노선에 익숙하고, 어디서
내리는지 알도록 해주시고 자신의 버스 정류장을 쉽게 알아보도록 근처의 특징 있는

자녀가 스쿨버스를 타러

건물들을 알려 주십시오. (유의: 방과후 노선의 경우, 막다른 곳(cul-de-sac)에 내리는

집을 나서기 전 자녀에게

학생들은 버스가 한 바퀴를 완전히 돈 후 막다른 길목을 빠져나가는 길에 내리게
됩니다.)

발열 등의 COVID-19 증상이

• 자녀에게 자신의 정류장인지 확실히 모를 때는 버스에서 내리지 말라고 하십시오. 버스

있는지 검사하시기

기사에게 확실히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버스가 학생을 다시 학교로

바랍니다.

데리고 와서 부모님께 연락합니다. 특별히 “우르르 몰려서” 버스에서 내리기 쉬운 어린
학생들 (킨더-2학년)에게 강조해 주십시오.
• 아이가 버스를 탑니까 또는 자가용을 탑니까, 또는 데이케어로 갑니까? 통상적 습관이
중요하므로 통학 첫날부터 통상적 습관대로 하는 것이 학생과 운전기사가 서로를
알아보고 학생이 버스 노선을 익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 가능하다면, 이웃에 사는 다른 학부모들과 어른들과 매일 아침과 오후에 버스 정류장에
어른 누군가가 나와 있도록 계획을 세우십시오. 학생이 방과후 버스에서 내릴 때
“순번”을 서는 어른을 보면 안심하고 내릴수 있습니다.
• 학부모님은 자녀의 버스 기사를 알아두십시오.
• 정류장에서 기다리실 때 자동차 밖에 나와 자녀와 함께 잘 보이는 곳에 서 계십시오.
• 버스 정류장에 5분 전에 나와야 하고 정해진 정류장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버스 안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버스
정류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합니다.

• 자녀가 줄을 서서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 모든 소지품들은 책가방 안에 넣고 자녀의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게 하십시오.
• 길에서 12피트 떨어진 곳에 서 있어야 하고 버스가 완전히 정차해서 문이 열리기 전에
절대로 버스 가까이 가지 말라고 가르치십시오.
• 양쪽 차선의 모든 차량이 정차한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로 버스로 다가가지 말도록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모든 탑승자들은 버스내
지정된 자리에 앉습니다.
스쿨버스는 오전과 오후

• 절대로 달려오는 차가 정지 할 것이라고 짐작하지 마십시오!

운행 후 소독하며 창문은

• 하차 전에 길에 오고 가는 차들이 있는지 주의깊게 살피도록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통풍을 위해 열어둡니다.

그런 후 운전기사가 잘 볼 수 있도록 한 줄로 내려서 버스와 길에서 12 피트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 버스를 타고 내릴 때 길을 건너야 한다면 움직이는 차들을 항상 조심하라고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차가 정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버스기사와 눈을 맞춰서
기사의 신호를 받아야 합니다.
• 절대로 자녀가 버스 뒤로 길을 건너거나 하차 후 버스로 되돌아오지 말아야 합니다.
• 자녀가 뭔가를 버스 주변에 떨어뜨렸을 때는 안전한 거리에서 머리위로 손을 흔들어
버스 기사에게 신호를 해야 하며 절대로 버스 기사의 확실한 신호와 지시 없이 물건을
줍지 말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 버스의 경적을 울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뜻 입니다. 즉시 쳐다보고 안전한 곳으로
가라고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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