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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서약 

 

잠시 멈춰서 질문합니다. 위험을 

무릅쓸 가치가 있는 일인가요? 
매년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및 사망이 늘고 있습니다.  학교 앞 등하교 시 

교통이 위험해짐에 따라 우리 학교에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교통 안전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모든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교통안전을 위해 노력하기 바랍니다.  

 

재미를 더하기 위해 안전 서약 행사를 실시합니다. 각 학년 별 가장 많은 

서약서를 제출한 학급은 아이스크림을 받습니다. 

 

가족과 함께 읽어보고 논의한 후 안전 서약에 서명하여 두장 모두를 9월 

18일 월요일까지 교사께 제출하십시오. 

 

 

함께 노력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ra Avakians 

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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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안전 서약 
“그 무엇보다 생명이 소중합니다.” 

운전할 때 다음을 지키겠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겠습니다. 

 모든 교통법규 준수하겠습니다. (유턴, 더블파킹, 과속, "정지" 사인이 있을 때 스쿨버스 

추월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학교에 안전하게 아이를 내려주며 더블파킹을 하지 않고 아이를 길 가운데 내려주지 

않습니다. 또한 "정차 금지" 구역에 차를 세우고 운전석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운전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에 눈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텍스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전화를 하지 않겠습니다. 

 통화해야 하면 갓길에 정차하겠습니다. 

 무선 헤드셋(블루투스)를 이용하겠습니다.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예의를 지키겠습니다. 

 코너를 건너는 사람과 눈을 마주치며 악천후 시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도보시 다음을 지키겠습니다: 
 항상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겠습니다. 

 주차된 차 또는 스쿨버스 사이를 건너지 않겠습니다. 

 길을 걸으며 텍스트를 하거나 경솔하게 길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길을 건널 때 전화를 하거나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걷거나 운전할 때 자녀에게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자녀 및 다른 이들에게 운전 및 도보시 교통 안전과 교통 의식을 

알리겠습니다. 

 교통 에이전트/ 횡단보도 가드/ 학교 교직원/ 안전요원의 안내를 존중하겠습니다. 

 

 
절단선 아래 부분을 작성하여 학교에 보내주십시오 

 

학부모 안전 서약 
본인은 난폭, 부주의, 이기적 또는 화가난 상태의 운전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상을 

입힐 수 있음을 이해하므로 여기 서약합니다. 또한 차안에 사람이 탑승했을 때 그들의 생명이 

운전자에게 달려있으며 주의를 기울여 책임감있게 행동해야 함을 인지합니다. 또한 도보시 

자녀에게 모범이 되고 산만하거나 통화 또는 텍스팅으로 인해 본인 및 사랑하는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겠습니다. 

 

학부모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녀의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급 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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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안전 서약 

“그 무엇보다 생명이 소중합니다.” 
 

차에 탈 때 다음을 지키겠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겠습니다. 

 조용히 자리에 앉아있겠습니다. 

 차가 완전히 멈출때 까지 기다린 후 차문을 열겠습니다. 

 차가 오지 않는 쪽으로 내리겠습니다. 

 운전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거나 끄고 메시지를 대신 받겠습니다. 

 운전자에게 안전이 가장 중요함을 상기시키겠습니다. 

driving. 

 

도보시 다음을 지키겠습니다: 

 코너에서만 길을 건너며 "Walk" 사인을 지키겠습니다. 

 길을 건널 때 양쪽을 모두 확인하겠습ㄴ디ㅏ. 

 주차된 차 또는 스쿨버스 사이를 건너지 않겠습니다. 

 운전자가 나를 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눈을 맞추겠습니다. 

 길을 건널 때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길 가운데 서서 놀거나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악천후 시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절단선 아래 부분을 작성하여 학교에 보내주십시오 

 

학생 안전 서약 

본인은 차에 탑승하거나 길을 건널 때 안전을 중요시함으로 여기 서약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안전 운전 서약을 지원합니다. 
 

학생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급________ 

 

 

 

 

학생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