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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버스 이용시 지켜야
할 규칙: 학부모의 역활
미스 S가 아이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들어
봅시다!
세바 람, 몽고메리
공립학교 버스 운전요원

 서로 존중하자.
 책임감 있게 행동하자.
 안전하게 탑자.

학교 버스 이용시
지켜야 할 규칙

버스 안전
규칙: 공
동 노력
약100,000명의 몽고메리
공립학교 학생들이 매일 학
교 버스로 통학을 하고 있습
니다. 우리 교육구는 이 학
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하
고 즐거운 버스 등하교는 학
생들이 긍정적으로 학교생
활의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는데 도움을 주며, 학교
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안

전하고 쾌적한 버스 등하교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버스기사,
교장, 및 교사 모두가 함께 노력
해야 합니다. 학부모님들은 학생들이 학
교 버스정류장에서나 버스에 승차한 동
안에 따라야 할 안전규칙 및 행동 지침의
내용을 알고 학생들에게 이를 강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서를 지키지 않는
학생들은 버스기사가 안전운행을 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그들 스스로의 안전
뿐 아니라 다른 학
생들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됩니다. 일
부 학생들의 무질서
하고 난폭한 행동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
이 학교 등하교 시간을 불쾌해하고 두려
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버스에 녹음장치나 녹화
장치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또한 버스가 오지 않
거나, 날씨로 인해 학교가 일일 폐교되
거나, 늦게 개교하거나, 예정된 시간보
다 일찍 폐교하는 경우에 자녀들이, 특
히 어린 자녀들이, 안전한 곳에서 부모님
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
습니다.

안전에
대한 강조

학부모님이 자녀를 돕는 방법
학교 버스 정류장에서나 버스에 승차하고 있는 동안에 학생들이 안전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유지할수 있도록 우리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역할을 다 해야 하
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귀하의 자녀들이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지키도록 강조하
여 주신다면, 모든 학생들의 안전을 지킬수 있을 뿐 아니라 안전히 등하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학교버스 승차시 지켜야 할 규칙을 알고 이해할것

◆

학교버스가 학교의 연장임을 알고, 교실에서 따라야하는 규칙을 버스에서도 지킬
것

◆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을 따르는 것처럼 버스기사의 지시에 복종할 것

◆

학교 버스정류장에서나 버스에 승차한 동안에 다른 학생들을 배려할 것

◆

상스러운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 동급생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손하게 말
할것

◆

싸움 및 다른 난폭한 행동, 다른 학생을 괴롭힘, 놀리기, 성희롱등은 엄격하게 금
지되어 있음을 명심할 것

◆

싸움 및 다른 난폭한 행동, 다른 학생을 괴롭힘, 놀리기, 성희롱등은 엄격하게 금
지되어 있음을 명심할 것

◆

버스노선번호를 알고 매일 같은 버스에 승차할 것

◆

학교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특혜임을 알고, 나쁜 행동으로
인해 이러한 특혜가 일시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취소될수 있음을 이해할 것

초등학생을 보호하는
방법

중 고등학생을 보호하
는 방법

학생들이 학교버스를 통해 안전하게 등
하교하는데 있어서 학부모님들께서 중
점적인 역할을 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하
여, 다음의 사항을 학생들에게 확인시켜
주십시오.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학교 버스에서
지켜야 할 안전규칙을 다시 상기시켜 주
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
교 버스 안에서와 학교 버스 정류장에서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져야하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함으로써 심각하고 영구적인 결
과를 야기할 수도 있는 실수를 미리 방지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학생들에게 확인
시켜 주십시오.

◆

언제 어떻게 안전하게 차도를 건너는지
등의 기본적인 교통 규칙을 알것

◆

학교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 차도에
서있지 말 것

◆

학생들이 학교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거나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에 학부모나 다른 어른이 학생들을 감
독할 것 (학부모님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학교
버스정류장에서와
정류장으로 걸어
오는 학생들을
스쿨버스를
버스가 올때
타는 것은
까지 감독할
특혜입니다.
것)

◆

반드시 버스 기사
가 안전하다는 신호
를 보냈을 때에만 버스
로 다가갈 것

◆

버스 안에서 규칙을 지켜야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할 것

◆

버스기사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 공
손하게 대할 것

◆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릴때 안전
하고 잘 보이는 곳에 서 있을 것. 특히
겨울에 길이 미끄럽고 어두울때

◆

버스안에서 흡연을 하거나 다른 금지된
물건들(예를 들면, 술, 마약, 무기, 폭
발물, 유리로된 용기)를 가지고 승차함
으로써 받을 수 있는 처벌 내용을 알고
이해할 것 . 이러한 것들을 소유하는 것
은 학교 규정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형
사 범죄에 해당됨

◆

또한 불법인 난폭한 행위나 성희롱도
삼가할 것

자녀와의 개방된 의사전달
학부모님들은 자녀가 어떤 괴롭힘을 당하거나, 놀림을 당하거나, 기타 다른 부당한
행위를 당했을 때 학교장이나 버스기사에게 반드시 알리고 이러한 사실을 다른 학부
모님들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몽고메리 공립학교는 보고된 모든 내용을 신중하게 조
사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학생들
이 학교 버스정류장
에서나 버스에 승차
한 동안에 따라야 할 안전
규칙 및 행동 지침의 내용
을 알고 학생들에게 이를
강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
니다.

학

자녀가 학교에서 불유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학교 규칙을 따르
지 않은 것으로 인해 학교 버스
를 이용하는 특혜가 취소될 것입
니다. 학생들이 학교버스를 이용
시 지켜야 할 규칙을 따르도록 격
려하여 주십시오!
학교버스에 녹음 장치나 녹화장치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자.

학교 버스 이용시
지켜야 할 규칙
기타 정보는 아래의 교통부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montgomeryschoolsmd.org/
departments/transportation

책임감 있게
행동하자

안전하게 타자.

요청시 본 문서를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미국 장애
인 법) 에 의거하여 다른 형식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Public Information
Office (공보부), 850 Hungerford Drive, Room 112, Rockville, MD
20850, 301-279-3391 및 1-800-735-2258 (Maryland Relay) 로 문
의하십시오.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학교)
측과의 대화에 수화 통역 또는 구화 직역이 필요한 개인은 Interpreting
Services in Programs for Deaf and Hard of Hearing (농아 및 난청
자를 위한 프로그램 통역 서비스) 301-517-5539 또는 5582 (음성/TTY)
로 문의하십시오.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학
교) 는 인종, 피부색, 국적, 종교, 성별, 연령, 결혼 여부, 사회 경제적인 지
위, 성지형성 또는 장애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 또는 남
녀 평등과 성희롱과 같은 Title IX 이슈에 대한 문의 또는 항의는 MCPS
Compliance Officer (MCPS 준법 감시인), Office of the Deputy
Superintendent (부교육감실), 850 Hungerford Drive, Room 129,
Rockville, MD 20850, 301-279-3474 로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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