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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더럴웨이 공립학교 학부모와 가족 여러분께, 
 
저희 페더럴웨이 공립학교에서는 학생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학년도 들어 예방할 수 있었던 두 
건의 보행자 학생 교통 사고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학교가 시작되어 있는 이 때, 모든 운전자, 학생, 가족들이 
주변 상황에 대해 늘 자각하시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 편지는 학생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운전 의식과 보행 습관에 관해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학교 지대 (스쿨 존)은 운전자가 학교 주변에서는 조심해서 운전하여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심각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을과 겨울철에 들어서면서,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이른 아침과 늦은 
오후는 더욱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운전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 지역을 운전하실 때에는 
도로, 특히 학교 주변에서 다음의 주의 사향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서행 운전하시고,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제한 속도에 주의하십시오. 특히 학교 지대 제한 속도는 20mph 이니 이를 지키십시오. 보행자를 유의하여 
보시고, 브레이크를 언제든 밟을 수 있도록 항상 발을 브레이크에서 떼지 마십시오. 

 보행자를 위해 서 있는 다른 차를 절대로 추월하지 마십시오. 
  빨간 불로 정지했거나 방향을 틀기 위해 기다리는 경우 건널목을 막지 마십시오. 이는 보행자가 차를 
돌아가게 만들어 움직이고 있는 차량의 길목으로 가게 합니다.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다음의 보행자 습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잘 살펴 본다 – 보행 중 이어폰을 끼거나 휴대 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다 
 흐린 날, 혹은 어두울 때에는 밝은 색의 옷을 입거나  다른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야간 반사 물질을 옷에 
부착한다.  

 자전거, 스케이트보드, 롤러 블레이드를 탈 경우, 항상 헬멧과 보호 장비 /복장을 착용하고, 자전거와 신발에 
야간 반사 물질을 부착한다.  

 친구(들)과 함께 걷는다; 부모에게 허락받은 도보 등하교길로 다니며 학교에서 집으로 혹은 집에서 학교로 
곧바로 간다. 지름길로 가거나 허락받지 않은 채 친구집에 들르지 않는다 

 친구를 위해 안전 수칙을 지키는 본보기가 됨으로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교에 안전하게 학생들이 도착하도록 하는데에는 우리 모두- 페더럴 웨시 광역 사회- 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역할을 담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생의 안전을 
위한 노력에 대해 지역 사회와 소통하려 노력하는 페더럴 웨이 경찰국 및 지역 법 집행 기관에도 감사드립니다.   
 
 

 
 
 
 

교육감, 태미 켐벨 박사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