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 스쿨버스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통안전
안내서
워킹 스쿨버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주소로 연락하세요.
ctsouth@aucklandtransport.govt.nz
ctnorth@aucklandtransport.govt.nz
ctcentral@aucklandtransport.govt.nz
ctwest@aucklandtransport.govt.nz
전화: (09) 355 3553
웹사이트: www.aucklandtransport.govt.nz

어린이가 지켜야 할 일
어린이들은 반드시 인도로 걸어야 하며:

• WSB교통지도원(드라이버)의 지시에 따릅니다.
• 길을 건널 때는 멈추어 서서 좌우를 잘 살피고
소리에 주의합니다.

• 교통지도원의 뒤를 따라 다른 어린이들과 함께
걷습니다.

• 인도에서는 집이 있는 쪽으로 다닙니다.
• 뛰지 말고 걸어 다닙니다.
• 인도에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안전하게 길 건너기
WSB ’교통지도원’은 길을 건널 때 차량 통행을
정지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길을 건너려 할 때는 주차된 자동차, 코너, 교차로
또는 기타 위험한 곳을 피해 안전한 장소를
선택합니다.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게 될 때까지 도로
경계석으로부터 떨어져서 당신 주변에 어린이들이
모여있도록 합니다.
길을 건널 때 두 명씩 길게 줄을 세우기 보다는
네 명씩 두 줄로 무리지어 건너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길을 건널 때는 좌우를 잘 살피고
소리에 주의하면서 건넙니다.

여러분이 모자 딸린 코트를 입거나 우산을 쓰고
있을 때는 청각이나 시각능력이 저하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기 전, 모든 차량이 정지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인도에서 내려서기 전, 언제나 차량
운전자들과 눈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길을
건너는 동안 계속해서 좌우를 살피고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도로 중앙의
교통안전지대에서
양쪽 도로 사이의 안전대기지역에 너무 많은
사람이 기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린이들을
소 그룹으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각 그룹의
어린이들은 반드시 한 명의 어른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신호등에서의 도로 횡단
횡단 버튼을 누르기 전 어린이들이 잘 정렬되어
있는지(예: 네 명이 나란히) 확인하세요. 신호등의
녹색 사람표시가 보이면 길을 건넙니다. 빨간
사람표시가 깜빡일 때는 건널목에 들어서면
안됩니다.

길을 안전하게 건너면 어린이들을 도로에서
먼 쪽으로 다시 정렬한 후 목적지를 향해 계속
걸어갑니다.

학교 교통 안전원이 있는
건널목

만약 어떤 자동차가 당신이 보호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길을 건널 수 있도록 정지했을 때는
다른 자동차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자동차들이 정지중인
자동차를 추월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자동차들에게 손을 흔들어 신호를 보낸 후,
건너려는 도로상에 자동차가 없을 때 건너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학교로 오가는 길에 교통 안전원이 있는 건널목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이용하세요.

악천후 시는 자동차를 정지하는데 더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여러분이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문제가 있습니까?
인도가 차단되었다거나 손상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오클랜드 교통공단(Auckland
Transport) 에 전화 09 355 3553 또는
이메일 info@aucklandtransport.govt.nz으로
신고해 주세요.

‘교통지도원’
(drivers)과
‘보조지도원’
(conductors)를
위한 안전정보
• 어른 한 명당(가급적 두 명) 8명의 어린이
비율이 바람직합니다.

• 주택진입로를 지날 때는 어린이들에게

위험요소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세요(후진
차량은 작은 어린이들을 잘 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어린이들의 이동 경로는 사전에 계획하고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지며 여러분은 반드시
정해진 경로만 이용해야 합니다. 이동경로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위험도 평가를 거쳐
승인받아야 합니다.

• 도로공사나 주차된 차량 같은 임시 장애물에
의해 인도가 차단되었을 때 상황에 적절하게
어린이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 교통지도원과 보조지도원은 반드시 승인된

경로를 통해 이동하는 어린이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그룹에 들어오거나 빠져
나갈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 교통지도원과 보조지도원은 처음 참여하는

어린이들이 지시사항을 잘 듣고 따라야 함을
알려주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반드시
숙지시켜야 하는데 특히 멈추어 서거나 길을
건너는 것에 관한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님/보호자의 책임
• 부모님과 어린이가 서명하기 전, 부모님이
자녀에게 WSB 서약서에 대해 대화하고
설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 지정된 ‘버스 정거장’ 까지 자녀를 데려오고 다시
데려가는 것과 그룹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