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을 작성하셔서 학교 사무실 직원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유치원 생 통학 버스 사용 신청서(Request for Kindergarten Transportation)
4J 학군의 통학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초등학생의 경우 집과 학교 사이의 거리가 1마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예정 시간 보다 5분 전에 버스 정거장에 도착해야 합니다. 버스는 예정시간이 지나면 바로 출발 합니다. 낮 시간 유치원
통학버스 요청서는 통상 오전· 오후 학교 버스 경로 요청서와 별도 양식입니다.
유아원과 학교의 통학 버스 운영은 유아원에서 학교 사이의 거리가 1마일 이상이며, 학교 해당 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만
제공될 수있습니다.
본인은 만일 우리 자녀가 통학버스 사용 자격이 되는 경우, 낮 시간 유치원생 통학 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본인은 우리
자녀를 맞기 위해 정해진 시간에 어른을 버스 정거장에서 기다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학생 이름:

학교

부모 / 후견인 이름:
학생 집 주소:
집 전화 번호:
우리 자녀는

직장 전화 번호:
오전반에 있다

오후반에 있다

확장 KG에 있다

IEP를 가진다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십시오.
본인은 우리자녀가 오전 통학 버스로 학교로 가기를 원한다.

네

아니오

본인은 우리자녀가 낮 통학 버스로 학교로 가기를 원한다.

네

아니오

본인은 우리자녀가 낮 통학 버스로 학교에서 오기를 원한다.

네

아니오

본인은 우리자녀가 오후 통학 버스로 학교에서 오기를 원한다.

네

아니오

본인은 다음의 주소지로 부터 우리 자녀의 버스 서비스를 받기를 원합니다 ( 집 주소와 다른 경우):
이 혜택은 낮 시간 경로에만 제공되고 학교 구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보육원/대체주소:

해당 전화번호

보육원 명칭 혹은 학생 보호 성인의 이름
이 안내서를 읽어보신 후 자녀들과 다음의 규칙에 대해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탑승 학생들은 버스 운전사의 권한 하에 있습니다.
버스에서 싸움, 레슬링, 또는 난폭한 행동을 금합니다.
학생들은 대피 문은 긴급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오전과 오후에 버스에 정시에 탑승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버스에 동물, 화기, 무기, 또는 위험·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절대로 지닐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버스가 운행 중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버스 운전사에 의해 자리를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길을 건너 갈 필요가 있을 때, 학생들은 버스 앞쪽으로 길을 건너거나 운전사의 지시에 따라 건너야 합니다.
학생들은 버스의 창문 밖으로 손, 팔, 머리를 내어서는 않됩니다.
학생들은 집과 학교이외의 장소에서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서는 서면 허락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정상적인 목소리로 대화를 나눌 수 있으나. 큰 소리나 상소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운전사의 허락없이 창문을 열거나 닫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버스를 깨끗이 사용해야 하고 손상을 내어서는 않됩니다.
학생들은 운전사, 동료 학생들과 행인들에게 공손해야 합니다.
운전사의 지시에 즉각 따르기를 거부하거나, 규칙 지키는 것을 거부하는 학생은 버스 탑승 특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학교 버스 탑승학생들을 관장하는 규칙은 모든 버스 안에 잘 보이도록 게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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