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로 가는 버스

버스 편: 예 (RT 43)

버스 정거장 번호: 예 (109.0230)

버스 정거장: 예 (on 8th @ Garfield)

학교에서 오는 버스

버스 편: 예 (RT 43)

버스 정거장 번호: 예 (109.0230)

버스 정거장: 예 (on 8th @ Garfield)

학생의 서명                                             부모 혹은 후견인의 서명 서명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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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버스의 창문 밖으로 손, 팔, 머리를 내어서는 않됩니다.
10.

1. 탑승 학생들은 버스 운전사의 권한 하에 있습니다. 

SD 4J EPS Transportation Department Bus Service Request

5. 학생들은 버스에 동물, 화기, 무기, 또는 위험·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절대로 지닐 수 없습니다.
6. 학생들은 버스가 운행 중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8. 길을 건너 갈 필요가 있을 때, 학생들은 버스 앞쪽으로 길을 건너거나 운전사의 지시에 따라 건너야 합니다.
9.

4. 학생들은 오전과 오후에 버스에 정시에 탑승해야 합니다.

유진 4J 교육구 (School District 4J Eugene Public Schoold)

부모님들께 안내 드립니다. 이 안내서를 읽어보신 후 자녀들과 다음의 규칙에 대해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버스에서 싸움, 레슬링, 또는 난폭한 행동을 금합니다. 
3. 학생들은 대피 문은 긴급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운송과 (Transportation Department)

아래의 규율은 오레곤 주와 4J 교육구에서 통학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위해 설정된 것입니다. 통학 버스 탑승 자격은 초등학생의 
경우, 거주지와 학교 사이의 거리가 1 마일 이상이어야 하고, 중·고등학생의 경우, 거주지와 학교 사이의 거리가 1.5마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모든 학생은 버스 정거장에 탑승 시간 5분전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아래의 학생 행동 규칙은 모든 정거장에서도 적용됩니다.

안내 전화: 541-790-7474 (Information Line)

12. 학생들은 운전사의 허락없이 창문을 열거나 닫을 수 없습니다.
13. 학생들은 버스를 깨끗이 사용해야 하고 손상을 내어서는 않됩니다.

2.

학생들은 집과 학교이외의 장소에서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서는 서면 허락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11. 학생들은 정상적인 목소리로 대화를 나눌 수 있으나, 큰 소리나 상소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7. 학생들은 버스 운전사에 의해 자리를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학생들은 운전사, 동료 학생들과 행인들에게 공손해야 합니다.
15. 운전사의 지시에 즉각 따르기를 거부하거나, 규칙 지키는 것을 거부하는 학생은 버스 탑승 특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16. 학교 버스 탑승학생들을 관장하는 규칙은 모든 버스 안에 잘 보이도록 게시되어야 합니다.

학생 이름: 

Send original via courier to Transportation  

모든 요청된 정보를 기입해서 학교 사무실로 전해 주십시오. 학생마다 따로 한 장씩 영문 정자로 작성해 주십시오.

학생 주소: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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