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us Rules (한국어) 

훼더럴웨이 공립학교 버스 규칙 

아래의 업무에 대해서 또는 다른 업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디스트릭트 번역 (통역) 음성사서함에 연락하시오. 

한국어:  253-945-2472 

 운전수는 버스와 승객(학생)들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승객들은 운전수의 지시에 무조건 순종한다. 

 학생들은 버스 운전수가 질문할때 정확한 이름을 즉각적으로  응답해야한다. 

  학생들은 버스에 승차하면 조용한 대화를 나눌수 있는데, 너무 시끄러우면  대화의 자유가 박탈된다. 

 버스가 운행되는 동안 학생들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고, 차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까지 자리에서 일어나면 안된다. 

 학생들은 자리에 일단 앉으면 버스에 승차하고 있는 동안에 좌석을 옮겨서는 안된다. 

 학교버스 안에서 학생들은 담배를 피울 수 없고, 성냥이나 나이터를 켤 수 없으며, 또는 어떠한 불꽃을 유발시킬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다른 학생들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막대기, 깨질 수 있는 용기, 소총 따위를 소지할 수 없고, 끈이나 핀종류들이 달린 

옷은 입지 않는다. 

 맹인 인도견 이외의 어떤 동물의 승차도 허용하지 않는다. 

 버스를 승차하거나 버스가 가까이 있을때,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을 밀거나 때리거나 하는 행동을 삼가할 것이며, 

다른 학생들은 위험하게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버스가 움직이거나 정차했을때를 막론하고 학생들은 창문밖으로 머리, 손, 팔등을 내밀어서는 안된다. 

 학생들은 버스안에서나 버스 밖으로 어떤것도 던져서는 안된다. 

 학생들은 저속하거나 음란한 말이나 몸동작을 하는 것을 금한다. 

 학생들은 학교 당국에서 발행된 버스패스는 승차하기전에 소지를 하고 있어야 한다. 

 학생이 정기적으로 내리고 타는 정류장이 아니면 버스를 내리거나  탈 수 없다. 

 학생들은 지정된 버스 이외의 다른 버스를 탈 수 없다. 

 학생들은 정규 버스정류장 외에는 버스를 기다려서는 안된다. 

 특별히 견학과 같은 여행시에 허락된 경우를 제외하고 버스 안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금지 되어 있다. 

 학생들은 절대로 운전석에 앉을 수 없고 또한 버스가 움직이는 동안에 운전수의 바로 왼쪽이나 오른쪽에 앉아서도 

안된다. 

 실제 비상사태에 있어서, 학생들은 비상출구 연습때에 만들어 놓은 순서에 따라서 비상출구로 대피한다. 

 학부모나 보호자는 만약 학생이 잘못하여 학교버스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훼더럴웨이 공립학교에 보상해 주어야 

한다. 

 버스에 승차할 학생들은 버스 정류장에 예정된 시간보다 최소한 5분전에 도착하여야 하는데 10분 전보다 너무 일찍 

도착해서도 안된다.  버스는 학교가 파한뒤 5-7분 후 정확하게 출발을 하는데 일단 버스문이 닫히면, 안전을 위해서 

운전수는 늦게 도착한 학생들을 위해서 버스를 멈춰서도 안되고, 학생들은 떠나는 버스를 따라 가도 안된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학생들은 차도로부터 안전한 위치에 서 있어야 하고 본인이나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행동은 피하여야 한다.  학생들은 타인의 물품을 훔치거나 손을 대서는 안된다.  버스가 

도착할때 학생들은 운전수의 지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버스에 승차하기 위해서 차도를 건너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학생들은 운전수의 지시를 따를 것이며, 차도를 

건널때는 항상 버스의 앞으로 건너되 멈춤 신호와 안내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안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모든 학생들은 안전하고 모범된 행위가 요구된다. 

 운전수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순종이다. 



 항상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물품을 탐내서도 훔쳐서도 안된다. 

 손을 다치지 않게 조심하여야 한다. 

 소음을 줄여야 한다. 

 차의 통로를 막지 말아야 한다. 
 버스를 깨끗이 사용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