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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 
• 자녀가 버스를 탈 자격에 해당되나요? 

o 교육구 웹 사이트에서 버스 검색 도구를 사용해 해당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fwps.org/Page/365 

o 도보 구역에 살고 버스 정류장 근처에 살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도보 구역 내에 거주하는 학생은 버스를 탈 수 없습니다. 

o 선택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자녀의 교통편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나요? 

▪ 선택 프로그램을 등록한 학생의 부모님/후견인은 거주 서비스 지역 외부에 위치한 학교로 

가는 교통편을 마련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녀가 언제 버스 정류장에 가야 하나요? 

o 학생은 버스 도착 시간 5분 전에 버스 정류장에 위치해야 합니다. 

 

• 오후에는 몇 시에 버스가 학교에서 출발하나요? 

o 큰 버스는 종이 울리고 7분 후 학교에서 출발합니다.  특수 교육버스는 모든 학생이 탑승했을 

때 출발합니다. 

 

• 자녀의 하차 시간이 변경되었을 경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o 일반 교육 버스에 탑승하는 학생일 경우, 변경을 수행하기 48시간 전에 기사가 시간 변경 

알림을 제공합니다.   

o 특수 교육 버스에 탑승하는 학생의 부모님에게는 C5I를 제공하거나 기사가 전화를 드립니다. 

 

• 버스 정류장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o 페더럴 웨이 교육구 교통편팀은 워싱턴주 행정 법규와 워싱턴주 개정법률(RCM)대로 안전 

및 위험 상황에 맞도록 지침과 법률에 따라 버스 정류장을 결정합니다.  학생은 할당된 버스 

노선 정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 자녀가 데이케어를 오가는 데 버스를 탈 수 있나요? 

o 네, 학교 버스 통학 구역 내에 있는 데이케어일 경우 허용됩니다.  하지만 데이케어 바로 

앞까지 버스를 운행하지는 않으며 학생은 버스 정류장 위치로/위치에서 걸어서 이동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이 두 개 이상의 주소로 이동할 수 있나요? 

o 학생은 선택 위치 하나와 집 위치 하나를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주의 다른 요일에 다른 

위치로는 교통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o 한 가지 예외로, 두 부모 가정인 학생은 승차 및 하차 위치로 양측 부모 가정을 모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ParentVue에서 어떻게 버스 노선 정보를 볼 수 있나요? 

o ParentVue에 로그인하여 “학생 정보” 탭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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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가 친구와 함께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올 수 있나요? 

o 일시적으로 친구와 함께 집에 가려면 부모님의 서면 메모와 교무실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일부 노선은 수용 인원 상한까지 운영되고 있으므로 항상 승인되지는 않습니다. 

 

• 자녀가 기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버스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나요? 

o 단계적인 징계 수준을 따르거나, 학생 보호 및 타인 보호를 위해 마련된 안전 규약을 위반해 

행동할 경우 학생의 버스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SPED/MKV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거나 MKV에 해당하는 자녀의 버스 교통편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나요? 

o IEP 사례 관리자 또는 학교 심리학자에게 연락해 특수 교육 교통편에 대한 교통편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o MKV를 신청하려면 자녀의 학교에 있는 MKV 연락 담당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 SPED/MKV 교통편이 시작되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o IEP 사례 관리자 또는 MKV 연락 담당자가 서류를 접수하면 수업일 기준 최대 5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o 교통편을 변경하는 모든 경우에도 서류를 접수한 뒤 최대 5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 특수 교육 학생은 버스 노선에서 언제 제외되나요? 

o 서비스를 재개하도록 부모님이 전화를 줄 때까지, 버스는 연속 5일 동안 학생을 태우러 가지 

않습니다.  21일 후에 버스 노선에서 학생을 제외합니다.  노선에서 학생이 제외된 다음에 

교통편을 재개하도록 요청을 제출하려면 부모님이 IEP 사례 관리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노선에 등록되는 데 수업일 기준 최대 5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집에 도착한 특수 교육 학생이 부모님/후견인 없이도 버스에서 내릴 수 있나요? 

o 특수 교육 학생은 부모님이 동의서에 서명한 후에만 내릴 수 있습니다.  매해 새로운 양식에 

서명해야 합니다. 

• 버스가 집 앞까지 올 수 있나요? 

o 구역은 도로 경계석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쿨버스는 학생이 시각장애인이거나 

휠체어를 타는 경우에만 집 앞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o McKinney Vento 서비스 자격에 해당되는 학생은 일반 교육 버스 위치로 운송됩니다. 

• 자녀가 제3자(HopSkipDrive, A&A, ALC)를 통해 교통편을 이용할 경우 어디서 노선 정보를 찾을 수 

있나요? 

o 제3자 계약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의 모든 후견인/돌봄자에게 초대 앱을 전송합니다. 

후견인/돌봄자는 이 앱으로 학생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가 특수 교육 학생과 함께 버스를 탈 수 있나요? 

o 공동 이용이라 불리는 서비스입니다. 부모님이 요청 양식을 작성해야 하며, 기사에게 받거나 

교통편 부서에 문의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별로 승인되며 공간 이용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수 교육 학생의 좌석이 우선순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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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스쿨버스 주변 위험 구역은 무엇인가요? 

o 스쿨버스 주변 모든 방향에서 버스 기사가 학생들을 볼 수 없는 10피트(크게 10걸음)까지의 

공간이 위험 구역입니다. 

 

도로를 건너려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1. 기사와 눈을 마주칩니다. 

2. 기사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낼 때까지 기다립니다. 

3. 안전한지 확인합니다(왼쪽, 오른쪽을 보고 다시 왼쪽을 봅니다). 

4. 절대로 버스 뒤로 건너가지 않습니다. 

• 스쿨버스 안전에 대해 어떻게 자세히 알아볼 수 있나요? 

1. 가족들이 스쿨버스 내부와 주변에서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온라인 리소스가 많습니다. 

 

American School Bus Council의 스쿨버스에 관한 사실 

NHTSA(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의 스쿨버스 안전 

• 자녀가 큰 악기를 가지고 버스에 탈 수 있나요?  스케이트보드는 가능한가요? 

o 일부 악기는 너무 커서 스쿨버스로 옮길 수 없습니다. 학생은 악기를 싣고 내려야 하며 

버스에 승차해 있는 동안 무릎이나 다리 사이에 악기를 둬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없을 경우 

학생은 악기를 운반할 다른 방법을 마련하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스쿨버스에 허용되는 악기 

▪ 알토 색소폰 

▪ 클라리넷 

▪ 플루트 

▪ 트롬본 

▪ 트럼펫 

▪ 바이올린 

스쿨버스에 허용되지 않는 악기 

▪ 바리톤 호른 

▪ 베이스 비올라 

▪ 첼로 

▪ 드럼 

▪ 프렌치 호른 

▪ 테너 색소폰 

 

버스 기사가 되려면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o 교육구 웹 사이트 fwps.org에 방문해 교육구탭 아래의 채용을 클릭하세요. 

 

http://schoolbusfacts.com/safety/
https://www.nhtsa.gov/road-safety/school-bus-safe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