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 V 

규정 718-1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교통편 요청 및 동의 

본 합의는 학생이 다음 사항을 준수하는 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 학교기관 교통 규칙을 위반하지 않고 

• 정기적으로 버스에 탑승.  
 

학생이 학교 등교일로 3일 연속하여 버스 정류장에 나오지 않고 학생의 부모/보호자가 교통편 변경 사항을 사무처에 

통보하기 위해 사전에 (학생이 탑승하는 날 오전 6시 이전) 교통 운항 사무처 (703.791.7575 또는 571.402.3902)로 

전화하지 않은 경우 학교기관은 학생에게 더 이상 오전 및/오후 교통편을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학부모/보호자가 교통편 합의를 준수하지 않으면 해당 계약은 해지되고 더 이상 자녀는 버스/차량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학교기관 교통 부처에 연락하여 학교기관 교통편 고려를 요청하는 것은 학부모/보호자의 의무입니다. 

새로운 사항에 대한 연락 사무관과의 회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협의는 아래에 기입한 학생을 데려오고 데려가는 주소 및 기존 학교에 적용됩니다. 참고: 본 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학생은 학교 지역의 교통편 요건 (학교에서 1마일 떨어진 곳, 교차로-위험한 경로 승인)을 충족해야 

합니다. 
 

학생 이름: 학년: 

학교 지역: 현재 학교: 

학부모/보호자 성함: 전화번호: 

비상 연락처: 전화번호: 

☐ 정규 교통편 ☐ 특수교육 학생 교통편 (학생 IEP에 언급) 

요청 시간: ☐ 오전 ☐ 오후 ☐ 모두 

주소: 

☐ ACTS Beverly Warren ☐ ACTS Safe House West ☐ ACTS Transitional Housing 

☐ BARN Transitional Housing ☐ Dawson Beach Traditional ☐ Fauquier Family (Emergency) 

☐ HILDA BARG ☐ Hope House ☐ SERVE 

☐ St. Margaret of Cortona Family ☐ Vint Hill Transitional Housing 

Transitional Housing 

☐ 기타:   ☐ 하차 장소: (버스 탑승 장소와 다를 경우) 

위에 이름이 기입된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인 나는 나의 자녀가 매일 아침 버스 도착 5분 전에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또는 버스/차량을 탑승하지 않는 경우 당일 오전 6시 이전에 교통 사무처 (703.791.7575 또는 571.402.3902) 로 전화할 

것임을 동의합니다. 나는 이 요건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자녀는 더 이상 버스/차량에 탑승할 수 없으며 새로운 사항과 

관련한 회의를 실시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학부모/보호자 서명 날짜 

 

*본 합의 사본은 학부모에게 보내야 하고 학생 서비스 사무처에 팩스를 보내거나 (703.791.8839) 

McKinneyVento@pwcs.edu.로 이메일을 보냅니다. 

mailto:McKinneyVento@pwcs.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