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흔한 질문 사항
1. Q) 왜 운전사가 버스 정거장을 만들어 줄 수 없나요? 왜 꼭 요청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A) 저희는 버스 노선을 만들때 여러가지를 고려합니다. 이 중에서 학생의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관성 있는 운행도 중요합니다. 정거장은 저희 교육구 학생 모두가 비슷한
서비스를 받도록 성립된 조건에 따라 만들어 집니다. 버스 정거장에 변화를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 노선담당부서를 통해야만 합니다. 이는 컴퓨터상에 현재 실제로 운행되고 있는
정확한 노선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는 학생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컴퓨터에 입력된 정보에 의존하게 됩니다.

2. Q) 버스 정거장 위치를 바꾸거나 버스 정거장을 더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정거장 위치를 바꾸려면 교통 서비스 요청서 (Transportation Service Request Form) 를 교통
부서 (Transportation Department) 에 제출해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졌는지 여부를 교통 부서로부터 통보 받게 될 것 입니다. 정거장이 변동이 승인이 되면
완전히 실시되는데 5일이 소요됩니다. 정거장이 바뀔 경우 같은 노선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에게
영향을 주게 되므로 저희는 모든 학부모/보호자에게 변동사항을 통보해야만 합니다. 교통
서비스 요청서는 학교, 교통부서 사무실과 교육구 웹사이트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운전사에게
‘특별히’ 세워 줄 것을 요청하지 말아주십시오. 오리건 교육부는 엄격하게 이를 금하고 있습니다.
개학 후 한 동안은 혼잡한 시기이므로 요청서를 9월말까지 검토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3. Q) 학생이 한번씩 다른 노선이나 다른 정거장에서 탈 수 있나요?
A) 다음의 모든 사항에 해당하면 다른 버스나 다른 정거장에서 탈 수 있습니다.

• 비버튼 교육구 학생이다.
• 학부모/보호자와 학교 사무실 직원/행정책임자의 서명이 적힌 종이를 버스 운전사에게
제시했다.
• 버스에 자리가 있다.
• 별도의 정거장에 버스를 세우지 않아도 된다.
• 다른 버스를 탈때마다 서명된 종이를 제시한다.

4. Q) 학생은 버스 정거장에 몇 시에 나가 있어야 하나요?
A) 학부모님께서는 학생이 정해진 버스 도착시간보다 5분 일찍 정거장에 반드시 나와 있도록
해야합니다. 교통상황에 따라 버스가 일찍 도착하거나 늦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통부서는 모든 노선에 원자 시계 (Atomic clock) 를 사용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학생들이 제
시간에 나와 있도록 이에 맞게 시계를 맞춰 놓으셔야 합니다.

5. Q) 학생은 애완동물을 가지고 버스를 탈 수 있나요?
A) 개정된 오리건 규칙에 따르면 곤충, 파충류, 또는 어떤 종류의 동물도 버스에 가지고 탈 수
없습니다. 단 허가된 안내용 동물은 제외됩니다.

6. Q) 학생들은 왜 지정된 자리에 앉아야 하나요 ?
A) 버스 안에서 조용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리를 정해 주기도 합니다. 이는
효과적으로 학생들을 태우고 내려 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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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버스를 탈 수 있는 학생은 누구인가요?
A) 다음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은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 학생으로 학교로부터 1마일 이상 거리에 거주하는 학생
• 초등학교 학생으로 학교로부터 1마일 이내에 거주하나 오리건 주 교육부와 비버튼 교육구
교통 부서가 위험 지역으로 인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 중, 고등학교 학생으로 학교로부터 1 1/2 마일 이상 거리에 거주하는 학생
• 중, 고등학교 학생으로 학교로부터 1 1/2 마일 이내에 거주하나 오리건 주 교육부와 비버튼
교육구 교통 부서가 위험 지역으로 인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8. Q) 학생은 어디서 버스를 타고 내릴 수 있나요?
A) 학생은 버스 노선내 정해진 정거장 어디에서나 탈 수 있습니다. 내릴 때는 반드시 정해진
정거장에서 내려야만 합니다. 다른 정거장에서 내려야만 할 경우에는 미리 승인 받은 내용을
적은 종이를 운전사에게 제시 해야만 합니다.
(이 종이는 반드시 학교 직원의 서명을 받아야만 합니다.) 위의 3번을 참고하십시오.

9. Q) 킨더가든인 자녀가 버스를 탈 때 부모나 보호자가 함께 있어야 하나요?
A) 함께 있을 것을 권장해 드리나 만일 학생이 보호자 없이 혼자 있어도 운전사가 학생을
태워줍니다.

10. Q) 킨더가든인 자녀가 내리는 곳에 부모나 보호자가 기다리고 있어야 하나요?
A) 2015년 가을부터 모든 킨더가든 학생이 종일반이 되므로 킨더가든 학생들은 오후에 다른
학년 학생들과 함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정거장에 서 있지 않더라도 학생을
내려 줄 것 입니다. 만일 부모가 정거장에 서 있지 않을 때 학생을 내려 주는 것이 걱정이 되시면
운전사에게 말해 주십시오. 학생을 내려주지 않고 학교로 다시 데려 가서 학교에서 픽업하도록
하겠습니다.

11. Q) 제 아이를 집 대신 데이케어에서 버스를 타고 내리게 할 수 있나요?
A) 데이케어가 학교 구역내에 위치해 있으면 데이케어에서 타고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데이케어가 매일 이용하는 정해진 정거장이 됩니다.

12. Q) 일찍 학교가 끝날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일찍 학교가 끝날 경우에도 시간만 조정되고 보통날, (K-12), 과 똑같은 노선으로 운영됩니다.

13. Q) 방과 후 활동을 마치고 제공되는 버스 노선이 일반 등, 하교시 노선과 같나요?
A)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방과 후 활동을 마치고 제공되는 버스 노선은 학생 수가 적으므로
광범위한 지역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하교시 이용하는 정거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교시
이용하는 정거장이 일반적으로 방과 후 활동을 마치고 이용하는 정거장보다 집에서 가깝습니다.

14. Q) 눈 올 경우 노선 (snow routes) 으로 버스가 운행 될 경우 정거장이 같나요?
A) 눈 올 경우 노선은 각 노선의 일부 정거장이 사용되지 않기도 합니다. 궂은 날씨로 인해 버스
운행이 달라질 경우 얼마나 늦어지는지, 또 눈 올 경우 노선으로 운행되는지 여부를 알려드릴 것
입니다. 이 경우 각 버스노선은 안전 담당 부서 (Safety) 나 교통 부서 (Transportation) 웹
페이지에 알립니다.

15. Q) 부모가 학생의 버스 노선이나 운전사에 관해 염려되는 사항이 있으면 누구와
이야기 해야 하나요?
A) 이런한 경우 교통 부서 (Transportation Center), 전화번호 (503) 356-4200 로 연락 주십시오.

16. Q) 부모가 버스에 타고 가는 학생을 내리게 할 수 있나요?
A)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학생들이 정해진 정거장과 학교에서만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7. Q) 부모가 학생과 함께 버스 타고 갈 수 있나요?
A) 학교와 교통부서로 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허락 여부는 각 경우마다 다릅니다.

18. Q) 학생은 유리로 된 물건, 식물, 이나 커다란 프로젝트 등을 가지고 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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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깨질 수 있는 유리로 된 물건이나 학생들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은 버스에 가지고 탈 수
없습니다. 학생의 무릎에 보관할 수 없는 커다란 물건은 버스에 가지고 탈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충돌사고가 날 경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충돌 사고가 날 경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19. Q) 학생들은 오전과 오후에 같은 정거장을 이용하나요?
A) 일부 학생은 오전과 오후에 이용하는 정거장이 같지 않습니다. 방과 후 집 대신 데이케어에
가는 학생도 많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이용하도록 정해진 정거장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0. Q) 버스에 스케이트 보드나 악기를 가지고 탈 수 있나요?
A) 학생의 안전상 스케이트 보드는 버스에 함께 가지고 탈 수 없습니다. 악기는 버스에 자리가
있고 학생이 안전하게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면 함께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적힌 모든 정보는 일반 학기 중과 여름학교 기간 중 모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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