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orm:  3010–RF Alternate Bus Registration – Korean                                                                  Reviewed SY 14-15/ Revised SY 12-13rs 

Alternate Address Approved ____________________                       School Use Only:                                                                        
DAYCARES:  FAX TO ATTENDING SCHOOL     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CHOOLS: Students with a permissive transfer are not eligible for GCPS transportation. 
Approval is required for all alternates other than commercial daycares. 
 
The Alternate Bus Stop goes into effect after this data has been approved by your 
Transportation Supervisor and entered into SASI. 
 
 
Alternate Address Approved ____________________                                                                          Alternate Address Declined _____________                      

(Transportation Supervisor/Designee)                                                                                                             (Transportation Supervisor/Designee)                     
 

                                                                                                                                                                             

_____학사연도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 학생의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학교버스 승.하차  등록 서식  
(Alternate Bus Stop Registration)  

  
  

학교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 ID_____________________학년________교사___________________  
  

학생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생년월일_______________________  

   성         이름  

집 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PT#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역(CITY)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우편번호_________________   집 전화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휴대폰 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장 전화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변경이 이사한 새 주소로 인해서 입니까?   예 ________   아니오 ____________   

  

다음 사항이 모두 해당될 경우만 계속 기입하십시오:  

1.  아래에 기입한 학교버스가 아침 그리고/또는 오후에 올 장소가  주 5일 전부 다에 해당됨.  

2.  아래에 기입한 학교버스가 아침 그리고/또는 오후에 올 장소가 자녀의 지정된 학교 지역내에 위치하거나    

     또는 보육인(sitter)/보육원(daycare)이 자녀의 모든 교통편을 책임짐.  

3.  자녀가 등교 전 그리고/또는 방과 후에 보육원/보육인/친척에게로 감.  

4.  자녀의 지속적인 운송에 변화를 주기 원하실 경우 부모님이 학교에 새로운 대안 버스 승.하차 지점 등록 서식(Alternate Bus Stop    

     Registration form)을 제출하기로 동의함   

5.  보육원(daycare) 때문이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한 대안 주소 요청(Alternate address requests)은 운송 감독의 승인을 요하며 주 5일 모두에    

     대한 것이어야 함.   

주의 다른 요일에 다른 장소에서 학생을 픽업하거나 하차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비상 상황인 경우, 자녀의 학교에서 학교 버스 패스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아침 주소(MORNING ADDRESS):  집 주소가 아닌 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pt #)                             시            우편번호  
  

보육원(daycare)/보육인(sitter)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보육원에서 보육원과 학교 사이의 교통편을 제공합니까?             예______    아니오______  
  

서비스 개시 요청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오후 주소(AFTERNOON ADDRESS):  집 주소가 아닌 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pt #)                          시           우편번호  

보육원(daycare)/보육인(sitter)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보육원에서 보육원과 학교 사이의 교통편을 제공합니까?            예______    아니오______  
  

서비스 개시 요청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부모 성함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부모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모 서명이 있어야 요청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날짜______________________  

Alternate Address entered into SASI 

         
(Date Entered) (School Official Name)

Route # _____________ 
Car Rider ___________ 

Daycare ____________ 



 

Form:  3010–RF Alternate Bus Registration – Korean                                                                  Reviewed SY 14-15/ Revised SY 12-13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