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ristian Sprout International School 
SCHOOL BUS BEHAVIOR RULES 

(스쿨버스 탑승 시 지켜야 규칙) 

 
 
                   Student’s Name:                     

                                          (학생이름) 
                                         Current Grade:                       

                                               (학년) 

 
Any student who rides a Christian Sprout International School bus MUST agree to follow:  
(크리스챤 스프라웃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은 아래 준수 사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1. Students are to remain seated in their assigned seat, with the safety belt fastened, 

until the bus arrives at school or their stop.                                    --------- 
(학생은 버스를 탑승해서 도착지까지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안전을 위하여 안전 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                            

2. Food, beverages, and chewing gum are NOT allowed on the bus.                --------- 
(버스 안에서는  껌, 음료수, 음식 섭취가 일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Students are not to distract the driver in any way.                              --------- 
(학생은 운전자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됩니다) 

4. Throwing any item inside the bus or out the window is not allowed.               --------- 
(버스 안이나 창문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일체 금합니다.) 

5. Behave properly at all times. No yelling or shouting. Keep voice at talking level.    --------- 
(탑승 해 있는 동안 시끄럽게 떠들거나 소리지는 행위는 일체 금합니다.) 

6. Keep arms, legs and other body parts inside the bus. Do not throw any object out 
of the bus window.                                                         --------- 
(손이나 몸을 창문 밖으로 내미는 행위는 절대 금합니다.) 

7. The school’s discipline policy applies to all students being transported on the  
school bus.                                                                --------- 

 (스쿨버스 규칙은 스쿨버스는 탑승해 있는 동안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됩니다.) 
 
The following Discipline procedure will be used: 

       (위 준수 사항 위반 시 아래와 같이 징계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1ST OFFENCE    Warning is issued by Bus Driver and/or Bus Supervisor 
        (1번 위반 시)       (운전기사 또는 스쿨버스 관리자가 주의를 줌)            

2ND OFFENCE    Detention after class 
(2번 위반 시)       (Parent to pick student up from CSIS on Detention day.) 

         (방과 후 벌칙-이날은 학부모가 직접 학교에 오셔서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3RD OFFENCE    One-week suspension of bus privileges. 
(3번 위반 시)         (1주일 버스 탑승이 불가함.) 
4TH OFFENCE    One-month suspension of bus privileges or no more bus service 
(4번 이상 위반 시)    (한달 동안 버스 탑승이 제한 되거나 더 이상 버스 이용이 어려움.) 
 
 
 
 
 
 
Parent/Guardian                                  D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