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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통학 정보
유치원 학생 학부모 귀하:
34학군은 학교로부터 최소 1½마일 혹은 일리노이 주 교통부(Illinoi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IDOT) 및 교육
위원회에서 “위험 지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무료 교통편을 제공합니다. 무료 통학 자격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동봉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전반 유치원 학생:
유치원 학생은 같은 학교의 다른 학생들과 같은 버스 정류장에 배정됩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 정류장에서 승차하게
됩니다. 오전 11시 30분, 버스가 오전반 학생들을 지정 버스 정류장 (집이 아님)으로 데려다줍니다. 반드시 성인이 이
버스를 맞이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운전기사는 성인이 보이지 않을 시 학생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오후반 유치원 학생:
정오에 버스가 지정 버스 정류장(집이 아님)에서 학생을 태울 것입니다. 학생은 지정된 시간에 외부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방과 후 유치원 학생은 같은 학교의 다른 학생들과 함께 해당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에서
내립니다. 해당 장소나 집에서 누군가가 학생을 맞이해야 하나, 운전기사가 성인이 보일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유료 통학 신청서:
1½마일 이내나 주에서 승인한 안전 위험 구역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은 통학을 신청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
자리가 있는 버스가 있어야 합니다. 비용은 교육 위원회에서 매년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결정합니다. 저희는 4월
초에 모든 유치원 학부모님께 연락해 통학 비용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Wesley 유치원을 다니게 될 학생과 무료
통학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들은 통학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등교 첫날:
등교 첫날은 유치원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등교 첫날 학생들은 버스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첫날에는 버스 패스와 정오 노선도 사본을 제공하고 버스 운행은 둘째 날(성이 A~L로 시작하는 유치원
학생의 경우) 혹은 셋째 날(성이 M~Z로 시작하는 유치원 학생의 경우)부터 시작됩니다.

추가적인 버스 정보는 8월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http://www.glenview34.org/aboutUs/transportation/.을 방문하십시오. 웹
사이트에서 해답을 얻지 못하신 경우 저에게 jattaway@glenview34.org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847)9985064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저희는 안전하고 즐거운 학년도가 되기를 고대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Rob Conner
통학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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