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규정과 절차 

 
1. 일반 정보 

 

1.1 ISQ는 이번 학년도에 학교 교통에 관한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받은 8대의 노란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1.2 ISQ 는 공식적으로 지정된 버스 노선도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만 교통을 

제공합니다. 공식 노선도는 개학 2주 후에 최종 확정이 됩니다. 

1.3 제안된 노선도가 변경되어 최종 공식 노선도에서 제외될 경우, ISQ는 교통비를 

환불해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1.4 ISQ는 아래의 링크와 같이 최신의 버스규정을 웹사이트에 공지합니다. 
https://isqchina.com/en/community/parents 

1.5 신입생은 등록시에 버스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학생은 매 쿼터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1.6 각 버스마다 한 분의 버스 TA선생님이 계십니다. 버스 TA는 버스 운행 시  

운전기사님의 운전 실력과 학생들의 행동을 관찰하게 됩니다. 각 학생의 

부모님, 정해진 보호자, 친언니나 친오빠(4 학년 이상), 보호자 혹은 아이를 

마중나오도록 부모님의 승낙을 받으신 분께서는 ECC 부터 3 학년 학생들이 

버스에 승/하차할 때,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동행하셔야 합니다. 

1.7 버스의 각 좌석은 사고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1.8 학교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버스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학생 

버스 품행 규정 참조) 

1.9 버스규정과 절차에 관한 질문은 각 부서의 교장 선생님 혹은 ISQ 교통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2. 도착/출발 시간 
 

2.1 ISQ 모든 버스는 매일 오전 7:50분 전까지 학교에 도착하고 오후 3:30분에 

학교에서 출발합니다.  

2.2 모든 버스는 시간표에 공지된 대로 제시간에 출발할 것입니다. (버스시간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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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버스 정류장의 위치 
 

3.1 ISQ의 스쿨버스는 북쪽으로는 청양 세기공원 북문, 서쪽으로는 홍콩서로 46번, 

동쪽으로는 사지커우 동지앙까지 운행됩니다.  

3.2 ISQ 는 모든 버스의 운행 시간을 60 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버스 회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3.3 버스 정류장은 일반적으로 5 명 이상의 학생들이 탑승할 수 있는 위치로 

지정됩니다.  

3.4 5명 미만의 학생이 원하는 장소는 기존 노선상에 있지 않는 새로운 이상 버스 

정류장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3.5 예비 버스 노선도는 매 학년도 시작 전 이메일을 통해 ISQ 가족분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3.6 정식 버스 노선도는 매 학년도 시작 2주 후, 이메일을 통해 ISQ 가족분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3.7 버스 신청서를 작성하신다고 하여 원하는 정류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4. 학교 버스 비용 
 

4.1 자녀가 학기초부터 ISQ의 버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원하신다면 학년도 초에 

일년치 버스비용 전액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4.2 학기가 시작된 이후 입학한 학생들은 입학한 쿼터의 전체금액과 남은 쿼터 

전체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4.3 버스비는 정해진 기간 내에 모두 납부되어야 하며 필요시 쿼터별로 환불됩니다.  

 

5. 학부모님의 역할 

5.1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이 버스 시간에 늦어 차량을 이용하지 못할 시, 대신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을 미리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이는 등교와 하교, 방과후 

활동 등의 모든 경우에 적용됩니다.  

5.2 오후 하교시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를 위해 버스정류장으로 마중 나오셔야 

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버스에서 하차할 때 자녀들의 안전과 보호에 책임이 

있으십니다. 

5.3 만일 집 주소가 변경될 경우,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 적절한 버스노선에 

재배치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일 가능한 좌석이 있다면) 변경 사항을 서류담당 

선생님 (registrar@isqchina.com) 과 교통부 (transportation@isqchina.com)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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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을 주셔야 합니다. 학생들의 정확한 자리, 노선의 정확한 배정을 위해 

적어도 변경되기 일주일 전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5.4 ISQ에서는 버스를 바꾸어 탑승하지 못합니다. 노란 버스는 전에 운행했던 큰 

버스보다 한정된 자리를 보유하고 있어 좌석 보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ISQ 는 본인의 정규 정류장이 아닌 다른 정류장에서의 승하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6. 학생버스 품행규정 
 

6.1 편안하고 안전한 스쿨버스 탑승을 위해서 모든 학생들은 다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오전: 

6.1.a.1 학생들은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정된 시간보다 적어도 1분 일찍 

나와서 기다려야 합니다.  

6.1.a.2 학생들은 질서있게 버스에 탑승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오후: 

6.1.b.1 학생들은 버스가 출발하기 2 분 전까지 버스에 탑승해야 하고 일단 

버스를 탄 후에는 계획된 버스 정류장에 도착할 때까지 내릴 수 없습니다. 

6.1.b.2 학생들은 질서 있게 버스에 탑승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6.1.b.3 학생들은 버스 TA선생님 없이 버스에 탈 수 없습니다. 

6.1.b.4 학생들은 해당 버스 TA의 지시가 있을 때에만 그 버스에 탈 수 있습니다. 

 

버스 내에서: 

6.1.c.1 버스 TA선생님을 존중하고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6.1.c.2 버스 기사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6.1.c.3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6.1.c.4 조용히 말해야 합니다. 

6.1.c.5 안전벨트는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버스가 완전히 멈추었을 때 

안전벨트를 풀 수 있습니다.  



6.1.c.6 버스 안에서 음식 먹기, 음료 마시기, 껌 씹기, 위험 혹은 날카로운 장난감 

가지고 놀기, 화장하기 등 버스의 다른 승객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동들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6.1.c.7 버스 TA의 동의 없이는 창문은 항상 닫혀있어야 합니다. 

6.1.c.8 만일 버스 TA 가 창문을 열도록 허락한다면 신체 일부분을 창밖으로 

내밀어서는 안됩니다.  

6.1.c.9 안전 운행을 위해 학생들은 조용하게 이야기할 수는 있으나, 다른 이들과 

버스 기사에게 소리치거나 크게 말해서는 안됩니다.  

6.1.c.10 버스 내에서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무음모드 혹은 이어폰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어폰 착용시, 버스 TA 선생님의 지시사항이 들릴 

정도의 볼륨으로만 들어야 합니다.  

6.1.c.11 학생들은 좌석 등받이를 눕히거나 발을 앞좌석 등받이 위로 올리는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버스 하차 후: 

6.1.d.1 만일 학생이 지정된 버스 하차장에서 길 건너편으로 걸어가야 한다면, 

버스 뒤로 지나가야 합니다.  

6.1.d.2 ECC 부터 3 학년까지의 학생들은 부모님, 정해진 보호자, 친언니 

친오빠(4학년 이상), 학부모님의 승낙은 받은 분과 함께 길을 건너야 

합니다. 학생이 혼자 길을 건널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부모님께 있습니다. 

 

7. 버스 규정을 위반한 경우: 

 

ECC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부모님께 직접 연락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 - 경고장 

7.1.a 만일 학생이 한 분기에 2번의 경고장을 받는다면 학생은 쉬는 시간을 한 

번 잃게 됩니다. 

7.1.b 만일 학생이 한 쿼터에 쉬는 시간을 3번 잃게 된다면 해당 학생은 한 쿼터 

동안 스쿨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고, 해당 쿼터의 버스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 버스품행장 

7.1.c 만일 학생이 한 학년도에 버스품행장을 2 번 받게 된다면 그 학생은 

디텐션(방과후에 남는 벌)을 받게 됩니다.  

7.1.d 무례한 행동이나 어떠한 심각한 위반으로 버스품행장을 받게 된다면 즉시 

디텐션이 주어집니다.  

7.1.e 만일 학생이 한 학기에 3번의 버스품행장을 받게 된다면 그 학생은 해당 

쿼터에 스쿨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이미 지불된 해당 쿼터의 

버스비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ISQ 버스 담당자  

연락처: 88815668 ext. 7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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