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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사에게 무례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버스의 총 책임자는 운전사이며 운전사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운전사는 어떤 식의 나쁜 품행에 대해서든 학교 교장에게 보고할 것이다.  

3. 운전사는 언제든지 학생들을 지정된 자리에 배치할 수 있다. 

4. 버스가 움직이고 있을때, 학생들은 팔이나 머리를 창밖으로 내밀어서는 안되며, 버스에 타고 내리려 하거나, 
버스 내에서 돌아다녀서는 안된다. 

5. 학생들은 버스 바닥이나 창 밖으로 종이나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된다. 

6. 버스에 타고 있을때, 학생들은 조용하고 예의바르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 

7. 발로 버스내부를 문지르거나, 싸우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안좋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8. 학생들은 휴대용 라디오나 불필요한 대화로 버스 운전사를 산만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9. 고의로 버스에 파손을 야기할 경우 그 학생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전가된다. 

10. 버스에서 내릴때, 학생들은 버스 운전사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버스가 정류장을 떠나고, 길 양쪽 방향을 
다 잘 볼 수 있게 될 때까지 길을 건너서는 안된다. 

11.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학생이나 부모는 스쿨 버스에 탈 수 없다  
 

• 유효한 버스 패스  
• 버스 운전사의 허가  
• 학교 교장이나 교장 대리의 허가 

12. 스쿨 버스에 실을 수 있는 기구는 한정되어 있다.  싣는 물건에 대한 시비가 있을 경우, 최종 결정은 
운전사가 내린다.  버스 복도에는 물건을 놓아둘 수 없다. 

• 악기는 악기 케이스에 들어있어야만 버스에 실을 수 있다.  가능하면 학생의 무릎에 놓도록 하고, 자리에 
여유가 있을 경우 운전사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곳에 싣는다.  

• 스케이트와 스케이트 보드는 더플백에 넣어 더플백을 완전히 닫아야만 실을 수 있고, 운전사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곳에 실어야 한다.  

• 스키/스키폴, 하키 용품은 고속도로 법령에 따른 물품 보관 공간이 비치된 스쿨 버스라야만 실을 수 있다.  
• 프로그램과 관련된 물건은 버스에 충분한 자리가 있고,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을 경우 버스에 실을 수 있다.  
미리 교장(혹은 교장 대리)과 버스 운전사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 동물, 새, 총기, 폭발물, 물총, 위험한 물건은 버스에 실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