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2023 
등록 양식 교통편 

양식들은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다음 주소지로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North Thurston Public Schools Transportation 
Department 6620 Carpenter RD SE 

Lacey WA, 98503 360-412-4545

학생 정보: 오전 & 오후 - 교통 편 오전 교통편 오후 교통편 

성: 이름: 생년월일: 

학년: 학교: 

귀하의 자녀는 전학생입니까? 아니면 근처 학교(주소에 따라 자동 배정)에 다닙니까? 전학생 근처 학교  

학생 도로명 주소 Zip 코드: 

귀하의 자녀는 특수 과정(TAG, 영어 학습자, 이중 언어, New Market) 소속입니까? 

귀하의 자녀는 특수 교육 서비스에 의한 교통편을 제공받습니까? 

귀하의 자녀는 성씨 기준으로 지정된 날짜에 출석합니까? 아니면 변경되었습니까? 네  아니오  

귀하는 근처 학교 경계 내 주간 돌봄 서비스로 오가는 교통편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네  아니오  

언제 주간 돌봄 서비스로 가거나 집으로 옵니까? 오전 오후  오전/오후 모두  

오전 주간 돌봄 명칭: 주간 돌봄 주소: 주간 돌봄 전화번호: 

오후 주간 돌봄 명칭: 주간 돌봄 주소: 주간 돌봄 전화번호: 

부모/보호자 정보: 

성: 이름: 

집 주소: 시: Zip 코드: 

전화: 이메일: 

버스 좌석을 예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짜:전화:[서명]:

Smart Tag Parent Portal을 통해 경로 정보를 수신하시거나  학년도 경로 정보가 발표되는 8월 말에 온라인으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편 
관련 연락은 Smart Tag를 통해 가족 여러분께 제공될 것입니다(버스 지연, 경로 변경 등). https://parent.smart-
tag.net/%40norththurston에서 확인하세요 
Smart Tag Parent Portal에 등록해 주십시오. 등록 안내 및 추가적인 자주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등록 확인 이메일에 담긴 Smart Tag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학생들은 매일 Smart Tags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등록은 서비스의 보장 또는 약속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교통편 서비스는 ‘NTPS 정책 및 절차 ’, WAC와 RCW의 ‘정책 및 절차 ’에 설명된 것과 
같이 제공될 것입니다 . 추가 안내는 ‘자주 있는 질문 ’(FAQ)을 참조하십시오 .** 

전학생의 교통편은 부모/보호자의 책임입니다 . 전학생에게는 버스가 배정되지 않습니다 . 

유치원생입니까? 귀하가 아닌 다른 사람이 버스 정류장에서 유치원생을 기다리게 되는 경우 , ‘유치원생을 위한 필수 마중 인도 면제 ’(Must-Be-
Met Release Waiver)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 https://www.nthurston.k12.wa.us/buswaivers 

특수 교육 학생입니까? ‘SPED 교통편을 위한 필수 마중 인도 면제 ’(Must-Be-Met Release waiver) 양식을 제출해 
주십시오. https://www.nthurston.k12.wa.us/buswaivers 

http://www.nthurston.k12.wa.us/buswaivers
http://www.nthurston.k12.wa.us/buswa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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