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쿨버스 설문 조사 
 

공익을 위한 뉴욕변호사모임(NYLPI)과 어라이즈연합(ARISE Coalition)은 장애 학생의 교통 시스템 

활용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뉴욕 시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를 대상으로 2017-2018 년 및 

2018-2019 년 뉴욕 시 교육청의 버스통학시스템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응답은 엄격하게 비밀을 보장해드립니다.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름 (선택 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선택 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귀하께서 거주하는 행정구(Borough): 

 브루클린 _____________ 

 브롱크스 _____________ 

 맨하탄 _____________ 

 퀸즈 _____________ 

 스테이튼 아일랜드 _____________ 

 

귀하의 자녀가 출석하는 학교의 유형을 선택하세요  

(하나만 선택)  

 유치원 _____________ K-12(유치원-고등)학교 _____________ 

(하나만 선택)  

 교육청 학교 _____________  

 교육청 버스 통학을 이용하는 특수교육 사립학교 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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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자녀/귀하가 다니는 학교 이름(선택 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귀하의 자녀/귀하의 학교가 속해 있는 행정구: 

브루클린 _____________ 

 브롱크스 _____________ 

 맨하탄 _____________ 

 퀸즈 _____________ 

 스테이튼 아일랜드 _____________ 

 뉴욕 시 외 _____________ 

 

귀하는  

 학생입니다 _____________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입니다 _____________ 

 기타 (학생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귀하의 자녀 또는 귀하는 개별교육프로그램(IEP) 또는 504 플랜 대상자입니까? 

 예 _____________  아니오 _____________ 

 

귀하의 자녀/귀하의 IEP/504 플랜에 냉방 버스와 같은 구체적인 교통 편의시설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 _____________  아니오 _____________ 

 

자녀의 IEP/504 플랜이 명시하고 있는 교통 편의시설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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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자녀/귀하가 통학하는데 사용되는 교통 서비스 유형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 

 집 앞과 학교간 통학버스 서비스 __________ 버스 정류장과 학교 간 통학버스 서비스 __________ 

 메트로카드 __________ 기타 __________ 

 

귀하의 자녀/귀하는 보통 어떤 종류의 버스를 타고 통학합니까? (하나만 선택) 

 대형/Full 사이즈 일반교육 버스 _____________ 

 Full 사이즈 특수교육 버스 _____________ 

 미니 왜건/미니 밴 _____________ 

  

귀하/귀하의 학생에게 교통편을 제공하는 버스 회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선택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귀하의 자녀/귀하의 버스 노선이 확정된 때는 올해 언제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버스에 대한 IEP 명령이 모두 실행된 시기에 관해 아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만 선택) 

 개학일 _____________ 

 개학 첫째 주 _____________ 

 9 월 즈음 _____________ 

 10 월 즈음 _____________ 

 아직 실행되지 않았음 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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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자녀/귀하의 IEP 에 냉방버스와 같은 교통 편의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__________  아니오 __________ 

 ‘예’라고 응답하셨다면, 마땅히 명시해야 할 교통 편의 시설을 말씀해 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귀하는 IEP 에 왜 교통 편의시설을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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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  버스 노선 정보 

 

귀하의 자녀 또는 귀하가 다니는 학교와 집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하나만 선택) 

 1/2 마일 미만 _____________ 

 1/2 마일에서 1 마일 사이 _____________ 

 1 마일에서 1.5 마일 사이 _____________ 

 1.5 마일에서 5 마일 사이 _____________ 

 5 마일 이상 _____________ 

 

귀하의 자녀/귀하의 예정 픽업 시간은 언제입니까?   오전 _____________  

학교 수업 시작은 몇 시입니까?  오전 _____________ 

학교 수업 종료는 몇 시입니까?  오후 _____________ 

방과 후 픽업은 몇 시입니까?  오후 _____________ 

버스가 집에 도착하여 학생을 내려주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오후 _____________ 

 

버스가 늦게 와서 귀하의 자녀/귀하가 학교에 지각한 적 있습니까? 

예 _____________  아니오 _____________ 

 

올해나 작년에, 버스가 지연되거나 아예 오지 않아서 귀하의 자녀/귀하가 학교에 지각한 경우는 

대략 몇 번입니까? (하나만 선택) 

전혀 없었음 _____________ 

1-5 회 _____________ 

5-10 회 _____________ 

10-15 회 _____________ 

15 회 이상 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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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  문제들 

학교 버스에 관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1) 버스의 고장: 예 _____________  아니오 _____________ 

‘예’ 응답의 경우, 설명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예’ 응답의 경우, 작년의 경우 몇 번 경험했습니까?  (하나만 선택) 

 1-5 회 _____________ 

 5-10 회 _____________ 

 10-15 회 _____________ 

 15 회 이상 _____________ 

 

2) 버스의 디젤 배기가스 문제:  예 _____________  아니오 _____________ 

‘예’ 응답의 경우, 설명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예’ 응답의 경우, 작년에 몇 번 경험했습니까?  (하나만 선택) 

 1-5 회 _____________ 

 5-10 회 _____________ 

 10-15 회 _____________ 

 15 회 이상 _____________ 

 

3) 버스의 온도 예 _____________  아니오 _____________ 

‘예’ 응답의 경우, 설명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예’응답의 경우, 작년에 몇 번 경험했습니까?  (하나만 선택) 

 1-5 회 _____________ 

 5-10 회 _____________ 

 10-15 회 _____________ 

 15 회 이상 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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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귀하의 자녀의 스쿨버스 통학에 관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다른 문제나 경험들이 있습니까?    

 예 _____________  아니오 _____________ 

‘예’ 응답의 경우, 설명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예’ 응답의 경우, 작년에 몇 번 경험했습니까?  (하나만 선택) 

 1-5 회 _____________ 

 5-10 회 _____________ 

 10-15 회 _____________ 

 15 회 이상 _____________ 

 

5) 버스 운전기사와 안내원이 자녀의 의료적 필요에 대응하는 훈련을 이수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_____________  아니오 _____________ 

 ‘예’ 응답의 경우, 설명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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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항: 불만과 피드백 

교육청 학생통학담당 고객서비스센터에 연락하여 버스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예 _____________  아니오 _____________ 

‘예’ 응답의 경우, 귀하가 전화로 제기했던 그 문제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불만 제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제가 있을 때 버스 회사에 직접 연락한 적 있습니까? 

 예 _____________  아니오 _____________ 

 ‘예’ 응답의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버스 회사에 몇 번 연락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 

 

버스 회사 또는 교육청에서 운전기사/고객 만족도 설문 조사를 통해 귀하의 피드백이나 제안을 

요청한 적 있습니까? 

 예 _____________  아니오 _____________ 

 ‘예’ 응답의 경우, 설명해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우리가 당신에게 연락하여 뉴욕 시의 학교 버스에 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_____________  아니오 _____________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NYLPI 의 파올라 마티네즈 브운(Paola Martinez Boone) 

또는 저스틴 우드(Justin Wood)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betterbuses@nylpi.org    (212) 244-4664 

mailto:betterbuses@nylpi.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