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B 참가의향서 양식

워킹 스쿨버스

양식을 작성하셔서 여러분의 학교 오피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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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주실 분
WSB의 다양한 활동을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를 신청하시면 WSB의 학부모 코디네이터가 연락을 드립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야를 표시해 주세요.
주 1회 오전/오후 교통안전지도

WSB의 행사나 모임에서의 도움

WSB 활동을 소개하는 안내서 만들기

WSB 생일카드나 신규회원에 대한 안내서 발송

기타 여러분이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야(구체적으로 써주세요)

기타 자세한 정보

ctsouth@aucklandtransport.govt.nz
ctnorth@aucklandtransport.govt.nz
ctcentral@aucklandtransport.govt.nz
ctwest@aucklandtransport.govt.nz
전화: (09) 355 3553
웹사이트: www.aucklandtransport.govt.nz
학교 오피스:
본 양식을 여러분의 WSB 학부모 코디네이터에게
보내주세요.

기존의 WSB가 없는 경우에는 위에 기술된 걷기 및
자전거타기 코디네이터에게 보내주세요.

워킹 스쿨버스란
무엇입니까?
워킹 스쿨버스는 어른 자원봉사자의 감독아래
지정된 길을 따라 걸어서 등하교하는 어린이
모임으로 워킹 스쿨버스의 지정된 ‘버스

정거장’에서 어린이들을 데려가고 데려다
줍니다.

워킹 스쿨버스(WSBs)는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숫자를 줄여 우리의 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깨끗하게 만들뿐 아니라 어린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WSBs는 자원봉사자 부모님및 보호자에 의해
운영되며 해당 학교와 오클랜드 교통공단
(Auckland Transport)이 후원합니다.

WSB의 조직과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과
후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에게 정말 좋습니다.
• 어린이들이 즐겁게 친구들을 만나 대화할
수 있습니다.

• 독립심을 기릅니다.
• 다른 나이의 여러 어린이들과 친구가
됩니다.

• 보행자 관점에서 교통안전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 걷기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 전반적인 건강증진과 함께 비만을
줄여줍니다.

• 매일매일의 운동은 집중력, 기억력 및

학습능력 개선을 가져와 학업에 도움이
됩니다.

•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잘 짜여진 다양한
단체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실 이유가 정말
많습니다.
• 자녀를 매일 등하교시키지 않아도 되어 더
많은 여가시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 여러분 이웃의 가정과 친해지게 됩니다.
• 자동차 연료비를 절약합니다.
• 옵션으로 제공되는 워크숍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웁니다. 모든 워크숍은

이력서 작성시 활용할 수 있는 수료증을
제공합니다.

• 여러분께서 학교와 여러분의 자녀는 물론
다른 어린이들을 돕고 있다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 걸어서 학교에 오고가는 규칙적인 운동은
매우 유익합니다.

• 여러분이 봉사를 마칠 때 WSB에서

봉사했음을 확인해주는 증서를 받으시게
됩니다.

WSB는 어떻게 참여합니까?
뒷면의 ‘참가 의향서’를 작성하여 학교
오피스에 제출해 주세요.

WSB의 조직과 운영을 위한
많은 후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의 걷기 및 자전거타기
코디네이터(Walking and Cycling
Coordinator)는:

• 여러분이 WSB를 조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후원합니다.

• 등하교시 이용할 경로의 안전성을
검토합니다.

• 예산지원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 자원봉사자를 위한 정기적 모임과 훈련을
주관합니다.

• 계속적으로 도우미 역할을 수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