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항 셔틀 서비스 신청서  

(Airport Service Request) 
 

International Services Office (ISO)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 584-5663 / FAX: (626) 584-5275   

   chanyangjin@fuller.edu   

 

서비스 비용은 미화 50 불 ($50.00)이며 공항 셔틀서비스는 풀러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 미국에 처음으로 입국하시거나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시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서를 보내시기 전에 “공항 셔틀 서비스 안내”를 반드시 읽어 보셔야 합니다. 

 

 

이름 (Name): 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학번: G ___________________ 학위과정: _________________ 

 

미국 도착 날짜(Date & Time of Arrival): _____월(MM)_____일(DD) □오전 _________AM □오후 ________PM 

                                                                                  날짜 (Date)                                             시간 (Time) 

 

미국 출발 날짜(Date & Time of Departure): _____월(MM)______일(DD) □오전 _______AM □오후_______PM 

                                                                                  날짜 (Date)                                            시간 (Time) 

 

항공사 및 항공기 번호 (Airline & Flight Numb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항공사 (Airline)             항공기 번호 (Flight #) 

 

*항공사 예약 번호 (Confirmation Numb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미국 도착지 주소 (Address of Arriva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미국 출발지 주소 (Address of Depar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미국 내 전화 번호 (알고 계신 경우) (U.S. Telephone # (if know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메일 주소 (E-mail)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총 인원 (total # of people): ____________ 명   4살 미만의 아동 (# of children under 4 years of age): _______명 

 

공항 셔틀 서비스 안내 

• 최소 출발 열흘 전에 신청서를이메일 chanyangjin@fuller.edu 로 제출하셔야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가능여부 확인을 위해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입해 주세요. 

• 분명한 도착지 주소 (숙소), 항공사, 항공기 번호, 항공기 예약번호가 없는 경우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숙소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Housing Office (626-584-5445/korean-housing@fuller.edu)에 확인해 주세요. 

• 주말과 휴일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주중 (월-금) 오전 7 시와 오후 5 시 사이에 제공합니다.  

• 서비스 구간은 LA 국제 공항 (LAX)과 풀러 신학교 구간이며 풀러 신학교를 기준으로 반경 5 마일 (8.05km) 이내에 

있는 Pasadena 구간에 제한됩니다. 

• 서비스 가능 인원은 신청자와 동반자 5 명을 포함 최대 6 명까지 입니다. 

• 상황에 따라 신청 받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다른 방법을 찾으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희망하시는 날로부터 최소 5 일전에 서비스 가능 여부를 이 메일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ISO 사용란 

To be completed by OSA 

 

Date Receiv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pproved/Deni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ervice Coordinator 

Community Coordinator’s Name & Phon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ayment Received: □ Yes/□ No Date: _____________ Check #:______________________  Cash: ___________ 

Last Updated 2/1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