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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평안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사, 기흥구노인회 봉사 도우미, 배움터지킴이, 녹
색어머니회 등의 협력으로 교통안전교육 및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등하교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스쿨존에서의 교통안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학교 주변은 스쿨존(School Zone)
1. ‘스쿨존’이란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 일정한 거리
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도
입니다.
2. 스쿨존에서는 신호위반, 과속, 불법주차 등 교통법규 위반 시 가중 처벌됩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가입 및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과 범칙금 및 벌금의 두 배를 부과합니다.
□ 스쿨존 내 교통안전 사고 발생 우려
1. 등하교시간 일부 자가용 등하교 차량 및 학원 차량이 아이들을 학교 안, 정문 주변,
횡단보도 주변 등의 스쿨존에서 내려주고 태우는 경우 다른 학생 안전에 위험을 줄
뿐만 아니라 교통 혼잡을 가져옵니다.
2. 일시적인 교문 앞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지도 시야확보가 어려워 학생들의 횡단보
도 이용 시 교통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습니다.
3. 스쿨존에서 정차 후 출발하기 위해 후진하는 자가용, 학원 차량에 학생들이 부딪
혀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우리학교 스쿨존 교통안전을 위한 차량 자제 협조 사항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역 지침준수에 따른 학생 안전관리를 위하여 외부 차량 진
입을 막고 있사오니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 등하교를 자제합니다. (단, 장애나 부상 등으로 도보
로 등교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
2. 등하교시간 학교 주변 횡단보도, 정문에 차량 주정차를 하지 않습니다.
3. 학생들은 등하교시 횡단보도를 바르게 이용하고 교통안전 수칙을 지킵니다.
※ 차량이 운행이 부득이한 경우 학교 정문, 횡단보도 등의 스쿨존에서 멀리 떨어
진 곳에서 하차하여 걸어서 등하교하도록 합니다.
4. 어린이 통학차량 이용 시 안전띠 착용,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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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현 초 등 학 교 장

참고

어린이 교통안전 슬로건

☞

(슬로건)

어린이 교통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횡단 중 사고예방을 위한 행동요령을 기억하기 쉬운 숫자에 맞추어 표현
어린이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➊일단 멈춰서서 ➋도로 양쪽을 자세히 살펴보고 ➌잠깐 대기한 후 건너는
방어 보행 습관 유도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 ➊정지선에서 무조건 멈춰 서고 ➋주위를 자세히 살펴본 후 ➌조금 늦게 출발하는
안전 운전 습관 생활화

[ 운전자 ]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운행 매뉴얼
❍ 공통
- 어린이는 뛰어다니는 경향이 있으므로 항상 주위를 살핀다.
- 어린이는 몸이 작아 잘 보이지 않고, 작은 충격으로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항상 속도를 줄여 운행한다.
❍ 승차 시
① 차량 주위에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②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옆에 안전하게 정차한다.
③ 동승보호자가 어린이를 차례대로 승차시키는지 확인한다.
④ 동승보호자가 어린이를 좌석에 앉힌 후 안전띠를 매는지 확인한다.
⑤ 모두 승차하고 동승보호자가 문을 닫으면 출발을 알린다.
⑥ 광각실외후사경 등을 확인 차량 주위에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⑦ 다른 어린이가 있는 경우 동승보호자를 통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 시킨다.
⑧ 안전하게 서서히 출발한다.
❍ 운행 중
① 어린이가 안전띠를 풀고 있지 않은지 수시로 확인한다.
② 어린이 안전띠가 풀어진 경우 서행하면서 동승자에게 즉시
안전띠를 매도록 한다.
③ 어린이가 차창 밖으로 손, 물건 등을 내밀거나 장난치지 않도록
수시 확인한다.
❍ 하차 시
① 차를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옆에 안전하게 정차한다.
② 기어를 중립에 놓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올린 후 동승보호자에게 알린다.
③ 동승보호자에게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오는지 뒤쪽을 살피도록 한다.
④ 동승보호자가 문을 열고 먼저 내리도록 한다.
⑤ 한 명씩 안전하게 하차시켜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것을 확인한다.
⑥ 하차한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다.
(어린이가 반대편으로 길을 건널 경우 동승보호자가 함께 건너도록 한다)
⑦ 운행 종료 후에는 차안에 어린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⑧ 차문을 닫고 서서히 출발한다.

[ 동승보호자 ]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운행 매뉴얼
❍ 공통
- 어린이는 뛰어다니는 경향이 있으므로 항상 주위를 살핀다.
- 어린이는 몸이 작아 잘 보이지 않고, 작은 충격으로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승차 시
① 차량이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옆에 안전하게 정지한 것을 확인한다.
② 어린이를 차례대로 승차 시킨다.
③ 좌석에 앉힌 후 안전띠를 매준다.
④ 주변에 다른 어린이가 있는지 다시 확인한다.
⑤ 모두 승차하면 문을 닫는다.
⑥ 운전자에게 알려 서서히 출발하도록 한다.
❍ 차량 운행 중
① 어린이가 안전띠를 풀고 있지 않은지 수시로 확인한다.
② 어린이 안전띠가 풀어진 경우 즉시 매준다.
③ 어린이가 차창 밖으로 손, 물건 등을 내밀거나 장난치지 않도록 한다.
❍ 하차 시
① 차량이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옆에 안전하게 정지한 것을 확인한다.
② 어린이 안전띠를 풀어준다.
③ 오토바이․자전거가 오는지 뒤쪽을 살피고, 먼저 하차한다.
④ 어린이를 한 명씩 안전하게 하차시켜 보호자에게 인계 한다.
⑤ 하차한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하는 것을 확인한다.
(하차한 어린이가 반대편으로 길을 건널 경우 동승보호자가 함께 건넌다.)
⑥ 운행 종료 후에는 차안에 어린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⑦ 차문을 닫고 운전자에게 알려 서서히 출발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