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운전자 매뉴얼
♥ 도로 정차 중인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어린이들이 타고 내릴때
♥ 통학차량이 정차한 차로와 옆 차로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 및
보행자 등 주위를 확인 후 천천히 이동한다.

* 교통사고 사망률 비교(안전띠 착용 VS 미착용)

[범칙금]최고 10만원(도로교통법 제51조 등)

2010

0.5

0.42
2011

1.45
0.43

2012

안전띠 착용(%)

♥ 중앙선이 없는 도로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로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 및
보행자 등 주위를 확인 후 천천히 이동한다.

1.8

1.7

1.43

1.41
0.45

어린이통학차량

매일 매일 ~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운전

전좌석 안전띠 착용은
필수입니다!

0.39

2013

2014

안전띠 미착용(%) 출처 : 교통안전공단

안전띠 미착용시,
안전띠 착용시보다
사망률이 약 4배 높습니다.

서행

정지

정지

어린이

♥ 어린이가 탑승한 어린이 통학차량이
도로 이동중일 때 (통학차량, 어린이 보호표시 부착됨)
♥ 어린이 통학차량을 앞지르지 않는다.
[범칙금]최고 10만원(도로교통법 제51조 등)

* 해외 선진국의 안전띠 착용률 비교
국가명

대한민국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앞좌석

78%
22%

97%
97%

99%
84%

95%
89%

87%
74%

98%
61%

뒷좌석

* 안전띠 미착용시 사상 위험이 높음에도 해외 선진국 대비
안전띠 착용률이 매우 낮습니다.
* 운전자 및 동승 보호자는 어린이가 전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어린이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동승자
매뉴얼

어린이 통학차량은 내 아이가
타고 있다고 생각하고 안전운전을
해야 하며 승하차 시에
아이들의 안전이 먼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 해야 합니다

운전자 매뉴얼

동승 보호자 매뉴얼

동승 보호자가 없는 경우 운전자가 동승 보호자의
역할도 해야 하며, 2017.1.29.부터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의 동승 보호자 탑승이 의무화 됩니다

♥ 승차할 때

※15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 보호자 탑승 의무화 (도로교통법 제53조, 2015.1.29. 시행)

♥ 승차할 때
♥ 차량 주위에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 후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옆에 정차한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는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의 안전운전과 법규준수로 얼마든지
예방 가능 합니다!

♥ 차량이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옆에 정지한 것을 확인한 후
어린이를 승차시킨다.
♥ 어린이를 좌석에 앉혀 안전띠를 매주고, 주변에 다른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 모두 승차하면 문을 닫고, 운전자에게 알려
서서히 출발하도록 한다.

♥ 운전자는 하차하여 어린이를 승차시킨 후
좌석에 앉혀 안전띠를 매준다.
♥ 운전자는 모든 어린이가 안전띠를 맨 것을 확인하고
문을 닫은 후 출발한다는 것을 어린이에게 알린다.
♥ 광각실외후사경 등을 확인 차량 주위에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어린이통학차
량

♥ 다른 어린이가 있는 경우, 다시 하차하여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후 서서히 출발한다.

♠ 운행 중일 때

♠ 운행 중일 때

♠ 어린이가 안전띠를 풀고 있지 않은지
수시로 확인 후, 안전띠가
풀어진 경우 즉시 매준다.

♠ 어린이가 안전띠를 풀고 있지 않은지
수시로 확인한다.
♠ 안전띠가 풀린 어린이가 있는 경우
차를 정차시킨 후 직접 안전띠를 매준다.
♠ 어린이가 차창 밖으로 손, 물건 등을
내밀거나 장난치지 않도록 확인한다.

어린이는 어른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 하차할 때
♣ 차를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옆에 안전하게 정차시켜
기어를 중립에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린 후 직접 하차한다.

● 어린이는 뛰어 다니는 경향이 있으므로
항상 주위를 잘 살펴야 합니다.

♣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오는지 살피고 문을 연 후
한 명씩 하차시켜 보호자에게 인계한다.

● 어린이는 몸이 작아 잘 보이지 않고,
작은 충격으로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항상 속도를 줄여 운행해야 합니다.

♣ 하차한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
차 문을 닫고 서서히 출발한다.
※어린이가 반대편으로 길을 건널 경우
운전자(동승 보호자 미탑승시)가
함께 건넌다.
♣ 운행 종료 후에는 차안에
어린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 어른의 말을 아직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데도 서툴러
잘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 어린이가 차창 밖으로 손, 물건 등을
내밀거나 장난치지 않도록 한다.

♣ 하차할 때
♣ 차량이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옆에 안전하게
정지한 것을 확인한 후 안전띠를 풀어준다.
♣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오는지 살피고 먼저 하차하여,
어린이를 한 명씩 하차시켜 보호자에게 인계한다.
♣ 하차한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하는 것을 확인 후,
차 문을 닫고 운전자에게 알려 서서히 출발하도록 한다.
※하차한 어린이가 반대편으로 길을 건널 경우
동승 보호자가 함께 건넌다.
♣ 운행 종료 후에는 차안에 어린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량
학차
이통
어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