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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협조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지산초 교육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학교는 도로에 인접해 있어 교통안전 사고의 위험이 많은 곳입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등·하교 안전 수칙을 수시로
지도하며 힘쓰고 있으니 가정에서도 주의, 지도를 통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학교 주변은 스쿨존(School Zone)
1. ‘스쿨존(School Zone)’이란,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 일정한 거리
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2. 스쿨존에서는 신호위반, 과속, 불법주차 등 교통법규 위반 시 가중 처벌됩니다.

□ 스쿨존 내 교통안전 사고 발생 우려
1. 일부 자가용 등·하교 차량 및 학원 차량이 지정 장소 외에서 아이들을 내려주고 태우는 경우
통행 차량 및 도보 통학 학생들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습니다.
2. 지정 장소에서 승·하차를 하는 경우라도 오랜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 교통 혼잡을 초래하여 다른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 교통안전을 위한 협조 사항 안내
1. 등·하교시 자녀들에게 도보 통학을 적극 권장해 주시고, 자녀의 통학로가 안전한지 수시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 등·하교가 필요한 경우 정해진 곳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자녀를 배웅하신 후 규정 속도
내에서 통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학생들은 등·하교시 횡단보도를 바르게 이용하고 녹색 신호로 바뀔 때 갑자기 차도로 뛰어 건너
지 않습니다.
4.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을 경우 꼭 보도로 다닙니다.
5. 차를 기다릴 때에는 안전한 인도에서 차도와 간격을 두고 기다립니다.
6.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새마을운전자회, 배움터지
킴이, 시니어 클럽, 학교 교직원 등 다양한 인력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노력임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
도 등교시에는 교통봉사자가 계신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등교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
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횡단 중 사고예방을 위한 행동요령을
기억하기 쉬운 숫자에 맞추어 표 현
어린이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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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멈춰서서

➋

도로 양쪽을 자세히 살펴보고

잠깐 대기한 후 건너는 방어 보행 습관 유도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
➌

➊

➊

정지선에서 무조건 멈춰 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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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를 자세히 살펴본 후

조금 늦게 출발하는 안전 운전 습관 생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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