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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차장 이용 수칙 및 통학차량 안전 탑승 안내
안녕하십니까? 여느 때보다 건강과 안전이 중요시 여겨지는 요즘입니다.
본교는 전주 모든 지역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어 등∙하교 시간이 매우 혼잡합니다. 이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등·하교 방법(주정차 및 주
차장 이용수칙과 이용도) 및 통학차량 안전 탑승 방법을 안내해 드리오니 함께 실천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학교 주차장 이용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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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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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차랑은 정·후문 앞도로 가장자리(가변차로)에 정차한 후 운전자가 내려 학생이 안
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문을 열고 하차시킨 후 인도를 통해 등교하는 모습을 확인 후 운전
석 탑승 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회전교차로 및 앞주차장은 하차를 위한 잠시 정차만 가능하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학부모 및 외부 차량의 교내 출입은 자제바랍니다.

나. 하교 시
1) 통학버스(학원차량): 정문 앞(팔달로) 정차구역과 교내 조류장 앞 주차장
2) 학부모 차량: 후문 이용(교내 주차장)
3) 통학버스(학원차량) 기사님은 지정된 차량 탑승 주차구역에 차량을 대기시킨 후에 학교
안으로 들어와 학생대기 장소에서 같은 방면 학생들을 모아 인솔하여 학생들을 탑승시키
고 착석하면 안전벨트 착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차량을 이동시킨다.
4) 학부모님께서는 지정된 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시킨 후 학부모차량 탑승 대기장소에서 학생
들을 맞이하여 횡단보도로 인솔 차량에 승차한 후 이동한다.

다. 차량 학교 이용수칙
1)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본관 동으로 진입할 시 뒤쪽 주차장 쪽으로 안전하게 차량진입하고,
운동장 쪽의 인도는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진입을 통제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만 개방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2) 교내에서는 안전속도(20km 이내)를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교직원의 통제가 있을 경우 적극적
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통학차량 안전 탑승 방법
가. 스쿨존 주행 방법
1) 스쿨존은 학교주변 300m이내의 주 통학로로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주차금지지역으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2) 아이들은 대체로 체구가 작고, 주변 및 속도에 대한 인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속 30km의
제한 속도를 준수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중과실 항목에 해당됩니다.

나. 통학차량 이용 안전 수칙
1) 차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량에 탑승하며 차가 멈추기 전에는 타려고 뛰어가지
않는다.
2) 출발 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안전을 위해 바르게 앉는다.
3) 차량이 운행 중일 때는 큰소리로 떠들거나 장난하지 않으며, 창문을 열고 손이나 얼굴을 내밀
지 않는다.
4) 차량이 달릴 때에는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의자 위에 올라가지 않으며,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기다린다.
5) 목적지에 도착하여 내리기 전까지 안전벨트를 착용하며, 차에서 내리면 보호자를 향해 바로
달려가지 않고 좌우를 살핀 후 걸어서 간다.
6) 옆 친구가 잠들었거나 이상이 있을 경우 선생님께 알리고, 차례를 지켜 하차하며, 차량의 앞뒤
로 지나가지 않는다.

다. 통학차량 갇힘사고 예방 안전 수칙
1) 차량 운전자 및 안전동승자는 등하교시 차량 내 남아있는 학생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2) 친구가 차에서 내리지 않았거나 남아있다고 생각되면 바로 운전자나 인솔자 및 주변 어른들에게
말씀드린다.
3) 아이가 통학차량에 갇혔을 때를 대비하여 평소 차량 경적을 이용한 SOS 구조 요청을 훈련시킨다.
※ 위의 내용은 우리 전주부설어린이들의 교통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약속이므로 조금 불편하고
번거로우시더라도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학생들과
통학차량 운전자 등에게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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