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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자녀들의 학업과 학교의 교육활동에 항상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에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안전에 기반한 교통시설의 구축 등 노력으로 전
체 교통사망사고*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PM)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교통사망사고 : ’17년 562명 → ’18년 473명 → ’19년 434명

**

오토바이·PM 교통사망사고 : ’17년 62명 → ’18년 65명 → ’19년 69명

(※ PM : Personal Mobility의 약자로 (전동) 휠·킥보드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 이동수단)
특히, 10월에만 4명의 고등학생이 이륜차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 교통사고 사례
►(이륜차) ’20. 10. 31. 20:58경 광명시 ○○동에서 오토바이 뒷자리에 친구를 승차시
켜 운전하던 학생(17세, 남)이 운전미숙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며 동승자(16세,
남)가 도로에 전도되어 사망(운전자·동승자 헬멧 미착용)
►(이륜차) ’20. 10. 28. 00:25경 평택시 ○○로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학생
(16세, 남)이 운전미숙으로 도로우측의 연석에 부딪치며 중심을 잃고 재차
가로수를 충격하며 도로에 전도되어 사망
►(PM) ’20. 7. 8. 03:40경 수원시 ○○로 앞 노상에서 전동킥보드에 친구를 승차시켜 운
전하던 학생(17세, 남)이 운전미숙으로 도로 연석에 충격 되며 동승자(17세, 여)
가 도로에 전도되어 부상(운전자·동승자 헬멧 미착용)

본교는 이륜차·개인형 이동수단(PM)의 법규위반행위 단속 및 안전운전을 위한 교육 · 홍보
를 강화하고 있으나, 학교에서만의 노력으로는 교통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어 가정에서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오토바이는 현행법상 엄연한 ‘자동차’로 분류되어 무면허·음주·난폭운전이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만16세가 되지 않으면 오토바이 및 전동 킥보드 면허 자체를 취득할 수 없으며 적발 시 무
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습니다.(원동기 면허-만16세 이상, 2종소형-만18세 이상)

1)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16세 이상 취득 가능)
- 운행가능차량 : 125cc 이하 이륜차·50cc 미만의 원동기(스쿠터)
2) 제2종 소형면허 (만18세 이상 취득 가능)
- 운행가능차량 : 125cc 초과 이륜차
둘째, 동승자로 탑승 시 출발 전 헬멧, 장갑, 보호대 등 안전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운행 중에는 신호·제한속도 및 차로를 준수하며 스마트폰이나 이어폰 등의 사용
은 자제하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토바이나 개인형 이동수단(PM)은 자동차와 달리, 주행 중 신체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 교통사고 시 치명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으로 반드시 승차정원을 준수
하고 동승자를 탑승시켜 운행하지 않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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