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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우

들어가며

최근 서울 방이동에서 고등학생들을 태운 통학버스가 신호 위반으로 승용차와 충돌하여 고등
학교 3학년 학생 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해당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는 0.01%였지만 음주운전 처벌기준에는 미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받지 않았고, 신
호를 어김으로 인해 업무상 과실 치사 및 치상 혐의로만 구속되었다[1]. 이와 같이 통학버스
의 안전수준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 스코틀랜드의 경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270명의 어린이가 등·하교하는 동안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었고 1,473명의 어린이가 등·하
교 중 부상을 당했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 동안 도로에서 발생한 전체 아동 사고 피해자의
25%~45%에 해당한다[2].

그림 1

거리에 따른 학생들의 통학수단 종류

* Other 수치 표시 제외 및 반올림으로 인해 수치의 총합이 100%가 되지 않는다[2]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학 거리가 멀수록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 수가 많아지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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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통학버스를 제공하는 학교 측에선 통학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본 고에서는 영국의
통학수단 별 위험률,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사항 및 정부가 정한 통학버스 안전 지침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통학 관련 사고율
실태

먼저 통학 중 발생한 사고율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림 2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통학수단별 사고 위험률[3]

[그림 2]는 통학수단별 사고 위험률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여기서 Primary school과
Secondary school은 각각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해당한다. 위 그림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전체 통학수단 중 버스를 이용하여 통학할 때 사고 위험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기타 수단과 버스를 제외하면 중학생의 통학 사고 위험률이 초등학생의 통학 사
고 위험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은 통학 시간대에 따른 통학수단별 위험률을 나타낸 것이다. 전반적으로 하교 시 사
고 위험률이 높게 나타나며 버스를 이용할 경우 위험률이 가장 낮았다. 도보를 이용하는 경우
에는 버스나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위험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버스나 자가용 자
동차에서 하차 후, 집으로 걸어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3

KOTI Vision Zero Brief

영국

그림 3

미국

일본

통학 시간대에 따른 통학수단별 위험률[3]

[그림 2]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사고 위험률이 가장 낮게 나
왔다. 즉, 도보를 제외하고 자전거와 자동차의 사고 위험률과 비교했을 때 버스를 이용하여
등·하교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학버스 사고율이 아무리 낮다고 해도
피치 못하게 발생하게 되는 사고는 피해 학생의 삶과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
문에 통학버스의 철저한 안전운행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영국 정부가 통학버스 안전운행
을 위해 정한 통학버스 운전자의 자격조건을 설명하고, 학교 측에 제시한 지침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통학버스 운전자의
자격조건

통학버스의 조건
통학용 버스는 9명에서 16명을 태울 수 있는 자동차로 정의한다. 이는 운전면허청에서 정의
한 Category D1 운전면허로 운행되는 차량에 해당된다. Category D1은 다음과 같다.

a. 16인승 이하
b. 차량의 길이는 최대 8m
c. 트레일러 최대 중량 750kg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조건
통학용 버스 조건에 따라 Category D1에 해당하는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통학버스를
운전할 수 있다. 그러나 Category B(보통 자동차)를 보유한 운전자의 경우 다음 조건 하에
통학버스를 운전할 수 있다[4].

a. 1997년 1월 1일 전에 Category B 운전 시험을 통과한 경우[4]
- 해당 운전자의 면허증은 Category D를 자동으로 포함한다. 따라서 16인승 통학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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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할 수 있다.

b. 1997년 1월 1일 당일 또는 1월 1일 후에 Category B 운전 시험을 통과한 경우[4]
- 운전자는 만 21세 이상, Category B 면허증을 최소 2년 이상 유지하고 있어야 함
- 운전자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통학버스를 운전함
- 운전자는 연료 및 주차 비용 등 운행비용(톨비 및 차량 유지비 포함)을 지원받을 수 있지
만, 통학버스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받을 수 없음. 즉, 자원봉사자로서 자발적으로 서비스
를 제공해야 함
- 운전 가능한 통학버스의 총 중량은 3.5t(장애인 전용 장비를 포함한 경우 4.25t)으로 제한
- 트레일러는 견인할 수 없음

운전자의 연령이 만 70세로 Category B 운전면허증이 만료된 경우, 정부가 제시하는
Category D1 운전면허 소지자 용 의료 기준에 부합되는 자에 한해 운전면허를 요청 및 갱신
할 수 있다. 만 70세가 아닌 경우에도 운전자는 개개인의 운전면허를 위해 정부가 제시하는
의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4].

통학버스 안전 관련
정부 지침

통학 안전 관련 정부 지침은 법적 효력이 없는 권고사항이며, 정부가 학교 측에 내린 지침이
다[2].
a. 크고 눈에 띄는 통학버스 표지판을 사용해야 한다.
b. 학생들의 승·하차 전에, 위험 경고등(Hazard warning lights)을 항상 사용해야 한다.
c. 통학버스의 모든 좌석에는 Three points seatbelt([그림 4])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d. 운전자는 안전벨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e. 모든 통학버스에 CCTV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f. 운전자는 최소 3년의 무사고 운전자여야 한다.
g. 운전자의 최소 연령은 25세이어야 한다.
h. 지속적인 안전 운전 지식 취득과 기술 향상을 위해 운전자는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제공
하는 방어적 운전 교육(defensive driver training)에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i. 학교 측에서는 통학버스 운전자와 계약 시 벌칙 포인트를 도입하여 벌칙 포인트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 예를 들어, 버스 운행 중 운전자가 통학버스 표시
를 표출하지 않는다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반복적으로 안전 규칙을 불이행하는
경우 학교 측은 운전자와의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
j. 학교는 학생이 통학버스에서 승·하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해야 한다.
k. 학교는 통학버스 운행 경로에 대한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여기서 통학버스 사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정부가 아닌 학교 측에서 책임을 지
기 때문에 학교 측에선 정부가 제공하는 지침을 학생 안전과 함께 수행해야 한다.

5

KOTI Vision Zero Brief

영국

그림 4

마치며

미국

일본

Three-point seatbelt

통학버스는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등·하교를 할 때 이용하는 만큼 안전에 민감해야 하는 중
요한 차량이다. 영국에서 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뿐 아니라 학교 측의 책임이 무겁
기 때문에 학교는 정부에서 내린 권고 수준의 지침을 바탕으로 통학버스 운전자 및 차량 관리
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사고 발생 시 후속 조치에만 집중되어 있고, 학교 측보단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는 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했었던 학교에
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 만약 정부에서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학교 측에 부여하여 학교 측에서 통학버스 운행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장려한
다면, 통학버스 관련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1] https://www.nocutnews.co.kr/news/5240373
[2] Smith, N.K.L., 2013. Improving School Transport Safety-Main report. Improving School Transport
Safety-Main report, 1(1), pp.1-99.
[3] Kinnear, N. and Smith, L., 2010. A Guide to Improving School Transport Safety: Casualty risk,
responsibilities and legal requirements, and ten ways to reduce risk on the school journey.
[4]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driving-school-minibuses-advice-for-schools-and-local-authorities
[5] https://carbiketech.com/seat-b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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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
University of Oxford 국제보건연구소 책임연구원

홍의석

들어가며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지만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률
이 매우 높은 편이다.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어른보다 그 피해가 더 클 수 있으며
사고 이후에도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한 후유증이 오래 남을 가능성이 크다. 보호자의 동행이
없는 어린이 통학 차량의 경우 아이들이 교통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어린이들은 일반적인 도로 표지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
으며 달리는 차량의 속도나 거리에 대한 지각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위험을 인
지하고 능동적으로 피하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스쿨버스가 보
편화된 미국의 사례를 통해 어린이 통학 차량과 관련된 안전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통학 차량의
안전관련법 개정

미국은 1974년 국가 교통차량 안전법(National Traffic and Motor Vehicle Safety Act)
의 개정을 통해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주요 안전기준(차량 내부 보호 기준, 통로 길이, 좌석
구조, 비상구, 차량 조작 시스템, 차창, 연료 시스템 등)을 마련하였다. 또한 1997년에 어린
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을 고려한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을 제정하여 추돌방지, 충돌 안전도, 사고 발생 시 안전성과 관련된 세 가
지 제반 사항에 대한 안전 기준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법령의 정비를 통해 어린이 통학 차량
의 페인트 색상부터 실내 좌석의 최소 높이까지 거의 모든 것이 지정되어 있다. 특히 노란색
으로 대표되는 미국 스쿨버스의 색은 이른 아침이나 악천후 속에서도 주변 운전자들이 더 잘
볼 수 있도록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1939년부터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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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어린이 통학버스의 내부 안전 규격은 다양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이들 체격에 맞
게 설계되어 있다. 미국은 좌석 규격에 대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자세하게 기준을 정해놓았
다. 일례로 미국 교통국의 스쿨버스 안전벨트 최종 규칙 문건은 그 분량만 150쪽에 달한다
(NHTSA, 2007). 여기엔 좌석 높이를 포함해 안전벨트 장착 위치, 수용 가능 중량, 등받이
각도 등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어린이 통학버스의 좌석은 아이들의 앉은키가 더
큰 점을 고려하여 목이 다치지 않도록 기존의 좌석보다 높게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좌석 등받
이의 높이와 각도 등 모든 내부 디자인 요소에 대한 까다로운 규정을 지키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림 1]. 현재 스쿨버스 좌석의 높이는 최소 61cm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남성 아이
의 신체 수치 중앙값을 토대로 산출된 기준이다. 이 정도 높이의 좌석이면 7살짜리 남녀 아이
가 앉아도 머리를 받칠 수 있다.

그림 1

통학 차량의
외부 안전기준

미국의 학생용 통학차량 내부 안전 기준

통학차량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외부 안전기준 요소를 특징으로 삼고 있다[그림 2]. 먼저
바깥 거울은 탑승자 칸의 바깥쪽에 고정된 거울로 운전자가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 차량의 뒤
편과 측면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설계되어 있다. 사각지대 거울은 보통의 거울보다 가시
범위를 넓게 만들어주는 외부의 볼록 거울로 백미러에 추가로 부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안
전 횡단 확인 거울은 운전자가 버스의 앞면을 볼 수 있는 볼록 거울로 버스 전면의 사각지대
를 확인하는 용도로 설계되었다. 정지 신호등은 버스의 앞뒤에 켜는 붉은색 등으로 운전자는
어린이가 하차할 때마다 이 등을 켜서 다른 차들을 정지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크로싱 암
은 어린이가 버스 앞을 지날 때 운전자의 시야에 머물도록 하차 때마다 조작하는 움직이는 거
치대로 어린이가 버스 전면을 가로질러 도로로 뛰어가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장치이다. 또한
최근에는 학교 버스에 교통안전 카메라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주가 점점 늘어나
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일리노이주는 무인단속장비와 관련된 교통위반법을 제정하여 통학차
량에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Ill. Ann. Stat. ch. 5, §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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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학생용 통학차량 외부 안전 기준

* 출처 : Adcox, 2014

마치며

미국의 어린이 통학차량은 엄격한 안전기준을 통과해야 하며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기준이 수립되었다. 특히 엄격한 차량 내부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웬만한 교통사고가 나
더라도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안전기준이 적용되었다. 또한 외부 안전기
준을 통해 운전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크로싱암과 같이 능동적으로 안전을 강화하는 장
치를 도입하였다. 이처럼 어린이 교통사고율을 줄이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
화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의 신체적 특성과 행동을 고려하여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한 통학
차량의 설계와 제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기준과 같은 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기준에 맞게 제조된 차량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인센티브 및 보조금 마련에 대한 부분
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Adcox, S. 2014. School bus cameras can be used to write tickets. The Associated Press.
<http://www.thestate.com/news/local/crime/article13874606.html> Retrieved 11/19/2019.
NHTSA. 2007.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Seating Systems, Occupant Crash Protection,
Seat Belt Assembly Anchorages, School Bus Passenger Seating and Crash Protection.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https://www.nhtsa.gov/sites/nhtsa.dot.gov/files/fmvss/SchoolBusBeltsFinal_0.pdf>

Administration
Retrieved

11/19/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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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교통사고·도로통합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도쿄대학 환경학 박사

김재열

들어가며

일본에서는 2014년부터 사고 발생 장소의 경도·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사고와 도로를 매칭
시킨 사고분석 시스템을 개발해 왔다. 2014년도에는 경도·위도의 정밀도를 높여 9개 현에
대한 실증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32개 도도부현으로 확대 적용하여 교통사
고·도로통합 데이터베이스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절감을 도모하였다. 본 고에서는 일
본의 교통사고·도로통합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하, 통합 DB)이 제공하고 있는 기능과 시스
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소개하고자 한다.

교통사고·도로통합
데이터베이스시스템

통합 DB는 교통사고의 매칭 데이터를 기본 데이터로 사용하여 도로 구간별로 사고를 집계하
고 주행 대수 킬로미터당 사고율을 산출하는 기능을 도로관리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주행
대수 킬로미터당 사고율은 도로정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통합 DB는 일반도로 중 간선도로(원칙적으로 도로교통 센서스의 대상 구간)를 주요 분석 대
상으로 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구시정촌도, 농도, 항만 도로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통합 DB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지난 10년간의 교통사고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시계열적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사고분석에 활용되는
데이터

통합 DB는 교통사고 데이터를 도로환경과 관련지어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다음 목록에서 메쉬1)는 제3차 지역 메쉬(한 변의 길이가 약 1km) 또는 제4
차 지역 메쉬(한 변의 길이가 약 500m)를 말한다.
• 행정구역 (시구정촌 및 도도부현 폴리곤)
• 초등학교구
• 버스노선 · 정류장

1) 일본 전국을 일정한 길이의 격자형으로 구획한 것의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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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설지대
• 과소지역
• 도시지역
• 용도지역 : 메쉬 마다 용도지역별 면적을 산정함
• DID지역2) : 메쉬 마다 DID 지구에 「포함」,「일부 포함」, 「DID 지구에 포함되지 않음」 3개
카테고리로 분류함
• 디지털 도로 네트워크 및 자동차 내비게이션용 도로 네트워크 : 메쉬 마다 도로 네트워크의
도로종별 도로연장을 계산함
• POI(Points of Interest) 데이터 : 전화번호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메쉬마다 각각의 업종
별로 점포 수를 집계함.
• 센서스 교통량 : 2010년에 실시된 도로교통 센서스 결과를 12시간/24시간 교통량을 링크
별로 정리함.
• 국세조사를 통한 인구 (전체 인구, 고령자 인구), 세대수 (메쉬 단위)
• 국세조사를 통한 교통수단별 통근·통학자 수 (메쉬 단위)
• 경제센서스를 통한 사무실 수, 종업원 수(전 산업, 제2차 산업, 제3차 산업 : 메쉬 단위)
• 교통 시뮬레이션 결과 : i-Transport Lab이 실시한 교통 시뮬레이션의 결과인 간선도로의
교통량을 DRM(Digital Road Map) 링크와 매칭시킴. 교통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교통센
서스의 대상이 아닌 도로의 교통량도 예측 가능함.
• 존 30의 폴리곤 데이터
• 기상데이터 (메쉬 단위)
▷ 연간 강수일수 (1mm 이상의 강우가 있었던 일수)
▷ 연간 강설일수
▷ 최대 적설 깊이
▷ 일 최고 기온이 0도 미만인 일수

현재 교통사고를 분석할 때 메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3차 또는 4차 지역 메쉬 단위로
사고 건수를 집계하고 있다. 그러나 분석할 때마다 사고종별 및 메쉬 단위로 추출된 사고 건
수를 집계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 통합 DB에서는 위와 같은 데
이터를 작성하여 메쉬 기반으로 집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메쉬 기반 집계는 사고별로 부여된 경도·위도 값을 활용하여 각각의 사고가 속한 메쉬 코드를
검색하고, 메쉬 코드를 사고 데이터의 속성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공익 재단법인 교통사
고 통합 분석센터(ITARDA)를 통해서 [그림 1]과 같은 메쉬 기반 집계 결과를 수탁업무로 수
행하고 있다.

2) Densely Inhabited District 인구집중지역. 도시지역 내에서 인구 밀도 4000명/km 이상인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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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가나가와현의 생활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를 4차 메쉬로 집계한 결과

일본의 교통사고 데이터는 1992년 3월에 교통사고조사분석센터가 경찰청, 운수성3), 건설
성4)으부터 설립 인가를 받고, 6월에 국가공안위원회로부터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12년 4월에 공익 재단법인으로 전환
되면서 현재의 공익 재단법인 교통사고통합분석센터가 되었다.
교통사고 통합 분석센터는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사고 시 피해 경감을 목적으로 「人(사람)」,
「道(도로)」, 「車(차량)」라는 3가지 관점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종합적·과학적인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민 각각의 입장에서 각종 교통안전대책의 수립 및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통사고통합분석센터는 교통사고와 「人」,「道」,「車」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
리, 개별적인 교통사고 조사, 종합적인 조사분석 연구, 조사분석 연구결과의 제공 및 교통안
전 사상의 보급, 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
데이터·차량 통합데이터의 판매 및 집계의 수탁사업 이외에도 1994년부터 교통사고데이터
를 분석하여 매년 5권의 ITARDA 인포메이션을 발간하여 교통사고 저감에 기여하고 있다[그
림 2].

3) 현재 국토교통성에 통합
4) 현재 국토교통성에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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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ARDA 인포메이션

참고자료
1.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2. 공익재단법인 교통사고통합분석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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