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제로화
브리프
2020 Vol. 7 / No. 1

일본의 스쿨버스 운영체계 02
미국의 안전한 등하교길 프로그램 06
코로나 판데믹 상황에서 프랑스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09
영국의 교통사고 및 위반 관련 벌점 기준 현황 14

발행처 한국교통연구원
발행인 오재학
기획 국가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 ISSN 2383-5850

KOTI Vision Zero Brief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의
스쿨버스 운영체계
도쿄대학 환경학 박사

김재열

들어가며

일본에서는 2008년에 통학 중 약 190명의 학생이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지역마다 현지 실정에 맞춘 스쿨버스를 도입하여 등하굣길의 안전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인식
되도록 하였다. 문부과학성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전국에서 운행 중인 스쿨버스의
활용 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각 지자체가 공유함으로써 스쿨버스를 학교
와 지역 상황 등에 맞춰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문부과학성이 작성한 스쿨
버스 관련 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일본에서 운행 중인 스쿨버스의 도입배경, 도입현황 등
을 소개하고자 한다.

스쿨버스 도입배경

일본의 스쿨버스는 주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첫 번째는 벽지 거주 학생들의 통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1954년에 시행된 「벽지 교육진흥
법」에서는 지자체가 벽지 거주 학생들의 통학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벽지 학교 통학을 위한 스쿨버스 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제도를 시행하고 있
다. 또한 시정촌 합병, 과소화 등에 의한 학교의 통폐합으로 발생하는 원거리 통학에 대해서
도 같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림 1

일본의 스쿨버스

최근 스쿨버스를 구입·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이 활용하는 국고보
조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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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벽지 지역의 보조 등
벽지 지역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초등학교 4km 이상, 중학교 6km 이상)을 지원하기 위한
스쿨버스의 도입에 관해서는 「벽지 교육진흥법」및 「동 시행령」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
는 경우에 스쿨버스 구입 시 국고보조(1/2)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 벽지지역 학교
2) 인구의 과소화로 인한 아동·학생의 감소에 대처하기 위한 학교 통폐합
3) 과소지역 등에서의 버스노선의 운행 중단
4) 시정촌 합병으로 인한 학교 통폐합
② 운영비용의 지방교부세 조치
초등학교·중학교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을 지원하기 위해 시정촌이 운영하는 스쿨버스의 유
지운영비에 대해서는 보정계수에 따른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이 조치는 민간위탁운행, 점유운
행에 관계없이 대상이 되며, 통학거리에 의한 대상 제한 없이 통학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칙
적으로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두 번째는 통학로의 안전 확보를 위한 도입이다. 2005년 히로시마시, 토치기현 구 이마이치
시(현 닛코시) 등에서 통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범죄가 발생하면서 통학로의 안전 확보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벽지 지역의 스쿨버스는 통학
거리가 짧은 학생들을 그룹으로 편성하여 통학시키고 있다. 또한, 문부과학성은 경찰청, 총무
성, 국토교통성과 연계하여 노선버스 등의 활용하여 등·하교 시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
안을 각 도도부현 및 지정도시 교육위원회에 제안하고 있다.

스쿨버스의 도입현황

일본에서는 전국의 62.7%의 지자체가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학생들의 통학을 지원하기 위
해서 스쿨버스를 도입하고 있다. 도도부현별로 도입현황을 비교해 보면, 니가타현(新潟県),
야마가타현(山形県), 아오모리현(青森県), 도야마현(富山県), 홋카이도(北海道), 이와테현
(岩手県), 시마네현(島根県)에서는 스쿨버스를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가 90%를 넘고 있지만,
도쿄도(東京都), 가나가와현(神奈川県), 사이타마현(埼玉県), 후쿠오카현(福岡県), 아이치현
(愛知県)은 30%를 밑돌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산간지역이나 강설이 많은 지역이 포
함된 도도부현에서는 스쿨버스의 도입률이 높지만, 대도시에 포함된 도도부현에서는 도입률
이 낮은 경향을 알 수 있다.
전국적으로 스쿨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 수는 약 18만 명으로 전체 초등학생 수(1,034만
명)의 약 1.7%에 해당한다. 벽지 학교로 지정된 초등학교·중학교의 학생 수가 약 26만 명인
것을 고려할 때 스쿨버스 이용자의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스쿨버스의
연간 운영비 등은 일부 학부모 부담 등을 포함하여 약 353억 엔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쿨버스의 운용 형태는 전용 스쿨버스 운행과 노선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활용하는 방법
이 있으며, 전용 스쿨버스 운행은 지자체의 82.0%, 노선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의 활용은 지
자체의 55.1%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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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용스쿨버스 : 직영형
· 지자체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전용 스쿨버스
등·하교 시간대는 학생만 탑승하지만, 지자체에 따라서는 등하교 시간대 외에는 노선버스나 복
지버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다. 운영비용은 행정이 부담하지만, 이용자(보호자도
포함)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② 전용스쿨버스 : 위탁형
· 지자체가 민간사업자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전용 스쿨버스
지자체 소유의 차량 운행업무만을 위탁하는 경우와 차량을 포함한 모든 업무를 위탁할 때가 있
지만, 두 경우 모두 등·하교 시간대에는 학생만 이용한다. 운영비용은 행정이 부담하고, 이용자
의 비용부담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③ 전용스쿨버스 : 운영지원형
· PTA나 지역협의회 등 지역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행정의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하는 전용 스쿨버스
민간사업자 등에 위탁하여 지역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고, 행정은 운영비용 일부를 보조
한다. 보호자와 지역의 주도로 도입을 검토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④ 전용스쿨버스 : 독립채산형
· PTA나 지역협의회 등 지역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독립채산으로 운영하는 전용 스쿨버스
민간사업자 등에 위탁하여 지역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고, 행정의 보조 없이 이용자와 지
역의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호자나 지역의 주도로 도입을 검토하기 때문에 행정의 보조가
없이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⑤ 노선버스 등 활용형
· 노선버스 등의 교통수단을 학생들의 등하교에 활용
노선버스, 커뮤니티 버스, 복지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학생들의 등·하교에 활용되고 있다.
전용 스쿨버스와 달리 학생은 일반 승객과 함께 버스를 타고 통학한다. 지자체 직영의 노선버
스, 지자체가 위탁하여 운행하는 노선버스, 민간사업자가 운행하는 노선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
단이 활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은 학생들이 구입하는 정기권 등의 교통비에 상당하는 비용의 일
부 또는 전부를 지자체가 부담한다.
지자체 직영의 노선버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학생들의 교통비에 상당하는 예산을 교육위원회
가 확보하고, 예산을 노선버스를 소관 하는 부서의 세입으로 하는 등 대부분 지자체 내부에서
경비로 부담하고 있다. 한편,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노선버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업무 위탁
으로 지자체가 만간사업자에게 위탁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와 행정 측이 이용자에게 정기권 등
의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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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부과학성 주도로 시행된 전국 스쿨버스 관련 조사를 통해서 스쿨버스를 통학하는 학
생들의 안전 확보대책 수단으로 도입하고 있는 학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안전 확
보를 목적으로 도입한 스쿨버스는 이용자의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정류장까
지의 이동 시에도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자나 지역의 협력을 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스쿨버스로 운행되고 있는 차량 대부분이 운행 대수로는 1대, 차량 소유
는 지자체, 운행은 위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는
다음과 같이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스쿨버스
의 실태조사를 통해 사고에 대한 안전 확보대책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제고
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① 다양한 버스 등의 활용을 활성화
스쿨버스의 교통수단은 지역의 실정에 맞춰 전용버스, 노선버스,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의 특
징을 고려하여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② 협력을 기반으로 한 성숙한 시민 의식의 양성이 필요
스쿨버스에 대해서도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기업 등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정류장 등의 안전에 대한 배려가 필요
간선도로를 학생들이 횡단하지 않도록 정류장을 설정하고, 스쿨버스를 대기하는 동안에도 안전
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과 협력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종합적인 교통체계에서 검토
지자체의 종합적인 교통체계와 연계하여 스쿨버스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1.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2. 내각부, 제 10차 교통안전기본계획, 2016
3. 文部科学省, 国内におけるスクールバス活用状況等調査報告,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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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안전한 등하교길 프로그램 Safe Routes to School
University of Oxford 국제보건연구소 책임연구원

홍의석

배경

미국의 연간 통학 학생 수는 약 5천 6백만 명에 달한다. 1960년대는 보행 및 자전거로 통학
하는 비율이 제일 높았지만 1975년을 기점으로 자동차를 이용해서 통학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아지고 있다[그림 1]. 자동차 통학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아동의 운동량 감소에 따른 비만
증가, 이산화탄소 배출, 대기오염 증가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2005년부터 안전한 등하교길 프로그램 (Safe Routes to School, SRTS)을 도입하여 초·
중학교 학생들의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림 1

등하교 시 교통수단 분담률 변화

출처: McDonald(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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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등하교길 프로그램은 연방 교통법 SAFETEA-LU 1404 조항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
으며, 기술(Engineering), 교육(Education), 단속(Enforcement), 장려(Encouragement),
평가(Evaluation)에 대한 포괄적인 방침을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형평성(Equity) 항목이 추
가되어 6E라는 기본적인 정책의 틀이 마련되었다(SRTS, 2020). 6E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술(Engineering):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속도제한, 횡단보도 설치, 속도 저감
시설 설치 등의 물리적 개선사업
2) 교육(Education):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 실시
3) 단속(Enforcement): 속도감지기, 황단보도 안전요원 도입 등을 통해 도로 이용자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
4) 장려 활동(Encouragement): 이벤트나 인센티브 등을 통해 보행과 자전거 이용을 촉진
5) 평가(Evaluation): 이러한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 높이기
6) 형평성(Equity): 성별이나 소득수준, 인종에 차별을 두지 않고 모두 공평하게 프로그램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안전한 등하교길 프로그램은 중앙정부 산하의 TF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전미 네트워크
와 모범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다. 프로그램의 유형은 주마다 다르지만, 일
반적으로 인프라 개선사업과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업 단위에 따라서는
개별 학교, 복수 학교 및 주 단위 사업이 가능하다. 사업비 집행 방식은 주로 연방 상환금 방
식을 따르며 주정부의 교통국과 계약을 맺은 사업 주체가 사업계획서에 따라 선 집행 후 사업
비용을 사후 환급받는다. 이러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각 주정부에서는 연방정부의 지침에 따
라 주무 담당관을 두어 주어진 예산을 균등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해당 학군 별로 다양한 자전거 타기 및 걷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활
성화 방안에 주안을 두었다.

그림 2

Portsmouth의 안전한 등하교길 프로그램

출처: : City of Portsmouth. 2020. About Safe Routes to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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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실효성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현재 대부분의 주에서 안전한 등하교길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주마다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은 국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성공사례 및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워싱턴 DC 등 4개 지역에서 프로그램 도입 후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통학하는 학생들의 수가 평균 31%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McDonald
et al, 2014). 특히 아동들의 자전거 및 보행 관련 교통사고가 41%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일
부의 우려와는 달리 학생들에게 자전거 이용이나 보행을 권장하는 정책이 교통안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iMaggio & Li, 2013). 또한, 보행 및 자전거 통학 비율 증가 효
과와 더불어 건강한 커뮤니티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Watson &
Dannenberg, 2008).

시사점

미국의 안전한 등하교길 프로그램의 성공은 노란색 스쿨버스로 대변되는 미국의 전형적인 자
동차 위주의 통학환경이 이제는 점점 달라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프로그램의 의의는 첫째,
물리적 환경 개선사업을 중심으로 각 지역적 색깔에 맞춰 환경, 건강,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
고자 하는 종합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 정부 및 시민단
체 등 다각적 파트너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점이다.
셋째, 단편적인 예산의 집행을 넘어서 종합적인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개별 사업의
목표 달성과 성공사례 전파를 위해 꾸준하게 노력했다는 점이다. 이처럼 안전한 등하교길 프
로그램은 친환경 교통수단 정착과 등하교길 교통안전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참고자료
1. DiMaggio, C., & Li, G. (2013). Effectiveness of a Safe Routes to School program in preventing
school-aged pedestrian injury. Pediatrics, 131(2), 290–296.
2. McDonald, N. C. (2007). Active transportation to school: trends among US schoolchildren, 1969–
2001.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32(6), 509-516.
3. McDonald, N. C., Steiner, R. L., Lee, C., Rhoulac Smith, T., Zhu, X., & Yang, Y. (2014). Impact of
the safe routes to school program on walking and bicycling.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80(2), 153-167.
4. SRTS. (2020). History of Safe Routes to School. Safe Routes to School Partnership.
https://www.saferoutespartnership.org/safe-routes-school/101/history
5. Watson, M., & Dannenberg, A. (2008). Investment in Safe Routes to School Projects: Public Health
Benefits for the Larger Community. Preventing chronic disease, 5(3), A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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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프랑스

영국

코로나 판데믹 상황에서
프랑스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김효은

들어가며

코로나 판데믹으로 전세계는 강제적 혹은 자발적으로 집에 머물며 사회적 거리두기 중인 가
운데 프랑스 도로안전협회(La Prévention Routière)는 락다운으로 집에만 있는 아이들이
평소에 익혀온 좋은 교통안전 습관을 잊지 않도록 온라인 교통안전 교육을 제시했다.
해당 콘텐츠는 안전 보험사의 후원으로 도로안전협회가 제작했으며 ‘아이들을 대상으로 좋은
교통안전 습관 만들어주기’라는 목적의 게임과 영상으로 구성되어있다. 도로안전협회는 프랑
스 교육부가 승인한 공익 목적의 단체인 만큼 교육콘텐츠의 구성과 내용의 우수성에 공신력
이 있다. 또한 교육 대상자를 3세에서 5세, 3세에서 7세, 5세에서 10세 및 학부모로 분류하
여 학습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본 고에서는 해당 콘텐츠의 구성과 내용
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살펴본다.

온라인 교육 콘텐츠
소개

1) 일로와 킴바(Ylo et Kimba)
- 대상: 만 3세부터 5세 까지
- 구성: 크게 4개 주제로 구성. 각 주제는 2~3개의 소주제로 나뉘고, 각각의 소주제 당 애니
메이션 한 편과 3개의 게임으로 이뤄짐
- 내용: 주제별로 구성된 짧은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보고 난이도 상중하로 나뉜 게임을 통해
기초적인 교통안전 지식을 습득한다.
① 길거리에서 - 탈 것의 구분 / 안전하게 걷기 / 인도와 차도
② 길을 건너요 – 횡단보도 / 빨간 신호등과 초록 신호등 / 안전하게 길 건너기
③ 자동차를 타요 - 자동차 타고 내리기 / 안전벨트
④ 데굴데굴- 자전거, 씽씽이, 롤러스케이트/ 안전장비 착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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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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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안전하게 길 건너기(4단계)

① 어른 손을 잡고 횡단보도까지 이동하기

② 길 안쪽에 멈춰서서 기다리기

③ 좌우를 살펴보기

④ 침착하게 길 건너기

자료: http://www.yloetkimba.fr

그림 2

어느 쪽으로 내려야 할까요? (게임 난이도: 하)

자료: http://www.yloetkimba.fr

2) 톰과 릴라(Rue Tom et Lila)
- 대상: 만 3세부터 7세
- 구성: 각 1분 분량의 애니메이션 16개로 구성
- 내용: 톰과 릴라의 담화를 통해 교통안전과 관련된 16가지 주제에 대해 설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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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미국

프랑스

영국

톰과 릴라(Rue Tom et Lila) 교육내용
제목

내용

1

형태와 색깔

여러 가지 교통표지판에 대해 학습

2

세 가지 색깔

자동차용 신호등과 보행자용 신호등 보는 법
보행신호 대기가 길어지면 횡단보도에 있는 보행자 버튼 누르기

3

길에서 나는
소리

차, 오토바이, 자전거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구분하기
- 차량이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소리, 차량 속도에 따라 달라지는 소리에도 주의를 기
울인다. 트램의 경우 조용히 달리기 때문에 조심.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청각과 시
각을 모두 활용한다.

4

보는 것과 눈에
띄는 것

길을 건널 때 차량이 오는지 잘 살피는 한편, 길가의 어린이들은 차량 운전자들의 시
야에 들어오기 힘들다는 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길가에서는 운전자 눈에 잘 보이는 곳
에서 손을 들고 길을 건널 것

5

보도에서

보도를 걸어갈 땐 갑자기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 지나가는 자전거, 롤러스케이트 탄
사람 등 다양한 사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변 환경에 주의하면서 길 중앙으로 조용히
걸어갈 것

6

차도에서

공사 중이라 길이 끊어져 피치 못하게 차도를 건너가야 하는 경우, 일단 멈춘 뒤 좌우
를 살펴보고 건넌다.

7

롤러스케이트를
탈때

롤러스케이트를 탈 땐 헬멧, 무릎보호대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인도를 이용한다.
인도에서는 주차된 차량에 주의한다.

8

모두가 사용하는
길에서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 모두가 사용하는 길은 보행자가 우선이지만 보행자는
신속하게 보행만 할 것

9

야간 보행 시

어두운 밤 차량 운전자의 시야는 매우 좁고 반응이 느리므로 어린이는 야간 보행 시
눈에 띄는 옷과 야광 스티커 등을 부착한 가방을 착용한다.

10

보도에서 다른
곳으로 갈 때

보도 간 이동은 꼭 횡단보도를 이용한다.
- 어린이는 장애물 곁에 있으면 차량 운전자의 눈에 띄지 않아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
기 때문에 횡단 시 운전자 눈에 띄는 곳에서 좌우를 살핀 후 움직인다.
- 이어폰 사용을 지양하여 청각을 열어둔 상태로 안전에 유의한다.

11

대로 횡단

어린이는 횡단보도 대기선 뒤에서 기다리면서 좌우를 살핀 후, 다가오는 차량을 본 상
태, 그리고 운전자가 어린이를 본 상태에서 길을 건넌다.

12

초록색 신호등

교차로에서 길을 건널 때, 초록불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을 주의한다.

13

신호등 없는
교차로 건너기

길 가장자리에 있는 멈춤 표지판을 찾는다. 표지판이 없는 경우 도로에서는 오른쪽에
서 들어오는 차량(좌회전 차량)이 우선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왼쪽, 오른쪽 전방 및 후
방 순서로 살펴본 후 다가오는 차량이 멈춘 것을 확인하고 길을 건넌다.

14

회전교차로에서

회전교차로를 가로질러 건너지 않는다. 시계방향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이동한다.
회전교차로의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할 때는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사고 발생 가능성
이 더 높아지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인다.

15

안전벨트

차량 탑승 시 책가방은 바닥에 두고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안전벨트는 꼬이거나 뒤집힌 부분이 없도록 한다.

16

차에서 어느 쪽으로
내려야 할까요?

차량에서 내릴 때는 차가 다니지 않는 인도 쪽으로 내린다.

자료: 프랑스 도로안전협회 어린이 교육자료 중 <톰과 릴라> 내용 재구성

3) 모빌리패스(Mobilipass)
- 대상: 만 5세부터 10세
- 성: 7가지 테마에 따라 어린이용 게임과 부모 용 지도 자료로 구성
- 내용: 어린이를 위한 학습용 게임 및 부모가 자녀의 독립적인 교통 안전 습관을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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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프랑스

영국

모빌리패스(Mobilipass) 교육내용
주제

내용
길, 차도, 보도, 길 가장자리를 구분하고 용어를 익힌다.

1

길과 도로 관련 용어
알아보기

도시에서는 보도로 보행하고 시골에서는 노변에서 보행한다.
트램, 오토바이, 자동차, 자전거, 트럭, 보행자, 버스가 내는 소음을 구분한다.
안전벨트를 꼭 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본다.

2

자동차 타기

차량 탑승 시 어른, 청소년, 어린이가 어디에 앉아야 하는지 파악한다.
- 10살 까지는 차량 뒷좌석에 앉아야 한다.
어린이의 올바른 차량 착석 방법을 배운다.
- 두꺼운 옷과 가방은 벗고, 안전벨트는 어깨에서 꼬인 곳 없이 몸통을 가로질러
부착, 쿠션 위에 앉지 않는다.
버스를 기다릴 때 인도 안쪽에서 차분하게 대기한다.

3

버스 타기

버스에서는 가방은 짐칸에, 안전벨트 착용, 실내 정숙
단체이동 시 한 명씩 질서 있게 하차한다.
인도와 차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을 구분한다.
- 자전거는 차도로 다녀야 하지만 8세 까지는 인도에서 자전거를 탄다.
- 스케이트보드는 보도에서 다닌다.

4

보도에서

보행 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파악한다.
보도 이용 시 안전한 경로 파악
- 정차된 차량과 길가는 피한다.
어디서 건너야 하는가? → 횡단보도

5

길을 건널 때

언제 건너야 하는가? → 주변 상황을 살핀다.
어떻게 건너야 하는가? → 횡단보도로 이동, 좌우를 살피고 건넌다.
브레이크 잡는 방법을 배운다.

6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용 안전장비의 용도와 부착 방법을 배운다.
자전거 벨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배운다.
자전거를 탈 때 따라야 하는 표지판의 뜻을 파악한다.

7

자전거 표지판
보는 법

차량 우선, 보행자 우선, 오른쪽에서 오는 차량 우선 표지판을 파악한다.
자전거 주행 시 위험한 상황 피하기

자료: 프랑스 도로안전협회 어린이 교육자료 중 <Mobilipass> 내용 재구성

그림 3

모빌리패스(Mobilipass) 교육 화면

자료: http://mobilipass.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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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는 도로안전협회가 태블릿이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정에서도 쉽고 편하게 기초
적인 교통안전 교육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콘텐츠는 코로나 판데믹으로
인해 집에서만 생활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다시금 강조되고 있으며, 회원가입 필요 없이
조작법이 간단한 게임 및 동영상을 통해 자율적으로 학습과 복습을 할 수 있고, 각 연령대의
눈높이에 맞춘 내용 구성 및 시각효과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에서 유아부터 고등학생, 차량 동승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교통안전학교를, 사단법인 어린이 안전학교에서는 어린이와 부모님을 대상
으로 사이버 안전교육 인증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어린이에게는 사고 예방 대처능력을,
부모님에게는 구체적인 교육 방법을 제공하여 내 자녀의 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취
지의 프로그램이지만, 어린이가 능동적으로 학습하기에는 다소 접근이 어렵고 놀이의 성격이
부족하여 부모님의 지도가 꼭 필요하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개학 연기 및 일부 학년에 대해 온라인 개학이 이뤄진 상황에서
아이들 교육에 온라인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는 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 전에 어린이와 보호
자, 지도자 모두에게 쉽고 효과적으로 재미와 교육 효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도구의 재정
비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자료
1. 프랑스 도로안전협회 https://www.preventionroutiere.asso.fr
2. 모빌리패스 http://mobilipass.fr
3.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https://trafficedu.koroad.or.kr:8443/home/main/index
4. (사)어린이안전학교 http://www.go119.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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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교통사고 및 위반 관련 벌점 기준 현황
Imperial College London 박사

송준우

서론

우리 정부는 “2020년 업무계획”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전년 대비 10% 이상 줄이는 것
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즉, 작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 3,300명을 올해 2,000명 대로 줄인다는
계획이다[1].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벌점제도는 교통법규를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다. 영국 또한 벌점 제도가 있다. 교통 위반 시,
FPT/FPN(Fixed Penalty Tickets/Notices)을 발급받게 된다. 교통법규 위반 사항의 기록
여부에 따라 FPT/FPN(Fixed Penalty Tickets/Notices)은 “Endorsable”(위반 사항을 기
록될 수 있는)과 “Non-endorsable”(위반 사항이 기록될 필요가 없는)로 나눌 수 있다[2].
Non-endorsable FPT/FPN을 받는 경우, 벌금(£ 50 이상, 약 75,000원 이상)이 부과되지
만 벌점 기록이 생기지 않는다. 이에 반해 Endorsable FPT/FPN의 경우, 벌금(£100 이상,
약 150,000원 이상)과 동시에 벌점이 부여된다. “Endorsable”과 “Non-endorsable”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2].

l Endorsable의 경우
1. 과속
2. 정지 신호위반
3. 운전 중 핸드폰 사용(£200 (약 30만 원)의 벌금과 벌점 6점)
4.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시
5. 무면허 운전(£300 (약 45만 원)의 벌금과 벌점 6점)

l Non-endorsable의 경우
1. MOT(차량 종합검사) 없이 운전을 했을 경우
2. 신호위반(도로 표지, 양보신호, 우회신호 등)
3. 안전벨트 미착용
4. 주차위반
5. 밤중에 경적 사용
6. 갓길 사용 금지 구간에 갓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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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난폭 운전, 음주운전, 뺑소니, 과속 등의 심각한 사항들은 영주권 신청 시, 거절 사
유로 작용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론에서 영국의 주요
교통법규 위반 관련 사항(과속, 부주의한 운전, 음주운전, 위험운전 및 약물 복용 후 운전)들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본론

영국의 벌점 제도는 교통 위반 심각성에 따라 범위가 1부터 11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
시, 벌점 포인트는 최소 4년부터 최대 11년까지 유효하며 누적된다. 일반적인 위반의 경우,
3년 혹은 5년 후에 위반 사실이 누적점수에서 제외된다.

1. 과속
영국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과속의 경우, 보통 £100(약 150,000원) 정도의 벌금과 벌점
3점이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허용 속도의 10% 이상의 속도를 초과했을 경우, 검찰에 통보하
여 기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 사항에 한해서 벌점 대신 안전교육 의무 수강 통지를
교부 받을 수도 있다. 만약 규정 속도를 훨씬 초과한 경우 법원에 회부되어 운전자의 수입에
따라 최대£1,000(약 1,500,000원)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위반한 경우, 최대£2,500(약 3,750,000원)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규정 속도를 얼마
만큼 초과하는가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운전면허를 취득 한지 2년 이
내인 운전자가 속도를 위반한 경우, 최대 면허 취소 및 재시험을 볼 수도 있다. [표 1]은 과속
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항목별 벌점을 보여준다[5].

표 1

속도제어기법

코드

위반 내용

벌점

SP 10

상품 운반 차량 속도 제한 초과 시

3~6

SP 20

차량의 유형(상품 운반 또는 승용 차량 제외)에 대한 속도 제한 초과 시

3~6

SP 30

공공 도로의 법정 속도 제한 초과 시

3~6

SP 40

승용차 속도 제한 초과 시

3~6

SP 50

고속도로에서 속도 제한 초과 시

3~6

2. 부주의한 운전
2017년 3월 1일부터 영국 정부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단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벌점 6점과 범칙금 £200(약 300,000원)
이 부과된다. 또한, 차량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도로
인지 능력이 저하된다고 판단되어 벌점 3점이 부가될 수 있다. [표 2]는 운전 부주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항목별 벌점을 보여준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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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항목 및 관련 벌점[5]

코드

위반 내용

벌점

코드 CD10 ~ CD30은 유죄판결일로부터 4 년 동안 주행 기록에 유지됨
CD 10

적절한 주의 없이 운전할 경우

3~9

CD 20

다른 도로 운전자를 위한 합리적 고려 없이 운전할 경우

3~9

CD 30

적절한 주의도 없고 다른 도로 운전자를 위한 합리적 고려도 없이 운전할 경우

3~9

코드 CD40 ~ CD70은 유죄판결일로부터 11년 동안 주행 기록을 유지
CD 40

음주로 인해 운전하기 부적합한 상태에서 부주의한 운전을 하여 사망사고를 낸 경우

3 ~ 11

CD 50

마약 및 운전하기에 부적합한 약물 섭취 후, 부주의한 운전을 하여 사망사고를 낸 경우

3 ~ 11

CD 60

알코올 농도가 제한 치보다 높은 상태에서 부주의한 사망사고 낸 경우

3 ~ 11

CD 70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후, 알코올 분석을 위한 시편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3 ~ 11

이 밖에도 무면허 및 무보험 운전자가 운전을 통해 사망사고를 낸 경우, 3~11의 벌점이 부과
된다.

3. 음주운전
음주운전의 경우, 영국에서는 유죄판결을 받게 되고 벌금 및 벌점과 함께 운전이 금지될 수
있다. 운전자가 받을 수 있는 실제 형량은 사고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치안 판사들에 의해 결
정된다[6]. 12개월 이상 운전이 금지되는 경우, 음주운전 재활 훈련 과정을 수강함으로써 죄
를 경감시킬 수 있다. 이 또한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형벌이
다음과 같이 내려진다[6].

-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적 한도 이상일 때 또는 음주를 통해 부적합한 차량을 운전 또는 시
도할 시
1) 징역 6개월
2) 재판부 판결에 따라 무제한으로 벌금 부여 (Unlimited Fine)
3) 최소 1년 동안 운전 금지(단, 10년 이내에 2번 적발 시, 3년 동안 운전 금지)

- 혈중 알코올 농도 분석을 위해 호흡, 혈액 또는 소변 샘플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시
1) 징역 6개월
2) 재판부 판결에 따라 무제한으로 벌금 부여 (Unlimited Fine)
3) 최소 1년 동안 운전 금지

- 음주 상태에서 운전 부주의로 사망 시
1) 징역 14년
2) 재판부 판결에 따라 무제한으로 벌금 부여 (Unlimited Fine)
3) 최소 2년 동안 운전 금지
4) 운전면허 재발급되기 전에 확장된 운전면허시험(Extended Driving Test)을 통과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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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음주운전 정도에 따라 미국 같은 나라의 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 만약, 운전하는 직
종에 취직 시, 고용자는 음주운전 발생 기한과 상관없이 해당 이력을 볼 수 있다[6]. [표 3]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항목별 벌점을 보여준다[5].

표 3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항목 및 관련 벌점[5]

코드

위반 내용

벌점

코드DR10 ~ DR61은 유죄판결일로부터 11 년 동안 주행 기록에 유지됨
DR 10

알코올 제한 수준 초과와 함께 운전을 시도한 경우

3 ~ 11

DR 20

음주로 인해 운전이 힘든 상황에서 운전을 시도한 경우

3 ~ 11

DR 30

주행 또는 주행 시도 후, 알코올 농도 분석을 위해 시료 제공하는 것을 실패한
경우

3 ~ 11

DR 31

주행 또는 주행 시도 후, 혈중 알코올 농도 분석을 위해 혈액 샘플 분석에 대한
샘플을 제공하지 못했을 때

3 ~ 11

DR 61

주행 또는 주행을 시도하지 않는 상황에서 동의 의사를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예, 과음 후 수면 중)로 인해 혈액 샘플 분석 허가를 거부한 경우

10

이 밖에도 약물을 복용 후 운전하거나 위험 및 난폭 운전(Dangerous Driving)을 하는 경우
에도 벌점이 부여된다[표 4][표 5].

표 4

위험 및 난폭 운전을 하였을 경우에 대한 벌점[5]

코드

위반 내용

벌점

DD 10
DD 40
DD 60
DD 80
DD 90

코드DD10 ~ DD90은 유죄판결일로부터 4 년 동안 주행 기록에 유지됨
위험한 주행으로 인해 심각한 부상이 야기될 경우
위험한 운전으로 판단될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동안 과실치사 한 경우
위험한 운전으로 사망을 초래한 경우
난폭 운전으로 판단될 경우

3 ~ 11
3 ~ 11
3 ~ 11
3 ~ 11
3~9

표 5

약물 복용과 관련된 벌점[5]

코드

위반 내용

벌점

코드DG10, DG60, DR80은 유죄판결일로부터 11년 동안 주행 기록에 유지됨
DG 10

해당 약에 명시된 운전 관련 제약 조건을 어기고 주행 또는 주행을 시도한 경우

3 ~ 11

DG 60

해당 약에 명시된 운전 관련 제약 조건을 어기고 주행해 사망사고를 야기 했을 경우

3 ~ 11

DG 80

약으로 인해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운전을 시도한 경우

3 ~ 11

주요 운전 관련 위반 사항 별 벌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외도 다양한 항목들에 대해 벌점
을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통 신호 위반인 경우 벌점 3점이 부과되고, 운전 자격 정지된
운전자가 운전하였을 경우 벌점 6점을 받는다. 게다가 무보험 운전자의 경우 최소 6점에서
최대 8점까지 벌점을 받는다[5].

17

KOTI Vision Zero Brief

결론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교통안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벌점제는 법규 위반의 경중과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에 따라
서 운전자가 벌점을 받게 된다.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운전자 주행 기록에 남는 이력 기간
이 다르며, 사망사고 발생 시 징역 14년(음주의 경우)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원천
적으로 교통법규를 어기지 못하도록 운전자의 행위에 제한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
법 중 하나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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