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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전거 및 힐리스(바퀴달린
신발)을 이용해 등·하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
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전거 및 힐리스(바퀴달린 신발)로 이동하는 학생들이 있어
등·하굣길 비좁고 복잡한 도로, 인도 및 학교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자녀들이 등·하굣길에 자전거 및 힐리스(바퀴달린 신발)를 이용
하지 않는 것은 물론, 방과 후에도 교내에서 자전거 및 힐리스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전거 사고원인 5가지와 대처방
안 및 학교생활 안전수칙을 알려드리니 가정에서도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자전거를 꼭 타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 장구를 착
용하기 바랍니다.

<자전거 및 힐리스(바퀴달린 신발) 이용 수칙>
1. 안전장비(헬멧, 보호 장구)를 꼭 확인, 착용한다.
2. 학교에는 힐리스(바퀴달린 신발)을 신고 등교하지 않는다.
3. 교통신호에 절대적으로 따른다.
4.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가급적 가깝게 자전거를 탄다.
5. 자전거에 어떤 누구도 절대로 태우지 않는다.
6. 회전이나 정지 시에는 한 손으로 신호를 보낸다.
7. 교차로나 차도 및 주차장에서 자동차가 있는 지 항상 살핀다.
8. 좌우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과속하지 않는다.
9. 보행자에게 우선권을 주어 양보한다.
10. 자전거가 망가지지는 않았는지 타기 전에 항상 확인하고 탄다.
11. 자전거는 지정된 장소에 꼭 자물쇠를 이용하여 단단히 고정시켜 분실이 되지 않도록 애쓴다.
12. 도로를 지날 때에는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하며 자전거에서 내려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끌고 지나간다.
13. 밝은 계통의 옷과 끌리지 않는 바지를 입고 타며, 운동화 끈이 풀리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14. 항상 주의 깊게 자전거를 타도록 한다.

- 자전거 사고원인 5가지와 대처방안 사고원인  큰 길로 나갈때
◾좁은 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큰 길로 나갈 경우 자동차, 오
토바이, 자전거, 보행자 등을 미처 보지 못하고 부딪히는 사고
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반드시 정지하여 좌우를 확인하고 큰 길로 나갑니다.

사고원인  교차로에서의 부주의
◾우회전 수신호로 뒤쪽차량에 우회전 할 것을 알려줍니다.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이 함께
우회전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좌회전 수신호를 하여 뒤쪽 차량에 좌회전할 것을 알려줍니다. 신호등이 있는 차로가 많은 복
잡한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선으로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후
다시 직진합니다.

사고원인  주차된 차량 옆을 지날 때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인해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의 문이 열리거나 출발할 경우 부딪혀 사고
가 날 수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고 주차된 차량과 거리를 두고 천천히 통과합니다.

사고원인  자동차의 사각지대 통행
◾자동차 운전자가 볼 수 없는 곳이 사각지대입니다. 특히, 학원버스나 대형 트럭 등의 앞과
뒤, 양옆의 사각지대에서 자전거를 타면 위험합니다. 차량의 뒤에 바짝 붙어 있다가 차량이
후진할 경우 매우 위험합니다.

사고원인  신호무시
◾자전거 운전자는 모든 신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자동차들은 정지선에서
대기하고 있으나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행자가 횡단
보도를 지나갈 때까지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 학교생활 안전수칙 안전수칙  교실 및 실내에서
◾ 실내에서 뛰지 않습니다.
◾ 칼, 가위, 청소도구 등에 눈(실명) 또는 신체를 다칠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 창문 주변이나 높은 곳에서는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 창 밖으로 물건을 던지지 않습니다.
◾ 나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안전수칙  운동장 및 실외에서
◾ 운동 전 충분한 준비운동을 합니다.
◾ 선천적으로 허약하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 미리 선생님께 말씀 드립니다.
◾ 놀이기구 및 운동기구 사용방법을 바르게 익혀 안전하게 이용합니다.
◾ 운동장에서는 반드시 운동화를 사용합니다.

◾ 운동 또는 놀이를 할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 공이 담을 넘어가면 공을 찾기 위해 담을 넘거나 차도로 뛰어들지 않습니다.
◾ 차가 다니는 길(후문 앞, 학교 주변 주차장 등)에서는 놀지 않습니다.
◾ 사람의 왕래가 드문 외진 곳에서는 놀지 않습니다.
◾ 높은 곳(왕곡뜰 바위 위, 나무, 농구 골대 등)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 화단으로 들어가지 않으며 화단의 나뭇가지, 돌 등을 운동장으로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 운동장 스탠드 및 계단에서 뛰지 않습니다.
◾ 구령대 주변은 사람의 왕래가 많고 차도 다닐 수 있으므로 구령대에서 놀지 않습니다.

안전수칙  특별실에서
◾ 실험을 할 때에는 실험복을 입고 필요한 경우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합니다.
◾ 선생님의 허락없이 시약을 맛보거나 냄새 맡기, 만지기 등을 하지 않습니다.
◾ 시약을 사용하거나 불을 다루는 실험은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활동이 끝나면 정리정돈 및 안전 점검을 합니다.

- 교통안전수칙 안전수칙  보행시
◾ 안전한 도로횡단 5원칙 : 멈추기→보기→손들기→확인하기→건너기
◾ 자동차의 움직임을 잘 살피며 보행합니다.
◾ 길이나 보도 안쪽으로 통행합니다.
◾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 야간 보행 시
- 밝은 색의 옷을 착용합니다.
- 길이 미끄러우므로 넘어지지 않게 주의합니다.(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습니다.)
- 자동차가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의 움직임에 특별히 주의합니다.

안전수칙  대중교통 이용시
◾ 차도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 버스가 완전히 멈춘 후 차례대로 탑승합니다.
◾ 운행 중에는 앉거나 손잡이를 잡습니다.
◾ 탑승 전후에는 주변에 다른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오는지 주위를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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