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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통학버스 승차 규정 안내 및 안전 교육 

  학부모님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3월입니다. 항상 본교의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교에서는 교통사고 예방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 통학버스 이용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등하교를 위해 가정에서도「학교 통학버스 승차 규정」과 

「학교버스 안전 탑승 교육 내용」을 숙지해주시고, 함께 지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현재 통학버스 등·하차시 체온 체크 철저 및 37.3℃ 이상 발열자의 경우 

    차량 탑승이 불가함을 강조하여 알려드립니다.

 

1. 학교 통학버스 내 규정

  학교 통학버스는 학교 시설의 연장으로 학교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행동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코

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가. 학생들은 학교 버스 내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며, 운행 중 마스크를 벗지 않는다.

  나. 학생들은 정해진 학교버스를 타야하고, 학교버스 담당교직원의 허가 없이는 다른 버스를 탈 수 없다.

  다. 학교버스에 탑승한 학생들은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 

  라. 버스가 운행 중에는 몸을 앞쪽으로 향해서 앉아야 하며, 버스가 완전히 정차할 때까지 일어서지   

      않는다.

  마. 버스 운행 중 돌아다니거나, 자리에서 이탈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바. 버스 안에서는 먹거나 마실 수 없으며, 버스 안이나 창밖으로 쓰레기나 물건 등을 버리지 않는다.

  사. 안전을 위하여 팔, 다리, 머리 등을 버스 밖으로 내밀지 않는다.

  아. 학교버스는 공동시설이므로 큰소리로 떠들거나 소란스럽게 하지 않는다.

  자 학교버스 안에 있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하지 않는다.

  차. 학생들은 차량담당 지도교사, 운전기사, 차량보조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따라야 한다.

2. 승차 규정 위반 시 처벌 및 징계

  학교 통학버스 관련 규정을 위반한 학생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선도한다.

  가. 학교버스 규정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는 현장에서 훈계 또는 지도하고, 무거운 경우에는 경고장을  

      발부한다. 단, 가벼운 규칙 위반으로 3회 이상 지도를 받는 경우에는 경고장을 발부한다.

  나. 학교버스와 관련하여 경고장을 2회 이상 발부받은 학생에게는 정도에 따라 반성문, 학부모 면담,   

      학교버스 탑승 금지(5일 이내)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3. 학교 통학버스 규정 위반 사례 



  가. 학교버스 담당교직원의 허가 없이 다른 버스를 탄 경우

  나. 학교버스가 운행 중에 이동하거나 자리를 이석한 경우

  다. 버스 밖으로 쓰레기나 물건을 버린 경우

  라. 학교버스 안에서 장난이나 다툼으로 소란스럽게 한 경우

  마. 학교버스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바. 학교버스 안의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

  사. 학교버스 담당 지도교사, 운전기사, 차량보조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따르지 않은 경우

4. 학교 통학버스 탑승 안전 교육 내용

가. 버스 탑승시간 5분전에 도착하도록 하며, 늦게 와서 달리는 버스를 잡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나. 인도에서 한 줄로 버스를 기다린다. 

다. 차량보조교사가 체온을 측정하며, 측정이 끝나면 순서대로 탑승한다.

라. 차가 출발하기 전에 안전벨트를 반드시 매며 절대 도중에 풀지 않는다. 

마. 안전벨트에 이상이 있거나 매지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보조교사에게 도움을 청한다. 

바. 버스 안에서 장난치거나 돌아다니거나 창밖으로 머리나 손을 내미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하지 않는다. 

사. 차에서 내릴 때는 차가 완전히 멈춘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한다. 

아. 차에서 내리면, 학교버스가 출발하고 난 후 길을 건너도록 한다. 키가 작은 학생은 버스 바로 앞에 서  

    있으면 운전자가 볼 수 없으므로 차량 앞에 서지 않도록 한다. 

자. 차에서 내려 길 반대 방향으로 가고자 할 때에는 차량-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차. 차 밑으로 물건이 떨어졌을 때 절대 차 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운전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5. 기타 협조 사항

 가. 자녀가 통학차량 기사 또는 차량보조교사에게 인사예절을 지키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생

들이 차량보조교사에게 공손하게 대하고 지시사항에 따르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녀가 보는 앞에서 통학차량 기사 또는 차량보조교사에게 함부로 대하는 말이나 행동을 자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다. 모든 선도 절차마다 학부모님의 확인서를 받도록 합니다. 가정에서도 차량예절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선도절차에 이의가 있는 경우 차량관리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2차 경고장 후에는 학부모님의 서약서를 받아 1주일간 등하교시 학부모 동승하여 함께 차량지도를 하거

나 5일 이내 자녀의 통학버스 이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부득불 시행하게 된 조치이오니 이해해주시고, 더

욱 관심어린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에 싸인하셔서 3월 17일(수)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03.15.

상 해 한 국 학 교 장
  

--------------------------------------<절 --- 취 --- 선>----------------------------------------

위의 통학버스내 규정과 선도절차를 인정하며, 가정에서도 이를 준수토록 지도할 것을 동의합니다.

                                                            학년   반  이름: 

학부모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