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귀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마다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낸
저력이 있는 국민들로, 이번 위기도 잘 극복해 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민식이 법(도로교통법 및 특가
법 개정사항)과 관련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민식이 법은 19년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 내
에서 교통사고로 김민식 군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며 발의된 법안입니다.
그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스쿨존내 과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과
※ 보호구역 192개소 : 초등학교(63), 유치원(101), 특수학교(2), 보육시설(26), 학원(0)
※ 보호구역(192개소) 내 현재 신호기 132대, 무인카메라 43대 운용중
ㆍ‘20년까지 신호기 195대(68%→100%), 무인카메라54대(22%→28%) 추가설치
ㆍ’22년까지 무인카메라 192대(100%) 설치 예정

스쿨존내에서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13세 미만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평택경찰서에서는 개학과 동시에 통학로가 취약한 학교 24개교에 대하여 경
찰관을 배치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스쿨존 내 차량으로 아이들을 태워다 주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등교시키기 위하여 다수 학부모님들의 차량이 스쿨존에 차량이 들어올
경우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어린이 보행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횡단보도를 바르게 건너는 방법이 교육 되어야 합니다.
[횡단보도 건너기 3원칙]

1. 신호가 바뀌더라도 좌우를 살펴 자동차 정지 여부를 확인
2.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절대 뛰지 말고 천천히 걷기
3. 키가 작은 어린이는 반드시 손을 들고 길을 건너기

셋째,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기 위해 스쿨존 내에서는 차량의 주·정차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관련 인식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이들은 횡단보도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여, 불법 주ㆍ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키가 작은
어린이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평택경찰서에서는 앞으로도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댁 내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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