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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행락철 사고 주의”…전세버스 특별합동점검
4~5월 주요 관광지서 속도제한장치·타이어 마모·안전띠 등 집중점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봄꽃축제, 체험학습 등 단체이용객이
집중되는 봄 여행주간(4~5월)을 맞아 전세버스가 많이 모이는 전국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ㅇ 이번 특별점검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지자체, 교육부, 교통안전공
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전국 주요 관광지 등을
찾아다니며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ㅇ 봄꽃구경

,

학생단체 현장체험학습 등 봄철 나들이에 많이 이용되

는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필수적인 재생타이어 사용,
불법 구조변경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함께 좌석안전띠 정상
작동 및 소화기 비상망치 비치 적정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구 분
주요 점검 내용
속도제한장치 조작여부, 운행기록장치 작동, 불법구조변경
차량시설 안전상태 •
•안전띠, 소화기․비상망치 비치, 재생타이어 사용 또는 마모 등
운전자 안전관리 •운전자 무자격, 음주운전여부, 지입운행 등

ㅇ

특히, 무자격 운전자, 음주운전 여부, 속도제한 준수 및 휴식
시간보장과 같은 근로시간 준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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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

전세버스 대형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이를 예방

하기 위해 안전과 관련하여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음주운전 및
운행 중 휴대폰 사용 등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등 운송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을 전파할 계획이며, 운전자가 안
전수칙을 제대로 지켜 안전운전을 해야 하는 중요성을 널리 알려
안전운전 실천의지도 독려할 예정이다.

구 분
주요 내용
•휴식 및 근로시간 준수, 음주운전 금지, 전좌석 안전띠 착용
준수사항 홍보 안내, 차내 가무행위 근절, 대열운행금지, 핸드폰사용 금지
•비상망치·소화기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 안내방송 등

□ 그동안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교
통안전대책 등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
나 아직도 교통선진국에 비해서는 많은 수준이다.

* 사망자수(건): 13,429('91) ⇢ 5,392('12) → 4,762('14) → 4,185('17) → 3,781('18)

ㅇ

이를 대비해 전세버스 운행량이 많아져 사고 발생 위험이 큰 봄
행락철 전세버스 교통안전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전
세버스 이용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한 전세버스 이용
환경개선을 위한 것이다.

* 3년간 봄 행락철 사고 : 4,865(28.4%, '16) → 4,305(27.0%, '17) → 4,553(26.6%, '18)

□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김동준 과장은

“현장중심의

관계기관 합동 봄
행락철 특별점검을 통해 봄을 즐기려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전세버
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ㅇ

이용객들도 차내에서 음주가무를 하거나, 안전띠를 미
착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성숙한 교통안전의식을 가지고 , 교통

“전세버스

안전을 적극 실천하여 주실 것을 ” 당부했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대중교
통과 권오혁 사무관(☎ 044-201-382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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