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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버스 교통사고, 이것만은 알아두자!
최근 얼마나 발생했나?

•최근 3년간(2011∼2013년) 버스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버스 교통사고
발생건수
봄에 15,895건
24.7%

공제조합 사고일자 기준 총 64,316건이고 이 중 봄에
15,895건(24.7%) 발생
   - 봄철 버스 교통사고 중 시내버스 14,173건(89.2%),
농어촌버스 485건(3.1%), 시외(고속)버스 1,227건
(7.7%), 기타 10건

▶ 봄철 업종별 주요 사고발생 현황
사고
종류별

시간대
14.6% 13.7%

법규위반별
(일반사고)

18.6% 16.7%

08~10시 18~06시

10~12시 16~18시

시내
버스

농어촌
버스

시외(고속)
버스

71.1%

법규위반별
(중대사고)

51.1%

2.4%

4.9%

전방주시태만

추돌
측면충돌

차내전도
하차
무단횡단

차내전도
무단횡단

시내
버스

농어촌
버스

시외(고속)
버스

51.9%
33.0%

30.8%
6.5%

6.6%
개문발차

안전운전불이행
진로변경위반

75.1%
46.8%

15.4% 15.2%

16~18시 08~10시

67.5%

52.3%

시내
버스

농어촌
버스

시외(고속)
버스

신호(지시)위반

시내
버스

농어촌
버스

시외(고속)
버스

※이외에도 봄·가을철 농번기에 이륜차와 농기계사고가 많으므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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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춘곤증, 졸음운전과의 전쟁
•졸음운전사고 1년 중 3~5월 사이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
•졸음운전사고 40%는 도로이탈로 대형사고 가능성
높음
•졸음운전 교통사고 치사율은 90% ⇨ 전체 교통사고
의 4.5배
•봄철 졸음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하루 평균 7건 발생
•1초 잠깐 졸면 28미터, 4초면 100미터 이상 주행
•충돌직전까지 상황 인지 못해, 충격 피해정도 일반사
고의 3배
•최근 3년간 버스 교통사고 발생요인 26%가 졸음운전
(자료 : 교통안전공단)

/ 예방책 /
•전날 충분한 수면을 취한 뒤 운전하는 것은 기본

•졸음운전 예방 위해 스트레칭 등 가벼운 체조로 몸을 풀어줌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순환시켜 차내 이산화탄소 배출

•졸음방지 패치, 껌 등 졸음 방지용품을 사용해봄

어린이·어르신 교통사고 및 차내전도 사고
•개학 후 등하교길의 어린이 이동이 많으므로 버스 운전기사 주의 요구
•날씨가 풀리면서 야외활동 많아지는 만큼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증가
•음주 상춘객 차내 전도 등 차내 사고 빈발하므로 운전기사 주의 요구
•차내전도 사고는 돌발상황에 의한 차량의 흔들림으로 차내에 서 있는 승
객이 넘어지는 사고임
•급출발, 급가속, 급커브, 급정차 등 급격한 변속 시 승객의 차내전도 사고
위험 증가

/ 예방책 /
•야외활동 많은 봄철 어린이·어르신 보행자 발견 때 버스 운전기사는 각별히 주의해야 함
•운전기사는 입석승객의 안전을 위해 출발·정차 할 때 천천히 가감속하는 습관 유지
•승객이 탑승 후 좌석에 앉거나 입석승객이 자리를 잡은 것을 확인 후 천천히 출발
•최대한 안전운전과 방어운전을 통해 처음부터 급정차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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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및 자전거 교통사고
•따뜻한 날씨 탓에 이륜차와 자전거 이용자 늘어남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봄부터 급증, 5~10월 사이에
증가
•특히 6월에는 자동차 사고 발생률보다 높아 운전자
주의 필요함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중 61세 고령자 비율이 전체
40% 이상 차지함
•버스차량 전후방, 측면 등 사각지대에서 특히 사고 위험
높음
(자료 : 교통안전공단)

/ 예방책 /
•버스 운전기사는 이륜차 등을 발견했을 때 미리부터 서행하는 등 방어운전 자세를 가져야 함
•사이드 미러로 보이는 부분 이외는 사각지대이므로 보조미러, 육안 등으로 반드시 안전 상태 확인

봄철 교통사고의 복병, 안개

•안개가 발생하면 통상 시야가 200미터 이내로 좁아짐
•봄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져 안개 끼는 날이 잦음
•하루 중 특히 새벽시간에 안개가 자주 끼므로 이를 알
고 운전해야 함
•안개 끼는 날은 시야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추돌사
고 위험 높음
•바닷가나 강변 근처는 상습적으로 안개 발생하므로
더 주의해야 함

/ 예방책 /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도로별 최고제한속도의 50% 감속
- 시내·농어촌버스는 60km/h 일반도로에서 30km/h 속도 운행
- 시외(고속)버스는 100km/h 고속도로에서 50km/h 속도 운행
•안개등이나 전조등, 비상점멸등을 켜고 차간거리 길게 유지하면서 감속 운행
•차량의 창문을 조금 열어서 외부에 차가 오는지 소리로 확인함
•안개길 굽은 도로 지날 때는 경적을 울려 차가 주행중임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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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기 등 농기계 교통사고
•농기계 교통사고 절반이 봄 이앙기, 가을 수확
기에 발생
•경운기 사고가 전체 농기계 교통사고의 67%
차지
•농기계 사망·중상사고 10건 중 9건이 경운기와
발생한 사고
•자동차가 농기계 후미 추돌하는 사고가 절반
이상 차지
•농기계 교통사고 치사율 승용차의 7배
(자료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 예방책 /
•농사일 나가거나 집으로 들어오는 오전 9시대, 오후 6시대 주의해야 함
•경운기 등을 앞지르기할 때 경적 울려 자동차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 알려야 함
•농촌 부락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버스 운전기사는 반드시 서행하는 등 조심해야 함
•시골길 등은 도로에 가로등이 드물다는 점 인식하고 운전기사는 방어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함

개문발차 및 문끼임 사고
•사람들의 활동이 많은 봄철부터 개문발차에 의한 사고 증가
•개문발차는 배차간격 유지 등 급한 마음으로 출발하다가 발생
•봄·가을철 시내버스 중대사고 중 개문발차 사고가 30% 이상 차지
•문끼임 사고는 문이 닫히는 순간 승하차 문에 성급하게 달려들어 생기는 사고
•일부 승객들이 앞문으로 하차, 뒷문으로 승차하는 경우 문끼임 사고 위험 높음

/ 예방책 /
•정류장에서 운전기사는 승객 승하차 확인 후 2~3초 기다린 다음 문을 닫도록 함
• 정류장에서 승객이 내리 전에 문을 열고 출발하거나 차량을 완전히 정차시키기 전에 문을 열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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