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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된 안전벨트, 보호 성능 미흡해
- 3점식

이상의 어린이용 안전벨트 의무화 등 기준 강화 필요

-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벨트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음에 따라, 일반적인 3점식 안전벨트는 어린이의 신체에 맞게
조절할 수 없어 2점식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제6항

※ 3점식 안전벨트 : 3개의 지지점이 시트에 고정되어 있어 벨트가 어깨ㆍ허리ㆍ복부를 감싸
충돌 시 상체를 구속해 탑승자를 보호함. 주로 일반 승용차에 사용됨.
※ 2점식 안전벨트 : 띠의 양 끝이 시트 좌우 2개의 지지점에 고정되어 있어 충돌 시 허리
부분을 구속해 탑승자를 보호함. 주로 버스와 승합차에 사용됨.
2점식 안전벨트

3점식 안전벨트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이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된 2점식 안전벨트의 안전성을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충돌사고 발생 시
보호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충돌시험 결과, 2점식 안전벨트는 상반신을 적절히 잡아주지 못해 머리가
수평방향으로 약 733mm 이동했고, 이 때 머리가 앞좌석에 부딪쳐 그 충격으로
앞좌석 후면이 파손되는 등 상해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 차량충돌시험 : 10세 더미를 어린이 통학버스(소형 승합자동차) 2열 시트에 탑승시킨 후 주행(56Km/h) 중 고정벽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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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전(Time 0)

충돌 후(93ms)

충돌 후(109ms)

파손된 앞좌석 후면

미국의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 )은 2점식 안전벨트보다 3점식 안전벨트가
정면충돌 시 머리와 목의 부상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근거로 소형 스쿨
버스(약 4.5t 미만)에 3점식 안전벨트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스쿨버스 업체들은
어린이의 신체에 맞게 조절 가능한 3점식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설치하고 있다.
*

* Federal Motor-Vehicle Safety Standard

반면, 우리나라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해야 할 안전벨트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3점식 이상의 어린이용
안전벨트의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 미국 스쿨버스의 3점식 어린이용 안전벨트 ]

<사진 출처 : IMMI safeguard & school bus>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어린이 통학버스(승합차량) 제작사
에게 통보했으며, 해당 제작사는 어린이 통학버스(승합차량)에 설치될 3점식
어린이용 안전벨트 개발에 착수했음을 회신했다.

▲

또한 국토교통부에 어린이 통학버스(승합차량)에 3점식 이상의 어린이용 안전
벨트 설치 의무화, 어린이 통학버스(승합차량)의 좌석 후면에 충격 흡수용 소재
사용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 한국소비자원은 ‘국민참여혁신 제안방’을 통해 기관 운영과 관련한 국민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기관대표 누리집(www.kca.go.kr) 접속을 통해 제안·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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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벨트 안전실태조사 결과
1

일반현황

□ 조사배경
ㅇ 자동차 안전벨트는 교통사고 발생 시 탑승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중요 부품
으로, 국내에는 주로 2점식과 3점식이 사용됨.
[ 안전벨트의 종류 ]
2점식 안전벨트

3점식 안전벨트

ㅇ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벨트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높이조절이 불가능한 일반적인 3점식 안전벨트는 사용할 수
없기에 통학버스에는 2점식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음.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제6항
-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카시트) 의무 착용대상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로,
만 6세 ~ 만 13세의 어린이는 통학버스 내에 설치된 2점식 안전벨트만을
착용하고 있는 실정임.
□ 어린이 통학버스 일반 현황
ㅇ (정의) 어린이 통학버스란 어린이(13세 미만)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통학 등에 이용하는 자동차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함.
ㅇ (종류) 승합차(9인승, 12인승, 15인승 등 25인승 미만)와 중형버스(25~44인승),
대형버스(45인승 이상) 등으로 다양함.
ㅇ (승자정원별 현황) 2019년 기준, 어린이 통학버스 승차정원별 현황은 25인승
미만인 승합차 형태(93,983대)가 가장 많고, 25~44인승(14,012대), 45인승
이상 (3,366대)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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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고 현황) 최근 4년(‘15 ~ ‘18)간의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통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교통사고는 1,913건이며, 최근 급증하는 추세임.
[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교통사고 현황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사고건수

288건

278건

764건

583건

1,913건

부상자수

395명

364명

1,143명

811명

2,713명

사망자수

4명

6명

6명

13명

29명

□ 자동차 안전벨트 정의 및 종류
ㅇ (2점식 안전벨트) 띠의 양 끝이 시트 좌우 2개 지지점에 고정되어 있어 충돌 시
허리 부분을 구속해 탑승자를 보호함.
- (위험성) 상체를 구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돌 시 머리·가슴·허리에 심한
충격이 전달돼 뇌진탕·요추골절·장파열 등의 심각한 부상으로 연결될 수 있음.
ㅇ (3점식 안전벨트) 3개의 지지점이 좌석에 고정되어 있어 벨트가 어깨·허리·
복부를 감싸 충돌 시 상체를 구속해 탑승자를 보호함.
- (안전성) 상체 구속이 불가능한 2점식의 한계를 극복한 안전벨트로, 어깨끈이
상체를 잡아 탑승자가 급격하게 앞으로 쏠려 나가며 발생하는 2차 충격을
방지함.
- (한계) 일반 성인에 비해 체격이 작은 어린이는 사고 발생 시 안전벨트의
어깨끈이 목 부분에 걸려 치명적인 부상을 당할 수 있어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카시트, 부스터시트 등)를 장착하거나 어린이용 3점식 안전벨트를
사용해야 함.
□ 국내 관련 규정
ㅇ (대상) 어린이 통학버스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을 말함.(｢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ㅇ (인원)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 이상의
자동차이며,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자동차를
포함함.(｢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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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좌석 안전띠) 승용자동차의 모든 좌석과 그 외의 자동차의 운전자좌석 및
조수석에는 3점식 이상의 안전띠를 설치해야 하나,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좌석의 구조상 3점식 이상의 안전띠 설치가 곤란한 경우, 2점식 안전띠를
설치할 수 있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항)
ㅇ (어린이 통학버스 좌석 안전띠) 어린이 통학버스의 좌석에 설치된 안전띠의
구조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함.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제6항)

- 국내 3점식 안전벨트는 성인 신체에 맞춰 제작되고 있어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맞게 조절될 수 없으므로 통학버스 좌석에 설치할 수 없음.
-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2점식 안전벨트의 설치는 허용하고
있어 현재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2점식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음.
□ 미국 스쿨버스 관련 규정 및 사례
ㅇ (정의) 승차정원 11인 이상(운전자 포함)의 자동차로 유치원(preprimary),
초등학교(primary), 중고등학교(secondary)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연간
2,50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음.
ㅇ (종류) 소형(10,000파운드 미만), 대형(10,000파운드 이상) 스쿨버스로 구분됨.
ㅇ

(구획화)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
Federal
Motor-Vehicle Safety
Standard)에 따라 대형 스쿨버스(10,000파운드 이상)에는 사고 충격 완화를
위해 구획화(Compartmentalization)를 강제하고 있음.

- (정의) ‘구획화’란 좌석간의 앞뒤 간격을 좁게 하고 좌석등받이를 높고 푹신한
충격 흡수용 소재로 만들어 사고 발생 시 승객의 몸이 앞뒤로 부딪쳐도
좌석등받이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임.
- (한계) 구획화는 전면과 후면 충돌 시에는 효과가 있으나 측면충돌이나 전복
시에는 충격 완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ㅇ (안전벨트) 2008년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 개정에 따라 새로 생산되는
모든 소형 스쿨버스(10,000파운드 미만)에 3점식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대형 스쿨버스(10,000파운드 이상)는 구획화(Compartmentalization)가 강제됨에
따라 안전벨트 설치 의무는 없으나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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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통학버스로 사용되는 승합차의 공차 중량은 약 2t 내외로 미국
소형 스쿨버스 기준(10,000파운드, 약 4.5t) 이하의 중량임에도 국내에서는
2점식 안전벨트를 허용해, 미국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ㅇ (미국 스쿨버스의 어린이용 안전벨트) 미국 스쿨버스의 안전벨트는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카시트)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다양한 연령대의 어린이가 사용
할 수 있음.
- 시트에 설치된 3점식 안전벨트는 버클을 통해 높이를 조절할 수 있으며,
3점식 벨트를 맬 수 없을 정도로 체격이 작은 어린이는 좌석에 내장된 5점식
안전벨트와 부스터 쿠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음.
[ 미국 스쿨버스 어린이용 안전벨트 ]

<사진 출처 : IMMI safeguard & school 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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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충돌시험결과
차량충돌시험 개요

∎(시험일시 및 장소) 2020.06.18.,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충돌시험장
∎(시험조건)
- 10세 어린이 더미(Q10)를 어린이 통학버스(그랜드 스타렉스, 2010년식) 2열 좌측 시트에 착석
시킨 후 고속 주행(56Km/h) 중 고정벽 정면충돌
- 조사대상인 2점식 안전벨트에 10세 어린이 더미(Q10) 착좌 후 충돌시험 실시
∎(시험기관) 보험개발원
∎(시험대상)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된 2점식 안전벨트

ㅇ (더미 거동 분석) 충돌 순간 더미의 골반이 좌석 시트 바닥과 후면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하고 구속되지 않은 상체가 접혀 다리 상단부에 접촉(Folding)함.
- 더미의 머리는 수평방향으로 약 733mm 이동해 앞좌석 후면에 충돌(Head
Contact)하였고 그 충격으로 앞좌석 후면이 파손됨.
[ 2점식 안전벨트를 착용한 더미의 거동 ]
충돌 전(Time 0)

충돌 후(93ms)

충돌 후(109ms)

[ 2점식 안전벨트를 착용한 더미의 충돌 후 파손된 앞좌석 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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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 > 시간대별 고속카메라 충돌 영상[1/1000초]
충돌(60ms)

충돌(70ms)

충돌(80ms)

충돌(90ms)

충돌(110ms)

충돌(130ms)

충돌(50ms)

충돌(200ms)

충돌(397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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