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학년도 통학차량 임차용역 규격서 

 ○ 운행계획

  ․ 운행차량 : 21인승 이상 총 1대, 학교직원(통학차량 보조원)배치.

   - 1호차 방학 미운행

      ※ 운행 노선 및 운행에 관한 세부내역은 운행노선 및 시간표 참조

  ․ 운행기간 : 2023년 3월 1일 ~ 2024년 2월 29일(방학기간 제외)

  ․ 운행일수 : 총191일(학기중 191일)

   ※ 학기중 관내 현장체험학습[15회] 운행 포함

     (현장체험학습은 본 입찰에 포함되어 설계된 금액으로 별도 금액을 지급하지 않음)

  

 ○ 차량 기준 조건

  ․ 승합버스로 [21인승 이상 1대 : 2016년식 이후 출고차량]으로 하여 등

록을 완료한 차량(자동차등록증 표시)으로 동․하절기를 대비 냉․난방설비

를 갖추고 차량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

  ․ 관할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신고차량(의무사항)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등)에 의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차체색깔은 노란색, 경광등, 어린이 발판, 어린이 안전띠, 광각실외후사경 등을 갖

추고 있어야 하며 이를 수시 점검하여 보완하여야 함.

    

  ▶ 세부사항은 [붙임]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기준[어린이통학버스 신고요건] 참조



< 등교 노선 >

운행노선 출발시간 도착시간
경유노선
(탑승장소)

운행거리 탑승시간
탑승 

학생수(명)
운행 횟수

1회(등교A) 07:40 08:20

① 축석마을회관 1.5km 07:50 2명

1회

② 기웅스텐
(무봉리)

7.3km 08:00 3명

③ 씽크대
(무봉리)

0.5km 08:01 1명

④ 대방아파트 3.6km 08:10 8명

⑤ 부대앞 1.6km 08:15 1명

 학교 2.5km 08:20

A코스 운행거리 17km 총 15명

2회(등교B) 08:20 09:05

① 푸르미아르미소 4.6km 08:42 6명

1회

② 무봉리순대국 1.3km 08:48 1명

③ 대방아파트 0.6km 08:53 3명

④ 부대앞 1.6km 08:58 2명

⑤아동복(학교초입) 1.2km 09:02 1명

학교 0.5km 09:05 

B코스 운행거리 9.8km 총 13명

총 운행거리 26.8km 총 28명



< 하교 노선 >

운행노선 출발시간 도착시간
경유노선
(탑승장소)

운행거리 하차시간
탑승 

학생수(명)
운행 횟수

1회(하교A) 14:40 15:00

① 축석마을회관 1.5km 14:46

개학 후 
방과후일정

및 
학사일정에 
따라 코스 
변경 될 수 

있음

 1회
② 대방아파트 8.5km 14:55

③ 학교 3.5km 15:00

운행거리 13.5km

2회(하교B) 15:10 15:30

① 대방아파트 3.6km 15:20

 1회② 학교 3.4km 15:30

운행거리 7km

3회(하교C) 15:40 16:20

① 아동복(학교초입) 0.5km 15:42

 1회
② 대방아파트 4.2km 15:50

③ 학교 3.5km 16:20

운행거리 8.2km

4회(하교D) 16:25 17:00

① 기웅스텐(무봉리) 1.9km 16:30

 1회

② 푸르미아르미소 4.5km 16:47

③ 무봉리 순대국 1.8km 16:50

④ 대방아파트 0.6km 16:54

⑤ 부대앞 1.6km 16:58

⑥ 학교 2.5km 17:00

운행거리 12.9km

총 운행거리 41.6km



 <등교A코스>

<등교B코스>



<하교A코스>

<하교B코스>



<하교C코스>

<하교D코스>



[붙임]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요건) 

(관계법령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도로교통법 시행령」)

항 목 황색도색 관계법조문
안전기준
제19조 8항

안전기준 ㅇ 승합자동차의 색상은 황색이어야 한다.

확인내용
 차량 전체가 황색으로 도
색되어 있는 확인

항목 스티커 등 보호표지 관계법조문
안전기준

제19조 9항

안전기준

ㅇ 승합자동차의 앞과 뒤에는 어린이보호표지를 붙이거나 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앞면 : 창유리 우측 상단(40×15cm)

- 뒷면 : 창유리 중앙 하단(50×20cm)

- 붙이거나 뗄 수 있어야 함

- 재질 : 두께 1mm이상의 아크릴

확인내용
 앞･뒤에 어린이보호표지 부착
여부



항목 아동용 카시트 관계법조문 도로교통법 제50조

안전기준
ㅇ 유아(6세미만)인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

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확인내용

 차량에 유아용보호장구(카시
트, 부스터, 휴대용 카시트
등 포함) 비치 여부

※ 유치원에서 조끼형벨트 의무
장착

항목 승강구 관계법조문 안전기준 제29조 1항

안전기준

ㅇ 보조발판은 자동 돌출 등 작동 시 어린이 등의 신체에 상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작동되는 구조일 것

ㅇ 제1단의 발판 높이는 30센티미터 이하이고, 발판 윗면은 승강구

유효너비의 80%이상, 세로 20센티미터 이상일 것

확인내용  승하차용 보조발판 설치여부



항목 광각실외후사경 관계법조문 안전기준 제50조2항

안전기준

ㅇ 차체 바로앞에 있는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야 한다.

ㅇ 승강구의 가장 늦게 닫히는 부분의 차체로부터 자동차길이방향

의 수직으로 300밀리미터 떨어진 지점에 직경 30밀리미터 및 높

이 1천 200밀리미터의 관측봉을 설치하고, 운전자의 착석기준점

으로부터 위로 635밀리미터의 높이에서 관측봉을 확인하였을 때

관측봉의 전부가 보일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확인내용
 차체 앞과 출입문을 확인할
수 있는 광각실외 후사경 설치
여부

항목 후진알림장치 관계법조문 -

안전기준 -

확인내용
 변속기어를 후진 또는 R에 위
치하면 외부에서 경고음이 들
리는 부저(알림) 설치 여부

-

항목 후방경보장치 관계법조문 -

안전기준 -

확인내용

 후진시 후방에 사물이 일정 거
리 이내로 가까워지면 운전자
에게 경고음이 들리도록 하는 장
치 설치 여부
(차량 범퍼에 단추 모양 센서
확인)



항목 후방카메라 관계법조문 -

안전기준 -

확인내용

 후방카메라 설치여부
(자동차 후면 등록번호판 근처
의 카메라 확인)
※ 자동차 후진시 운전석에서
후방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보임

항목 블랙박스 관계법조문 -

안전기준 -

확인내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
여부

항목 승하차보호기 관계법조문 -

안전기준 -

확인내용
 자동차 오른쪽 뒤쪽에 승하차
보호기(일명 : 천사의 날개) 설
치 여부



항목 창유리 썬팅(앞유리) 관계법조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안전기준

ㅇ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1. 앞면 창유리 : 70%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 40% 미만

확인내용  앞면 창유리에 썬팅 부착여부

항목 창유리 썬팅(옆면) 관계법조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안전기준

ㅇ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1. 앞면 창유리 : 70%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 40% 미만

확인내용
 좌우 옆면에 아주진한 썬팅 부착여부
(판단기준 : 옆면 썬팅이 있으나 연하여 외부에서 자동차 내부를 식
별할 수 있으면 제외)

항목 어린이보호차량표시등 관계법조문 안전기준 제48조

안전기준

ㅇ 적색표시등 바깥쪽, 황색표시등 안쪽 2개씩 설치

ㅇ 도로 정지시 황색표시등 점멸(운전자 조작)

ㅇ 승강구가 열릴 때 자동으로 적색등 점멸

ㅇ 출발 시 승강구 닫힐 때 자동으로 황색등 점멸

확인내용
 앞 뒤에 어린이보호차량 표시등
설치 여부



항목 접이식 좌석 관계법조문 안전기준 제25조의2

안전기준
ㅇ 접이식 좌석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외부에서 이를 조작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함

확인내용

 통로에 접이식 좌석이 있음
(단, 외부에서 조작(접고 펴는)
을 할 수 있는 접이식 좌석은
제외

항목 안전확인장치 관계법조문 -

안전기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개정안 제53조의4(하차확인장치)-

확인내용

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원동기를 정지시키거나 시동장
치의 열쇠를 제거한(이하 ‘운행
종료’) 후 3분 이내에 차실 가
장 뒷열에 있는 좌석부근에 설
치된 확인버튼(근거리 무선통신 
접촉을 포함한다)을 누르지 않
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고음과 제48조제4항에 따른 
표시등 또는 제45조에 따른 비
상점멸표시등이 작동하는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고음 발생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

야 한다.

  1. 경고음은 발생과 정지가 반복되

도록 하고 같은 음색의 소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발생시킬 것

  2. 경고음의 크기는 자동차 전방 또

는 후방 끝으로부터 2미터 떨어

진 위치에서 측정하였을 때 60

데시벨(A) 이상일 것



항목 자동문 개폐장치 관계법조문 -

안전기준 -

확인내용

 운전석에서 뒷문을 자동으로
개폐가 가능한 장치 설치 여
부

* 15인승 이하 차량은 출고후에
장착(단, 2005년 7월 이후 제작된
기아자동차 그랜드카니발은 제작
사에서 부착하여 출고)

** 2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는 모
두 자동문이 설치됨 (제작사에서 출고된 경우임)

항목 안전확인장치 관계법조문 교통안전법 제55조

안전기준 ｢교통안전법｣제9조, 제55호(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확인내용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DTG)가 장착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