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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NEWS RELEASE

녹색교통, 서울 양천구 남명초, 성동구 경동초에 ‘가방 안전덮개’ 등
900여개 전달
- 골목길 안전속도 30km을 위한 해피핑거 캠페인2018년 4월 12일 -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이사장 조강래, 이하 녹색교통)은 「골목길
안전속도 30km/h 캠페인」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용 ‘가방 안전덮개’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4월9일 남명초등학교, 4월12일 경동초등학교에서 전달식을 가졌다.

녹색교통은 운전자가 골목길에서 차량 속도를 30km/h 이하로 줄여 보행자를 살피자는
의미로 형광색 바탕에 ‘골목길 안전속도 30’이라는 문구를 넣은 방수 가방 덮개과 투명
우산, 차량용 30km/h 안전 스티커와 캠페인 안내브로슈어를 제작하였다.

4월 9일 녹색교통은 서울시 양천구 남명초등학교에 가방 안전덮개 300개와 투명 우산
300개를 전달하였다. 남명초등학교는 보도가 확보되지 않은 통학로, 재개발 공사로 인한
공사차량과 출퇴근 통과차량으로 인하여 아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학부모가
지자체․경찰서에 통학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곳이다.

4월 12일 가방 안전 덮개 600개 전달식을 가진 성동구 경동초등학교는 보행환경이 좋지
않은 통학로 일부의 보행로 확보를 위해 학교 담장을 허물고 보도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통학로 개선을 논의 중인 학교이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모바일로 바꾸는 세상, 해피 핑거 캠페인」의 일환으로
한화다이렉트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녹색교통은 운전자들이 골목길에서 만큼은 차량 속도를 줄이고 주변 보행자를 살피자는
취지로 진행하는 만큼, 운전자들의 골목길 안전운행 실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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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제한 가방커버는 2017년 경남도교육청에서 최초로 경남도 1~4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배포하였으며 이후 경기도와 광주 등 일부 지역의 학교와 경찰서에서 시행하고
있다.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개요

녹색교통운동은 1993년에 창립되어 ‘생명 존중의 교통문화와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을
실현하고, 교통약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거리와 쾌적한 대중교통 만들기 및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유자녀 돕기’를 위한 시민운동을 펼쳐 왔다. 사람 중심의 교통과
친환경적인 교통이라는 목표의 실현, 보행권 확보를 위한 육교와 지하도 대신 횡단보도
만들기, 주민이 직접 주도하는 보행환경 시민공모전 등 보행환경의 개선,
시내버스·도시철도 우선의 대중교통의 개편, 차 없는 날 행사와 보다 더 쾌적한 대기질
확보 등과 같은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 개편에 기여했고, 교통사고 유자녀
돕기 사업도 꾸준히 수행하여 왔다.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저탄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운동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기후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저감 대책에 앞서가는 시민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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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김광일 협동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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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운동이 경동초등학교 학생들과 전달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녹색교통운동이 남명초등학교 학생들과 전달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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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운동이 전달한 가방을 착용한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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