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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자동차 무상점검으로 추석 귀향길 안전 챙기세요
- 9월 1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추석맞이 귀성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실시

…

- 영업용 차량 제외한 자가용 차량 대상
- 오일

엔진, 타이어, 브레이크 등 점검

· 워셔액 무상보충, 경미사항 무상 수리 및 10% 할인 혜택 제공

다가오는 추석연휴, 들뜬 마음으로 고속도로 올랐는데 갑자기 차가 멈춰
선다면 귀향의 즐거움보다는 걱정부터 앞설 것이다.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추석을 앞두고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귀
향을 돕기 위해 내달 1일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한다.

주로 장거리 운행에 이용하는 고속도로는 일반도로와 달리 사소한 결함
도 대형 추돌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운전자가 시간을 내어 스스로 차량을 점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구는 구민의 안전과 편의 제공을 위해 매년 추석 전 차량 무상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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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도림 고
가차도 앞 사거리에서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영등포구지회 조합원 80여명으로 구성된
베테랑 점검반이 장거리 주행 시 차량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을 집중
적으로 점검한다. 영업용 차량을 제외한 구민 소유의 자동차는 모두 가
능하다.

주요 점검 항목은

▲

엔진 계통(엔진, 변속기, 냉각수 및 오일류)

향장치 계통 (브레이크, 핸들유격, 타이어 편마모)

▲

▲

제동·조

전기 계통(배터리, 전

구류, 점화플러그) 등이다.

점검 결과, 타이어 공기압이나 부족한 오일, 워셔액 보충 등 경미한 사
항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한다. 정밀 점검이 필요한 경우 점검기록표 교부
후 신속히 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조합원 영업소에서 수리하면 10%
가격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당일 무상 점검한 차량에는 자동차 기본 점검사항과 장거리 안전 운전
수칙도 안내한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차량을 가지고 당일 행사장으로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영등포
구지회(

☎

831-6410)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만일의 사고에 미리 대비해 건강하고 안전한 추
석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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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서울특별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영등포구지회(

831-6410)

붙임 : 1. 지난해(’18년) 귀성차량 무상점검 행사 현장 사진
2. 행사장 위치 지도

붙임

1. 지난해(’18년) 귀성차량 무상점검 행사 현장 사진

2. 행사장 위치 지도

* 위치: 영등포구 대방천로 신도림 고가차도 앞 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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