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   회복적 생활교육 강화

사업구분
■임기 내
□임기 후

□신 규
■계 속

예산확보율 134.6%

세부사업명

부르미 사안처리율

추진상황

완 료

추진율

100%
Wee클래스 신규 구축 완 료 173.3%
정신건강 관리 학생 
치료기관 연계비율 완 료 100%

정신건강교육프로그램운영 완 료 100%

1. 목 적

  ❍ 학생생활교육 위기관리 신속대응팀「부르미」운영으로 학교현장의 어려움 적극 해결 

및 단위학교 예방 위주 학교폭력 대응역량 강화

  ❍ 위기유형 맞춤식 서비스를 통해 위기 상황에 노출된 학생의 심리·정서 안정 추구

  ❍ 위기학생에게 종합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가정 복귀 및 사회적응 지원

  ❍ 정신건강 문제 학생 학업중단 예방 및 장애의 조기 발견 및 치료 지원

2. 주요내용

  ❍ 학교폭력 대책 전담팀 「부르미」확대 운영

  ❍ 초등 가정형위(Wee)센터 「캠프햇살마당」상시 운영

  ❍ 위(Wee)클래스, 위(Wee)센터 예방 및 종합지원 기능 강화

  ❍ 정신건강 전문의 상담 운영, 정신건강관리학생 치료비 지원, 치유 위탁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연차별 목표 및 달성율

 공약사업 연도별 목표율

세부사업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8년
목표

누적
목표

19년
목표

누적
목표

20년
목표

누적
목표

21년
목표

누적
목표

부르미 사안처리율 90% 100% 90% 100% 90% 100% 90% 100%
Wee클래스 신규 구축 3교 3교 14교 17교 7교 24교 6교 30교

정신건강 관리 학생 치료기관 
연계비율 45% 100% 50% 100% 55% 100% 60% 100%

정신건강 교육 프로그램 운영 2개 2개 2개 4개 2개 6개 2개 8개

 공약사업 성과목표 및 추진율 

성과목표 지표 측정방법
(평가산식)

2021년 12월말 성과 Ü연간목표대비 달성도 Ü최종목표대비 추진율 추진
상황21년 성과 누적성과 세부사업별 공약달성율 세부사업별 공약추진율

부르미 사안처리율 해결건수/요청건수 100% 100% 111.1%

187.75%

100%

118.3%

완 료
Wee클래스 신규 구축 구축 학교 수 16교 52교 266.6% 완 료173.3%

정신건강 관리 학생 치료기관 
연계비율

연계 학생수
/상담 학생수 164% 100% 273.33% 완 료100%

정신건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운영 과정수 2개 8개 100% 완 료100%



 공약사업 예산 투자계획 대비 확보율                                         〔단위: 천원〕

4. 추진실적 및 성과

  ❍ 학교폭력 및 위기학생에 대한 현장 맞춤형 컨설팅 실시 [부르미 사안처리]

구 분
동부 서부

유선 현장방문 워크숍 유선 현장방문 워크숍

2019년 464 68 19.9.10. 304 62 19.9.10.

2020년 960 142 · 324 104 20.8.28.

2021년 2,613 112 21.3.17. 7,268 280 21.3.24.

  ❍ 2018 학생생활교육 계획 수립 (18.2.6.)

    - 상황별 맞춤형「부르미」서비스 제공 (학교폭력,자살,안전사고,아동학대,학업중단 등 상황별)

    - 상시적 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 2019 동·서부 부르미 발대식 및 대표전화(1644-9576) 운영 (19.3.1..이후)

  ❍ 2020 동·서부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및 심의위원 역량강화 연수 실시

  ❍ 2020 동·서부 관계회복 지원단 구성 및 단위학교 관계회복 지원

 【2021 12월말 기준】

  ❍ 전국최초  주간보호형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지·세·움』개소 (21.3.2.) 

    -『지·세·움』교육부 학생지원국 기관 방문 및 운영 간담회 실시(21.6.15.)

    -『지·세·움』교육부 학생지원국 기관 방문 및 학부모 간담회 실시(21.10.8.)

    - 학교폭력 피해학생 15명 이용(초3, 중9, 고3)

    - 대구 마음봄센터 방문 및 발전방안 컨퍼런스(21.11.22)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투자
계획
금액
(A)

국가(국고,특교)

자치단체(시,구)

자  체 2,141,890 1,383,070 1,245,000 1,255,000 6,024,960

계 2,141,890 1,383,070 1,245,000 1,255,000 6,024,960

예산
확보
금액
(B)

국가(국고,특교)  1,045,580 1,045,580

자치단체(시,구)

자  체 1,720,617 1,264,673 1,483,901 2,596,614 7,065,805

계 1,720,617 1,264,673 1,483,901 3,642,194 8,111,385

확보비율(B/A) 80.3% 91.4% 119.1% 188.4% 134.6%

투자
금액
(C)

국가(국고,특교) 1,036,946 1,036,946

자치단체(시,구)

자  체 1,533,996 1,238,607 1,204,507 1,431,765 5,408,875

계 1,533,996 1,238,607 1,204,507 2,468,711 6,445,821

집행비율(C/B) 89.1% 78.2% 81.1% 67.7% 79.4%



    - 광주 전체 초중고 학교장 아카데미 실시(21.10~11. 220명)

    - 광주 전체 초중고 학부모교육 실시(21.10~11. 200명)

  ❍ 초등 가정형 wee센터 운영(햇살캠프 마당): 23명 입소 운영함

  ❍ Wee클래스 신규 구축

구 분 초 중 고 특수 계

2018년 14교
(우산초 등)

1교
(효천중)

2교
(삼육고 등)

2교
(선명학교 등) 19교

2019년 7교
(산정초 등)

1교
(대광여고) 8교

2020년 8교
(신용초 등)

1교
(고실중) 9교

2021년 12월말 7교
(서광초 등)

9교
(송원고 등) 16교

     ※ Wee클래스 미설치교(97교) 운영 지원 

     (순회상담 지원) 상담신청 22교, 57사례, 개인상담 300건, 자문 149건, 연계(치료지원 등) 18건

     (권역별 담당자 배정) 위기학생 관리 정보 제공 등 지원

  ❍ 광주학생마음보듬센터 상담 및 위탁 프로그램 운영

구 분
정신건강 관리 학생 대상 활동 대안교육 위탁 

프로그램 운영
부모 대상

프로그램 운영상담 활동 치료비 지원 및 연계

2018년
403건, 373명 118건, 104명

-초․중등 2개 과정 4주 
120시간 8회기 진행 
총 27명 참여

* 초4, 중12, 고11명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보호자
(매 기수 1~2회기 진
행) 

* 초199명, 중120, 고52, 학교밖2 * 초52명, 중36, 고15, 학교밖1

2019년
448건, 352명 157건, 144명

* 초184명, 중121, 고43, 기타4 * 초80명, 중48, 고13,특수1, 학교밖2

2020년
389건, 333명 230건, 206명

* 초172명, 중79, 고74, 기타8 * 초125명, 중41, 고39,학교밖1

2021년 
12월말

504건, 409명 830건, 747명
* 초 270명, 중 89명, 고 40명, 기

타 10명
* 초 446명, 중 210명, 고170명, 기

타 4명

     ※ 정신건강관리 학생들 전문상담 지원을 위해 2018년부터 전문의 2명 채용

  ❍ 동·서부 관계회복지원 

    - (동부)「마음이음단」창단(21.4.6.), 전문위원 간담회 및 연수 3회

     「찾아가는 마음이음 회복교실」운영 28교, 30학급 운영

    - (서부) 관계회복 지원단 구성 및 단위학교 관계회복 지원

     서부 관계회복 지원기관 공모 및 지정 운영(1개 기관)

     관계회복 리플릿 제작 및 배포: 202교, 30부씩 배부

  ❍ 사업운영 공모 및 지정

   - 특별교육 이수기관 공모 및 지정 운영(10개 기관)

   - 2021 심리치료 이수기관 공모 및 지정 운영(12개 기관)

   - 2021 학교폭력 피해학생 맞춤형 교육기관 공모 및 지정 운영(5개 기관)

  ❍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 희망학교 지원(초22교,중8), 기초연수(2월, 16명 이수, 20시간), 보수교육 2회(5, 6월)



   -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지원: 현재 31교 수업 지원 중

   - 학생상담 연구회 운영 지원: 6개팀 공모 및 선정, 각 팀 300만원씩 지원

  ❍ 심리방역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 심리방역 지원 업무 협의회 참석: 2회

   - Wee클래스 미설치교 중 코로나 확진자 발생 학교 대상 심리방역 추진

      * 23개반 547명 46회기(A초: 16회기, B초: 6회기, C초:24회기)

5. 우수 사례

  ❍ (동․서교육지원청 부르미 확대 운영) 학교 현장의 생활교육 어려움 해결을 위한 즉

각적인 초동대응으로 학교업무 정상화에 기여

  ❍ (광주교육종합실태조사) 단위학교의 위기대응 능력 신장 및 학교교육 신뢰로 학교생활 만족도 향상

  ❍ (광주학생마음보듬센터) 2018년부터 전문의 2명을 채용, 상담과 연계를 통한 개입으

로 해당 학생들이 적절한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전문의가 학부모및교직원 대상강의로 ADHD학생에 대한 학교현장이해와 지도방안 공유

  ❍ 정신건강 문제 저소득계층 학생 등 치료비 인상지원

     -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으나 가정 형편상 치료받지 못하는 학생 대상 지속적인 의료 복지 지원
      (19년) 통원: 80만원→ 100만원, 입원: 100만원→ 150만원
      (20년) 치료비 초과하여 지속 치료가 필요한 학생(14명)에 대해 추가지원 결정
  ❍ 2020. 학교폭력심의팀 개설로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심의 업무 부담 경감

  ❍ 2020.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외부교육기관부문 우수상 수상(동부Wee센터)

  ❍ 전국최초 『지·세·움』(주간보호형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개소(21.3.2.)

기관협력   <아동복지시설 학생 지원을 위한 『희망편의점』 사업 운영>
   - 남구 관내 6개 아동복지시설 지원
   - 업무협약 체결(총8개 기관, 남부서,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아동복지협회 등)
   - 아동복지시설 학생 멘토-멘티 연계 (멘토 31명-멘티 53명) 
   - 프로그램 협력 지원
    (주말체험 프로그램) 무등산 트레킹 체험 운영, 6월, 2회
    (스포츠 체험활동) 남구다목적체육관 연계 지원
    (금융교육) 2개 기관, 초등학생
    (장학금 지원) 대한전문건설인협회, 굿네이버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

  ❍ (신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인력풀 구성

   - 전문의 상담 및 스쿨닥터 서비스 제공
   - 각종 사례회의와 자문, 자살방지TF 참여
  ❍ (신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종합심리검사(풀배터리) 행정서비스 도입

   - 전문가 인력풀 구성하여 고가(40만원 상당)의 종합심리검사를 무료로 학생·보호자에 제공
   - 검사 종료 시 결과보고서 제공 및 후속상담, 병원 등 연계 및 치료비 지원



  ❍ (신규) 학생자살방지 게이트키퍼-교직원 생명지킴이 교육 실시

   - 2021년 20개교 579명 교직원 대상 현장교육 실시(방역지침 준수)
   - 자살위기 학생 조기 감지 및 대응방법 교육으로 현장 공감 및 자살예방 기여
  ❍ (신규) 지역협력 학생 자살방지TF 운영

   - 시청·교육청·경찰청·유관기관·전문인력 등 참여
   - 총 5차 협의회 진행하며 제도 개선, 영상제작 등 실질적 학생 자살방지 노력
  ❍ 학생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제도 개선

   - 치료비 무중단 지원으로 의료공백 제거, 신청 방법 간소화, 지원 대상 확대
   - 치료비 예산 증액(1억 8000만 원 → 5억 1700만 원)

6. 교육공동체 참여 실적                                      〔단위: 횟수〕

연도 설명회,공청회,연수 언론,방송 보도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유관기관협력실적 기타

18~19년 51 135 1 4 10

21년 46 74 1 2 26

<21년 참여 실적>

 *설명회

  ❍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광주교육청 특별교육 이수기관 초청 소년보호정책 설명회(21.6.3.)

  ❍ 광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협력을 통한 2021 또래상담 운영학교 지원: 사업설명회, 컨설팅, 

또래상담 지도자 양성교육 지원

 *연수

  ❍ 전문상담인력 역량 강화 전문성 신장 연수, ‘GRIP 도구 활용 연수’(2회)

  ❍ 동부지원청 학교장 자체해결제 활성화를 위한 관계회복 역량강화 전담기구 연수: 2회

  ❍ 동부위(Wee) 센터, ‘상반기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6개교, 48학급

  ❍ 서부교육지원청, ‘2021년 학생상담자원봉사제 기초연수’ 실시(21.2.16.)

  ❍ 동·서부지원청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 게슈탈트 그립 기초 및 심화 전문성 신장연수 (3.31/ 4.7)

  ❍ 동․서부․광산 위(Wee)센터, 2021. 위(Wee) 클래스 전문상담인력 역량 강화 전문성 신장 연수(4.7.)

  ❍ 광산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 <마음챙김 명상> <색채로 전하는 이야기> 전문성 신장연수 (6.15)

  ❍ 서부Wee센터 전문상담인력『아동·청소년 상실과 슬픔에 대한 이해와 상담접근』전문성 연수

  ❍ 서부교육지원청, ‘[학교문화혁신] 2021 교사와 학생을 살리는 생활교육 직무연수(초등 1기)’실시(21.8.10.)

  ❍ 서부교육지원청, ‘2021회복적 서클 실천가를 위한 공개특강’실시(21.11.3.)

  ❍ 서부교육지원청, ‘2021회복적 생활교육 공개특강’실시(21.12.1.)

  ❍ 동부교육지원청 관계회복지원 마음이음 회복적써클 직무연수(21.8.9~11)

  ❍ 동부교육지원청 학교장 아카데미 연수(21.10.5~11.17)

  ❍ 동부교육지원청 관계회복 찾아가는 마음이음 힐링연수(21.12.2~12.22)

  ❍ 찾아가는 교직원 게이트키퍼(생명지킴이) 교육 20개교 579명 (21.6.21.~21.12.8.)

  ❍ 서부Wee센터 전문상담인력『MMPI-A-RF에 대한 이해 및 활용』전문성 연수(8.18.)



  ❍ 서부Wee센터 관할 Wee클래스 담당자 연수, <아동·청소년 문제 유형별 상담기법 및 개입방법>: 2회(7/6, 7/12)

  ❍ 서부Wee센터 학생상담자문의 연수‘Wee로-만남’<디지털 기기 사용과 우리 아이 마음 건강> : 2회, (9/8, 9/15)

  ❍ 동부위(Wee) 센터 하반기 위(Wee) 클래스 전문성 신장 연수 ‘소진 예방을 위한 마음챙김명상’(9.7./9.8.)

  ❍ 동부위(Wee) 센터 전문상담인력 『게임놀이치료의 이해 및 적용』전문성 신장연수(2.9.)

  ❍ 동부위(Wee) 센터 전문상담인력 『투사법 검사의 이론과 실제』전문성 신장연수(10.25.)

  ❍ 광산Wee센터 마음방역 전문의 학부모 대상 <우리자녀를 살리는 여섯단어> <우리자녀 스마트폰 사용> 교육 (9.14 /10.13)
  ❍ 광산Wee센터 전문상담인력 <색채로 전하는 마음이야기 집단 프로그램> 전문성 연수(11.12)

  ❍ 동부․서부․광산 위(Wee)센터 <TCI 기질 및 성격검사 해석과 활용>전문상담인력 역량 강화 전문성 신장 연수(11.19.)

 *워크숍

  ❍ 광주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신속·공정하게 심의"(4.23.)

  ❍ 광주학생마음보듬센터, 광주정신건강복지센터 공동주관 전문의 특강「지친 상담교사 회복 

솔루선 등」온라인 워크숍 진행 1회 

  ❍ 광주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개최

      (4.23., 5.13., 7.20., 8.25., 11.15., 12.6.)

  ❍ 광주서부교육지원청, ‘2021관계회복지원단 컨퍼런스’개최(21.12.22.)

  ❍ 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21.4.14, 8.30, 11.16, 12.10) 4회

 *언론·방송

  ❍ 광주동부‧서부‧광산Wee센터,‘마음 똑!똑!’운영(21.1.17.)

  ❍ 광주교육청‘가해학생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기관’/‘피해학생 맞춤형 교육기관’공모(21.2.2.)

  ❍ 서부광산Wee센터,‘Wee로 꿈키움 멘토링’멘토위촉식 개최(21.2.24.)

  ❍ 동부위(Wee) 센터,‘2021 꿈키움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21.3.29.)

  ❍ 주간보호형(통학형)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지․세․움’개소 (21.3.4.)

  ❍ 서부교육지원청, 축구용품 전달식 개최(21.03.16.)

  ❍ 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 관계회복 프로그램 리플릿 배포(21.3.17.)

  ❍ 서부교육지원청, 플라스틱 줄이기 ‘고고 챌린지’ 동참(21.3.23.)

  ❍ 홀로 고민하는 보육원생 없도록..광주 공동체 구성(21.3.25.)

  ❍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교원용 학교폭력예방 동영상 제작(21.4.7.)

  ❍ 비행기 저자 강광민 박사,“비전을 가지고 행동하라! 희망은 황금보다 빛난다.”(21.5.3.)

  ❍ 유은혜 부총리, 광주 서부교원치유지원센터 방문(베타뉴스 등, 2021.5.18.)

  ❍ 서부교육지원청, 코로나19 ‘학교심리방역 집단상담’지원(21.6.1.)

  ❍ 서부교육지원청, 아동복지시설 학생 대상 무등산 트레킹 체험(21.6.14.)

  ❍ 동부위(Wee) 센터,‘위(Wee)로하는 가족교육 운영’(21.6.28.)

  ❍ 서부교육지원청, ‘희망편의점’주말 숲 체험 프로그램 실시(21.9.27.)

  ❍ 서부교육지원청, ‘희망편의점’일환 주말프로그램 실시주말 숲 체험 프로그램 실시

(21.10.24.,21.11.8.)

  ❍ 서부교육지원청, 아프리카아이상난민교육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21.11.21.)

  ❍ 동부교육지원청 ‘역사와 함께하는 학생봉사활동’실시(21.7.26, 9.15., 11.1)



  ❍ 동부교육지원청 ‘교육부 지세움 방문 및 학부모 간담회’실시(21.6.15., 10.8)

  ❍ 지세움 특화프로그램 피해학생 가족과 함께하는 ‘홈커밍데이’(21.8.14., 12.11)

  ❍ 지세움 ‘토닥토닥 친구사랑 우정캠프’ 운영 (21.10.24)

  ❍ 지세움 전체 ‘학교장 아카데미’ 운영 (21.10.5~11.17)

  ❍ 지세움 학교폭력피해‘학부모교육’실시 (21.10.7~11.25)

  ❍ 동부교육지원청 ‘동부초중등학생의회 및 리더십 역량강화 프로그램’(21.10.25, 10.28~29)

  ❍ 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 및 사회적거리두기 캠페인’(21.9, 21.12)

  ❍ 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21.4, 21.8, 21.11, 21.12)

  ❍ 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 권역별 협의체’(21.11.1~2)

  ❍ 동부교육지원청 ‘찾아가는 마음이음 회복교실’추수지도 (21.12.15~18)

  ❍ 광주서부위(Wee)센터, ‘Wee클래스 전문성 신장’ 연수(21.7.13.)

  ❍ 광주서부위(Wee)센터, ‘전문상담사 전문성 신장’ 연수 (21.8.20.)

  ❍ 광주서부위(Wee)센터,‘학생상담 자문의 교육 연수’(21.9.14.)

  ❍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찾아가는 생명존중예방교육’... 안전한 학교 교육 실현(21.3.11.)

  ❍ 광주동부·서부·광산위(Wee) 센터, 전문상담인력 역량 강화 전문성 신장 연수 진행(21.4.7.)

  ❍ 동부위(Wee) 센터, ‘상반기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21.4.15.)

  ❍ 동부위(Wee)센터, 전문상담인력 상담사례 수퍼비전 실시(21.7.16.)

  ❍ 동부위(Wee)센터, 위(Wee)클래스 위닥터 분임회의 실시(21.7.22.)

  ❍ 동부위(Wee)센터, ‘아빠 내 마음은 이래요’ 성료(21.8.12.)

  ❍ 동부위(Wee)센터, ‘위(Wee) 클래스 전문상담(교)사 전문성 신장 연수’ 운영(21.9.10.)

  ❍ 동부위(Wee) 센터, '하반기 찾아가는 생명존중교육’ 실시(21.9.13.)

  ❍ 동부위(Wee)센터, ‘내 마음에 똑똑’ 운영(21.9.17.)

  ❍ 동부위(Wee)센터, 위(Wee)로하는 가족교육 프로그램[내 맘(Mom)을 부탁해] 운영(21.10.28.)

  ❍ 광산위(Wee)센터, 마음방역 집단상담 프로그램 ‘미술을 통한 부모 자녀 마주하기’(21.8.10.)

  ❍ 학생 방황 막아줄 의사선생님 찾아요 (광주일보 2021.2.3.)

  ❍ 마음의 상처 치유, 학교 복귀 도와요 (전남매일 2021.4.7.)

  ❍ 광주학생마음보듬센터,힐링교실운영(광주일보 등)

  ❍ 광주시교육청,스쿨탁터위촉식개최(위키트리)

  ❍ 광주시교육청,정신과전문의7명'스쿨닥터'위촉(뉴스1)

  ❍ 광주시교육청,학생·학부모대상‘스쿨닥터’상담(프레시안)

  ❍ 학생-학부모-교직원정신건강책임진다(서울일보)

  ❍ 광주시교육청,학생들마음건강돌본다(전남일보)

  ❍ 광주학생마음보듬센터마음건강힐링교실,학생들에게호평(베리타스알파)

  ❍ 광주학생마음보듬센터,고양이가안아주고전문의와상담하고(KJA뉴스통신)

  ❍ 정서적안정돕는광주학생마음센터새끼고양이'보듬이'(뉴시스)

  ❍ 광주마음보듬센터,학생정서안정역할‘톡톡’마음건강힐링교실,출석인정교육·정신건강지

원고양이‘보듬이’와산책하며심리적문제해결도(광주매일신문 2021.6.1.) 등



*협의회·협약

  ❍ 아동복지시설 학생 지원「희망편의점」사업 유관기관 업무협약(총8기관,남부서,광주시,

남구,광주아동복지협회등)

  ❍ 2021 아동학대 대응정보 연계협의체: 남구,서구,광산구,아보전,경찰,지역교육청) 운영(월1회)

  ❍ 동부위(Wee) 센터,‘위(Wee) 클래스 전문상담(교)사 상반기 협의회 운영’

  ❍ 광주전문건설협회, 서부교육청에 장학금 지원 약속(21.3.1.)

  ❍ 광주서부교육지원청,‘2021 특별교육 이수기관·관계회복 지원기관 협약식' 개최(21.3.19.)

  ❍ 호남대학교, 학교폭력 피해학생 교육기관 협약(21.3.23.)

  ❍ 광주 남구 보육시설 아동·청소년 지원 민·관 맞손(21.3.25.)

  ❍ 서부교육지원청, '희망편의점 사업 업무협약식' 개최(21.3.25.)

  ❍ 광주남부경찰, 위기청소년 지원 위해 민관과 업무협약(21.3.26.)

  ❍ 서부교육지원청, 2021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위촉식 및 협의회 개최(21.3.31.)

  ❍ 동·서부교육지원청-굿네이버스 호남본부, 아동권리 증진 협약(21.4.1.)

  ❍ 서부교육지원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와 업무협약 체결(21.4.19.)

  ❍ 서부교육지원청,‘2021 학생상담자원봉사제 협의회’성료(21.4.19.)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심층평가 전문기관(14개) 협의회 5회(~2021.12.17.)

  ❍ 서부교육지원청, 광주여성단체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21.6.3.)

  ❍ 서부교육지원청,‘특별교육 이수기관․심리치료 이수기관’협의회 개최(21.6.3.)

  ❍ 광주전남도박문제관리센터-광주서부교육청, 도박문제 해결 '맞손'(21.6.13.)

  ❍ 서부·광산Wee센터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마음 똑!똑 심리검사 주간』 운영

  ❍ 2021 보호관찰 대상학생 멘토링위원 (멘토 38명-멘티 52명, 16교) 

  ❍ 서부교육지원청, 아프리카아이상난민교육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21.11.18.)

  ❍ 동부교육지원청 ‘안전한 북구 만들기’북구청, 북부경찰서와 업무 협약(21.10.28.)

  ❍ 지역기관(시청, 경찰청, 유관기관, 전문가 등) 참여 학생자살방지TF 협의회

     사전, 1차, 2차, 분과, 3차 협의회 개최(2021.7.21.~2021.11.24.)

  ❍ 광산위(Wee)센터,‘학교 위(Wee)위클래스(66개) 전문상담(교)사 8개 분임별 5회씩 협의회’운영

7. 애로사항 및 해결노력

  ❍ 학교폭력 등 사안 발생 시 신속․공정한 처리 지원을 위한 부르미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동․서부교육지원청의 부르미 확대 운영(본청11명→ 동부54명, 서부25명(총79명)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및 학교폭력예방 및 학교장 자체 해결제 활성화을 위

한 교육전문직원·일반직 증원 필요

  ❍ 학생생활교육 및 주간보호형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운영을 위한 교육전

문직원·일반직 요구

  ❍ 위(Wee)클래스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초등학교 위(Wee) 클래스 신규 구축 확대를 



위해 전문상담교사 정원확대 의견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요구 예정

  ❍ 21년 정신건강전문의 2명 결원으로 상담서비스 제공에 어려워 정신건강의학과 전

문의 인력풀 6명, 정신건강임상심리사 4명 인력풀 구성

  ❍ 광주 관내 전체 초․중․고등학생 대상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운영에 따른 

‘지·세·움’ 운영 전문인력 필요

  ❍ 정신건강 관리 학생 치료비 지원 확대

8. 향후 추진계획  

  ❍ 주간보호형(통학형)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운영

  ❍ 2021학년도 교육부 전문상담교사 정원 배정으로 22학년도 Wee클래스 신규 구축

(초 14교, 고4교 총18교)

  ❍ 교원, 학부모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 계획

  ❍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활동 지원 사업(공연)

  ❍ 관계회복 동영상 제작

  ❍ 교직원 게이트키퍼(생명지킴이) 교육 진행(자살 및 자살시도 발생 학교 우선 지원)

9. 담당부서 자체평가 의견

  ❍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활동 강화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상 정립

  ❍ 학교의 어려움을 교육청 차원에서 즉각적인 초기대응으로 학교업무 정상화에 기여 

  ❍ 단위학교의 위기대응 능력 신장 및 학교교육 신뢰로 학교생활 만족도 향상

  ❍ Wee 클래스 신규 구축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신규 구축 지속 확대

  ❍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적절한 서비스와 정보 제공을 통한 

조기 개입으로 치료 효과를 높이고 학교적응력 제고

  ❍ 학교폭력예방교육 동영상 자체 제작으로 단위학교 학교폭력예방 교육에 유용하게 활용

  ❍ 관계회복 지원단 운영 및 지원기관 지정으로 단위학교 관계회복 지원

  ❍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기관, 학교폭력 피해학생 맞춤형 교육기관과의 일상적 소통을 

통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피/가해학생 교육/치유 지원 강화

주관 민주시민교육과 생활·대안교육담당 안진홍(380-4366) 담당자 김진기(380-4368)

협조
민주시민교육과

생활·대안교육담당 안진홍(380-4366) 담당자 김수애(380-4364)
학생마음보듬센터 김금화(380-4080) 담당자 정동재(605-5811)

동부교육지원청 민주시민교육지원담당 김성희(605-5570) 담당자 김정욱(605-5571)
서부교육지원청 민주시민교육지원담당 현정미(600-9660) 담당자 김치환(600-96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