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   원스톱 성폭력 대응팀 구축 및 운영 

사업구분
■임기 내
□임기 후

■신 규
□계 속

예산확보율 88.4%

세부사업명
원스톱 성폭력 대응팀 구축

추진상황
완 료

추진율
100%

교육대상자별 맞춤형 교원 연수 완 료 200%

1. 목적

  ❍ 건전한 성가치관 함양을 위한 학생 성교육 내실화와 교직원 대상 다양한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왜곡된 성 인식 및 문화 개선

  ❍ 피해자의 신고 ‧ 상담 ‧ 치유 ‧ 회복을 위한 One-Stop 지원을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분리조치 및 특별교육 강화 등 대응체계 내실화 

2. 주요내용

  ❍ 모두가 신뢰하고 공감하는 원스톱 성폭력 대응팀 구축

  ❍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성인식에 대한 양적, 질적 실태조사 실시

  ❍ 신고 채널 다양화 및 신고체계 강화

  ❍ 교육대상자별 맞춤형 교사 연수

  ❍ 건전한 성가치관 함양을 위한 학생 성교육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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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목표

원스톱 성폭력 대응팀 구축 100% 100% 100% 100% 100%

교육대상자별 맞춤형 교원 연수 5회 5회 5회 10회 4회 14회 5회 19회

 공약사업 성과지표 및 추진율 

성과지표 지표 측정방법
(평가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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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스톱 성폭력 대응팀 구축 구축 진행률 구축완료 100% 100%
60%

100%
150%

완 료

교육대상자별 맞춤형 교원 연수 실시 횟수 1회 38회 20% 200% 완 료

 공약사업 예산 투자계획 대비 확보율                                  〔단위: 천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투자
계획
금액
(A)

국가(국고,특교)
자치단체(시,구)

자  체 190,000 445,820 261,000 390,000 1,286,820
계 190,000 445,820 261,000 390,000 1,286,820



※ 18년 원스톱 성폭력 대응팀 구축 비용을 투자계획에 반영하였으나, 교육청 내 업무분장과 근무자 조정 

및 부서운영비 집행으로 예산투자 없이 성인식개선팀 신설・운영. 19년부터 성인식개선팀 사업비 작성

4. 추진실적 및 성과

  ❍ 모두가 신뢰하고 공감하는 원스톱 성폭력 대응팀 구축 (18.9.1.자 성인식개선팀 신설)

  ❍ 성인식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 기간: 2019.12.13.~12.19 

    - 대상: 초‧중‧고 학생, 교사, 학부모 (36교, 2,400명)

  ❍ 학생 성희롱 ․ 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 기간: 2021.12.7.~12.17 

    - 대상: 초‧중‧고 학생 (5교)

  ❍ 신고채널 다양화 및 신고 체계 강화를 통한 사안발생 학교 One-Stop 지원 

    

Ⅰ. 신고접수·신속대응

➜

Ⅱ. 전수조사 실시

➜

Ⅲ. 피해자 보호조치

온라인 신고(학교, 시교육청, 교육부)
성인식개선팀 유선신고
학교방문 및 수사기관 신고

근절 추진단 및 특별조사단 운영
사안조사 계획 수립, 사안처리 컨설팅단   
  구성, 지원
1:1면담을 통한 사안조사 실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상담·치유 등 보호조치
피해자 비밀유지
2차 피해 발생 예방

Ⅳ. 전수조사 결과 조치

➜

Ⅴ. 학교 교육과정 안정화 지원

➜

Ⅵ. 후속조치
특별조사단 면담결과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행위자 엄선
감사 및 수사의뢰, 즉각적인 분리 

조치, 수사개시 통보, 행정처벌

피해학생 심리상담 보호강화
지원기관 상담 및 치유지원
재발방지대책 마련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조직문화개선

신고센터기능･대응체계 강화
2차 피해방지 및 피해자보호
사안 처리 체계구축, 컨설팅 강화
징계교원 복귀 시 의무 교육 실시

     ※ 징계교원 복귀 시 의무교육 실시: 교육청의 교육비 지원 및 교육기관 연계(4개기관, 12명) 

  ❍ 스쿨미투 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시범 운영 (2019. 10.~ 2020. 12.)

    - (조사위원회 구성) 3~10명 (조사대상 인원에 따라 유동적으로 구성)

    -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

    - 교육청 성인식 개선팀 및 감사팀, 초․중등 인사팀, 사학정책팀, 특수교육지원센터, 관할경

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 처리 및 상담 전문가, 교원위원, 변호사, 학생인권전문가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예산
확보
금액
(B)

국가(국고,특교) 106,000 74,000 180,000
자치단체(시,구)

자  체 445,820 217,805 294,980 958,605
계 445,820 323,805 368,980 1,138,605

확보비율(B/A) 100% 124% 94.6% 88.4%

투자
금액
(C)

국가(국고,특교) 106,000 74,000 180,000
자치단체(시,구)

자  체 405,820 213,846 279,704 899,370
계 405,820 319,846 353,704 1,079,370

집행비율(C/B) 91.0% 98.7% 95.8% 94.7%



  ❍ 스쿨미투 사안처리 컨설팅단 운영 (2021. 3.~ )

    - 사안처리 주체를 학교로 변경하여 책임성과 회복적 기능 강화

    - 교육청 내부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사안 상담(조사) 및 사실관계 확인시 지원 

  ❍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체계 마련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
구성: 부교육감 외 8명   
역할: 성희롱∙성폭력 총괄 대책 논의, 사안발생 후 결과 검토 조치, 후속조치, 제도개선 협의
       (스쿨미투 대책 마련, 학교 현장 조사, 사안 유형별 조사 방식 논의 등)

▼ ▼ ▼
특별조사단 사안처리 컨설팅단 안정화지원단

구성: 과장 외 17명
역할
- 성폭력 사안 중 대규모       
  사안에 대한 특별조사 실시
- 수사기관 협조 

구성: 사안처리 컨설팅단
역할
- 사안처리 컨설팅
- 면담조사, 결과 논의
- 감사관 감사요청

구성: 정책국장 외 관련팀
역할
- 학교안정화 맞춤지원
- 교육과정 운영 지원
- 안정화 컨설팅 

   ※ 사안조사단은 상시 운영하며, 안정화 지원단과 특별조사단은 대규모 스쿨미투 등 교육청의 학교 

긴급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 발행하는 경우 운영함. 

  ❍ 전 교직원 및 학생 대상 홍보물 배부 및 캠페인 영상 제작․방영

구  분 실 적 주요 내용

홍보영상

(7편)

2018.10~12월
(KBS TV, 라디오) 말할 수 있는 ‘용기’편 → 성희롱･성폭력 근절 캠페인 운동 전개 조직문화 개선 확산

2019.7~11월
(KBS, KBC TV, 라디오)

‘인식개선’편→ 일상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성차별, 성희롱, 성추행일 수 있음
을 알리는 인식개선 캠페인

2019.11~12월 
( KBC TV, 라디오)

‘실천’편→ 이 누군가에게는 성차별, 성희롱, 성추행일 수 있는일상의 말과 행동을 바
꿔 실천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제시하고 여자답게 남자답게 보다는 나답게를 강조
한 성평등 캠페인

2020.10~12월
(KBC TV, 라디오)

디지털성범죄근절 1→ 주변에‘불법촬영’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에 대한 경각심 제고

2020.10~12월
(MBC TV, 라디오)

디지털성범죄근절 2→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한 캠페인

2021.11~12월
(KBC TV, 라디오)

디지털성범죄예방→ 몸캠피싱 등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범죄 예방 및 신고 
방법을 알리는 캠페인

2020.10~12월
(MBC TV, 라디오)

외모평가 거리두기→ 외모평가는 칭찬이 아니며, 누군가에게는 불쾌감을 줄 수 있다
는 인식 개선 캠페인

리 플 릿 10,000부 배부
(전체 학교 및 기관) 학교 성폭력 사안처리 안내 리플릿

스티커 학교별 배부 - 신고채널 홍보, 학급 및 화장실 부착, 성인식개선 문구 교육(2018.11. 학교별 70부)
- 디지털 성폭력 예방 홍보물 배부 (2021.5. 학교별 100부) 

카드뉴스 전체 학생 및 교직원 

(20.4.7.) 디지털 성범죄예방법과 대처법
(20.6.26.) N번방 방지법        
(20.9.23.) 디지털 성범죄란
(21.6.1.) 디지털성범죄 대처법  
(21.4.28.)슬기로운 성 평등 언어 생활
(21.6.7.) 일상 속 성 평등 언어



 ❍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성교육연구회운영확대 (초등교원1팀→ 교원및성교육전문기관6팀, 학생2팀, 학부모2팀)

    - 학교로 찾아가는 성인식개선 강사단 확대 (교원 12명→교원 및 여성단체 활동가 65명)

    - 경찰청,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 유관기관과 학생 및 교직원 교육, 사안조사, 사안발생학교 

지원 등 사전예방부터 사후지원까지 전 단계에 걸친 협력체제 구축

  ❍ 대상자별 맞춤형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 건전한 성가치관 함양을 위한 학생 성교육 내실화

    - 성 인권 교육을 포함한 학년별 연간 성교육 15차시 이상 의무 연수 내실화

    - 초·중·고 성교육 수업자료 개발 및 보급

      (2019년) 3R(책임·존중·배려)성교육, 性현장백과2019 

      (2020년) 그림책을 활용한 성교육, 성Q&A 학생질문중심, 성평등 온책 읽기,  

              성평등 삶은 담다, 성교육 집중이수학년 지도서  

      (2021년) 중학생용 디지털성범죄 예방 보드게임, 고등학생용 성교육 보드게임

    - 특수학교 장애 학생 성교육 교구 지원(5교, 교당 300만원 이내 요청 교구) 

    - 교사, 학생, 학부모, 성교육 전문기관이 함께하는 성교육 연구 동아리 지원(10팀)

    - 성교육 뮤지컬 영상 콘텐츠 제공 (2020년 초 50교, 2021년 중 54교)

대  상 성  과

관리자 교장(4회, 12시간, 870명)       교감(3회, 10시간, 640명)
행정실장(3회, 5시간, 636명)    전문직(3회, 8시간, 367명)

신규,기간제,보직교사 11회, 15시간, 618명
운동부 지도자 2회, 4시간, 250명

성교육 담당교사

피부에 와 닿는 사례중심 성교육 담당교사 역량강화(30시간, 280명)
성교육 담당교사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직무연수(15시간, 50명)
성교육 담당교사 수업 역량강화 직무연수(9시간, 80명)
2021년 같이 해보는 성교육 직무연수(12시간, 2기, 33명)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사단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사단 역량강화 연수(20시간, 60명)

성고충상담원 실습중심 역량강화 
연수

2019년 중․고등학교 및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 성고충상담원 역량강화 연수
(11시간, 166명)

2020년 중․고등학교 및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 성고충상담원 역량강화 원격 
연수(30시간, 360명)

사안발생학교 교직원 젠더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직원 연수(7교, 각 4회기, 400명)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사단 

역량강화 연수 5회, 52시간, 260명

양성평등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초·중·고·특수학교 양성평등교육 담당자 및 교직원(3시간, 400명)

전체 교직원

손경이와 함께하는 성인지 감수성UP 토크콘서트(4시간, 300명)
인문학으로 여는 교실 속 성평등 토크콘서트(2시간, 170명)
학교로 찾아가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사단 지원(2시간, 237교)
알고 대처하는 디지털 성범죄 원격 연수(15시간, 172명)
우리 아이가 알고 싶은 거침없는 성교육 이야기 원격 연수(30시간, 283명)

성비위 징계 교직원 재발방지 
교육

아동・청소년 대상 성비위 징계 교원→성비위 징계 교직원으로 확대
중징계 30시간, 경징계 20시간 의무교육 실시, 학교성고충심의원회 교육    

권고 교직원에게도 10시간 교육 실시
교육청과 교육생 5:5 교육비 부담



    - 체험・공감형 학생 성교육 지원

  
  
 ❍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 성교육 정책 자문단 운영 정례화→ 1년 2회 이상 / 경찰청, 성교육 전문기관, 여성단체 등 

20개 유관기관 참여

    - 성폭력 예방과 재발방지 방안 모색을 위한 집담회 실시(4회, 39명)

    - 사법기관과 협업으로 사안발생 시 신고방법 및 신고양식 체계화 (2회, 15명)

    - 스쿨미투 발생시 사안처리컨설팅단으로 학생 및 교원 면담 및 신속한 수사개시 등 공동대응(6회,16명)

    - 사안발생학교, 교직원 젠더감수성 향상 교육 지원(14교,420명)

    - (광주청소년성문화센터와 협업) 사안발생학교, 반별 교육 및 피해학생 상담 지원(38교)

    - 성비위징계교직원의무교육(3개기관, 전문강사6명)

  ❍ 화장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 수시‧정기점검 (유․초․중․고․특수학교 331교, 직속기관 12기관)

    - 2020~2022년: 전문업체 용역 점검(상·하반기) 및 지역교육청 자체 점검 실시(하반기) 

     ‧ 지역 주민센터 보유 장비 및 인력 협조(시니어클럽)

5. 우수 사례

구  분 주요 내용
‘아름다운 동행’프로젝트 수업 공개
(성폭력 예방 뉴스제작 발표하기)

‘18.12.5. 광주교대부초, 6-1반, 수업연구동아리 등 50명 참관
※ 우수 수업지도안 개발․보급(공동 매뉴얼화)

2018.학교로 찾아가는 건강 한마당 
성교육 체험부스 운영

‘18.10.24. 동림초, 982명
‘18.12.4. 스쿨미투 발생학교 ’We are right‘ 프로그램 운영(광주해바라

기센터(아동)과 연계 성교육 체험활동 및 홍보부스, 상담부스 운영) 

3R(책임․존중․배려)성교육 연구회 
수업공개 행사

‘18.10.10. 광주효동초 수업나눔 ’학교 성교육, 길을 묻다!‘(사춘기 변화
하는 몸 사랑하기, 성교육 토크, 120명

 책임․존중․배려의 성교육을 위한 교사용지도서 제작․보급(초등 6차시, 
960부)

2018.희망나눔 페미니즘 연극 ‘18.11.20.‘마음의 범죄’관람 지원(고등학생, 590명)
‘몸’주제 토크 콘서트 ‘18.11.28.‘몸’을 주제로 한 뮤지컬 및 토크콘서트(고등학생, 100명)

‘찾아가는 예․지․모 성폭력 예방교육’ ‘18.4.~’19.12. 지역사회 연계 학생 성폭력 예방(초등학생, 3,750명)
‘21.4.~’21.12. 지역사회 연계 학생 성폭력 예방(초등학생, 746명)

학교로 찾아가는 성교육
뮤지컬 & 토크콘서트

광주여성민우회와 협업 (19년)고교12교, (20년)중학교, 오프라인3교, 온라인28교
심리코칭연구소와 협업(20년) 중학교 12교

학교로 찾아가는 성교육 
역할극 (20년) 중학교 6교, 12회 (21년)초등학교 54교, 244회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 광주여성가족재단과의 협업 (21년) 초․중․고 23교(136학급) 

학교로 찾아가는 성교육 체험마당 ‘19.10.~12. 해바라기센터(아동), 언니네상담소, 청소년성문화센터와 협업
(17교, 8,438명)

성폭력추방 캠페인  스쿨미투는 졸업하지 않았다! 학교 성폭력 OUT(5교, 3,425명)

성교육 연구 동아리 성과 공유 
워크숍

‘19.12.19. 성교육 연구회 회원(교사, 학생, 학부모, 성교육전문기관) 등 
130명 참석

 수업자료 3종, 리플릿 2종, 독립영화 1편 제작․보급
 性현장백과2019(학생 질문 중심 Q&A) 초․중․고 교사용 개발․보급 



  ❍ 원스톱 성폭력 대응을 위한 전국 최초‘성인식개선팀’신설(2018.9.1.자)

  ❍ 광주시교육청 제작 성폭력 대응 매뉴얼‘교육부’채택→ 전국 일반화

  ❍ 전체 학교 화장실내 불법촬영 카메라 정밀 점검 실시(전문업체 용역, 2020~2021년)

  ❍ 학교로 찾아가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직원 및 학생 연수 실시

  ❍ 성교육 교구 및 교육자료 보급, 원격교육 콘텐츠 제공 

6. 교육공동체 참여 실적                                    〔단위: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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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0년 37 62 2 10 29 10

21년 2 3 1

<21년 참여 실적>

  ❍ 성교육 담당교사 직무연수(2기 운영, 33명)

  ❍ 디지털 성폭력 예방 및 일상 속 성평등 언어생활 관련 카드뉴스 제작(3회)

7. 애로사항 및 해결노력

  ❍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안 발생이 많아 카드뉴스 및 예방 및 신고 방법 스티커 배부

  ❍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소그룹별 연수 진행 노력 지속

  ❍ 전면 등교 시기에 맞춰 역할극을 활용한 성인권 교육 지원

  ❍ 성교육 교구 (보드게임, 장애학생용 교구) 지원 및 교육 컨텐츠 제공

8. 향후 추진계획

  ❍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사단 역량강화 연수 추진 (12월 중)

  ❍ 원격수업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동아리 결과물 공유, 2월중 학교배부)

9. 담당부서 자체평가 의견

  ❍ 성인지감수성 강사단 파견을 통한 교직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지속 실시

  ❍ 찾아가는 학생 대상 성교육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 원격 수업 활용 콘텐츠 제공 및 특수학교 성교육 교구 지원

주관 민주시민교육과 성인식개선담당 김금화(380-4080) 담당자 이은록(380-40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