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9   교권보호

사업구분
■임기 내
□임기 후

□신 규
■계 속

예산확보율 102.9%

세부사업명

찾아가는 교권보호 연수 지원

추진상황

완 료

추진율

102.4%

교권침해 상담 및 대응 지원율 완 료 100%

교원치유상담 지원율 완 료 100%

1. 목 적

  ❍ 교권침해 예방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로 교육 주체 상호간의 협력․존중의 학교문화 조성

  ❍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처로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교육력 제고

  ❍ 교사들의 내면적 상처를 돌봄으로서 스스로 성장을 경험하고 이를 통한 학생들의 

긍정적 성장 지원

2. 주요내용

  ❍ 교육지원청 중심의 교권보호지원센터 역할 강화

  ❍ 교육지원청 중심의 교원치유지원센터 치유 기능 강화

  ❍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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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교권보호 연수 지원 300회 300회 320회 620회 325회 945회 330회 1,275회

교권침해 상담 및 대응 지원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교원치유상담 지원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공약사업 성과목표 및 추진율 

성과목표 지표 측정방법
(평가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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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교권보호 연수 지원 연수 지원 횟수 336회 1,306회 101%

100%

102.4%

100.8%

완 료

교권침해 상담 및 대응 지원율 상담 및 지원 수/ 신청 수 100% 100% 100% 100% 완 료

교원치유상담 지원율 상담 및 지원 수/ 신청 수 100% 100% 100% 100% 완 료

 공약사업 예산 투자계획 대비 확보율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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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국고,특교) 108,236 184,300 160,000 160,000 612,536
자치단체(시,구)

자  체 217,455 219,652 220,000 220,000 877,107
계 325,691 403,952 380,000 380,000 1,489,643



4. 추진실적 및 성과

  ○ 교권보호지원센터 역할 강화

구분 찾아가는 교권보호 연수 교권 침해 및 
분쟁 상담 기타 교육법률 자문

2018년 338회 111건 303건

2019년 375회 137건 461건

2020년 257회 160건 468건

2021년 336회 268건 442건

   【2018】

    - 전담 장학사 및 변호사, 상담사가 찾아가는 현장지원 시스템 구축

    -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보호 동영상 제작(2종, 학부모용,교원용) 및 홍보물 제작

   【2019】

    - 교권침해 신속대응 현장지원팀 「교권부르미」운영: 동부12회, 서부28회 총40회

    - 2019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보호 동영상 배부[2종(교원용, 학부모용), 19.3.11.]

    -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보호 동영상 제작: 19.4.18., 3종(초등저학년,초등고학년,중고등학생용)

    -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교사 및 학부모 동영상 수정제작 보급: 19.10.17.

    - 학교관리자 대상 교권보호 및 교원의 안전망 연수: 19.2.12

    - 단위학교 교권보호 역량강화 연수: 2회 (19.4.23, 4.25) 

    - 교권보호(교원치유)지원센터 홍보물품 제작․배부 (18년 1회 1종, 19년 2회 각1종)

   【2020】

    - 교권침해 신속대응 현장지원팀 「교권부르미」운영: 13회(동부 9회, 서부 4회)

      ․ 전담 장학사 및 변호사, 전문상담사가 찾아가는 현장지원 시스템 구축

    - 2020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응답하라, 교권보호!」제작․배부(교당 4부): 2020.2.19.

    - 2020 교육활동 보호 업무 담당자 핸드북 제작․배부(교당 3부): 2020.2.19.

    - 단위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현황 모니터링: 1회 (2020.5.) 

    - 교원 법률상담의 날 운영: 매월 마지막 수요일

    - 학생용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PPT교육 동영상 보급: 20.5.28., 2종(초등학생, 중고등학생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예산
확보
금액
(B)

국가(국고,특교) 108,236 184,300 23,530 10,000 326,066
자치단체(시,구)

자  체 217,455 219,652 388,187 382,871 1,208,165
계 325,691 403,952 411,717 392,871 1,534,231

확보비율(B/A) 100% 100% 108.3% 103.3% 102.9%

투자
금액
(C)

국가(국고,특교) 108,236 160,700 23,530 66,000 358,466
자치단체(시,구)

자  체 203,538 175,414 325,736 365,810 1,070,498
계 311,774 336,114 349,266 431,810 1,428,964

집행비율(C/B) 95.7% 83.2% 84.8% 109,9% 93.1%



    - 교원 사생활 보호를 위한 안심번호 시범 서비스 도입

  【2021 12월말】

    - 교권침해 신속대응 현장지원팀 「교권부르미」운영: 회(동부 7회, 서부 8회)

      ․ 전담 장학사 및 변호사, 전문상담사가 찾아가는 현장지원 시스템 구축

    - 2021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응답하라, 교권보호!」제작․배부(교당 4부): 2021.3.31.

    - 2021 찾아가는 교권보호 강사단 예방교육 자료 제작: 1회 (2021.4.)

    - 단위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현황 모니터링: 2회 (2021.4., 2021.5.)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 홍보 리플릿 제작·배부: 1회 (2021.3.)

    - 교원 법률상담의 날 운영: 매월 마지막 수요일

    -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업무 매뉴얼(학교업무 동영상) 제작·안내: 1회 (2021.9.)

    - 202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역량강화 특강 5회, 총 168명(업무담당자 및 교감)

    -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전체 학교 실시 현황 조사: 2021.12.17.

  ○ 2019 교권보호지원센터 반응형 웹 기반 홈페이지 운영

    - 웹기반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 운영: 교권상담(14건), 심리상담(30건), 기타 법률상담(3건)

  ○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담당자용 안내책자 배부 (학교당 6부)

  ○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18.5.1.~ 19.4.30./ 19.5.1.~20.4.30. / 21.5.1.~22.4.30. /

  ○ 교원치유지원센터 치유 기능 강화

구분 내부 
심리상담

외부 
심리상담 심리치료

상담 시설 확충
검사지 상담 도구 도서

2018년 106회 114회 45회 19종 23종 57종
2019년 323회 419회 80회 11종 2종 83종
2020년 261회 210회 191회 53종 32종 91종
2021년 418회 376회 122회 7종 5종 85종

   【2019】

    - 서부교원마음보듬상담실 환경개선 공사: 상담실 3실(심리검사실1, 상담실2)

    - 교원 치유(힐링) 프로그램 운영 (4종, 5건)

    - 교원마음치유 직무연수 프로그램 운영 (2종, 3건)

    - 교원치유 캠프 직무연수 프로그램 운영(2기): 1회, 81명

   【2020】

    - 교원 마음 치유 직무연수 프로그램 운영 (4회)

     ․ 자기탐색과 성장을 위한 집단상담(2회, 32명), 심리극을 통한 알아차림(2회, 41명)

   - 교원 심리치료를 위한 MOU병원 협약 체결 추가: 3기관, 20.2.28.

   - 교원 마음치유 직무연수 프로그램 운영(2종, 21건)

     ․ 교원마음치유 직무연수 : (1기) 1회, 127명, (2기) 20회, 182명

   【2021 12월말】

    - 교원 마음 치유 직무연수 운영 (4회)

     ․ 색채를 활용한 자기탐색 직무연수(1회, 39명), 교원 마음 돌봄 직무연수(1회, 31명)



     ․ 심리방역을 위한 마음치유 직무연(1회, 31명), 스트레스 조절을 위한 집단상담 직무연수(1회, 12명)

    - 교원 마음치유 프로그램(1기) 운영: 10명 내외 집단(팀) 운영(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 심리검사를 통한 자기이해: 15회(19개교-15팀) 운영, 163명

    - 교원 심리방역을 통한 교육 일상회복 지원 프로그램 운영 (2회)

        ․ 심리방역을 위한 마음돌봄 프로그램 (보건교사, 41명)

        ․ 학교로 찾아가는 교원 마음돌봄 프로그램 (43교, 413명)

    - 교원 마음치유 프로그램(2기)운영: 이미지메이킹, 원예아트테라피 2과정, 총 96명

    - 2021 학교로 찾아가는 교원 마음돌봄프로그램 운영(팀,개인) 12개 과정, 568명

     ․ ‘나’를 찾아 떠나는 심리여행(심리검사 및 공감대화법)

     ․ ‘함께’라서 행복한 치유여행(푸드아트,원예아트, 퀼트, 아로마, 이미지메이킹, 차훈과 명상)

     ․ ‘성숙’을 꿈꾸는 인문학여행

     ․ ‘따로 또 같이’충전여행(명사특강, 미술관 관람 등)

5. 우수 사례

  ❍ 교권 침해 예방 활동

    - 교육활동 침해 예방및대응 위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발․보급⇒ 학교 현장 대처능력 강화 도모

    -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연중 찾아가는 교권보호 강사단 운영을 통한 교권보호 마인드 

제고 및 교권침해 예방 도모

    - 교원 대상 교권보호(교원치유)지원센터 인식도 및 프로그램 참여율 제고 도모(홍보활동)

    - 교권보호 교육동영상 개발을 통한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연수 활용 도모

     · 개발동영상: 5종 제작(교사용, 학부모용, 초등저학년용, 초등고학년용, 중고등학생용)

     · 개정지위법에 따라 기 제작된 동영상 내용 수정제작

   - 원격학습 지원을 위한 교육활동 침해예방교육 자료 개발 보급을 통해 학교현장 지원

  ❍ 교권 침해 치유 지원 활동

    - (피해교원 맞춤형 지원) 교권부르미 운영을 통한 교권침해 사안 조사 및 상담․치료․법률 지원

    - 단위학교 교권침해 사안 발생 및 긴급 교권보호 수업 요청 시⇒ 담당 장학사 파견 통한 

수업지원⇒ 학생들에 대한 교권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 마련

    - 교직스트레스, 교권침해 피해교원 대상 교원치유지원센터 상주 상담사, 외부 전문상담기

관, MOU병원 연계한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짐

  ❍ 교권침해 예방 및 치유지원 결과, 2019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우수기관 교육부장관 표창

  ❍ 코로나19 대응 마음 치유 직무연수 실시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시간 쌍방향 화상 연수로 교원들의 연수 선택권 확장

    - 소규모 인원(10명 내외) 구성으로 집중적인 자기탐색과 통찰로 교사의 내면 역량 강화

    - 온라인 연수 후 오프라인 연수 연계를 통하여 교육과정의 효율성 증대

    - [소그룹 중심] 학교로 찾아가는 교원마음치유직무연수 운영⇒ 교원 심리 치유 기여

   【2021 12월말】

  ❍ 찾아가는 교권보호 교육 긴급 요청 시 교권 침해 예방 교육 실시 (6교 29학급)



    - 교권 침해 사안 발생 학교 및 예방 강화를 위해 학교와 강사단 일정 조율 후 진행 

  ❍ 코로나19 대응 교원 심리방역 지원 기관 구축을 통한 교원 심리 지원과 정신적 회복 지원

    - 교육지원청 교원치유지원센터 외 심리·정서 지원 유관기관 안내

  ❍ 학동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 건물 붕괴사고로 인한 교원 재난심리지원 (1교) 

    - 찾아가는 집단상담 5회 운영 (6.18.~)

  ❍ 코로나19 대응 교원 마음치유 프로그램 실시

    - 소규모 인원(10명 내외) 구성으로 자기탐색과 통찰로 교사의 내면 역량 강화

    - 학교단위 팀 구성으로 팀원 간 이해와 소통 능력향상에 기여

    - 학교로 찾아가는 교원 마음치유 프로그램 운영(19개교, 15팀)⇒ 수월성 및 참여도 향상 

  ❍ 현장 맞춤형 집단상담 운영⇒ 문제해결 중심 및 교원의 회복탄력성에 기여(4건/27명)

    - 학교 단위 집단상담 운영: 학교단위 소그룹 운영, 회기 수, 장소 등의 자율적 선택 수용

     · 교직스트레스 집단상담

     · 학부모 민원 대처 집단상담

     · 애도집단상담

     · 관계증진 생활지도 집단상담

  ❍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업무 매뉴얼(학교업무 동영상) 제작

    - 업무담당자를 위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사안처리 절차 안내

6. 교육공동체 참여 실적                                   〔단위: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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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9년 6 4 8
20년 8 5 7
21년 61 7 63

<20년 참여 실적>

  ❍‘자기탐색과 성장을 위한 집단상담’ 1기(5.19.~6.18.), 2기(9.1.~10.15) (호남신문, 20.5.22.)

  ❍‘심리극을 통한 알아차림’ 1기 (9.18.~9.19., 20명 이수) (호남매일, 20.9.23.)

  ❍‘심리극과 음악명상을 통한 알아차림’ 2기 (10.23.~10.24., 21명 이수)

  ❍ 찾아가는 교권보호 강사단 연수(20.4.6.~4.10.)

  ❍ 교원 마음치유 직무연수(8.12~13, 10.12~11.30.) (전남일보, 20.10.27.) (호남신문 등 20.11.27.)

  ❍ 2020년 상반기 외부 연계기관 상담 및 심리치료지원 만족도 조사(20.7.1~2.)

  ❍ 교원마음치유직무연수 만족도 조사 (1기, 2기)

<21년 12월말 참여 실적>

  ❍ ‘색채를 활용한 자기탐색 직무연수’(1.26.~1.29., 39명 이수) (호남일보 등 21.1.27.~1.28.)

  ❍  찾아가는 교권보호 교육 강사단 연수 (4.16.) 

  ❍ ‘교원 마음돌봄 직무연수’(4.21.~22., 4.28., 31명 이수) (호남신문 4.30.)

  ❍ 교원 마음치유 프로그램 1기(4.5.~5.14.)

  ❍ 심리방역을 위한 마음돌봄 운영 (광주매일신문 등 21.7.22.~7.23.)



  ❍ 심리방역을 위한 마음치유 직무연수 (호남매일 21.8.6.)

  ❍ 찾아가는 교원 마음돌봄 체험활동 (호남매일 21.10.8.)

  ❍ 2021년 외부 연계기관 상담 및 심리치료지원 만족도 조사 (21.12.21.~12.22.)

  ❍ ‘202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역량강화 특강’개최(11.3.~12.13, 총 168명) (케이에스피뉴스 

등 21.11.4.)

  ❍‘현대인의 모멸감에 대해’특강(10.20.,총 50명)학교로 찾아가는 교원마음돌봄 프로그램 명

사초청 특강 (스쿨iTV 등 21.10.20.)

  ❍ 학교로 찾아가는 교원마음돌봄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 202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역량강화 특강 만족도 조사

  ❍ 교원 마음 치유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1기, 2기)

7. 애로사항 및 해결노력

  ❍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동영상 개발을 위한 교육 당사자의 지속적인 피드백 필요

  ❍ 교원지위법 상 명확한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아니나 학부모의 고압적 태도 등 교사의 심

리적 위축을 가중시켜 교사의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상황들이 증가하는 추세임. 학부모 대

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강화 및 학부모회를 통한 교육활동 보호 인식 제고

  ❍ 교원 간 업무분장 등으로 인한 분쟁 사안이 증가하는 추세임. 교직원회를 통한 학교 내 존

중과 배려의 문화 정착 필요

  ❍ 교육활동침해 사안 발생시 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능하지만 학부모 및 동료교원들에 대한 

조치는 취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법률 개정이 필요함

  ❍ 교육활동침해에 대한 대응보다는 적극적인 교육활동침해 예방활동이 필요하여 학생-학부모

-교사가 서로를 이해하는 활동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필요

  ❍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교육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소규모로 학교로 찾아가는 다양한 맞춤

형 프로그램 개발 필요

8. 향후 추진계획

  ❍ 2022 교육활동 보호 및 교원의 안전망 구축 지원

  ❍ 교원 심리방역을 위한 직무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 (3회 예정)

   - 코로나19 장기화 및 학교 내 감염사례 증가로 인한 업무 소진 해소 및 심리 치유 지원

   - 유사업무군 (예: 보건교사) 대상으로 심리방역 마음돌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심리적 안

정과 일상 회복 지원

  ❍ 교원 힐링동아리 지원 (10팀)

   - 학교 내 심리방역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한 일상회복 지원

  ❍ 교원 치유 캠프 운영 (학기당 1회 이상)

   - 치유 캠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교원 심리정서 지원

  ❍ 교원-학생-학부모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예방교육 확대 및 체

험프로그램 확대



9. 담당부서 자체평가 의견

  ❍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처로 교육활동 보호 및 교육 주체 상호

간 협력․존중의 학교문화 구축

  ❍ 교원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긍정적 자아상 확립을 통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

는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

  ❍ 교육활동침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자체 개발

  ❍ 교원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원의 선택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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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
동부교육지원청 민주시민교육지원담당 김성희(605-5570) 담당자 이경진(605-5591)
서부교육지원청 민주시민교육지원담당 현정미(600-9660) 담당자 박경화(600-96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