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안심공제』 서비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학교안전공제회와
함께합니다.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교육활동을 하다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원(국ㆍ공ㆍ사립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ㆍ
각종학교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으로 휴직자는 제외하며,
기간제 교사 포함)

어떤 특징이 있나요?

각종 위협,사고로 발생한 민원 등
다양한 교육활동 침해,

이제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로
도와드립니다.

단계별 지원으로 종합적 보장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전문가 개입을 통한 조정서비스는 물론,
소송비용, 긴급 경호, 신체적·정신적 치료비용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보장합니다.

교육청 및 『공ㆍ감 센터』와 연계한 효과적 지원
•교육청 및 『공ㆍ감 센터』와 연계하여 교육활동 침해로 피해를 입은
선생님이 필요한 부분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이용 절차
•유선 및 전용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청구→보상’ 절차가 쉽고 간편합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서비스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면 학교로 직접 찾아가 최대한 빨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교권침해와 관련한 기타 보상 가능
• 열거된 사항 외에 교권침해와 관련하여 보상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지원합니다.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다음과 같이 보장합니다!
도와줘요 긴급호출! [교원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
•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위협을 받는 경우 즉시 출동하여 보호(경호)
합니다.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다음과 같이 이용합니다!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각종 위협을 받아 도움이 필요하다면?
신청

긴급 보호
(경호)

경호원
출동

출·퇴근시간 포함 1사고당 최대 10일 경호 지원(경호원 1인 출동 기준)
(경호원 2인 출동 시 5일 지원 가능)

해결해요 분쟁조정! [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

교육활동 침해 또는 이와 관련한 사고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신청

전문가 현장 방문
및 긴급상담

분쟁조정

•교
 육활동

침해 또는 교육활동 관련한 사고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가 개입하여 분쟁조정을 도와드립니다.
피해 교원과 침해행위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각각 응대 가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시 손해액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안 제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면?
신청

고마워요 치료지원! [상해, 상담 및 심리치료비 지원]
• 교육활동 침해와 그로 인한 소진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비용을 지원합니다.
상담 및 심리치료비 ▶ 1회 10만 원 한도, 10회 지원
상해치료비 ▶ 발생한 치료비용 실비 지원

든든해요 법률지원! [교원 소송비용 지원]
•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 소송비를
지원합니다.

•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법률적
손해배상금을 지원합니다.
1사고당 최대 2억 원

치료비·상담
지원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률적 다툼으로 소송이 진행된다면?
신청

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소송비
지원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 배상책임이
생긴다면?
신청

교원 1인당 최대 55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비용 등 포함)

안심해요 배상책임! [교육활동 중 배상책임]

치료 및 상담기관
연계

손해배상책임비용 책정
및 법적 조치 현황 파악

손해배상금
지원

※ 신청 및 문의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ㆍ감센터

02-3999-093~094, 400

•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사업운영부 1670-4972
비용청구 http://seoul.ssi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