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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관리) 학교 안팎의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 내실화

ㅇ 세월호참사 이후 안전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안전교육 강화 등 

학교안전 관련 제도는 개선·강화되었으나,

    * 기본계획(3년, 교육부), 지역계획(1년, 교육청), 학교계획(1년, 학교)

ㅇ 학교 안팎의 새롭고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제도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장 맞춤형 통제·관리 필요

 (예방) 안전사고 보상 중심 →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 강화

ㅇ 학교안전 지원기관인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사후 보상공제에 치중하고 있어 사고를 줄이는 예방기능 강화 필요

     ※ 공제중앙회(교육부 위탁 안전교육 사업 등), 시도 공제회(소방점검 사업 등)

ㅇ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지능정보기술의 발달로 이를 

활용한 효율적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과 기대 증가

 (보상) 학교안전사고 보상 사각 지대 해소

ㅇ 모든 학생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안전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 확대 필요

ㅇ 학교안전사고 피해학생의 치료 중 간병비, 간접손해 등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피해가 가중되는 등 개선 요구

ㅇ 안전사고 피해학생에 대한 학습권·건강권 보호는 국가의 책무

◈ 학교안전사고 예방 강화, 안전사고 피해학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및 

회복을 위한 「학교안전사고 관리지원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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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교안전사고 관련 현황 및 문제점

 학교안전사고 관련 현황

 학교안전사고 현황

ㅇ (개괄) 교육활동과 관련한 체육수업, 등하교, 식사시간 등 다양한

활동 시간대에서 연간 10만 건 이상의 학교안전사고 발생

<2019년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출처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단위 : 건수/%)

합 계 등·하교
수업
시간

체육
수업

식사
시간

휴식
시간

특별
활동

학교
행사

기숙사
생활

138,784
(100)

6,706
(4.8)

21,746
(15.7)

43,619
(31.4)

29,759
(21.4)

20,620
(14.9)

6,111
(4.4)

9,615
(6.9)

608
(0.4)

ㅇ (교통사고)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대책 미비로 교통사고 취약계층인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빈번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건) : (17) 479 → (18) 435 → (19) 574

   ※ 설치율(‘19년말 기준) : 무인교통단속장비 4.9%(820대), 신호기 61%(17,590개소)

ㅇ (식중독) ’19년 학교 식중독 환자(1,531명)는 5년(’14~’18년) 평균(2,889명)

보다 대폭 감소하였으나,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여전히 높은 수준

* (’16) 6건 163명→ (’17) 6건 401명→ (’18) 10건 549명→ (’19.) 8건 505명

ㅇ (시설사고) 건축물 외벽 마감재로 설치된 치장벽돌이 낙하하거나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감 가중

   ※ 대구 영남고 치장벽돌 낙하사고(’19.6.), 서울 은명초 화재사고(’19.6.)

 대학 안전사고 현황

ㅇ 대학의 안전관리에 대한 제도적 기반 부족 등으로 인해 교통,

신변사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사고 발생

<2018년 대학 안전사고 발생현황(‘19년, 344개교 대상 실태조사)>
(단위 : 건)

합 계 생활
사고

재난
사고

시설
사고

교통
사고

신변
사고

연구실
사고 

보건
사고 기타

5,373 4,510 62 65 262 87 258 12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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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원 문제점

v 학교안전사고 실태조사, 안전계획 수립·실행, 안전교육 등 안전사고 
관리체계가 다소 미흡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적정한 피해 보상과 회복을 
위한 지원 부족

 (예방활동) 학교안전실태조사와 학교안전계획의 연계 부족

ㅇ 학교현장의 위험요인과 이를 통제하기 위한 안전관리활동에 관한 

실태조사가 미흡하여 조사 필요성에 대한 공감부족으로 참여도 저조 

   ※ ’19년도까지 진행된 실태조사는 학교안전의 개괄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참여도 : 전국학교 대비 ‘18년도 17.9%, ’19년도 28.8% )

ㅇ 실태조사의 결과가 학교의 안전계획 수립에 미환류

 (안전교육) 안전수칙 준수 중심으로 자기 주도적 위험관리에 한계

ㅇ 안전수칙의 습득 등 표준화된 안전교육에 치중하여 위험성을 

스스로 인지·제거할 수 있는 자기주도 리스크 역량 개발에 한계

ㅇ 학생 체험·참여형 안전교육 부족

 (보상·회복) 안전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회복 지원 미흡

ㅇ 치료 중 간병비 및 간접손해 등이 보상범위에서 제외되어 피해

학생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가중

ㅇ 장기간 치료로 인한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학습결손 등 우려

 (대학안전) 체계적 관리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부족

ㅇ 대학의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규정, 계획수립 등 미흡

ㅇ 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보상하는 경우

에도 민간보험상품에 따라 보상한도 등도 상이

   ※ 대학의 91%만 민간보험에 가입(‘19.4월, 조사대상 344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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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 분석·진단

Strength (강점) Weakness (약점)

   학생·교직원 안전교육 의무화
   학교 안전문화 및 인식 제고
   안전관리 조직 및 담당 지정

   안전사고 예방 실태조사 참여 저조
   안전수칙 중심 안전교육
   학교안전사고 피해보상 미흡

Opportunity (기회) Threat (위협)

   학교별 안전사고 예방 계획 수립
   학교안전사고 데이터 누적
   지능정보화기술의 발달

   교내·외 학교안전사고 지속 발생
   대학 안전관리 기반 부족
   안전사고 피해학생 학습결손 우려

□ 개선과제 도출

구 분 문제점 개선과제

주체

▪상급기관 중심 안전사고 예방
 - 인식중심 개괄적 실태조사
 - 안전사고 발생 단순 통지
 - 학교안전계획 수립 형식화

▪개별학교 맞춤형 안전사고 예방
 - 단위학교 취약성 조사·분석
 - 안전사고 재발방지책 마련
 - 데이터 기반 안전계획 내실화

방법

▪단편적 수준 안전사고 예방
 - 학교폭력 예방 중심 CCTV 설치
 - 수동적 방식의 학생안전관리
 - 분산 관리되는 안전자료

▪안전사고 예방 효율화·지능화
 - 첨단 복합기능 안전인프라 조성
 - 비콘 활용 학생안전 보호
 - 안전시스템 커스터마이징

문화

▪안전문화 기반 미흡
 - 규칙 준수 수준 안전교육
 - 강의식 수동형 안전활동
 - 대학안전 책무성 미부여

▪지속적 안전문화 기반 조성
 - 체험중심 위험교육 실시
 - 학생참여 안전활동 확대
 - 대학 안전관리 책무 강화

보상

▪안전사고 피해보상 부족
 - 대학생 안전사고 보상 미흡
 - 중증사고 간병료 미지급
 - 비급여 치료비 지역별 차이
 - 기왕증 등 법률 규정 미비

▪사고보상 대상 및 범위 확대
 - 대학 안전사고 공제보상 실시
 - 중증사고 간병료 등 보상
 - 비급여 치료비 보상 확대
 - 기왕증 등 법적근거 명확화

회복

▪피공제자 지원서비스 미비
 - 학부모 치료비 정산 불편
 - 안전사고 피해학생 학습 결손
 - 교직원 법적분쟁 개별 해결

▪피공제자 지원서비스 확대
 - 협력병원제 및 지급보증 실시
 - 장기입원 학생 학습지원
 - 교직원 분쟁상담지원 실시

S W
O T



 ❖ 예방활동 강화로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학생 보호

 ❖ 학생지원 서비스 확대로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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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예방

학교안전사고

효율적

예방 강화

1. 학교현장 맞춤형 안전사고 예방 강화

2.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안전사고 예방 효율화

3. 지속가능한 학교안전문화 기반 조성

2 보상·회복

학생안전보호

사각지대

해소

1. 학교안전사고 보상 대상 및 범위 확대

2. 학부모·학생·교직원 지원서비스 확대

Ⅲ. 중점 추진과제

주요과제

주요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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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안전사고 효율적 예방 강화

1 학교현장 맞춤형 안전사고 예방 강화

1-1 개별학교 위험요인 기반으로 학교안전실태조사 개선

ㅇ (단위학교) 학교 안전현황 전수조사를 실시, 전반적인 학교안전 

뿐만 아니라 개별학교 안전실태를 확인 가능하도록 재구조화(‘20.)

- 안전 관리요인과 위험요인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는 ‘안전

매트릭스’를 통해 단위학교의 안전수준(취약성 정도) 제시·피드백

ㅇ (분석관리) 단위학교·지역별(횡단)·연차(종단) 분석을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요인을 확인, 정책 우선순위 결정에 활용*

     *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교육부/3년)·지역계획(교육청/1년)·학교계획(학교/1년)

- 학교안전실태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분석하기 위해

‘학교안전실태조사시스템’ 구축(‘20.)

     ※ (기존) 사이트 오픈 및 조사 → (개선) 시스템 DB 구축 및 자료 축적·관리

- 더 정확하고 다양한 안전사고 영향요인 수집·분석을 위해 학교

안전실태조사DB와 교육부 내 안전 관련 데이터* 연계(‘21.)

     * 나이스(석면정보), 에듀빌(시설정보), KEDI(학교폭력통계)

<학교안전실태조사 구성 체계> <실태조사 결과 환류>

안전사고 영향요인
(Input)

➡

안전사고 결과
(Output)

하드웨어
(물리환경 등)

교통환경, 안전시설물, 
내화성능 등

안전사고 건수
소프트웨어

(안전관리·활동)
안전관리체계, 안전
관리활동, 안전교육 등

                                           

나이스, 에듀빌
학교폭력 건수
식중독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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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강화

ㅇ (손상감시) 현행 학교안전사고 데이터의 단순집계 차원에서 사고 

발생시기·활동별 선제적 대응을 위한 손상감시체계*로 전환(‘20)

     * 손상감시체계(injury surveillance system) : 손상자료의 지속적·체계적 수집·분석· 

해석을 통해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국제보건기구)

-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을 통한 사고데이터의 지표산출 

전산화로 실태관리 및 사고원인에 대한 추적 분석 수행

    *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구축·운영 중인,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 및 공제보상 
내역 등을 관리하는 17개 시도공제회 공동사용 시스템

- 분석결과, 시기·활동별 경보 발령, 시설기준 정비* 및 맞춤형 안전

정책 수립 등에 활용(분기별)

     * 예) 손끼임 사고에 의한 손상사고통계와 사고 매개물인 교실문의 형태(미닫이, 

여닫이)와의 사고 연관성을 분석하여 설치기준 및 시설 개선

ㅇ (지원·개선) 실태조사와 손상감시체계 기반, 안전사고 통계·분석을 

통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우선지원 및 집중개선’ 사업 추진(‘21.)

구 분 내   용 비   고

우선
지원
(개별
학교
대상)

개별학교의 안전사고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대상학교를 선정 

전문가 그룹에 의한 위험진단·컨설팅·안전직무
연수 서비스 제공 

필요시 교육환경개선사업(시설개선)과 연계
하여 사업 지원

’21년 시범사업 추진

  ※ 100개교(1교당 150만원/
특별교부금)

‘22년부터 확대 

집중
개선
(교육
활동 
대상)

사고발생 빈도*와 손상 정도가 큰 안전사고
유형을 대상으로 사고예방지침 및 교육
(연수)프로그램 개발·보급

  * 예) 전체 학교안전사고의 약 31.4%(43,619건, ‘19년 
기준)를 차지하는 체육수업 중 발생 사고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매년 2개 유형을 선정
하여 개선방안 마련

  ※학교안전정책중점연구소 
연구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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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실제적 개선활동 중심의 단위학교 안전계획 내실화

ㅇ (안전계획) 개별학교의 고유한 위험환경과 여건 및 역량을 고려한

실효적인 학교안전계획 수립·실행 유도

- 실태조사결과 취약성(위험·관리), 손상감시체계 손상지표 등을 통해

도출된 개별학교 안전개선과제* 중심의 학교계획 수립

     * 학교안전계획 안전개선과제는 ①물리적(공학적·시설 개선), ②조직적(규정·절차·
방법 개선), ③학습적(지도·교육, 교육과정 개선) 3개 영역으로 구분

    ※ 학교안전계획 예시안 및 사이버연수(중앙교육연수원) 수정·안내(‘20.)

- 학교안전DB를 통해 단위학교별 안전개선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하고, 안전계획 수립·실행·평가에 활용하는 개선활동 관리 지원

< 학교안전DB 기반 학교계획 수립·실행 >

ㅇ (사고관리) 일정기준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가 사고의 근본적 원인에

기초하여 재발방지책을 수립·실행하고 교육청이 지원하도록 체계화

- 학교는 사고원인과 재발방지를 포함한 ‘사고 후속조치 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학교안전사고관리지침」제정(‘20.)

< 학교현장의 사고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조치 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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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안전사고 예방 효율화 

2-1 신기술을 활용한 학교안전 인프라 조성

ㅇ (복합대응) 기존 학교폭력 예방 중심의 CPTED*를 확장하여 교통

안전, 재난안전, 시설안전 등 학교안전 전반의 예방체계 구축

     * 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설계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시설 및 수단을 적용

- 지능형 CCTV 등 다양한 신기술을 학교안전 분야에 적용한 (가칭)

‘스마트안심학교*’ 시범사업(‘21, 1개교 2억원/특교) 실시 후 확산

     * CCTV, 센서, 비콘 등 현재 기술수준의 첨단안전기술을 특정학교에 집약적으로 
구축하여 다양한 위험요인을 통제·관리

   < 학교안전 인프라 확대 활용 >

현  행 (단순대응) 개  선 (복합대응)

CCTV - 학교폭력 등 발생 후 
증거수집용으로 설치(소극적 예방) ➡

학교폭력 사전 예방
교문 앞 불법주정차 경보·신고
화재, 지진, 미세먼지 등 재난 감시

ㅇ (기술고도화) 현재의 지능정보기술을 학교현장 맞춤형으로 한 단계 

더 고도화(R&D) 후 도입·확산(과기부 협업)

- 추가 기술개발 필요과제를 도출(정책연구, ‘20.下)하여 과기부의 

연구개발(R&D) 과제에 포함하여 추진(‘21.)

※ 현재 과기부와 협업으로 학교폭력 및 화재감시를 위한 지능형 CCTV 시범사업 
추진 중

  < 예시- 지능정보기술 고도화 과제 >

과 제 과제 내용

안 면 ‧ 행 동 인 식 

CCTV 고도화

(안면인식) 학교 출입자 인식, 해상도 기술 제고, 이미지 
대조기술(1:1, 1:多 인증) 등 고도화

(행동분석) 영상으로 8가지 이상의 이상행동 모델에 대한 
인식 및 분석기술 고도화

  * 낙상, 폭력, 흡연, 갈취, 음주, 따돌림, 성추행, 쓰러짐 등

음성인식 비상벨

 고도화

화장실 등 학교안전 사각지대 환경에 특화된 위험 음향신호*를 
인공지능 기술로 인지‧분석하여 교사 등에 실시간 통보

  * 비명, 고함, 낙상음 등 위급상황을 나타내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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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비콘*(Beacon)을 활용한 학생안전 보호

  * IT 기술 기반 위치인식 및 통신기술 활용, 정보 데이터를 전송하는 근거리 무선통신 장치

ㅇ (교통안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학생이 접근하면 안내판 또는 

음성 등을 통해 운전자에게 사전에 알려 교통사고 예방

     ※ 행안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표준모델 개발‧검증 후 본격 
확산 추진 (’20년도 특별교부금 9억원, 17개 시도별 1개교씩 시범사업)

     ※ ‘21년에는 ’20년 시범사업 결과분석 후 50개교 구축 추진

ㅇ (학생관리) 현장체험학습 및 워킹스쿨버스 운영 시 실시간 학생 

위치정보 확인, 대열이탈 경고 등 사전 미아방지

- 지진·폭설 등 재난발생 시 위치확인으로 응급조치 골든타임 확보

     ※ 적용사례 : 비콘을 소지한 독거·치매노인이 집 밖에 있는 경우 위급상황 신속 대처

     ※ 교통안전사업과 연계한 시범 운영을 통해 성과 분석 후 단계적으로 확산(학부모 동의)

ㅇ (위험알림) 교내 외 안전 사각지대에 비콘 단말기를 설치하고,

위험상황 발생 시 휴대폰*으로 위치와 상황을 자동으로 전송

     * 휴대폰을 흔들거나 전원버튼을 누름 → 교사·학부모·경찰 등으로 정보 전달

     ※ 일부 지자체에 구축 중인 시스템으로, 특별교부금을 통해 시범사업 후 단계적으로 
확산 (‘21년도 특별교부금 9억원 반영 / 17개 시·도 x 50개교 = 850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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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학교안전 교육·홍보·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개선

ㅇ (안전포털) 학교안전 관련 학생교육, 교직원연수 등 각종 콘텐츠를

통합 관리·제공할 수 있는 ‘학교안전포탈시스템’ 구축(‘20.하)

- 교육부·교육청은 현장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지원하고, 학교는 

실제 안전교육 및 체험자료 탑재 등 정보공유의 장으로 활용

     ※ 기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학교안전정보센터’를 ‘학교안전포탈시스템’으로 
통합·확대 개편

< 학교안전포털 시스템 체계도(안) >

ㅇ (안전홍보)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안전교육 정보 전달 및 홍보를 

위한 학교안전 동영상 및 SNS 운영(학교안전포털 연계)(‘20.)

- 학교안전TV(학교안전공제중앙회 유튜브 채널)를 개설·운영하고,

SMS 및 어플리케이션(가정통신문 앱) 등을 활용하여 전달

< 안전 관련 유튜브 채널 >

안전한TV (행정안전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서울학교안전공제회

ㅇ (편의증대) 안전사고의 신속한 피해 지원(보상청구 및 급여지급 등)을

위해 최신 기술 적용으로 사용자 편의성 제고(‘20.)

- 피공제자의 공제급여 신청 시 증빙자료*를 업로드하면 OCR(광학문자

인식,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을 통해 자동 내용분석 및 입력

     * 의료비 영수증, 상세내역서, 의사 진단서, 진료 확인서 등

- 모바일(휴대폰) 공제급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급여청구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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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가능한 학교안전문화 기반 조성

3-1 체험 중심의 위험교육(Risk Education) 실시

ㅇ (위험교육) 규칙 준수의 안전교육(Safety Education)에서 실생활 

기반 체험 중심의 위험교육(Risk Education)으로 확대(‘21～)

구분 안전교육 (Safety Education) 위험교육 (Risk Education)

목적 안전수칙의 습득과 습관화

위험상황 예측 및 위험의 제거·
감소를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
(risk literacy)과 행동실천(risk 
control) 향상

예시 이론 및 규칙 중심 안전교육
위험장소(hazard spotting) 찾기
안전지도(mapping) 만들기

- 일상생활 속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인지 감수성*과 위험

상황 대처능력**을 길러주는 체험교육 실시

      * 위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위험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

     ** (가상)AR/VR 기반 위험상황 안전체험 / (실제)어린이 재난안전훈련, 소방훈련 등

- 위험교육 교수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과정․콘텐츠 개발*

     * 학교교육 상황에서 직면할 수 있는 위험요인의 인식, 위험평가, 위험통제 역량 등

     ※ 유럽산업안전보건청(EU-OSHA)은 EU 각국의 학생, 교사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 

사례 분석을 통해 학생 참여형 위험교육, 안전관리와 연계한 교사연수 실시 권장

ㅇ (안전체험) 안전체험시설* 간 유기적 연계 및 안전교육 콘텐츠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학생안전 체험교육 기반 마련(‘20～)

     * 종합형 14개, 소규모형 12, 교실형 59개, 이동형 9개

- 지역별 종합형 안전체험관을 중심으로 체험시설 클러스터를 구축

하고, 강사연수, 체험기기 관리, 콘텐츠 등 안전체험 인프라 공유

-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을 위해 AR(증강현실)·VR

(가상현실) 등 실감기술 기반 비대면 안전체험존* 확대

     * 체험관에 학교안전사고 빈발도가 높은 가상공간(VR Cave) 환경 설계·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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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학생 참여 주도형 안전활동 확대

ㅇ (참여활동) 학교주변의 위험요소를 학생 스스로 찾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학생 참여·실천형 ‘학교안전맵핑 활동 지원사업’ 확대*

     * (‘20.) 80개팀 → (’21.) 500개팀 → (‘22.) 800개팀

< 학교안전맵핑 활동 >

(사례) 골목길 안전지도 안전커뮤니티맵핑 Web & App

ㅇ (안전공모) 교육주체 모두가 학교안전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안전한 학교 공모전*’ 참여대상 확대**

     * 매년 초중고·대학생 대상으로 학교안전에 대한 UCC, 포스터, 웹툰 등 독창적인 

작품을 발굴하여 안전교육 및 홍보자료 등으로 활용(‘14～)

    ** (‘20.) 학생 → (‘21.～) 학생, 교직원, 학부모

ㅇ (재난훈련) 학교현장의 안전의식을 기르고 학생·교직원이 스스로 

재난 대응 역량함양을 위해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확대*

     * (’19.) 46개교 → (’20.) 103개교 → (’21.) 200개교 내외(특수학교 포함)

-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학생이 직접 재난유형 선정, 대피지도·훈련

시나리오 작성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주도적으로 참여

<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

재난대응요령 작성 기관방문·체험 대피지도 작성 현장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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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대학 안전관리 및 학교안전 관련기관 협력 강화

ㅇ (대학안전) 재난, 안전사고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교구성원의 

안전보호를 위해 ‘고등교육법’에 대학 안전관리 조항 신설(‘20.)

- 대학에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책무 부여로 안전 기반 조성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20.7.)

< 대학 안전관리계획 포함 내용(안) >

1. 각종 위험에 대한 예방활동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3. 안전에 관한 인식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및 재발방지책 마련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ㅇ (지원협의) 각종 위험요인에 대한 통합적 문제해결을 위해 분야별

업무연계·지원을 위한 학교안전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20.)

- 정기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되, 필요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 

협의회 운영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주관)

     ※ 기능 : 학교안전사고 예방 협업사업 추진,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상정 안건 
사전 실무검토, 분야별 안전콘텐츠 개발·지원, 우수사례 공유 등

< 학교안전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안) >

지원기관 주요 역할 지도감독기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인적공제보상 교육부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교육시설 안전사고 예방, 물적공제보상 교육부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교육환경평가, 건강증진, 학생정신건강 증진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학교폭력 예방 교육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청소년 범죄 예방 법무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업중단 예방, 대안교육지원, 학교폭력예방교육 여성가족부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사고 예방 국토교통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식약처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사고 예방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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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안전보호 사각지대 해소 

1 학교안전사고 보상 대상 및 범위 확대 

1-1 대학생 안전사고 보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유도

ㅇ (사고보상) 모든 학생의 피해보상을 위해 대학의 민간배상

책임보험 또는 학교안전공제 가입 유도

- 대학정보공시 항목에 ‘보험(공제) 가입현황’ 포함하여 학생·학부모의

알권리 및 보상수준 제고

    ※ 대학생 안전사고 보상을 위해 대학의 91%만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보상한도액·
보장기간 등 상이(대학안전 실태조사 결과, ‘19.4월, 344개교 대상)

ㅇ (보상공제 신설) 학교안전법 개정*을 통해 대학이 보상공제에 가입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의 실시) 신설

-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생이 성인인 점 등 대학 특성*에 맞는 ‘대학

안전공제’ 상품을 개발·운영

   * 피공제자 범위, 지급제한, 단과대학별 교육활동 특성 등 반영

1-2 중증사고로 인한 간병료 등 지원 확대

ㅇ (간병료)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중증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 후 뿐만 아니라 치료 중에도 간병 소요비용 지원

현 행 개 선

중증후유장해 간병급여 지원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

중증 상해 간병료 지원
(치료 중에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 치료 중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 요구 (‘20.5.28,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정부 제안)

- 피해학생의 보호자등이 직접 간병을 하는 경우에는 간병료 외에

식비 등 부대비용 추가 지원 (피공제자의 입원기간 1일당 2만원 정액)

    - 간병의 범위와 간병료 지급기준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준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11~13조(간병의 범위,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간병료), 간병료 지급기준(고용노동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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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비급여 치료비 보상 범위 확대 및 보상한도 상향

ㅇ (보상범위) 시·도학교안전공제회별로 보상 지급범위에 차이가 있는

비급여 항목 중 필수항목(21종)*을 정해 전국 통일적으로 보상 

- 성형수술, 치료재료대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여 학교안전공제회의 시행 유도

     * 성형수술(레이저치료, 표피이식술 등), 치료재료대(아킬레스텐던, 화상흉터제거 연고 등)

   ※ 법령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않은 진료항목 및 비용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따라 
시·도 공제회별로 인정하여 지급 가능<학교안전법 시행규칙 별표(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 ‘비고 2’>

ㅇ (보상한도) 성장기 학생들의 적기 치과치료 지원을 위해 치아

보철비 및 치아복구비 보상한도 상향

- 타 법령(산재법 등) 사례, 현실 물가* 등을 반영하여 치아 1대당 치아

보철비**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캐스트코아 포스트 레진은

12~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을 조사·공개

    **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에서 보상한도 규정(치아 1대당 
보철비 400천원, 캐스트코아 134천원, 포스트 124천원, 레진 120천원)

1-4 기존질병 및 과실상계 감액에 대한 법적근거 명확화

ㅇ 학교안전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왕증* 및 과실상계**에 따른

보상금 감액 지급에 대한 법적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화

- 과실상계 감액 보상의 경우 책임능력 인정 연령을 현행 초등

학교 4학년 이상에서 중학생 이상으로 상향 조정

     * 이미 존재하던 질병·부상 및 신체장애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악화된 경우 
그 비용을 제외하고 보상

    ** 장해·간병·유족급여 산정 시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상계

   ※ 기왕증 참작과 과실상계에 의한 책임제한은 공제급여의 본질에 관한 문제이므로 
법률의 명시적인 규정 없이 유효하다고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6다 20838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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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부모‧학생‧교직원 지원 서비스 확대

2-1 입원학생 학습 지원 및 협력병원제 도입

ㅇ (학습지원) 피해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장기입원(1개월 이상)

으로 인한 학업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습지원 서비스 제공(‘21)

-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피해학생의 신청에 따라 교육과정에 

맞는 동영상 콘텐츠, 학습 기자재(테블릿 등) 및 학습도우미 제공

     ※ 독일 등 유럽에서는 학생 피해에 대한 금전적 지원보다 학생 재활환경 제공 
및 중단이 없는 교육여건 마련에 중점

ㅇ (협력병원) 학부모가 치료비 정산에 신경 쓰지 않고 학생치료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공제회 협력병원제* 도입 추진(‘21)

     * 공제회에서 지역별 여건이 가능한 병원을 검토하여 업무협약 체결·운영

- 국립대학병원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중심으로 시범 적용 후 확대

- 협력병원에서 공제회로 피해학생 치료비용을 직접 청구하고,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요청하는 경우 협력병원에 치료비 지급 보증의사를 통보

2-2 학교안전사고 교직원 분쟁상담지원서비스 실시

ㅇ 학교안전사고 관련 교직원 책임에 관한 법적분쟁 발생 전 전문가

상담 등 지원을 위해 ‘학교안전사고 분쟁상담지원센터’ 설치(‘21.)

< (가칭)학교안전사고 분쟁상담지원센터 설치·운영(안) >

구   분 내   용 

설  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산하

기  능 학부모-교직원 간 분쟁상담 지원
학교안전사고 관련 불신·오해 등 추가 갈등예방 및 해소 등

지원방법 분쟁조정 전문가 및 공제회 직원 학교방문 상담
법률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 컨설팅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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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추진 계획

1  법령 제·개정 

ㅇ「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 : ‘20.10～

- 학교안전사고 공제보상 지급범위 확대 등

ㅇ「고등교육법」개정 : ‘20.하

- 대학의 장에게 안전관리계획 수립 책무 부여(제27조의2 신설)

     ※ 박찬대 의원 대표 발의(‘20.7)

2  재정사업 추진

ㅇ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 시범사업* 추진(’21.~)

     * 학교안전사고 예방 우선지원·집중지원 개선사업 등

ㅇ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추진(’20.~)

     * 신기술 활용 안전 인프라 조성, 비콘(Beacon) 활용 학교안전 사업 등

ㅇ 체험중심의 위험교육 강화 관련 사업 추진(’21.~)

     * 가상공간(VR Cave) 구축 등

3  행정적 조치

ㅇ 법령 제·개정 및 예산수반이 없는 행정적 조치사항 추진(‘20.10.～)

- 실태조사 체계 재정립 및 실태조사시스템 구축

     * 교육부에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교부한 특별교부금 활용 

-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정비를 통한 손상감시체계 가동

- 지속가능한 학교안전문화 기반 조성

     *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회의 추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