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하는 사람 선생님
먼저 실천하고 배우고 다가갑니다

이것이 한국교총의 선생님들이 하고자 하는 좋은 교육입니다

선생님의 회원가입, 선생님을 위한 더 큰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서울교총	Tel	02-737-2592	 /	Fax	02-732-9385

인천교총	Tel	032-876-0253	/	Fax	032-876-0686

울산교총	Tel	052-267-2392	/	Fax	052-267-2393

강원교총	Tel	033-254-2948	/	Fax	033-251-8124

전북교총	Tel	063-253-9601	/	Fax	063-253-9604

경남교총	Tel	055-263-1842	/	Fax	055-263-0843

부산교총	Tel	051-467-3206	/	Fax	051-464-2118

광주교총	Tel	062-528-6447	/	Fax	062-529-2029

세종교총	Tel	044-903-3104	/	Fax	044-903-3123

충북교총	Tel	043-217-2853	/	Fax	043-217-2425

전남교총	Tel	062-524-1275	/	Fax	062-515-1277

제주교총	Tel	064-758-6249	/	Fax	064-722-4563

대구교총	Tel	053-655-2680	/	Fax	053-655-2610

대전교총	Tel	042-638-6168	/	Fax	042-638-6169

경기교총	Tel	031-269-2984	/	Fax	031-269-1611

충남교총	Tel	041-631-3671	/	Fax	041-634-9846

경북교총	Tel	053-813-2741	/	Fax	053-813-2743

모바일 교총 회원가입



한국교총·한국교육 70년의 기록
1947~2017

한국교총은 1945년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우리 민족의 지상과업인 새로운 민주적 독립국가 건설을 위해 

교육발전과 개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한 교육선각자들이 정부수립 전인 

1947년 11월 23일 자주적으로 설립한 전문직 교원단체입니다. 

한국교총은 교권을 수호하고,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교원의 전문성과 자질을 함양하고, 

교육정책 개선에의 참여를 통해 지난 70년간 학교교육의 개선과 교직의 안정에 기여해 왔습니다.

1990 91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정 실현

	 교수재임명제	폐지	실현

92 한국교총-교육부 첫 정기교섭·협의

 보직교사수당 신설 실현

93 EI(국제교원단체) 창립단체로 가입

95 교육재정 GNP대비 5%확보 실현

96 담임교사수당 신설 실현

98 교원정년단축 저지 여의도 총궐기대회 개최

2000 02 보건교사수당 신설 실현

03 한국교총	회장	전회원	직선제	도입

04 『유아교육법』 제정 실현

05 ‘교직윤리헌장’ 제정·보급

06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정 실현

07 병설유치원겸임수당 신설 실현

08 학교시험문제 저작권 인정 대법원 판결 실현

교육혁신과	교직안정을	위한	전국교육자대회(1995)

유아교육법	제정	촉구	집회(2004)

교총-교육부	첫	정기교섭	협의(1992) 교원정년단축	반대	전국교육자	총궐기대회(1998)

교원지방직화	반대	총력	결의대회(2003)역사	왜곡	및	독도	침탈행위	규탄대회(2006)

‘70년의 기록’ 

  영상보기



1947

1980

2010

47 조선교육연합회(現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창립(11.23)

48   ‘조선교육연합회’에서 대한교육연합회로 명칭 변경

	 교육전문지	『새교육』	창간,	『방학책』	발간

49 초등수업연구지 『새교실』 창간

51 학제개편 실현

52 전국교육연구대회(現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창시

	 WCOTP(세계교직단체총연합)	창립단체로	가입

53 『교육공무원법』 제정 실현

54 『교육공무원보수규정』 제정 실현

56 대한교련공제조합 설립

80 교직수당 신설 실현

81 『교육세법』 제정 실현

82	 ‘스승의 날’ 부활 성취

83 초·중등교원 단일호봉제 실현

84 교원장기근속수당 신설 실현

88 원로교사수당 신설 실현

89 ‘대한교육연합회’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로 명칭변경

10 독도의날 선포식

11 주5일 수업제 실현

 수석교사제 법제화 실현

	 학교배상책임공제	도입	실현

12 교권보호종합대책안 실현

 교대박사과정 설치 실현

13 ‘교권보호법안’ 국회 제출 실현

 중학교원연구비 미지급 사태 해결

14   공무원 연금개악 저지 ‘100만 교원

공무원 총궐기대회’ 개최

 영양교사수당 신설 실현

15 담임수당 2만원 인상

 학교성과급제도 폐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교권보호법안)’ 관철

16 자율연수휴직제도 도입

	 학교전기료	20%	인하	실현

	 제32회	한·아세안	교육자대회(ACT+1)개최

최초의	교총회관(1949)

재무부장관	방문,	교육세	신설	건의(1980)

스승의	날	기념식	부활	성취(1982)교원지위법	제정촉구를	위한	전국	학교분회장	및

시도,	시군대표자	회의(1990)

성과연봉제	도입저지	투쟁(2016)

공무원	연금개악	저지	총력	투쟁	결의대회(2014)

한-아세안	교육자대회(2016)

제1회	전국교육연구대회(1952)한국전쟁중	부산	피난지에서의	새교육	편집좌담회

(1952)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의 끈을 놓지 않았던 우리 선생님 

그 교육의 힘이 대한민국을 성장 시켰습니다.

한국교총의 70년은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입니다. 

희망을 찾아 볼 수 없었던 폐허의 땅 그 위로 작은 꿈이 뿌리를 

내리고 미래를 꿈 꿀 수 있도록 용기를 실어주신 선생님

급변하는 사회에서 뒷 처짐 없이 바르게 걸어 왔던 이유 

바로 교단을 지켜온 선생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한국교총과 함게 하겠습니다!

1960

1970

2018

61 『새한신문』(現한국교육신문) 창간

65 도서벽지수당 신설 실현

66 초·중등교원 동일호봉 동일봉급제 실현

	 제15차	WCOTP(세계교직단체총연합)	총회	서울	개최

68 중학교 무시험전형제 실현

69 새한장학회(現 한국교총장학회) 설립

70 전국교육자료전 창시

71 대한교원공제회 설립(現 한국교직원공제회)

73 교원승급기간 단축 및 한계호봉제 폐지 실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정 실현

17	 교원지방직화 시도 저지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폐기실현

 교원지위법 발의 실현

 사서교사수당 신설 실현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저지

 2018년 초·중등교사 선발인원 확대 관철

18	 전문상담교사 수당 신설 실현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폐지 추진

 교원차등성과급 폐지 추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개선 추진

중학교	무시험제에	관한	공청회(1964)

입시지옥과	학교차이	없애기	서명운동(1967)WCOTP총회	서울개최(1966)

교대	및	중등예비교사	집회	연대·지원(2017)

중학교	교육과정	개정시안에	관한	공청회(1973) 교육발전과	교육재정에	관한	세미나(1976)

대한교직원공제회	설립(現	한국교직원공제회)	창립(1971)



모바일 교총 회원가입



한국교총은 교권(敎權)보호를 위한 
든든한 등대가 되겠습니다.

교직생활을 하다보면 뜻하지 않은 학부모와의 분쟁, 신분피해, 학교안전사고 등 고충을 당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한국교총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2017년 하반기까지 지원액

15억2천만원! (現價기준)
 

한국교총은 1978년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회원이 교권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

하거나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된 각종 사건으로 피소되었을 경우, 법적 대응에 

필요한 소송비를 지원해주기 위한 교권옹호기금을 운영중입니다.

※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범위와 금액 확정

중대 교권침해사건
소송비 보조금 적극지원

•		일반사건은	심급당	최대	500만

원이내	총	1,500만원까지	지원

•		교원소청심사청구는	200만원		

이내

※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	심의

를	통해	지원여부,	금액	결정

교원지위법 개정안 주요골자

■피해교원이 요청할 경우, 교육청의 고발조치 의무 부과

■피해교원 법률 상담 등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명문화

■특별교육·심리치료 미이수 학부모에 과태료 300만원 부과

■학생 강제전학 조치 등

※ 교총회원이시면, 교권침해·인사·보수·복무·자격 등 교직생활 중 당면하는 모든 고충 사항을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교총, 교원지위법 개정안 추진, 염동열 의원(’16.11.11) 및 조훈현 의원(’17.2.9) 입법발의 관철

교권침해 사건 발생시
출동상담 및 즉각대응

•		현장	즉시	출동,	피해교원	보호

조치	및	법률자문	등	대응

•		한국교육신문	기사,	각종	SNS,	

언론보도자료	배포	등	교권침해	

사건의	부당함에	대한	여론조성	

활동	전개

학교별 고문 변호사 연결
1학교 1변호사제 지원

•		교총·대한변협	업무협약	통해		

학교별	교권침해	대응	법률지원

•		2018년	2월	현재	전국	1,675	

개교	고문변호사제도	운영중

교권보호를 위한 한국교총 활동

교총 교권보호 활동

  영상보기



정치권력과 사회의 변화, 행정권력에 학교현장이 휘둘리고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제는 현장교원 스스로 교권을 지키고, 교육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교원 자존심 회복·현장고충 해결, 
교총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차등성과급 폐지 및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 추진
“성과급	도입취지와	달리	교직사회의	갈등과	사기저하	초래”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개선 요구
“교원의	전문성	향상이	아닌	인기평가로	전락(평가	공정성	결여)”

▶			교육성과	계량적	평가	사실상	불가능

▶			교원	94%	차등	성과급제	폐지찬성	응답
	 (교총,	교원	1,729명	대상	설문조사,	`16.9월)

▶			성과급	폐지	입법청원	교원	201,072명	참여
	 (교총,	교원대상	입법청원서	접수,	`16.10~11월)

▶			성과급	현행	차등지급률(70~100%)	폐지요구

▶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대상	포함	요구	

(2개월	이상	근무	기간제교사도	성과급	지급하는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	발생)

▶			5점	척도	응답방식	폐지,	서술형으로	통일

▶			익명의	욕설,	비방	등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학부모	만족도조사	참여율	저조,	자녀나	여타	학부모의		

의견만을	듣고	하는	전언평가로	수긍	불가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관련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임용시험의	공개전형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강력	활동	전개

2018년 초·중등교사 선발인원 확대 관철
“교원수급	정책실패를	예비교사에게	떠넘기는	비정상적	처사”

교총 활동성과

교원 지방직화 도입 저지

“분권과	자치라는	새정부	정책기조와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이양이라는	정책	방향에	따라	필연적으로	추진될	교원	지방직화

를	선제적	활동으로	저지”

교총의 주요활동

•		교총회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	및	국회	교문위	간사	

면담,	새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교총	입장	전달

교원 지방직화 문제에 대한 교육계의 정서를 전달하며, 강한  

문제 제기

▶		교원지방직화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검토한	

바	없다”는	답변	이끌어냄

교권침해 근본적 해결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교총의 주요활동

	

▶			“기간제교사·강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	아님”	관철

▶			교직사회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정부대책도	요구

▶					9.14	유·초등	선발인원	확대(4,524명	⇨	6,135명)
▶					10.13	중등	선발인원	확대(4,637명	⇨	7,068명)

▶		교총,	교원지위법	개정안	성안(’16.8월)

▶			교총회장,	국회의장,	여야	표	및	원내대표,	국회	교문위원		

대상	활동	전개(’16.8~11월)

▶		대한변협과	 ‘교육활동보호제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16.10.11)

▶		국회	교문위	염동열	의원	및	조훈현	의원,	교원지위법	개

정안	대표	발의(’16.11.11	/	’17.2.9)



한국교총 주요 제휴기관

2018년 테마·교육부 정책 과정

회원가입시 지급되는 ‘복지회원증’(신용카드 아님) 또는 모바일 회원증을 통해 공연, 영화, 

스포츠, 외식, 여행, 직무연수, 병원, 쇼핑몰 추가할인 등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 더 많은 회원복지 혜택은 교총복지홈페이지(www.kftaplus.com)에서 확인하세요.

원격교육연수원 사제동행 www.education.or.kr
150여개의 고품격 원격콘텐츠 운영

오프라인 연수 운영 종합교육연수원 www.kftaedu.or.kr / 02-570-5623 

 ★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현장교원역량개발제안 연수 

 •응모자격 : 현장교원 누구나 제안가능 

 •신청방법 : 종합교육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회원이 감동하는 복지!
교총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선생님에 의해’ 만들어지는 직무연수!
‘선생님을 위한’ 현장중심 연수과정을 활용하세요!

블랜디드 연수운영
원격으로만 부족하시죠?

학교 지정연수원 서비스
직무연수 관리하기 힘드시죠?

학교·교육청 단체연수
우리만의 연수가 필요하시죠?

전문 자격증
자격증까지 특혜 제공

한국어교원 양성연수
국내외 교원 자격 취득 

•온/오프라인	교육진행

•현장교사	제안연수운영

•지정학교	등록	시	특정	혜택

•전체	교직원의	연간	일정관리

•연간	원격연수	경비	지원

•조건	없이	특별단체	할인

•		정책연수·교원평가	지표별		

직무연수	등	위탁 

•		‘연수학점+한국직업능력개발

원’과	함께	영재/안전	등		

다양한	자격증	제공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이수

•		‘직무연수+국립국어원’과		

함께	한국어	3급	과정

| 교총회비 기부금 처리 혜택 안내 |

교총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2’에 

의거 매년 연말정산시 기부금으로 처리됩니다.

| 선생님이 감동하는 복지 |

매일 업그레이드 되는 소식은 [교총복지플러스]에서!

www.kftaplus.com 복지콜센터 02-570-5562~3

리조트

주중 회원가 이용

특가이벤트

특가이벤트

힐링

20% 할인(3인)

품격상품 5~9%할인

제주항공·에어부산·진에어 기업우대 서비스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특가(4인)

11,000원(4인)

최대 65%할인(5인)

N서울타워 특가이벤트

키즈

35% 할인(5인)

최대 55%할인(4인)

최대 44%할인(4인)

외식
20% 할인

캘리포니아키친 20% 할인

문화

영화 및 매점 콤보 2천원 할인

공연 10~60% 할인

전국 영화시사회

쇼핑몰

임직원몰 이용

2% 추가 할인

2~5% 추가 할인

면세점
선불카드 증정

15% 할인(일부 브랜드 및 품목 제외)

생활

10% 할인

10% 할인

10% 할인

차량

30~35% 할인

애니카(차량관리) 12~36% 할인

704-919.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109길 20(신당동) MJ테크노파크 206호 Tel.053_629_3071   Fax.053_582_6723   E-mail. jagma@hanmail.net엘더블유티(주)디자인위드COMMUNICATIONS,  INC.

30% 할인

한국교총 복지혜택

 소개영상



|동강래프팅 캠프|

|군산 역사 · 문화캠프|

|대부도 낭만 캠핑|

|제주 역사 · 문화 캠프|

회원 연령대별 교과, 취미, 친교를 위한 맞춤식 연수캠프 운영으로 

교직생활에 활력소가 되어 드립니다.

2018년에도 교총 2030회원 연수캠프는 쭉 계속됩니다.

한국교총 2030회원만의 특권
시즌마다 펼쳐지는 역사 · 문화 · 미술 · 레포츠 연수

2030 회원 연수캠프 

 영상보기

▶			2017. 8. 8(화)~9(수),	1박	2일

▶			강원도	영월(동강,	청령포)

▶			동강래프팅(동강	어라연	일대)

▶					직무연수	역사유적지(청령포)	답사	

-	단종의	생애	

-	청령포	소개(단종어소,	금표비,	관음송,	망향탑	등)

▶	2017.10.28(토)~29(일),	1박	2일

▶	군산시내,	새만금	및	선유도	일대

▶					강의	

-	채만식의	‘탁류’와	군산	

-	버려진	건축,	예술로	피어나다(도시재생	사업)

▶					근대역사	유적지	답사	

	-	근대역사박물관,	신흥동	일본식가옥,	동국사	등

▶	  2017.9.16(토)~17(일),	1박	2일

▶			대부도	365	캠핑시티

▶					가족캠핑	및	이벤트	

-	캠핑장비	설치	

-	가족과	함께하는	자유시간	

-	페이스페이팅,	풍선아트,	마술공연,	영화상영

▶	2018.1.10(수)~12(금),	2박	3일

▶	제주도	일대

▶					강의	

-	제주의	언어와	이야기에	담긴	문화	

-	제주	지형(송악산)의	형성과정과	지리적	특성

▶					제주	자연유산	답사	

-	4.3평화공원,	새연교,	송악산,	곶자왈도립공원	등



모바일 교총 회원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