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지원 안내
1

학교폭력 피해 지원 범위
심리상담 및 조언 비용 : 2년
- -심리상담
및 조언 비용 : 2년
일시보호 비용 : 30일
- -일시보호
비용 : 30일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2년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2년

※학안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제1항(집행 기준 등)
ㅇㄹ

2

피해지원 처리 절차

가. 폭력사고 절차
1단계 : 학교폭력 여부 판단
2단계 :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가해자 배상
3단계 : 가/피해자간 분쟁 발생 시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해결
※학폭법 제18조(분쟁조정)
-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시․도 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
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
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 조정

나. 비용청구 절차와 방법
청구권자 : 학교폭력 피해학생 소속 학교장 또는 보호자
처리절차 :
- 사고통보 : 피해학생의 학교장
- 확인심사 및 접수 : 학교안전공제회
- 청구서작성 : 피해학생 및 보호자
- 자체심사 : 학교안전공제회
- 치료비 등의 지급여부(금액결정) : 학교안전공제회
- 통보

3

학부모 청구절차
가. 방법1. 청구 관련 서류를 학교 제출
- 공제급여청구서를 제외한 라. 제출서류 제출

나. 방법2. 학부모 시스템 로그인
-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시스템(http://schoolsafe.or.kr)에 접속 학부모 시스템
공인인증서 로그인
- [학교폭력피해청구]화면에서 ⓵글쓰기 입력 후 ②검색&신규 통하여 공제급여 청구 작성
- ③인쇄 버튼 눌러서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등 청구서 출력 청구인 서명날인
- 라. 제출서류 공제회로 우편 발송

①

②

다. 방법3. 우편발송 및 직접방문
-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 라. 제출서류 첨부하여 우편발송 또는 사무국 방문 접수

③

라. 제출서류
급여종류

청구인 제출 서류

비고

1. 학교폭력기관장의 의뢰 확인서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기관의 청구서 및 영수증 등
3.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1. 자치위원회의 요청서 사본 또는 학교장의 확인서
2. 일시보호기관의 청구서 및 영수증 등
1. 요양급여의 내용을 쓴 의사의 증명서
2. 요양급여 청구서 및 영수증 등
3.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공통사항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청구인 통장사본, 가•피해자간 합의한 경우 합의서
사본, 기타 학교폭력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인천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
- 공제급여 관리시스템 : http://www.schoolsafe.or.kr
- 홈페이지 : http://incheon.ssif.or.kr
- 주

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월로8번길 23(유성빌딩,3층)

- 연락처 : 032-437-7900
- FAX : 032-431-3808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문심리상담기관 지정 현황

연번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1

드림아동발달센터

인천광역시 동구 샛골로
(송림동, 천광빌딩)

2

햇살맑은심리상담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중로 19 4층 404호

3

허그맘 허그인
리삼담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117-9 제이타워 9층

032-715-5855

4

김태우심리상담연구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86, 우신주안빌딩 903호

032-821-2752

㈜한국심리훈련연구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209번길 41, 702호

인천푸른나무심리센터점

(삼산동, 주영이레타운)

5
6

내맘엔심리상담주식회사
(부평센터)

120, 4층

(2019. 3. 1일 기준)

032-766-7811
1899-7263

032-512-1275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3, 3층 303호

032-513-6600

7

휴먼피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3 (부평동, 2층)

032-505-7123

8

한신플러스케어인천

인천광역시 길주로 659 미라쥬타워 5층 508호

032-508-5191

9

새봄심리상담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8 (3층, 부평동)

032-361-1368

10

김숙자심리상담코칭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203번길 50, 801호
(삼산동, 로얄프라자)

032-719-8272

11

동그라미 심리발달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366
상록스테이션타워 603호

032-506-6076

12

힐리언스심리상담연구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관로 30 이리옴프라자1차 9층

032-508-2405

13

보듬심리상담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647번길 4, 7층 701호
(프리엘림, 삼산동)

032-515-7988

14

김숙자언어∙인지클리닉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803호 (삼산동,
엘림타워)

032-263-5842

15

한맘정서상담연구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트리로6번길 3-1로 3층

032-221-1114

16

희망찬심리발달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342 덕천프라자 5층, 6층

032-511-7005

17

미래아동청소년발달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893 루카이스타워3층

032-437-6677

18

김태우 심리언어연구소
(논현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123번길

19

새휴라임심리언어발달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48, 4층 405호

20

희망나무가족상담센터

21

김태우 심리언어연구소
(서창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215번길 48, 401호

032-821-2752

22

㈜청소년세움공동체더키움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 90번길 23, 2층

032-811-7575

35(칼리오페빌딩 60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101
아름다운타워 8층 801-1호

032-821-2752
032-465-2252
032-814-4001

비고

23

너나우리아동청소년
발달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4, 2층

032-461-5242

24

공감미술치료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송로 121, 센타프라자 711호

032-236-7179

25

톰소여언어심리발달센터

26

성산효대학교부설
하모니상담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216번길 20,
승연프라자 505호

032-466-06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543

070-4361-7762

27

(주)다지기심리운동연구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223, 위너스프라자 504호

032-719-2199

28

김태우심리언어연구소
(연수점)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나래로 6번길 58,영재빌딩 2층

032-821-2752

29

잇다심리상담연구소

30

마음플러스 심리상담센터

31

해오름심리발달센터

32

내맘엔심리상담주식회사

33

참공감 언어심리발달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 631, 1동 2층 201호

김태우심리언어연구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81,

(송도점)

드림시티 406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07,

34
35

햇살심리상담센터

36

㈜인천심리상담센터

37

금별 심리상담센터

38

휴먼피아

39

한양 심리발달연구소

40

김태우심리언어연구소
(루원시티점)

41

나무솔 심리상담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송로 122, 6층
614-1(송도프라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20번길 23,
709호(아크리아빌딩 2층)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260, 301~303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197,
303호 (이리옴 프라자)

송도더샾퍼스트월드F동 508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벚꽃로 120, 선한빌딩 5층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85, 209호 (가좌동
우신프라자)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612번길 10-8,
404호 (연희동)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594, 7층 701호 (청라동,
비전프라자)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468, 5층 502호 (가정동
드림타워)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102번길 8, 709호 (청라동,우성메디피아)

010-2400-4750
032-433-2961
032-818-7282
032-821-9200
070-7776-8482
032-821-2752
032-835-6477
032-822-0332
032-574-1843
032-567-7120
032-563-5697
032-821-2752
032-576-0030

마음행복놀이터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586번길 9-4,

아동발달심리센터

쓰리엠타워 5층 506호

43

이솔 언어심리발달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853, 205호

032-552-7220

44

연세 상담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077 3층

032-555-8870

45

희망찬심리발달센터
(청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 102번길 26,

46

웰트리심리상담센터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404번길 7,
403호

42

서진프라자 3층 (연희동)

032-563-2772

032-513-7005
032-934-9348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기관 지정 현황

연번

기관명

(2019. 3. 1일 기준)

소재지

전화번호

미소진정신과의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

소중한 아이 클리닉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91, 비잔티움 215호

032-326-3555

3

두드림정신과의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81

032-325-8262

4

백상정신건강의학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26 VIP빌딩

02-2696-0913

5

연세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088

032-555-8809

6

원병원(원신경정신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372 남영빌딩

032-547-7114

7

임태식신경정신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65번길 17

032-554-5511

8

홍정신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293

032-865-1986

9

인천사랑병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726

032-457-2258

10

고은산부인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 463

032-883-3536

11

황원준신경정신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399-1
㈜신대진 사옥빌딩

032-883-5000

12

새희망병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922벌길 54

032-431-2555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42 소래타워

032-442-2020

13
14

의료법인 정진의료재단
영화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
성모병원

87

032-328-7533

1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56

1544-9004

15

부평바오로병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145 스카이홈

032-525-7080

16

부평세림병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75

032.509-5416

17

정건연세정신과의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3 창성빌딩

032-526-1900

18

인천참사랑병원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240번길 9

032-571-9111

19

나은병원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23

032-584-0114

20

조은정신과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860 보람프라자

032-564-7505

21

나사렛국제병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98

032-899-9999

22

라온정신건강의학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69 송도
밀레니엄빌딩 7층

032-831-8906

23

차지현신경정신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능대로 109 5층
501호(탑피온빌딩)

032-821-2001

24

인천적십자병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263

032-899-4000

25

인천기독병원

인천광역시 중구 답동로 30번길 10

032-270-8000

26

인하대병원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27

032-890-2114

27

고정선신경정신과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 134 3층

032-777-1182

비고

성폭력 피해학생 전문심리상담기관 지정 현황

소재지

(2019. 3. 1일 기준)

연번

기관명

1

(사)인천여성단체협의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345

032-865-1365

2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천로 142

032-451-4093~5

3

(사)인천지적장애인복지협회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천로 208

4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37-10

사회복지회관 707호

※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피해자 전문심리상담 지정 기관임 (무료 운영)

전화번호

032-424-1366
032-506-5479

비고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2.3.30.>

<작성예시>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청구서
(앞쪽)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치료비 등을 청구합니다.

2014 년 11 월 01 일
인천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귀하
성명

홍두깨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인천시 미추홀구 구월로 123

전화번호

010-1234-5678

550101-1234567

피공제자와의 관계

청구인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용 청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함
위임인

성명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교명

공제가입자

안전고등학교

학교장
주소
성명

피공제자

사고개요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동

소속

2학년 1반

발생일시

2014년 6월 1일 12시경

발생장소

교내 화장실

(상세한 것은 별지 사고관련자 소속
에 적음)

홍길동

사고경위 및 내용

2학년 2반

성명

950101-1232123

한대만

화장실에서 가해학생이 기분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얼굴을 가격하여 코뼈가 골절됨

심리상담 및 조언

청구액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500,0000

합계

구비서류

뒷면 참조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뒷쪽)

청구서 제출 시 참고사항
1. 청구서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청구인이 피공제자가 아닐 때에는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청구행위를 위임하여야 합니다.
4. 청구시 기재란의 지면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위의 서류 외에도 사고피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ㆍ도면ㆍ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습
니다.
급여종류

청구인 제출서류(각 1부)

비 고

1. 학교폭력관련기관장의 의뢰 확인서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기관의 청구서 및 영수증 등
3. 주민등록등본
1. 자치위원회의 요청서 사본 또는 학교장의 확인서

일시보호

2. 일시보호기관의 청구서 및 영수증 등

치료 및 치료를 위
한 요양

1. 요양급여의 내용을 쓴 의사의 증명서
2. 요양급여 청구서 및 영수증 등
3. 주민등록등본
청구인

홍두깨

(서명 또는 인)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절차
치료비 등
청구서작성

→

접수

→

확인심사

→

자체심사

→

의 지급여
부 (금액)

→

통보

결정
피해학생 및

학교안전

학교안전

학교안전

학교안전

보호자

공제회

공제회

공제회

공제회

210㎜×297㎜보존용지(2종) 70g/㎡

공제급여청구서 Downlo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