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시｜2017년 3월 10일(금) 14:00

 ■ 장소｜성신여자대학교 성신관 110호

 ■ 주최｜한국학교안전학회 

 ■ 주관｜성신여대 학교안전연구소

[학회 사무국]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4다길2 성신여대 난향관 202호

전화 : 02-929-7673  내선 02-920-2158-9

지하철 : 4호선 성신여대역 1번 출구 도보로 10분 정도

           6호선 보문역 4번 출구 출구 도보로 10분 정도

간선(파랑색)버스 : 101, 102, 103, 104, 106, 107, 140, 142, 143, 149, 150, 152, 

160, 161, 162, 171, 116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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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차원에서도 안전과 

관련한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도 안전한 

교육 활동 보장을 위해 교원의 학교안전 지도 역량 강화, 학교 시설의 총체적 

안전 점검, 학교 활동 전반에 관한 안전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교육부는 학교안전 교육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학교 안전교육 7대 영역 

표준’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학교안전이 다루어야 할 영역은 광범위 하고, 그 연구 영역도 매우 포괄적 

이어서 융·복합적인 학제 간 연구가 필요하다. 학교안전 교육은 생애교육 

차원에서 연령 구분 없이 모든 영역에 걸쳐 실시되어야 하며,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서는 학술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교안전 및 안전교육 전문가가 매우 

부족하여, 뜻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안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현상 진단 및 

연구를 실천하기 위하여 중지를 모아 ‘한국학교안전학회(Korea Association 

of School Safety: KASS)’를 창립하게 되었다.  

본 학회를 통하여 학교안전과 관련하여 연구 및 교육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안전교육의 연구방법론과 이론적 토대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광범위 

하고 다양한 연구의 영역이 『학교안전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으로 자리 매김 

되어가기를 기대한다.  

학회의 활동의 주요 성과로 학교안전 분야에서 다양한 전문가가 양성되고, 

학교 구성원들이 강화된 안전 관련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다. 또한 본 학회는 

연구 및 활동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학문적 경계를 개방함으로 ‘한국 현실에 

적합한 학교안전학’이라는 학문적 체계가 국제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학교안전 분야에서 본 학회의 연구 및 활동 성과가 이론과 실천에 있어 

광범위하게 활용됨과 동시에 안전한 학교 안전문화와 안전한 사회 문화를 확립해 

나가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본 학회를 창립한다.  

2017년 3월 10일 

한국학교안전학회 창립추진위원회

김경회(성신여대)·차우규(한국교원대)

한국학교안전학회 창립 취지문

시 간 프로그램

13:40-14:00 등록 

14:00-14:15

          
‧ 국민의례
‧ 개회사 : 김 경 회(학교안전연구소장)
‧ 축  사 : 교육부 

14:15-14:30
‧ 특별 기획 : 학교안전 정책의 성과 및 향후 과제 

고 영 종(교육부 학교안전총괄 과장)

14:30-15:00

좌장: 노석준(성신여대 교수)

주제 1 : 학교안전연구의 실태 분석 
            김 경 회(성신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토론 : 류 성 창(국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15:00-15:30
주제 2 : 학교 안전교육의 현황과 과제
            차 우 규(한국교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토론 : 박 윤 주(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15:30-16:00 종합토론

16:00-16:20 커피 브레이크

16:20-17:00 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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