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총은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선생님들의 조직입니다.
선생님과 교육을 위한 교총활동에 동참해 주세요!.

‘교총’이란 이름으로 함께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1940년대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보수규정 제정 실현
1960년대 도서벽지수당 신설,
초중등교원 동일호봉 동일봉급체계 실현
1970년대 교원승급기간 단축, 한계호봉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정 실현
1980년대 교직수상 신설, 초중등교원 단일호봉제,
교원장기근속수당 신설 실현
1990년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정,
보직교사 수당 신설, 담임교사수당 신설,
교원정년 단축 저지 투쟁

2000년대 보건교사수당 신설, 유아교육법 제정,
병설유치원겸임수당 신설 실현
2010년대 주5일수업제 실현, 영양교사수당 신설,
담임수당 인상, 학교성과급제 폐지,
중학교연구비 미지급 사태 해결,
연금개악저지, 교원 지방직화 도입
저지, 교장및교감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
2020년대 무자격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저지,
교원성과급차등폭 축소, 교권3법 개정,
고교원연구비 지급 근거 법제화 실현
교원,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대상자 제외

오직 “교총”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교권 보호
교권 침해 사건 소송비 지원(누적 총액 약 16억 원 지원)
- 심급당 최대 500만원, 3심까지 최고 1,500만원 지원
◎ 경찰 수사단계 변호사 동행 지원
- 사건당 보조금 30만원, 최대 3회 지원
◎ 2021년 교권침해사건 90건에 대해 1억6570만원 지원
◎ 교권·교직 무료 상담실(kfta.or.kr) 운영
- 신분피해, 징계, 소청 등 교권상담 : 080-5155-119
- 인사, 복무, 보수 등 교직상담 : 02-570-5615
◎

정책 선도
교원보수·처우 개선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 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 학교 제외,
중대산업재해 학교장 처벌 제외
◎ 무자격 시·기간제 교원 임용 「초·중등교육법」 개정 저지
◎ 돌봄 책임 일반자치 영역으로 이관
◎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추진
◎ 1학교 1노무사제 도입 통한 학교내 노무분쟁 해소
◎ 정권 편향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대응 및 개정
◎

민간분야 ‘유일’ ON·OFF연수 제공!!
◎

동·하계 교원역량개발 직무연수에서
전문직 시험대비 온·오프라인 강좌까지!
‘종합교육연수원’(kftaedu.or.kr)

교직생애별 딱 맞는 나만의 연수!
원격교육연수원 ‘티프렌즈 사제동행’
(education.or.kr)
◎ 즐거운 수업을 위한 무료 동영상 콘텐츠
수업을 플레이하다 ‘티클래스’(t-class.tfrenz.com)
◎

복지 혜택
대명·한화·리솜 등 전국 리조트·호텔 회원 특가
◎ 승마·템플스테이 등 회원 힐링 프로그램 기획·운영
◎	교보문고, 넥센타이어, 다비치안경, 안과, 건강검진 등
생활 밀착형 할인
◎ AK 임직원몰, LG전자 제휴 할인
◎ 공연·시사회 무료 초청 이벤트
◎

※ 더 자세한 제휴·할인 정보는
‘교총 복지플러스(kftaplus.com)’에서!

알고 계셨나요?
"교원단체 가입권유", 정당한 교원단체 활동입니다!
"교원단체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자체를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 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일부 단체의 교원단체 활동 문제 제기에 대한 노동부의 유권해석([노조 68110-360(2003. 7. 5.)]으로, 교원
단체 가입 권유 활동이 노조활동을 저해하는 행위가 아닌 정당한 교원단체 활동임을 확인해주는 내용

교총 회비 기부금 처리 혜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2에 의거 교총회비는 매년 연말정산시 기부금으로 처리됩니다.

2022년 내 3명 이상 가입 추천해주신 회원님께 추천인수에 따라 감사선물을 드립니다.
(단, 추천으로 가입해주신 선생님은 12월말 기준 정회원이셔야 합니다.)

추천인 성명

소속 시·도 및 시·군·구교총, 국세청(기부금 소득공제), 지산포스트(신문 발송 대행), (주)버킷스튜디오(문자 발송)

2022

본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한국교총 팩스(070-8800-6677)로 보내주시거나 사진을 찍어 휴대폰 문자(010-5673-0515)로 보내주세요.
교총회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80조 1항 2호’에 의거, 연말정산시 기부금으로 처리됩니다.

☞ 절취선

한국교총
대구교총
대전교총
경기교총
충남교총
경북교총

Tel 02-570-5552 / Fax 070-8800-6677
Tel 053-655-2680 / Fax 053-655-2610
Tel 042-638-6168 / Fax 042-638-6169
Tel 031-269-2983 / Fax 031-269-1611
Tel 041-631-3671 / Fax 041-634-9846
Tel 054-652-8797 / Fax 054-652-8799

서울교총
인천교총
울산교총
강원교총
전북교총
경남교총

Tel 02-737-2592 /
Tel 032-876-0253 /
Tel 052-267-2392 /
Tel 033-254-2948 /
Tel 063-253-9601 /
Tel 055-263-1842 /

Fax 02-732-9385
Fax 032-876-0686
Fax 052-267-2393
Fax 033-251-8124
Fax 063-253-9604
Fax 055-263-0843

부산교총
광주교총
세종교총
충북교총
전남교총
제주교총

Tel 051-464-2110 /
Tel 062-528-6447 /
Tel 044-864-8970 /
Tel 043-217-2853 /
Tel 061-281-1273 /
Tel 064-758-6249 /

Fax 051-469-2869
Fax 062-529-2029
Fax 044-864-8973
Fax 043-217-2425
Fax 061-281-1271
Fax 064-722-4563

국·공립 교원은 원천징수동의서를 작성하신 후 행정실 급여담당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사립교원의 경우 행정실 급여담당자에게 회비 공제를 요청(동의서 제출 불필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신청서는 작성 후 한국교총 팩스(070-8800-6677)로 보내주시거나 사진을 찍어
휴대폰 문자(010-5673-0515)로 첨부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 주변에는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모르면 손해 ! [ 교총 회원 복지맵 ] 을 참고하세요!

교총 회원을 위한특별한 혜택을

-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한국교총」
검색 후 다운로드!

‘교총앱’ 설치로 빠르게!

- 각종 복지 혜택과 무료이벤트는 교총복지
소식 메일로!! 꼭 챙겨보세요~!
(매주 금요일 발송)

로그인만 하면 회원증이 바로!
교총복지플러스
바로가기

- 문의 | 한국교총 회원복지국 02)570-5553

상세 내용은 교총복지플러스 홈페이지(www.kftaplus.com)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