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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회의 결과(4.21.)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회의 결과(4.21.)

〈’20. 4. 21. 학교정책과, 이러닝과, 방과후돌봄정책과, 평생학습정책과, 학생건강정책과 >

□ 회의 개요

◦ 일시 : 2020. 4. 21.(화) 13:30 ~

◦ 장소 : 교육부(518호 영상회의실)

◦ 주재/참석 : 차관 /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 주요 논의 사항

◦ 원격수업 관련 주요 현황

◦ e학습터 콘텐츠 신규 확보

◦ 긴급돌봄 수요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

◦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학원·교습소(학원 등) 추진 계획

◦ 코로나19 대비 학교 내 보건용 마스크 지원 완료

◦ 등교개학 시기 방법 결정 절차 및 일정(안)

□ 향후 계획(안) 

◦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회의 개최(4.23, 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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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격수업 관련 주요 현황

<담당 : 원격교육준비·점검팀장 정원숙 / 5급 한승우 ☏044-203-7192>

□ 공공플랫폼(e학습터, EBS온라인클래스) 이용 현황

○ 일일 이용자 수

구분 4.9. 4.10. 4.13. 4.14. 4.16. 4.17. 4.20.

e학습터 70.6만 73.8만 106.7만 88.8만 162.3만 170.7만 194.7만

EBS
온라인클래스 66.9만 75.4만 94.1만 106.6만 184.1만 178.1만 185.9만

합계 137.5만 149.2만 200.8만 195.4만 346.4만 348.8만 380.6만

(단위 : 명)

○ 일일 최고 동시접속자 수 (기록 시간)

구분 4.9. 4.10. 4.13. 4.14. 4.16. 4.17. 4.20.

e학습터 12.1만
(10시)

15.6만
(10시)

20.6만
(10시)

24.1만
(9시10분)

66.4만
(9시)

48.8만
(9시10분)

62.1만
(9시10분)

EBS
온라인클래스

26.7만
(9시)

21.6만
(10시)

25.1만
(10시)

35.7만
(9시15분)

67.5만
(9시2분)

58.2만
(9시10분)

60.1만
(9시42분)

(단위 : 명)

 ※ 최고 접속자수는 5분 동시접속 기준임

 ※ EBS : 최고 접속자 수는 Google Analytics(실시간 활성 사용자 수) 산출 근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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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 원격수업 참여 현황

v (원격수업 참여) 평균 참여율 98.9% (총학생 1,350,743명중 1,335,928명참여)

  - 초 1학년 98.8% (423,736명 中 418,615명 참여)
  - 초 2학년 98.9% (469,823명 中 464,752명 참여)
  - 초 3학년 99.0% (457,184명 中 452,561명 참여)

시도명 전체 학생수
(명)

원격수업 참여 학생 현황(명)

참여자수 미참여자수 참여비율
(%)

서울 204,309 203,701 608 99.7

부산 78,025 77,900 125 99.8

대구 61,545 61,416 129 99.8

인천 78,860 78,786 74 99.9

광주 41,878 41,759 119 99.7

대전 39,850 39,800 50 99.9

울산 34,270 34,244 26 99.9

세종 15,170 15,159 11 99.9

경기 383,494 373,957 9,537 97.5

강원 36,619 36,159 460 98.7

충북 42,509 42,461 48 99.9

충남 60,233 58,445 1,788 97.0

전북 46,894 46,697 197 99.6

전남 45,615 45,579 36 99.9

경북 65,107 64,911 196 99.7

경남 95,780 94,438 1,342 98.6

제주 20,585 20,516 69 99.7

합계 1,350,743 1,335,928 14,815 98.9

※ 2020.4.21.(화) 시도교육청 제출 자료(’20.4.20. 16:0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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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명 학교급 학생수
(명)

원격수업 참여 학생 현황(명)

참여자수 미참여자수 참여비율
(%)

서울

초1 64,712 64,475 237 99.6

초2 71,066 70,884 182 99.7

초3 68,531 68,342 189 99.7

소계 204,309 203,701 608 99.7

부산

초1 24,816 24,730 86 99.7

초2 26,858 26,837 21 99.9

초3 26,351 26,333 18 99.9

소계 78,025 77,900 125 99.8

대구

초1 19,344 19,317 27 99.9

초2 21,430 21,412 18 99.9

초3 20,771 20,687 84 99.6

소계 61,545 61,416 129 99.8

인천

초1 24,768 24,740 28 99.9

초2 27,243 27,224 19 99.9

초3 26,849 26,822 27 99.9

소계 78,860 78,786 74 99.9

광주

초1 13,091 13,069 22 99.8

초2 14,659 14,634 25 99.8

초3 14,128 14,056 72 99.5

소계 41,878 41,759 119 99.7

대전

초1 12,560 12,539 21 99.8

초2 13,686 13,667 19 99.9

초3 13,604 13,594 10 99.9

소계 39,850 39,800 50 99.9

울산

초1 10,934 10,928 6 99.9

초2 11,997 11,991 6 99.9

초3 11,339 11,325 14 99.9

소계 34,270 34,244 26 99.9

세종

초1 4,870 4,870 0 100.0

초2 5,286 5,276 10 99.8

초3 5,014 5,013 1 100.0

소계 15,170 15,159 11 99.9

경기

초1 119,992 116,394 3,598 97.0

초2 133,997 130,648 3,349 97.5

초3 129,505 126,915 2,590 98.0

소계 383,494 373,957 9,537 97.5

강원

초1 11,289 11,089 200 98.2

초2 12,687 12,567 120 99.1

초3 12,643 12,503 140 98.9

소계 36,619 36,159 460 98.7

참고  시·도교육청별 세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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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명 학교급 학생수
(명)

원격수업 참여 학생 현황(명)

참여자수 미참여자수 참여비율
(%)

충북

초1 13,327 13,311 16 99.9

초2 14,750 14,734 16 99.9

초3 14,432 14,416 16 99.9

소계 42,509 42,461 48 99.9

충남

초1 18,888 18,361 527 97.2

초2 20,918 20,276 642 96.9

초3 20,427 19,808 619 97.0

소계 60,233 58,445 1,788 97.0

전북

초1 14,445 14,418 27 99.8

초2 16,187 16,151 36 99.8

초3 16,262 16,128 134 99.2

소계 46,894 46,697 197 99.6

전남

초1 14,147 14,137 10 99.9

초2 15,844 15,835 9 99.9

초3 15,624 15,607 17 99.9

소계 45,615 45,579 36 99.9

경북

초1 20,486 20,415 71 99.7

초2 22,600 22,538 62 99.7

초3 22,021 21,958 63 99.7

소계 65,107 64,911 196 99.7

경남

초1 29,626 29,406 220 99.3

초2 33,434 32,903 531 98.4

초3 32,720 32,129 591 98.2

소계 95,780 94,438 1,342 98.6

제주

초1 6,441 6,416 25 99.6

초2 7,181 7,175 6 99.9

초3 6,963 6,925 38 99.5

소계 20,585 20,516 69 99.7

합계 1,350,743 1,335,928 14,815 98.9

※ 2020.4.21.(화) 시도교육청 제출 자료(’20.4.20. 16:0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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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학습터 콘텐츠 신규 확보 

<담당 : 이러닝과장 권지영 / 5급 이세연 ☏044-203-6475>

□ 추진 개요

◦ 온라인 개학기간 중 양질의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 e학습터를

통해 신규 콘텐츠 제공

□ 신규 콘텐츠 확보 내용

◦ (방송중 콘텐츠) < 한국교육개발원 지원 > 주요교과는 물론 기술ㆍ가정,

예술ㆍ체육 등의 콘텐츠 제공 (총 25종, 4.6~)

※ 중 1～3학년국어, 사회(역사포함), 수학, 과학, 영어, 기술가정1, 정보, 체육, 한문, 보건,

생활중국어, 생활스페인어등21종(4.6~), 기술가정2, 미술, 음악, 생활일본어등4종(4.24~)

◦ (듣는 교과서) < 네이버 지원 > 현직 교사 및 전문 강사가 교과 내용

을 설명하는 강의/이야기 형태의 오디오 콘텐츠 42종(3,108건)(4.21~)

※ 초등학교 1～2학년 국어/수학/통합교과, 초등학교 3～6학년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중학교 1～3학년국어/사회/역사/수학/과학/영어

◦ (EBS 초등 동영상) < EBS 지원 > 초등 1~6학년국어, 사회, 수학, 과학

동영상확보콘텐츠총 344건 중 1, 2단원(4주 분량) 동영상 288건 우선 탑재

학년 강좌명/수량 서비스 시작일 과목

초4~6학년
초등만점왕 57강 4.20

국,사,수,과
라이브특강 122강 4.23

초1~3학년
초등만점왕 35강 4.27
라이브특강 74강 4.30

◦ (세상을바꾸는시간, 15분) <㈜세상을바꾸는시간15분>도전, 자기관리, 동기부여

등더좋은세상을위한지식과경험을나누는 ‘세바시’ 콘텐츠 306건학교온탑재

※ 학교온 ‘콘텐츠 찾기’ 중 ‘목록에서 찾기’ 및 e학습터 ‘학생들이 함께 보면 좋은 연계

사이트메뉴’를 통해서비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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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긴급돌봄 수요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

<담당 : 방과후돌봄정책과장 오응석 / 5급 윤현아 ☏044-203-6412>

□ 배경 및 목적 

ㅇ 초등학교 온라인 개학에 따라 긴급돌봄 참여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로 단위 학교별 공급여건 등을 고려한 대책 마련 필요

□ 대응방안

v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학생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

v 온라인 개학에 따른 저학년자녀 맞벌이부부 수요에 우선 긴급 대응

v 지역별 학교별 상황을 고려, 자체기준을 설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적정 인원 유지) 돌봄교실, 컴퓨터실 등 주요 공간에서 학생간

일정 간격 유지하면서, 적정 인원이 유지되도록 관리

※ 감염증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인원으로 학급당 10명 내외로 분산배치 

◦ (공급 여력 확보) 학교 내 활용 가능한 공간(도서관, 특별실 등)과

인력을 추가 확보하여 공급 여력을 확대

 ※ 방과후강사, 퇴직교원, 기간제교원, 자원봉사자 등 시도 인력풀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교실정에 맞는 인력을 확보

◦ (추가 수요 우선 대응) 온라인 개학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는

저학년자녀를 가진 맞벌이부부 수요에 우선 대응하고,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에게 돌봄 제공

◦ (지역 돌봄과 연계) 학교돌봄으로 수요 충족이 어려운 경우, 지역

돌봄기관과 연계

◦ (학부모 안내와 적극적인 민원 대응) 추가 수요 등 불가피한 돌봄

선정에 대해 학부모 등에게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함

◦ (우수사례 공유) 시도교육청별, 학교별 긴급돌봄 운영 관련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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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시도교육청별 긴급돌봄 참여현황 (`20.4.20.기준)

     (단위 : 명)

시도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돌봄참여
유아수

전체대비
참여비율

돌봄참여
학생수

전체대비
참여비율

돌봄참여
학생수

전체대비
참여비율

전국 156,485 25.3% 114,550 4.2% 1,858 7.1%

서울 21,381 28.1% 19,170 4.6% 401 9.2%

부산 6,907 16.7% 4,454 2.9% 47 2.6%

대구 2,424 6.7% 885 0.7% 18 1.1%

인천 9,725 25.2% 6,145 3.9% 157 10.2%

광주 12,572 54.1% 4,082 4.7% 76 7.4%

대전 5,778 25.8% 3,568 4.4% 34 3.3%

울산 3,304 19.4% 2,970 4.4% 90 11.2%

세종 1,310 19.4% 1,356 4.7% 20 13.8%

경기 39,316 23.0% 25,565 3.3% 306 6.3%

강원 4,668 31.1% 2,870 3.9% 19 2.3%

충북 4,189 26.0% 2,686 3.1% 130 10.3%

충남 7,374 28.4% 6,636 5.5% 74 6.9%

전북 8,210 38.8% 5,139 5.4% 93 8.2%

전남 8,237 45.7% 10,547 11.3% 77 6.9%

경북 5,707 15.9% 3,679 2.8% 39 2.7%

경남 12,201 25.7% 10,450 5.4% 106 6.6%

제주 3,182 49.6% 4,348 10.6% 171 38.1%

※ 전체 유아·학생수 기준

 유 치 원 617,899명('19.3.2.기준 취원 유아수)

 초등학교 2,721,484명(’20년취학대상 아동수, ’19년 교육통계 초1∼5학년 학생수)

 특수학교 26,084명(’19년 교육통계 학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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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학원·교습소(학원 등) 

추진 계획
<담당 : 평생학습정책과장 최하영 / 4급 차영아, 5급 박종필 ☏044-203-6318>

1. 추진 배경

ㅇ 중대본 회의 결과(4.19),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회적 거리두기’

(4.20~5.5)’로 운영제한 명령을 조정함에 따라 학원 등의 조치계획 수립

2. 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중대본, 4.19. 발표)

ㅇ (운영허용 수준) [기존]운영 중단 권고 ⇒ [변경]운영 자제 권고

ㅇ (방역지침)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존 방역지침 반드시 준수

※ 사회적거리두기학원점검현황(3.22.~4.19.) : (점검)111,104개, (행정지도)24,580개, (행정명령)3개

ㅇ (지역별 운영) 지역별 위험도에 따라 각 지자체는 행정지도, 집회금지

및 처벌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

3. 학원 등 방역 계획(교육부)

❖ 학원 등에 대한 운영허용 수준이 조정되었으나, 온라인 개학기간

동안은 학생 감염 차단을 위해 ‘휴원권고’ 및 방역 철저 기조 유지

ㅇ (방역지침 지속 준수) 학원용방역가이드라인(3.24.) 등준수지속안내

※ 학원등의방역지침에가족중해외귀국자가있는경우도 2주간등원·출근중지등

ㅇ (방역점검) 교육부·지자체·교육청이 긴밀히 협업하여 방역점검 실시,

방역수칙미준수학원에대한신속시정조치(17개교육청방역신고센터운영, 4.6～)

※ 교육부·교육청 합동점검(2.24.~4.14) : 99,509개 점검 및 7,839개 시정조치

ㅇ (신학기 점검) 학교 온라인 수업 학원 관리 행위 적발* 등 학원 운영

전반 및 방역 점검 병행 실시

* 현장점검 및 불법사교육신고센터 제보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불시 현장점검 실시

※ 신학기 맞이 정기점검 실시현황(413～4.17) : 총 1,028개소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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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원의 ‘학교 온라인 수업 관리 행위’ 집중 관리

ㅇ (현황) 일부 학원에서 학교의 온라인 수업을 관리 광고를 하면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등 불법적으로 학원 운영

※ 「온라인 개학 취지 무색, “학원 가서 오전에 원격수업 듣자”」(4.20, 아시아경제),

「학원서 ‘학교 온라인 수업’들으라? 방역 노력 비웃는 학원들」(4.20, 한겨레)

ㅇ (위반 사항) 교습과정을 정하여 학원을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학원법 제6조 위반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

ㅇ (집중 점검) 신학기 학원 점검 시, 학교 온라인 수업 관리 의혹이 있는

학원 집중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실시

ㅇ (적발시 조치) 등록 말소, 교습과정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학원법 제17조)

⇒ 신학기 현장점검 뿐만 아니라, 상시 온라인 모니터링 및 불법

사교육신고센터 등을 통해 제보된 경우, 불시 현장점검 실시

▸ 관련 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을 말소하여야 한다. 

   6.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

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 (서울시 교육청) 학교 온라인 수업 관리 적발 학원 조치 사례

  학원이 직접 가르치지 않고 관리를 하는 것은 독서실에 해당하여 학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벌점 부과 가능, 벌점 누적시 영업정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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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학원 휴원 현황 (4.17.)

□ 학원 등 휴원 현황

교육청
총 수량 휴원현황 (100% 원격 포함) 시도별

확진자규모

발생률

(10만명당)학원 교습소 계 학원 교습소 계 비율 (%)
서울 14,974 10,280 25,254 1,450 2,077 3,527 14.0 621 6.4

부산 5,228 3,313 8,541 2,327 1,639 3,966 46.4 130 3.8

대구 4,244 3,394 7,638 2,341 2,178 4,519 59.2 6,827 208.2

인천 4,100 1,474 5,574 436 250 686 12.3 89 3.0

광주 3,644 1,088 4,732 243 91 334 7.1 30 2.1

대전 2,365 1,307 3,672 198 92 290 7.9 40 2.7

울산 2,633 789 3,422 537 212 749 21.9 42 3.7

세종 715 112 827 139 27 166 20.1 46 13.4

경기 22,954 10,133 33,087 2,067 1,100 3,167 9.6 650 4.9

강원 2,315 753 3,068 167 77 244 8.0 52 3.4

충북 2,369 754 3,123 286 116 402 12.9 45 2.8

충남 3,058 785 3,843 461 172 633 16.5 139 6.6

전북 4,071 1,110 5,181 625 161 786 15.2 17 0.9

전남 2,812 568 3,380 186 74 260 7.7 15 0.8

경북 3,750 1,897 5,647 1,119 698 1,817 32.2 1,356 50.9

경남 6,293 2,016 8,309 721 251 972 11.7 115 3.4

제주 1,116 418 1,534 31 28 59 3.8 13 1.9

합계 86,641 40,191 126,832 13,334 9,243 22,577 17.8 10,227 　

비율 15.4% 23.0% 검 역 4 0 8 
별도

‣ 휴원 추이 : 11.6%(2.20)→ 20.0%(2.24)→ 35.7%(2.25)→ 58.3%(2.28)→ 45.6%(3.6)→ 

46.8% (3 .13)→39.0% (3 .20)→30.8% (3 .27)→32.1% (4 .3 . )→20.4% (4 .10 . )→  

17.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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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로나19 대비 학교 내 보건용 마스크 지원 완료

<담당 : 학생건강과장 조명연 / 5급 정희권 ☏044-203-6547>

□ 추진 배경 

ㅇ 학교내 코로나19 의사환자* 또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 발생 시

해당학교 학생․교직원들이 사용 할 보건용마스크 비축(1인 2매) 필요

*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자

□ 추진 내용
v 모든 학교 학생(약 604만 8천명) 보호를 위해 보건용 마스크 1209만 6천장(1인당 2장) 

비축 완료
v 온라인 개학기간 등교하는 긴급돌봄 및 컴퓨터실 이용 학생용 보건용 마스크 

286만장 지원

① 부처간 협업을 통한 보건용 마스크 확보

ㅇ (보건용 마스크 비축) 범부처 마스크 수급안정TF(식약처 주재) 및

코로나19 중대본을 통한 학교 내 보건용마스크 비축 물량 확보

마스크 수급안정TF

→

코로나19 중대본

→

조달청

→

시·도교육청

식약처, 기재부, 교육부, 
조달청 등 범부처 마스크 
수급안정 논의

마스크 수급안정을 
위한 공급·배정물량 
확정

마스크 배정 물량 출고 
등 마스크 공급

학교내 기 비축 마스크를 
고려한 비축 마스크 
배분

- (소형 마스크) 유치원및초등학교 1·2학년생을위한소형보건용마스크비축

     * 소형마스크 비축분(76만 5천장)+추가 지원(228만 2천장)=304만 7천장(3.30. 완료)

- (중·대형 마스크) 초(3학년이상)·중·고·특수·각종 학교 학생을 위한 중·대형

보건용 마스크 비축

     * 중·대형마스크 비축분(302만 장)+추가 지원(602만 9천 장)=904만 9천장(4.17. 완료)

② 온라인 개학기간 등교하는 긴급돌봄, 컴퓨터실 이용 학생 마스크 지원

ㅇ (긴급돌봄)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유치원․초등학생 중 마스크 미착용

학생 지원을 위한 보건용 마스크 배부 214만장 지원

ㅇ (컴퓨터실 이용 학생 등) 온라인 개학기간에 등교하는 초·중·고 학생 중

마스크 미착용 학생 지원을 위한 마스크 배부 72만장 지원

     ※ 소요예산은 교육부(국고) 및 교육청(지방비 : 특별교부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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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교개학 시기‧방법 결정 절차 및 일정(안)

<담당 : 교수학습평가과장 조훈희 / 교육연구관 정상명 ☏044-203-6447>

□ 기본 원칙

◦ 감염증 현황 및 통제 가능성과 함께 학교 내 학생의 감염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 개학 방안 등 개학 시기와 방법을 신중하게 결정

□ 등교개학 준비

 ◦ (원격수업 안정적 제공) 플랫폼 안정화, 학습 콘텐츠 확충, 접속장

애 해결 등(4.20.~)

◦ (학교방역) 학교 내 코로나19 발생 모의 훈련 실시(~4.29., 전국 초 중 고교),

등교 대상 학생 자가진단 시스템 가동, 방역 위생물품 비축, 감염병

예방 온라인 사전교육 등 학교방역 본격 준비 (4.27.~)

□ 결정 절차

◦ 감염병 전문가 자문,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 부처 협의 및 학부모,

교육계(교원,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 중대본의 감염확산 위험도 및 생활방역 준비상황 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등교개학 추진방안 발표(5월 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