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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전면등교 및 소아·청소년(12~17세) 접종 참여

확대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 및 백신 접종률 제고 방안 발표

◈ 2년여 만에 재개된 전면 등교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대국민 협조

◈ 소아‧청소년(12~17세) 예방 접종 필요성과 효과성 진단

 - 접종 완료한 고3은 낮은 발생률 유지, 고1‧2도 접종 시작 후 발생률 하락

 - 18세(고3)의 중증예방‧감염예방효과가 높고, 이상반응도 대부분 일반 이상반응(98%)

◈ 백신접종률 제고 방안 마련 및 학교 방역 강화 지속 추진

 - 접종기간 연장(~1.22일), 접종 접근성 제고(보건소 내소, 학교방문, 예방접종센터, 위탁

의료기관 지정 등) 및 ｢집중접종지원주간｣ 운영을 통해 접종률 제고 노력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장 정은경)은

안정적 전면등교 및 소아·청소년 접종 참여 확대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 및 백신 접종률 제고방안을 12월 1일(수)에 공동 발표하였다.

ㅇ 이번 호소문은 최근 확진자 증가 등 지역 사회 감염 위험이 

증가에 따라, 전면 등교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함을 설명 드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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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교 확대 추진 경과 】

□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 학교의 일상회복을 위해 

학교 방역 조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등교 및 대면 교육활동 

확대를 추진해왔다.

     ※ ｢유‧초‧중등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6.20.), ｢2학기 학사 운영 

방향｣(8.9.),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10.29.) 등 발표‧추진

ㅇ 올해 1학기부터 유아, 초등 1·2학년 등 등교 수업 요구가 큰 

학년 중심의 우선 등교 실시와 소규모학교 기준 조정, 탄력적 

학사운영을 적극 실시하여 등교 수업을 확대하였고,

ㅇ 2학기에는 거리두기 1~3단계 적용 지역의 전면 등교 허용을 

거쳐, 지난 11월 22일(월)부터 국가적인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따라 모든 지역에서 전면 등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ㅇ 이러한 선제적 학교 일상회복 및 등교 확대 노력으로 작년 법정 

수업일수 190일의 50% 수준이었던 등교율은, 올해 1학기에는 약 

73%, 11월 22일(월) 전면등교 실시 이후 11월 29일(월) 기준으로 

전국 평균 90.3%에 이르는 등 지속 증가해왔다.

< 2021학년도 지역별 등교율 추이 >

【 그간의 주요 학교 방역조치 및 상황진단 】

□ 지난 2년여의 코로나19 상황에 맞서 학생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

하고 학교의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 조치 또한 계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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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선, 학교 내 방역 기반(인프라) 구축을 위해 가장 수요가 높은 

약 6.5만 명의 방역 인력 지원과 함께, 코로나 대응 초기부터 각급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 구입 지원(약 349억 원), 마스크·손세정제 등 

방역물품 구입비(약 282억 원)를 지원하였다.

ㅇ 교육청 의견수렴 및 방역당국 협의를 바탕으로 학교만의 특성과 

감염병 관련 상황 변화를 반영한 학교 방역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5-2판 안내, 2021.11.)하고 있으며, 해당 지침을 바탕으로 학교 

구성원의 건강상태 진단을 위한 자가진단 앱을 활용 중이다.

ㅇ 학내외 감염 취약 요소 관리를 위해 급식실 내 칸막이 설치(설치율

99.4%, 2021.11. 기준), 기숙사·학원·학생 이용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 점검도 지속 실시*해오고 있다.

     * (2021.2학기 점검실적) 학원 총 44,155건, 기숙사 961개소, 다중이용시설 2,579개소 

□ 그러나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11월 이후 일평균 학생 확진자는

35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4주간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10만 명당 확진자는 19세 이상 성인을 초과**하였다.

     * (11.4.~10.) 356.9명 → (11.11.~17.) 369.6명 → (11.18.~24.) 446.3명

    ** 최근 4주(40∼43주) 10만 명당 발생률 : 19세 이상 76.0명 VS. 0∼18세 99.7명

ㅇ 특히 중학생은 고등학생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접종률 등으로 

인해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이 지속 증가 추세*에 있는 등 학생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11월 1주 7.7명 → 11월 2주 7.6명 → 11월 3주 9.7명 → 11월 4주 9.1명

【 예방접종 필요성 진단 및 효과 】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증가하여 소아

청소년 확진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소아청소년(12-17세) 확진자수: 9월 3,630명(확진자 대비 6.1%) → 10월 4,837명

(9.1%) → 현재(11.30일) 6,613명(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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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확진된 소아청소년의 약 18%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였으며, 이 중 

9명(2021.2.~)은 위중증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 소아청소년(12-17세) 입원율(11.29. 기준)은 18.1%(누적 확진자 26,488명, 병상

배정 : 4,785명)이며, 위중증 환자 9명은 모두 미 접종자

□ 한편 지난 4월부터 실시된 교육 분야 접종 결과 전체 교직원(보육 

종사자 포함)의 약 96%, 고3 학생의 약 97%에 대한 접종이 완료되었고,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12~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ㅇ 현재(12.1. 0시 기준)까지 12~17세 1차 접종자수는 약 130만 명으로,

인구 대비 1차접종률은 46.9%, 접종 완료율은 24.9%이며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12~17세 접종률 증가 추이(11.10.~11.30.)>

- 세부 연령별 접종현황을 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접종률이 높고,

특히 먼저 접종이 시작된 16~17세의 경우 1차 접종률은 71.3%,

접종완료율은 60.2%로 나타났다. [참고] 연령별 접종현황

ㅇ 새로운 변이바이러스 출현 등 위험요인이 존재하여,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초6·중학생을 비롯하여 아직까지 접종에 참여

하지 않은 고등학생은 누구나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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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률에도 지역적 편차가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고른 감염 확산

차단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 지역별 접종현황

□ 연령별 확진자 발생 현황을 보면,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 예방 효과가

분명히 확인된다.

ㅇ 접종률이 높은 고3은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이 1·2차 접종 완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전체적인 확진자 증가 상황에서도 다른

학년에 비해 낮은 발생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ㅇ 현재 접종 진행 중인 12~17세 중에서도, 접종률이 높은 고 1·2의

10만 명당 발생률은 11월 1주를 정점으로 지속 하락 하고 있어 

접종 효과를 보여준다.

     ※ 고1 : 11월 1주 8.9명 → 11월 2주 7.2명 → 11월 3주 5.9명 → 11월 4주 4.0명

고2 : 11월 1주 9.8명 → 11월 2주 7.3명 → 11월 3주 6.6명 → 11월 4주 4.9명

고3 : 11월 1주 2.4명 → 11월 2주 1.4명 → 11월 3주 2.1명 → 11월 4주 2.1명

중학교 : 11월 1주 7.7명 → 11월 2주 7.6명 → 11월 3주 9.7명 → 11월 4주 9.1명

<중·고등학교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 또한, 최근 2주간(11.7.~20.) 코로나19로 확진된 12~17세 총 2,990명

중 99.9%(2,986명)가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미접종 2,761명(92.3%), 불완전 접종 225명(7.5%), 완전 접종 4명(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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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6~18세 분석(7.19.~11.13.)한 결과 ‘미접종군’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은 ‘기본접종완료군’에 비해 4.8배 높았고,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예방효과는 79.2%로 나타났다.

     ※ ‘미접종군’ 발생률 5.70명(10만 인일당) / ‘기본접종완료군’ 발생률 1.19명(10만 인일당)

ㅇ 중증예방효과는 미국의 사례를 볼 때, 미접종 대상군에서 입원율이

접종완료군에 비해 10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예방접종이 매우

효과적임이 확인되었다.

□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은 성인과 전반적으로 유사하고, 대부분

경증으로 치료를 받은 후 빠르게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상반응의 경우, 먼저 접종을 시행한 고3의 신고(신고율 0.45%)

대부분은 두통, 발열, 메스꺼움 등 일반 이상반응(97.6%)이며,

심근염·심낭염으로 보고된 사례(15건 중 10건 입원, 5건 외래)는

모두 회복되었다.

ㅇ 현재 진행 중인 12~17세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반응 신고(11.20. 기준 

신고율 0.25%)는 고3 학생보다 낮고, 대부분 일반 이상반응(98.0%)

이며, 아나필락시스 의심이 32건, 심근염·심낭염 의심이 10건 

보고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소아당뇨, 비만 등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청소년은 코로나19 감염

으로 입원, 위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크고, 건강한 청소년의 경

우에도 다기관염증증후군*과 같은 합병증의 위험이 존재하며,

    * 소아청소년(12-17세) 다기관염증증후군 발생 현황(11.29일 기준): 4명(11세 이하 7명)

ㅇ 격리 및 등교중지에 따른 학습권의 침해 등 다양하고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의 건강과 일상생활을 지키기 

위해 접종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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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청소년 접종 지원 및 학교 방역 강화 】

□ 접종 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 11월 23일(화)부터 추가 사전예약을 

시작하였고, 접종기한 또한 내년 1월 22일(토)까지 연장하여 

학생·학부모가 희망하는 날짜에 접종할 수 있다.

ㅇ 사전 예약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언제든지

당일 접종(의료기관 예비명단, 민간 SNS)을 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 또한 접종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해 2주간의 집중 접종 지원

주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단위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ㅇ 집중 접종 지원주간은 기말고사 등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12월 

13일(월)부터 12월 24일(금)까지 2주간을 지정·운영하되, 지역이나

학교 상황에 따라 확대 운영도 가능하며, 방학이 시작되면 학원 

생활이 많아질 것에 대비하여 가급적 방학 전 접종을 권고한다.

     * 12.6.~12.17. 2주간 기말고사 실시 비율 : 중 1·2 66.9%, 고 1·2 74.5%

ㅇ 해당 기간에는, 학교별 접종 희망자 대상 수요조사 실시 후,

▲보건소 방문 접종팀의 직접 학교 방문 접종,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센터, ▲관내 위탁의료기관과 학교를 연계한 접종 등 지역의

접종기관 여건에 따른 다양한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 접종 희망·동의여부 등 사전 수요조사를 포함한 세부 계획은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대상 별도 안내 예정(12월 1주)

□ 아울러, 학생·학부모의 접종 여부 판단을 지원하고 접종과 관련한 

투명성·신뢰 확보를 위해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ㅇ 접종 부작용 통계, 중증 확진자 사례, 연령대별·지역별 접종률 등 

학생·학부모의 관심이 높은 객관적 정보를 주기적으로 신속하게 

공개한다.

□ 전면 등교를 포함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학교 방역 또한 더욱 촘촘히 챙겨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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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교육청·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학교 일상 회복 준비

기간(11.1.~11.21.)부터 실시해 온 학교 안팎 집중 현장점검을 연말까지

지속하여, 연말·연초 방역 이완 가능성에 대비한다.

ㅇ 아울러 수도권 지역 교육청과 지자체 합동으로 총 41개팀, 1,361명 

규모의 ｢학교 생활방역 지도점검단｣을 연말까지 운영하며 하교

시간 학생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 서울 지역 운영 예시: 교육지원청·자치구 소속 공무원과 학부모가 직접 참여

하여 학교 밖 학생밀집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주 2~3회 합동 방역 점검

□ 또한, 방역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선제적 감염요소 발견·차단을 

위한 이동형 코로나19(PCR) 검체팀 운영을 과대·과밀학교, 기숙사

운영학교 등을 포함한 수요 학교 대상으로 지속 실시한다.

     ※ 목표 인원 확대 : 74,400명 → 94,500명으로 검사 목표 인원 2만명 확대

【 특별방역대응계획(비상계획) 실시 대비 학사운영 계획 수립 】

□ 이외에도 감염상황 악화로 특별방역대응계획(비상계획)이 발동될

경우에 대비한 학사운영 계획도 마련하였다.

ㅇ 기본적으로 교육·돌봄 등 사회 필수 기능을 담당하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방역대응계획 발동 상황에서도 등교수업 

원칙은 유지한다.

ㅇ 다만, 과대학교·과밀학급과 같이 학내 감염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학교의 경우 특별방역대응계획 발동 시 2/3 밀집도로 우선 조정

하고, 특별방역대응계획 발동 이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나머지 학교들도 2/3 수준으로 밀집도를 조정한다.

     ※ 유치원·특수학교(급)은 전면 등교 유지하고, 돌봄 또한 정상운영 지속

ㅇ 아울러,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완화되었던 교육활동 관련 방역

지침을 다시 강화하여 학내·외 행사 자제, 모둠활동·이동수업

지양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9 -

부문 조치 내용

등교 인원
(학교 밀집도)

<1단계 조치>
▸과대학교·과밀학급 2/3 밀집도 우선 조정

<2단계 조치>
▸초등학교 1,2학년 매일 등교 + 3~6학년의 3/4 등교

▸중·고등학교 전교생의 2/3 등교

▸유치원, 특수학교(급)는 전면 등교 가능하고, 돌봄 정상운영

교육 활동
▸모둠활동·이동수업 자제, 학교 내외 행사 가급적 지양, 동아리·

자율·진로체험·봉사활동은 가능한 경우 원격으로 진행 등

ㅇ 교육부는 특별방역대응계획 발동 및 실시에 대비, ‘학교일상회복

지원단’ 등 시도교육청과의 상시적 협업체계를 활용하여 학사 

운영·방역 준비상황 등에 대한 점검 또한 이어나갈 계획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면등교는 대한민국 일상회복의

핵심인 만큼, 정부는 국민들께 협조와 동참을 구하며 현재 위기를

극복하겠다.”라고 강조하며,

ㅇ “교육부는 학교 안팎의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하고, 청소년 백신

접종을 높이면서 현재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중대본 

비상계획이 발표되는 중대한 상황에 대해서도, 학교밀집도의 

단계별 조정 등의 비상계획을 마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소아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코로나19 감염

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학교생활 등 외부활동이

제한되어 왔기에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며,

ㅇ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학교 일상회복은 포기하거나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전파력이 높은 새로운 변이바이러스가 

출현한 상황에서 개인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예방접종에 

참여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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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마지막으로, “방역당국은 안심하고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편리하고 신속하게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소아·청소년 접종 관련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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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소아·청소년 접종 관련 통계

【소아청소년 연령별 기본접종 현황(12.1. 0시 기준)】
(단위 : 명, %)

구분 접종대상자* 접종자 현황 접종률
1차접종 기본 완료 1차접종 기본 완료

합계 2,768,836 1,297,240 689,458 46.9 24.9 

16~17세(소계) 908,280 647,901 546,891 71.3 60.2 

17세 472,844 358,901 309,371 75.9 65.4 

16세 435,436 289,000 237,520 66.4 54.5 

12~15세(소계) 1,860,556 649,339 142,567 34.9 7.7 

15세 449,091 215,521 40,373 48.0 9.0 

14세 495,337 192,973 50,212 39.0 10.1 

13세 468,359 153,915 32,723 32.9 7.0 

12세 447,769 86,930 19,259 19.4 4.3 
*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소아청소년 지역별 접종 현황(12.1. 0시 기준)】

지역
12~17세 

인구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2~17세 인구 대비
1차 접종률

합계 2,768,836 86,930 153,915 192,973 215,521 289,000 358,901 46.9

서울 446,756 13,270 23,788 29,766 34,825 46,223 59,431 46.4
부산 154,577 3,735 7,027 8,547 10,717 15,037 19,643 41.9
대구 128,531 2,193 4,362 5,625 7,489 10,539 14,715 35.0
인천 158,849 5,909 10,033 12,720 13,712 18,287 21,688 51.8
광주 89,799 3,587 6,094 8,092 8,676 10,690 12,791 55.6
대전 84,308 2,262 4,323 5,666 6,386 8,582 11,289 45.7
울산 65,449 1,311 2,793 3,680 3,887 6,224 7,912 39.4
세종 26,973 635 1,215 1,438 1,693 2,271 2,778 37.2
경기 774,359 25,305 43,653 55,066 58,312 79,958 98,996 46.7
강원 78,389 3,070 5,060 6,343 7,123 9,323 10,816 53.2
충북 86,290 2,938 5,442 6,591 7,827 9,620 11,682 51.1
충남 118,937 4,595 7,807 9,780 10,241 13,107 15,442 51.3
전북 99,961 4,610 7,995 9,125 9,763 12,671 14,719 58.9
전남 95,444 4,532 7,563 9,158 9,539 11,449 13,704 58.6
경북 129,995 3,094 5,321 7,574 8,500 13,345 15,621 41.1
경남 188,776 4,427 9,117 10,863 13,935 17,420 22,639 41.5
제주 41,443 1,457 2,322 2,939 2,896 4,254 5,035 45.6

(단위 : 명, %)

*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