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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 집중방역 기간 동안 전국 146,077개 교육시설 특별점검 실시

  - 전국 유·초·중·고 집중방역 기간(4.21.~5.11.) 동안 학교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 소폭 감소

◈ 서울·울산교육청,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체팀 시범 운영 기간
(5.3.~5.14.) 동안 67개교 학생 4,669명 검사

◈ 학원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유전자증폭 검사 실시

◈ 서울대학교 신속분자진단 2주간 운영 결과 검사자 전원 음성 판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비한

학교의 안전과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4월 21일(수)부터 3주간 ‘전국

학교·학원 집중방역 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였다.

ㅇ 그 기간에 ①교육기관에 대한 기본방역 수칙을 안내하여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②서울특별시·울산광역시교육청의 이동형 유전자증폭 검체팀을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선제적 검사를 위해 시범 운영하였으며,

③ 학원의 선제적 유전자증폭 검사와 ④ 서울대학교의 신속분자

진단 등이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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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학교·학원 집중방역 기간’ 운영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교육기관 특별점검 결과 및 점검 기간 전후 확진자 발생 추이

ㅇ 교육부는「교육기관현장점검단」구성·운영을 통해 37,740개(유·초·증등

15,722개, 대학교 266개, 학원·교습소 21,752개) 교육기관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특별방역 기간 중 교육기관 특별점검 결과>

구분 점검개소 점검
비율
(%)점검단(반) 대상

개소 4.15∼4.25 1주차
(4.26∼5.2)

2주 차
(5.3∼9.) 계

일상회복
지원단 20,512 1,065 3,218 11,439 15,722 76.7

대학교 330 23 6 237 266 80.6

학원·교습소 125,235 5,237 12,311 4,204 21,752 17.4

계 146,077 6,325 15,535 15,880 37,740 25.8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은 자체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 실시

ㅇ 한편, 집중방역 기간 3주(4.21∼5.11)와 그 전 3주간(3.31∼4.20)을 비교하

여 보면,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국내 전체는 24.8명에서 25.1명으

로 0.3명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학생은 21.3명에서 18.9명으로

2.4명 감소하였다.

<전국 유·초·중·고 집중방역 기간 전후 확진자 발생>

구분

집중방역기간 前 3주 집중방역기간 3주

3.31~4.6
(-3주)

4.7.~4.13
(-2주)

4.14~4.20
(1주)

소계
4.21~4.27
(+1주)

4.28~5.4
(+2주)

5.5~5.11
(+3주)

소계

전체인구*

(10만명당)
3,810
(7.3)

4,521
(8.7)

4,507
(8.7)

12,838
(24.8)

4,747
(9.2)

4,272
(8.2)

3,973
(7.7)

12,992
(25.1)

유초중고학생**

(10만명당)
333
(6.2)

439
(8.2)

369
(6.9)

1,141
(21.3)

371
(6.9)

331
(6.2)

309
(5.8)

1,011
(18.9)

* 전체 인구: 51,847,509명(20.1월 행안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 학생: 5,346,874명(20년 교육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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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동형 유전자증폭 검체팀 시범 운영

□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학생과 교직원 중 희망자

및 학원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유전자증폭 선제검사를 5월 3일(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ㅇ 시범 운영은 교육청의 검체 채취팀이 희망학교 등을 순회하며 검사

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5월 14일(금)까지 시범 운영한 후 

결과를 분석하여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울산교육청 유전자증폭 검체 채취팀 시범 운영 실적>

구 분
검사현황 검사결과

비 고
학교 수 학생 수 양성 음성

서 울 9개교 2,460 명 1 명 2,459 명 양성은 초등학생

울 산 58개교 2,209 명 0 명 2,209 명

계 67개교 4,669 명 1 명 4,668 명

※ 운영기간: ’21.5.3.∼’21.5.12.

ㅇ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경상북도교육청 등도 추가로 시범 운영을 준비

하고 있다.

③ 학원의 선제적 유전자증폭 검사

□ 전국 17개 시도와 협력하여 학원 내 감염 위험을 낮추고, 무증상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학원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유전자증폭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ㅇ 지자체,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와 학원업계의 자발적 참여

노력에 힘입어, 학원 종사자 대상 선제적 유전자증폭 검사를 시행·

추진* 중이다.

* 현재 7,166명 검사 실시 → 검사결과 : 양성 2명, 음성 7,164명(’21.5.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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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종사자 선제적 유전자증폭검사 추진 현황 >
(’21.5.13 기준)

시도 검사 대상 검사 기간 시도 검사 대상 검사 기간
서울 전체 학원·교습소 강사 5.12.∼5.31. 강원 전체 학원‧교습소 강사 4.30～5.31.
부산 전체 학원‧교습소 강사 4.27.～5.11. 충북 전체 학원‧교습소 강사 4.21.～5.11.

대구 예능 및 기예분야
학원‧교습소 강사 5.4.～5.18. 충남 전체 학원‧교습소 강사 4.27.～5.31.

인천 예능 및 기예분야
학원‧교습소 강사 5.3.～5.10. 전북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 강사 5.6～5.14.

광주 전체 학원‧교습소 강사 4.10.～5.31. 전남 전체학원·교습소종사자
및 개인과외교습자 4.29～5.14.

대전 전체 학원‧교습소 강사 5.11.～5.21. 경북 전체 학원‧교습소 강사 4.21.～5.11.

울산 전체 학원‧교습소 강사
및 개인과외교습자 4.23.～5.14. 경남 전체 학원‧교습소 강사 5.8～5.14.

세종 전체 학원‧교습소 강사 4.30.～5.16. 제주 전체 학원‧교습소 강사 4.30-5.23.
경기 예능 및 기예학원 강사 5.10.～5.22.

④ 신속 분자진단 검사

□ 서울대학교에서 4월 26일(월)부터 자연과학대학 연구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인 신속분자진단 검사를 통해 2주간 총 

1,406건의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자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ㅇ 서울대학교는 5월 6일(목)부터 검사 대상자를 희망하는 학내 전체

구성원으로 확대하였으며, 다른 대학교에서도 서울대 사례를 예의

주시하여 학내 선제검사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현행 현장점검체계를 6월 말까지 

유지하면서 학교·학원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 “학교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

께서도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