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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보도참고자료
2020. 8. 21.(금) 배포

보도일 배포 즉시

코로나19 대응 2학기 준비상황 점검

◈ 마스크 1인당 6.1개, 손소독제 교실당 6.4개, 손세정제 교실당 2.6개 지원

◈ EBS 온라인클래스 및 e학습터 각 225만 명 이용 가능한 수준의 인프라 확보

◈ 스마트기기 25만대 여유분 확보 및 교육용 사이트 모바일 데이터 무상지원 지속

◈ 코로나19 대응 등교수업 24시간 상황실 지속 운영 및 교육부 콜센터 설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21일(금) 10시, 유은혜 부총리 

주재 코로나19 대응 교육부대책반 회의를 긴급 개최하였다.

ㅇ 현재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324명으로 급증(8.21 0시 기준)하고,

학생 교직원 확진자수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학기 

학사운영 및 방역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 8.11 이후 학생‧교직원 신규 확진자수 : 168명 (학생 137명, 교직원 31명)

□ 지난 8월 6일 교육부는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세부 지원방안 을

발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등교 원격수업 방식 및 탄력적인

교육과정(수업), 평가, 기록 방안 등을 안내했으며,

ㅇ 서울, 경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8.16)됨에 따라,

부총리 주재 시도교육감 영상회의(8.19)를 통해 학교 밀집도 등 교육분야

세부 후속조치 사항을 결정한 바 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학교 밀집도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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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유치원,

초·중·고,

등교·원격 수업 등교·원격 수업 원격수업 또는 휴업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 내 2/3 밀집도 

유지 권장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 유‧초‧중학교는 밀집도 1/3, 

고등학교는 2/3 유지

전국단위 조정(원칙), 

상황에 따라 권역 또는 
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

□ 오늘 회의는 2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교 방역 및 원격수업 인프라,

돌봄서비스 운영 등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점검하고, 교육부 대응체계를 재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교육부는 1학기에 약 898억 원(국고 188억 원, 특교 710억 원)을 투입하여

체온계, 마스크, 손소독제 등 학교에 필요한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1학기에 확보된 물량 중 40~60%정도가 소모된 것으로 확인했다.

   * 면마스크(1인당 2매 이상), 보건용마스크 비축(1,750만매), 체온계 구비(학급당 1대), 

열화상카메라 설치(학생 600명당 1대) 등

ㅇ 이에, 1학기 방역물품 소진 실태를 감안하여 8월 안에 283억 원(국고

85억 원, 지방비 198억 원)을 추가 지원하여 방역물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전체 학교에서 마스크 1인당 6.1개, 손소독제 교실당 6.4개,

손세정제 교실당 2.6개 이상 비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마스크 손소독제 알코올티슈 손세정제 계

하반기 지원예산
(계획량 대비 지원수준)

13,644
(100%)

1,051
(25%)

12,480
(25%)

1,078
(25%) 28,253*

2학기 방역물품
비축 모습

(상반기비축+하반기지원)

37,569,568

(1인당 6.1개)
1,782,042

(교실당 6.4개)
4,180,216

(교실당15.1개)
742,913

(교실당2.6개)
-

(단위 : 매/개, 백만원)

ㅇ 현재 개학 3일 전 초 중 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강상태

자가진단 설문을 유치원생 및 교직원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의심

증상자 등교중지 등 학교 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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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학부모의 경우 관련 정보를 일괄로 확인하는 서비스,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국어 지원, 통계 자동화 기능 등을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추가 개발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원격수업이 부분 또는 전면 운영될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플랫폼을 안정화하고, 스마트기기 및 모바일 

데이터 지원 준비를 완료하였다.

ㅇ EBS온라인클래스 및 e학습터를 각 225만 명이 이용 가능한 수준으로

인프라를 증설(8.18)하였고, 향후 이용자가 증가시 각 300만 명이 

이용 가능한 규모까지 증설 예정이다.

      ※ (인프라 현황) 최초 온라인 개학시 각 300만명 규모로 확충→ 등교·원격수업 병행 기간 

150만명 규모로 하향(~8.17)→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225만명 규모로 증설(8.18)

ㅇ 1학기에 희망학생 전원(28.3만 명)에게 스마트기기를 무상 대여한 

것에 추가로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를 통해 스마트기기 25만대 

여유분을 확보하였고,

     ※ 교육청‧학교 스마트기기 현황(’20.8.1.) : 보유 495,262대, 대여 242,586대, 여유분 252,676대

- 과기정통부 및 통신 3사와 협의를 통해 주요 교육용 사이트*에 대한 

모바일 데이터 무상지원(제로레이팅)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EBS, e학습터(교과), 위두랑(교과), 디지털교과서, 사이언스올(과학), 엔트리(SW), 

커리어넷(진로), 에듀에이블(특수)

□ 2학기에도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ㅇ 유치원의 경우 지역별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전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등원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방과후 과정비를 정상 

지원할 예정이다.

ㅇ 또한, 1일 8시간 참여가 원칙이나, 감염 우려로 인해 조기 하원을 

희망할 경우 2시간 이내로 하원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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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1시간 이내 조정 가능 → (한시 적용) 2시간 이내 조정 가능 

□ 이와 함께, 교육청-지자체 합동 학원 방역 점검반을 구성하여 대형

학원의 운영중단 여부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중 소형 학원에 

대해서는 9월 초까지 집중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 교육부는 코로나19 대응 등교수업 상황실 24시간 운영을 통해 시도

교육청과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긴급 상황에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ㅇ 또한, 중앙(교육부, 중앙방역대책본부) - 지역(교육청-지자체) - 학교현장이

상시 소통할 수 있도록 콜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 교육부 콜센터 ARS 개설 및 상담요원 교육, 방대본 1339 콜센터와 공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