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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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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역과 안전

□ 학교 방역 점검

◦ (방역점검) 새학기 대비하여 2,703개교(총 학교 20,512교의 13%) 대상

방역 관리 점검 결과, 방역지침 토대 학교별로 자체여건에 맞는 

철저한 조치 확인

    ※ 현장점검 : (총리) 2.25, 영신초 / (부총리) 3.2, 서울 청운초 / (차관) 3.15, 청주 오송중

- 일부 능동적이고 특색 있는 방역활동(다중이용시설 학생출입 지도,

보건부스 운영, 의료진·격리학생 응원 편지쓰기 등) 전개

    ※ 등교 전 자기건강상태 진단은 3.16. 기준 참여율 92% 수준

    ※ 우수사례 : (대구 경북예고) 교직원들이 인근 다중이용시설의 학생 출입지도, (강원 

치악중) 온라인 체육관을 통한 운동 챌린지 운영 /(인천 원동고) 교내 보건부스 

운영·의료진 감사편지 쓰기 / (세종 나래초) 확진·자가격리학생 격려편지 쓰기 등

◦ (방역물품) 충분량 비축 상황(3월 기준), 소모품 추가 구매 필요 시

시도교육청 예비비 또는 학교운영비로 충당 가능 

구분
(전국평균)

마스크(학생1인당)
손소독제(학급당) 소독 티슈(학급당) 체온계(학급당)

보건용 기타

비축현황 7.7장 4.1매 12.5통 8.0개 1.6개

□ 학교 방역인력 지원

◦ (지원기준) 고등학교 이하에 총 5.4만명* 배치 지원, 1학기분 소요

예산 1,900억원 중 특별교부금 567억원(30%) 교부 완료(2.22.)

     * <지원 기준> 초중고 500명이하 3명, 1,000명이하 4명, 1,000초과 5명, 유치원 1명

     → 교육청별 총 인원 범위내에서 학교별 배치는 교육청이 여건 등 고려 조정 가능

◦ (인력배치) 3월 3주 기준, 43,529명(목표치의 80.6%) 배치

- 계획된 방역인력의 신속한 배치를 위해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

- 3월 추경예산을 통해 장애학생 방역 및 생활지도 보조인력 3,445명

추가 배치를 국회와 협의 중이며, 예산 확정 시 즉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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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기숙사 방역

◦ (환경검체 검사) 학교 기숙사의 코로나19 위험도를 주기적으로 점검

할 수 있도록 환경검체 검사* 시범 도입(초·중·고·대학 총 100개교, 3월~)

    * 기숙사 내 손잡이·문고리, 수도꼭지 손잡이, 벽, 조명스위치, 환기구·에어컨 등 환경

검체 채취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환경오염을 주기적으로 감시

◦ (방역기준 강화) 기숙사 내 동간‧층간‧호실 간 이동 제한, 공용 

공간 사용 최소화, 외출‧외박 후 복귀하는 학생에 대한 점검 강화

등을 위한 학교 기숙사 방역 가이드라인(수정판) 안내(3.22)

□ 백신 예방접종

◦ (2분기 예방접종) 학교와 돌봄 공간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2분기 대상자*에 특수·보건교사 등 포함, 4월부터 접종

- 특수교육 종사자 및 유·초·중등 보건교사는 4월 1주 접종하고,

유치원·어린이집, 초등학교(1·2학년) 교사와 교직원, 유·초 돌봄

인력은 6월 접종 예정

      ※ 4월 접종자 대상, 희망조사, 명부 작성 등 접종 지원(~3.19.)

   

접  종  대  상 규모 백신 방법 시기

 특수교육·보육, 보건교사 및 어린이집 간호 인력
  - 교직원 및 보조인력

6.4만명 아스트라
제네카 보건소 4월 1주(1차)

6월 3주(2차)

 유치원·어린이집, 초등학교(1~2학년), 돌봄인력 등
  - 교직원 및 담당인력

49.1만명 아스트라
제네카 위탁의료기관 6월(1차)

8월(2차)

<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 질병관리청 발표(’21.3.15.) >

※ 6.4만명 = 특수 3.7, 유초중등 보건 1.2, 장애전담 어린이집 1.4, 어린이집 간호 0.1

49.1만명 = 유치원 5.4, 어린이집 28.7, 초등(1～2) 6.3, 유초돌봄 8.8

◦ (백신 접종 향후계획)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2분기 

접종자 대상이 아닌 교직원은 3분기 초에, 고3 담당 교사 등은 

방학 중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지속 협의

-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비하여 접종 후 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중대본 차원에서 관계부처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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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대응

◦ (공기정화장치) 유·초·중·고 전 교실(275,221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완료(’20.3.),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 완료(~’21.3.)

     * 공기정화장치에 부착된 부속품 형태의 측정기기 또는 학교별 간이측정기기 2대

(소규모 학교 1대) 이상 설치

구분
전체 

학급 수

공기정화장치 종류(학급수 기준)

기계환기설비 공기청정기
기계환기설비
+공기청정기

계

유 35,047 648 31,581 2,818 70,094

초 125,123 12,814 100,316 11,993 250,246

중 51,996 1,935 47,045 3,016 103,992

고 57,677 2,188 51,380 4,109 115,354

특수 4,780 730 3,266 784 9,560

기타 598 43 533 22 1,196

계 275,221 18,358 234,121 22,742 275,221

-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안내(4판)｣(공기청정기 사용 가능*) 지속 안내

     *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및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을 초과(우려)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하되, 쉬는 시간마다 환기 실시(유치원은 최소 1시간마다 1~2회)

- 공기정화장치 정상가동에 필요한 유지·관리비(임대비용, 청소·필터

교체비용 등) 확보 및 집행상황 점검(’20년 기준 약 1,150억원 확보)

◦ (현장점검) 겨울철 미세먼지 빈발에 대비, 학교 대상 전수점검

(’20.11., ’21.3.)을 실시하여 학교별 미세먼지 대응실태 점검*

     * (점검항목)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 담당자 지정·교육 이수, 민감군 학생 관리 등

(점검결과) 총 20,548개 학교 자체점검 실시, 122교 미흡사항 확인·보완조치 완료(’20.12.)

- 교육부 주관 신학기 대비 안전점검(’21.2. 32교) 및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현황을 고려한 학교현장 대응현황 점검(’21.3. 2교) 병행 추진

     * (’21.3.12.)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학교현장점검(교육안전정보국장, 서울)

(’21.3.15.) 새학년 학교현장 방문·방역실태 및 미세먼지 대응실태 등 점검(차관, 청주)

◦ (향후계획) 학교별 1인 이상 담당자 지정 및 교육 이수 독려, 학생

계기교육 자료·가정통신문 시안 배포 등 현장대응 지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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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방역 지원

◦ (학교급식) 학교별 여건 등을 고려한 충분한 급식 시간 확보, 배식·

식사지도 등을 통해 밀집도 완화 조치 강화

- 원격수업 학생이 급식 희망 시, 지역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한 급식

제공 시기와 대상 등을 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학교별 ‘탄력적 급식운영’ 현황 : 학교에서는 개학 이후 수요조사 실시 및 학교 여건

(급식, 방역, 교통안전, 학사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므로 추후 조사 예정

- 여건 상 학교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양한 중식 지원 

방안을 강구하되, 결식우려 학생에 대하여는 반드시 지원

◦ (학원 방역) 교육청·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학원 합동방역 대응반’

구성,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 철저한 방역점검 지속 추진

      ※ 학원연합회 차원의 민간 주도 자체 방역점검단 운영 병행 추진(‘21.2.15.～)

- 마스크 미착용, 수기대장 작성 지도, 방역수칙 게시 안내, 소독․

환기 대장 미작성 등에 대한 행정지도 및 시정조치 실시

      ※ 3.14. 기준 총 6,091건 점검 실시, 147건 시정조치(‘21.2.22.~3.14.)

◦ (향후 계획) 교육청 24시간 상황실 운영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하고, 방역사각지대 없도록 추가 발굴 및 보완 추진

     ※ (예시) 환기가 어려운 교실, 예체능·실습·컴퓨터실, 통학차량, 학교 밖 학생 기숙시설 등

- 수도권 내 확진자 발생 차단을 위해 서울‧경기 지역 학원 등을 

대상으로 2주간(3.15~3.28) 특별 방역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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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교·원격수업 및 인프라

□ 새 학년 등교수업 운영

◦ (현황) 개학연기 없이 모든 학교가 정상적으로 3.2. 개학하였으며,

594.4만명 중 74.3%인 약 441.8만명 등교 (3.17. 기준)

구 분 전체 학생 수(잠정) 등교수업 학생 수 등교수업 학생 비율(%)
유치원 581,840 535,561 92.1%

초등학교 2,669,908 2,057,345 77.1%
중학교 1,339,771 840,128 62.7%

고등학교 1,310,057 947,387 72.3%
특수·각종·기타 43,242 38,324 88.6%

계 5,944,818 4,418,745 74.3%

- 작년 대비 등교는 확대하였으나, 수도권 지역의 감염병 상황 등으로

인해 수도권 등교율(63.4%)이 비수도권(84.7%) 대비 낮은 경향

◦ (향후지원) 철저한 방역과 함께 등교수업 확대 지속 추진 

- 탄력적 학사운영 사례집(초·중·고·특, ~4월 초) 개발·보급으로 등교확대 유도

- 특히 상대적으로 등교율이 낮아 원격수업이 많은 수도권의 경우

장학지도 등을 통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 확대 추진

□ 원격수업 운영

<조사 개요>

▪(기간) 3.2.(화)~3.12.(금), 수업일수 기준 9일

▪(대상)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 중 조사기간 내 원격수업을 실시한 6,242개교
▪(방식) 조사기간 내 학교별 원격수업 시수 중 실시간 쌍방향 수업(단독형+혼합형) 운영비율
 ※ 예시: 조사기간 내, 2학년 전체 원격수업 162시수(1일 6교시*9일*3개학급) 중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135시수 진행한 A중학교의 경우, 실시간쌍방향 수업 운영비율은 83.3%(135/162)
 ※ 2020년 진행한 두 차례 설문조사의 경우, 교사개인별 주된 수업운영형태 조사

◦ (현황) 원격수업을 실시한 6,242개교 중 3,887개교(62.2%)가 학교 

전체 원격수업 중 80% 이상을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운영

→ 학교 현장의 교사-학생 간 소통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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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 이하 20%~40% 40%~60% 60%~80% 80% 이상
초 188교, 6.4% 305교, 10.4% 487교, 16.7% 387교, 13.2% 1,560교, 53.3%
중 143교, 7.9% 79교, 4.5% 118교, 6.6% 176교, 9.7% 1,281교, 71.3%
고 129교, 8.5% 89교, 5.9% 112교, 7.3% 142교, 9.4% 1,046교, 68.9%

계 460교, 7.4% 473교, 7.6% 717교, 11.5% 705교, 11.3% 3,887교, 62.2%

< 학교급별 전체 원격수업 중 실시간 쌍방향 수업(단독+혼합) 비율 분포 >

◦ (향후지원) 실시간 쌍방향 수업 지속 확대를 권고하고 교원 원격

수업 역량 강화 연수* 및 교원 전용 콘텐츠 플랫폼 구축**

     * 20년 26만명, 200개 과정→21년 500개 과정 확대(교육청 협조)  

     ** 공공·민간의 OER(Open Education Resource) 콘텐츠를 통합·연계 제공, 수업자료를 보다 

편리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저작도구, 통합뷰어 등 지원(’21.3. 시범운영→’21.8. 전면개통)

- 다양한 원격수업 콘텐츠 추가 제공을 위해 EBS 온라인 개학 프

로그램을 3월 29일부터 확대 편성*

     * (초등) 창의적 체험활동과 수학, 영어의 교과 학습프로그램, 

(중학) 국어, 수학, 영어의 기초 및 발전 수준 프로그램 등

     【 학년별 채널 정보 및 변경 시간 정보 】

□ 원격수업 지원 인프라

◦ (교원 노후 PC 교체) 최신기종 노트북 등 21.8만대(태블릿 포함)

지원(3.5.)하였으며, 1.6만대를 추가 지원하여 교체 완료 예정(~4월 초, 서울)

◦ (기기 대여) ’21.3.5. 기준 대여(예정)분 25.6만대, 비축분 27.6만대로

17개 시도 모두 원격교육을 위해 기기가 필요한 학생 모두에게 대여 

학년 편성 채널 방송시간(변경 전) 방송시간(변경 후)

초1~2   EBS 2TV, EBS 플러스2 09:00~11:00
(2교시)

09:00~12:00
(3교시)

초3~6
  EBS 러닝채널

09:00~12:00
(4교시)

09:00~14:20
(6교시)

중1~2 09:00~12:40
(4교시)

09:00~15:20
(6교시)

중3   EBS English 09:00~12:40
(4교시)

09:00~13:40
(5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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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축분을 활용해 스마트폰 보유학생 중 기기를 필요로 하는 학생

에게도 대여하는 등 지원 확대 추진

     ※ 대여기기 집중관리주간을 학교‧지역별로 운영(’21.2.~3.)하여 개학 초 기기 대여 및 수리 완료 

◦ (통신망) 학교 인터넷(스쿨넷) 및 무선망 실시간 모니터링 중으로

인터넷(스쿨넷)의 평균 트래픽*은 높지 않고, 학교 무선망은 정상 운영

     * 스쿨넷 전체 평균 트래픽은 32.0MBps로 전체 용량(500MBps) 대비 낮은 수준

◦ (향후 지원) 학교 현장에 마이크, 웹캠 등 원격수업에 필요한 기기를

학교회계로 구매할 수 있음을 지속 안내 

□ 공공학습관리시스템(화상수업서비스 포함)

v 현장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기능이 고도화된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의 안정화 추진

<공공학습관리시스템 이용자 현황, ‘21.3.2~3.17.>
(단위 : 명)

구  분 공공학습플랫폼 화상수업서비스
온라인클래스 e학습터 온라인클래스 e학습터

일일 이용자 34만~42만(3.3.) 66만~78만(3.3.) 14만~29.6만(3.16.) 7만~15.6만(3.12.) 
최대 동시접속자 198,548(3.3, 8:50) 173,883(3.3, 9:00) 41,230(3.16, 10:14) 84,411(3.11, 9:10)

◦ (온라인클래스) 학기 초, 시스템을 재구조화하면서 추가한 기능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있으며, 출결‧학습이력 등 수업 핵심기능은 

보완(3.7.)하여 현장 적용

     * 작년에 제기되었던 네트워크, DB 등 성능 문제는 없는 상황이며, 현재의 오류는 기능 

고도화를 위한 프로그래밍 오류와 화상수업 연계 부분에서 비롯됨

- 학교현장에 필요한 일부 부가기능을 개선‧적용(3.15.)*하고 있으며,

학습관리 등 편의기능도 3월 중 지속 개선할 예정

     * 담임·부담임·교과교사 세부권한 설정, 강의 녹화본 다운로드 기능, 동영상 완강 후 

복습 시 영상 제어기능 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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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수업 기능도 모둠수업(3.22.) 등 부가기능을 보완하며 안정화 지속 추진

     ※ 프로그램을 개선·보완 중이나 국지적 오류는 발생 중으로 사례별 분석·수정하고 있으며

기술진과 문의자 1:1 대응, 현장방문 등을 통해 조치 중

◦ (e학습터) 화상수업 오류(3.2.), 일부 지역 공공학습관리시스템 접속지연(3.8)

오류가 발생하였으나, 즉시 조치* 후 특이사항 없이 운영 중

     * 중계 서버 긴급 증설, DB 프로그램 개선 등을 통해 즉각적으로 시스템 안정화

◦ (향후 지원) 실시간 이용자 모니터링, 콜센터, 게시판 등을 통해 

상시 의견수렴 및 개선

- 현장교원 실시간 소통, 교육부-EBS·KERIS-기술진 및 교육부-

교육청 핫라인 등 비상대응체제를 강화하여 안정화 추진

3  기초학력 보장 및 정서ᆞ신체건강 지원  

□ 기초학력 보장

◦ (기초학력 진단) 시ㆍ도교육청에서 기초학력 진단 계획 수립 및 

학교별로 3월말까지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등을 통해 진단 실시

     * ’21년용 진단자료 93종, 학습자료(늘품이) 82종 개발‧탑재

❖ ‘21년 진단도구 활용 계획 :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全교육청 권장), 
                  학교 자체도구(13개 교육청), 교육청 자체도구(6개 교육청)

❖ 진단 주요교과(영역)  ※ 비인지적영역 진단, 교사상담‧관찰 등 병행

  - (초) 1~2학년 : 한글해득수준(주로 2분기 이후), 기초수학 / 3학년 : 3R’s
        4~6학년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 (중)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 (고) 국어, 수학, 영어

- 가정에서도 기초학력을 진단‧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배‧이‧스‧

캠프*(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 확대 지원(3R’s‧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 초1~고1 / (‘21.3) 문항 23,000개, 영상 300개 → (’21.7) 문항 25,000개, 영상 4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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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학력 보정) 수업 중 즉각적인 보정지도를 위해 1수업에 2명의

지도인력이 배치되는 협력수업(2,500교) 및 전담교사* 확대

     * 기초학력 전담교사(협력수업, 일대일지도 등) : (’20) 70명 → (’21) 180명

- 복합적 요인으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은 두드림학교(5,000교)와

학습종합클리닉센터(교육청단위, 142개소)에서 맞춤형 학습‧정서 지원

      ※ [교육청사례] (서울) 모든 공립초‧중학교에서 협력수업 운영, (인천) 모든 초‧중‧고에 

두드림학교 운영, (강원) 학습종합센터의 기초학습지원단(200명)이 순회교육

◦ (코로나19 대응 긴급 지원) 초등 저학년(1~3학년)은 정원 외 기간제

교원 임용을 통한 협력수업으로 기초학력 손실 예방

- 초등 고학년(4~6학년) 및 중학생은 ‘온라인 튜터*’(‘21. 1차 추경안 487

억원)를 매칭하여 온‧오프라인 병행 기초학력 보충지도‧상담 실시

     * 튜터 4,000명 채용 예정, 튜터 1명당 학생 4명을 배정하여 학습지도·상담 등 지원

□ 초등 기간제교원 배치 확대 지원

◦ (배치현황) 초등학교 현장의 학생 간 안전한 거리두기와 학습지원

등을 위해 1,961명(일반학급 1,717명, 특수학급 244명)의 초등 기간제교원 임용

- 일반학급에는 기초학력 보완 등 학습지원 및 학급 분반(88%)하고,

특수학급에는 장애유형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지원(12%)

- 62%에 달하는 인원(1,211명)을 학생 수 30명 이상 저학년 학급에 집중 배치

 < 초등 기간제교원 배치 현황(’21. 3. 17. 기준) >

일반학급

특수학급
(B)

합계
(A+B)

30명 이상 저학년 학급 그 이외 학급 계

학습지원 학급분반 계 학습지원 학급분반 계 학습지원 학급분반 계
(A)

1,060
(54%)

151
(8%)

1,211
(62%)

413
(22%)

93
(4%)

506
(26%)

1,473
(76%)

244
(12%)

1,717
(88%)

244
(12%)

1,961
(100%)

    ※ 기간제교원 운영사례 : ① 학급 단위로 협력교사 배정하여 보충지도, 소그룹 활동 지원

② 학년 단위로 협력교사 배정하여 저학년 과밀학급 위주 협력수업 지원, 그 외 학급 수업 지원

③ 1수업을 등교‧원격수업 동시 운영할 경우 원격수업 참여 학생의 수업지원

④ 학급 증설(분반)에 따른 신설학급 담당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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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후학교 운영

◦ (운영현황) 방과후 학교를 운영 예정인 학교가 97.8%(11,808교)이며,

‘21.3.8.기준, 초‧중등학교 9,028교가 운영 중 (전체의 74.9%)

    ※ 방과후학교 운영 추이: (’19.1학기) 98.6% → (’20.1학기) 47.9% → (’21.3.) 74.9%

◦ (향후계획) 코로나19 학사운영과 연계하여 수요조사 및 학운위 

심의를 통해 방과후 학교 운영 범위와 방식을 다양화하여 추진 

- 소인수 대면(5~10명 내외), 온·오프라인 병행, 실시간 쌍방향 원격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운영

□ 학생 상담 및 정서 지원

◦ (심리·상담 지원) 상담(교)사가 학생의 표정과 행동 등의 비언어적인

태도를 관찰하면서 상담이 가능하도록 학교상담실(위(Wee)클래스)

화상상담 시범 운영(’21. 3~)

- 초등학교 상담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상담교사를 확대 배치(신규교사

600명 중 394명)하고, 교육청별로 전문상담순회교사 순회상담 강화**

    * 미배치학교와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매칭하여 학교 지원(울산), 미배치학교 겸임발령을 

통한 학교상담 지원(경기), 위센터 전문상담(교)사 순회상담 의무화(경남)

- 위기학생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치유 강화를 위해 단위학교

위(Wee)클래스 및 교육지원청 위(Wee)센터 설치 확대

    ※ 학교 위(Wee)클래스: (’20) 7,631개소 → (’21) 7,936개소(305개소 확대), 

교육지원청 위(Wee)센터: (’20) 233개소 → (’21) 236개소(3개소 확대)

- 향후 교육청별 연계 지원 및 지역 내 전문기관 서비스 연계망 구축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한국상담학회, 한국

심리학회, 열린의사회, 푸른나무재단, 지역 내 상담센터, 병원 등 연계

◦ (정신건강 지원) 코로나19 완치자·확진자 등 학생의 비대면 정신과 

전문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부 심리지원단 운영(정신과전문의 6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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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내 정신건강 고위험군 관리를 위한 시·도교육청별 정신건강

전문가(소아정신과전문의 등) 학교방문 지원사업 추진(3월~)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초1·초4, 중1, 고1, 4월〜5월) 실시 및 전년도 검사를 통해 

선별된 관심군 중 사각지대 위험군(약22천명) 학교방문을 통한 지원 강화

□ 신체건강 증진 지원

◦ (학생건강검사)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하기 위해 ’21년 건강검사* 추진(3월~)

      *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장이 신체 발달 상황(키, 몸무게 등), 건강 조사(식습관, 

수면활동 등), 건강 검진(검진기관 통한 질병 파악) 등 실시

- 학교별로 검진기관 선정·계약 후 학생 건강검사* 실시, 표본학교(1,074교)

제출자료는 건강증진계획 및 국가승인통계의 기초자료로 활용

      * (대상) 초등학교 1·4학년(구강검진은 초등 전체), 중학교·고등학교 1학년

◦ (학생건강체력 증진) 학교별로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계획을 

수립하여 측정하고, PAPS 측정결과를 토대로 건강체력교실 운영

- PAPS 측정결과 건강체력 4‧5등급 및 비만학생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체지방분석 등 지속 관리

      * [예시] 바디 밸런스 프로그램(부산), 틈새 신체활동(전북), 초등육상축제 등(충남)

◦ (학교스포츠클럽) 새학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 추진

- (단위학교) 학생 요구와 학교 여건을 반영하여 학생이 주도하는 

대면‧비대면 방식의 학교스포츠클럽 5종목 이상 조직‧운영 예정

    ※ (절차) 학생 안내 및 의견 수렴을 통한 학교스포츠클럽 조직(3월) →학교스포츠클럽 

연간 운영계획 수립 → 클럽별 활동 전개(3월~)  → 운영 평가(학년말) 

-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1학생 1스포츠 활동’ 실현을 위하여 대면‧

비대면 방식의 교내 리그, 교육(지원)청 단위 리그 상시 운영 지원

    ※ 교내 대회(연중 상시)→지원청대회(4~10월)→교육청대회(10~11월)→전국축전(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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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ᆞ초등 돌봄  

□ 유치원 돌봄 운영

◦ (이용현황) 전체 유치원의 99.9%(8,325개원 중 8,294개원)에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유아의 82.9%가 방과후 과정 참여(3.15.)

     ※  방과후 과정 참여율(%) : (2.1.) 67.4% → (3.2.) 59.9% → (3.15.) 82.9%

◦ (향후방향)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교육과정을 포함한 1일 8시간

이상 원칙으로, 다양한 유치원 학사 운영과 연계하여 운영

- (수요대응) 지역, 유치원 여건에 따라 돌봄을 위한 추가 인력 지원 및

공간을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영하며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 (안전관리) 안전한 돌봄 운영을 위해 건강징후 수시확인 및 위생수칙

교육, 추가 돌봄 시설 배치 시 유아의 안전과 보행 편의 등 고려  

     ※ (돌봄 시설 배치) 1층 배치 권장, 교무실, 행정실과 인접장소 배치 등

□ 초등 돌봄 운영

◦ (이용현황) ‘21.3.15 기준, 초등학생 25.4만명이 돌봄에 참여 (전체의 9.4%)

    ※ 참여현황(%) : (2.1.)12만명(4.5%) → (3.2.)16.7만명(6.2%) → (3.15.)25.4만명(9.4%)

◦ (향후방향) 코로나19 지속 상황에서 시도교육청별 자체 운영계획에

따라 돌봄공백 최소화 및 안전하고 내실있는 돌봄 제공

- (수요대응) 다양한 학사운영(등교‧원격수업 등)과 연계하여 공간‧

인력 등 최대한 확대 노력하여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 (안전관리) 학생 안전을 우선으로 안전교육 강화, 안전한 돌봄

교실 운영 위해 방역‧소독‧위생 철저 및 밀집도 등 고려

  ※ 건강징후 수시 확인 및 발열체크, 돌봄교실 수시 환기, 방역물품 비치 등 시도

교육청별 자체 점검계획을 통해 각급 학교에서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