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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등교확대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학기 전면 등교에 앞서 

학교 구성원의 인식을 파악하고, 방역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사항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국의 교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1,650,217명**이 응답하였다.

* 6.3.~6.9. (5일간) / 온라인 설문조사

** 교원(유·초·중등 및특수학교) 약 14만 명, 학생(초3~고3) 약 56만 명, 학부모약 95만 명

ㅇ 설문조사 결과, 2021학년도 2학기 등교 확대 추진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보통 응답을 포함하여 81.4%(매우 긍정 및 긍정 65.7%)로 

나타났으며, 설문 대상별로는 학부모 90.5%, 교원 70.3%, 학생 

69.7%로 나타났다.

※ ‘매우 긍정’ 및 ‘긍정’ 응답 비율 : 학부모 77.7%, 교원 52.4%, 학생 49.7%

구분 교원 학생 학부모 계

초 75.6% (58.5%) 93.7% (76.6%) 91.9% (79.2%) 91.1% (76.8%)

중 65.4% (46.3%) 65.7% (40.9%) 89.9% (77.2%) 79.2% (61.6%)

고 64.6% (47.2%) 44.8% (26.1%) 86.8% (73.8%) 65.3% (49.4%)

유·특 87.8% (64.5%) 미 조사 96.0% (82.9%) 94.5% (79.5%)

계 70.3% (52.4%) 69.7% (49.7%) 90.5% (77.7%) 81.4% (65.7%)

< 등교 확대 관련 학교급별 · 설문대상별 긍정적 응답 비율(‘보통’ 응답 포함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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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교 확대에 대비한 학교 방역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교직원 

백신접종 추진(59.7%)’, ‘학교 방역지침 보완(45.4%)’, ‘급식 운영 

방안 개선(41.8%)’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구분
교직원

백신 접종
방역지침

보완
급식운영
방안 개선

방역 도우미
지원

집중 방역 
주간 운영

PCR 이동 
검체팀 활성화

초 61.7% 52.3% 48.7% 28.3% 25.9% 21.2%

중 57.5% 41.5% 38.3% 22.5% 25.5% 20.7%

고 57.6% 36.8% 33.0% 19.7% 29.3% 22.4%

전체 59.7% 45.4% 41.8% 24.7% 26.5% 21.3%

< 학교급별 2학기 등교 확대 대비 필요한 방역조치 응답 비율 > 

□ 교육부는 위와 같은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방역 강화 대책 등을 포함한 2학기 전면 등교의

구체적 계획을 6월 20일(일) 발표할 예정이다.

【붙임】2학기 등교확대 관련 설문 결과

                                                          



- 3 -

붙임  2학기 등교확대 관련 설문 결과

□ 교원·학부모·학생 통합 응답(응답 총 1,650,217명)

문항별 선택지 응답률 응답수

(문항1)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원한 정책 중 가장 효과
적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교원 대상 문항, 복수응답 가능>

▸ 원격수업 운영기준, 학사운영 밀집도 원칙 등 관련 지침 안내 37.0% 52,772

▸ 교원·학생용 스마트기기 대여·지원 32.1% 45,848

▸ 공공학습관리시스템(e학습터, 온라인클래스) 제공 및 개선 28.9% 41,218

▸ 원격수업 콘텐츠(EBS 방송 콘텐츠, 원격수업 자료) 등 지원 23.5% 33,567

▸ 학생상담을 위한 단위학교 위(Wee)클래스 확대 설치 3.0% 4,249

▸ 과밀학급 대상 기간제 교원 및 온라인튜터 지원 5.1% 7,271

▸ 학교별 방역 인력 지원 44.9% 64,077

▸ 학교 행정업무 경감 지원(공문 축소, 행사 감축 등) 26.9% 38,338

(문항2) 21학년도 2학기 등교확대 추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매우 긍정적이다 39.8% 644,666

▸ 긍정적이다 25.9% 419,717

▸ 보통이다 15.7% 253,913

▸ 부정적이다 8.7% 141,198

▸ 매우 부정적이다 9.8% 158,984

(문항3) 2학기 등교확대에 대비하여 가장 효과적인 학교 방역망 강화 방안은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학교 교직원 대상 백신접종 추진 59.7% 984,791

▸ 학교 내 취약요소 관리방안 등 학교 방역지침 보완 45.4% 749,949

▸ 선제 PCR 진단검사 이동검체팀 운영 21.3% 351,013

▸ 학교 방역 도우미 추가 지원 및 방역업무 기준 마련 24.7% 408,209

▸ 거리두기 단계별 급식 운영 방안 개선 및 방역관리 강화 41.8% 689,102

▸ 2학기 개학 전후 ‘집중 방역 주간’ 운영 26.5% 437,927

(문항4)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회복을 위해 2학기 등교확대 후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학습결손 해소를 위한 교과학습역량 보완(유치원: 놀이를 통한 배움 지원) 60.4% 977,480

▸ 자기관리 교육 강화 및 심리·정서 결손 치료 지원 31.9% 516,207

▸ 또래활동, 교외체험학습 지원 등 학생활동 활성화 49.6% 802,787

▸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지원 16.7% 26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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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통합 응답(응답 142,775명)

문항별 선택지 응답률 응답수

(문항1)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원한 정책 중 가장 효과
적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 원격수업 운영기준, 학사운영 밀집도 원칙 등 관련 지침 안내 37.0% 52,772

▸ 교원·학생용 스마트기기 대여·지원 32.1% 45,848

▸ 공공학습관리시스템(e학습터, 온라인클래스) 제공 및 개선 28.9% 41,218

▸ 원격수업 콘텐츠(EBS 방송 콘텐츠, 원격수업 자료) 등 지원 23.5% 33,567

▸ 학생상담을 위한 단위학교 위(Wee)클래스 확대 설치 3.0% 4,249

▸ 과밀학급 대상 기간제 교원 및 온라인튜터 지원 5.1% 7,271

▸ 학교별 방역 인력 지원 44.9% 64,077

▸ 학교 행정업무 경감 지원(공문 축소, 행사 감축 등) 26.9% 38,338

(문항2) 21학년도 2학기 등교확대 추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매우 긍정적이다 26.0% 37,146

▸ 긍정적이다 26.4% 37,762

▸ 보통이다 17.9% 25,624

▸ 부정적이다 16.5% 23,577

▸ 매우 부정적이다 13.1% 18,666

(문항3) 2학기 등교확대에 대비하여 가장 효과적인 학교 방역망 강화 방안은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학교 교직원 대상 백신접종 추진 70.8% 101,047

▸ 학교 내 취약요소 관리방안 등 학교 방역지침 보완 23.3% 33,204

▸ 선제 PCR 진단검사 이동검체팀 운영 16.9% 24,143

▸ 학교 방역 도우미 추가 지원 및 방역업무 기준 마련 37.9% 54,133

▸ 거리두기 단계별 급식 운영 방안 개선 및 방역관리 강화 37.7% 53,798

▸ 2학기 개학 전후 ‘집중 방역 주간’ 운영 17.4% 24,897

(문항4)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회복을 위해 2학기 등교확대 후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학습결손 해소를 위한 교과학습역량 보완(유치원: 놀이를 통한 배움 지원) 51.8% 73,924

▸ 자기관리 교육 강화 및 심리·정서 결손 치료 지원 38.9% 55,595

▸ 또래활동, 교외체험학습 지원 등 학생활동 활성화 31.8% 45,457

▸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지원 27.6% 39,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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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통합 응답(응답 946,226명)

문항별 선택지 응답률 응답수

(문항1) 21학년도 2학기 등교확대 추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매우 긍정적이다 47.9% 453,655

▸ 긍정적이다 29.8% 282,066

▸ 보통이다 12.8% 120,852

▸ 부정적이다 5.8% 54,759

▸ 매우 부정적이다 3.7% 34,894

(문항2) 2학기 등교확대에 대비하여 가장 효과적인 학교 방역망 강화 방안은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학교 교직원 대상 백신접종 추진 64.3% 608,019

▸ 학교 내 취약요소 관리방안 등 학교 방역지침 보완 49.7% 470,409

▸ 선제 PCR 진단검사 이동검체팀 운영 21.2% 200,368

▸ 학교 방역 도우미 추가 지원 및 방역업무 기준 마련 25.4% 240,793

▸ 거리두기 단계별 급식 운영 방안 개선 및 방역관리 강화 45.0% 426,196

▸ 2학기 개학 전후 ‘집중 방역 주간’ 운영 24.1% 228,509

(문항3)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회복을 위해 2학기 등교확대 후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학습결손 해소를 위한 교과학습역량 보완(유치원: 놀이를 통한 배움 지원) 73.9% 699,166

▸ 자기관리 교육 강화 및 심리·정서 결손 치료 지원 32.6% 308,797

▸ 또래활동, 교외체험학습 지원 등 학생활동 활성화 42.5% 402,168

▸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지원 12.6% 11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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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통합 응답(응답 561,217명)

문항별 선택지 응답률 응답수

(문항1) 21학년도 2학기 등교확대 추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매우 긍정적이다 29.9% 167,695

▸ 긍정적이다 19.8% 111,297

▸ 보통이다 20.0% 112,202

▸ 부정적이다 11.4% 63,914

▸ 매우 부정적이다 18.9% 106,107

(문항2) 2학기 등교확대에 대비하여 가장 효과적인 학교 방역망 강화 방안은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학교 교직원 대상 백신접종 추진 49.1% 275,725

▸ 학교 내 취약요소 관리방안 등 학교 방역지침 보완 43.9% 246,336

▸ 선제 PCR 진단검사 이동검체팀 운영 22.5% 126,502

▸ 학교 방역 도우미 추가 지원 및 방역업무 기준 마련 20.2% 113,283

▸ 거리두기 단계별 급식 운영 방안 개선 및 방역관리 강화 37.3% 209,108

▸ 2학기 개학 전후 ‘집중 방역 주간’ 운영 32.9% 184,521

(문항3)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회복을 위해 2학기 등교확대 후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학습결손 해소를 위한 교과학습역량 보완(유치원: 놀이를 통한 배움 지원) 40.6% 228,003

▸ 자기관리 교육 강화 및 심리·정서 결손 치료 지원 28.7% 160,983

▸ 또래활동, 교외체험학습 지원 등 학생활동 활성화 66.4% 372,886

▸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지원 20.8% 116,6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