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좋은교사운동]

4월 6일 개학 추진 관련
현장 의견 수렴 설문 결과

설문 대상: 전국 초중고 교사

설문 기간: 2020.03.26~03.27.

설문 응답: 4,002명

신뢰 수준 95%  ±1.55



1. 4월 6일 등교 개학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학습 공백 장기화

방지를 위해 등교 개학이

필요하다.

21%

② 학생들의 감염 예방을

위해 등교 개학을 더

연기해야 한다.

73%

③ 잘 모르겠다.

6%

① 학습 공백 장기화 방지를 위해 등교 개학이 필요하다.

② 학생들의 감염 예방을 위해 등교 개학을 더 연기해야 한다.

③ 잘 모르겠다.



1-1. 4월 6일 등교 개학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경기 2,270명 응답)

① 학습 공백 장기화

방지를 위해 등교 개학이

필요하다.

19%

② 학생들의 감염 예방을

위해 등교 개학을 더

연기해야 한다.

75%

③ 잘 모르겠다.

6%

① 학습 공백 장기화 방지를 위해 등교 개학이 필요하다.

② 학생들의 감염 예방을 위해 등교 개학을 더 연기해야 한다.

③ 잘 모르겠다.



1-2. 4월 6일 등교 개학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 경북 205명 응답)

① 학습 공백 장기화

방지를 위해 등교 개학이

필요하다.

21%

② 학생들의 감염 예방을

위해 등교 개학을 더

연기해야 한다.

71%

③ 잘 모르겠다.

8%

① 학습 공백 장기화 방지를 위해 등교 개학이 필요하다.

② 학생들의 감염 예방을 위해 등교 개학을 더 연기해야 한다.

③ 잘 모르겠다.



1-3. 4월 6일 등교 개학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광주,전북,전남,제주 525명 응답)

① 학습 공백 장기화

방지를 위해 등교 개학이

필요하다.

27%

② 학생들의 감염 예방을

위해 등교 개학을 더

연기해야 한다.

67%

③ 잘 모르겠다.

6%

① 학습 공백 장기화 방지를 위해 등교 개학이 필요하다.

② 학생들의 감염 예방을 위해 등교 개학을 더 연기해야 한다.

③ 잘 모르겠다.



1-4. 4월 6일 등교 개학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등학교 1,070명 응답)

① 학습 공백 장기화

방지를 위해 등교 개학이

필요하다.

22%

② 학생들의 감염 예방을

위해 등교 개학을 더

연기해야 한다.

71%

③ 잘 모르겠다.

7%

① 학습 공백 장기화 방지를 위해 등교 개학이 필요하다.

② 학생들의 감염 예방을 위해 등교 개학을 더 연기해야 한다.

③ 잘 모르겠다.



2. 4월 6일에 개학을 한다면, 
어떠한 형태의 개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 개학을 먼저 해야

한다.

59%

② 학습 공백 장기화

방지를 위해 등교 개학을

먼저 해야 한다.

14%

③ 온라인 개학과 등교

개학을 동시에 해야 한다.

18%

④ 잘 모르겠다.

9%

① 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 개학을 먼저 해야 한다.

② 학습 공백 장기화 방지를 위해 등교 개학을 먼저 해야 한다.

③ 온라인 개학과 등교 개학을 동시에 해야 한다.

④ 잘 모르겠다.



2-1.  4월 6일에 개학을 한다면, 어떠한 형태의 개학이 필요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서울,경기,대구,경북 2,475명 응답)

① 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

개학을 먼저 해야 한다.

61%

② 학습 공백 장기화 방지를

위해 등교 개학을 먼저 해야

한다.

14%

③ 온라인 개학과 등교

개학을 동시에 해야 한다.

16%

④ 잘 모르겠다.

9%

① 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 개학을 먼저 해야 한다.

② 학습 공백 장기화 방지를 위해 등교 개학을 먼저 해야 한다.

③ 온라인 개학과 등교 개학을 동시에 해야 한다.

④ 잘 모르겠다.



2-2.  4월 6일에 개학을 한다면, 어떠한 형태의 개학이 필요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강원,광주,전북,전남,제주 525명 응답)

① 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 개학을 먼저 해야

한다.

56%

② 학습 공백 장기화

방지를 위해 등교 개학을

먼저 해야 한다.

14%

③ 온라인 개학과 등교

개학을 동시에 해야 한다.

23%

④ 잘 모르겠다.

7%

① 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 개학을 먼저 해야 한다.

② 학습 공백 장기화 방지를 위해 등교 개학을 먼저 해야 한다.

③ 온라인 개학과 등교 개학을 동시에 해야 한다.

④ 잘 모르겠다.



3. 온라인 개학과 등교 개학을 동시에 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지역별 차등 개학

36%

② 학교 급별 차등 개학

46%

③ 기타

18%

① 지역별 차등 개학 ② 학교 급별 차등 개학 ③ 기타



3-1.  온라인 개학과 등교 개학을 동시에 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등학교 1,070명 응답)

① 지역별 차등 개학

36%

② 학교 급별 차등 개학

35%

③ 기타

29%

① 지역별 차등 개학 ② 학교 급별 차등 개학 ③ 기타



4. 원격 수업 시, 학생들의 출결 및 수업 이수 기준으로는 무엇이 적합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온라인 쌍방향 실시간

라이브 화면에서 확인하기

15%

② 수업을 들은 시간을

체크해 주는 방식

49%

③ 과제 제시와 과제 결과물

제출

31%

④ 기타

5%

① 온라인 쌍방향 실시간 라이브 화면에서 확인하기

② 수업을 들은 시간을 체크해 주는 방식

③ 과제 제시와 과제 결과물 제출

④ 기타



5. 원격 수업 시, 디지털 취약 계층 지원책으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십니까?(복수 응답) 

① 통신비 지원 및 학교 내

디지털 디바이스 무상

대여(62.4%), 2469

② 학생 1인 1 디지털

디바이스 지급(34.9%), 

1380

③ 교내 컴퓨터실

개방(19.0%), 752

④ 원격 수업에 대한 상세한

안내(31.2%), 1235

⑤ 기타(2.8%), 109

① 통신비

지원 및…

② 학생

1인 1 …

③ 교내

컴퓨터실…

④ 원격

수업에…

⑤

기타(2.8%)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① 통신비 지원 및 학교 내 디지털 디바이스 무상 대여(62.4%)

② 학생 1인 1 디지털 디바이스 지급(34.9%)

③ 교내 컴퓨터실 개방(19.0%)

④ 원격 수업에 대한 상세한 안내(31.2%)

⑤ 기타(2.8%)



6. 원격 수업 준비를 위해 현장에 가장 필요한 지원책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복수 응답)

① 쌍방향 원격 실시간

수업이 가능한 안정적인

플랫폼 구축(64.4%), 2553

② 원격 수업 준비를 위한

교사 연수(35.1%), 1391

③ 원격 수업 준비를 위한

다양한 자료 개발과 현장

안내(52.6%), 2084

④ 원격 수업을 위한

오프라인 업무 경감(41.0%), 

1624

⑤ 기타(3.3%), 130

① 쌍방향

원격…

② 원격

수업…

③ 원격

수업…

④ 원격

수업을…

⑤

기타(3.3%)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① 쌍방향 원격 실시간 수업이 가능한 안정적인 플랫폼 구축(64.4%)

② 원격 수업 준비를 위한 교사 연수(35.1%)

③ 원격 수업 준비를 위한 다양한 자료 개발과 현장 안내(52.6%)

④ 원격 수업을 위한 오프라인 업무 경감(41.0%)

⑤ 기타(3.3%)



7. 대입 일정 및 수능 시험일 연기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① 연기 없이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

13%

② 일주일 연기가 필요하다.

12%

③ 2주 연기가 필요하다.

41%

④ 3주 이상의 장기 연기가

필요하다.

34%

① 연기 없이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 ② 일주일 연기가 필요하다.

③ 2주 연기가 필요하다. ④ 3주 이상의 장기 연기가 필요하다.



7-1. 대입 일정 및 수능 시험일 연기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고등학교 교사 1,070명 응답)

① 연기 없이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

14%

② 일주일 연기가 필요하다.

18%

③ 2주 연기가 필요하다.

39%

④ 3주 이상의 장기 연기가

필요하다.

29%

① 연기 없이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

② 일주일 연기가 필요하다.

③ 2주 연기가 필요하다.

④ 3주 이상의 장기 연기가 필요하다.



8. 등교 개학 대비 학교 내 방역 준비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
가요? (복수 응답)

① 열화상 카메라, 보건용

마스크, 손 세정제 등 방역 물품

완비(73.2%), 2914

② 수업과 방역에 집중하기 위해

그밖의 행사, 출장, 보고 공문

최소화(55.8%), 2222

③ 학생과 학부모의 방역

동참(30.8%), 1227

④ 학생, 교직원의 학교 내

감염 예방 가이드 숙지 및

실천(30.0%), 1195

⑤ 급식, 등교 시간, 수업 시종

등에 대한 현실성 있는

교육부의 가이드 라인

제공(76.5%), 3044

⑥ 기타(3.1%), 122

① 열화상

카메라, …

② 수업과

방역에…

③ 학생과

학부모의…

④ 학생, 

교직원의…

⑤ 급식, 

등교 시간, …

⑥

기타(3.1%)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① 열화상 카메라, 보건용 마스크, 손 세정제 등 방역 물품 완비(73.2%)
② 수업과 방역에 집중하기 위해 그밖의 행사, 출장, 보고 공문 최소화(55.8%)
③ 학생과 학부모의 방역 동참(30.8%)
④ 학생, 교직원의 학교 내 감염 예방 가이드 숙지 및 실천(30.0%)
⑤ 급식, 등교 시간, 수업 시종 등에 대한 현실성 있는 교육부의 가이드 라인 제공(76.5%)
⑥ 기타(3.1%)



8. 학교급은?

① 유초등

40%

② 중학교

33%

③ 고등학교

27%

① 유초등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9. 근무 지역은?
서울

9%

경기

48%

인천

5%

충북

2%

충남

4%

대전

3%

세종

1%

강원

2%

경북

2%

대구

3%

경남

4%

울산

1%

부산

4%

전북

2%

전남

3%

광주

6%

제주

1%

서울 경기 인천 충북 충남 대전 세종 강원 경북 대구 경남 울산 부산 전북 전남 광주 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