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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고등학교 등교수업 관련 현황

□ 고3 등교수업 및 의심증상자 등 현황(5.25.(월) 기준) 

◦ 등교 현황

구분 학교수 구분 학생수

전체 고등학교 2,363 전체 고3 학생(A) 442,141

고3 등교학교 2,358 고3 등교 학생(B) 431,535
고3 미등교학교

(학교 전체) 1(4) 고3 미등교 학생
(학교 전체 미등교생 포함) 10,606

※ 미등교학교 : 대구농업마이스터고(1교), 신설학교 등(4교)

◦ “고3 학생 미등교” 사유별 현황

구분 합계 보건당국격리
(자가 격리 등)

등교 전 가정에서
건강상태 등 진단

등교후 학교 
발열검사 등

가정, 
체험학습* 기타**

5.22.(a) 19,261 119 3,870 623 1,265 13,384 
5.25.(b) 10,606 243 5,163 1,703 1,033 2,464 

증감(b-a) △8,655 124 1,293 1,080 △232 △10,920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 시도교육청 기준에 따라

학교장 승인하여 출석인정 / ** 학교 전체 미등교인 학생 포함

◦ “고3 학생 진단검사” 현황

구분 총 검사자 양 성 음 성 검사 진행 중
누계** 8,187 1* 4,012 4,173
5.22(a) 2,668 0 1,826 842
5.25(b) 1,810 0 494 1,316

증감(b-a) △858 0 △1,332 474

* 대구농업마이스터고

** 고3 학생 등교 시작일(5.20.)을 기준으로 당일(5.25.)까지 누적 인원

◦ 고등학교 “교직원” 진단검사 현황

구 분 총 검사자 양 성 음 성 검사 진행 중
누 계 271 0 97 174
5.22(a) 117 0 55 62
5.25(b) 100 0 37 63

증감(b-a) △17 0 △18 1

※ 5.23.∼5.24 기간은 주말인 관계로 학생 교직원 미등교 : 5.22.(금) 기준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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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원 감염 확산에 따른 조치 현황

□ 확진자 발생 개요 

ㅇ 이태원 클럽 감염 확산 이후 학원 관련 감염은 총 3건

- (인천 S학원 강사, 5.9 확진) 이태원 방문(5.2.∼5.3.) → 학원 수업(5.6.)

※ 추가감염은 인천지역의 경우 33명이며, 그 중 학생은 17명

- (경북 N학원 강사, 5.24 확진) 교회목사(구미72)로부터 감염 추정(무증상)

※ 추가감염 없음(접촉자 120명, 모두 음성)

- (서울, Y학원 강사, 5.24 확진) 두통 등으로 검사(5.23, 감염경로 파악 중)

※ 추가감염 1명(접촉자 93명, 양성 1명)

□ 확진자 발생에 따른 조치 현황

ㅇ (일시적폐쇄) 복지부장관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 확진자 발생에 

따른 시설폐쇄

- 인천 S학원(’20.5.13～14.), 경북 N학원(’20.5.23～24.), 서울 Y학원(’20.5.24～5.25.)

< 감염병예방법>

○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해 일시적 폐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휴원조치) 감염확산 방지 및 학생 보호를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이용을 금지하고자 관할 시·도교육청(지원청)은 해당 

학원이 휴원토록 조치

- 인천 S학원(’20.5.13～미정), 경북 N학원(’20.5.24～6.7), 서울 Y학원(’20.5.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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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교 수업일 조정 현황 (5.25)

□ 개요

ㅇ 교육부는 ‘등교수업지원 비상상황실’을 24시간 체제로 가동하고,

시도교육청-학교 및 방역당국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도 학교 

현장의 상황 발생에 따른 등교 수업일 조정을 신속히 협의 중

ㅇ 5월 25일 현재, 5월 27일 기준 등교 수업일 조정 및 원격수업 전환 

현황 : 서울 11교, 경북 : 185교, 부천 1교 (유치원 포함)

□ 서울

ㅇ (현황) ㅇㅇ학원 강사 1명(5.24, 9시) 및 접촉자 중 ㅇㅇ유치원 원아 

1명(5.25, 18시) 확진 → 학원강사 접촉자 88명과 원아 접촉자 205명

- (조치) 현재 역학조사 진단검사 진행 중이며, 지역 감염 우려 지역의

안전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초등 7교 유치원 4교 등교 수업일 조정

□ 경북 구미, 상주

ㅇ (구미) ◯1 ㅇㅇ학원 강사 1명(5.24, 13시) 확진 → 학생 87명, 강사

33명 등 120명 접촉 → 진단검사 결과 120명 전원 음성

◯2 ㅇㅇ유치원 방과 후 교사 1명(5.25, 23시) 확진 → 돌봄 

참여 60명(현재 역학조사 중)

- (조치) 지역 감염 우려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교육부-시도교육청, 방역

당국이 협의하여 구미 소재 유 초 중학교 등교 수업일 조정(181교)

ㅇ (상주) ㅇㅇ교회 목사 1명(5.24, 13시) 확진 → 학교 관련 33명 접촉 

→ 17명 음성(나머지 진단검사 중)

- (조치)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며, 지역 감염 우려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관련 등교 수업일 조정을 시도교육청 방역당국과 협의

※ 초등 1교 등교수업일 조정(6.1), 기 등교 중인 초 1교, 중 2교는 원격수업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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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부천

ㅇ (현황) ㅇㅇ초등 교사 1명(5.26, 10시) 확진 → 역학조사 진행 중

※ 해당 학교 1교는 등교 수업일 조정

- (조치) 교육부-경기도 교육청-방역당국이 긴밀히 상황 공유 및 

협의 중

□ 향후 계획

ㅇ 교육부는 비상상황실을 통해 시도교육청-학교 및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학생, 교직원의 확진, 밀접접촉에 따라 감염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 대해서는 등교 수업일 조정 등 선제적으로 조치할 계획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