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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보도자료
2020. 3. 24.(화) 배포

보도일
2020. 3. 24.(화) 석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인터넷·방송·통신 3. 24.(화) 10:00 이후 보도 가능

담당과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 사무관 정희권 (☎044-203-6547)

평생학습정책과 과장 최하영 사무관 박종필 (☎044-203-6380)

교육부,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 학원 등 학생이용도 높은 다중이용시설 대상, 방역점검 강화 및 

필수 방역지침 위반 시 지자체 행정명령 예정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코로나19 감염병예방 관리 안내」배포 

  -‘등교 전 – 등교 – 수업중 ’생활수칙 및 확진자 발생 시 대응 지침 등 안내 

  -  보건용 마스크 (KF 80 이상) 758만 매 및 일반용 마스크 2,067만 매 등

     개학 전까지 2,800만 매 사전 비축 예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21일(토) 정부가 발표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후속조치로서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조치는 학생 등 청소년 이용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와 학교 안에서 적용해야 하는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응수칙을 중심으로 마련하였다.

<< 학원 등 학교 밖 학생이용도 높은 다중이용시설 관련 >>

□ 지난 토요일(3.21.) 국무총리 담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행정명령으로 종교시설 등에 대한 한시적 운영제한 조치를 하면서,

학원·PC방·노래방도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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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재까지 전북도청(3.22.)과 서울시청(3.23.), 경기도청(3.24.) 등이 학원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을 ‘제한적 허용 시설’로 지정하였다.

□ 지자체, 교육청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필수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지침을 위반한 곳은 지자체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에 의한 집회·집합금지명령

ㅇ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원 등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벌금(300만 원)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에는 소요된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 청구(구상권)가 가능하다.

<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보건복지부, 3.21.)>
① 공통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변형하여 적용 가능

② 기준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 ·관리

□ 이 외에 교육부는 정부 전체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조 기조에

맞춰이전에배포된 ‘방역체크리스트’ 보다강화된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 ’을 배포하여 감염병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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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코로나19 감염병예방 관리 안내」배포 >>

□ 교육부는 전국 유·초·중·고의 개학 준비를 위해 「유 초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지침을 마련하여 전국

학교에 배포(3.24.) 한다.

◦ 교육부가 이번에 마련한「유 초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지침은 ‘학교가 준수해야 할 코로나19 방역의 기본 방향,

개학 전후 준비 및 실행 사항, 학교 내 의심증상자 발생 등 유사시

대처요령’을 포함한 안내 지침으로,

◦ 학교관계자(교사·관리자·교원단체)와 시도교육청, 관련의학회 등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의하여 확정하였다.

※ 적용과정에서예기치못한상황의발생, 학교의특성고려학교단위추가보완가능

□ 관리안내 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개학 전 학교의 준비사항 >
◦ (소독 강화) 개학 전 전문업체에 위탁 학교 전체에 대한 특별소독 완료

◦ (관리 체계) ‘코로나-19 담당자’ 지정,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과 비상연락

체계 구축, 의심증상자 사전 파악 및 등교 중지 안내

※ 교직원의 내용 숙지를 위하여 학교단위로 교직원 대상 사전교육(비대면) 실시

◦ (위생환경) 의심증상자격리장소(일시적관찰실) 준비, 등교시간혼잡최소화(분산)

방안 마련․안내, 위생․방역물품(비누․손소독제․체온계․휴지 등) 비치 등

※ 발열검사를위한학교출입문조정등동선확정안내, 열화상카메라조기설치등

◦ (마스크 비축) 개학 후 확진·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 필요량 비축ㆍ지원을 통하여 확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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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학 전까지 마스크 비축 기준 및 확보계획 

◦ (보건용 마스크) 확진․유증상자 발생 시 활용(학생당 2매 공적물량 배정)

- 현재 학교 기비축된 보건용마스크 377만 매

(※3.2~4.3 긴급돌봄 사용물량 제외, 3.1 국민에게 제공됐던 수도권 지역 마스크의 현물환원이 완료된 수치임)

- 3.23~3.27까지 소형 보건용마스크(유․초1․초2) 228만 매 신규 비축

- 3.25~4.3까지 중대형 보건용마스크(초3~) 152.5만 매 신규 비축

⇒ 개학 전까지, 보건용마스크 758만 매 비축 (협의 완료)

개학 이후, 보건용마스크 추가확보 추진 (협의 중)

구분 학생수
(’20.3.1.추계)

보건용 마스크수량
(기비축분)

추가 신규마스크 비축 예정분 

3.23～3.27
(소형)

3.25～4.3
(중·대형)

유 619,022
1,238,044

(1인 2매)
-

초

(1·2학년)904,402
2,022,331

(소형 764,556매 포함)

1,044,248
(초1·2-1인 2매)

540,598
(초3∼6-1인1매)

(3-6학년)1,798,373

(계)2,707,775

중 1,322,333 877,799 -
444,534

(1인1매)

고 1,357,536 818,813 -
538,723

(1인1매)

특수 26,651 43,371 - -

각종 15,064 13,377 -
1,687

(1인1매)

소계 6,048,381
3,775,691 2,282,292 1,525,542

7,583,525

◦ (일반용마스크) 건강 이상징후가 없는 학생 활용(학생당 2매 이상 확보)

- 현재 학교 기비축된 일반용마스크 867만 매

- 3.23~4.3까지 평상시 세탁 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마스크를 2매

이상 확보, 1,200만 매 비축하여 학생 개인별 보급(시도교육청),

⇒ 개학 전까지, 면마스크 최소 2,067만 매 비축

- 이밖에 건강 이상 징후가 없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용 면마스크(일반마스크)

1인당 2매 이상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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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방법

◦ 조달청을 통한 공급(교육청 물량배정 → 조달청 구매)

□ 학교 마스크 사용 계획

◦ 평상시 학생 및 교직원이 일반용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도록 물품 사전 준비

◦ 보건용마스크 사용 기준

- (긴급지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의사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에

따라 해당 학생 및 교직원에게 보건용마스크 착용시켜 귀가

- (일상지원) ① 등교 시 발열검사에서 의심증상(발열 등)이 있는 학생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켜 의료기관 방문 조치

② 교육 활동 중 주기적인 발열검사 과정에서 의심증상(발열 등)이 확인된

경우 보건용마스크를 착용시켜 귀가 조치

③ 기저질환(폐질환 등) 학생 및 교직원, 발열검사 교직원, 유증상자 격리공간

관리 교직원 보건용마스크 착용

< 개학 이후 학교의 주요 조치사항 >
◦ (발열 검사) 등교 전 가정에서 건강상태 확인 후 의심증상 시 등교중지

및 학교연락, 등교 시 및 수업 중 발열 검사 후 유증상자 귀가

※ 1주일 전부터 학생건강상태를 확인하여 학교에 연락하는 일일점검 시스템 가동

- 기저질환(만성질환, 당뇨 등)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개인위생 준수교육,

유증상자 대기를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및 보호 조치

◦ (등교․출근중지)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3~4일간 경과 관찰

- 해외 여행력 및 국내에서 집단발생 연관 시 자택에서 2주간 경과 관찰

◦ (교육 및 실천지도) 다수 공간에 개인위생 수칙 게시, 교내 방송을 통한 수시

안내, 손씻기․기침예절․마스크 착용 실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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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 환경) 학교의 창문 수시개방, 좌석 간 간격 최대 이격, 학년별

수업 시종 시간 별도 운용을 통한 쉬는 시간 접촉 최소화 환경 조성

- 외부인(방문객 등)의 학교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예약 및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확인 후 증상이 없으면 방문 허가

※ (학교 급식) 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여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 결정

배식 형태 고려사항

대체식 제공 또는

개인도시락 지참

학부모 의견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학교인근대체식제공업체유무및위생점검등은관할지자체와협의

교실배식 전환 반별 배식기구 및 운반인력 추가 등 사전 준비 필요

식당배식 유지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 하는 방법 마련 필요

<방안1> 학년별·반별 시차를 두어 배식시간을 최대로 분산

<방안2> 좌석배치 조정을 통해 학생간 거리 이격

<방안3> 식탁에 임시 칸막이 설치

※ (기숙사) 기숙사 입소생은 매일 2회 발열검사 추가 실시

◦ (소독 강화) 엘리베이터 버튼, 문․난간 손잡이, 책상면 등 접촉이 빈번한

시설에 대한 일상 소독, 특이사항 발생 시 임시 소독 실시

◦ (방역물품 활용) 마스크, 체온계 등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확보*

* (체온계) 각 교실 1개, 보건실 2개, 통학버스 1개

(보건용 마스크) 학생 1명당 2매(공적물량 배정 목표)

(일반용 마스크) 학생 1명당 2매 이상

(손소독제, 500ml 기준) 각 교실 2개, 보건실 4개, 교무실 및 특별실 1개

◦ (의심환자 발생 시) 감염의심자가 의사환자(확진환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보건소에서 입원치료통지서(자택, 시설, 병원)를 받아 14일간 등교 중지

- 학교에 등교 또는 출근 후 의사환자(확진환자의 접촉자)로 확인시 보건

당국과 협의하여 특별 보건교육, 필요시 등교중지 조치 시행

◦ (확진자 발생 시)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역학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필요한 경우

‘학급, 학년또는학교전체’에대한 14일간등교중지(학교시설은소독후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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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내 확진환자 발생 시 시설이용 제한 조치 

  ○ 학교장은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시설의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시설 내 이동제한 등 조치 시행

  ○ 시설 이용제한 등의 범위
발생규모 이동 경로 시설 이용제한 범위(예시)

1명
발생

(방문포함)

▪이동 경로 
  명확 ⇨ ▪해당 교실 또는 교무실 및 이동 경로 중심 이용제한

▪이동 경로
  불명확 

▪확진환자의 이용 예상 구역(교실, 교무실, 화장실, 복도,
식당, 승강기 등)과 일반인의 이용·접촉이 잦은 구역
중심으로 이용제한

복수
발생

(방문포함)

▪이동 경로 
  명확 ⇨

▪같은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층 전부 이용제한
※ 층간 이동통제가 시행되는 경우 해당 층 중점 방역

▪다수의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건물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검토  

▪이동 경로
  불명확 ⇨ ▪학교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 시설 이용제한 등의 구체적 범위는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

□ 아울러, 교육부는 개학 전에 모든 교직원이 본 안내자료(시도교육감의

보완된 지침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개학 이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교육부 내에 구성된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차관 단장)」을

통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현장의 준비 및 적용 실태 점검을 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 및 지원할 예정이다.

□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교육부는 학생 한명 한명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모든 예방적 조치를 해 나갈 것이며, 학생들

이 불안에서 벗어나 다시 학교에 모일 수 있도록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붙임 1.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 일부업종 운영 제한적허용 (중수본 발표, 3.21.)

2. 학원․교습소 휴원 현황 ( 3. 20.)

3. 「유 초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4.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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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 일부업종 운영 제한적 허용 (중수본 발표, 3.21.)

ㅇ (개요)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 등에 대해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시 지침을 지켜야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한

ㅇ (주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ㅇ (적용 기간) 3.22(일) ~ 4.5(일) (연장 가능)

ㅇ (적용대상 시설·업종)

- (전국 공통)▴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유흥시설 (콜라텍·클럽·유흥주점등)

- (지자체 선택)▴PC방▴노래연습장▴학원등 (기타자체기준마련가능)

【 일부 시설·업종 제한적 허용 절차 】

① (보건복지부장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15일 간 운영 자제 또는 
불가피하게 운영 시 방역지침 철저 준수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제한명령)

⇩
② (지자체) 명령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지침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③ (지자체) 명령 미준수 시설에 지자체장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집회․집합금지명령)

⇩
④ (지자체) 행정명령 위반 시 벌금 부과,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필수 방역 지침>
① 공통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변형하여 적용 가능

② 기준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 ·관리
    * 상기 사항을 참고하여 지자체 별 사정에 따라 별도 지침으로 별도 업종에 대해 지자체장 행정명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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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학원 ․교습소 휴원 현황 ( 3. 20.)

교육청

학원 현황 휴원 현황

학원 교습소 계 학원 교습소 계 비율(%)

서울 14,974 10,280 25,254 3,471 3,290  6,761 26.8 

부산 5,236 3,434 8,670 3,713 2,542 6,255 72.1 

대구 4,288 3,453 7,741 3,797  3,155  6,952 89.8 

인천 4,055 1,473 5,528 1,201 559 1,760 31.8 

광주 3,639 1,073 4,712 415 188 603 12.8 

대전 2,398 1,331 3,729 751 481 1,232 33.0 

울산 2,636 800 3,436 1,491 514 2,005 58.4 

세종 683 104 787 450 82 532 67.6 

경기 22,799 10,124 32,923 6,892 3,177 10,069 30.6 

강원 2,265 749 3,014 505  173 678 22.5 

충북 2,349 762 3,111 1,005 388 1,393 44.8 

충남 3,065 767 3,832 1,951 554 2,505 65.4 

전북 4,114 1,176 5,290 972 161 1,133 21.4 

전남 2,803 587 3,390 613  135 748 22.1 

경북 3,720 1,884 5,604 2,472 1,336 3,808 68.0 

경남 6,295 2,022 8,317 2,178 716 2,894 34.8 

제주 1,116 418 1,534 118 62 180 11.7 

합계 86,435 40,437 126,872 31,995 17,513 49,508 3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