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산등교> 실시와 관련해 
 
１ 취지 

 코로나 19 로 인한 휴교기간이 장기화함에 따라 폐쇄적인 공간에서의 지근 
거리 접촉을 피하는 등 감염예방에 힘써야 할 때다. 그러나 학기가 시작된 후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현재 학생들의 건강상태나 심신의 
안정, 학습상황 등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지도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따라서 
학교의  규모에 맞게 학년 혹은 학급, 또는 지구 단위로 아이들을 분산시켜 
이를 확인하기 위한 등교일을 지정한다.   
 

２ 내용 
 (1) 학생 관찰 

 ①생활리듬이나 스트레스 유무, 건강상태 등 파악 
 ②교육상담창구（학교 담당교사, 어린이상담지원센타）가 있음을 알림 
(2) 학습지도 
 ①감염증예방에 관한 학습   
 ②가정학습 상황파악, 학습방법 지도 
 ③학습과제, 학습자료 제공 
     

３ 실시 방법 
(1) 학생의 건강상태 체크 
 ①감기 증상이 있는 아이는 등교시키지 말 것 
 ②천식 등 기초질환이 있는 아이는 무리하게 등교시키지 말 것 
(2) 등교일에 대해 

  ①과외지도로 설정해 출석일수에 반영하지 말 것 
  ②봄방학에 실시하는 것도 무방 
(3) 실시 장소  

  ①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학생 간 간격은 전후좌우 ２미터 정도를 
확보할 것 

 ②체육관, 지역회관, 집회장소 등 공공시설 활용도 가능 
 ③환기, 청소, 소독을 철저히 할 것 
(4) 시간 
  우선 주 1회 60분 정도의 짧은 시간만 실시할 것 
(5) 등교 방법 
 ①등・하교 시에는 교원이 출입구에서 지도를 하며, 학생간 접촉을 최대한 

방지할 것 
 ②학생이 학교에 들어올 때에는, 반드시 학생이 작성해 온 <건강관찰시트>를 

확인함과 동시에 체온을 재어 당일의 건강상태를 파악할 것. 또한 
신속하게 손 소독(손 씻기)도 실시할 것 

 ③하루에 여러 차례의 등교가 시행되는 경우, 등교에 시간차를 두어 학생간  
접촉을 최대한 피할 것 

 ④스쿨버스를 사용하는 경우, 실시 장소와 마찬가지로 학생 간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⑤공공교통기관을 이용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 등교할 
수 있도록 등교시간을 설정할 것 

 ⑥학부모회 등의 협조를 구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6) 고등학교 및 특별지원학교 학생 
 고등학교는 통학이 광범위하고 메일 등으로 어느 정도의 지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시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지할 예정임. 한편, 특별지원학교는 
개별 대응이 가능하므로 이 역시 실시 방법에 대해 별도로 통지할 예정임. 

(7) 기타 
①분산등교가 시행된 첫날에는 학생들이 감염증 예방에 대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 손을 청결하고 기침할 때 예절을 지키는 등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 

②결석한 아이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전화를 거는 등의 조처를 취해 보호자나 
학생 본인에게 반드시 상황을 체크할 것 

    ③당일 담당 교직원 등의 건강상태를 충분히 확인해 둘 것 
  ④임시휴업 중 수료식이나 진로지도（중３의 졸업 후 진로지도도 포함）등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것 



     
 

<분산등교>에 대한 예 
 

（예 1）학년별로 체육관에서 실시하는 경우 
 
 □ ３월 ９일 （월） １~４학년 대상 

시간 대상학년 인수 장소 

  9：00～10：00  １학년１・２반 ６０명 체육관 

 10：30～11：30  ２학년１・２반 ６０명 체육관 

 13：00～14：00  ３학년１・２반 ６０명 체육관 

 14：30～15：30  ４학년１・２반 ６０명 체육관 

 
  □ ３월 10일（화） ５~6학년 대상                       

시간 대상학년 인수 회장 

  9：00～10：00   ５학년１・２반  ６０명 체육관 

 10：30～11：30   ６학년１・２반 ６０명 체육관 

 
 
（예２）학년을 섞어 각지구의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는 경우  
 
  □ ３월 ９일（월）                                 

시간 대상지구 인수 장소 

  9：00～10：00   ●●지구 ２０명 ●●지구센타 

  9：00～10：00   ■■지구 ２５명 ■■주민센타 

 13：00～14：00   ○○지구 １０명 ○○주민센터 

 13：00～14：00   △△지구 ３０명 △△지구체육관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학생 간 간격은 전후좌우 ２미터 정도를 확보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