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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등교수업(9월 6일 월요일부터 적용)에 관한 의견 조사
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2학기 등교 수업(9월 6일 월요일부터 적용)에 관한 의견을 조사
합니다. 본교는 소규모·농산어촌학교는 1~4단계 전면등교에 해당이 되나 교육공동체의 의견
을 수렴하여 학교급별 기준 적용 준수를 위해 학부모님의 의견을 토대로 9월 6일 월요일부터
적용되는 등교수업 일정을 확정하려 합니다. 8월 25일 수요일까지 설문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
라며, 설문결과 학교 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 결정 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부 기준 9월 2주[9.6.(월)] ~
단계

인원
기준
밀집도
기준
기타
사항

1단계
전국 500명 미만
(경기) 132명↓

2단계
전국 500명 이상
(경기) 132명↑

3단계
4단계
전국 1,000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경기) 265명↑
(경기) 530명↑
전면등교 가능
전면 등교
전면 등교
(초) 3~6학년 1/2 등교
(초 3~6학년 3/4 이상)
- 돌봄,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중도입국 학생 등 소규모 지도는 밀집도 제외
- 유·초1,2·특수학교(급), 고3은 학교 밀집도 제외

□ 본교 적용 기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전면 등교 수업
설문을 통한 등교 방식 결정
유치원, 1학년, 2학년은 학교 밀집도 제외로 1~4단계 전면 등교

단계

등교

□ 설문 내용
(3학년~6학년 학부모님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면등교 희망
② 등교 + 온라인 병행 희망
(주3~4회 등교, 주1~2회 원격)
※ 학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급별 기준 적용 가능 지침 준수
설문 1

4단계일 경우 전면등교
희망 여부

(1학년~6학년 학부모님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1교시 ~ 5교시 진행 후 급식 후 하교
(6교시 e학습터 학습)
설문 2
② 1교시 ~ 6교시 진행 후 하교
(4교시 또는 5교시 진행 후 급식 후 5교시 또는 6교시 진행)
① 1교시 ~ 5교시 진행 후 급식 후 하교
(6교시 e학습터 학습)
1~3단계 전면등교시
설문 3
급식 후 수업 방식
② 1교시 ~ 6교시 진행 후 하교
(4교시 또는 5교시 진행 후 급식 후 5교시 또는 6교시 진행)
※ 수업시간보다 급식시간과 급식 후 점심시간에 대한 학부모님의 걱정으로 인한 급식 선택권 부여
4단계일 경우 급식 후
수업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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