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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급속한 국가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한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교육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개발하여 국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교육을 통해 국가 발전을 이룬 한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선진국 회원국으로 구성된 OECD에 가입한 이후 교육지표사업(OECD-INES)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후 선진국 교육통계를 벤치마킹하고 국내의 제도적 맥락에 맞게 교육
통계체제를 구축하면서 발전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제도, 인프라,
투자, 역량 면에서 양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교육통계를 발전시킨 이러한
우리의 경험은 다른 나라들이 교육통계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본 연구사업은 교육통계 분야에서 아시아 3개국(몽골, 베트남, 스리랑카)을 대상으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컨설팅을 실시하여 교육통계역량을 증진하며, SDGs 교육지표
생산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었습니다. 올해는 1주기(2017~19년) 아시아 3개국
컨설팅의 마지막 해입니다. 3개년 동안 진행된 본 연구사업을 통해 참여국들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육통계 관련 법률이 만들어지고, 조사체계가 정비되었으며, 인력과
조직이 확장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각 국가 중앙부처 담당자의 교육통계 역량이
증진되었습니다. 본 연구사업에서 제시된 방안들이 향후 이들 아시아 국가들의 교육통계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아시아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길 희망합니다. 내년부터는
새롭게 2주기(2020~22년) 교육통계 협력이 진행됩니다. 2주기에서도 새로운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육통계 분야 컨설팅 협력이 건설적으로 추진되길 희망합니다. 한국교육
개발원은 교육통계 분야 국제협력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본 연구사업을 수행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도움을 주신 원내외
전문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12월
한국교육개발원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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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요 약

Ⅰ. 연구 개요
증거기반 정책 수립의 중요성 증대, UN SDG4 사업 추진 등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
로 국가 차원 교육통계 및 교육지표 생산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낮은 통계 생산 역량으로 인하여 양질의 통계 생산 및 SDG4 지표 보고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UNESCO, UNICEF, OECD 등 국제기구
들은 개도국 및 낮은 통계 역량 보유 국가들의 통계 및 지표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
한 지원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 역시 위와 같은 필요성에 기반하고 있으며, 10년간(2016~2025) 개도국 교육
지표 개발 협력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도국의 교육통계
역량 개발을 지원하여 개도국 스스로의 힘으로 교육통계 및 교육지표를 생산하고, 그것
을 바탕으로 교육발전계획 및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교육발전을 도모하도록 지원하는 것
을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다(김창환, 2017:3). 본 연구는 2016년 준비단계에 이어
2017~2025년 9년 간 총 3차례의 컨설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2019년에 1주기
컨설팅이 수행되었으며, 2020~2022년, 2023~2025년에 각각 2주기 및 3주기 컨설팅
이 수행될 예정이다.
1주기 컨설팅은 아시아 3개국(몽골, 베트남, 스리랑카)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1주기
컨설팅 1차 년도인 2017년에는 컨설팅 대상 3개국의 교육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
컨설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차 년도인 2018년에는 통계역량 강화 목표, 대상, 내용,
방법 등을 포함한 액션 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본격적 컨설팅을 수행하였다.
2017~2018년 간 컨설팅 대상국에서 교육법 개정 및 예산 확보 등 실질적 성과를 이루
어 냈고, 한국형 컨설팅 모델의 확립 및 교육통계 선진국으로서의 한국의 이미지 구축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협력 범위 확장(예: ODA 등) 요구 수용의 한계,
KEDI의 교육통계 역량 집결에의 어려움 등 한계점도 존재하였다.
-i-

2017~2018년 컨설팅 사업의 성과와 한계 분석을 바탕으로, 1주기 컨설팅 마지막 해
인 2019년도 사업은 교육통계 역량 강화 컨설팅의 지속적 수행 및 1주기 컨설팅 성과
검토･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모색, 1주기 컨설팅
활동 모형화, 2주기 컨설팅 대상 국가 선정, 향후 관련 연구사업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제언 등도 수행되었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 문헌분석, 연구진 브레인스토밍, 서면
컨설팅, 초청 컨설팅을 위한 국제워크숍, 현지 컨설팅을 위한 해외 출장, 국제기구와의
협력 추진 및 2주기 컨설팅 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회의 참석 및 협의회 실시, 유관기관
간 협의회 개최, 연구진의 교육통계 및 ODA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참가 등이 실시되
었다.

Ⅱ. 1주기 교육통계･지표 컨설팅 결과
2019년은 1주기 컨설팅의 마지막 해로써, 컨설팅 대상 3개국에서 2017~2018년에
이어 지속적 교육통계 역량 강화 컨설팅 활동이 실시되었다. 국가별 상세 컨설팅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3개국 모두 전반적으로 2017~2018년도에 도출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마무리하고, 그 동안의 성과를 검토･공유하는 일련의 활동을 수행하였
다. 1주기 컨설팅 3개년 간 도출된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의 교육통계 역량 강화 주요
성과가 다음 <표 1>에 제시되었다.

<표 1> 1주기 컨설팅 국가별 주요 성과 요약
구 분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주요
성과

◽몽골 교육통계 장관령
개정(안) 제출
◽교육통계 전담 인력 확보 및
전담조직(IT-통계과) 신설
◽취학전(유치원) 교육통계
시스템 구축 및 관련 예산
확보
◽취학전(유치원) 교육통계

◽교육통계센터 확대 개편
◽교육통계 인식 개선에 따른
교육통계법 개정 및 국회
중기계획을 통한 국가지표
선정
◽2030 교육발전계획 구축 사업
구측으로 SDG4 지표 작성
계획 수립

◽법령 개편의 필요성 인식
◽학교단위 조사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개발·보급
◽교육통계 전담 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 연수 실시
◽교육통계조사지 개선 및
신규조사지 개발
◽교육통계조사

- ii -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Ⅵ) : 아시아 중점협력국가를 중심으로

구 분

몽골
지침 개정(안) 발간
◽교육통계 품질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시작
◽몽골 교육통계 신규 자료집
발간
◽SDG4 지표 관련 조사항목
추가

베트남

스리랑카

◽유초중등 데이터 수집을 위한
신규시스템 구축 및 기존
학생관리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진행 중
◽대학정보화사업 구축계획 수립 중
◽교원, 학생, 교실 수 예측
서비스 마련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
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위한
규정 제정

매뉴얼(조사지침) 개선
◽스리랑카 컨설팅 대상
확대(UGC(University
Grants Commission :
대학입학위원회), 고등교육부)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컨설팅 대상국별 『최종 컨설팅 보고서』와 『교육통계 발전
계획안』이 작성되었다. 연구진은 컨설팅 대상국별 3년간의 컨설팅 활동을 종합･정리한
『최종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국에 공유하였다. 동시에 각 컨설팅 대상국들에게
자체적으로 『교육통계 발전계획안』을 작성할 것을 요청하여, 그 간 컨설팅을 통해 축적
된 국가 통계 역량 개발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최종 컨설
팅 보고서』와 『교육통계 발전계획안』은 2019년 6월 한국에서 개최한 초청 컨설팅에서
공유되었고 추후 수정･보안된 뒤, 2019년 8~11월간 각 국에서 이루어진 현지 컨설팅에
서 각 국 고위급 인사 및 담당자에게 보고되었다.
2019년 연구 사업에서는 컨설팅 대상 3개국 이외에도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연구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아시아-태평
양지역 및 개도국 교육 통계 담당자 대상 역량 강화 연수 지속적 협조, 국제기구 및 개별
국가의 워크숍 참여, 국제기구 네트워크를 연구 플랫폼으로 활용 등의 활동을 실시하였다.
주요 컨설팅 활동 완료 후, 1주기 컨설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컨설팅 계획 및
실행 과정, 컨설팅 결과 및 효과 등을 평가하는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또한, 컨설팅 참여국의 후속 협력에 대한 기대도 조사하였다. 3개국 공통적으로는 한국
의 교육통계 조사기준･지침･조사표･조사항목･법령 등 공유,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ODA 사업 추진 협조, 교육통계정보 관련 시스템 ODA 사업 추진, SDG4 지표 개발 방
안, 교육통계 개선을 위한 국제기구 지원사업 참여 지원 등의 후속 협력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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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주기 교육통계･지표 협력을 위한 국제협력 모델 정립
3년간의 1주기 컨설팅을 마무리하며, 그 간 컨설팅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통계 역량 강화 컨설팅에 대한 이해를 돕고 2주기 컨설팅 접근 설정에 참고 자료를 제시
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하여, 교육통계체제 발전 수준, 협력유형, 협력내용 및 단계의
세 개 측면에 의거 본 연구의 1주기 컨설팅 내용을 분석하였다.

1. 국가 교육통계체제 발전 수준에 따른 국제협력 모델
국가의 교육통계체제 발전 수준에 따라서 적용 가능한 컨설팅 모형을 교육통계 발전이
1 기초여건 개선형 모형, ◯
2 역량강화형 모형,
낮은 국가에서 높은 국가 대상 순으로 ◯
3 심화형 컨설팅 모형, ◯
4 벤치마크형 협력 모형으로 개념화 하였다. 본 연구는 1주기
◯

컨설팅에서 가장 통계 역량이 낮았던 스리랑카에게는 “기초여건 개선형 모형”을, 성숙기
에 있었던 베트남에게는 “역량강화형 모형”을, 도약기에 있었던 몽골에게는 “심화형 모
형”을 적용하였다. 만약, 통계 역량이 고도화된 한국이 다른 고도화된 통계를 갖춘 국가
와 협력을 도모한다면 이는 “벤치마크형 모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2. 협력유형에 따른 국제협력 모델
1 협력국가 컨설팅형, ◯
2 국제기구/기관 협력형, ◯
3 거점국가
협력유형에 따라서는 ◯

교류형 모형이 있음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컨설팅 대상국과 1:1 양자 협력을 기반으
로 실행되어 “협력국가 컨설팅형”에 해당한다. 그러나 1주기 컨설팅 시 일련의 국제기구
와의 협력 활동 과정에서 추후 유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제기구 및 타 고도화 통계
역량 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컨설팅의 가능성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국제기구/기관 협력
형”, “거점국가 교류형” 모형 접근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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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력내용 및 단계에 따른 국제협력 모델
1 통계진단 → ◯
2 컨설팅 → ◯
3 연수 →
교육 통계 컨설팅 협력내용 및 단계는 크게 ◯
4 시스템구축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1주기 컨설팅은 주로 첫 두 단
◯

계인 통계진단 및 컨설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교육
통계 협력에 있어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선 연수나 ODA를 통한 시스템구축 등 더욱 직
접적･적극적인 내용도 존재함을 이해하고 이에 대해 본 연구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다루
고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1주기 컨설팅에 대한 위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2주기 컨설팅 연구 사업의 방향성을
네 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 양자협력 차원에서 1주기에 수행한 교육통계 진단 및 역량
개발 컨설팅을 2주기에서도 수행한다. 둘째, 유관사업과의 연계와 그에 따른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해 KOICA의 다자연수 및 국별 연수 사업화를 지원하며, 국제기구 및 통계
청 등에서 수행하는 연수에 보다 체계적으로 협력한다. 셋째, 대상 국가들에서 국제협력
의 효과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협력국가에 대한 진단과 컨설팅, 연수, 그리고
통계인프라 구축으로 이어지는 단계를 고려하여 연구사업을 수행한다.
위와 같은 방향성과 국내･외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2주기 대상 국가 선정은 2개의
ASEAN 국가와 1개의 중앙아시아 국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은 국가의 지원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며, 선정 기준은 교육통계 구축 수준, 관심 영역의 적절성, 협력국가의 적
극성, 유사 교육통계협력사업과의 유사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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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언
이상과 같은 본 연구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관련 연구사업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제언을 1) 교육통계 국제협력 정책·사업 방향, 2) 교육통계 국제협력 정책·사업의 효과
성 제고, 3) 교육통계 국제협력의 다각화와 국제 네트워크 활용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
였다.

1. 교육통계 국제협력 정책･사업 방향
본 연구사업의 결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향후 교육통계 국제협력 정책 및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개도국의 교육지표 및 교
육통계 생산 역량 향상을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 국가 대외정책(예: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연계성 있는 사업 진행 필요

2. 교육통계 국제협력 정책･사업의 효과성 제고
교육통계 국제협력 정책·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 같은 측면
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 보다 세분화된 주제에 대한 교육통계 역량 강화 컨설팅 수행
• KEDI 등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국제기구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통
계 역량 개발 노력 간 유기적 협력
• 참여 국가의 요구(need) 및 교육통계체제 발전 단계를 고려한 교육통계 역량 강화
컨설팅 수행
• 아시아지역 교육통계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의 유형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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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통계 역량 강화 컨설팅 국가 선정 시,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가를 중심으로 선정
• 컨설팅 연구진의 전문성 신장
• 연구사업 시 컨설팅 대상국 출신 한국 유학생을 연구진으로 포함

3. 국제사회와의 교류 및 국제 네트워크 활용
국제 네트워크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컨설팅의 효과를 더욱 확산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 교육통계 역량 강화 관련 국제기구의 여건 파악(풍부한 네트워크 및 경험, 독립적
재정의 부족 등)
• 국제기구의 네트워크와 정보를 활용한 교육통계 역량 강화 컨설팅 실시

□ 주제어 : 교육통계 컨설팅, 교육통계 국제협력, 교육지표, 지속가능발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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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Ⅵ) : 아시아 중점협력국가를 중심으로

Ⅰ

1

서 론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가. 전체 10년(2016-2025)의 연구사업 계획1)
1) 추진배경

본 연구사업은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 협력을 위하여 10년간
(2016-2025) 추진되는 과제이다.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 협력 사업은 개도국의 교육통계
역량 개발을 지원하여 개도국 스스로의 힘으로 교육통계 및 교육지표를 생산하고, 그것
을 바탕으로 교육발전계획 및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교육발전을 도모하도록 지원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증거기반 정책과 사업이 중요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통계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증대
하고 있다. OECD, UIS, World Bank 등 국제기구에서 다양한 지표사업을 추진하는 것
은 데이터에 기반 하여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반증
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개도국들 역시 최근 통계와 지표 사업에 대한 관심을 보
이고 있다. 2014년도 APEC 국가들을 대상으로 협력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지표 사업이 1순위로 선정된 바 있다(장환영 외, 2013).
2016년부터 2030년까지 UN 주도 아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사업이 추진되면서
모든 회원국은 SDGs 교육지표를 생산하여 UN에 보고하도록 요구 받고 있다. 교육 분야
(SDG4)에서도 총 43개의 교육지표(11개의 글로벌 지표와 32개의 주제별 지표)가 제안
되었다. 이에 따라 개도국을 포함하여 모든 회원 국가는 교육지표를 산출하여 UN 및
UNESCO(UIS)에 제공해야 하는 책임을 갖게 되었다.
현재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은 SDGs 교육지표 생산을 위하여 별도 조직을 구성

1) 전체 10년의 연구사업 계획은 2차년도 연구인 김창환 외(2017)에서 발췌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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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주축이 되
어 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도 43개나 되는 주제별 지표를 생산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성별, 연령별, 학교급별, 지역별 변수까지 포함하여 산출할 경우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많은 개도국들은 기초통계 조차 생산하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개도
국들의 통계 생산 역량을 키우는 것이 SDGs의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중요한 과
제라고 할 수 있으며, SDGs 교육지표를 책임지고 있는 유네스코 통계국(UIS)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개도국들의 통계 및 지표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전체 연구사업의 목적

본 연구사업에서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총 10년 동안 개도국의 교육통계 생산
및 활용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도국들이 교육통계
및 교육지표를 스스로의 힘으로 생산하여 자국의 교육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을 최종
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UIS의 SDGs 교육지표 생산을 간접적으로 지
원하는 것을 부수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사업에서는 개도국의 교육통계 및 교육지표 생산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을 추진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즉, 본 연구사업에서는 개도국들에 대한 컨설
팅을 실시하여 교육통계 역량을 강화하고, 강화된 역량을 통해 교육통계의 품질을 제고
하며, 다양한 교육지표(모니터링, 진단, 평가)를 개발, 품질 좋은 통계와 지표를 바탕으로
마련한 정책의 품질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우수한 정책품질을 기반으로 교육품질을 제
고하는 선순환적인 구조를 정착시키고자 한다(김창환 외, 2017: 5).

[그림 Ⅰ-1] 전체 연구사업의 목표
출처: 김창환 외(201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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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체 연구사업의 내용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총 10년 동안 추진되는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도국의 교육통계 실태 파악 및 수준 진단
- 컨설팅 대상 개도국의 교육통계제도, 교육통계생산, 교육통계서비스 실태 파악
- SDGs 교육지표 생산 실태 파악
- 개도국의 교육통계 생산 및 활용 역량 파악
-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개도국의 교육통계 수준을 진단
 컨설팅 대상 개도국의 요구 분석
- 현지 방문을 통해 개도국 교육통계 발전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개도국 교육통계 컨설팅 방안 마련
 교육통계 역량 강화를 위한 개도국 대상 컨설팅 실시
- 참여 개도국을 대상으로 컨설팅 운영 계획 수립
-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중점협력국가(총 9개국)를 대상으로 컨설팅 실시
 컨설팅 대상 개도국의 교육통계 담당자 연수 실시(필요 시)
- 교육통계조사, 분석, 서비스 영역에 대한 개도국 교육통계 연수 실시
- 데이터 수집 관련 한국의 노하우(know-how) 공유 및 컨설팅 진행
 개도국 대상 교육지표 사업 운영 및 자료집 발간
- 개도국 교육지표 데이터 수집(SDGs 교육지표 포함)
- 주기적 국제비교 데이터 수집
- 교육지표 개발 사업 관련 매년 정례 국제회의 개최
* 정기 국제회의 개최를 통한 국제비교 데이터 분석 결과 공유 및 발전방안 논의
- 개도국 교육지표 자료집 발간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
- 국내 유관 기관, 국제기구 및 지역 협의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개도국의 교육
통계 생산 및 활용 역량 강화 지원
- 특히, SDGs 교육지표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UIS와 협력 체제 구축 중요
- 국내에서는 연구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부(교육통계담당관실, 국제협
력담당관실)와의 협력 체제 구축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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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 단계 및 연도별 연구사업 추진 마스터플랜
준비단계(2016)

단계
연도

1차

1단계(2017-19)
2차

3차

4차

2단계(2020-22)
5차

6차

7차

3단계(2023-25)
8차

9차

10차

대상

중점협력국가 24개국 중

총3개국

총3개국

총3개국

국가

대상후보국 선정

: 아시아 지역

: 아시아 지역

: 아프리카/중남미



개도국
교육지표
사업



개도국 교육통계 및
지표 실태 분석



UIS SDGs
교육지표사업 분석
개도국 교육지표



프레임워크 개발




개도국 교육지표
데이터
수집(SDGs
교육지표 포함)
주기적 국제비교




데이터 수집
지표 개발 사업
관련 매년 정례

좌 3년과 동일
1단계




좌 3년과 동일
1, 2단계

연구완료국가
(3개국)의
지속적인

연구완료국가
(6개국)의
지속적인

지표관리 지원

지표관리 지원

국제회의 개최




개도국
통계 역량



개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중점협력국가
교육통계 및 지표 실태
분석
통계생산 역량
진단도구 개발
중점협력국가
수요조사
개도국 교육통계발전
모델 개발
개도국 교육통계 발전
컨설팅 방안 수립

지역 및
국제통계기구와
협력네트워크 구축

출처: 김창환 외(201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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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의
교육통계 실태
파악 및 수준 진단



컨설팅 대상
개도국의 요구
분석



교육통계 역량
강화를 위한
개도국 대상





좌 3년과 동일



좌 3년과 동일

컨설팅 실시
컨설팅 대상
개도국의 통계
담당자 연수
실시(필요시)



국내 유관 기관(교육부, KICE, KRIVET, KERIS, NILE, KICCE)





아시아지역(ASEAN, 유네스코 방콕)
아프리카(ADEA)
중남미(OEI, IDB)



국제기구(UNESCO U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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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사업 추진 경과(2016-18년)
1) 2016년 연구사업 : 9개년 및 1주기 컨설팅 실행 전략 수립

전체 10년 연구사업의 1차 년도인 2016년도 연구에서는 향후 9개년 동안 추진될 연
구사업의 실행전략 마련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개도국들의 교육통계 및 지표
실태와 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개도국의 교육통계 시스템 진단 도구를 개발하여
개도국 컨설팅 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3개년 단위로 실시되는 컨설팅 사업의 기본 계
획을 구상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2017-2019년까지 추진되는 연구사업의 기본 구조와
컨설팅 계획을 수립하였다. 1주기 3개년의 연구사업 개요는 아래 <표 Ⅰ-2>와 같다.

<표 Ⅰ-2> 3개년(2017-2019년) 연구사업의 개요
2017(컨설팅 1차년도)






실태조사
수요조사
진단조사
초청 워크숍(3개국)
종합컨설팅 계획수립

2018(컨설팅 2차년도)





현지 컨설팅(1차)
초청 컨설팅(2차)
3개국 공동 워크숍(국제회의)
컨설팅 사업 중간평가

2019(컨설팅 3차년도)






현지 컨설팅(3차)
초청 컨설팅(4차)
3개국 공동 워크숍 (국제회의)
컨설팅 사업 최종평가
향후 계획수립

출처: 김창환 외(2017: 11)

2) 2017~18년 연구사업 : 1주기 교육통계역량 강화 컨설팅 실시(아시아 3개국 대상)

1차년도의 전체 9개년 간의 컨설팅 실행 전략과 1주기 컨설팅 계획에 따라 2017년도
에 아시아 3개국(몽골, 베트남, 스리랑카)을 컨설팅 대상 국가로 선정하였다. 2017년에
는 아시아 3개국의 교육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 컨설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주목적
으로 하였다. 전반기에는 선정된 개도국을 방문하여 교육통계시스템을 심층적으로 분석
하고, 개도국의 교육통계 컨설팅 수요를 파악하며, 개도국의 교육통계역량을 진단하여,
개도국 교육통계 컨설팅 계획(초안)을 수립하였다(김창환 외, 2017). 후반기에는 선정된
3개 국가의 교육통계 담당 공무원(총 14명)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한국의 교육통계 생산 경험을 공유하였으며, 개도국 교육통계 컨설팅 계획을 논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김창환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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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에는 개도국 대상 교육통계 역량 강화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액션 플
랜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아시아 3개국에 대한 컨설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였다.
액션플랜에서는 아시아 3개국의 통계역량을 진단하고 통계역량 강화 목표, 대상, 내용,
방법, 추진 일정, 추진 주체별 역할 분담 등의 내용을 제시하였다(김창환 외, 2018). 이
후 개도국 교육통계 컨설팅 액션플랜에 따라 아시아 3개국으로부터 서면 검토를 받았으
며, 이를 토대로 2018년 6월에 현지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9월에는 아시아 3개국 교
육통계 공무원과 전문가를 국내로 초청하여 후속 컨설팅을 실시하였다(김창환 외,
2018). 마지막으로 지난 2년 간의 컨설팅에 대한 중간평가를 제시하였다.

다. 2017-18년 연구사업의 성과와 한계
1) 2017-18년 1주기 컨설팅 연구사업의 성과

2017-18년 2년 간 진행되어 온 1주기 컨설팅은 다음과 같이 성과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이하 김창환 외, 2018).
첫째, 3년 계획으로 컨설팅 사업을 기획하면서 체계적으로 컨설팅이 추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효과 측면에서도 1년 단기 컨설팅보다는 훨씬 양질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교육법 개정, 교육예산 확보, 통계 인력 확충, 교육통계센터 확충, 인력예측센터 설립,
교육통계 조사지침 개정, 교육통계조사지 개선 등 다양한 성과들이 창출되고 있다.
둘째, 한국형 컨설팅 모델에 대한 아시아 3개국과 유네스코 통계국(UIS)의 반응이 매
우 긍정적이라는 점이다. 수요에 기반하여 컨설팅 주제를 선정하고, 관련 주제에 대한
한국의 경험을 연구하여 공유하고, 한국의 통계 현장을 직접 견학하도록 하고, 국제워크
숍을 통해 국제적인 통계 흐름을 이해하고, 통계의 중요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컨설팅 결
과를 공유하는 일련의 기획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단순히 컨설팅 차원을 넘어 지속가능
한 협력의 기반을 구축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한국이 통계 선진국, 통계 모범국이라는 이미지를 널리 알리게 되는 성과를 가져
왔다. 각종 정보시스템(NEIS, 대학정보시스템, 국가 DB 등)과 연계되어 작동되는 한국
의 교육통계 조사 및 서비스 방식에 대하여 아시아 3개국 외에도 UIS 역시 극찬하였고,
한국의 교육통계시스템을 우수한 모델 사례로서 아시아 지역 국가들에 확산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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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입장을 갖게 되었다. UIS는 앞으로 한국과 국제 워크숍과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
여 한국의 경험을 더욱 많은 나라와 공유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UIS와 더욱 깊은 협력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넷째, 국제협력 측면에서도 성과들이 확인되고 있다. 약 2년 간 진행된 교육통계 컨설
팅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한 결과, 아시아 3개국 통계 전문가들은 본 연구사업 전
반에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여러 번의 교류와 만남을 통해 한국
과 아시아 3개국 통계전문가들의 친밀도와 신뢰도가 증진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와 함
께 국가 간 협력 사업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한국의 우수한 통계 시스템
과 역량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양한 컨설팅 활동을 통하여 한국과 아시아 3개국
간 상호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를 통해 교육통계가 ODA 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하게 되었다.
다섯째, 교육통계 컨설팅 사업에 교육부와 UIS, 그리고 통계청 등이 참여하면서 국내
외적인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컨설팅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이해와 협력이 중요하다. 연구사업이 추진되면
서 교육부의 자문을 받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공유와 협력이 이루어졌다. 몽골의
경우, 한-몽골 협력 아젠다에 본 교육통계 컨설팅 사업이 포함되었고, 베트남과도 보다
긴밀한 협력 속에서 통계 컨설팅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UIS와의 긴밀한 협력도 이루어
지고 있다. UIS 아시아태평양지역 담당자가 3년 연속 국제워크숍에 참석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공유하였다. 또한 본원의 연구자가 UIS-유네스코방콕-유니세프 등이 주관하는
교육통계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회의 및 워크숍에도 참여하였으며, 통계청과 국제기구가
진행하는 통계역량 강화 연수 및 워크숍에 참여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의 교육통계
담당자 역량 향상에 기여하였다.

2) 2017-18년 1주기 컨설팅 연구사업의 제한점

이러한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간의 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겪은 난점과 한계
또한 존재한다.
첫째, 언어적인 제약으로 의사소통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었으며 이에 따라 컨설팅이
다소 더디게 진행된 측면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유학 온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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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가 유학생을 공동연구진으로 참여시켜 해결하였으나, 컨설팅이 심화되면서 협력국
가들의 요구가 한국의 세부적인 통계 시스템, 법령, 조사지침, 조사장표 등으로 이어지면
서 이를 영어 또는 현지어로 소개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둘째, 각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협력국가들에서
는 이를 ODA로 확장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사업에서는 교육통
계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협력국가들의 수요를 반영
하기 어렵다. 그러다보니 교육통계 역량 강화 컨설팅을 교육통계 ODA로 확장하기 위해
별도의 노력과 협력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
셋째, 교육통계 역량 강화 컨설팅으로 본 연구사업이 시작되었지만, 협력국가와의 협
력 범위가 연구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의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 통계협력
측면에서 유치원, 초·중등교육통계 영역에서 시작된 컨설팅이 고등교육통계 영역으로 확
장되는 경우에는 현재의 연구사업 범위 내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었지만, 통계영역 내에
서도 본원에서 수행하지 않는 영역에 대한 요청이 있을 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
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말레이시아-유네스코방콕-유니세프에서 공동으
로 아세안(ASEAN)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 밖 아동·청소년 통계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을 진행하고 있고 이에 대한 본원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담당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베트남의 경우에는 교육통계협력을 넘어 기관 간 인적교류 및 공동연구 추
진 등을 요청하여 기관 간 협력으로 확장을 요청하고 있으나 원내의 연구사업 수행 절차
와 환경 등으로 인해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
넷째, 국제기구에서의 협력 요청이 확대되고 있으나, 연구사업 내에서 그 대응이 이루
어지다보니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특히, 유네스코 방콕
및 유네스코통계국(UIS)에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공동의 교육통계 역량
강화 연수 등을 제안하고 있으나, 국제기구의 프로젝트 수행 프로세스와 본 연구사업의
범위와 절차가 상이하여 구체적인 협력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다섯째, 교육통계 역량강화 컨설팅을 국가 단위로 서로 다른 지역의 3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하다보니 각국의 상황이 달라 본원의 교육통계 컨설팅 역량을 집결시키기 어려운 부
분도 있었다. 1주기에서 진행하고 있는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는 지역적으로 각각 중앙
아시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에 있으며, 교육통계 발전 수준도 각기 다르고 컨설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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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여 자국에 적용하는 수준도 크게 상이하였다. 또한 해당 국가의 정치적 상황도 달라
국가의 사회경제적·정치적 여건으로 컨설팅의 성과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국가별 차이는 다양한 교육통계 협력 모델을 창출하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
지지만, 컨설팅 과정과 성과에 대한 통합적인 추진과 관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여섯째, 본 연구사업에서 수행한 협력사업이 개도국 대상으로 교육통계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주된 목적으로 하다 보니, 컨설팅이 교육통계조사 및 시스템과 관련한
부분으로 제한되어 이루어졌다. 개도국 교육통계 역량 강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각 국가
마다 자신의 여건과 필요에 맞는 교육지표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일이다. 따라서 향후
컨설팅에서는 그 동안 부족했던 국가교육지표의 개발과 관리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보
다 적극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3) 2019년 연구사업의 목적

이와 같은 그 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올해 연구사업의 목적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2019년 연구사업은 그 동안 총 3개년으로 계획되어 진행된 1주기 교육통계역량
강화 컨설팅을 심화·확대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국가들에서 주체적으로 교육통계 및 교
육지표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 부가
적으로는 총 10개년의 본 연구사업의 지속적인 실행을 위한 국제기구들과의 장기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올해 연구사업이 그 동안 3개년으로 진행된 1주기 교육통계
역량 강화 컨설팅의 마지막 해인만큼 2주기 국가 선정 및 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2

연구 내용

이러한 연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올해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도국 3개국 대상의 1주기 3년차 교육통계 역량 강화 컨설팅을 수행한다. 그
동안 협력국가들에서 요청한 요구들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는 교육통계 시스템 및 인프
라 개선, 법·제도 및 조직 정비, 교육통계조사체계 개선(지침, 매뉴얼, 연수 등), 교육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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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서비스 개선, 교육지표의 개발 및 관리 등의 차원에서 컨설팅을 심화 발전시킨다. 특
히, 협력국가들의 공통적인 요구와 그 동안 미진했던 영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컨설팅한
다. 현재 진행 중인 3개국의 공통적인 요구사항 중 하나는 고등교육통계시스템의 구축에
있다. 대체로 각국의 초·중등교육통계체제는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는 편이며, 현재 진
행 중인 컨설팅도 해당 국가의 통계구축 현황을 기반으로 발전·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통계조사 및 정보화와 관련해서는 3개국 모두 새로 구축하거나 전
면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올해에는 고
등교육통계조사 및 시스템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사업에
서 수행하는 교육통계 역량 강화 컨설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단위의 교육지표 개발과
관리에 있다. 이와 관련한 컨설팅을 심화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비롯한 국제사
회에서 요구하는 교육 모니터링과 평가 기준에 부합하도록 연구사업을 수행하여 국가단
위 교육지표 개발 및 관리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둘째, 협력국가들에서 교육통계 및 교육지표 발전을 위한 체계 확립을 위해 국가별로
『최종 컨설팅 보고서』와 국가별 『교육통계 발전계획안』(가칭)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올
해 교육통계 역량 강화 컨설팅은 크게 컨설팅 준비, 서면(이메일) 컨설팅, 초청 컨설팅,
현지 컨설팅, 후속 지원 등 5단계로 진행한다. 컨설팅 준비 단계에서는 기존에 개발한
개도국 교육통계시스템 진단도구를 토대로 교육통계시스템 개선 과제 도출을 위한 분석
틀을 마련하여 이를 각 국가별 컨설팅팀과 협력국가들에 제공한다. 2단계 서면 컨설팅에
서는 앞 단계에서 마련한 개선과 도출을 위한 분석틀을 토대로 각 국가별 연구팀에서
지난 1, 2차년도의 컨설팅 내용과 성과를 종합하고 협력대상 국가들의 추가적인 요구를
반영한 최종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하여 협력국가들에 송부한다(1/4분기). 각 국가들에서
는 한국 측에서 송부한 최종 컨설팅 보고서를 토대로 현지 상황에 맞는 이행계획을 수립
하며, 이를 6월에 있을 초청 컨설팅(3단계)을 통해 각 국가의 이행계획 및 발전계획을
발표한다. 국가별 발표 후에는 국가별 집중 작업을 통해 국가별 『교육통계 발전계획안』
(가칭)을 마련한다. 이렇게 마련한 국가별 『교육통계 발전계획안』은 9월 현지 컨설팅(4
단계)을 통해 각 국가의 고위급 인사를 대상으로 발표하며 관련 정책 추진 및 예산 확보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희망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한국 및 국제사회에 교육통계 ODA
제안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을 수행한다(5단계).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각 협력국가들은
현재 진행 중인 교육통계 컨설팅을 발전시켜 ODA로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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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수요를 바탕으로 KOICA의 국제협력사업에 희망하는 국가의 교육통계 ODA 사업
계획서 작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전에 개도국 대상 교육 ODA 추진
절차와 과정, 준비사항 등을 분석하고 국내 및 현지 KOICA 사무소와 사전 협력함으로
써 본 연구의 교육통계 역량 강화 컨설팅 결과가 교육 ODA로 발전하여 협력국가들의
교육통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외에도 1주기 대상국가들과의 후속 협력
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한다. 가령, 베트남의 경우 추가적인 연구개발적립금연구를 통해
ODA 사업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몽골의 경우, 몽골에서 본 연구를 통해 받은 컨설팅을
토대로 UNICEF EAPRO에서 진행하는 EMIS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참여한 3개국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3년 간 진행될 예정에 있는 KOICA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통계 담당자에 대한 역량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그림 Ⅰ-2] 1주기 3년차 교육통계 역량 강화 컨설팅 수행 단계

셋째, 유네스코통계국(UIS), 유네스코방콕, 유니세프, ASEAN 등 국제기구의 협력 요
청이 증대함에 따라 개도국 대상 교육통계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유네스코통계국에서는 본원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대
상으로 하는 SDG4 모니터링 및 교육통계 역량 강화 연수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요
청하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방콕과 유니세프 동아시아-태평양지역 사무소, 그리고
ASEAN 사무국에서는 학교 밖 아동 및 청소년(Out-of-School Children and Youth,
OOSCY) 대상 통계 구축을 위한 통계 역량 강화 사업에 본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청
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기구의 요청들을 바탕으로 향후 본 연구사업으로 협력모델을 마
련하고자 한다.
넷째, 2주기 컨설팅 대상 국가를 선정한다. 올해는 1주기 3년차 연구로 1주기 컨설팅
이 완료되는 해이다. 따라서 올해는 내년부터 이어질 2주기 3개년 연구의 틀을 마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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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1차년도에 마련한 10개년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2주기 역시 1주기와 마찬
가지로 아시아지역 신규 3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1주기
사업의 성과와 한계에 비추어 볼 때, 1주기처럼 국가중심의 컨설팅 방안 이외 방안도 검
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개별 국가 대상 컨설팅은 대상 협력국가들의 수요에 기반 한 컨설
팅이 가능하고 다양한 협력 모델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참여하는 국가의
특성(지역, 정치·경제·사회적 환경, 교육통계 구축 정도 등)이 달라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컨설팅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국가별 컨설팅 방식과 더불어 현재 확대되고 있는 국제기구 중심의 협
력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부 요인을 최대한 통제하기 위해 보다 균질적
인 국가들을 선정하여 본원의 교육통계 컨설팅 역량을 집중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가령, 현재 ASEAN 사무국에서의 협력 요청을 바탕으로 컨설팅 대상 ASEAN 회원
국들을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중점협력국가인 캄보디아를 비롯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차원에서 MOU를 체결한 인도네시아, ASEAN 국가의 학교 밖 아동
및 청소년 통계 구축을 이끌어 나가는 말레이시아, 현재 1주기 교육통계 컨설팅 대상국
이며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력의 확대를 원하는 베트남 등의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
어 보다 심도 있고 다각적인 교육통계 협력 및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사업의 내용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Ⅰ-3]과 같다.

교육
단계

유치원
초중등
대학
취업
평생

ODA 지원
(연구내용2)

조사체계
개선(지침,
매뉴얼,
연수 등)
↓
이행
↓
적용

시스템 및
인프라 개선

법·제도·조
직 정비

option 1

“교육통계발전계획”(또는 이행계획) 수립
(연구내용2)

ODA
제안서 작성
및 제출

교육통계
서비스 개선

⇓
2주기 컨설팅 대상 국가 선정 및 추진 방향
(연구내용4)

[그림 Ⅰ-3] 2019년 연구 내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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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협력
통계역량강화
(연구내용3)

3개국 역량강화 컨설팅
(연구내용1)
교육지표
개발 및
관리

option 2

UIS
유네스코방콕
유니세프
AS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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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이상의 연구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분석을 실시하였다. 협력국가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국의 교육개발협력 정
책과 전략을 검토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추진 추계, 국제개발
협력 규모, 중점협력국가와 국별협력전략, ODA 사업 추진 절차, 사업평가 및 기준 등을
검토하고 한국의 교육개발협력 현황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협력국가들의 후속 협력
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둘째, 전체 연구진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진은 총 19명이며, 교
육학, 법학,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사회학, 어학, 공학, 컴퓨터공학 등 다양한 전공의
연구진이 통계조사, 조직관리, 데이터베이스, 지표분석, 교육정책, ODA 등의 분야에 대
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들 연구진들로 진행하는 브레인스토밍은 그 어떤 전
문가협의회보다 생산적이며 효과적일 수 있다. 전체 연구진 브레인스토밍은 올해 컨설팅
의 방향과 내용, 국제컨퍼런스 개최 계획 수립, 국가별 『최종 컨설팅 보고서』와 국가별
『교육통계 발전계획안』 제시 방안, 2주기 국가 선정 및 컨설팅 방안 등 전 연구 내용에
걸쳐 진행하였다.

셋째, 서면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서면 컨설팅으로는 각 국가별 연구팀에서 지난 1,
2차년도의 컨설팅 내용과 성과를 종합하고 협력대상 국가들의 추가적인 요구를 반영한
최종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하여 협력국가들에 송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교육통계 시스
템 및 인프라 개선, 법·제도 및 조직 정비, 교육통계조사체계 개선(지침, 매뉴얼, 연수
등), 교육통계서비스 개선, 교육지표의 개발 및 관리 등의 내용을 심화·발전시켰다.

넷째, 초청 컨설팅을 위한 국제워크숍을 6월에 개최하였다. 금 번 국제워크숍에서는
앞서 연구내용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구진에서 각 국에 제출한 컨설팅 보고서를 토대로
국가별 발전계획 초안을 발표하였다. 국가별 발표 이후에는 각 국가별로 워킹그룹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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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여 각 국가별 발전계획을 수정·보완하였다. 아울러, 협력국가들의 공통적인 요구와
그 동안 미진했던 영역에 대한 국제적 흐름 및 한국 사례를 소개하였다. 가령, 현재 진행
중인 3개국의 공통적 과업인 고등교육통계시스템 구축에 대한 한국 사례, 본 연구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인 교육지표 개발 및 관리에 대한 국제 및 한국 사례(예: 국가지속가능발전
목표(K-SDGs) 등), ASEAN 국가들의 주요 관심사인 학교 밖 아동 및 청소년 통계 관련
한국 사례 등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교육통계정보 수준에 대한 직접 체험 기회를
갖고자 서울특별시교육청연구정보원 본원(남산)과 분원(신설동)을 방문하여 데이터베이
스실 및 모니터링실, VR체험실, 미래교실 등을 견학하기도 하였다.

<표 Ⅰ-3> 제4차 개도국 교육통계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워크숍 개요
구 분

내용

행사명

▹제4차 개도국 교육통계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워크숍

목 적

▹협력국가의 교육통계 발전을 위한 국가별 이행계획 수립
▹협력국가 요구(need) 기반 맞춤형 교육통계 역량 강화 컨설팅 실시
▹아시아지역 교육통계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 협력 체계 구축

일 정

▹2019년 6월 25일(화) ~ 27일(목)

장 소

▹(워크숍) 코리아나호텔
▹(현장방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본원(남산) 및 분원(신설동)

참여인원

▹50여명
- 원내외 컨설팅단, 협력국가 담당자, 국제기구(UNICEF EAPRO) 담당자
- 유관기관(SDG4-교육2030협의체) 담당자, 충남대 글로벌교육협력전공 대학원생 등

주요내용

▹전체 컨설팅 경과 보고 및 국가별 컨설팅 중간 성과 검토(KEDI)
▹국가별 교육통계 발전을 위한 이행계획 검토(협력국가 3개국)
▹한국의 SDG4/K-SDGs 이행 현황(KEDI)
▹아시아 지역 교육통계 역량 강화 현황(UNICEF EAPRO)
▹한국 교육통계·정보 관련 기관 현장 견학(서울특별시교육청연구정보원)

다섯째, 현지 컨설팅을 위한 해외출장을 실시하였다. 금 번 해외출장에서는 앞서 서면
컨설팅과 초청 컨설팅에서 마련한 국가별 『최종 컨설팅 보고서』와 『교육통계 발전계획
안』을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현지에서 협력국가 고위급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발표하며 관
련 정책 추진 및 예산 확보 등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교육통계 발전계획』이 실질
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지 KOICA를 방문하여 관계자들과의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고위급 관계자 대상 발표와 현지 KOICA와의 협의회에서 제기된 이슈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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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로 컨설팅을 보완하여 마무리하였다. 다만, 올해 스리랑카의 경우 4월 21일 발생한 콜롬
보 폭탄 테러로 KOICA와 외교부가 현지에서 철수하였고 여행 위험 지역으로 지정되었
다. 따라서 현지 안정상 문제로 스리랑카 컨설팅을 실시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
로 11월 셋째 주에 태국 방콕에서 유네스코통계국(UIS) 주최로 열리는 「원자료 기반 교
육통계정보시스템 강화를 위한 역량 개발 워크숍(Capacity Building Training
Workshop on for Strengthening Registration based EMIS System)」에 스리랑카
관계자들을 초대하여 1주기 최종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표 Ⅰ-4> 개도국 교육통계 역량강화를 위한 현지 해외출장 개요
일정

내용

개요

◽일정
- 몽 골 : 2019.10.7.~11.
- 베트남 : 2019.8.6.~10.
◽출장지 : 몽골, 베트남
◽출장자 : 총 2개팀
- 팀별 5명 : 국가프로젝트 책임자 1명(PM), 통계 및 교육
분야 전문가 3명(조사, 시스템, 국제협력 및 지표), 국가전
문가(통역 겸) 1명

1일차

◽현지 도착

비고

현지 컨설팅 일정 및 내용
점검

오전

◽컨설팅 결과 발표

오후

◽『교육통계 발전계획』 발표

오전

◽현지 KOICA 방문 및 협의회

오후

◽『교육통계 발전계획』 실행을 위한 실무부서 협의회

국가별 컨설팅팀 및
협력국가

4일차

◽최종 보완 컨설팅

국가별 컨설팅팀 및
협력국가

5일차

◽한국 출국

2일차

3일차

국가별 컨설팅팀
협력국가
국가별 컨설팅팀 및
협력국가, 현지 KOICA

여섯째, 국제기구와의 협력 사업 추진 및 2주기 컨설팅 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회의 참
석(해외출장) 및 협의회를 실시했다. 본 연구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국제사회
에서도 한국의 교육통계에 관심을 더욱 기울이고 있다. 특히, 본 연구사업은 SDG4에서
강조하는 국가별 모니터링 및 보고체계와 관련하여, 개도국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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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강화 지원이라는 실행 전략과 직접적으로 부합되기 때문에 본원에서 수행하는 본
연구사업에 대한 관심과 상호협력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네스코통
계국(UIS)에서는 본원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SDG4 모니터링
및 교육통계 역량 강화 연수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방
콕과 유니세프 동아시아-태평양지역 사무소, 그리고 ASEAN 사무국에서는 학교 밖 아동
및 청소년(Out-of-School Children and Youth, OOSCY) 대상 통계 구축을 위한 통
계 역량 강화 사업에 본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기구와의 협
력 방안, 2주기 컨설팅 계획 수립 시 국제기구와의 협력 방안, 본 연구사업에서의 국제기
구와의 중장기적인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상·하반기 각 1회(연 2회) 국제기구 주관
국제회의에 참석하였다. 또한 6월말 국내에서 개최하는 초청 국제컨퍼런스에도 국제기
구 담당자와의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국가 컨설팅 방안 모색을 위해 국제기구에서 요청하
는 국가에 대한 공동 컨설팅 및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1월 3째주 태국
방콕에서 유네스코 통계국(UIS) 주최로 열린 「원자료 기반 교육통계정보시스템 강화를
위한 역량 개발 워크숍(Capacity Building Training Workshop on for Strengthening
Registration based EMIS System)」에 본원 전문가들이 초청되어 강사로 참여하여 세
개 세션에서 발표하였다.
<표 Ⅰ-5>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위한 해외출장 개요
구분

상반기

내용
◽일 정 :
◽출장지 :
◽출장자 :
◽회의명 :
◽참석기관

2019. 2. 27. ~ 3. 2. (3박 4일)
태국 방콕
1명
1st Working Group Meeting on OOSCY
: 유네스코방콕, 유니세프, 말레이시아 교육부, KEDI,
AKCF(ASEAN-ROK Cooperation Fund, 한-아세안 협력기금)
담당자 등

◽내 용
- ASEAN 국가 OOSCY(학교 밖 아동 및 청소년) 통계 구축
- 유네스코-유니세프-KEDI-ASEAN 교육통계(통계역량 강화) 협력 방안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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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출장지
◽출장자
◽회의명

:
:
:
:

2019. 10. 14. ~ 10. 18 (4박 5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2명
Unleashing the Power of Data and Evidence for Equity and
Equality in Education in ASEAN

비고

Ⅰ. 서론

구분

내용

비고

◽내 용
- 국제기구(유네스코방콕, UIS, 유니세프, ASEAN, SEAMEO 등)와의 장기적
교육통계(통계역량 강화) 협력 방안 논의
- 2주기 교육통계 역량 강화 컨설팅 국가 선정을 위한 제안
- [발표] 한국의 SDG4-교육2030 이행 현황
- [발표] 개도국 교육통계 컨설팅 성과 및 향후 계획
- [사회] 3개 세션 사회 진행
- [토론] 최종일 종합토론 패널 참석

국제기구
워크숍
협력

◽일 정 : 2019. 11. 18 ~ 11. 22. (4박 5일)
◽출장지 : 태국 방콕
◽출장자 : 연구진 4명, 스리랑카 관계자 3명
◽회의명 : 원자료 기반 교육통계정보시스템 강화를 위한 역량 개발 워크숍
◽내 용 :
- 아시아 5개국 대상 교육통계역량강화 워크숍 진행(3개 세션 KEDI 강의 포함,
3일간)
·한국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및 유관정보시스템 소개
·한국의 교육통계시스템 소개
·한국의 데이터 연계, 통합 및 활용 사례 소개
- 스리랑카 최종 현지 컨설팅 진행(2일간)

스리랑카
현지
컨설팅
병행

일곱째, 유관기관 간 협력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2주기 연구사업의 방향, 전략
및 방안 수립과 관련하여 원내·외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대외적으
로는 [SDG4-교육2030협의체]의 10개 기관 관계자들과 본 연구사업에 대해 공유하여
2주기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대내적으로는 글로벌교육협력연구실과
국제협력실 등과 협력하여 2주기 국가 선정 및 1주기 국가 후속 방안, 국제기구와의 협
력 방안 등에 대해 협력하였다. 또한 국제기구 및 협력국가와의 ODA 추진을 위해 국제
협력전문가 및 KOICA 관계자 등과의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여덟째, 연구진의 교육통계 및 ODA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에 참가하였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사업에서는 아시아 3개국 출신 연구진의 통계 전문성 신장에 초점을
두어 이들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올해는 연구진이 교육통계 및 ODA 관련 연수
에 참여함으로써 연구진의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올해는 두 명의 연
구진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19년 전자정부 해외진출 전문가 과정 교육”(2
주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전자정부 관련 ODA 사업의 절차와 내용, PDM(Project Design
Matrix) 및 PCP(Project Concept Paper) 작성, 국가정보화수준진단툴(NIAT) 등에 대
한 전문 교육을 이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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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

이론적 배경 : 교육통계 국제협력사업의 지속적
발전 방안 탐색

1~3차년도 연구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개관

본 연구사업에서는 지금까지 선행연구로 1차년도에는 중장기 실행전략 수립을 위한
개도국 협력 방향, 개도국 교육지표의 성격과 의미, 개도국 교육통계 생산 역량을 분석하
였으며, 2차년도인 2017년 연구에서는 개도국 교육지표와 관련한 연구와 개도국 교육통
계 컨설팅 관련 연구, 그리고 아시아 3개국(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교육통계 및 교육지
표 관련 연구 등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개도국 교육지표의 개념과 의미, 개도국 교육통계
역량 개발의 의미와 가치 및 컨설팅의 의미 등을 고찰하였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아시
아 3개국 관련 일반 컨설팅 사업(KSP 사업, DEEP 사업 등)과 개도국 통계 컨설팅 사례
(통계청 등)를 분석하였고 개도국 교육통계 역량 강화 컨설팅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
하였다. 즉, 그 동안은 전반적인 교육통계 관련 국제협력과 컨설팅, 아시아 국가 대상
교육지표 및 교육통계 연구 등을 살펴보았다고 할 수 있다. 각 연도별로 검토한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1차년도 이론적 배경 개관2)
1차년도 연구에서는 중장기 실행전략 수립을 위한 개도국 협력 방향, 개도국 교육지표
의 성격과 의미, 개도국 교육통계 생산 역량을 분석하였다.
우선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사업 연구와 관련해 주목한 국제교육개발협력의 새로
운 방향은 개도국 지원의 개념이 기존 원조(aid)에서 역량개발(capacity development)
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2000년대 들어 원조의 규모 대비 효과성이 미미하다는 시각,
원조 이후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국제사회 평가
등이 존재했다. 이에 2005년 파리선언, 2009년 UNDP 등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개도국
2) 본 연구사업의 1차년도 보고서인 김창환 외(2016)의 Ⅱ장 이론적 배경을 요약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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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량개발이 전제된 개발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도
모될 수 있다고 보았다. 개도국 협력 사업에서 역량, 역량개발 등의 개념정의는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UNDP는 역량개발 기본원칙과 역량개발 설계의
성공요인을 규정하고, 역량개발 단계 및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개도국 교육지표는 개도국의 교육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다. 개도국 교육지표를
통해 개도국의 현 교육수준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선방향
을 제시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개도국 교육지표는 개도국의 현재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어야 하고, 개도국 발전모델에 부합되는 방향성, 즉 발전지표로서의 특징을 동시에 지
닌다. 이러한 특징에 따라 개도국 교육지표의 의미는 크게 2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
번째로, 개도국 교육지표는 국가차원에서 관리되는 교육발전 계획, 모니터링, 평가 등에
유용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국제기구에 교육지표를 제공함으로써 국제비교자료로 활용
되고, 궁극적으로 개도국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하는 의미를 지닌다.
2005년 파리선언, 2008년 아크라 행동계획, 2009년 통계발전에 관한 다카선언에 이
어 PARIS21은 증거기반 정책 수립과 통계역량 강화를 통한 개도국 원조 효과성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통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UN 경제사회이사회는 2013년 공공통계에
관한 기본 원칙을 결의하였다. 현재 많은 개도국에서 교육통계를 생산하는 기반인 EMIS
(Educati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를 갖추고 있지만, 관리 자원의 부족,
기술적 이유, 통계데이터 분석역량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상황이다. 같은 맥락
에서 2016년 개도국 국제회의에서도 개도국 통계생산 역량이 미흡한 상태라는 점이 확
인되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과 더불어 개도국 통계생산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은 UN
SDGs 프로젝트를 비롯한 국제사회 개도국 개발협력의 주요과제로 부각하게 되었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개도국 교육통계 생산 역량개발의 방향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국
제개발협력이 원조에서 역량개발로 방향을 전환하였던 계기가 원조의 효과성 및 개도국
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따른 것이었고, 개도국 교육통계 생산 역량개발에 대한 국제사
회 요구 또한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다면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
력 사업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역량개발을 중시하여야 하고, 수원국의 기존 역량을 충
분히 고려하여 공여국의 발전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의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개도
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중요한 효과이자 성과이기 때문에 교육통
계생산 역량 개발의 필요성을 수원국 스스로 인지하고, 주인의식으로 역량개발에 참여할
24

Ⅱ. 이론적 배경 : 교육통계 국제협력사업의 지속적 발전 방안 탐색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설계가 필요하다.

나. 2차년도 이론적 배경 개관3)
2차년도 연구에서는 개도국 교육지표와 관련한 연구와 개도국 교육통계 컨설팅 관련
연구, 그리고 아시아 3개국(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교육통계 및 교육지표 관련 연구 등
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개도국 교육지표의 개념과 의미, 개도국 교육통계 역량 개발의
의미와 가치 및 컨설팅의 의미 등을 고찰하였다.
개도국 교육지표 사업은 UIS, SDGs, SABER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개도국 교육통계 컨설팅 관련 연구로는 2013-2015년 기간 동안 한국교육개발원이 수행
한 아시아 교육지표 연구(i.e. 엄문영 외, 2013; 임후남 외, 2014; 임후남 외, 2015)가
있고, SDGs 관련 통계 연구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
을 모색하는 연구(i.e. 오정화·박영실, 2015), SDGs 분야별로 지표 관리체계 구축방안
을 탐색하는 연구(i.e. 고경환 외, 2016) 등이 있다. 또한 2015년 UNESCO에서 추진한
연구(UNESCO Education Sector, 2015)는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교육발전을 위해 모
니터링과 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이는 통계데이터와 지표가 기초가 될 뿐만 아니
라 통계데이터는 정책 품질 및 교육 품질 제고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개도국의 교육통계 컨설팅 연구는 세계은행(World Bank)과 UIS가 2008-2009년 추
진한 개도국 통계진단 사업이 있고(UNESCO, 2010), 미국 통계청이 추진하는 개도국의
통계 발전을 위한 진단과 컨설팅 사업이 있다(United States Census Bureau, 2013).
또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통계청이 협력 추진한 2013-2014년 미얀마 통계국 역
량강화사업이 있다(한국국제협력단, 2013). 통계 외 분야에서 추진된 개도국 컨설팅 연
구사업은 다수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한국국제협력단의 DEEP, 한국개발연구원의 KSP
등이 있다. DEEP 사업은 4개 유형인 정책자문기술, 제도 구축, 인프라 구축 연계, 인적
역량강화로 구분된다. 한국개발연구원 KSP 사업은 한국의 발전 경험과 지식을 개도국과
공유하는 컨설팅 프로젝트로서 한국형 ODA의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 연구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은 KOICA DEEP 사업의 인적역량강화 유형에 가깝고, 한국의

3) 본 연구사업의 2차년도 보고서인 김창환 외(2017)의 Ⅱ장 이론적 배경을 요약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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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통계 발전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춰볼 때 한국개발연구원의
KSP 사업과 유사하다. 더욱이, 본 연구 사업은 3년간 지속 추진된다는 점에서 KSP 사업
과 차별화되는 강점을 지닌다.
아시아 3개국 즉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각국의 교육통계 및 지표연구는 2011년
UNESCO가 수행한 국가별 연구(UNESCO, 2011a; UNESCO, 2011b, UNESCO,
2011c)가 대표적으로 확인된다. 또한 2016년 수행한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연구
(김창환 외, 2016)에서도 아시아 3개국의 통계 시스템 및 지표생산 현황을 분석하였다.
2016년 1차년도(준비단계) 연구에서 분석하였던 개도국 협력 방향, 개도국 교육지표
의 성격과 의미, 개도국 교육통계 생산 역량의 의미를 재검토하였다. 이는 2-4차년도 연
구에서 수행될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의 핵심인 개도국 통계역량 강화 컨설팅
의 성공적 수행을 위함이다. 개도국 교육지표의 개념과 의미, 개도국 교육통계 역량 개발
컨설팅의 의미와 가치 등을 고찰하였다. 개도국 교육지표는 일반적인 교육지표의 의미와
더불어 개도국의 상황이 강조되는 특징이 있다. 개도국 교육지표는 개도국의 현재를 가
장 잘 반영하면서 개도국 발전 방향, 즉 발전지표로서의 특징을 동시에 지닌다. 이러한
특징에 따라 개도국 교육지표 영역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글로벌 수준의
교육지표로서 국제비교를 통해 개도국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
이 목적이다. UIS, SDGs, WB-SABER 교육지표 등은 개도국을 주요 대상으로 한 교육
지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국가 수준의 교육지표로서 개도국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발전계획 수립에 활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 지역 수준의 교육지표로서 개
도국과 같이 지역 간 격차가 심한 경우 지역의 균형적 교육발전을 목적으로 생산되는
지표이다. 넷째, 주제별 교육지표로서 개도국 상황에 따른 특정 교육주제, 문제 상황 등
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특히, 개도국 정부 수준에서 정책적 관심이 반영된 지표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개도국들이 생산하는 교육지표는 대부분 국제기구나 선진국 특히 UIS에 의존하고
있다. 개도국 교육지표는 개도국 스스로 생산하고, 활용하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더욱이 UN SDGs 교육지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도국들의 데이터
생산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PARIS21이 제안한 개도국 교육통계 역량은
통계생산역량, 통계관리역량, 통계서비스역량, 통계활용역량, 인적역량, 제도역량(법) 등
통계생산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관점이다(PARIS21 Task Team,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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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통계적 관점에서 개도국 교육통계 역량이란 품질 높은 통계를 생산하는 전문적인
역량이다. 유럽통계표준이 정한 통계품질기준(관련성, 정확성, 시의성, 명확성, 비교성,
일관성)을 의미하며, 우리나라 통계청 품질진단도 이러한 원칙을 준용하고 있다(정용찬·
권남준, 2006). 하지만 개도국 교육통계 역량 개발단계에서 엄격한 수준의 품질진단 원
칙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단계적으로 초기에는 통계생산
자체에 중점을 두면서 점차 통계 품질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한 한국의 통
계발전 경험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사업에서는
PARIS21의 역량요소를 기반으로 개도국 교육통계 역량의 개념과 요소를 규정하고자 했
다. 개도국 교육통계 영역은 제도 및 기반 영역, 조사 및 관리 영역, 서비스 및 활용 영역
으로 구분하였고, 각 영역별로 개도국 교육통계 역량을 구성하였다. 개도국 교육통계 역
량 개발을 통해 개도국 통계품질이 향상되고,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이 강화되면서 정책
품질 또한 제고될 수 있다. 결국 선순환 효과를 통해 교육통계 수집의 궁극적 목적인 교
육품질 향상으로 귀결될 수 있다. 교육통계 역량증진은 통계품질, 정책품질, 교육품질을
높이는 데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된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2-4차년도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 협력 사업의 주요과제인 교육통
계 역량 개발 컨설팅의 의미와 성격을 도출할 수 있다. 즉, 교육통계 역량 개발 컨설팅은
개도국의 교육통계 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개도국 요구에 부응하여 발전방안을 수립하
고, 개도국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통계 역량 개발 컨설
팅의 일차적 목표는 개도국 통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때 개도국 스스로의 힘으로
양질의 교육통계 생산을 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 국제교육개발협력의 새로운 방향은 기
존 원조(aid)에서 역량개발(capacity development)로 전환되고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연계되는 원조의 효과성이 강조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의존적 역량에서 자생적
역량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을 정리하면 수원국의 실질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수요기반 컨설팅, 수원국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적 컨설팅, 한국의 발전
경험을 적극 반영한 경험기반 컨설팅, 개도국 통계전문가들이 한국의 통계 발전을 경험
할 수 있는 현장기반 컨설팅이 종합적으로 개도국 역량 개발 목적에 부합되는 개도국
교육통계 컨설팅 모형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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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차년도 이론적 배경 개관4)
3차년도 연구에서는 아시아 3개국 관련 일반 컨설팅 사업(KSP 사업, DEEP 사업 등)
과 개도국 통계 컨설팅 사례(통계청 등)를 분석하였고 개도국 교육통계 역량 강화 컨설팅
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였다.
아시아 3개국(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일반 컨설팅 사업은 대표적으로 기획재정부․
KDI 주관의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사업, 한국국제협력단(KOICA) 주관
의 DEEP(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 사업이 있다. 몽골 대
상의 KSP 사업은 2010-2013년간 17개의 과제가 수행되었는데, 대부분 경제 분야이며
교육 또는 통계 관련 사업은 없었다. 베트남 대상의 KSP 사업은 2017-2018년간 69개
과제가 수행되었다. 2004년에 추진된 인적자원 개발 전략이 유일한 교육분야 사업이었
고, 통계 관련 KSP 사업은 없었다. 스리랑카 대상의 KSP 사업은 2011-2014년간 15개
과제가 수행되었는데, 경제 및 직업교육훈련 분야 컨설팅 과제가 대부분이었다. 몽골 대
상의 DEEP 사업은 2014년부터 총 3개 과제가 추진 중인데, 교육 및 통계 관련 사업은
없었다. 베트남 대상의 DEEP 사업은 2013년부터 총 25개 과제가 추진 중이다. ‘한-베 친
선 IT 대학 4년제 승격사업(2013-2019)’, ‘하노이 개방대학교 개선 사업(2014-2017)’,
‘한-베 산업기술대학 3차 지원사업(2014-2019)’이 교육 관련 사업으로 확인된다. 스리
랑카 대상의 DEEP 사업은 2015년부터 총 5개 과제가 추진 중인데, ‘킬리노치 교사, 지
역공동체 역량강화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2018-2022)’이 교육 관련 사업으로 확인된다.
아시아 3개국 모두 통계 관련 사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도국 통계 컨설팅 사례로 몽골의 경우, 2002년부터 한국의 통계청과 몽골의 통계청
이 협력하고 있고, 2010-2011년 ‘몽골국가통계시스템 역량강화사업(MONSTAT)’이 추
진되었다. 2012년에는 한국 통계청 자체 ODA 사업으로 ‘통계DB시스템 구축사업
(MONSIS PROJECT)’이 진행되었다. 베트남의 경우, 2012-2013년 한국 통계청 ODA
사업으로 ‘베트남 통계인력 역량 강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스리랑카도 2014-2016년 한
국 통계청이 스리랑카 통계시스템 구축 및 통계인적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외
한국국제협력단과 통계청이 협력하여 2012년 가나 통계청 역량강화 사업, 2013-2014년

4) 본 연구사업의 3차년도 보고서인 김창환 외(2018)의 Ⅱ장 이론적 배경을 요약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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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통계국 역량강화사업, 2014-2018년 모로코 산업통계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했다.
본 연구사업의 핵심 관심사는 컨설팅을 통해 개도국 교육통계 생산 및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 컨설팅 추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개도
국 역량, 통계 역량, 개도국 교육통계 역량 의미를 분명히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개도
국 역량이란 개도국 스스로의 힘으로 발전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1차년도 연구에서 확
인하였듯이 개도국 역량을 개념화해보면 개도국의 개발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
한 개인역량, 조직역량, 제도역량, 인프라 역량을 모두 포함한다. 통계 역량은 생산, 분
석, 서비스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조사역량, 분석역량, 서비스역량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이에 개도국 교육통계 역량은 인적, 조직, 제도역량과 교육통계 수집, 분석, 서비스
역량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역량을 의미한다. 이러한 아시아 3개국 통계역량 증진을 위해
서는 한국형 교육통계 컨설팅 모형 개발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서 2차년도 연구에서 제
시하였던 참여기반 컨설팅, 수요기반 컨설팅, 경험기반 컨설팅, 현장기반 컨설팅을 통한
개도국 교육통계 역량 강화 컨설팅 모형에 기초하여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 컨설팅 추진
계획이 수립되고, 향후 모니터링 및 평가에도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2

한국의 교육개발협력 개관

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전략
1)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추진 체계

국제개발협력 또는 개발협력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가 간의 개발격차가 다양한 정치․
경제․사회적인 요인들에서 기인한다는 인식 하에,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경제․사회 발
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과 행위를 의미한다(박환보 외, 2014). 이러한 인도주의적인
목표는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 중의 하나이지만, 협력대상국가의 선
정이나 자원의 배분 및 집행 등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전략에는 공여국의 이해관계가 반
영되고 있다(윤종혁 외, 2013).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은 2010년 1월 25일 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법률 제9938

29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Ⅵ) : 아시아 중점협력국가를 중심으로

호, 2010. 1. 25 제정)5)」에 근거해서 추진하며, 동 법은 국제개발협력의 목적, 정의, 기
본정신 및 원칙,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수행체계 등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전반적인 방향
을 규정한다. 제 2조 1항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
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
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이하 “양자간 개발협력”이라 한다)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
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또한 제3조 1항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의 기
본정신을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
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특히 2018년 12월 일부 개정(법
률 제16023호)된 제3조 2항 4의2에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목
표(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등을 말한다)의
달성에 대한 기여”라는 목표를 포함하고, 2019년 6월부터 시행 중이다.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담당 기관은 [그림 Ⅱ-1]과 같이 총괄 및 조정기구, 주관기관, 시
행기관으로 구성된다. 총괄 및 조정기구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정책이 종
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며, 국무조정실 산하의
개발협력정책관실이 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개발협력 정책 수립과 집행은
1986년 제정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법과 1991년 제정된 한국국제협력단(KOICA)
법을 기반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최현정 외, 2017). 이를 토대로 무상원조는 외교부, 유상
원조는 기획재정부가 주관기관으로서 각 분야별 5개년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 등 정
책을 수립하고, KOICA와 한국수출입은행이 정책을 시행하는 구조이다. 그리고 무상원조
의 경우에는 KOICA 외에도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유무상 원조의 이원화 및 국제개발협력 전담기관 이외 기관의 산발적인 ODA
사업 시행 등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 유지가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6년 국무총리 산하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유무상 원조의 효과적인 조정과 부처 간
정책 집행을 조율하도록 하였다(윤종혁 외, 2013).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2009년 ODA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OECD DAC 가입을 이끌었고, 2010년 국제개발협력선진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011&efYd=20190625#0000,
2019.9.30.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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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방안, 2012년 한국형 ODA모델 수립계획 등, 한국 ODA 정책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
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였다(최현정 외, 2017).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의거하여 각 소관부처가 수립한 5년 단
위의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과 연간 종합시행계획을 심사․의결한다. 2010년에 발표한 국
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중기전략의 일환으로 「제1차 국제개발협력 기
본계획(2011∼2015)」을 마련하였다. 제1차 계획의 종료 시점인 2015년에는 ‘2030 지
속가능개발의제’ 채택 등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국내외 환경 변화와 제1차 기본계획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하였다. 제 2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통합적인 ODA’, ‘내실있는 ODA’, ‘함께하는 ODA’를 기본원칙으
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고, 이를 위해 ODA 재원을 2030년까지
GNI 대비 0.3%까지 2배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5.11.).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해 유무상 연간종합시행계획 수립 절차 체계화, 중점협력국 및 CPS
내실화, 다자협력 강화, 삼각협력 활성화 등의 추진 과제를 마련하였다.

[그림 Ⅱ-1 ] 국제개발협력 추진 체계
출처: 대한민국 ODA 통합홈페이지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8/cate02/L02_S01_01.jsp, 2019.9.30.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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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개발협력 규모6)

2019년 현재 우리나라 ODA 규모는 약 3조 2,004억원(확정액)으로 2018년 확정예산
3조 482억원 대비 약 5% 증가된 규모로, 사업 수로는 1,404개가 추진되고 있다. ODA
유형별로는 양자간 원조가 전체 ODA 금액 중 77.9%를 차지하며, 다자간원조 비중은
22.1%이다. 양자간 원조 금액 중 무상원조 비중은 54.2%, 유상원조 비중은 45.8%를
자치한다(이상 관계부처 합동, 2019.1).

<표 Ⅱ-1> 연도별 ODA 규모
구분
총ODA(십억원)
양자간원조
비중(%)
무상원조
비중(%)
유상원조
비중(%)
다자간원조
비중(%)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921.4

1,955.2

2,166.9

2,606.9

2,488.9

3,048.2

3,200.3

1,433.4

1,469.8

1,661.7

1,797.2

1,826.0

2,387.7

2,493.8

(74.6)

(75.2)

(76.7)

(68.9)

(73.4)

(78.3)

(77.9)

885.5

930.5

1,016.0

1143.2

1,169.0

1,329.6

1,352.6

(61.8)

(63.3)

(61.6)

(63.6)

(64.0)

(55.7)

(54.2)

547.9

539.3

633.8

654.0

657.0

1,058.1

1,141.2

(38.2)

(36.7)

(38.4)

(36.4)

(36.0)

(44.3)

(45.8)

487.9

485.4

512.2

809.7

662.9

660.5

706.5

(25.4)

(24.8)

(23.7)

(31.1)

(26.6)

(21.7)

(22.1)

출처: 관계부처합동(2019.1:21)

지역별로는 아시아 38.8%, 아프리카 21.6%, 중동·CIS 5.2%로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
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추진 지원에 따
라 아시아 지역은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최빈국이 적은 중동·CIS 지역은 감소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교통 15.1%, 보건 13.0%, 환경 10.6% 순이었다(이상 관계부처 합동,
2019.1). 교육 분야도 10.2%로 높게 나타났는데(관계부처 합동, 2018.6), 이는 DAC 국가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2017년 기준으로 DAC 국가 전체의 교육분야 평균은 7.2%인데 반
해 우리나라는 9.1%로 나타난다(OECD iLibrary (Development Co-operation
Profiles 2019), 2019.10.11.인출).
6) 관계부처합동(2019.1:21-23)에서 포괄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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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지역별 ODA 규모
구 분
규모
(억원)

비중
(%)

구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CIS

오세아니아

기타

유상

6,448

3,164

1,009

765

26

-

무상

3,240

2,232

1,028

541

103

6,383

총계

9,688

5,396

2,037

1,306

129

6,383

유상

56.5

27.7

8.9

6.7

0.2

-

무상

23.9

16.5

7.6

4.0

0.8

47.2

총계

38.8

21.6

8.2

5.2

0.5

25.6

출처: 관계부처합동(2019.1:22)

<표 Ⅱ-3> 분야별 ODA 규모
구 분

규모
(억원)

비중
(%)

인도적
지원

산업
에너지

기타

506

0

1,205

447

1,315

1,327

1,432

820

4,777

2,555

2,209

1,833

1,432

2,025

5,224

19.6

6.0

7.8

4.4

0

10.6

3.9

구분

교통

보건

환경

교육

농림수산 공공행정

유상

3,541

1,906

2,235

678

894

무상

223

1,343

413

1,877

총계

3,764

3,249

2,648

유상

31.0

16.7

무상

1.6

9.9

3.1

13.9

9.7

9.8

10.6

6.1

35.3

총계

15.1

13.0

10.6

10.2

8.9

7.3

5.7

8.1

20.9

출처: 관계부처합동(2019.1:23)

이러한 국제개발협력 규모는 10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크게 증가한 것이다.
OECD(OECD iLibrary, 2019.10.11.인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ODA 규모는
2008년 935백만달러(USD)에서 2017년 2,201백만달러(USD)로 2.35배 증가하였으며,
국민소득(GNI) 대비 ODA 비율 역시 2008년 0.09%에서 0.14% 약 1.5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2017 DAC Peer Review
에서는 한국의 ODA 예산 증액 및 원조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OECD iLibrary (Development Co-operation Profiles 2019), 2019.10.11.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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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총 ODA 규모 및 GNI 대비 ODA 비율
(단위 : 백만USD,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 ODA

935.7743

1054.831

1333.982

1420.154

1723.526

1825.705

1846.684

1998.711

2357.896

2201.35

ODA/GNI

0.09

0.10

0.12

0.12

0.14

0.13

0.13

0.14

0.16

0.14

출처: OECD iLibrary 홈페이지 (Development Co-operation Profiles 2019,
https://www.oecd-ilibrary.org/sites/d919ff1a-en/index.html?itemId=/content/component/d919ff1a
-en#section-d1e9974, 2019.10.11.인출)

이와 같은 국제적 요구를 기반으로, 우리 정부에서도 그 동안 국제개발협력 규모를 확
대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여 왔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안)』에서는 우리나라 총 국민소득(GNI) 대비 ODA 비율 목표치를 2020년까지 0.20%,
2030년까지 0.30%로 설정하였으며(관계부처합동, 2015.11), 문재인정부에서도 “국익
을 증진하는 전략적 국제개발 협력 이행”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였다(국정기획자
문위원회, 2017). 이는 지난 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기간(2010-2014년) 동안
GNI/ODA 비율을 1.5배 증가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2차 기본계획 기간(2015-2020년)
에도 재원 확대는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주요 원칙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관계부
처합동, 2015.11).
3) 중점협력국가와 국별협력전략

중점협력국가는 2010년에 발표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서 제시한 원조시스템
의 효과적인 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박환보 외, 2015). 2010년 이전까지 유
상원조 기관은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지침’의 규정에 근거하여 매년 16-17개의 중점협
력국을 선정했고, 무상원조 기관도 18-19개의 중점협력국을 지정하고 국별지원전략을
수립했다(박복영 외, 2013). 그러나 2009년 제 6차 국제개발협력 위원회에서 유무상 통
합 중점협력국을 선정하기로 결정하고, 이 결정을 토대로 26개의 중점협력국가를 선정
하였다. 2010년에 발표된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1-2015)」7)에서는 26개
중점협력국에 대해 양자 ODA의 70% 이상을 집중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
2010.12.).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점협력국에 대한 중장기 지원

7) 이 계획은 「제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1-2015)」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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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및 분야와 예산을 포함하는 국별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을 마련하였다(박환보 외, 2014).
그러나 중점협력국가 수가 타 공여국과 비교할 때 과다하고 최빈국 비중이 저조할 뿐
아니라, 선정기준의 모호함, 사업․재정 계획과의 연계 부족, CPS의 질적 저하 및 활용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서는 중점협력
국의 선정 기준이나 활용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고 국내외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해서,
기존의 26개 중점협력국을 <표 Ⅱ-5>와 같이 24개로 축소․조정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5.11.). 그리고 중점협력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한 협력은 정책자문 위주로 전환하
고, 국제기구와의 삼각협력을 통한 간접 지원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였다.
<표 Ⅱ-5> 중점협력국가 현황
제 1기 중점협력국: 총 26개

지역

개수

명단(밑줄은 제외국)

제 2기 중점협력국: 총 24개
개수

명단(밑줄은 추가국)

아시아

11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라오스,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동티모르

11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라오스,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미얀마

아프리카

8

가나,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르완다,
우간다, 콩고, 나이지리아, 카메룬

7

가나,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세네갈

중동·CIS

2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2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중남미

4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4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오세아니아

1

솔로몬군도

-

출처: 관계부처합동(2015:50)

각 중점협력국에 대해서는 공관 및 수원국 의견수렴, 우리나라의 산업별 경쟁력 분석
등 정략과 정성적 분석을 병행하여 국가별 중점협력분야를 선정하고 국별협력전략을 수
립하였다. 자세한 국가별 중점협력분야는 <표 Ⅱ-6>과 같다.

<표 Ⅱ-6> 한국의 중점협력국가별 중점협력분야
국가명
아시아

중점협력분야
네팔

물 관리 및 보건위생, 교육, 지역개발, 에너지

라오스

물 관리 및 보건위생, 에너지, 교육, 지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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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아프리카

중동·CIS

중남미

중점협력분야
몽골

교육, 물 관리 및 보건위생, 공공행정, 교통

방글라데시

교육, 교통, 물 관리 및 보건위생, 교통

베트남

교통, 공공행정, 물 관리 및 보건위생, 교육

스리랑카

교육, 교통, 물 관리 및 위생, 지역개발

인도네시아

교통, 공공행정, 환경보호, 물관리

캄보디아

교통, 물 관리 및 보건위생, 교육, 농촌개발

파키스탄

교통, 에너지, 물 관리 및 보건위생, 지역개발

필리핀

지역개발, 물 관리 및 보건위생, 교통, 재해예방

미얀마

공공행정, 지역개발, 교통, 에너지

가나

지역개발, 보건, 교육, 에너지

르완다

교육, 지역개발, 통신

모잠비크

교통, 에너지, 물 관리 및 보건위생, 교육

에티오피아

물 관리 및 보건위생, 지역개발, 교통․에너지, 교육

우간다

지역개발, 교육, 보건위생

탄자니아

물 관리 및 보건위생, 교통, 교육, 에너지

세네갈

지역개발 및 수산업, 교육, 물 관리 및 보건위생, 교통

아제르바이잔

통신, 물 관리 및 보건위생, 공공행정, 지역개발

우즈베키스탄

교육, 물 관리 및 보건위생, 공공행정

볼리비아

보건, 지역개발, 교통, 에너지

파라과이

물 관리 및 보건위생, 교통, 지역개발, 통신

페루

물 관리 및 보건위생, 공공행정, 환경보호, 교통

콜롬비아

지역개발, 교통, 산업, 평화

출처: 제 2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관계부처합동, 2016.5.)과 제 2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관
계부처합동, 2016.12)에서 공개한 국가협력전략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표로 작성함.
(http://www.odakorea.go.kr, 2019.9.30. 인출)

<표 Ⅱ-6>에서 알 수 있듯이, 24개 중점협력국 중에서 교육분야가 중점협력 분야로
명시된 국가는 아시아 7개국(네팔, 라오스,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
아), 아프리카 7개국(가나, 르완다,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우간다, 탄자니아, 세네갈), 중
동·CIS 1개국(우즈베키스탄)의 총 15개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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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DA 사업 추진 절차

ODA 사업은 기본계획의 방향에 따라 작성한 유무상 연간종합시행계획을 토대로 진행
되며, 자세한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립 절차는 다음의 [그림 Ⅱ-2]와 같다
(관계부처합동, 2015.11.).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매년 초 유무상원조의 주관기관인 기
재부와 외교부는 각 부처에 기관별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통보하고, 각 부처에서는 지침
에 따라 각 기관의 ODA 시행목표 및 주요 정책과제, 차년도 사업계획, 자체평가계획
등을 포함한 ‘기관별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3월말까지 주관기관에 제출한다. 주관기관
은 각 부처로부터 수합한 시행계획안을 검토한 후 분야별 시행목표와 규모 및 추진계획
등을 담은 ‘분야별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4월말까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국개위)
에 제출하고, 국개위에서는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연간종합시행계획’을 수립․의결한다.
각 시행기관은 6월 초에 국개위의 의결 결과 등을 반영한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하
고, 이를 토대로 기재부와 국회의 예산안 편성과 심의 절차가 이루어진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주관기관은 확정 예산을 반영한 차년도 분야별 사업계획을 국무조정실로 제출
하고, 이를 시행한다.
각 시행기관별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세부 과정에는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
로 ‘준비→심사→승인→시행→사후관리’의 과정을 거친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7). 무
상협력 사업 중 프로젝트 사업은 ‘사업발굴협의→공식사업요청서 접수→예비 조사→사업심
사→기획조사 및 집행계획 작성→사업시행자 선정 및 사업집행→사후관리’ 단계를 거쳐 추
진된다. 사업발굴 단계에서 정부는 중기전략 및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CPS)을 토
대로 협력대상국 정부와 사업 발굴 협의를 추진하며, 이 과정에서 KOICA 지역사무소 및
재외공관과 긴밀하게 협력한다. 무상원조 시행기관은 사업 시행 2년 전(n-2년 10월)까지
협력대상국 관계기관으로부터 사업개요서(Project Concept Paper, PCP)를 접수한 후 외
교경로를 통하여 협력대상국 수원총괄기관의 공식사업요청 공문을 접수한다. 협력대상국의
PCP를 바탕으로 예비조사 사업을 선정하고(n-2년 11월), 조사단을 파견하여 지원타당성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n-2년 12월 ∼ n-1년 2월), 사업심사를 통해 신규 추진사업을
최종 확정한다(n-1년 3월). 신규사업으로 확정되면 사업의 세부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기획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집행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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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별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

 ~2.15: 주관기관→각 부처
(기재부: 유상기행기관 / 외교부: 무상시행기관)

② 기관별 시행계획안 수립 및 제출

 ~3월말, 각부처→주관기관

③ 기관별 시행계획안 협의 · 조정

 4월, 주관기관

④ 분야별 시행계획안 수립 · 제출

 ~4월말, 주관기관→국무조정실

⑤ 분야별 시행계획안 조정 · 심사

 5월, 국무조정실

⑥ 연간 종합시행계획안 심의 · 의결

 6월초, 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⑦ 조정결과를 반영한 예산요구서 제출

 6월초, 각 부처→기재부

⑧ 예산안 편성 및 심의

 6월~12월, 국회·기재부

⑨ 확정예산을 반영한 차년도 분야별 사
업계획 수립·제출

 12월, 주관기관→국무조정실

[그림 Ⅱ-2]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립 절차
출처: 관계부처합동(2015:46)

다자협력 사업은 국제기구의 성격에 따라 주로 기획재정부와 외교부가 분담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7). 세계은행 및 아시아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MDB)과의 협력은 기재부가 주관하며, 한국수출입은행은 우리 정
부가 설치한 신탁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심사를 실시한다. 다자개발은행 관련 다자협
력 사업은 ‘사업발굴(MDB/협력대상국)→기획재정부에 대한 사업제안(MDB)→MDB 제
출사업 검토(수출입은행)→사업승인(기획재정부)→계약체결 및 사업 시행(협력대상국)’의
단계로 추진된다. 다자협력 사업 중 UN 및 기타기구와의 협력사업은 외교부가 주관하
며, ‘사업발굴(재외공관 건의/다자기구 직접 제안/우리 정부 부처 자체 사업 추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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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 부처의 타당성 검토→사업조정(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다자개발협력분과
위원회)→사업 승인(국제개발협력위원회)→사업 시행’의 과정을 거쳐 추진된다(국제개발
협력위원회, 2017).
5) 사업 평가 및 기준

ODA 사업이 증가하면서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사업 발굴,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대한 평가와 환류가 강조되었다. 특히 OECD
DAC 가입을 위한 동료 검토 과정에서 DAC는 한국정부의 유상·무상통합 평가체제 구축
및 독립적 평가 문화 확립을 권고하였다(장지순 외, 2018). 이에 한국 정부는 2009년
8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에 평가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
및 통합평가 매뉴얼 등 ODA 통합평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7). 이를 토대로 2014년부터는 정부 부처를 포함한 모든 ODA 시행기관이 일관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박주형 외, 2014). 또한, 평가소
위원회에서는 매년 국가적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대표적인 정책이나 사업을 선정하여
‘소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7).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에서 규정하는 평가의 정의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계획, 실행 및 결과에 대한 체계적․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 제2조)’이다. 사업평가의 종
류는 평가목적(형성평가, 총괄평가), 평가시기(사전평가, 중간평가, 종료평가, 사후평가),
평가대상(프로젝트 평가, 프로그램 평가, 분야별 평가, 국별 평가, 주제별 평가), 평가자
(내부평가, 외부평가, 공동평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한국국제협력단, 2018).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평가는 OECD DAC가 제안한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의 5개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 제5조). 다
만, 평가의 범위, 시기 등에 따라 모든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거나, 환경, 성주류화 등 기
타 평가기준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평가의 목적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중점적으
로 평가되어야 할 기준을 선정해서 평가하도록 한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4). 따라서
원조 전담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5대 기준을 토대로 표준 질문과 대표 성과지표 등을 개
발해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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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7> 국제개발협력 평가 기준
평가기준

평가 내용

적절성
(Relevance)

협력대상국의 개발정책 우선순위, 우리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및 국제적 개발과제와 우리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부합정도를 평가

효율성
(Efficiency)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지원규모(투입자원) 대비 지원성과 평가

효과성
(Effectiveness)
영향력
(Impact)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 정도 평가
완료되거나 수행 중인 국제개발협력사업이 협력대상국의 사회, 경제, 환경 등에 직·간접적
으로 미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 평가
국제개발협력사업 완료 이후 효과 및 혜택의 지속가능 여부 평가

출처: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국무조정실예규 제 12호, 2014,1.13 일부개정) 제5조(평가의 기준)의 내용을
연구자가 표로 재구성함.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 매뉴얼에 제시된 평가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이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4).
적절성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이 협력대상국의 필요와 정책적 우선순위 및 우리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대상이 협력대상국의 관련 정책 및 우선
개발순위, 우리 정부의 관련 정책 및 우선순위, MDGs 및 파리선언 등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공동 목표 및 전략을 반영하여 수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효율성은 투입된 자원 대비 국제개발협력의 성과가 경제적 의미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나타났는가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투입자원 대비 성과가 클수록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사업의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 목표가 계획된 시간 내에 달성되었는가, 다른
대안들보다 적은 비용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는가 등이 효율성을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효과성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목표 달성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 초기에 설정된 객
관적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이 초기에 수립된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측정하여 평
가한다. 사업완공시점에 실시하는 종료평가 시에는 산출물(output) 분석을, 사후평가 시
에는 결과물(outcome) 분석을 통해 효과성 측정이 가능하다.
영향력은 국제개발협력의 결과 직․간접적으로 초래된 지역적․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
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변화, 의도한 결과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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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이 종결된 후에도 사업의 효과가 지속되는 정도를 의
미한다. 따라서 국제개발협력사업이 향후에도 유지될 잠재성이 있는지, 사업의 긍정적
영향력이 지속적일 것인지에 대해 평가한다.
윤수재(2013)는 이러한 평가기준을 토대로, 개별 ODA사업의 종료 및 사후평가를 위
한 평가지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기도 하였다.

<표 Ⅱ-8> 개별 ODA사업 종료·사후평가 지표 예시(윤수재, 2013)
속성

종료·사후평가 지표
1) 국제사회의 ODA우선순위 이슈와의 일치도
2) ODA 사업목표와 수원국 목표간 일치도

적절성

3) ODA 사업목표와 공여국 목표간 일치도
4) 파트너십 기관간 목표 일치도
5) 사업계획이 성과달성에 적절한지 여부
1) 비용편익 달성여부
2) 사업을 위한 투입인력의 충분성

효율성

3) 사업비용이 사업수행을 위해 충분히 제공되는지 여부
4) 공여국과 수원국의 사업인력간 공조 원활성
5) 집행프로세스 및 조직이 원활한지 여부 탐색
6) 사업목표달성에 대한 위험 탐색
1) 계획대비 최종목표(결과중심) 달성율
2) 순수 ODA사업으로 인한 효과 외의 외부효과 탐색

효과성

3) 성공과 실패의 인과관계분석
4) 전달체계 유형별 효과성 비교
5) 모니터링 및 중간평가를 통해 지적된 사안 개선여부
1) 사업이 수원국 사람, 제도, 환경에 미친 영향
2) 의도하지 않은 영향/간접적 영향

영향력

3) 공여국·수원국·파트너 기관이 목표한 사회적영향 달성여부
4) 공여국의 수원국에서의 입지
5) 공여국의 국제사회 위상
6) 수원국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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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종료·사후평가 지표
1) 수원국의 자체집행시스템 구축 여부

지속가능성

2) 수원국 수혜자의 만족도
3) 수원국 참여와 주인의식 정도
4) 수원국에 대한 기술 및 운영기술 이전수준

출처: 윤수재(2013:321)

6) 삼각협력의 활성화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서 강조하는 협력 전략 중 하나는 삼각협력의 활성화
이다(관계부처합동, 2015.11.). 선진공여국이 주도하는 ODA 사업수행 방법의 한계 극
복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이나 삼각협력
(Triangular Development Cooperation)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국제개발협력위
원회, 2017). 남남협력은 지역 내 중소득국가로 성장한 신흥 공여국이 주변 개발도상국
에 발전경험과 축적된 지식을 공유하여 원조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이며, 삼각협력은 신흥
공여국이 주도하는 남남협력에 전통 공여국 또는 국제기구 등이 참여해서 협력하는 구조
를 말한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7).
지금까지 한국은 양자 및 다자협력 중심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삼각협력의
추진실적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서는 개발협력사업의 효
과 제고를 위한 이행체제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삼각협력을 강조하고 있다(국제개발협력
위원회, 2017). 한국은 원조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경험을 토대로 공여주체와 주
축국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비교 우위를 갖추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5.11). 또한
아세안(ASEAN)이나 중남미 지역과 같이 지리적․문화적 거리감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해
당지역의 거점 국가를 활용한 삼각협력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관계부처합동,
2015.11.). 이에 정부에서도 한국과의 협력 관계, 국제사회에서 신흥경제로서의 인지도,
지역 내 역학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축국을 선정하고, KOICA를 통해 파트너십 구축을
확대하고 있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7). 이와 함께, 수원국의 발전을 보다 효과성 높
게 견인하기 위해 주축국 원조 행정체제에 대한 정비 및 역량 강화도 동시 추진할 것을
강조한다(관계부처합동,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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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의 교육개발협력 현황
1) 개요

한국 정부는 1987년 한국수출입은행에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을 설치하면서 처음으로 유상원조 사업을 시작했고, 1991년
외교부 산하에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을 설립해 무상원조사업을 전담함으로써 ODA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였다(박환보 외,
2014). 그리고 2010년 OECD DAC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로 ODA 규모를 지속 확대
해 나가며 국제사회에서 신흥공여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ODA 통계에 따르면8),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 규모도 2006년
56.22백만 달러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2017년 221.4백만 달러로 지난 10년
동안 4배 이상이 증가하였다. 가장 최근의 통계인 2017년의 ODA 통계를 살펴보면, 한
국의 전체 ODA 지원 규모는 총지출액 기준으로 2,288.58백만 달러이고, 이 중에서 교
육 분야는 221.4백만 달러(9.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림Ⅱ-3]에서 알 수 있
듯이, 최근 교육 분야에 대한 총지출액 비중이 다소 감소했지만, 정부의 중점 지원 분야
중 하나로 여전히 전체 ODA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Ⅱ-3] 최근 5년의 ODA 지원 규모와 교육분야 비율 추이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ODA통계시스템(https://stats.koreaexim.go.kr/odastats.html, 2019.4.24.인출)
8) 한국수출입은행 ODA통계시스템(https://stats.koreaexim.go.kr/odastats.html, 2019.4.24.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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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분야의 세부영역별로는 고등교육 91.15백만 달러(41.2%), 기초교육 68.33백만
달러(30.9%), 교육일반 40.31백만 달러(18.2%), 중등교육 21.61백만 달러(9.8%)의 순이
다. 전체 교육 분야 ODA 지원액 중에서 고등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며, 이는
교육부가 관할하는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사업인 GKS (Global Korea Scholarship)가 포
함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지역별로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이 96.57백만 달러로 전체의
43.6%를 차지하고, 아프리카 56.42백만 달러, 기타 54.03백만 달러, 아메리카 11.4백만

달러, 오세아니아 2.72백만 달러, 유럽 0.25백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시아 중
점지원 및 아프리카 비중 점진적 확대’라는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지원 방
향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림 Ⅱ-4] 최근 5년의 교육분야 세부분야별 지원 규모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ODA 통계시스템(https://stats.koreaexim.go.kr/odastats.html, 2019.4.24.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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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OICA의 교육분야 협력 현황

KOICA는 그 동안의 교육 분야 지원 성과 및 국내외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향후
5년 동안의 비전과 전략목표 등을 담은 ‘KOICA 교육 중기전략(2016-2020)’을 마련하
였다(한국국제협력단, 2017). 동 전략에 따르면, KOICA는 “양질의 교육을 통한 포용적
발전”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전략목표와 핵심 프로그램을
설정하였다.

<표 Ⅱ-9> KOICA 교육분야 전략목표와 핵심 프로그램
전략목표

핵심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위한 양질의 교육

∙ 기초학력 증진 및 교사 역량강화
∙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교육

∙ 여성, 장애인, 학교 밖 아동 지원
∙ 재난 및 분쟁 지역 교육 접근성 제고

미래역량 개발을 위한 직업기술교육

∙ 직업기술교육 시스템 강화
∙ 기술교육 선도모델 구축

출처: 한국국제협력단(2017)

이러한 과제들은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네 번째 교육 목표(SDG4)와 관련을 맺고 있다(채재은․박환보, 2017).
구체적으로 첫 번째 과제인 “학습성과를 위한 양질의 교육”은 SDG 4.1(양질의 무상 초
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이수) 및 4.7(지속가능발전 및 시민성, 인권 강화 교육)과 관련된
과제이다. 두 번째 과제인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교육”은 SDG 4.5(취약계층 아동의
교육과 직업훈련 확대)와 관련이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과제인 “미래역량 개발을 위
한 직업기술교육”은 SDG4.3(고등교육)과 4.4(직업기술교육), 8.6(좋은 일자리와 경제성
장)과 관련을 맺고 있다.
2018년 KOICA의 국별 협력 사업 중에서 교육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27.1%로 가
장 높고, 보건의료 22.8%, 공공행정 부문이 19.1%로 뒤를 잇고 있으며, 주로 국별 프로
젝트 협력 형태로 진행된다(한국국제협력단, 2018). 20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관계부처합동, 2019.1)에 따르면, KOICA를 포함한 외교부의 ODA 예산은 양자무상
45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Ⅵ) : 아시아 중점협력국가를 중심으로

9,048억원, 다자 1,023.3억원으로 총액 10,071.3억원이다. KOICA가 2019년 현재 추
진하고 있는 교육 관련 사업은 모두 58개이고, 세부적으로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 사업
12개(21%), 영유아 교육사업 1개(2%), 성평등 사업 6개(10%), 직업기술훈련 사업 25개
(43%), 고등인재양성 사업 14개(24%)가 진행 중이다(박환보, 2019).

3) 교육분야 KSP 사업9)

KSP 사업은 2004년 정책자문사업을 시작으로 2010년 이후 경제발전 경험 모듈화 사
업, 국제기구 공동 컨설팅 사업 및 시스템 컨설팅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KSP 사업은
지난 10년간 수행한 내용에 따라 KSP 1.0(단순한 지식전수 단계), 2.0(협력국 수요의
맞춤형 정책자문 제공 단계), 3.0(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상생의 협력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한국수출입은행, 2016:29). 이는 국제개발협력의 환경
적 변화에 따른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국제개발협력의 특징은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 맞춤형 개발협력 추진, 지식공유
에 기초한 개발협력 강화로 설명할 수 있다(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한국수출입은
행, 2016:131). 특히, 지식공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유형자산 중심의 전통적 국제
개발협력의 효과성 논란에 따른 것으로, 최근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지식공유는 선진국(또
는 공여국)에서 개도국(또는 수원국)으로의 일방적 지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신 개도
국에서 선진국으로, 개도국 간 개발경험의 공유, 그리고 최근에는 국제기구와 개별국가
의 개발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등 매우 포괄적 개념의 지식공유로 접근되고 있다(기
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한국수출입은행, 2016:132).
KSP 사업은 크게 정책자문, 모듈화, 국제기구 공동컨설팅 사업으로 구분된다. 이 중
정책자문사업의 발전방안으로 사업 주제 선정 방법 및 발굴 채널 개선, 연구진의 역량강
화, 협력대상국의 연구진 참여 확대, 연수시간 확대와 내실화, 마지막으로 후속조치 강화
등이 주요하게 언급되고 있다(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한국수출입은행, 2016:142143). 특히, KSP 사업을 담당하는 연구진의 전문성 강화는 중요한 업그레이드 요소다.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연구진이라 해도 사업내용 이해도, 소통 및 전달능력 부족 등
이 사업성과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 역량강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
9) KSP사업 관련 내용은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한국수출입은행(2016)에서 포괄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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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향후 KSP는 지식공유 사업으로서의 국제개발협력을 강화하여야 하고, 특
히 내부역량 강화와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가 동시적으로 강화될 때 사업의 전문성이 향
상되고 나아가 사업의 효과성이 제고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KSP 정책자문사업의 주제는 산업정책 및 투자 활성화(인프라 관련 포함), 과학․IT 육
성 및 혁신, 거시경제 및 발전 전략, 금융 정책 및 금융시스템 혁신, 무역․수출 진흥, 지속
가능 성장 및 국토개발(지역개발, 에너지 관련 포함), 재정운영 및 공기업 관리, 인력양성
및 교육제도 혁신(노동 및 고용 관련 포함), 기업 육성 전략(중소기업 포함), 농․수산업
개발, 기타(법․규제, 관광산업 등)로 크게 11개로 구분할 수 있다.
KSP 정책자문사업 중 사회정책 분야에는 인적자원개발, 보건․복지, 노동시장, 환경,
기타 사회정책이 포함된다. 특히 본 연구의 관심은 인적자원개발 특히 교육을 주제로 하
는 정책자문사업의 현황이다.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총 20개의 KSP 정책자문사업이 세
부주제로 교육을 포함하고 있었다. 아래 <표 Ⅱ-10>은 각 사업의 사업기간, 현지협력기
관, 세부주제, 교육 분야 주제 등을 정리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KSP 정책자문사업 중 인력양성 및 교육제도 혁신 주제에 포함되는 교육분
야의 규모는 전체의 7.6%(2013년 말까지 누적기준 606개 과제 중 46개)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한국수출입은행, 2016:132).

<표 Ⅱ-10> KSP 정책자문사업 사회정책 분야 중 교육분야 사업
No.

사업명

사업
기간

현지협력기관

세부
주제

교육 분야

1

PASET 아프리카 과학기술
분야 인적자원 역량강화

2019-2020

과학고등교육부, 교육부

4

르완다 인적자본 경쟁력 진단 및
제언

2

니카라과 산업경쟁력 및
교육을 위한 국가전략수립

2016-2017

산업통상부, 교육부,
국립기술훈련청

3

교원양성기관의 교원 역량 및
교수법 강화 방안

3

캄보디아의 지속가능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2016-2017

캄보디아 생산성위원회,
상무부,
청소년,스포츠,교육부

3

교사 평가 시스템에 초점을 둔
교육개혁

4

캄보디아 발전을 위한
교사교육정책의 방향 탐색,
캄보디아 산업의 노동생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개발방안

3

니카라과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원 양성 체제 개선

4

2015/16 캄보디아 KSP

2015-2016

경제재정부, 청소년,
스포츠,교육부, 캄보디아
생산성위원회

5

니카라과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개발 전략

2015-2016

산업통상부, 교육부,
국립기술훈련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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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업명

사업
기간

현지협력기관

세부
주제

교육 분야

6

2015/16 우즈베키스탄
KSP

2015-2016

대외경제무역부, 재무부,
거시경제전망연구소

4

우즈베키스탄 연구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석박사과정 강화 전략

7

제 2차 성장과 전환계획의
효율적 추진방안

2015-2016

에티오피아 산업부,
에티오피아 상공회의소,
에티오피아 교육부

3

에티오피아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고등교육: 고등교육과 경제발전 간
연계 강화

8

2014 과테말라 KSP

2014-2015

국가과학기술혁신청

3

SICA 정책대학원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

9

페루 산업화를 위한
정책자문

2014-2015

페루 국가전략기획위원회

4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양성체제
구축: 한국의 경험과 페루의 비전

10

2014 캄보디아 KSP

2014-2015

최고국가경제위원회

5

캄보디아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교육개혁: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11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경제
우선분야 개발을 위한
정책자문(II)

2012-2013

경제기획부

4

사우디아라비아의 직업훈련을 위한
이러닝 솔루션 및 KEM 모델

12

파키스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4개 핵심 분야
정책자문

2012-2013

경제부

4

고등교육의 질과 접근성 향상

13

알제리의 국가비전 2030
수립

2012-2013

총리실 전략기획국

6

알제리 교육발전계획 수립:
직업교육훈련과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14

사우디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

2011-2012

경제기획부

4

사우디아라비아 공교육 및
평생교육 향상: 한국의 EBS모델
적용

15

아부다비 주요 ICT 정책과제
자문

2011-2012

아부다비 시스템
정보센터

4

한국의 e-Literacy 발전경험과
시사점

16

사우디 정부의 경제발전
우선분야 개발을 위한 정책
자문

2010-2011

경제기획부

4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등교육
개선방안

17

5개년개발계획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정책자문

2010-2011

기획발전부

4

쿠웨이트의 교육개발전략

18

가나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발전기반 구축

2007-2008

가나 경제연구소

4

가나의 인력개발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

19

쿠웨이트 국가발전계획 수립:
한국의 발전경험에 기초한
쿠웨이트 개발전략 정책자문

2007-2008

쿠웨이트
기획발전최고위원회

7

교육 및 인적자원 제도의 개혁

20

한국의 경험을 통해서 본
터키 경제의 발전 전략

2005-2006

터키 국가기획원

6

산업화와 인적자원개발: 한국의
경험

출처: KSP 홈페이지(http://www.ksp.go.kr/pageView/cooperation_area. 2019.10.24. 인출)에서 교육분야 관련 사업을
재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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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지표 컨설팅 결과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지표 컨설팅 개요

가. 컨설팅 추진 경과
1) 배경 및 목적

2017년부터 시작된 아시아 3개국(몽골, 베트남, 스리랑카)에 대한 교육통계·지표 컨설
팅은 아시아 협력국가들의 SDG4 교육지표 생산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지표 생산의
기초가 되는 교육통계의 생산 및 활용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본 컨설팅
은 아시아 국가들이 교육통계 및 교육지표를 자체적으로 생산함으로써 자국의 교육발전
을 도모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참여 협력 국가들의 중장기 교육통
계 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자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아시아 협력국가들의 교육 및
교육통계 현황 분석, 교육지표 개발 및 활용 실태 분석, 교육통계 관련 수요 조사 등을
실시하여 국가별 특징과 수준, 수요 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2015년
UN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수립한 것과 큰 연관이 있다. UN 회원국들은 지속가
능발전목표(SDGs)의 이행을 위해 국가지표를 생산하고 이를 UN에 보고해야 하는데, 많
은 국가들에서 이를 생산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하여 전반적인 기초 통계 생산 및 지표
생산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에서는 개도
국들에게 통계 및 지표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 및 연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이미 통계체계가 발전된 국가들이 개도국의 통계 역량 강화에 적
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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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경과

가) 아시아 3개국 국가선정 과정
아시아 3개국(몽골, 베트남, 스리랑카)에 대한 교육통계·지표 컨설팅은 Ⅰ장에서 제시
한 전체 연구사업의 3단계 및 10개년 마스터플랜에 따라 진행되었다. 2016년에는 국가
선정을 위해 우선 한국의 중점협력국가 24개국에 대하여 교육통계 실태를 국가 개황,
교육 현황, 교육통계시스템 구축 현황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각 국가에서 교육통계 및
지표체계가 개발·구축되는 맥락을 분석하였다(김창환 외, 2016:35). 또한 UIS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여 24개 중점협력국가에서 생산되고 있는 교육지표 현황과
SDG4 지표 확보 현황을 분석하였다(김창환 외, 2016:107). 아울러, 개도국 교육지표
사업 참가국의 수요를 파악하고자 UIS, SEAMEO, OEI 등 유관국제기구를 방문하여 본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국가별 특성과 통계기반, 그리고 국가선정
과 관련한 국제기구의 의견 등을 청취하였다(김창환, 외 2016:12).
이러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본 연구사업에서는 2016년 8월 31일부터 9월 2일 사흘
동안 인천 송도에서 「교육통계 역량 강화를 위한 아시아 협력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
회의에는 8개국(네팔,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파키
스탄)의 교육통계 담당 공무원과 UIS SDG4 교육지표 전문가가 참석하였다(김창환 외,
2016:12). 이 회의에서는 한국과 참여국의 교육통계 실태에 대해 발표하고 이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각 국의 교육통계제도, 교육통계산, 교육통계서비스 분야에 대한
수요조사와 면담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6년 12월에 각 국가로 신청 안
내 공문을 송부하였으며, 2017년 2월에 최종적으로 그 동안의 실태분석 결과와 수요조
사, 면담 내용 및 아시아 지역 내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3개국(몽골, 베트
남, 스리랑카)을 선정하였다.

나) 컨설팅 추진 경과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등 아시아 3개국을 대상으로 한 1주기(2017~2019년) 교육통
계·지표 컨설팅의 3개년 계획은 아래 <표 Ⅲ-1>과 같다. 우선 컨설팅 1차년도에는 협력
국가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그리고 현지방문 및 진단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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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초청 워크숍 등을 통하여 컨설팅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2차년도에는 통계생산역량
증대 및 SDG4 교육지표 생산을 목표로 조사, 서비스, 제도, 지표 등의 영역에 대한 맞춤
형 통계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현지 컨설팅과 한국 초청 컨설팅 및 면담 등을 토대로 컨
설팅 중간보고서를 마련하였다. 3차년도에는 최종 목표로 국가별 교육통계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차년도부터 진행한 맞춤형 통계컨설팅, 한국 초청 컨설팅 및 현지 컨설
팅을 진행하였다. 국가별 컨설팅 결과는 본 연구보고서 이외에도 영어와 현지어로 작성
한 별도의 보고서로 발간하였다.

<표 Ⅲ-1> 3개년(2017-2019년) 컨설팅 계획
2017년

2018년

2019년




컨설팅수요조사
컨설팅종합계획수립




통계생산역량 증대
SDG4 교육지표 생산





통계생산역량 증대
SDG 교육지표 생산
교육통계 발전계획 수립

컨설팅
대상




정책결정자
통계전문가(코디네이터)



통계전문가(코디네이터)



통계전문가(코디네이터)

컨설팅
내용




한국 경험 공유
통계실태조사



맞춤형 통계컨설팅






현지 방문조사 및 진단조사
한국 초청 워크숍




한국 초청 컨설팅
현지 컨설팅




한국 초청 컨설팅
현지 컨설팅



컨설팅종합계획



컨설팅 중간보고서




컨설팅 종합결과 보고서
국가별 교육통계
발전계획(안)

컨설팅
목표

컨설팅
방법

주요
산출물

(조사, 서비스, 제도, 지표)

맞춤형 통계컨설팅
(조사, 서비스, 제도, 지표)

출처: 김창환 외(2017:19), 일부 내용 및 용어를 2019년 연구사업 기준으로 수정함

이와 같은 추진계획을 보다 구조화하여 제시하면 아래 [그림 Ⅲ-1]과 같다. 1차년도에
는 협력국가의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 방문,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들과의 협의회 실시,
워크숍을 통한 한국의 교육통계 및 국제 동향 소개 등을 통하여 협력국가의 교육통계
현황과 수요를 파악하였다. 2차년도에는 1차년도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현지 공
무원 및 전문가 협의회, 보다 세부적인 한국의 교육통계 사례 공유, SDG4 이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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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동향과 과제 등을 공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협력국가 교육통계체제에 대한 진단과
향후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3차년도에는 도출된 영역별·과제별 우선순위를 협력국가
들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컨설팅 종합 보고서 초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
로 각 협력국가에서는 교육통계발전계획(안)을 수립하여 자국의 교육통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컨설팅을 마무리하였다. 이상과 같은 추진 경과, 국
가별 컨설팅 결과 및 성과, 국가별 교육통계발전계획(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절에서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그림 Ⅲ-1] 협력국가 교육통계 역량 강화 컨설팅 추진 프로세스(2017~2019년)

나. 교육통계체제 진단틀
아시아 3개국(몽골, 베트남, 스리랑카)에 대한 교육통계·지표 컨설팅의 핵심적인 내용
은 각국의 교육통계체제를 분석하고 이를 진단하여 앞으로의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이
를 토대로 각국이 실질적이고 중기적인 교육통계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돕는 데 있다.
이러한 본 교육통계·지표 컨설팅의 방향은, 교육통계체제가 각 국가 고유의 교육 및 행
정시스템에 따라 만들어지므로 각국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최적화된
체제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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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교육통계체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각 국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진단틀이 필요하다. 본 연구사업에서는 2016년에 개도국 교육통계 진단
도구를 개발한 바 있다. 2016년 개발한 「개도국 교육통계 진단도구」는 <표 Ⅲ-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9개 영역 16개 진단 요소로 구성하였다(김창환 외, 2016:183-184).
이 진단도구는 그 동안 국제기구와 주요국에서 사용한 개도국 교육통계 진단도구들, 가
령 UIS의 DQAF(Data Quality Assessment Framework), 미국 통계청의 통계역량평
가를 위한 도구(Tool for Assessing Statistical Capacity), PARIS21의 통계 생산 역량
지표(Statistical Capacity Building Indicators)와 우리나라의 교육통계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것이다(김창환 외, 2016:179-182).
9개 진단 영역은 교육통계제도, 교육통계기획, 교육통계 내용, 교육통계조사 설계, 자
료 수집 방법, 자료 입력 및 처리(DB 구축), 교육통계서비스, 교육통계 활용, 교육통계
관리 및 지원체제이다(이하 김창환 외, 2016:183-184). 세부적으로 교육통계제도 영역
은 통계제도, 조직, 인력 및 예산이 주요 진단 요소이며, 교육통계기획 영역은 내용적
측면, 방법적 측면, 지원체제 검토가 주요 진단 요소이고, 교육통계 내용은 학제별 통계
와 주제별 통계가 진단 요소이다. 또한 교육통계서비스 영역은 오프라인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 서비스의 적시성, 수요자 지향성 등의 진단 요소로 구분하였다.
<표 Ⅲ-2> 개도국 교육통계시스템 진단영역 및 요소(2016년)
진단 영역

1

2

교육통계
제도

교육통계
기획

진단 요소

진단 질문



통계제도




통계제도가 집중형인가? 분산형인가?
교육통계 관련 기관이 어디인가? (통계청/교육부/교육청/학교 등)



조직, 인력 및
예산






교육통계조직이 갖추어져
교육통계를 지원할 인적,
통계전문가가 교육통계를
교육통계예산이 확보되어



내용적 측면




통계 생산 목적이 분명한가?
통계 생산 시 주된 활용분야가 명시되어 있는가?



방법적 측면







통계시스템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가?
수요자 요구를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유사 조사를 검토하였는가?
통계조사 가능성을 검토하였는가?
전문적 통계 방법이 구상되고 있는가?



지원체제 검토




실무적인 조사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행정지원체제가 갖추어져 있는가?

있는가?
물적 자원이 갖추어져 있는가?
담당하는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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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영역

진단 요소

진단 질문

학제별 통계









취학 전 교육통계가 생산되고 있는가?
초등학교 교육통계가 생산되고 있는가?
중학교 교육통계가 생산되고 있는가?
고등학교 교육통계가 생산되고 있는가?
직업학교 교육통계가 생산되고 있는가?
대학 교육통계가 생산되고 있는가?
취업 교육통계가 생산되고 있는가?

주제별 통계







학교통계가
학생통계가
교원통계가
재정통계가
시설통계가

교육통계
조사 설계











조사목적이 명료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조사 내용이 명료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조사지침이 갖추어져 있는가?
조사표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통계 작성 대상에 대한 정의가 명료한가?
개념 및 용어에 대한 정의가 명료한가?
조사 방법이 타당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통계 분류체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조사 결과 제시 방법이 타당한가?

5

자료 수집
방법







수기조사(Paper-based survey)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컴퓨터 기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웹 기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모바일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조사가 불가능한 여건(지역 등)이 있는가?

6

자료 입력
및 처리
(DB 구축)





데이터 수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데이터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데이터 저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오프라인 서비스
- 보고서/리플렛
- 간행물/자료집





통계 간행물이나 자료집이 발간되고 있는가?
통계 보고서 또는 리플렛이 제작되고 있는가?
기타 자료집이 어떻게 제작되고 있는가?

 온라인 서비스
- 인터넷 서비스
- 홈페이지 서비스




교육통계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는가?
인터넷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서비스의 적시성



교육통계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는가?



수요자 지향성



맞춤형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8

교육통계
활용






교육통계가 정책에 활용되고 있는가?
교육통계가 연구에 활용되고 있는가?
교육통계가 교육에 활용되고 있는가?
기타 통계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9

교육통계
관리 및
지원 체제





통계관리 및 조정기관이 존재하는가?
교육통계 생산을 위해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고 있는가?
데이터의 질과 관련된 문화가 존재하는가?


3

교육통계
내용



4

7

교육통계
서비스

출처: 김창환 외(2016:18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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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되고
생산되고
생산되고
생산되고
생산되고

있는가?
있는가?
있는가?
있는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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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단도구를 기초로 2016년 연구사업에서는 개도국 교육통계 수요조사 도구를 만들
어 2016년 8월 한국 초청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한 8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수요조사 도구는 <표 Ⅲ-3>에 보는 것처럼 3개 분야, 15개 영역, 43개
요소로 구성하였다(이하 김창환 외, 2016:171-173). 3개 분야는 각각 교육통계제도 및
기반 분야, 교육통계 생산 분야, 교육통계 공급 및 활용 분야이었다. 세부적으로 교육통
계제도 및 기반 분야에는 법적 근거 마련, 조직진단, 인력양성 및 연수 등 3개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교육통계 생산 분야에서는 내용 측면에서 학제별 통계와 주제별 통계, 자
료수집 측면에서 조사도구, 자료수집방법, 자료 검증, DB 구축방법, 품질관리 등 7개 영
역, 교육통계 공급 및 활용 분야는 공급 측면에서 서비스 방법, 홈페이지, 활용 측면에서
통계 활용, 가공통계생산 측면에서 교육지표와 지역통계 등 5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표 Ⅲ-3> 개도국 교육통계 수요조사 도구 구성요소(2016년)
분야

수요조사 영역
법적 근거 마련

주요 구성 요소
통계법(조사, 서비스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교육통계 총괄기관의 역할

조직 진단

교육통계
제도 및
기반

독립적인 통계생산 기관(조직)
통계조직의 미션
통계조직의 중장기 계획 수립
통계종사 인력의 적정 규모(기획자, 관리자, 조사자)

인력양성 및 연수

통계종사 인력의 양성(필요 역량)
통계종사 인력의 연수 : 질 관리
유아교육 및 보육 통계
초등학교 통계

교육통계
생산

내
용
측
면

중학교 통계
학제별
통계

고등학교 통계
대학교 통계
평생교육 통계
국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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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수요조사 영역

주요 구성 요소
학교 통계
학생 통계
교원 통계

주제별
통계

교육과정 통계
ICT 통계
교육재정 통계
교육시설 통계
기타

조사 도구

조사지 개발
조사지침 개발
수기조사

자
료
수
집

자료수집
방법

웹 조사
모바일조사

자료 검증
측
면

공공 DB(EMIS) 연계조사

DB
구축방법

자료 검증 절차
자료 검증 방법(시계열검증, 내용검증, 형식검증 등)
데이터 저장 방법
데이터 관리 방법
통계품질 진단기준 개발

품질관리

공급

교육통계
공급 및
활용

활용

통계품질 관리 방법
(자료 수집, 자료 처리, 자료 서비스의 질)

서비스
방법

통계자료 공급 방법

홈페이지

홈페이지 개발 및 관리

통계 활용

통계 활용 목적 및 방법
교육지표 생산

가공
통계
생산

교육지표
SDGs 지표산출
학교통계
지역통계
지역통계

출처: 김창환 외(2016:171-173),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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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및 2018년 이루어진 1주기 교육통계·지표 컨설팅의 첫 두 해 동안의 실태조
사와 분석은 위에서 제시한 개도국 교육통계시스템 진단도구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그러
나 각 국가의 교육통계시스템에 대한 진단이 위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과 요소로 이루어
질 필요는 없었으며, 각 국가들의 실태와 수요를 토대로 국가별 개선 과제 도출을 위한
분석틀을 아래 <표 Ⅲ-4>와 같이 단순화하였다. 즉, 교육통계시스템의 진단 영역을 법·
제도적 측면, 시스템·인프라 측면, 조사체계 측면, 통계서비스·개방·활용 측면, 국가교육
지표 개발·관리 측면 등 5개 영역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의 교육단계에 대한 조사체계에
따라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교육통계조사시스템에 대한 진단을 각 교육단계별로 구분
한 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육단계에 따라 그에 맞는 교육통계시스템을 별도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도출되는 과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표 Ⅲ-4> 교육통계시스템 개선 과제 도출을 위한 분석틀(2019년)
구분

공통

유치원

초중등

고등

취업

평생

법‧제도적
시스템‧인프라
조사 체계
통계서비스
개방‧활용
국가교육지표
개발‧관리

이상의 교육통계·지표 컨설팅의 주요 경과와 분석틀에 따른 각 국가별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절에서 보다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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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몽골 교육통계·지표 컨설팅 결과

가. 몽골 컨설팅 경과 개요
2017년에 시작된 몽골 교육통계·지표 컨설팅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우
선, 2017년 1차년도 컨설팅은 몽골의 교육통계 현황 및 수요 파악을 목적으로 진행되었
다. 상반기에는 먼저 몽골 현지를 방문하여 교육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수요 등을 파악
하고, 교육통계역량 수준을 진단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몽골 교육통계담당자를 초청하여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한국의 교육통계 생산 경험을 공유하였으며, 컨설팅 계획을 최
종적으로 확정하였다.
2018년에는 몽골 교육통계 개선을 위한 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상반기에는 컨설팅 액션 플랜에 따라 몽골 담당자의 서면검토 결과를 토대로 몽골을 방
문하여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교육통계 담당자를 초청하여 후속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교육통계 및 SDG4 관련 국제적 동향과 지식을
공유하였다.
3차년도인 2019년도에는 2018년 컨설팅에서 도출된 개선과제별 우선순위를 논의하
고, 한국교육교류 협력의 과정을 통해 몽골 교육통계 컨설팅 결과 보고서 작성을 목적으
로 진행되었다. 상반기에는 교육통계 담당자를 초청하여 몽골 컨설팅 성과를 공유하고
몽골 교육통계 과제별 이행계획 수립방안을 협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몽골 현지를 방문
하여 몽골 컨설팅 결과를 공식 보고하였고, 몽골 국가이행계획 및 이행계획 지원을 위한
후속조치방안을 검토하였다.
아래 <표 Ⅲ-5>는 지난 3년간 이루어진 현지 컨설팅의 주요 컨설팅 과제를 정리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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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몽골 현지 컨설팅 일정 및 내용(2017-2019년)
구분

1차 현지
컨설팅
(2017년)

2차 현지
컨설팅
(2018년)

내용
출장일정

･ 2017. 6. 19(월) ~ 24(토)

방문기관

･ 교육문화과학체육부, 몽골 국가통계청, 울란바타르시 교육청, 118번초중등학교,
몽골과학기술대학교

주요
컨설팅과제

･
･
･
･

한국의 교육통계 전반적인 추진경과 및 관련근거, 진행과정에 대한 자료 공유
몽골의 현지 수요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몽골 담당자 의견수렴을 통한 ‘18년도 컨설팅과제 도출
9월 한국 국제컨퍼런스 안내

출장일정

･ 2018. 6. 5(화) ~ 9(토)

방문기관

･ 교육문화과학체육부, Tsenhermandaltha유치원, Tsenhermandaltha중학교

주요
컨설팅과제

･ ’17년도 컨설팅 결과 성과 및 ’18년도 컨설팅과제 사전검토사항 논의
･ 몽골 담당자 의견수렴을 통한 ’19년도 컨설팅과제 도출
･ 9월 한국 국제컨퍼런스 안내

출장일정
3차 현지
컨설팅
(2019년)

방문기관

주요
컨설팅과제

2019. 10. 7(월) ~ 12(토)
･ 교육문화과학체육부, 몽골 KOICA 사무소, Tuv아이막 교육청, Tuv아이막
휴문고등학교, Tuv아이막 부진켄유치원
･ 몽골 컨설팅 결과 보고 및 현지 관계자 의견 수렵
･ 몽골 컨설팅 성과 발표 및 과제별 이행계획 검토
･ 향후 몽골 교육통계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 논의

나. 몽골 교육통계·지표 발전 수준 진단
몽골의 교육통계 및 지표 발전 수준에 대한 진단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16년에 마
련한 진단도구와 2019년 개선과제 도출을 위한 분석틀을 기초로 수행하였다. 몽골 교육
통계 진단은 크게 세 축을 고려하여 수행하였다. 첫째, 취학전(유아교육), 초중등학교, 대
학 등으로 학교급을 구분하였으며, 둘째, 수요자 중심의 과제 선정을 위해 몽골 교육통계
현황에 대한 실태 및 수요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선과제
는 조사기반 마련, 조사내용 확충, 조사체제 구축, 조사방법 효율화, 조사결과 분석 및
활용 등의 주제별 진단을 통해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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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몽골교육통계 진단 개념도

1) 진단 결과10)

□ 공통사항
앞서 제시한 몽골 교육통계의 발전과제에 대하여 영역별로 구체적으로 진단한 결과를
제시하면 이하와 같다.
우선 공통사항으로는, 몽골 교육통계체제는 통계 생산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사
근거, 조직 및 인력, 조사체계, 조사 시스템, 조사 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어 자료 수집
및 생산 역량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정부부처도 과학적인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교육
통계 자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국가 통계청과도 원활한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
하고 있으며, UNESCO 분류지침과 국제지표를 참고하는 등 대내외 여건도 양호한 편이
었다.
다만, 조사항목 및 지침 개선, 교육통계 조사운영 예산 확보,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국
내외 지표 관리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정책 활용을 위한 수요를 교육통계가 따라가
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수요조사 결과 교육통계 법적 근거 강화, SGDs 교육지표

10) 몽골 교육통계 진단은 2017년 및 2018년 컨설팅 내용을 토대로 정리되어 일부 내용은 2~3차년도 연구
(김창환 외, 2017; 2018)에 기 반영되어 있음. 본고의 내용은 해당 내용을 수정·보완·추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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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역량 강화, 교육통계 품질 강화, 공공데이터베이스 연계 조사, 교육통계 분석 활용
등이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영역1 : 법·제도적 측면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통계법이나 교육 관련 법령 등에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조
사근거가 제시되어 있지만, 조사 관련 조항 및 규정 등은 미흡한 편이다. 다만, 최근 개별
조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개정(장관령)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통계청에서 교육통계를 포함한 국가통계들을 승인‧관리하고 있으며, 분야별 통계 조사
는 각 부처(담당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조사 이후 공식적인 자료 수합 및 발표는 통계
청에서 실시하고 있다. 조사계획은 연도별로 수립되고 있으나, 단기 계획 위주로 수립되
어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전반적으로 몽골 법‧제도적 측면은 보통 수준으로 판단되며, 수요조사 결과에서는 교
육통계 승인 및 관리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영역2 : 시스템·인프라 측면
몽골은 교육행정기관의 경우 전산 시스템을 담당하는 전담팀이 있어서 시스템이 잘 관
리가 되고 있고, 각급학교 역시 지리적‧환경적 여건에 비해 비교적 정보화 환경이 잘 구
축되어 있다. 교육분야 정보시스템(ESIS)을 통해 초중등학교의 교육행정정보 관리가 이
루어지고 있으며, 초중등 교육통계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다.
취학 전 교육통계 시스템은 국가예산으로 최근에 신규 구축되었으며, 고등교육통계 시
스템은 ADB 예산을 통해 향후 구축 예정이다. 교육통계 예산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
며, 특히 조사 운영예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고민하
고 있다. 특히, 현재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은 없으며,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건비만 마련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인적자원의 경우, 몽골 교육문화과학체육부에서 교육통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부서 내 전담조직은 없으며 통계 담당자는 지정되어 있으나 통계 담당
자 1명이 교육분야 외 다른 통계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어 교육통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한계가 있다. 이외 UNESCO 지침의 분류 기준을 따르는 등 UNESCO와 협력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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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장점이다.
몽골 교육통계 시스템 인프라는 비교적 양호하다고 판단되며, 수요조사 결과 지속적인
교육통계 조사 예산 및 시스템 구축‧개선 예산 확보, 전담부서 및 인력 확대, 대학 조사
시스템 구축을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영역3 : 조사체계 측면
교육통계조사체계 측면에 있어서는 조사대상, 조사방식, 주기 등이 일관성 있게 구축
되어 있다. 다만, 항목별 조사기준일이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 조사 수행 시 조사기준일
이 아닌 조사 입력(수합) 일을 기준으로 조사되는 경우가 있어 통계의 신뢰성을 다소 저
해할 우려가 있다. 학제별 조사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나, 조사항목 및 지침 개선 프로세스
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으며, 초중등 교육통계를 제외하고는 지침 개선 주기가 긴 편인
것도 단점이다.
교육분야 정보시스템(ESIS)의 경우 사용 매뉴얼이 있으며,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담당자들이 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해 비교적 잘 숙지하고 있는 편이다. 최근 신규 구축된
취학 전 교육통계 시스템과 구축 예정인 고등교육통계 시스템 사용 매뉴얼도 향후 작성
될 계획에 있다.
과거에는 연수 예산이 편성된 적이 있으나 최근 2년 동안은 연수예산이 없어서 비정기
적(시스템 구축 시) 연수만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 신규 담당자들의
교육이 필요한 경우 관할 교육행정기관의 직원이 출장 방문하여 시스템 사용 방법을 안
내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은 교육분야 정보시스템(ESIS),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서 형식검
증, 시계열 검증 정도만 수행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몽골 조사체계는 비교적 양호하다고 판단되며, 수요조사 결과 조사항목 및
지침 개선 프로세스 체계화, 담당자 연수 정기 개최, 조사결과 검증 강화가 중요하고 시
급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영역4 : 통계서비스·개방·활용 측면
몽골의 교육통계서비스·개방·활용 측면에서는, 교육통계 결과를 통계청 홈페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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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주요지표를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한 정책평가나 실행은 미흡한 상
황이다.
조사결과의 공표는 통계청 승인을 통한 웹사이트 자료 제공, 자료집 발간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기초자료를 수록한 교육통계 자료집, 요약 간행물 등을 발간하고 있으
며, 주로 통계청에서 발간하고 있다. 공표 이후 자료 제공 서비스는 자료 요청서, 공문
등으로 공식 요청하면 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다. 초중등 교
육통계의 경우, 학부모 전용 앱(APP)을 개발하여 시범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취학 전 교육통계, 고등교육 통계는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진행 중이므로 조사 결과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몽골의 교육통계 서비스·개방·활용은 보통 수준으로 판단되며, 수요조사 결과, 분석‧서
비스 조직 및 인력 확보,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 서비스, 맞춤형 온라인 서비스 등이 중요
하고 시급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영역5 : 국가교육지표 개발·관리 측면
국가교육지표 개발 및 관리 측면에서는, 몽골은 UNESCO 지침서를 활용하여 국제지
표를 생산하고 있으나, 국내 교육지표에 대해서는 아직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다. 몽골의
국가교육지표 개발 및 관리 측면은 보통 수준으로 판단되며, 수요조사 결과 SDGs 교육
지표 생산이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 종합 진단 결과 : 심화형 모형

이러한 영역별 진단 결과를 교육단계로 요약하면 아래 <표 Ⅲ-6>과 같다. 취학전 교육
통계와 대학통계는 조사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조사환경과 여건은 보통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조사 수집 및 통계 생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
에 있다. 초·중등교육통계조사는 조사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사환
경과 여건이 양호한 편이다. 조사 수집 및 생산 역량은 우수하지만 분석 및 활용은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국제통계의 경우 UNESCO 지침의 분류 기준을 따르고 국제지표를 참
고하는 등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목표나 방향은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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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몽골 교육통계 교육단계별 진단결과
구분

진단결과

취학 전

보통

조사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사환경과 여건은 보통 수준임.
조사 수집 및 생산 개선을 위해 노력중임.

초·중등
교육

양호

조사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사환경과 여건이 양호함. 조사
수집 및 생산 역량은 우수하지만, 분석 및 활용은 아직 미흡한 상태임.

대학

보통

조사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사환경과 여건은 보통 수준임.
조사 수집 및 생산 개선을 위해 노력중임.

평생

미흡

조사 체계, 조사환경, 여건 등이 미흡한 상태임. 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단계로 조사 수집 및 생산을 위해 노력중임.

국제

보통

UNESCO 지침의 분류 기준을 따르고, 국제지표를 참고하는 등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목표나 방향은 잡지 못하고 있음.

이처럼 영역별 진단 내용과 교육단계별 진단 내용을 바탕으로 몽골 교육통계 현황 및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기본적인 교육통계 자료 생산 역량은 양호한 편이지만,
통계 자료의 분석 및 활용 수준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며, 통계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인
교육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변화 과정에 있는 단계로 판단된다. 교육통계 작
성을 위한 기본적인 체계와 기반을 갖추고 있어 보다 정밀한 개선 노력을 경주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고도의 교육통계 생산 및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심화형
컨설팅 모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다. 몽골 교육통계 개선을 위한 도출과제11)
1) 영역별 도출과제

이상과 같은 진단 내용을 토대로 몽골 교육통계 개선을 위한 도출과제는 아래 <표 Ⅲ
-7>과 같이 공통적으로 법·제도적 측면, 통계서비스 개방 및 활용 측면, 국가교육지표
개발 및 관리 측면에서 나타난다. 또한 교육단계별로는 취학전 교육통계의 경우 시스템
및 인프라 측면과 조사체계 측면에서, 초·중등교육통계는 조사체계 측면에서, 고등교육
통계는 시스템 및 인프라와 조사체계 측면에서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11) 몽골 교육통계 도출과제는 2018년 및 2019년 컨설팅 내용을 토대로 정리되어 일부 내용은 3차년도 연
구(김창환 외, 2018)에 기 반영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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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 몽골 교육통계 개선 과제 영역
구분

공통

법·제도

[과제1]

시스템·인프라

유치원

초중등

[과제2]

조사 체계

[과제4]

통계서비스·
개방·활용

[과제5]
[과제6]

국가교육지표
개발·관리

[과제7]

[과제3]

고등

[과제2]
[과제3]

[과제3]

위 <표 Ⅲ-7>로 제시한 영역별 도출 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과제1 : 교육통계 법·제도·기준 정비
몽골 교육통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첫 번째 과제는 교육통계 관련 법, 제도, 기준에 대
한 정비이다. 이와 관련하여 몽골에 대한 교육통계 컨설팅 과정에서 몽골의 교육통계 조
사 근거 법령 제정 및 개정을 지원하였으며, 몽골 교육통계 항목별 조사기준일 개선(안)
을 제시하였고 조사항목 표준화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와 관련한 한국사례,
가령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교육기본통계조사 지침 및
조사항목 등을 제시함으로써 교육통계 관련 법·제도·기준 정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그 결과, 몽골은 현재 한국의 교육통계 근거법령을 기초로 몽골
교육통계 장관령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몽골 조사항목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도 마련 중에 있다.

□ 과제2 : 교육통계 예산 확보‧확충 및 조직‧인력 여건 개선
몽골 교육통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두 번째 과제는 교육통계 예산 확보·확충 및 조직·
인력 여건을 개선하는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몽골에 대한 교육통계 컨설팅 과정에서 몽
골 교육통계 관련 적정 예산․인력 규모 산정 및 확보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전담부서 구성
(안) 및 운영방안,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 설치·방안 등을 한국의 사례, 가령
한국 교육부의 교육통계과 구성과 운영 현황, 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통계센터 지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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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등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러한 개선과제와 컨설팅 내용을 토대로 몽골 교육문화과학체육부에서는 교육통계의
중요성이 인정되어 전담 업무 담당자가 별도로 지정되었다. 아울러, 시스템 구축 예정인
대학 교육통계 예산도 확보될 것으로 보이며, 시스템 유지보수와 담당자 연수를 위한 별
도의 정기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

□ 과제3 : 교육통계 조사체계 개선
몽골 교육통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세 번째 과제는 교육통계 조사체계를 개선하는 일이
다. 이와 관련하여 몽골에 대한 교육통계 컨설팅 과정에서 몽골 교육통계 조사 추진 체계
구축 및 관련 업무 역할 정립, 조사 프로세스 개선(안), 신뢰로운 교육통계 자료 생산을
위한 교육통계 조사항목 개선 및 관리 프로세스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한국의
통계청,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시도교육청, 각급학교의 역할 및 추진 체제, 수요조사
및 교육정보통계위원회를 통한 조사항목 및 지침 관리 프로세스 등을 소개함으로써 한국
사례를 통한 교육통계 조사체계 개선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러한 개선과제와 컨설팅 내용을 토대로 몽골에서는 최근 시스템이 구축된 취학 전
교육통계와 시스템 구축 예정인 대학 교육통계에 대한 조사 프로세스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검토와 취업통계 및 평생교육통계 조사 추진 체제를 검토할 예정에 있다. 특히, 몽
골 취업통계의 경우 교육문화과학체육부가 아닌 노동부 소관이지만 몽골 통계청에서 한
국의 취업통계 프로세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 과제4 : 몽골 교육통계 조사 운영 개선 및 지원
몽골 교육통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네 번째 과제는 교육통계 조사 운영을 개선하는 일
이다. 이와 관련하여 몽골에 대한 교육통계 컨설팅 과정에서 몽골 조사지침 개선 프로세
스, 담당자 정기 연수 개최 방안 및 연수 프로그램 개선(안), 몽골 교육통계 검증 프로세
스 구축 및 검증항목 개발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한국의 학제별 연수 추진 방법
및 내용, 한국 검증 프로세스 및 검증 내용 등을 소개함으로써 한국사례를 통한 몽골 교
육통계 조사 운영 개선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러한 개선과제와 컨설팅 내용을 토대로 몽골에서는 새로 시스템이 구축된 취학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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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통계에서 담당자 연수가 실시되었으며, 시스템 구축 예정인 대학 교육통계에서도 향
후 연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몽골의 조사체계와 한국의 조사체계가 상이하여 한국
의 검증 프로세스를 몽골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몽골 조사체계에 적합한
검증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 과제5 : 조사결과 공표 프로세스 정립
몽골 교육통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다섯 번째 과제는 조사결과의 공표 프로세스를 정립
하는 일이다. 몽골의 경우 조사결과에 대한 공표 프로세스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몽골에 대한 교육통계 컨설팅 과정에서 교육통계 공표 시기, 공표 방법,
공표 프로세스 개선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한국에서는 교육통계 활용도
제고를 위해 조사결과를 언론에 공표한다는 점도 소개하였다.
현재 몽골에서는 조사결과를 통계청에서 승인하여 자료집 발간, 웹사이트 자료 제공
등의 방식을 통해 조사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공표 방식은 현재 몽골의 교육
통계 예산과 인력구조 여건으로 인해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과제6 : 교육통계 분석‧서비스 개선
몽골 교육통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여섯 번째 과제는 교육통계 분석 및 서비스를 개선
하는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몽골에 대한 교육통계 컨설팅 과정에서 몽골 교육통계 자료
집 제작 다양화, 교육통계서비스DB 구축 및 자료 제공 개선 방안, 몽골 교육통계 단계별
서비스 발전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한국의 교육통계 자료집의 발간 목적 및 내용,
한국의 교육통계 DB 구축 및 자료 제공 방법 등을 소개함으로써 한국사례를 통한 시사
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그 결과, 몽골에서는 최근 교육통계 요약 리플렛을
제작․배포하였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료집 종류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외부
에서 자주 요청해오는 자료들에 대한 자료 제공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몽골에서는
학생성취도 평가, 정보기술자료(ICT skills), SDG4 지표, 전문성 개발 연수를 받은 교사
수, 인프라 정보 등에 대한 수요가 많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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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7 : 국내‧외 교육지표 산출
몽골 교육통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일곱 번째 과제는 국내·외 교육지표를 생산하는 일
이다. 이와 관련하여 몽골에 대한 교육통계 컨설팅 과정에서 몽골 교육통계 국내·외 교
육지표 수요를 파악할 것과 교육지표의 산출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한국의 국가 주요지표 현황, e-나라지표, 삶의 질 지표, OECD Education DB,
UIS Education 및 SDG4 교육지표 등 다양한 지표의 산출과 관리체계를 소개함으로써
몽골 교육지표 산출 및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현재 몽골에서는 UNESCO 지침서를 활용하여 국제 지표를 일부 생산하고 있으나, 국내
교육지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산실적 및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표 개발 시 국제 기
준과 표준화가 필요하며, 산출이 쉬운 지표부터 단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SDG4 이행 증진을 위한 국제기구 협조 요청 전략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2) 몽골 교육통계 발전과제 모형

이상 살펴본 몽골의 교육통계 및 지표 발전 수준에 대한 진단과 개선 과제를 현재 수준
(as-is) 및 미래 방향(to-be)으로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적 과제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아
래와 같다. [그림 Ⅲ-3]은 조사기반 구축, 조사내용 확충, 조사체제 구축, 조사방법 효율
화, 조사결과 분석 및 서비스 등의 영역별로 실태를 진단하고, 2019년까지의 단기 개선
과제와 2020년 이후의 중장기 과제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2019년까지의 단기 개선과제로는 조사기반 구축 측면에서는 현 교육통계 관련 근거
보완, 현 조직 및 인력 운영 여건 개선, 교육통계 예산 신청 및 확보를 제시하였으며,
조사내용 확충 측면에서는 교육통계 조사기준일 적용, 항목 개선 프로세스 적용, 국내
교육지표 생산 등을 제시하였다. 조사체계 구축 측면에서는 현 조사 추진 체제 분석 및
보완, 현 조사 프로세스 분석 및 보완 등을, 조사방법 효율화 측면에서는 현 조사 지침
보완 및 연수 확대, 조사결과 검증 실시, 교육통계 시스템 조사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결분석 및 서비스 측면에서는 조사결과 공표 프로세스 정립, 교육통계 자
료집 홍보 및 확산, 교육통계 자료 제공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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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몽골 교육통계 단계별 발전 모형

2020년 이후의 중장기 과제로는 조사기반 구축 측면에서는 교육통계 관련법 제정 및
시행, 사업별 운영 분리 및 여건 개선, 교육통계 사업별 예산 확충을 제안하였으며, 조사
내용 확충 측면에서는 항목별 조사기준 개선, 항목 개선 프로세스 정례화, 국제교육지표
생산 등을, 조사체제 구축 측면에서는 조사 추진 체제 개편(전담기관), 조사 프로세스 재
설계 및 적용 등을, 조사방법 효율화 측면에서는 조사지침 개편 및 연수 다양화, 조사결
과 검증 확대, 교육통계 시스템 고도화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결과 분석 및
서비스 측면에서는 조사결과 공표 프로세스 정례화, 교육통계 자료집 다양화, 서비스DB
구축 및 온라인 서비스 실시 등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단기 및 중장기 제안 사항을 교육통계 제도, 조사, 분석 및 서비스 영역으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다시 제시하면 아래 <표 Ⅲ-8>과 같다.

<표 Ⅲ-8> 몽골 교육통계 진단 및 발전 과제(종합)
통계영역

통계요소

as-is

to-be

조사법령

통계법을 근거로 조사 수행

개정된 교육통계 관련 근거 법령으로
조사 수행

예산·재원

교육통계 조사 및 시스템 예산 부족

지속적인 교육통계 조사 예산 및
시스템 구축·개선 예산 확보

진행

조사 입력(수합)일을 기준으로 조사

조사 기준을 준수하여 조사 수행,

제도

조사

71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Ⅵ) : 아시아 중점협력국가를 중심으로

통계영역

분석/서비스

통계요소

as-is

to-be

수행, 매년 동일한 항목 및
프로세스로 조사 수행

조사항목 개선 및 관리체계 정립,
추진체제 및 조사 프로세스 개선

조직・인력

교육부 전담부서 부재, 교육부
담당인력 1명

교육부 내 전담인력 확대, 교육부
전담부서 설치 혹은 통계업무 전문기관
위탁

지침 및
매뉴얼

매년 동일한 조사 지침으로 조사
수행

조사지침 개선 및 프로세스 정립,
조사업무 지원을 위한 각종 매뉴얼
제작

연수

예산 부족으로 비정기적 연수 실시

예산 확보를 통한 정기 연수 실시 및
연수 프로그램 개선

조사 및
시스템

초중등 교육통계만 시스템을
활용하여 조사

모든 학제에서 교육통계 조사 시
교육통계 시스템 활용, 교육통계 시스템
고도화

검증

통계청 및 교육부에서 시계열검증
수행

교육부, 교육청, 학교에서 단계별(형식,
내용, 시계열) 검증 수행, 검증
프로세스 구축

분석현황

통계청에서 연보와 통계 자료집
발간

조사결과 공표 프로세스 정립, 다양한
형태의 발간물 제작

서비스현황

홈페이지를 통한 통계자료
서비스(정형)

교육통계 DB 구축, 홈페이지를 통한
정형, 비정형 서비스, 맞춤형 온라인
서비스

교육지표

UNESCO 국제 지표 생산

SDGs 교육지표 생산(16개)

라. 몽골 컨설팅 주요 성과12)
이상과 같은 몽골 교육통계 개선과제와 그에 대한 컨설팅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성과
가 나타났다.

첫째, 2018년에 몽골 교육통계 장관령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한국의 교육통계 근거
법령을 기초로 몽골 교육문화과학체육부 장관령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향후 교육통
계시행령, 훈령(규정) 등도 단계적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최근 개정된 몽골 교육통계 장
관령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12) 일부 성과는 2017년 및 2018년 컨설팅 과정에서 나타났으며, 해당 내용은 2~3차년도 보고서(김창환,
외 2017; 2018)에 기 반영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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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29. 교육 분야 정보 통합 DB(시스템) 구축과 활용에 있어서 지속적인 운영, 보유, 유지, 안전,
정보 기밀을 유지한다.
28.1.30. 교육 분야 정보 DB 수집, 활용, 제공(배포), 유지(보관)에 관한 규정을 승인한다.

상기 법령의 개정은 추후 몽골 교육통계 예산 확보, 국제기구 지원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18년에는 상기 법령 이외에도 「교사전문성 개발 지원에 관한 법」에 교육 분야
정보 시스템에 대한 조항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각급 교육기관, 교육환경, 교육과정,
성과, 인적자원, 학생 정보를 등록하고, 보고서와 데이터 처리 및 모니터링을 위한 소프
트웨어와 네트워크 인프라 및 하드웨어 등의 구성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 법에서는
교사 정보를 비롯한 개별 인적정보의 등록을 명시하고 있어 몽골 교육통계의 개인별 조
사에 대한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의 제정은 향후 증거기반 교육정
책 수립을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제도적 인프라의 구축을 의미한다.

3.1.6 ＂교육 분야 정보 시스템＂이란 각급 교육기관, 교육 환경, 교육 과정, 성과, 인적 자원, 학생
정보를 등록, 보고서와 데이터 처리 및 모니터링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 인프라 맟
하드웨어 조합을 의한다.
9.3 교사 전공으로 졸업한 자의 정보를 출신 학교는 교육 분야 정보 시스템에 등록하여 제출한다.
11.1 교사의 당해 학년도 성과 정보를 교육기관이 교육 분야 정보 시스템에 제출한다.
11.2 교사는 개인 발전 계획에 반영된 작업 수행을 자신이 교육 분야 정보 시스템에 제출한다.
15.1.3 교육 분야 DB를 구축 한다.

둘째, 교육통계 전담 인력이 확보되었으며 전담조직이 신설되었다. 2018년에는 교육
통계의 중요성이 부서에서 인정되어 통계 전담 업무 담당자가 별도로 지정되고, 전담인
력 1명이 추가 배치되었다. 또한 2019년에는 몽골 교육문화과학체육부에 정보화 업무와
통계업무를 수행하는 IT-통계과가 신설될 예정이다. 특히, 국가교육회의 등에서 컨설팅
과정과 성과 등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그 필요성이 강조되어 조직개편이 추가로
이루어졌다. 2018년 기준 교육통계 전담자는 2명이었으나 조직개편으로 과장급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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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5명으로 인력이 증원되었다.

셋째, 취학 전 교육통계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본 컨설팅의 제안 사항을 바탕으로 취학
전 교육통계 시스템 예산이 확보되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었다. 현재 대학 교육통계 시
스템 구축 예산 역시 확보되어 시스템 구축이 진행 중에 있다.

넷째, 취학 전 교육통계 지침 개편 및 담당자 연수가 이루어졌다. 한국의 교육통계 지
침을 참고하여 몽골의 취학 전 교육통계 지침이 개편되었고, 취학 전 교육통계 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으로 취학 전 교육통계 담당자 연수가 실시되었다. 82명의 지방교육청(아
이막)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침 및 시스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해당 교육 이수자들은
각 아이막에서 약 1,700명의 유치원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그림 Ⅲ-4] 몽골 교육통계 지침 개정(안)
출처: 몽골 교육문화과학체육부(2018:16-17)

다섯째, 몽골 교육통계 품질향상을 위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교육통계
품질제고 및 연계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해 11개의 아이막, 52개의 soum, 207개의 bag,

74

Ⅲ.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지표 컨설팅 결과

430개 기관에 방문하여 교육통계조사 모니터링이 이루어졌다.

여섯째, 몽골 교육통계 신규 자료집이 발간되었으며, SDG4 지표 생산 방안이 마련되
었다. 2017년 단위 기관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해 UNICEF와 협조하여 21개의 아이막
담당자, 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SDG 정보 제공 연수가 실시되었다. 또한 SDG4와
관련한 조사항목과 실제 요구에 의한 조사항목을 추가하여 취학 전 조사표를 개선하고
이에 대한 통계청 승인을 획득하였다. 또한 한국 사례를 참고하여 주요 통계에 대한 요약
리플렛을 제작․배포하였으며, 2019년부터는 자료 활용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인포그
래픽을 사용한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몽골은 교육통계 관련 자료집 종류
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이 외에도 몽골 교육부는 자료 활용도 향상을 위해
교육정보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그림 Ⅲ-5] 몽골 교육통계 포켓북
출처: 몽골 교육문화과학체육부(2019: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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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몽골 교육통계 발전 계획
몽골에 대한 최종 현지 컨설팅은 10월 7일부터 10월 11일까지 5일간 이루어졌다. 최
종 현지 컨설팅에서는 몽골 교육통계 컨설팅 결과에 대한 공식 보고를 진행하였다. 주된
컨설팅 결과 보고 내용으로는 ① 컨설팅 배경 및 목적, 추진경과, 발전모형, 영역별 진단
결과, 과제별 제안, 2019년 현지 컨설팅 계획 등과 ② 몽골측 요청으로 정책 결정을 위
해 교육통계 및 교육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국 사례를 소개하였다. 아울러,
2017-2019년 몽골 교육통계 컨설팅 주요성과 보고, 몽골 교육통계 컨설팅 과제별 이행
계획 발표, 몽골 교육통계 과제별 이행계획 지원을 위한 후속조치방안 검토 등이 이루어
졌다. 몽골에서 작성한 「몽골 교육통계 발전 계획(안)」은 다음과 같다.
과제 1. 교육 통계 법령 및 규정의 개정
1.1 교육통계 규정 개정 및 시행
1.2 다른 관련 규정에 조항을 반영
1.3 교육 분야 정보 시스템의 통계 관련 업무 조정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준수
1.4 정보 보안, 보관, 보호 및 상호 정보 교환 규정 개발 및 준수
과제 2. 교육통계 예산 확보‧확충 및 조직‧인력 여건 개선
2.1. 교육과학문화체육부 내 교육통계 담당 별도 부서 설치, 통계 분석 및 검증 담당자 증원을
통해 교육 분야 정보 시스템의 효율적인 개발 및 운영, 활용도 및 신뢰도 제고
2.2. 각급학교(기관) 통계 담당자 역할과 책무 범위를 정확하게 지정하고 인원 및 조직 구조를
업무에 따라 조정
2.3.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 실시(신입 공무원, 연수기회 확대)
2.4. 통계 사용자(교육 정책 담당자, 정책 결정자, 실무자(각급), 연구자, 일반 대중) 대상 연수 실시
2.5. 통계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및 확충(조사표 개발, 발간물 인쇄, 연수 실시, 신규 조사항목)
과제 3. 기관 역할, 정보 흐름 및 운영 개선
3.1. 교육통계 시스템 내 교육기관들을 연계하는 데이터베이스, 통계 통합 포탈 구축 및 개발
3.2. 정보의 출처를 지정하여 담당 기관 역할과 책임 구체적으로 제시
3.3. 자료 입력, 검증, 집계, 제출 등의 기간을 정확히 지정하여 운영
3.4. 자료 검증, 오류 수정 규정 준수
3.5. 학교(기관) 정보 수집, 생산, 전달, 공유, 배포 프로세스 및 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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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4. 교육통계 분석 및 서비스 개선
4.1. 교육통계 활용도 향상을 위해 발간물 및 온라인 자료, 포스터를 정기적으로 발간
4.2. 증거 기반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위해 교육통계 운영 개선 프로그램을 국가 발전 정책
및 문서와 관련지어 추진
4.3. 사용자가 통계정보에 편리하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공시) 정보 시스템 운영
4.4.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통계 정보(인포그래픽, 표, 그래픽, 개요, 분석) 제공
과제 5. 국내․외 교육지표 생산 및 조사항목 개발 지원
5.1. 정책 및 프로그램 변경 시 교육통계 항목 및 지표 개선․개발, 방법론 개선
5.2.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국가 통계자료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5.3. 유엔 및 소속기관, 기타 국제기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 및 프로그램 적극 참여
5.4. 몽골에서 국제 컨퍼런스, 워크숍, 세미나 등을 개최하기 위한 노력
5.5. 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SDG4 조사항목 생산
과제 6. 통합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활용도 제고
6.1.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정보 분석
6.2. 정부기관 DB에 연계 가능한 통계 DB 구축 및 운영, 다른 공공DB와의 연계
6.3. 취학 전, 초중등, 고등 교육 DB 개선, 외부 DB와의 연계
6.4. 통계 통합 분류, 표준 코드를 도입하여 통합 관리 및 개선
6.5. 사용자가 통계정보에 편리하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공시) 정보 시스템 개발
과제 7. 교육 분야 정보 시스템 강화
7.1. 교육 분야 정보 시스템 개발 팀의 조직 구조, 담당 업무, 운영 방안 명확화
7.2. 교육 분야 정보 시스템 개선․운영에 필요한 예산 산출, 매년 국가 예산 반영
7.3. 교육 분야 종합 시스템과 학교 및 유치원 간의 인터넷 연결, 속도, 인프라 확장, 서비스를
담당하는 조직 명확화
7.4. 교육 분야 정보 시스템 개발팀 예산 할당,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역량 강화
7.5. 취학 전․초중등학교 교육 분야 정보 시스템 비용을 취학 전․초․중등학교 예산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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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교육통계 발전 계획(안)」은 한국 컨설팅단에서 작성한 몽골 컨설팅 보고서를 참
고하여 몽골 교육문화과학체육부에서 과제별 이행 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작성하였다. 또
한 한국 컨설팅단에서는 컨설팅 이후에도 몽골측에서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
갔으면 하는 바램으로 가장 시급한 주제에 대하여 보다 실질적인 세부 실행 계획을 작성
해볼 것으로 요청하였으며, 이에 몽골 측에서는 현재 가장 시급한 고등교육통계 고도화
에 대한 세부 실행 계획을 추가 작성하였다. 몽골측에서 작성한 ‘몽골 고등교육통계 고도
화 계획’은 다음과 같다.

[몽골 고등교육통계 고도화 계획]
□ 배경 및 목적 (요구분석)
1. 과제 선정의 이유
- 고등교육통계 수집·관리·서비스 체제 개선
- 학생DB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통계 생산 및 정책지원 강화
- 국제 및 국가 기준을 추가로 반영하여 교육 정책 수요 충족
2. 과제 이행의 목적 및 기대효과
◦ 목적
- 고등교육통계 학생DB 구축을 통한 학생 관련 통계입력 부담 경감, 조사기간 단축, 통계
생산･관리의 효율성 및 신뢰도 제고, 학생정보 활용 극대화
◦ 기대효과
- 현장의 통계자료 수집･입력·검증 부담 감소
- 고등교육통계 조사․검증기간 단축
- 학생 정보 활용 증대
- 주민등록번호 기반 학생 정보 수집을 통한 학생 수 오류 가능성 최소화
- 학생 DB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료 중복 제거

□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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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문화과학체육부는 고등교육분야의 통계 조사를 위해 DB․MS Excel 조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해 왔으며, 승인된 조사표로 고등교육분야 정보를 매년 수집해 왔음. 조사
결과는 정책 기획, 수행, 모니터링, 분석, 평가에 활용되고 있으며 등 연보, 브로셔 등을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음.
- 고등교육기관에서는 매년 10.1.기준 자료를 조사지침에 따라 MS Excel 조사표를 활용
하여 집계표 형태로 입력하여 교육문화과학체육부에 제출함
- 교원 데이터의 경우, 개인 수준의 자료 수집 및 분석 추진. 개인식별 정보의 수집 및 관리
(보안) 시스템을 구축, 운영함.
2. 주요 이슈 및 문제점
- 교원 및 학생의 경우 개별 단위 자료 수집이 아닌 집계표 형태로 제출됨으로써 활용․분석
에 한계가 있고 자료 신뢰도 매우 낮음
- 이에 주민등록번호 기반 개별 단위 자료 수집 요구 발생
- 개인 식별 정보 수집과 관련한 법률 연구하여 개정 여건 마련, 개인정보보호법과 통계법
에 따라 교육통계에서 개인 정보 자료 관리의 안정성 확보 요구 증대
- 통계 담당자 업무 부담이 많아 조사에 집중하여 작성할 수 있는 여건 부족
- 교육수요의 변화에 따른 조사항목의 변경 필요성이 발생하지만 담당 인력이 부족하여 필
요한 지표 생산이 어려움.
- 수집되고 있는 조사항목이 많지 않아 자료 생산에 한계가 있으며 통계 자료 수집, 입력,
검증 업무 부담 발생
- 현재 교육통계 자료가 정책 결정자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조사표 및 조사항목 변경하는 주기가 길어 새로 국제 지표를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3. 개선의 방향과 주요 과제
- 교원 및 학생 개별 정보인 주민등록번호에 기반한 DB 구축
- 개별 정보 DB를 구축함으로써 중복조사 오류 제거, 입력 업무 부담 감소, 자료 신뢰도
향상
- DB 보안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기타 법에 보호 조항 반영 및 개정
- IT 첨단 기술을 도입한 DB 구축을 통해 학교(기관) 통계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 감소 및
정보 연계 기회 제공
- 조사기준 통일, 중복조사 오류 감소를 통한 조사 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
- 조사표 및 지침 개선을 통한 교육통계의 현실적합성 및 조사 효율성 제고
- 개선된 조사표에 기초하여 고등교육 분야 기준 추가 계산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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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및 세부 실행계획
1. 세부 과제 도출 및 단계별 중장기 계획
No

추진 업무

기간

1

현황 조사에 의하여 조사표 개선

2020년

2

개인별 수집 정보 확정, 그에 기초하여 교육분야정보시스템에 학생 및
교원 정보의 새로운 module 개발(모든 업무를 반영한)

2020년-2021년

3

자료 수집하여 DB 구축

2020년-2024년

4

DB를 활용하여 기준 계산 및 국민에게 서비스 제공

2020년-2024년

5

Module 도입, 운영에 활용 시작

2023년-2025년

2. 세부 과제별 실행계획(안)_예산 포함
구분
개인식 정보
내용 수립, 그
에 기초하여
교육분야정보
시스템에 학생
및 교원 정보
의
새로운
module 만들
기

2020-2021년(1차)

2022-2023년(2차)

2024-2025년(3차)

내용

•법률 문서 조사
•조사표 개선

•개선된 조사표대로 시스템에
조사항목 개발하며 module
만들어 시범 입력 실시

•DB 구축 및 운영 수준
산출

예산

20백만투크릭

20백만투크릭

5백만투크릭

내용

•조사 프로그램 기반 구축
•접속, 인증 프로그램
•학생, 교원 원자료 조사
•보고서 시스템 수립

•직원, 강좌 원자료 조사
•집계조사 프로그램 개선
•연보프로그램 이전
•대학 조회 분석자료 개발
•지리 정보 시스템
•고객 다이나믹 보고
•고등교육통계 보고

•원자료 개선, 검증
•통계연보 프로그램 개선
•유지보수 인력 2명(중급)
운영

예산

20백만투크릭

20백만투크릭

25백만투크릭

내용

•Module 개발
•연계 조사방안 연구

•Software 개발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및 확장
•서버 software license

•모든 module의 완전한
운영

예산

20백만투크릭

80백만투크릭

10백만투크릭

기간

시스템
개발

기간

Module
개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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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 연도별 ․ 단계적 적용을 통한 고도화 시스템의 점진적 도입 전략
- 교육부(정부)-고등교육기관(조사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실시간 수요 응
대 노력
- 대학교 교무처와의 협력을 통한 통계조사자료의 신뢰성 확보
- 대학교 및 기타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고등교육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을 통한 신뢰로운 협력방안 모색

4. 2년에 소요예산(안)
구분

2020-2021년

2022-2023년

2024-2025년

소요 예산

60백만투크릭

120백만투크릭

40백만투크릭

원자료(직원, 강좌) 조사,
조사 관리 프로그램

원자료 개선(샘플링 검증 등),
통계분석 및 출력,
연보프로그램

학생, 교원
450만건×2회=900만건

학생, 교원, 조교, 직원, 강좌
(450만건+55만건)×2회=1,010만
건

Application서버(WAS), 서버
운영 S/W, 보안장비 등
시스템 운영 및 보안 관련
장비 도입

원활한 조사운영을 위한
DB서버 보강

시스템
개발 내역
원자료
조사 건수

전산 장비
도입 방향

원자료(학생, 교원)
조사 프로그램

-

DB 서버, DBMS 등
원자료 조사를 위한
기초장비 도입

※ 고등교육통계 고도화 전체에 대한 ISP는 수행되지 않았으며 대신 실무자, 관계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연차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음.

3

베트남 교육통계·지표 컨설팅 결과

가. 베트남 컨설팅 경과 개요
베트남은 교육지표 개발에 관심이 많고, UN에서 요구하는 SDG4 교육지표를 생산․제
공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교육지표 개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교육통계 생산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이러한 목적에 따라 베트남 교육통계 컨설팅 역량 강화 컨설팅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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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되었다. 한국의 교육통계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베트남 교육통계 생산 및 활용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베트남이 교육통계 및 교육지표를 자체적
으로 생산함으로써 자국의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참여 협력 국가들의 중장기
교육통계 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는 베트남의 교육 및 교육통계
현황 분석, 교육지표 개발 및 활용 실태 분석, 교육통계 관련 수요 조사 등을 실시하여
국가별 특징과 수준, 수요 등을 도출하고자 했다.
2017년 베트남 교육통계 개발협력 1차년도 컨설팅에서는 베트남의 교육통계 현황 및
수요 파악에 목적을 두었다. 먼저 베트남 현지를 방문하여 교육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수요 등을 파악하고, 교육통계역량 수준을 진단하였다. 상반기 진단결과에 따라 하반기
에는 베트남 교육통계담당자를 초청하여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한국의 교육통계 생
산 경험을 공유하고, 컨설팅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2018년 베트남 교육통계 개발협력 2차 컨설팅에서는 베트남 교육통계 개선과제 도출
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상반기에는 컨설팅 액션 플랜에 따라 베트남 담당자의 서면검
토 결과를 토대로 베트남 현지를 방문하여 컨설팅을 실시했다. 하반기에는 교육통계 담
당자를 한국에 초청하여 후속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교육통계
및 SDG4 관련 국제적 동향과 지식을 공유하였다.
2019년 베트남 교육통계 개발협력 3차 컨설팅에서는 베트남 교육통계 컨설팅을 통한
주요 성과 및 지속적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방안논의를 목적으로 하였다. 상반기에는
교육통계 담당자를 한국에 초청하여 3년간의 컨설팅 추진경과 및 주요성과를 공유하였
다. 하반기에는 베트남을 방문하여 3년간의 컨설팅 주요경과 및 성과, 향후 발전계획 제
시,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방안(ODA사업 추진, 공동연구13) 등)을 제시하였다.
<표 Ⅲ-9> 베트남 현지 컨설팅 일정 및 내용(2017-2019년)
구분
1차 현지
컨설팅
(2017년)

내용
출장일정

･ 2017. 6. 19(월) ~ 24(토)

방문기관

･ 교육훈련부, 교육과학연구원, 통계청, 베트남국제학교, 하노이대학

주요
컨설팅과제

･ 한국의 교육통계 전반적인 추진경과 및 관련근거, 진행과정에 대한 자료
공유

13) 이와 관련해서는 2019년 연구개발적립금 연구로 「SDGs 이행을 위한 교육개발협력 사업 추진 방안: 베
트남 교육통계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서예원 외, 2019)가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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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 베트남의 현지 수요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 베트남 담당자 의견수렴을 통한 ‘18년도 컨설팅과제 도출
･ 9월 한국 국제컨퍼런스 안내

2차 현지
컨설팅
(2018년)

3차 현지
컨설팅
(2019년)

출장일정

･ 2018. 6. 25(월) ~ 29(금)

방문기관

･ 교육훈련부, 교육과학연구원

주요
컨설팅과제

･ ‘17년도 컨설팅 결과 성과 및 ’18년도 컨설팅과제 사전검토사항 논의
･ 베트남 담당자 의견수렴을 통한 ‘19년도 컨설팅과제 도출
･ 9월 한국 국제컨퍼런스 안내

출장일정

･ 2019. 8. 6(화) ~ 10(금)

방문기관

･ 교육훈련부, 교육과학연구원, 하노이 교육과학고등학교

주요
컨설팅과제

･ 3년간의 컨설팅 주요경과 및 성과 공유 및 향후 발전계획 제시
･ 한국-베트남의 지속적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방안(ODA사업, 공동연구
등) 제시

나. 베트남 교육통계·지표 발전 수준 진단
베트남의 교육통계 및 지표 발전 수준에 대한 진단은 몽골과 마찬가지로 2016년에
마련한 진단도구와 2019년 개선과제 도출을 위한 분석틀을 기초로 하였다. 베트남 교육
통계 진단은 첫째, 취학전(유아교육), 초중등학교, 대학 등으로 학교급을 구분하였다. 둘
째, 베트남 교육통계 현황에 대한 실태 및 수요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다.
끝으로 개선과제는 조사기반 마련, 조사내용 확충, 조사체제 확립, 조사방법 효율화, 조
사결과 분석 및 활용 등의 주제별 진단을 통해 수행하였다.
1) 진단 결과14)

□ 공통사항
2017년 컨설팅(1차)에서는 베트남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훈련부 및 관련기관 방문 및
각 기관 담당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베트남 교육통계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했다. 베트남

14) 베트남 교육통계 진단은 2017년 및 2018년 컨설팅 내용을 토대로 정리되어 일부 내용은 2~3차년도
연구(김창환 외, 2017; 2018)에 기 반영되어 있음. 본고의 내용은 해당 내용을 수정·보완·추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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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교육통계 제도 및 기반 영역, 교육통계 조사 영역, 교육통계 서비스 영역, SDGs 교육
지표 영역 등 모든 분야에서 통계 발전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현지 방문을 통해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 교육체제 운영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표 개
발, 국제적 교류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교육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베트남 인력의
효과적인 양성에 필요한 예측모델 구축, 통계인력 역량강화 및 교육통계를 위한 법적기
반 구축 방안, 교육통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전환 방안 등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었
다. 또한 베트남 교육훈련부 자체진단결과에 따르면 교육통계 기획, 분석, 서비스, 활용
부분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 영역1 : 법·제도적 측면
1945년 교육부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시행 중이며, 교육훈련부와 고등교육부로 분리
되어 진행되던 조사가 1992년부터 교육부로 통합되어 진행되고 있다. 베트남의 통계법
에 모든 분야가 전문통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고 교육통계조사도 통
계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근거15)에 의거하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림 Ⅲ-6] 베트남 국무총리 결정(No.43･2010･QD-TTG:국가통계지표시스템의 발행),
교육부고시(39･2011･TT-BGDDT: 교육 및 훈련 통계 지표 시스템 공표)
15) 국무총리 결정(No.43･2010･QD-TTG:국가통계지표시스템의 발행), 교육부고시(39･2011･TT-BGDDT:
교육 및 훈련 통계 지표 시스템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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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2 : 시스템·인프라 측면
1980년대 교육자료 보고시스템의 규모 확장 및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료요청에 대응하
기 위한 통계전문조직으로 기획부 소속의 교육통계팀을 설립하였고, 2000년대 초반 기
획재정본부로 소속을 변경하였다. 또한, 1990년대 교육훈련부 소속으로 교육정보관리센
터도 설립하였으나 시･도 단위의 통계조직은 기획재정본부에서 관리 중에 있다. 베트남
의 교육통계는 교육훈련부, 재정부, 통계청, 교육청이 서로 협력하여 관리하는 구조로 되
어 있으며, 교육통계조사는 행정급별로 중앙행정급, 시도급, 지방급, 학교단위로 구분하
여 진행되고 있다. 교육과학연구원은 교육통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통계 수집
과 같은 실무업무는 하지 않고, 교육통계결과 자료를 활용한 연구만 진행하고 있다.
교육통계조사 도구로 교육관리정보시스템(EMIS)을 사용하고 있지만, 개별 데이터 입
력방식이 아니라 통계치 입력을 위한 시스템으로만 사용되고 별도의 오류검증 시스템이
없어 베트남에서도 활용치가 낮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 EMIS 외에 PMIS (Persona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를 통해 교원 등의 인력에 대한 정보를 개인별로
입력할 수 있는 DB보유 중이며, 해당 시스템을 통해 인력지표 조사, 실제 현황 파악과
관련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시도교육청 및 국가데이터정보시스템은 개별정보수집
(학생, 교사), 서비스 및 활용 등에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 즉, 핵심적인 부분만 공동매
뉴얼을 연동하고 있으며, 그 외는 연동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교육청 시스템↔교육부 시스
템이 서로 통일되지 않아 자료수집이 원활하지 못하다.

･ (중앙행정급) 교육훈련부, 통계청
- 정보수합, 정보처리, 정보보관, 정보공개 등 전반적인 교육통계업무관리
- 교육통계시스템 구축 및 통계업무 표준화, 교육통계 연수 및 역량강화, 교육통계 연구 및 개선사업 참여
-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교류를 통한 교육통계업무 공유
- 교육통계 품질향상을 위한 인력역량 및 장비개선, 교육통계서비스 제공 업무 담당
･ (시도급) 시도 인민위원회, 교육청
- 교육통계보고를 작성하여 교육부 및 유관기관에 제출
- 교육자료 공개를 위한 정보수합, 정보처리, 정보보관, 정보공개 등 시도단위의 전반적인 교육통계업무관리
- 지방교육통계시스템 구축 지도 및 통계업무 표준화
- 소속 교육통계 담당자의 역할강화 프로그램 운영, 교육통계보고제도를 준수하도록 재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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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급) 통계지원청, 교육지원청
- 상위기관으로 제출하기 위해 지방에 속한 학교들의 교육통계작성 진행, 보고제도 준수를 위한 재촉 및 검사,
각 교육기관의 담당자 연수 업무 담당
･ (학교단위) 학교
- 상위관리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통계보고서 작성
- 지방의 연수행사 참여, 학교 내 교육자료 보관

□ 영역3 : 조사체계 측면
교육훈련부에서 모든 교육통계조사 진행을 관리하고 있으며, 조사는 ①자료수집(학교)
→ ②자료클리닝(지방교육지원청) → ③자료검증, DB입력(상위 시도교육청) → ④DB수
합 및 구축(교육훈련부) 등 4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베트남 교육통계조사는 연 2회(학기
초, 학기 말) 시행하고 있으며, 조사는 집계치로 진행되고 PMIS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개별조사가 가능하고 조사결과는 학교에서 문서 및 EXCEL파일로 관리하고 있다. 학교
급별 통계현황은 5단계로 구분(유치원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대학)되고,
전문대학 및 취업통계만 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그 외 통계는 모두 교육훈련부에
서 관리하고 있다.
조사항목은 ①학교정보(교실 수, 학생나이, 민족, 학교유형), ②교원정보(과목, 연령,
학력정보), ③학교시설현황 3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 실시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대부분의 자료를 수기조사로 수집을 하고 있고, 몇몇 학교에서는 PC를 사용하고 집계자
료를 제출 할 수 있으나, 제출용 보고자료는 반드시 문서로 제출해야만 한다. 베트남의
일선학교들은 교육통계 담당자의 인력의 변화가 많고 교육통계조사 전문 인력이 없어 지
침의 숙지도가 낮으며, 학교 내 IT 관련 인력 및 숙련도가 낮은 편이다. 또한, 지형특성
상 산간지역의 학교가 많아 담당자들끼리의 인적교류 및 연수 참여가 어려워 정해진 기
한 내 조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 영역4 : 통계서비스·개방·활용 측면
베트남의 교육통계서비스·개방·활용 측면에서는, 통계조사결과는 주로 정책결정자 및
연구자들로 국회가 운영되는 기간에 통계자료제공 및 활용을 하고 있으며 정책수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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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연구 및 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통계 산출물로는 교육통계연보, 간추
린 자료집이 있으며 해당 자료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어 열람이 가능하다. 맞
춤형 자료제공은 3단계의 절차를 통해 제공이 되고 있으나, 난이도에 따라 자료제공의
소요시간이 다르며 전체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각 통계지표들 간의 연동
에 대한 표준화 및 응용서비스의 보완이 필요하다. 수요자의 요구는 다양하지만 교육부
에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으로 자료가 필요한 부서
의 요청이 있을 시에만 제공하는 수준이다. 정부기관에는 보고용 자료 작성을 위한 자료
를 제공하고 있고, 개인은 석·박사 학위논문을 위한 필요자료를 제공하는 정도다.

□ 영역5 : 국가교육지표 개발·관리 측면
국가교육지표 개발 및 관리 측면에서는, UN 아동관련사업, 국가교육계정 보고서,
SDGs자료 등 국제기구(UN, UNESCO) 및 UIS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나 국제기구에서 요청하는 통계자료의 제공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베트남 정부
에서는 SDGs 교육지표 산출을 위해 2030년까지 국제기구에서 요청하는 완벽한 SDGs
교육지표 형태로의 작성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해당 계획은 5년 단위로 지료
점검 및 확인절차를 진행 할 예정이다. 베트남 정부에서는 SDG4지표 중 ‘소수민족, 학
교 밖 청소년, 장애인, 저소득층 아동’에 관한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SDG4
지표이행 달성을 위해 여러 지표를 연구 중이나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열람은 아
직 불가능한 상황이며, 아직까지는 몇몇 지표만 산출이 가능하며 그 외 몇몇 지표는 별도
조사가 필요한데 조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지표 등 평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가 부족하고, 지표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베트남에 적합한 지표로
총 45개의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베트남어로 작성된 내용은 열람이 가능하지만 아직까
지 영문으로 작성된 내용은 없는 상황이다.

2) 종합 진단 결과 : 역량 강화형 모형

이상과 같이 베트남 교육단계별 진단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 <표 Ⅲ-10>과 같다. 베트
남의 교육통계 현황 및 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해보면, 기본적인 교육통계 조사 및 자료
생산, 분석을 위한 일정수준의 역량은 확보하고 있는 편이지만, 조사결과 활용 및 통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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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관리, 데이터베이스 관리 수준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현재 초등 및 중등교육, 국제
교육통계 사업 운영 역량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 국가에서 교육통계지표 산출을 위
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교육통계개선에 관심이 상당히 높아 몇몇 분야의 개선을
통해 교육통계의 전반적인 역량이 빠르게 신장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역량강화형 모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표 Ⅲ-10> 베트남 교육통계 교육단계별 진단결과
구분

진단결과

취학 전

미흡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초등교육

보통

경험과 역량이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어, 조사가 적절히 진행됨

중등교육

보통

사업 추진 역량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으며, 조사도 원활히 진행됨

대학

미흡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 수준의 통계조사는 실시되지 않음

평생

미흡

사업 경험과 역량이 부재한 상황으로 시행조차 안 되고 있음

국제

보통

UIS지원을 통해 역량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으나 자생력은 미흡한 수준임

다. 베트남 교육통계 개선을 위한 도출과제
1) 영역별 도출과제16)

이상과 같은 진단 내용을 토대로 베트남 교육통계 개선을 위한 도출과제를 정리하면
아래 <표 Ⅲ-11>과 같다.
<표 Ⅲ-11> 베트남 교육통계 개선 과제 영역
구분

공통

법·제도

[과제4],
[과제7]

시스템·인프라
조사 체계

[과제1],
[과제8]

유치원

초중등

고등

취업

[과제6]

[과제6]

[과제5]

[과제5]

[과제3]

[과제3]

통계서비스·개방·활용
국가교육지표 개발·관리

[과제2]

16) 몽골 교육통계 도출과제는 2018년 및 2019년 컨설팅 내용을 토대로 정리되어 일부 내용은 3차년도 연
구(김창환 외, 2018)에 기 반영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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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1 : 인력예측센터 설립
베트남 교육통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첫 번째 과제는 인력예측센터 설립방안과 관련된
것이다. 베트남에서는 ’17년 한국의 컨설팅 이후 교육 관련부서들을 통합하여 교육통계
센터를 설립하였고, 이에 더하여 주요 교육지표에 대해 예측하는 인력예측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컨설팅단에서는 전담조직 분석, 빅데이터 구축 기반 예측 시스템
구축 방안, 한국사례(인력수급전망 추진경과, 인력수급전망센터(한국고용정보원), 인력
예측센터 인프라 현황 등)를 제시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지원하였다. 이에
현재 베트남은 관련 전문인력 역량강화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하고 있다.

□ 과제2 : 국가지표의 관리·활용
베트남 교육통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두 번째 과제는 국가지표의 관리·활용 방안과 관
련된 것이다. 이에 베트남의 국가지표의 선정·관리·활용방안을 분석하고, 한국의 사례
(국가 주요지표 현황, e-나라지표, 삶의 질 지표)를 통한 지표관리 및 조사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지원하였다. 이에 대해 베트남의 국가지표는 국회의 중기계획을 통해
선정(교육지표는 9년 단위로 수립하며 국가지표(국무총리), 부서지표(장관)로 관리하고
있음)되며, 교육·방법·관리부분으로 구분하여 진행되고 있지만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 과제3 : 교육통계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베트남 교육통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세 번째 과제는 교육통계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베트남은 현재 유·초·중등범위까지 정보수집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고, 조사체계가 점점 발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교육 연수가 부재
하다. 이에 본 컨설팅단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통계시스템(교육기본통계조사, 인구주택총
조사(통계청),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대학정보공시 등)에서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
한 연수 사례를 소개하였다. 베트남은 현재 유·초·중등범위까지 확대된 정보수집시스템
을 구축 중에 있고,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연수 등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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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4 : 교육통계 인식 제고
베트남 교육통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네 번째 과제는 교육통계 인식제고 와 관련된다.
이를 위해 베트남의 교육통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한국의 사례
(인식제고 관련 주요사업현황, 통계교육원 현황, 공모전 등 관련현황)를 통해 향후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컨설팅 이후, 베트남 정부에서도 인식제고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한국 사례에 대한 공유 요청이 있었다.

□ 과제5 : 대학정보화 시스템 구축
베트남 교육통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다섯 번째 과제는 대학정보화 시스템 구축 방안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베트남의 대학 시스템 및 표준화 현황 파악을 분석하였으며, 한
국의 사례(대학 행정정보 표준화사업, 대학정보화 활성화 종합 방안, 국립대학 자원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등)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베트남은 현재 대학
정보화사업 구축계획을 수립 중으로 계획수립단계에 한국 전문가의 참여를 요청하였다.

□ 과제6 : 유초중등 정보화 시스템 구축
베트남 교육통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여섯 번째 과제는 유초중등 정보화 시스템 구축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베트남의 시스템 구축 현황과 시스템 간 연계 방안을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의 사례(교육정보화 추진현황, NEIS시스템, 에듀파인시스템, 시·도교육청 업무
관리시스템)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베트남은 현재 데이터 수집위주의 신규시스템
을 시범운영 중이며, ‘19년도 활용을 목표로 구축하고 있는 단계로 확인되었다.

□ 과제7 : 교육통계 및 인력예측의 법적근거
베트남 교육통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일곱 번째 과제는 교육통계 및 인력예측의 법적근
거 마련과 관련된다. 이를 위해 한국의 교육통계 및 인력예측 관련 근거 현황 자료를 제
공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아울러 베트남은 관련법적 근
거 마련 및 역량강화(방법, 시스템 제공 등)를 위한 시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방안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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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8 : 교육통계 표준화 설계
베트남 교육통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여덟 번째 과제는 교육통계 표준화 설계 방안과
관련된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교육통계 표준화 설계 관련 근거, 연구현황, 교육통계
운영 현황 자료 등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베트남
은 코드표준화를 위한 정부시행령은 있으나 활용이 미흡한 상황이다. 베트남은 이에 대
한 개선을 위해 통계조사 및 분석 등에 대한 매뉴얼(지침) 제공을 요청하였다.

2) 베트남 교육통계 발전과제(종합)

이상의 베트남 교육통계 발전을 위한 진단 결과를 토대로 베트남 교육통계의 현재 수
준(as-is) 및 미래 방향(to-be)을 교육통계제도, 조사, 분석 및 서비스 영역으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아래 <표 Ⅲ-12>와 같다.

<표 Ⅲ-12> 베트남 교육통계 진단 및 발전 과제(종합)
통계영역

제도

조사

통계
요소

as-is

to-be

조사법령

통계법에 의해 조사 진행

교육통계법 실현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
및 활용 후 교육통계법 제정

통계관리

통계청에서 UNESCO기준에 의거
교육통계생산을 진행

통계품질진단도구

인식제고

홍보수단이 있으나 형식적인 수준

정책입안자, 통계조사자, 일반인으로
구분하여 각 대상에 맞는 홍보를 실시

진행

연 2회(학기 초, 학기 말) 유초중등,
대학별 항목조사

조직・인력

교육훈련부에서 교육통계 조직을
운영 중이나 교육통계전담조직이
아니며, 4명이 근무 중

교육통계인력예측 전문조직을 구축하여 운영
교육통계조사 및 데이터 수합, 검증을
위한 전문조사원을 교육청단위별로 육성

지침 및 매뉴얼

조사를 위한 지침 제작 중

조사지침 개선 및 프로세스 정립,
조사업무 지원을 위한 각종 매뉴얼 제작

연수

지역특성상 산간지역의 학교가 많아
인적교류 및 연수참여가 어려움

정책입안자, 통계관리자, 자료분석가로
구분하여 각 대상에 맞는 교육 및
연수를 실시

조사 및 시스템

집계치로 진행되고 있고,
인사관리정보시스템(PMIS)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개별조사가 가능

한국의 NEIS시스템과 같이 학교에서
학생관리 및 행정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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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영역

분석/서비스

통계
요소

as-is

to-be

검증

EMIS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만
통계치 입력을 위한 시스템으로
별도의 오류 검증 시스템이 없음

베트남 인력의 효과적인 양성에 필요한
예측모델 구축

분석현황

국회 운영기간 중 통계자료를 제공

베트남 인력의 효과적인 양성에 필요한
예측모델 구축

서비스현황

교육훈련부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집
열람가능(통계연보, 간추린통계)

빅데이터 시각화 방법을 활용한
서비스를 시행을 위한 계획 수립

교육지표

SDG지표 산출을 위해 정부에서
2030년까지 국제기구에서 요청하는
형태로의 작성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

극제수준의 SDGs 교육지표 생산

이와 같은 종합적인 진단과 과제 제안을 토대로, 본 컨설팅에서 최종적으로 베트남 교
육통계의 발전방향을 ① 정확하고 신속한 교육통계 시스템 구축, ② 최적화 시스템 구축,
③ 인재능력 개발, 그리고 ④ 통계 인식 제고 등 4가지 요약 제시하였다.

[그림 Ⅲ-7] 베트남 교육통계 발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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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베트남 컨설팅 주요 성과17)
이상과 같은 베트남 교육통계 개선과제와 그에 대한 컨설팅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성
과가 나타났다.

첫째, 교육과학연구원의 교육통계센터를 확대 개편하였다.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분석
및 예측업무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분석 및 예측을 위한 전문인력 역량강
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컨설팅 이후 베트남 정부에서 교육통계에
대한 관심이 향상되었으며 교육훈련부의 교육관련 부서들을 교육과학연구원의 교육통계
센터로 통합하였다.

둘째, 베트남 정부에서 교육통계에 대한 관심이 향상되었다. 현재 별도의 교육통계법
이 없으며 통계법을 근거로 조사를 진행 중으로 향후 교육통계법을 개정하고자 하였다.
베트남은 경제·사회·환경 분야로 지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중기계획으로 지표
를 결정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은 국가지표가 국회 중기계획으로 9년 단위로 수립되며,
국가지표(국무총리)와 부서지표(장관)로 관리된다. 국가지표들을 교육·방법·관리부분으
로 구분하여 활용하기 위해 ’18년부터 일부학교에서 만족도, 취업, 학생비율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셋째, 현재 베트남은 ‘2030교육발전계획구축사업’을 진행 중이다. SDG4 관련하여 교
육훈련부 기획재정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며, 베트남 SDG4 지표 발표목록이 포함된
관련계획을 작성하였으며 결재가 진행 중(’19.8월)에 있다. 2020년까지 지표에 대한 계
획을 수립하고, 2021년부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2030년에 운영에 대한 지표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넷째, 유초중등 데이터 수집을 위한 신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2017년
EMIS(집계치 조사)를 활용했었는데 현재는 학생관리정보를 개별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17) 일부 성과는 2017년 및 2018년 컨설팅 과정에서 나타났으며, 해당 내용은 2~3차년도 보고서(김창환,
외 2017; 2018)에 기 반영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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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으로 유초중등데이터는 2년차 조사로 데이터 수집 중이며, 대학정보는 1년
차로 데이터 수집 중에 있다. 기존 EMIS 보다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어 있음(EQMS:교육
품질관리시스템)을 확인하였다. 2019년 기준으로 조사 작업은 거의 완료단계이며 서비
스부분은 아직 부족하지만 시스템에 교원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교원, 학생, 교실
수를 통해 교원 당 수업시간 등 예측시간 산출이 가능하다. 향후 교육훈련부에서 데이터
활용, 서비스 관련 규정을 반영할 예정이다.

다섯째, 2019년 보고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는 방식으로 진행중에 있다. 대부분
의 학교에서 몇몇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교육훈련부↔통신사 연동방식(시스
템 내 버튼클릭 방식으로 자료연동 가능(교육훈련부-통신사))에 대해서도 작업 완료된
상황이다. 학교, 교사, 성적, 학생 정보가 구축되어 있으며, 재정, 국제협력, 학교시설 부
분을 업그레이드하고자 한다.

여섯째, 교육통계조사 코드표준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유초중등 표준화시스템
을 구축 중이며, ’19년도 결과 산출이 가능하다. 유치원 및 고등교육에 관한 데이터베이
스 규정 공표(1904/QD-BGDDT, 2019.7.4.)하였다.

[그림 Ⅲ-8] 유치원 및 고등교육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규정 공표
(1904/QD-BGDDT, 20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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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지속적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방안(ODA사업, 공동연구 추진 등)을 마련하였
다. 베트남 교육훈련부에서도 사업진행에 대한 의지표현을 할 예정이며, 교육훈련부에서
한국대사관, KOICA 베트남 사무소 등에서 문서 요청 시 관련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예정이다. 향후 지속적인 정보 공유 및 사업 추진을 위한 베트남 담당자들을 지정(교육훈
련부 국제협력과장, 교육과학연구원 부원장)할 것으로 보인다.

마. 베트남 교육통계 발전 계획
베트남에 대한 최종 현지 컨설팅은 8월 6일부터 8월 10일까지 5일간 이루어졌다. 하
노이교육과학고둥학교, 교육훈련부, 교육과학연구원, 교육훈련부 정보통신국, KOICA 베
트남 사무소를 방문하였다. 주된 컨설팅 내용으로는 ① 3년간의 컨설팅 주요경과 및 성
과 공유 및 향후 발전계획 제시, ② 컨설팅 이후의 베트남 교육통계발전현황 파악 및 향
후 개선방안 논의, ③ 주요 성과를 보고하였다. 베트남 교육훈련부에서 교육통계 협력
및 정확한 데이터의 수집, 분석, 예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었다. 또한 베트남
교육훈련부 및 교육과학연구원에서 SDG4지표산출을 위한‘2030교육발전계획구축사업’
을 진행 중이다. 교육훈련부 정보통신국에서 유초중등 개별데이터 수집을 위한 신규시스
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한국-베트남의 지속적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방안(ODA사
업, 공동연구 등) 제시 및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본 컨설팅 산출물의 일환으로 베트남 교육훈련부 및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제시한 베트
남 교육통계발전계획(안)은 다음과 같다.
1) 비전, 미션 및 핵심가치

베트남 교육통계발전계획(안)은 그 비전으로 ① 세계적 수준의 교육정책 수립을 지원
하는 양질의 교육통계 생산과 ② 2035년까지 교육통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
을 마련하는 것을 삼고 있다. 이를 위한 미션으로는 ① 양질의 데이터를 적기에 생산･공
급하여 교육정책 및 교육의 품질 제고와 ② 교육통계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을 삼
고 있다. 즉, 교육통계의 품질을 향상시켜 양질의 교육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한 모니
터링과 평가를 통해 교육정책의 질을 개선하며,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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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9] 베트남 교육통계 발전 미션

베트남 교육통계발전계획(안)은 그 핵심가치로 전문성, 신뢰성, 신속성, 다양성, 네트워
킹, 국제화 등 6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과거 본원의 교육통계센터가 설립될 당시
지향했던 가치들로(김창환 외, 2002), 본 컨설팅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베트남 교육통계
발전계획(안)에 담은 것이다. 전문성은 교육통계조사ㆍ분석ㆍ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역량 확보를 의미하며(이하 김창환 외, 2002), 신뢰성은 교육통계조사 내용의
신뢰도를 99% 이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신속성은 교육통계조사 및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시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신속한 정보 확보 및 제공을 의미하며, 다양성
은 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여 교육통계조사, 분석 및 서비스를 다양화함을 의
미한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킹은 통계청 등 유관기관과의 DB연동, 정보공유 등 네트워킹
강화를, 국제화는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교육통계체제를 갖추고 국제비교지표를 생산하여
교육통계 선진국으로 도약을 의미한다.

2) 목표와 중점 추진 과제

이러한 비전과 미션, 그리고 핵심 가치를 기초로 베트남 교육통계발전계획(안)에서는
그 목표를 ① 양질의 교육통계 및 교육지표 생산, ② 수요기반 교육통계 서비스, ③ 교육
통계 인프라 구축, ④ 교육통계 제도 구축, ⑤ 교육통계 조직 및 인력 구성, ⑥ 안정적
재정 확보, ⑦ 국제 협력 등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7개 목표에 대한 추진 과제는 아래
<표 Ⅲ-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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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3> 베트남 교육통계발전계획(안) 목표와 중점 추진 과제
목표

중점추진과제

① 양질의 교육통계 및 교육지표 생산

･
･
･
･
･
･
･

빅데이터 기반 통계 생산
행정통계시스템 구축
다양한 조사통계(Big Survey 포함)
교육지표 생산
교육통계 표준화
교육통계 조사내용의 전문화
교육통계 조사방법의 다양화

② 수요기반 교육통계 서비스

･
･
･
･
･
･

다양한 통계 구축
수요자 요구 조사
맞춤형 통계서비스 시스템 구축
다양한 자료집 발간
교육통계정보 서비스 방법의 다양화
One-Stop 교육통계정보 서비스 시스템 구축

③ 교육통계 인프라 구축

･ EMIS 시스템 확대/개편
･ 빅 데이터센터 구축

④ 교육통계 제도 구축

･ 교육통계법 도입
･ 교육통계조사규정 도입
･ 교육통계 품질관리제도 도입

⑤ 교육통계 조직 및 인력 구성

･
･
･
･

⑥ 안정적 재정 확보

･ 베트남 자체 재정 확보
･ 국제기구 지원
･ 선진국 및 한국과의 협력

⑦ 국제 협력

･
･
･
･
･
･

VNIES 교육통계센터 확대
전문적 교육통계 조직 구성
교육통계 전문인력 확보
교육통계 인력의 전문성 신장(연수)

국제기구와의 협력(UIS, ASEAN)
한국과의 협력 지속
국제기구 교육통계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국제교육지표 생산(UIS 지표, SDGs 지표)
국제교육통계 자료집 발간
교육통계 및 지표의 국제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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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베트남 교육통계발전계획(안)을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아래 [그림 Ⅲ-10]과 같다.

[그림 Ⅲ-10] 베트남 교육통계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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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리랑카 교육통계·지표 컨설팅 결과

가. 스리랑카 컨설팅 경과 개요
2017년에 시작된 스리랑카 교육통계·지표 컨설팅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었
다. 우선, 2017년 1차년도 컨설팅은 스리랑카의 교육통계 현황 및 수요 파악을 통한 계
획 수립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상반기에는 스리랑카 현지를 방문하여 교육부, 교육청,
통계청,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통계 조사 체제(시스템 포함)에 대한 심층 분석 및 교육통
계 컨설팅 수요 파악이 이루어졌고, 하반기에는 스리랑카 교육통계담당자를 초청하여 공
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스리랑카 교육통계역량 진단결과를 공유하였으며, 교육통계컨설
팅 계획을 확정하였다.
2018년에는 스리랑카 교육통계 개선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상반기에는 스리랑카 교육통계제도, 조사, 분석/서비스 측면의 액션 플랜을
정의하고, 컨설팅 타깃을 설정하여 교육통계 역량 강화 컨설팅 사업 추진을 위한 액션
플랜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대한 스리랑카 담당자의 서면검토 결과를 토대로 스리랑카를
방문하여 컨설팅을 실시하여 4개의 컨설팅 과제를 선정하였다. 하반기에는 교육통계 담
당자를 초청하여 교육통계 컨설팅 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2017-2018 스리랑카 교육통
계 컨설팅 중간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교육통계 및 SDG4 관련
국제적 동향과 지식을 공유하였다.
2019년 스리랑카 교육통계 개발협력 3차 컨설팅에서는, 그 동안의 스리랑카 교육통계
컨설팅을 통한 주요 성과 및 단·중기적 발전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였다. 상반기에는
교육통계 담당자를 한국에 초청하여 3년간의 컨설팅 추진경과 및 주요성과를 공유하였
다. 다만, 스리랑카의 경우 2019년의 경우 그 동안 주요 담당자들이 교체되어 그 동안
경과와 성과를 다시 공유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하반기에는 현지에서 방문 컨설
팅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스리랑카 안전 문제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스리랑카에서는 지
난 4월 21일 콜롬보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하였고, KOICA와 외교부 역시 현지에서 철수
하면서 여행 위험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현지 안정상 문제로 스리랑카 컨설팅을
실시할 수 없었다. 대신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유네스코통계국 주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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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리는 ‘원자료 기반 교육통계정보시스템 강화를 위한 역량 개발 워크숍’에 스리랑카 교
육부 담당자 2명을 초청하는 것으로 현지 컨설팅을 대체하였다. 이 워크숍은 등록자료
(개인자료 등) 기반 EMIS 시스템에 대한 역량 강화 워크숍으로, 초·중등 교육행정정보시
스템 연계 조사나 대학별 데이터베이스 연계조사를 위한 내용을 주로 다룬다. 스리랑카
의 경우 현재 수기조사에서 컴퓨터기반 조사로 전환하려는 단계에 있어 스리랑카에 도움
을 될 수 있는 워크숍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본원에서 연구진 3명이 참여하여 한국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및 유관정보시스템, 한국의 교육통계시스템, 한국의 데이터
연계, 통합 및 활용 사례 등을 소개하였다. 또한 워크숍 기간 중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여
방문 컨설팅에서 계획하였던 역량 강화 컨설팅 성과 공유와 스리랑카의 교육통계 발전계
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래 <표 Ⅲ-14>는 지난 3년간 이루어진 현지 컨설팅의 주요 컨설팅 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표 Ⅲ-14> 스리랑카 현지 컨설팅 일정 및 내용(2017-2019년)
구분

1차 현지
컨설팅
(2017년)

2차 현지
컨설팅
(2018년)

3차 현지
컨설팅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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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출장일정

･ 2017. 6.26.(월) ~ 7.3.(월)

방문기관

･ 교육부, 교육청, 통계청, 학교

주요
컨설팅과제

･
･
･
･

한국의 교육통계 전반적인 추진경과 및 관련근거, 진행과정에 대한 자료 공유
스리랑카 현지 교육통계 실태조사, 수요조사, 진단조사
스리랑카 교육통계 컨설팅 계획안 공유
9월 한국 국제컨퍼런스 안내

출장일정

･ 2018. 6.25.(월) - 7.2.(월)

방문기관

･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 고등교육부(University Grants Commission)

주요
컨설팅과제

･ 과제별 목표, 대상, 내용, 해결방안,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
･ 과제 이행방안 및 향후 추진 계획(단기, 중기, 장기) 도출
･ 스리랑카 교육통계 조사 체제 To-Be 모델(안) 제시

출장일정

･ 2019. 11. 18(월) ~ 23(토)

방문기관

･ 유네스코방콕

주요

･ 스리랑카 컨설팅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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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컨설팅과제

･ 스리랑카 교육통계발전계획 검토
･ 향후 스리랑카 교육통계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 논의
･ 역량 개발 워크숍 발표(스리랑카 현지 컨설팅 대체)
- 한국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및 유관정보시스템 소개
- 한국의 교육통계시스템 소개
- 한국의 데이터 연계, 통합 및 활용 사례 소개

나. 스리랑카 교육통계·지표 발전 수준 진단
스리랑카의 교육통계 및 지표 발전 수준에 대한 진단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16년에
마련한 진단도구와 2019년 개선과제 도출을 위한 분석틀을 기초로 수행하였다. 스리랑
카 교육통계 진단은 스리랑카 교육통계 현황에 대한 실태 및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분야별 발전 전략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반영하였고, 크게 네 축을 고려하여 수행하
였다. 첫째, 교육통계 작성을 위한 인프라 정비, 둘째, 교육통계조사체제 개편 방안 마련,
셋째, 전사적 통계 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마지막으로 조사결과의 활용체제 구축
등의 세부 모형을 통해 스리랑카 국가 차원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제시하였다.

1) 진단 결과18)

□ 공통사항
앞서 제시한 스리랑카 교육통계의 발전과제에 대하여 영역별로 구체적으로 진단한 결
과를 제시하면 이하와 같다.
우선, 공통사항으로는, 스리랑카 교육통계 기획 업무는 통계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으
며 해당 부서의 담당자 역량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통계기획 업무 자체가
신규 통계 항목 발굴이 아닌 지표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지표를 구성하는 조사
항목이 부재한 경우에는 지표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기 개발된 지표
에 대한 신규 통계 항목 개발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8) 스리랑카 교육통계 진단은 2017년 및 2018년 컨설팅 내용을 토대로 정리되어 일부 내용은 2~3차년도
연구(김창환 외, 2017; 2018)에 기 반영되어 있음. 본고의 내용은 해당 내용을 수정·보완·추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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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통계 조사(생산) 역량은 미흡한 편으로, 이는 지역별 통계조사 환경문제 및 인프라
부족과 통계조사를 수행하는 하위기관 및 학교 담당자의 통계 전문성 부족 및 컴퓨터
활용능력의 미흡함이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교육통계 검증 역량 또한 미흡한 편으로, 이
는 수기조사 방식의 특성, 조사도구의 문제점, 담당 인력 부족 등에 따른 요인으로 보인
다. 교육통계 분석 역량은 보통 수준으로 판단되었는데, 산출된 통계를 활용한 분석 자료
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분석을 위한 전문부서(통계관리과)가 존재하고 담당자들이 문제
점 및 미래 방향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측면은 긍정적이었다. 스리랑카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 관리 역량 및 품질관리 역량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독립형
(Stand-Alone) 시스템으로 오프라인 기반의 DB운영 및 제반인프라 부족에 따른 문제점
이 드러났으며, 교육통계 품질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하였다. 교육통계 서비스 역량은 미
흡한 수준이었다. 서비스의 주요대상이 정부이며 민간 및 정책연구자에 대한 서비스는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영역1 : 법·제도적 측면
스리랑카 교육통계는 1966년 이전부터 교육부에서 행정자료 수집 목적으로 시작되었
고, 1996년부터 본격적인 교육통계조사가 시작되었다. 현재 교육통계조사는 정부통계법
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나 교육부에서 때때로 시행되는 정책이나 결정에 따
른 지침에 의거하여 통계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교육통계에 관한 법 이외에 통계법
에 속한 의정서, 지시서 등과 같은 규정이 존재하였다. 교육부의 통계과에서는 매년 차관
과 차관보의 지도 아래 교육통계조사를 수행하고, 통계관리과는 통계과에서 수집한 원자
료를 분석하여 결과를 활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통계조사의 강제성이 부족
하여 이에 대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컨설팅단의 실태조사 결과 또한 통계조사와 관련한 기본적인 법과 제도는 마련되어 있
으나 강제성이 부족하여 조사기간을 초과하여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판단
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포상제도 도입 등 조사 담당자들의 자발적인
업무 인식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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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2 : 시스템·인프라 측면
스리랑카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학교들은 통계조사를 위한 시설 및 환경 자체가
열악한 상황으로 온라인 기반의 통계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스리랑카의 교육
통계조사는 설문지를 활용한 수기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각 학교로부터 조사된 설문지는
지역교육청으로 보내져 C/S기반의 조사입력 프로그램을 통해 전산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교육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C/S프로그램은 웹기반의 통신이 불가능하다. 조사입력
화면은 각급 학교에 배포되는 조사지 양식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며 각종 파일 포맷(txt,
excel, access, xml 등)이 지원되는 상황이다. 수집된 통계 데이터는 교육부에 구축되
어 있는 DB 독립형 시스템(Stand Alone System)에 탑재되며, 해당 시스템은 온라인으
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그림 Ⅲ-11] 수집된 통계자료와 조사지
출처: 스리랑카 컨설팅단 제공(2018.10.11. 촬영, Zonal Education Office, Colombo). 스리랑카 교육부
및 지역교육청의 허락 하에 촬영함.

스리랑카는 EMIS(Educati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를 보유하고 있으
나 각급학교의 네트워크 환경이 좋지 않아 지역교육청에서 입력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EMIS에는 전체 교원의 75% 정도의 교원에 대해 3개년도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
다. 그러나 3개년도 데이터가 입력된 이후 추가적인 예산 부재, 유지보수의 한계, 시스템
전문가의 부재 등으로 정확도가 떨어지고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로 인식되어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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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2] 스리랑카 국가 교육정보 관리시스템(NEMIS)
출처: 스리랑카 컨설팅단(2018.10.11. 촬영, Zonal Education Office, Colombo)). 스리랑카
교육부 및 지역교육청 허락 하에 촬영함.

컨설팅단의 실태조사 결과 스리랑카의 통계조사를 위한 시스템 및 인프라는 미흡하다
고 판단되었다. 각급학교의 통계조사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여 수기방식 통계조사를 실
시함으로써 조사의 효율성 및 데이터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교육통계 데이터베
이스 구축, 운영, 활용 전반에 대한 인프라 및 인력 부족과 함께 각 학교 및 교육청 통계
조사 담당자의 통계 인식 및 역량(통계, 컴퓨터 활용 능력 등) 또한 미흡하였다. 통계조사
도구(C/S프로그램) 검증 기능이 부족하고 시스템 효율성이 매우 낮았으며 데이터 품질관
리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편이었다.
□ 영역3 : 조사체계 측면
스리랑카의 교육통계조사는 교육부, 통계청, 교육청이 서로 협력하여 조사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 교육통계 관리 현황은 [그림 Ⅲ-13]과 같다.

[그림 Ⅲ-13] 스리랑카 교육통계 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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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통계조사 관련 기관별 역할 및 절차를 보면, 각급학교의 교장들이 수기로 작성한
조사 설문지를 사단교육청19)으로 송부한다. 사단교육청은 통계조사의 스케줄을 작성하
고, 각급학교로부터 접수받은 조사지를 수합하여 학교들의 통계 요약본을 작성하고 합계
검증을 수행한다. 지역교육청은 지역에 포함된 학교 조사담당자(교장)와 사단교육청을
대상으로 통계조사 전 연수를 실시하고, 통계조사 기간 중 사단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 데이터 및 통계요약본을 컴퓨터(조사 C/S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지방교육청으로 송
부한다. 지방교육청은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접수받은 지역단위 통계 데이터를 수집하여
지방단위의 합계검증을 실시하여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학교에 설문지 재작성을 요청하
고, 최종적으로 통계자료가 완성되면 이메일 및 CD를 통해 교육부로 제출한다. 교육부
통계과는 조사 설문지를 각 지방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을 통해 각급학교에 송부하고, 지
방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자료를 취합하고 검증한 후 DB로 구축하고, 그 결과를
통계관리과로 제출한다. 교육부 통계관리과는 통계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을 분석하
고 국내 및 국제기관에 자료를 제공한다.

[그림 Ⅲ-14] 스리랑카 교육통계 조사 절차
출처: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hancing the Educational Statistics Capacities (2019.
7.25-28) 스리랑카 교육부 발표자료(PPT) 발췌 및 번역

19) 스리랑카의 교육행정체계는 교육부-지방교육청-지역교육청-사단교육청-각급학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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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5] 스리랑카 통계작성 프로세스
출처: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hancing the Educational Statistics Capacities (2019.
7.25-28) 스리랑카 교육부 발표자료(PPT) 발췌 및 번역

스리랑카 초·중등교육통계에서 수집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 SC1(학교기본통계)을 통해 수집되는 통계정보
- 학교 식별 정보 및 행정 정보
- 학년, 성별 그리고 학습매체에 의해 집계되지 않는 학생수
- 학년, 성별 그리고 입학지표 작성을 위한 출생년도에 의해 집계되지 않는 학생수
- 학년, 성별 그리고 학습 매체에 의해 집계되지 않는 반복된 학생수
- 성별과 학습매체에 의해서 집계되지 않은 1학년 입학자수 그리고 취학전 학업성취자수
- 기초적인 학교 시설의 이용(전기, 식수, 위생 시설, ICT 장비 등)
- 장애, 성별, 장애유형, 학년과 나이에 의해 집계되지 않는 학생수
- 성별, 임금 및 지불방식에 따른 비교원 수
○ FT(교원기본통계)를 통해 수집되는 통계정보
- 교장을 포함한 선생님들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예를 들면 생일, 성별, 민족, 종교 그리고 결혼
여부, 최고 학력, 최고 자격증 등
- 관련 이력 정보. 예들 들면 첫 학교 출근일, 현재 학교 출근일, 학교 입사 유형 및 방법, 학교에
서 가르치는 과목 등
○ SC/SS를 통해 수집되는 통계정보
- 학교요약자료
- 요구되는 다양한 현안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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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스리랑카 초중등교육통계에서의 연간 학교통계조사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현재 또는 향후 데이터 수요를 파악하여 통계조사 일정 업데이트
▹통계조사 일정 계획 수립 및 배포
▹통계 부서를 통해 고등학교 행정 프로그램 교육 및 (지역 교육 담당자에 의한) 통계담당자 훈련
▹주 담당자에 의한 학교 교장 및 통계담당자 훈련
▹모든 학교에 통계조사 일정 배포
▹2주 이내 통계조사 일정을 완성하고 지역 사무실에 배포
▹지침서 요약본을 준비하여 지역 내의 모든 학교에 배포
▹구역 사무실에서 데이터 입력(오프라인 데이터 입력 프로그램 활용)
▹교육부 통계부서에 이메일이나 CD를 통해 데이터 전송
▹교육부 통계부서에서 데이터 클리닝 및 수정
▹연보나 보고서 작성을 위한 통계표 작성

컨설팅단의 실태조사 결과, 스리랑카의 조사 및 분석역량은 보통이나 기획, 운영 및
검증역량은 미흡하다고 판단하였다. 통계분석은 교육부의 통계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
으며 역량 수준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나, 기획에 대한 인식의 초점이 지표개발에 맞추
어져 있었고, 신규통계 및 항목 발굴 등과 같은 기획역량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였다.
교육통계 조사역량은 보통이지만, 교육통계조사를 할 때 수요조사, 활용도 등을 종합
적으로 준비하는 역량이 부족하고, 지침, 매뉴얼, 도구 등의 조사도구 기획 및 활용 측면
또한 미흡하다고 판단되었다. 통계조사를 위한 C/S프로그램의 한계로 인해 합계검증 위
주의 검증만 수행하고 있으며 형식검증, 내용검증, 시계열검증 등과 같이 보다 상위 수준
의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아 검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 영역4 : 통계서비스·개방·활용 측면
통계산출물로는 교육통계연보, 교육부 1년 예산 내역 보고서 등이 있다. 해당 자료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어 열람이 가능하다. 스리랑카 정부는 통계정보를 토대로
교육 품질 향상, 연간/중기 계획 수립, 인력/교육시설 제공, 교원 부족 해결, 학교 중퇴
비율, 재학생 비율, 남성/여성 비율, 학교 시설 제공, 식수 제공 등과 관련된 정책결정을
원하고 있지만 통계 조사체제의 문제로 데이터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또한

107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Ⅵ) : 아시아 중점협력국가를 중심으로

조사되는 데이터의 항목수가 적기 때문에 원하는 지표를 산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데이
터의 활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육통계를 주로 활용하는 사람들은 정책입안자 및 결정자, 연구자들로 정책수립 및
결정, 연구 및 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해당 자료는 자료관리과에서 각종
지표개발 및 분석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교육통계의 주요 수요자들은 대국민이 아닌
정책결정자들에게 맞추어져 있고 각급 학교 및 교육청이 통계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아 교육통계의 활용은 정부 및 관련기관들만이 가능한 실정이다.
컨설팅단의 실태조사 결과, 스리랑카의 교육통계서비스 및 활용 측면은 미흡한 상황이
라고 판단되었다. 교육통계 발간물이 교육통계 연보 및 예산내역보고서 등으로 극히 적
고,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교육통계 홈페이지 등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교육통계를
활용하는 주체는 교육 관리자 및 관심자로 한정되어 있고, 교육통계 결과는 정책결정 용
도를 목적으로 하나 활용도가 극히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 영역5 : 국가교육지표 개발·관리 측면
국가교육지표 개발 및 관리 측면에서는, 스리랑카는 SDGs 지표 등 국제기구(UN,
UNESCO) 및 UIS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나 국제기구에서 요청
하는 통계자료의 제공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교육기관들에서 조사 체계
및 환경 문제로 인하여 조사기간을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표 개발, 주요
정책 수립, 국제데이터 제출 등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국제 비교를 위한 데이터 제출
시, 유네스코에서 규정하는 학제 분류방식과 상이한 점이 많아 데이터 제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SDG4(교육)의 초중등교육 영역(4.1) 중에서는 학교 내에서 조사가 가능한 기본적인
초등교육관련 지표인 4.1.1지표, 4.1.2지표, 4.1.4지표, 4.1.6지표, 4.1.7지표의 데이터
를 확보하고 있으나, 그 외 최종학년 진급률, 학교 밖 아동과 청소년 비율에 대한 지표
데이터는 아직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다. SDG4의 영유아교육 영역(4.2) 중에서는 영유
아 보육 및 교육, 취학률, 의무교육에 해당되는 4.2.2지표, 4.2.4.지표의 데이터는 확보
하고 있으나, 그 외 보건, 학습, 심리사회적 발달이 정상인 비율, 가정학습 환경경험 비
율, 무상교육/의무교육 연한에 해당하는 지표의 데이터는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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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단의 실태조사 결과, 스리랑카의 국가교육지표와 기준 및 분류방식이 상이하고
조사되는 데이터의 항목이 부족하여 지표를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표 산출 능력
은 미흡한 상황이나, 개발·관리 업무담당자 및 고위급 공무원들의 지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고 역량이 비교적 높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종합 진단 결과 : 기초여건 개선형 모형

이러한 진단 결과를 교육단계로 요약하면 아래 <표 Ⅲ-15>와 같다.

<표 Ⅲ-15> 스리랑카 교육통계 교육단계별 진단결과
구분
취학 전

진단결과
부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음

보통

교육부 주관으로 교육통계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조사 체계, 절차, 환경, 도구, 담당자 역량 등의
문제로 기간 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대학

보통

UGC 주관으로 대학통계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조사대상에 대한 정보관리체계 부재로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조사 결과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있음

평생

부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음

국제

보통

보유한 데이터에 대한 자료만 제출하고 있으나 국제기구에서 요청하는
통계자료의 제공은 원활하지 않음
UIS, World Bank, ADB등의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있음

초등교육
중등교육

스리랑카 교육통계를 진단하기 전에 스리랑카 교육의 특수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스리랑카의 교육제도는 과거 식민지 시기 영국식 교육제도의 영향으로 일반교육과 고등
교육, 그리고 직업훈련교육으로 구분된다. 일반교육은 1학년부터 13학년까지 이루어지
는데, 학교에 따라 전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가 있기도 하며, 1학년부터 5학년 혹은 1학
년부터 11학년까지만 교육하는 학교도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학교 통계를 작성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국제기준에 맞춘 학교별 통계 작성이 용이하지 않다. 또한
언어에 따라 싱할라어와 타밀어, 영어를 선택하여 학교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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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6] 스리랑카 초·중등교육체계
출처: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hancing the Educational Statistics Capacities (2019.
7.25-28) 스리랑카 교육부 발표자료(PPT) 발췌 및 번역

스리랑카 교육통계 현황 및 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해보면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황으
로, 오랜 통계조사 경험으로 인해 조사지를 통한 단순 통계 작성 절차는 안정화되어 있으
나, 정보화 기기나 인프라를 사용하는 것에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교
육통계 작성 기간이 오래된 만큼 교육통계에 대한 인식이나 인력의 훈련 수준은 상당한
편이나, 정보화와 같은 인프라의 보급이 미흡하고 정보화와 관련한 조사체제나 담당인력의
훈련정도가 부족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단계적인 개편이 요구된다.
통계자료 생산 및 DB구축 측면을 보면, 조사는 매년 1회 조사지(설문지)에 의하여 이
루어지며, 조사된 결과는 지역교육청에서 전산화되어 파일로 관리되고, 기초적인 형식검
증 이외의 별도의 검증과정은 없다. 이 자료는 지방교육청과 교육부에 전송된 후 합산·
관리되고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되어 연보 형태의 정기간행물로 발간된다. 또한 정책
자료로서의 통계자료집이 만들어지며, 교육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요 결과가 온라인으
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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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의 경우 유치원통계가 작성되고 있지 않으며, 대학졸업자 취업통계나 평생통
계가 별도로 작성되고 있지 않고 있다. 다만, 노동성과와 관련하여 일부 표본조사를 통해
취업관련 통계자료가 부분적으로 작성되고 있다.
국제통계 작성 필요성을 인지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통계자료 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
으나 스리랑카 교육통계의 특수성(초중고 통합형 학교 등)으로 인해 정확한 통계작성이
어렵다. 더욱이 교육지표 산출에 대한 경험 부족 및 교육통계DB 활용 미흡으로 인해 국
제기구에서 요구하는 교육지표의 산출이 안 되는 실정이다.
스리랑카의 교육통계작성 및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통계 관련 법·제도·정보화 인
프라 개편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개진하고 있다. 약 60
여 년간의 교육통계 작성 경험으로 인해 교육통계 작성 인력의 통계조사 역량 수준이
높으며, 통계조사를 위한 오프라인 체제는 상당히 안정된 편이나, 교육통계조사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빈약하고, 국가 전반적으로 정보화 인프라가 미흡한 수준이다. 그 결
과 교육통계 개편을 위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미흡한 정
보화 여건 및 재정으로 인해 단계적으로 교육통계 개선 노력을 진행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영역별 진단 내용과 교육단계별 진단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스리랑카는 교육
통계 작성을 위한 기본적인 체계와 기반을 갖추고 있으므로 정보화 인프라 여건 개선과
어느 정도의 재정 지원이 갖추어진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정보화를 활용한 교육통계 체제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통계자료의 활용 및 국제기
구에 자료 제공 또한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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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스리랑카 교육통계 개선을 위한 도출과제
1) 영역별 도출과제20)

이상과 같은 진단 내용을 토대로 스리랑카 교육통계 개선을 위한 도출과제를 아래 <표
Ⅲ-16>과 같이 교육단계별로 인프라, 조사, 역량, 활용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다.
<표 Ⅲ-16> 스리랑카 교육통계개선 과제 영역
구분

공통

초중등

고등

인프라

[과제2]

[과제2]

[과제2]

조사

[과제1]

[과제1]

[과제1]

역량

[과제3]

[과제3]

활용

[과제4]

[과제4]

위 <표 Ⅲ-16>으로 제시한 영역별 도출 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과제1 : 데이터 및 업무 표준화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스리랑카 교육통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첫 번째 과제는 교육통계 데이터 관리 방법과
분석 방법의 표준화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스리
랑카 교육통계 컨설팅 과정에서 스리랑카의 각급학교에서 산출되는 교육정보 데이터의
관리 방법 및 양식 분석 방법의 표준화와 목적, 종류, 정의, 속성, 기준 등에 따른 데이터
분석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스리랑카 통계조사 담당자 업무 및 IT 역량 분석을 통
하여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러한 개선과제와 컨설팅 내용을 토대로 스리랑카는 교육통계조사지 개선방안을 반
영한 신규 조사지를 개발 중에 있고, 이를 사용한 시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통계 조사체계 개선이 통계담당자와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여 담당자의 의식을 개선
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각급학교의 데이터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 스리랑카 교육통계 도출과제는 2018년 및 2019년 컨설팅 내용을 토대로 정리되어 일부 내용은 3차년도
연구(김창환 외, 2018)에 기 반영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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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2 : 스리랑카 현실에 맞는 전산인프라 구축
스리랑카 교육통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두 번째 과제는 스리랑카 현실에 맞는 전산인프
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스리랑카 교육통계 컨설팅 과정에서 각급학교, 교
육청, 교육부에서 활용되는 전산인프라 현황을 분석하고 각 기관별 전산인프라 운영환경
및 담당자 역량을 고려하여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효율적인 교육통계
조사를 위해 「전산인프라 To-Be모델」이라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선과제와 컨설팅 내용을 토대로 컨설팅단이 제시한 「전산인프라 To-Be모
델」의 단계적 적용방안에 대해 스리랑카 교육부와 협의하였다. 아울러, 스리랑카 교육통
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련 예산의 확보와 국제기구 지원 추진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

□ 과제3 : 교육통계 조사지침 표준화 및 담당자 연수를 통한 역량 제고
스리랑카 교육통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세 번째 과제는 교육통계 조사지침 표준화 및
담당자 연수를 통한 역량 제고이다. 이와 관련하여 스리랑카 교육통계 컨설팅 과정에서
스리랑카 교육통계 조사 지침, 조사항목, 연수내용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그 결과, 스리랑카 교육통계조사를 위한 조사지침 매뉴얼 개발 방안과 교육통계 조사
지 분석을 통한 조사 항목 및 코드 재구성 방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통계담당자 인식
개선을 위한 스리랑카 교육부의 역할을 공고히 하였고, 스리랑카 통계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기구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신청 의지를 보였다.

□ 과제4 : 조사 통계표 개선 및 분석지표 개발
스리랑카 교육통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네 번째 과제는 조사 통계표를 개선하고 분석지
표를 개발하는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스리랑카 교육통계 컨설팅 과정에서 수합된 정보
를 활용한 주요 통계 지표 구성을 소개하였으며, 교육통계 국제수요를 반영한 국제지표
산출 방안 및 추가 정보 도출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선과제와 컨설팅 내용을 토대로 스리랑카에서는 한국의 지표개발 사례를 바
탕으로 스리랑카 교육통계에 맞는 지표를 개발 중이며, 지표개발을 위한 예산 확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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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 다만, 국제지표 개발은 교육통계 조사 항목의
대대적인 개선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교육통계 조사 항목 점검과 개선을 통한 단계적
인 개선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2) 스리랑카 교육통계 발전과제 모형

스리랑카의 경우 교육통계조사가 시작된 지는 60년이 넘었으나, 거의 발전이 없이 과
거의 방식을 답습하고 있으며, 특히 컴퓨터나 시스템 등 전산 인프라 현황이 전 국가적으
로 매우 열악하고, 현 정부(교육부)의 재정상황이 충분한 지원을 할 정도가 되지 못하여
무조건적인 발전 모형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육통계에 대한 현황 분석
을 바탕으로, 각 분야별로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는
시기는 재정적인 여건이나 지원 상황을 고려해 유동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컨설팅단에서 제시한 스리랑카 교육통계 발전 모형은 다음과 같다. 스리랑카 교육통계
수요를 반영한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 크게 통계 인프라 정비, 통
계조사체계 개편, 전사적 통계 역량 제고, 조사결과의 활용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구
체적으로는, 통계 인프라 정비 측면에서는 통계법 및 제도 정비, 통계 조직 재구조화,
통계 활성화 인센티브 도입 등이 필요하며, 통계조사체계 개편 측면에서는 현실에 맞는
통계 프로세스 개편, 항목조정 및 PSPro 개편, 현안통계 조사 방안 강구, 고등교육통계
시스템 표준화 및 확산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전사적 통계 역량 제고 측면에서는 통계에
대한 인식 제고, 조사 및 검증 역량 교육 강화, 컴퓨터 활용 역량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
다. 마지막으로 조사결과의 활용체제 구축 측면에서는 학교/교육청 단위의 분석통계 개
발, 국제지표 생산 및 관리 역량 제고, 온·오프라인 서비스 내용 및 절차 개선 등을 제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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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7] 스리랑카 교육통계 발전과제 모형

이와 같은 스리랑카의 교육통계 및 지표 발전 수준에 대한 진단과 개선 과제를 현재
수준(as-is) 및 미래 방향(to-be)으로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적 과제로 구분하여 제시하
면 아래와 같다. 아래 <표 Ⅲ-17>은 통계 인프라 정비, 통계 조사체제 개편, 전사적 통계
역량 제고, 조사결과의 활용체제 구축 등의 영역별로 실태를 진단하고, 2019년까지의
단기 개선과제(2단계)와 2020년 이후의 중장기 과제(3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Ⅲ-17> 스리랑카 교육통계 실태 및 발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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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까지의 단기 개선과제로는 통계 인프라 정비 측면에서 통계법 정비, 각 개별법
에 근거, 대상, 방법 등의 명확한 규정, 통합DB 구축 및 표준화를 제시하였으며, 통계
조사체제 개편 측면에서는 기관 간 데이터 연계수합 검증, 데이터 필요시 수시조사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전사적 통계 역량 제고 영역에서는 분석/활용 역량 중심, 시스템
및 DB운영 역량 확보, 조사 및 검증의 자동화로 인해 신규통계, 예측통계, 지표 중심
역량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결과의 활용체제 구축 측면에서는 다양한
분석자료집 제공, 웹서비스와 서비스 전문시스템을 통한 서비스 제공, 서비스 콜센터 운
영 등을 제안하였다.
2020년 이후의 중장기 과제로는 통계 인프라 정비 측면에서 통계법 정비, 각 개별법
정비, 정보보호, 연계활용 등을 세밀하게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통계 조사체제 개편
측면에서는 EMIS 조사, 학교현장의 운영DB로부터 통계자료 수합, 필요시 상시(실시간)
조사 체계 구축 등을, 전사적 통계 역량 제고 측면에서는 학교시스템 운영 역량 강화,
통계자료 분석/서비스 역량 강화, 국제통계, 교육통계지표 개발 분석 역량 강화 등을 제
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결과의 활용체제 구축 측면에서는 수요자가 요구하는 비정형
화된 통계정보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분석자료와 원자료 서비스 병행 등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단기 및 중장기 제안 사항을 현실을 감안하여 각 조사 주체를 교육부, 교육청,
학교로 구분하여 주체별로 제시하면 아래 <표 Ⅲ-18>과 같다.
<표 Ⅲ-18> 스리랑카 교육통계 주체별/영역별 발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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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다시 as-is to-be 모형으로 제시하면 아래 <표 Ⅲ-19>와 같다.

<표 Ⅲ-19> 스리랑카 교육통계 진단 및 발전 과제(종합)
통계영역

표준화

인프
라

전산
인프라
설계

법·제도
정비

조사방법

조사
조사지침
개선
(표준화)

조사
통계표
개선

역량

담당자
연수

통계 요소

as-is

to-be

컨설팅 타깃

DB 항목 및
코드

부분 표준화

표준화

교육통계DB

조사 및 분석
업무

부분 표준화

표준화

조사 절차

조사를 위한
전산 인프라

부분 전산화 열악

단계별
전산인프라
확대계획

효율적인 조사
한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전산인프라 확대 계획 수립

통계조사를 위한
전산인프라 확산모형

교육통계 관련
법·제도 마련

정부통계법만 존재

통계조사·분석·서비스를
위한 교육통계법 및 관련
규정 정비

교육통계를 위한 하위법령
및 규정 작성

조사절차 개선

-설문지를 통한
자료조사(학교)
-지역교육사무소에서
데이터를 입력·전산화
후 검증 후 상급교육청
및 교육부로 전달
-초기형태의 DB 존재

-전산파일을 활용한
조사방법 및 절차 개선
-자료 수합 및 검증 방법
고도화
-별도의 구조화된
교육통계DB 구축

-조사수단의 개선
(설문지→전산파일)
-조사절차의 단순화
(조사기간 단축)
-자료검증방법 및 절차의
개선
(자료의 신뢰성 확보)

각급 학교
조사지침
(설문지)

설문지(페이퍼)

설문지 조사내용 개선 /
전산화된 입력양식

각급 학교
조사지침(설문지)

교육청
조사지침

전산입력양식

데이터 입력 및
자료검증까지 포함한
조사(입력)지침

교육청 조사(입력) 지침

조사장표

설문지 양식의 조사표

조사장표의 개선 /
개별조사방식으로의 전환

각급 조사장표

연수 내용(교재)

조사계획, 절차, 입력
자료에 대한 설명

효율적인 조사를 위한
담당자 연수 프로그램 개발

담당자 연수 교재(자료)

연수 방법

지역 교육사무소에서
실시

통합 연수 / 지역별
연수/실습겸용 연수 등

담당자 연수
분석 서비스 지표
분석장표·지표의 개선 및
확대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
설계 및 구축

분석 및
서비스
지표 개발

분석지표

기초적인 분석지표

-국제기준에 맞는 분석지표
개선
-조사항목 조정 및 확대를
통한 분석장표·지표 확대

서비스

홈페이지
서비스

산출 장표 및 지표 제한,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서 형식의 일부장표
서비스

교육통계 전용 서비스
홈페이지 개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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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스리랑카 컨설팅 주요 성과21)
이상과 같은 스리랑카 교육통계 개선과제와 그에 대한 컨설팅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성과가 나타났다.

첫째, 스리랑카 교육통계 관련 법·규정이 검토되었다. 한국의 교육통계 근거법령을 구
체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정보화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향후 교육통계조사 및 분석체계
도입을 위하여 관련 법령(조사 및 분석, 활용 관련 법·규정)에 대한 개편 필요성을 인지
하였다. 특히, DB의 구축 및 관리, 개인정보 관련 법·규정, 타기관 정보(DB)와의 통합
등의 관련 법·규정에 관심을 보였다.

둘째, 스리랑카 학교단위 교육통계 정보 입력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졌다.
스리랑카 컨설팅 결과 초중등교육통계조사 체계의 변화가 필요함을 인지하였고, 2018년
초중등 교육통계시스템 일부를 개편하여 적용하였다. 이는 기존에 학교에서 조사지를 통
해 조사한 결과를 지역교육청에서 데이터화(입력)하던 것에서, 기존 조사프로그램을 개
편하여 일부 학교이기는 하지만 학교단위에서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는 체제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특히, 스리랑카는 2019년 이후 매년 학교 통계조사를 위한 웹 기반 온라인
조사 수행을 추진 중에 있다. 이 온라인 학교통계 조사 프로그램은 민간 컨설팅 회사를
통해 그 기능이 많이 향상되었다. 특히, 학교단위 통계사무원의 작업량을 줄이기 위해,
하나의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에서 여러 개의 서로 다른 프로세스를 도입함으로서 통계조
사 운영의 복잡성을 감소시키고 있었다. 그 단계는 다음과 같다.

· 1단계 : 지역 사무원에 의해 학교 통계조사 프레임(구조) 업데이트
· 2단계 : 학생수와 교원데이터 수합
· 3단계 : 학교와 관련된 시설데이터 수합

21) 일부 성과는 2017년 및 2018년 컨설팅 과정에서 나타났으며, 해당 내용은 2~3차년도 보고서(김창환,
외 2017; 2018)에 기 반영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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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사용자에게 보다 친숙한 방법으로 통계조사 일정을 조정하였으며, 학교 통
계 데이터와 행정 데이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통계표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도입 하였
다. 또한 의사결정 수준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모든 데이터 사용자
에게 유용한 접근 기능을 제공하였다. 현재 초중등교육부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모든 학
교에 개발·보급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이며, 향후 학교의 전산화를 단계
적으로 보급하고, 학교로부터 교육청, 교육부로 데이터를 전송(이관, DB구축)하여 교육
통계DB를 구축할 예정이다.
셋째, 교육통계 전담 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 연수가 이루어졌다. 현재 스리랑카 교육부
는 초중등교육부와 고등교육부로 분리되어 있으며, 교육통계 업무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
다. 본 컨설팅을 통해 각 담당자들에 대한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향후
교육통계 비전 및 발전 방향에 대한 교육통계 관리자 및 담당자의 인식이 제고되고, 스리
랑카 교육통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등의 역량 강화가 이루어졌다.
넷째, 스리랑카의 교육통계 비전 및 단계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스리랑카 교육통계조사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여 초중등교육통계와 고등교육통
계의 향후 비전 및 단계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안정된 조사절차(학교-교육청
-교육부)를 반영하고, 빈약한 교육통계 재정 상황과 학교나 교육청 단위의 정보 인프라
가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 정보화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개별학교에서 생산된
통계정보가 교육청과 교육부에 즉시 보고되는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계획하였다.

[그림 Ⅲ-18] 스리랑카 교육통계 정보화 구축 구조 예시(컨설팅단 제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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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단계적 발전방안과 한
국의 KOICA사업 지원 등 재정 마련을 위한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한국의 국가지표와 국제지표를 소개하고 SDG4 지표 생산 방안을 마련하였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형태의 국가지표를 소개하고, 작성방법과 고려사항, 주요내용
을 담당자들에게 연수하였다. 더불어 SDG4 지표를 소개하고 지표 생산을 위한 다양한
이슈들을 함께 고민하고 협의하였다. 현재 스리랑카는 UNESCO 지침서를 활용하여 국
제 지표를 생산하고 있으며, 산출이 용이한 지표부터 개발하기 위해 한국 사례를 참고하
는 등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마. 스리랑카 교육통계 발전 계획
스리랑카는 몽골과 베트남과는 달리 교육부 혹은 정부 차원의 교육통계 발전계획을 마
련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는 올해 스리랑카 현지의 사회‧경제‧정치적 문제들로 세부적인
계획들을 수립할 여건이 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 차원에서는 몇 가
지 향후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다. 담당자들과의 면담 및 컨설팅을 통해 제시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초‧중등교육통계조사의 경우, 앞서도 언급했듯이 스리랑카는 2019년부터 학교통
계조사를 위한 웹기반 온라인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 온라인 웹조사의 도입으로 학교단
위 통계사무원의 작업량이 줄어들었으며, 하나의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에서 여러 개의
서로 다른 프로세스를 도입함으로서 통계조사 운영의 복잡성을 감소시키고 있다. 총 3단
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온라인 웹조사는 1단계(현재)에서는 지역 사무원에 의해 학
교 통계조사 구조를 개선하고, 2단계에서는 학생수와 교원데이터를 수합하고, 3단계는
학교와 관련된 시설데이터 수합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발시킬 계획이다.
고등교육통계의 경우에는, 우선 대학의 주요 기능을 전산화함으로써 대학DB 기반 교
육통계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향후 두 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첫 번째 단계에서는 현재 온라인 등록이 이루어지는 입학허가시스템 이외에도, 대
학 내 학생 등록 및 시험 표준화 시스템, 표준화된 인적자원관리시스템(HRMS) 및 재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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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시스템(FMS)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학의 주요 업무와 정보를 전산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중앙 집중화된 전산시스템을 UGC 수준에서 구축한
다는 계획이다. 이는 국가 수준 및 국제 수준에서의 고등교육통계에 대한 수요에 대응한
것으로, 설문 내용 및 코딩 시스템의 개편, 다양한 통계 시각화(visualization) 도입, 더
많은 통계정보의 보급(배포), 표준화된 실시간 데이터의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고등교육지표의 개발과 개선을 기대한다. 아울러 이러한 고등교육통
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법률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진행할 예정이다.

5

종합 및 평가

가. 아시아 3개국 컨설팅 결과 종합
이상의 아시아 3개국에 대한 교육통계 역량 강화 컨설팅 결과와 성과를 종합하여 제시
하면 아래 <표 Ⅲ-20>과 같다.

<표 Ⅲ-20> 아시아 3개국 대상 교육통계 역량 강화 컨설팅 추진 현황(2017~19년)
구 분

추진
경과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3개국 공통>
◽17.1~2. : 개도국 교육통계 컨설팅 계획 수립
◽17.6. : 개도국 현지 컨설팅(1차) 실시
- 베트남 : 교육부, 교육과학연구원, 통계과학연구원, 베트남국제학교, 하노이대학
- 몽골 : 교육문화과학체육부, 몽골 국가통계청, 울란바타르시 교육청, 118번 초중등학교,
몽골과학기술대학교
- 스리랑카 : 교육부, 교육청, 학교, 통계청
◽17.9. : 개도국 초청 교육통계 국제컨퍼런스(1차) 실시
◽17.10. : 개도국 교육통계 컨설팅 종합계획 수립
◽18.1~2. : 개도국 교육통계 컨설팅 액션플랜 수립
◽18.6.: 개도국 현지 컨설팅(2차) 실시
- 베트남 : 교육부, 교육과학연구원
- 몽골 : 교육문화과학체육부, Tsenhermandaltha 유치원, Tsenhermandaltha 중학교
- 스리랑카 : 교육부, 교육청, 학교, 통계청
◽18.9. : 개도국 초청 교육통계 국제컨퍼런스(2차) 실시
◽19.3. : 최종 컨설팅 보고서 작성을 위한 분석틀 완성
◽19.5. : 국가별 최종 컨설팅 보고서 초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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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19.6. : 개도국 초청 교육통계 국제컨퍼런스(3차) 실시
◽19.8.-11. : 개도국 현지 컨설팅(3차) 실시
- 몽골(19.10.) : 교육문화과학체육부, 몽골 KOICA 사무소, 교육청, 고등학교, 유치원
- 베트남(19.8.) : 교육부, 교육과학연구원, 교육과학고등학교
- 스리랑카(19.11.) : 유네스코방콕 (UIS 주관 국제워크숍으로 대체)
<스리랑카>
◽18.10~12. : 스리랑카 연수 컨설팅(UGC, 고등교육부) 실시

도출
과제

주요
성과

◽과제1 : 교육통계
법·제도·기준 정비
◽과제2 : 교육통계 예산
확보·확충 및 조직·인력 여건
개선
◽과제3 : 교육통계조사체계
개선
◽과제4 : 교육통계조사 운영
및 지원체계 개선
◽과제5 : 조사결과 공표
프로세스 정립
◽과제6 : 교육통계 분석 및
서비스 개선
◽과제7 : 국내·교육지표 산출

◽과제1 : 인력예측센터 설립
◽과제2 : 국가지표의
관리·활용
◽과제3 : 교육통계조사 전문
인력 역량 강화
◽과제4 : 교육통계 인식제고
◽과제5 : 대학정보화 시스템
구축
◽과제6 : 유초중등 정보화
시스템 구축
◽과제7 : 교육통계 및 인력
예측의 법적 근거 마련
◽과제8 : 교육통계 표준화
설계

◽과제1 : 데이터 및 업무
표준화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과제2 : 스리랑카 현실에
맞는 전산 인프라 구축방안
◽과제3 : 교육통계 조사지침
표준화 및 담당자 연수를
통한 역량 제고
◽과제4 : 조사통계표 개선 및
분석지표 개발

◽몽골 교육통계 장관령
개정(안) 제출(과제1)
◽교육통계 전담 인력 확보 및
전담조직(IT-통계과)
신설(과제2)
◽취학전(유치원) 교육통계
시스템 구축 및 관련 예산
확보(과제2, 과제3)
◽취학전(유치원) 교육통계 지침
개정(안) 발간(과제4)
◽교육통계 품질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시작(과제4)
◽몽골 교육통계 신규 자료집
발간(과제6)
◽SDG4 지표 관련 조사항목
추가(과제7)

◽교육통계센터 확대
개편(과제1)
◽교육통계 인식 개선에 따른
교육통계법 개정 및 국회
중기계획을 통한 국가지표
선정(과제2)
◽2030 교육발전계획 구축
사업 구측으로 SDG4 지표
작성 계획 수립(과제4)
◽유초중등 데이터 수집을 위한
신규시스템 구축 및 기존
학생관리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진행 중(과제6)
◽대학정보화사업 구축계획
수립 중(과제5)
◽교원, 학생, 교실 수 예측
서비스 마련(과제7)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
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위한
규정 제정(과제8)

◽법령 개편의 필요성 인식
◽학교단위 조사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개발·보급(과제2)
◽교육통계 전담 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 연수 실시(과제3)
◽교육통계조사지 개선 및
신규조사지 개발(과제1)
◽교육통계조사
매뉴얼(조사지침) 개선(과제3)
◽스리랑카 컨설팅 대상
확대(UGC(University
Grants Commission :
대학입학위원회), 고등교육부)

우선순위와 개선이 필요한 수준의 차이가 있으나 3개국 모두 교육통계 관련 법령 정
비, 전담조직 신설, 신규시스템 구축 등이 공통적인 과제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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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통계 구축 수준이 높은 몽골에서는 교육통계 품질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신규자료
집 발간 등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관련한 과제와 성과가 나타났으며, 아직 교육통계
전산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스리랑카의 경우, 통계지침의 표준화가 가장 큰 과제
로 부각되었다. 또한 전산화 단계에는 진입되었지만, 아직 초기에 해당하는 베트남의 경
우에는 데이터베이스 간의 표준화와 연계가 과제 중 하나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스
리랑카와 베트남의 경우 아직 조사체계가 체계화되지 않아 교육통계 담당자에 대한 역량
강화 연수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었다.
이 외에도 각 국에서 본 컨설팅의 가시적인 성과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다른 분야
통계작성기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가령, 스리랑카의 경우, 교육 관련부처
가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고등교육부가 있
다. 스리랑카 컨설팅은 교육부를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나 컨설팅이 진행되는 동안 고등교
육부와 대학입학을 관장하는 대학입학위원회(University Grants Commission, UGC)
에서 보다 큰 관심을 나타냈다. 몽골의 경우에도 취업통계는 통계청에서 담당하는데, 여
기서도 우리나라의 공공DB연계 고등교육기관 취업통계에 구체적인 관심을 보이기도 하
였다.

나. 아시아 3개국 컨설팅에 대한 평가
1) 참여국의 평가

본 연구사업에서는 지난 3년 동안 아시아 3개국 대상 컨설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참여 대상국들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평가를 실시하였다. 교육통계 컨설팅에 대
한 참여국의 평가는 작년 3차년도 연구사업에서 개발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실시하였
다. 3차년도 연구사업에서 마련한 교육통계 컨설팅 사업 평가 도구는 교육통계 컨설팅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아시아 3개국의 교육통계 역량 강화를 강화하고자 한 목
적을 달성했는지 등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김창환 외, 2018:111). 이 컨설팅
평가 도구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의 ODA 사업 기준과 World Bank의
지식공유사업모형 평가 기준, KOICA DEEP 사업 및 KDI KSP 사업의 평가 모형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이다22). 교육통계 컨설팅 사업 평가 도구의 측정 영역은 크게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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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컨설팅 실행, 컨설팅 결과 및 효과 등 세 영역에서 총 2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아
래 <표 Ⅲ-21>은 교육통계 컨설팅 사업 평가 도구의 영역별 평가 문항과 2018년 및
2019년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참여국의 평가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국가별 4~6명이
응답하였으며, 2019년 스리랑카의 경우 1명만 대표로 응답하였다. 몽골과 베트남의 경
우, 2018년도에 이어 2019년도에도 모든 항목에서 4.00점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가 나
타났다. 다만, 스리랑카의 경우 최종 현지 컨설팅이 현지 사정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점이 있으며, 실시간 통계체계 구축과 같은 스리랑카 당국의
높은 기대와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한 컨설팅 사이의 간극으로 보통 수준으로 평가가 나
타났다.
<표 Ⅲ-21> 아시아 3개국 컨설팅에 대한 참여국의 평가(5점 척도)
몽골
영역

컨설팅
계획

컨설팅
실행

평가 문항

베트남

스리랑카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n=4) (n=5) (n=6) (n=4) (n=4) (n=1)

1. KEDI에서 수행하는 교육통계 컨설팅이 귀국 정부의 요
구를 충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00

4.80

4.67

5.00

4.75

3.00

2. KEDI의 컨설팅 계획이 귀국 정부의 목표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75

5.00

4.50

4.75

4.50

4.00

3. KEDI에서 선정한 컨설팅 주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4.75

5.00

4.67

4.50

4.75

4.00

4. 2017년 KEDI에서 실시한 실태조사가 충실히 이루어졌
다고 생각하십니까?

4.25

-

5.00

-

4.50

-

5. 2017년 KEDI에서 수행한 수요조사가 적절히 이루어졌
다고 생각하십니까?

4.75

-

4.50

-

4.75

-

평균

4.70

4.93

4.67

4.75

4.65

3.67

1. KEDI에서 제공한 교육통계 컨설팅 프로세스 운영에 만
족하십니까?

5.00

4.40

4.83

4.50

4.25

3.00

2. KEDI에서 파견한 전문가 컨설팅단의 역량과 활동에 만
족하십니까?

5.00

5.00

5.00

4.75

5.00

4.00

3. KEDI에서 파견한 전문가 컨설팅단은 적극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컨설팅에 참여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5.00

5.00

5.00

5.00

5.00

4.00

4.75

5.00

5.00

5.00

4.25

3.00

4. KEDI에서 파견한 전문가와의 의사소통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2) OECD DAC, World Bank, DEEP, KSP 등의 사업 평가 모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김창환 외(2018,
113-1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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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영역

평가 문항

5. KEDI에서 제공한 컨설팅 내용을 잘 이해하였습니까?
6. 통역을 영어로 하지 않고, 한국어-귀국어로 직업 통역한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7. 통역 담당자의 전문성과 역량에 만족하십니까?
8. KEDI에서 주최한 교육통계 국제 컨퍼런스가 귀국 교육
통계 전문가의 역량 개발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베트남

스리랑카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n=4) (n=5) (n=6) (n=4) (n=4) (n=1)
4.50

4.40

4.50

4.50

4.25

4.00

5.00

5.00

4.67

4.50

4.75

3.00

4.75

4.80

5.00

5.00

4.75

4.00

5.00

5.00

4.83

4.25

4.75

4.00

5.00

4.40

4.67

5.00

5.00

4.00

4.89

4.78

4.83

4.72

4.67

3.67

4.75

5.00

5.00

4.75

4.50

3.00

4.50

4.80

4.83

4.75

4.75

4.00

5.00

4.80

4.83

4.25

5.00

4.00

5.00

4.80

4.67

5.00

4.25

3.00

5.00

4.80

4.83

4.00

4.75

4.00

4.75

4.40

4.67

4.25

4.50

3.00

5.00

4.40

4.67

4.50

4.25

4.00

5.00

5.00

4.83

4.75

4.75

4.00

4.88

4.75

4.79

4.53

4.59

3.63

4.82

4.82

4.78

4.67

4.63

3.66

9. KEDI에서 주최한 교육 현장 견학(학교 방문 등)이 귀국
교육통계 전문가의 역량 개발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하십
니까?
평균
1. KEDI에서 제공한 교육통계 컨설팅 덕분에 한국의 경험
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 KEDI에서 제공한 교육통계 컨설팅 덕분에 귀국 교육통
계 전문가의 역량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KEDI에서 제공한 교육통계 컨설팅 덕분에 귀국 교육통
계 업무가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4. KEDI에서 제공한 교육통계 컨설팅 덕분에 귀국 교육부
직원의 혁신 마인드가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컨설팅
결과 및
효과

5. KEDI에서 제공한 교육통계 컨설팅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경우 우리 기관의 통계역량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6. KEDI에서 제공한 교육통계 컨설팅은 귀국 정부의 지속
적인 개혁 추진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 KEDI에서 제공한 교육통계 컨설팅이 SDGs 교육지표를
생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 KEDI에서 제공한 교육통계 컨설팅 프로젝트 결과에 전
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평균
전체 평균

출처: 2018년 3개국 응답결과는 김창환 외(2018:121-130)의 결과를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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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그 동안 성과와 한계에 대한 주관식 응답으로는, 몽골의 경우 초‧중등학교
및 유치원 교육분야 정보시스템 구축을 가장 큰 성과로 응답하였으며, 정보시스템 구축
에 따른 중복조사 방지 등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예산 부족에
따라 본 컨설팅의 내용을 몽골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한계로 지적하였다. 베트
남의 경우에는 컨설팅으로 베트남 교육통계시스템 담당자의 인식 개선과 역량 강화를 가
장 큰 성과로 응답하였으며, 컨설팅과 베트남 사업의 연계성 있는 실행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스리랑카는 교육지표 개발 절차와 활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것을 주요 성과로 보았다.

2) 참여국의 후속 협력에 대한 기대

지난 3년 동안 진행된 1주기(2017-2019년) 교육통계 역량 강화 컨설팅이 완료되었지
만, 협력국가들의 수요(need)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각 국은 여전히 한국 또는 본
원과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며, 이러한 유형의 컨설팅 또는 ODA사업이 연결되
기를 희망한다.
각 국에서 본 컨설팅 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움 받기를 원하는 내용은 아래 <표
Ⅲ-22>와 같다.

<표 Ⅲ-22> 교육통계 컨설팅 참여 3개국의 후속 협력 및 기대 사항
구분

공통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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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협력 및 기대 사항
◽한국의 교육통계 조사기준, 지침, 조사표, 조사항목, 법령 등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ODA 사업 추진 협조
◽교육통계정보 관련 시스템 ODA 사업 추진
◽SDG4 지표 개발 방안
◽교육통계 개선을 위한 국제기구 지원사업 참여 지원
◽몽골 고등교육통계 시스템 구축 지원
◽한국 취업통계의 건강보험 연계조사 상세 현황
◽몽골 교육통계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 구축
◽몽골 교육통계 자료 제공 서비스 개선 방안
◽대학정보화사업 계획 수립에 한국 전문가 참여
◽한국-베트남 기관단위 파견 및 공동연구 추진
◽컨설팅 종류 후 자체관리 방안
- 컨설팅 기간 이외에도 지속적인 정보 공유를 위한 담당자 지정 등
◽교육통계시스템 신규 구축을 위한 표준화
◽한국의 교육통계조사 경험에 대한 지속적인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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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3개국 공통적으로 한국의 교육통계 기준, 지침, 조사표, 법령 등에 대한 영문 정
보 등을 제공 받기를 희망하였다. 한국의 교육통계는 그 조사 종류가 다양한 그 양도 방
대하여 영문화를 하기가 쉽지는 않다. 이번 컨설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통역과 번역
등을 통해 개요 수준에서만 전달된 아쉬움이 있다. 향후 개도국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
통계 역량 강화 컨설팅을 위해서는 요약자료 형태라도 영문화된 자료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둘째, 3개국 모두 공통적으로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ODA 사업(연수 사업) 추진을
원하였다. KOICA에서는 정부부처 제안사업으로 글로벌연수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3개
국 모두 국별 연수 및 다자 연수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사업의 후속
협력 방안으로 본원에서 20년 글로벌연수(다자) 사업을 신청하였고, 해당 연수가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에 있다. 아울러, 몽골과 스리랑카에 대해서는 21년 글로벌연수(국
별) 사업을 별도로 KOICA에 제안한 상태이다.
셋째, 3개국 모두 이번 컨설팅이 교육통계시스템 관련 ODA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교육통계시스템은 행정인프라와 관련된 사항으로 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당
한 예산을 필요로 한다. 국가 재정이 충분하지 못한 개도국 입장에서는 아무리 의지가
있다고 해도 쉽게 개선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러한 협력국가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본
원에서는 본 연구사업의 연장으로 2021년 KOICA 정부부처제안사업으로 베트남 ‘교육
정보 운영·활용 체제 구축 지원’사업을 제안하였으며, 현재 타당성 검토 중에 있다. 3개
국 중 베트남에 대한 교육통계시스템 관련 ODA가 먼저 추진된 것은, 베트남 교육부 및
교육과학연구원의 적극적인 의지도 있었지만, 이미 몽골의 경우 ADB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고등교육통계시스템을 고도화하였으며, 스리랑카는 초·중등교육의 경우 교육통계
시스템의 구축에 앞서 각종 행정양식, 지침, 기준의 표준화와 전산인프라가 시급하여 아
직 교육통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ODA는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었다.
넷째, SDG4 지표 개발을 위한 협력도 3개국이 공통적으로 기대하는 사항이었다. UN
에서는 SDGs의 달성을 위해 국가별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개도국에서는 아직 열악한 교육통계정보시스템으로 상당수의 지표들을 생산하기 어려워
하고 있으며, 어떤 지표들이 선행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성도 부족한 편
이다. 본 연구사업에서는 개도국의 교육지표 개발 및 작성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
었지만, 협력대상 국가들에서 교육통계체제의 구축 또는 정비가 보다 시급하여 지표 개
발 및 관리, 활용에 대한 부분까지는 다루지 못하였다. 이러한 부분은 국제기구에서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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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다. 3개국에서는 공통적으로 교육통계 개선을 위한 국
제기구 지원 사업 참여 지원도 원하고 있었는데, 향후 교육지표와 관련해서는 보다 적극
적인 국제기구와의 공통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 공통사항 이외에 국가별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 향후 협력을 기대하고 있었다. 몽골
의 경우에는 최근 고등교육통계에 대한 개편으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협력에 대한 기대
가 큰 편이다. 몽골 고등교육통계 시스템 구축 과정에 지속적인 지원을 희망하고 있었으
며, 향후 몽골 취업통계조사의 선진화를 위해 한국의 고등교육기관 취업통계의 건강보험
DB 연계조사에 대한 상세 상황을 알고 싶어 했다. 또한 몽골은 이미 어느 정도 일정 수
준 이상의 교육통계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현재 몽골은 단순히 선진
의 시스템 구축 뿐 아니라 이러한 시스템과 조사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생산 데이
터를 토대로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에 관심이 많았다. 따라서 한국의
교육통계정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사항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교육통계조사를 우리나라처럼 교육부가 아닌 연구기관은 교육과학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 성격이 반영되어 베트남에서는 대학정보화사업
계획 수립에 대한 한국 전문가의 참여나 한국-베트남 간 기관단위의 전문가 파견 및 공
동연구 추진, 향후 컨설팅 종류 후 자체 관리 방안과 같은 협력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한편, 스리랑카의 경우 교육통계시스템 신규 구축과 교육행정 및 조사 등의 표준화가
시급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하였다. 또한 향후에도 한국의 교육통
계조사 경험에 대한 지속적인 공유를 요청하였다.

3) 컨설팅단 자체평가

본 연구사업에서 컨설팅 참여 국가 담당자 뿐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함께 참여한 국가
별 컨설팅단에 대한 자체평가도 실시하였다. 자체평가는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 매뉴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4)에 제시된 평가 기준인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
속가능성을 토대로, 앞서 Ⅱ장에서 제시한 윤수재(2013)의 개별 ODA 사업의 종료 및
사후평가를 위한 평가지표를 본 컨설팅의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한 것이다23). 아래
<표 Ⅲ-23>은 자체평가 평가기준과 세부항목, 그리고 그에 따른 컨설팅단 15명의 평가
23) 국제개발협력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와 관련한 내용은 본 연구의 Ⅱ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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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Ⅲ-23> 컨설팅단 자체평가 결과
영역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평가문항

평균(5점 척도)
전체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1. 지난 3년 동안 진행된 교육통계 컨설팅 사업이 아시아 3개국
의 개발 필요, 개발목표, 국가개발전략, 정책 및 우선순위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60

5.00

4.60

4.20

2. 지난 3년 동안 진행된 교육통계 컨설팅 사업이 우리 정부의
정책 및 우선순위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07

4.00

4.20

4.00

3. 지난 3년 동안 진행된 교육통계 컨설팅 사업이 SDGs, 파리선언
등 국제개발협력 동향 및 전략과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65

4.75

4.80

4.40

4. 지난 3년 동안 진행된 교육통계 컨설팅 사업의 추진 계획 및 추
진 방법이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58

4.75

4.80

4.20

평균

4.48

4.63

4.60

4.20

1. 지난 3년 동안 진행된 교육통계 컨설팅 사업이 목표하였던 성
과를 달성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4.22

4.25

4.80

3.60

2. 지난 3년 동안 진행된 교육통계 컨설팅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4.00

4.00

4.80

3.20

3. 지난 3년 동안 진행된 교육통계 컨설팅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
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4.37

4.50

4.80

3.80

평균

4.19

4.25

4.80

3.53

1. 지난 3년 동안 진행된 교육통계 컨설팅 사업이 의도한 결과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4.38

4.75

4.80

3.60

2. 지난 3년 동안 진행된 교육통계 컨설팅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었
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관식)

3. 지난 3년 동안 진행된 교육통계 컨설팅 사업이 성공적이지 못
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관식)

평균

4.38

4.75

1. 지난 3년 동안 진행된 교육통계 컨설팅 사업이 아시아 3개국의 교육
통계 발전에 끼친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향력

4.80

3.60

(주관식)

2. 지난 3년 동안 진행된 교육통계 컨설팅 사업에 대해 수혜국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4.45

4.75

4.80

3.80

3. 지난 3년 동안 진행된 교육통계 컨설팅 사업이 아시아 3개국의 역
량개발과 제도 강화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십니까?

4.54

4.75

4.60

4.20

4. 만약, 지난 3년 동안의 교육통계 컨설팅 사업이 수행되지 않
았다면 어떤 상황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주관식)

5. 지난 3년 동안 진행된 교육통계 컨설팅 사업을 통해 아시아 3개국에
서 발생한 변화들이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까?

(주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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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지속가능성

평가문항

평균(5점 척도)
전체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평균

4.38

4.75

4.80

3.60

1. 지난 3년 동안 진행된 교육통계 컨설팅 사업이 여전히 아시아
3개국의 수요와 우선순위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25

4.75

4.00

4.00

2. 지난 3년 동안 교육통계 컨설팅 사업에 참여한 아시아 3개국이
교육통계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4.18

4.75

4.00

3.80

3. 지난 3년 동안 진행된 교육통계 컨설팅 사업이 아시아 3개국의
사회문화적 조건과 잘 조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4.15

4.25

4.20

4.00

4. 지난 3년 동안 교육통계 컨설팅 사업에 참여한 아시아 3개국이 교육
통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2.82

3.25

2.80

2.40

5. 지난 3년 동안 교육통계 컨설팅 사업에 참여한 아시아 3개국이
교육통계 사업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있습니까?

3.98

4.75

3.60

3.60

평균

4.45

4.75

4.73

3.87

4.21

4.48

4.37

3.79

전체 평균

영역별 컨설팅단 자체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적절성 영역에서는 세 국가 컨설팅
단 모두 평균 4점 이상의 높은 응답을 보였다. 그러나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
성 영역에서 몽골과 베트남 컨설팅단은 평균 4점 이상의 응답을 보인 반면, 스리랑카 컨
설팅단은 평균 3점대의 응답을 보여 비교적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든 영역
을 종합한 전체 평균은 몽골 4.48, 베트남 4.37, 스리랑카 3.79로 나타나, 스리랑카 컨
설팅단의 컨설팅 사업에 대한 평가가 몽골, 베트남 컨설팅단에 비하여 다소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국가별 응답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얻기 위해 주관식 응답을 분석한 결과, 몽골과
베트남의 경우 컨설팅 활동이 각 국에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하는
컨설팅단의 의견이 다수 존재하였다. 몽골의 경우 컨설팅 기간 동안 법령 개정, 교육통계
인력 확충 등의 성과가, 베트남의 경우 교육통계 담당자의 인식 제고 및 네트워크 형성,
추후 관련 ODA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구축 등의 성과가 주요 성과로써 긍정적으로 평
가되고 있었다. 반면, 스리랑카 컨설팅단의 경우, 컨설팅을 통해 담당자의 국가 교육통계
의 필요성 및 인식이 개선되었다는 주요 성과는 거두었으나, 해당 국가의 열악한 인프라
및 재정 여건과 혼란스러운 국내 정치･행정적 상황으로 인하여 컨설팅 효과가 폭 넓게
확산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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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별 컨설팅 총평
1) 몽골

몽골은 기본적으로 교육통계 생산 역량은 양호한 편이나 통계 자료의 분석 및 활용
수준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통계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인 교육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단계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진단 및 분석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의 정비,
전담조직의 신설, 신규 시스템 구축, 교육통계 품질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신규자료집
발간 등 보다 체계적인 교육통계 정보의 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과제를 도출하였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지난 3년 동안 진행된 몽골 교육통계 역량 강화 컨설팅(2017-2019년)이 완료되었지
만, 몽골의 교육통계의 과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남겨진 과제의 발전적 해결을
위해 한국 또는 본원과 지속적 협력이 요청되고 있다. 특히 교육통계 및 교육정책 담당자
의 역량 강화를 위한 ODA 사업(연수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후속 협력 방안으로 글로벌연수(다자)사업을 신청하였고, 2020년 추진될 계획에
있다. 아울러 2021년 몽골 글로벌연수(국별) 사업을 별도로 KOICA에 제안한 상태이다.
한편 몽골 또한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 및 정책 모니터링에 많은 관심
을 갖고 있다. 현재 몽골의 교육통계 작성 및 활용 수준으로는 상당수의 SDG4 지표들을
생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 SDG4 관련 지표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전문적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연구의 컨설팅에서도 교육지표의 개발 및 작성 역량 강화
를 중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었지만, 교육통계 체제의 구축 또는 정비가 보다 시급하여
지표 개발 및 관리, 활용에 대한 부분까지 세밀한 컨설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향후
교육지표와 관련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국제기구와의 공통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해나
갈 예정이다.
SDG4 관련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 향후 협력이 기대되고 있다. 최근 구축 완료된
취학 전 교육통계 시스템과 구축 예정인 고등교육통계 시스템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자문
및 지원을 희망하고 있고, 향후 몽골 취업통계조사의 선진화를 위해 한국의 고등교육기
관 취업통계조사 현황 및 그 활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또한 교육통계 조사
시스템과 조사 체계의 효율적 관리, 교육통계 자료를 활용한 과학적인 의사결정 프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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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교육통계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교육통계 정보 거버넌스 체제에 대해서도 관심
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의 컨설팅을 통해 몽골 교육통계 개선을 위한 많은 변화가 시작되었고, 일
부 성과를 거두었으며, 진행 중인 성과들도 있다. 이런 많은 변화와 성과는 몽골 교육부
의 개선과 변화를 위한 도전과 노력이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고 생각된다. 연구진 또한
몽골 교육부의 노력과 개선의지 등을 바라보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으
며, 좋지 않은 여건 가운데에서도 교육문화과학체육부, 각 지역의 교육행정기관, 각급학
교 담당자들이 협력하여 조사를 수행해나가는 모습을 보며 배우게 되는 점들도 많았다.
한국 교육통계의 성과를 토대로 컨설팅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거나
새로운 교육통계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컨설팅은 어느 한편의
성장이 아닌 참여한 두 국가의 쌍방향적인 성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연구 및 컨설팅은 마무리되었지만, 앞으로 교육통계 발전을 위한 몽골과 한국의 협
력은 여건이 허락되는 한 지속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본다.

2) 베트남

지난 3년 동안 진행된 1주기(2017-2019년) 교육통계 역량 강화 컨설팅이 완료되었지
만, 베트남의 수요(need)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베트남은 여전히 한국 또는 본원
과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며, 이러한 유형의 컨설팅 또는 ODA사업이 연결되기
를 희망한다.
베트남에서 본 컨설팅 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력을 원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베트남에서는 한국의 교육통계 기준, 지침, 조사표, 법령 등에 대한 영문 정보
등을 제공 받기를 희망하였다. 한국의 교육통계는 그 조사 종류가 다양한 그 양도 방대하
여 영문화하기가 쉽지는 않다. 이번 컨설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통역과 번역 등을 통
해 개요 수준에서만 전달된 아쉬움이 있다. 향후 개도국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통계 역
량 강화 컨설팅을 위해서는 요약자료 형태라도 영문화된 자료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둘째, 베트남에서는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ODA 사업(연수 사업) 추진을 원하였다.
KOICA에서는 정부부처 제안사업으로 글로벌연수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3개국 모두
국별 연수 및 다자 연수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사업의 후속 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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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본원에서 20년 글로벌연수(다자)사업을 신청하였고, 해당 연수가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에 있다.
셋째, 이번 컨설팅이 교육통계시스템 관련 ODA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교
육통계시스템은 행정인프라와 관련된 사항으로 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을
필요로 한다. 국가 재정이 충분하지 못한 베트남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의지가 있다고 해
도 쉽게 개선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러한 협력국가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본원에서는
본 연구사업의 연장으로 2021년 KOICA 정부부처제안사업으로 베트남 ‘교육정보 운영·
활용 체제 구축 지원’사업을 제안하였으며, 현재 타당성 검토 중에 있다.
넷째, SDG4 지표 개발을 위한 협력도 베트남에서 기대하는 사항이었다. UN에서는
SDGs의 달성을 위해 국가별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는
아직 열악한 교육통계정보시스템으로 상당수의 지표들을 생산하기 어려워하고 있으며,
어떤 지표들이 선행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성도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
사업에서는 베트남의 교육지표 개발 및 작성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베트
남에서 교육통계체제의 구축 또는 정비가 보다 시급하여 지표 개발 및 관리, 활용에 대한
부분까지는 다루지 못하였다. 이러한 부분은 국제기구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
는 부분이다. 또한 교육통계 개선을 위한 국제기구 지원 사업 참여 지원도 원하고 있었는
데, 향후 교육지표와 관련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국제기구와의 공통 지원이 가능할 것으
로 보인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교육통계조사를 우리나라와는 달리 교육훈련부에서 직접 수행하
고 있으며 연구기관인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자료 활용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
한 기관 성격이 반영되어 베트남에서는 대학정보화사업 계획 수립에 대한 한국 전문가의
참여나 한국-베트남 간 기관단위의 전문가 파견 및 공동연구 추진, 향후 컨설팅 종류 후
자체 관리 방안과 같은 협력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3) 스리랑카

이 연구에서는 3년 동안 스리랑카 담당자를 세 번 초청하고, 컨설팅단이 스리랑카에
직접 두 번 방문하여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한 번은 방콕에서 열린 국제 세미나에
서 만나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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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의 교육통계조사는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60년대 초반부터 시작
된 교육통계조사는 설문지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학교에서 작성되어 사단교육청,
지역교육청, 지방교육청을 거쳐 교육부에서 최종 수합하여 통계로 작성한다. 다만, 학교
에서 수합된 자료는 지역교육청에서 일괄 수합하여 컴퓨터를 통해 입력하여 자료형태로
구축 관리된다.
컨설팅 기간 동안 스리랑카 교육부 고위 관계자들은 ‘실시간 교육통계자료의 서비스’
를 요구하였다. 이는 교육부 실무자들의 생각과 그들의 통계 작성 인프라 환경을 고려할
때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스리랑카의 경우 학교나 교육청, 교육부의 전산 인프라 환경이
열악하였고, 통계조사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로 작성하기 위한 조사체제나
지침 등을 새로운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었다.
스리랑카의 경우 초중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고등교육부로
이원화되어 교육통계조사가 진행·관리되고 있었다. 교육통계 컨설팅은 교육부를 중심으
로 이루어졌으며, 고등교육부와는 교육통계조사 환경을 파악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진행하였다.
컨설팅 결과 유초중등 교육통계의 경우 교육통계에 대한 담당자들의 인식 개선과 더불
어 기존 조사도구 및 절차에 대한 개선을 진행하였다. 2019년에는 학교에서 직접 온라
인을 통해 데이터를 입력하고 통계를 생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점
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학교단위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학교의 운
영시스템으로부터 통계데이터를 추출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더불어 교육통계 관련
법 개선과 안정적인 재무구조 확보, 항목의 재설계 및 표준화, 관련 통계조사 항목과의
통합, 정보 기반 항목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개발, 실시간 통계작성 및 서비스, 고급통계
및 지표 생산 및 서비스를 위해 다방면으로 조금씩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한편 고등교육기관 통계의 경우에도 역시 열악한 재정 및 정보 인프라 부족을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에 기반한 통계조사 체제 구
축, 완전히 전산화된 통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실시간 교육통계 작성 및 서비스, 고급
교육통계 및 교육지표 생산·서비스체제 구축을 목표로 다방면에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
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선 대학의 주요 기능 전산화에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즉,
입학허가 등 행정활동은 이미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더불어 대학 내에서 학생 등
록 및 시험의 표준화 및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표준화된 인적관리시스템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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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리시스템을 구축 진행 중이다. 두 번째 단계로는 고등교육부에서의 중앙 집중화된
전산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설문 내용 코딩 시스템을 개편하고, 다양한 통계 시각
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표준화된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개선사항들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진행된 교육통계컨
설팅의 성과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한국의 교육통계 발전 경험이 스리랑카의
교육통계 발전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진다. 스리랑카
담당자들은 이번 컨설팅이 스리랑카 교육통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에
도움이 되었고, 한국의 사례와 비교·분석을 통해 교육통계 발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일조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3년간의 스리랑카 교육통계 컨설팅 결과 다소의 성과는 분명히 있었지만 여전히 아쉬
운 점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스리랑카 교육부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추가적
으로 요청하고 있다. 첫째는 스리랑카 교육통계 담당자에 대한 역량 개발이고, 두 번째는
종전의 통계시스템으로부터 통계지표나 통계자료를 자동 생성하기 위한 기술지원이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교육통계조사 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체제에 대한 요구이
다. 한국에서는 ODA 사업을 통하여 차년도부터 개도국 교육통계 담당자 역량 증진을
위한 연수를 추진 중이며, 이 과정을 통해 다소간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6

국제기구와의 협력

본 연구사업에서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교육통계 역량 제고를 위해 3개국 대상 컨설
팅 이외에도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연구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노력하여 왔
다. 또한, 유네스코통계국, 유네스코방콕, 유니세프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 ASEAN,
SEAMEO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본원에 아시아지역 교육통계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아시아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통계체제를 구축하
고 있고, 최근 한국의 위상이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변화함에 따른 국제사회의 요구에
기반한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사업에서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적극적으
로 다양한 교육통계 역량 개발 노력에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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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을 진행하면 수행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은 크게 세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첫째는, 국제기구와 유관부처에서 주관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및 개도국의 교육통계
담당자 대상 통계 역량 강화 연수에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왔다. 본 연구사업에서 수행하
는 아시아지역 교육통계 역량 강화 컨설팅은 참여하는 국가에 대해 비교적 중기적인 컨
설팅을 수행함으로써 각 국가들의 교육통계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컨설팅 대상 국가가 매우 한정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특히, 국제기구 입장에서는
개별 국가보다는 전체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교육통계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사업이 국제기구와의 협력과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가 컨
설팅 이외에 전체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기여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체
아시아 국가 교육통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연수는 본원과 한국이 가지고
있는 내용 측면과 국제기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점이
다. 우리나라의 경우 본원이 가지는 국가교육통계조사에 대한 전문성 이외에도 [SDG4교육2030협의체]와 같은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학생평가, 고등교
육, 평생교육, 여성, 취약계층, 세계시민교육 등 전 분야에 걸친 통계조사 및 지표 관련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 국제기구, 특히 UNESCO Bangkok 및 UNICEF EAPRO에서는
이미 EFA 시절부터 아시아지역 교육통계 담당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통계 역량 강화 연수 및 워크숍 등을 수행하여 왔다. 아시아지역 국제기구에서는 이
들 네트워크에 포함된 국가들의 교육통계 역량 강화를 위해 아시아에서 가장 교육통계가
발전한 한국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이미 본원에서는 수차례 국제기구에서 진행하는 워크숍 등에 여러 차례 초청되어 한
국의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아시아 지역 교육통계 역량 개발을 위한 매뉴얼 개발에 참여
한 바 있다. 가령, 2017년 10월에는 UNESCO-Bangkok과 UNICEF EAPRO가 공동주
관하는 “Regional Expert Meeting on Development Asia-Pacific Training
Manual to Monitoring SDG4-Education2030”에서 한국 교육통계에 대한 사례 발표와
아시아지역 역량 개발 매뉴얼 개발에 참여하였으며, 2018년 6월 UNESCO-Bangkok에
서 진행한 “SDG4 동아시아 워크숍”에서도 교육통계 모니터링 도구 개발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다. 또한 2018년 10월 UNESCO-Bangkok에서 주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지역전문가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SDG4 모니터링을 위한 연수 매뉴얼 및 지역수준
SDG4 이행현황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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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제기구와의 공동 연수의 경우에도 이미 통계청과 국제기구에서 공동 주관하는
워크숍 및 연수에 본원 등 [SDG4-교육2030 협의체] 기관들이 참여한 경험도 있다. 가
령, 2017년 7월에는 통계청과 UN ESCAP이 공동주관하는 “Workshop on
Innovative Data Approaches for SDGs”에서 한국 교육통계의 데이터 연계 활용 사
례를 소개한 바 있으며, 2018년 10월에는 통계청과 UNSIAP이 공동주최하는 SDG4 지
표 지역훈련과정 연수에서 [SDG4-교육2030 협의체] 기관들이 일주일 간 각 세션의 교
육을 담당한 바 있다.
한편, 본 연구에의 후속작업으로 2018년에 2020년 KOICA 글로벌연수 정부부처제안
사업에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대상 교육통계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신청하였으며,
이 제안은 현재 “교육통계 조사·분석 활용을 위한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로 통합되어
2020년 시행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연수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0년부
터 2022년까지 3개년 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 연수의 경우 예비수요조사에서 15개 국가
가 참여희망을 나타낸 바 있다. 이렇듯 향후 국제기구와의 공동 연수가 정례화된다면 아
시아 교육통계 역량 개발에 있어 본원이 중요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있어 두 번째 차원은, 내용 전문가로써 국제기구 및 개별 국가에
서 진행하는 워크숍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본원에서는 그 동안 수
차례 국제기구에서 진행하는 각종 워크숍 및 연수에 초청되어 한국의 우수 사례를 발표
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전문적 기여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더욱 구체화되고
있으며, 국제기구에서 주관하는 워크숍 등에서의 우수사례 발표가 아닌 보다 개별 국가
에서 제안된 자체 역량 강화 노력에 직접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 받고 있다.
하나의 사례는,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ASEAN 국가들의 학교 밖 청소년 통계조사와
관련한 전문적 기여 요청이다. 2019년 2월 방콕에서 UNESCO-Bangkok, UNICEF
EAPRO, ASEAN 등이 공동주최 한 “1st ASEAN Working Group on Strengthening
Education for Out-of-School Children and Youth”에서 논의된 사항 중 하나는 학
교 밖 아동·청소년통계 역량 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이었다. 여기서는 말레이시아 주도로
ASEAN 국가들의 학교밖 아동·청소년통계 역량 개발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국제기구
(UNESCO-Bangkok, UNICEF EAPRO)에는 협력네트워크의 운영 및 지원, 한국에는
교육통계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가 요청되었다. 또한,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_ROK
Cooperation Fund, AKCF)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 받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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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AKCF의 사업 진행 절차와 이를 주관하는 말레이시아 간 의견 차이로 무산되었다.
이러한 ASEAN 국가들의 학교 밖 아동·청소년통계 역량 개발 협력에 대한 논의는
2019년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Unleashing the
Power of Data and Evidence for Equity and Equality in Education’ 세미나를
통하여 1차적인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 세미나는 학교 밖 아동·청소년을 포함하여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의 교육의 기회와 접근, 그리고 학습에서 평등과 형평성 개선을 위한 교
육데이터와 실증적 증거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 세미
나에서는 SDG4-교육2030 추진 과정에 있어 데이터의 중요성, SDG4 국가수준 모니터
링 사례,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학교 밖 아동·청소년 문제, 학교 밖 아동·청소년 현
황의 실증적 분석 방안, 교육분야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방안, 형평성 제고를 위한 협력
방안, 교육경영정보시스템(Educati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EMIS) 역
량 강화 협력 사례, 학교 밖 청소년 모니터링 방안, 교육 형평성을 위한 데이터 분석 방
안, SDGs 데이터 가용성, 학습평가, 통계적 의사소통을 위한 혁신적·효율적 방안,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 방안, 향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세미나에는 말레이시아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 등과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필리핀, 태국, 동티모
르, 베트남 등의 교육부 및 관련 전문가, 국제협력 파트너로써 유니세프 아시아태평양지
역사무소, 유니세프 말레이시아, 유니세프 라오스, ASEAN 사무국, SEAMEO 등의 국제
기구 관계자, 컨설턴트 등 80여명이 참석하였다. 본원에서는 2명의 연구진이 참석하여,
한국의 SDG4 이행 현황, 본원의 아시아지역 교육통계 역량 강화 컨설팅 성과와 향후
계획 등 두 건에 대해 발표하였다. 또한 3개 세션에 대한 사회와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을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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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4> Unleashing the Power of Data and Evidence for Equity and Equality in
Education 세미나 일정표
세션

활동

진행자

1일차(2019.10.15.)
Session
1

Overview of Data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Progress of SDG4-Education 2030 by Dr. Akihiro Fushimi, UNICEF
EAPRO
·Findings of the Pre-seminar Survey by Mr. Jim Shoobridge
Q & A

Mr. Hisham
Rahmat

Session
2

SDG4 Monitoring
·The Korean Experience by Dr. Sungho Park, KEDI
·The Indonesian Experience by Dr. Ir. Bastari,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Indonesia
Group discussion and presentations

Dr. Shahrizal
Norwawi,
MoE
Malaysia

Session
3

Out-of-School Children, Adolescents and Youth
·OOSC in East Asia and Pacific / ASEAN by Dr. Akihiro Fushimi,
UNICEF EAPRO
·ASEAN OOSYC Declaration: Moving Forward by Mr. Miguel Roberto
Borromeo, ASEAN Secretariat
Q&A

Datin Haryati
Mohamed
Razali, MoE
Malaysia

Session
4

Including and Reaching Out to OOSCY
·Teacher Hardship Index, virtual presentation by Mr. Dexter Pante,
Department of Education, Philippines
·Zero Reject Policy by Datuk Dr. Yasmin Hussain, MoE Malaysia
·Big Data: Advanced Analytics in Malaysia by Dr. Zabani Darus, MoE
Malaysia
Group discussion and presentations

Session
5

·Welcome, Congratulatory, Opening and Launching of OOSCI Report
Congratulatory remarks by Ms. Marianne Clark-Hattingh, UNICEF
Representative, Malaysia
·Key message by Dr. Habibah Abdul Rahim, Deputy Director General,
MoE Malaysia
·Launching of Regional OOSCI Report and Sabah OOSCI Report by
Mr. Francisco Benavides, Regional Education Advisor, UNICEF
EAPRO

Ms. Noor
Hayati Uteh,
MoE
Malaysia

Ms. Azlina
Kamal,
UNICEF
Malaysia

2일차(2019.10.16.)
Session
6

·Youth Presentation: ‘The Guardians of Children’

Ms. Azlina
Kamal,
UNICEF
Malaysia

Session
7

·Covering the Blind Spot: Data Analytics in Education by INVOKE
Data Solutions Sdn. Bhd.
Q & A

Mr. Jim
Shoo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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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활동

진행자

Session
8

·Innovative Partnerships for Equity: The Case of Equitable Education
Fund by Dr. Kraiyos Patrawart, Thailand
Q & A

Dr. Shahrizal
Norwawi,
MoE
Malaysia

·Strengthening Educati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EMIS):
Lessons from a multi-country review of EMIS that captures
individual student data. Overview by Mr. Jim Shoobridge
·Timor-Leste by Mr. Soares Afonso
Session
9

Session
10

EMIS Enhancement at Country Level
·Korean consulting project by Dr. Hyojung Han, KEDI
·Evidence-informed practice in Education: Data collection and
management platforms to bridge the access gap in Vietnam by Ms.
Hoang Phuong Hanh, MoE Vietnam
Group Discussion
Group Discussion and Sharing

Dr. Wan
Chang Da,
National
Higher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USM

Emcee

Parallel Session A

Session
11

·Utilising Household Survey Data by Ms. Manola Matmanisone, MoE
Lao PDR
·Early Warning System by Datin Haryati Mohamed Razali, MoE
Malaysia
Q & A

Dr. Orawan
Sriboonruang
, SEAMEO
Secretariat

·Data Analysis for Equity in Education by Mr. Chan Sophon, MoE
Cambodia
·Social Equality of Education Access in Vietnam by Ms. Mac Thi Viet
Ha, MoE Vietnam
Q & A

Dr. Sungho
Park, KEDI

Parallel Session B

Session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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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Analysis for Equity in Education by Mr. Chan Sophon, MoE
Cambodia
·Social Equality of Education Access in Vietnam by Ms. Mac Thi Viet
Ha, MoE Vietnam
Q & A

Dr. Orawan
Sriboonruang
, SEAMEO
Secretariat

·Utilising Household Survey Data by Ms. Manola Matmanisone, MoE
Lao PDR
·Early Warning System by Datin Haryati Mohamed Razali, MoE of
Malaysia
Q & A

Dr. Sungho
Park, K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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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활동

진행자

2일차(2019.10.16.)
Session
13

SDG Readiness and Data Availability by Ms. Nur 'Azah Afna Hanafi,
Manpower and Social Statistics Division, DOSM
Q & A

Session
14

Learning Assessment
·Assessment for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by Dr. Khodori
Ahmad, KNK Total Assessment
·Data Analysis for Equity in Education by Mr. Chan Sophon, MoE
Cambodia
·Southeast Asia Primary Learning Metrics (SEA-PLM) by Dr. Orawan
Sriboonruang, SEAMEO Secretariat
Q & A

Session
15

·Innovative and Effective Approaches to Statistical Communication by
Dr. Akihiro Fushimi, UNICEF EAPRO
Q & A

Emcee

Dr. Hyojung
Han, KEDI

Mr. Miguel
Roberto
Borromeo,
ASEC

Briefing on Group Activity
Session
16

Group Activity: Effective Use of Data to Map the Way Forward to
Reduce Inequity in Education in the SEA Region
·Participants divided into country groups
·Participants discuss recommendations on how to use data effectively
to reduce inequity in the respective countries

Session
17

Group Presentation
·Presentation by each country group on the possible gaps and
solutions to strengthen existing education data management systems
to strengthen equity and equality in education

Mr. Jim
Shoobridge

Session
18

Way Forward by Regional Partners
·Mr. Miguel Roberto Borromeo, ASEAN
·Dr. Orawan Sriboonruang, SEAMEO Secretariat
·Dr. Sungho Park, KEDI
·Dr. Akihiro Fushimi, UNICEF EAPRO
Seminar Evaluation

Ms. Azlina
Kamal,
UNICEF
Malaysia

Session
19

·Summary of Seminar
·Closing remarks by HE Datuk Amin Senin, Director General Ministry
of Education Malaysia

Emcee

출처: UNICEF·ASEAN·Ministry of Education Malaysia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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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사례로는, 이란의 교육정보시스템(EMIS) 개발 및 개선을 위한 연수 워크숍을
UIS가 본원의 전문가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이는 이란에서 요청된 것으로, 이란의 교육
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한 워크숍의 연수 프로그램 기획과 개발 및 연수를 UIS와 한국
(KEDI)에서 담당해 줄 것을 제안한 것이다. UIS와의 워크숍은 원래 11월 16일부터 18
일까지 3일간 테혜란과 11월 20일부터 22일 3일간 야지드(Yazd)에서 총2회에 걸쳐 진
행될 예정이었다. 3일간의 일정 중 첫날은 UIS에서 SDG4 모니터링 프레임웍과 지표,
우수 EMIS 사례 등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이란의 EMIS에 대한 소개가 있을 예
정이다. 2일차에는 본원 주관으로 NEIS에 대한 소개와 데이터연계조사, 검증, 활용 방안
및 개인수준 데이터의 활용 등에 대해 논의하며, 3일차에는 DB 간 통합 연계 방안 등에
대한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워크숍은 이란과 국제사회 간 갈등 및 분쟁으
로 안전이 문제가 되면서 취소하였으며, 대신 11월 19일에서 21일까지 UIS와 유네스코
방콕 주최로 태국 방콕에서 이란을 포함한 아시아 5개국(이란, 몽골, 필리핀, 태국, 스리
랑카) 교육통계 담당자 20여명을 대상으로 “National Workshop on Interpretation,
Integration, and Analysis of Resister Based Educational Data”라는 주제로 워크
숍을 개최하였다. 이 워크숍에서는 본원 연구진 3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EMIS 현황, 한
국의 NEIS 연계 교육통계조사, 데이터 통합과 분석 등의 세 개 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표 Ⅲ-25> National Workshop on Interpretation, Integration, and Analysis of Resister
Based Educational Data 일정표
세션

내용

발표

1일차(2019.11.19.)

오전

Introduction to SDG4- Monitoring Framework and Indicators

UIS

Introduction to Effective EMIS- Elements of a good EMIS

토론

Life Cycle of EMIS
Introduction to Registration based EMIS for better and efficient education
data generation
Overview of Registration based EMIS in Iran and issues and challenges

이란
교육부

General Introduction to
EMIS and SMIS in the RoK
– Outline of Education Statistics System

KEDI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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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내용

발표

– Scope, coverage, tools, data management and use of data at school
level
– Support system for EMIS and for personnel at various levels
Sharing of experiences of using registration based EMIS in the region

그룹활동

2일차(2019.11.20.)

오전

오후

Schoo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SMIS) for Effective Registration
based EMIS

UIS

Experience of countries i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SMIS- progress
and challenges

그룹활동

Translating school data into national and sub national education statistics

국가별
발표

Schoo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SMIS) for Enhanced value of the
Statistics in RoK
– About a Survey Methodology : Data Entry, updates, verification and
validation system
– Linkage between SMIS and EMIS : translating school data into national
and sub national education statistics

KEDI

Issues and Challenges of SMIS in the region

토론

3일차(2019.11.21.)

오전

오후

Data Integration and analysis
– An effort to integrating various data sources
– Data Processing and data analysis

KEDI

Education Indicators – concepts and methodologies

UIS /
KEDI

Hands on exercises on data analysis

태국
교육부

출처: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2019:3-4)

이 외에도 베트남에서는 본 사업의 1주기 컨설팅이 시작된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본원과의 협력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국가차원의 교육 전략과 기
획, 그리고 실천”과 “교육통계 제도, 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EMIS) 발전”이라는 두
차원에서 본원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본원에서는 올해 연
구개발적립금으로 “SDG4 이행을 위한 교육개발 협력 사업 추진 방안 : 베트남 교육통계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연구(서예원 외, 2019)를 수행함으로써 한국과 베트남 간 교육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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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 국가에서 시작된 제안은, 과거 국제기구나 주요국에서 주도한 교육통계
역량 강화 노력들과는 달리 각 국가들에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수요에 기반하여 국제기
구 및 주요국에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주도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향후 아시아 국가들에서 각 국의 교육통계 역량 개발 노력은 국제기구나 주요
국에 의존적이거나 수동적인 형태가 아니라 각 국의 필요 맞는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본원에서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여 향후 관련 연구·사업을 추진할 필요
가 있다.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있어 세 번째 차원은, 국제기구가 가지는 국가 간 네트워크를 본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 간 협력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미 UNESCO-Bangkok
및 UNICEF EAPRO에서는 EFA 시절부터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교육통계 역량 강화를
위해 각 국가의 교육통계 전문가 및 책임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워크숍과 회의를 진행
하고 있다. 현재 UNESCO-Bangkok과 UNICEF EAPRO에서 진행하는 교육통계 관련
협력은 대부분이 이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말레이시아에서 진행
하고 있는 학교 밖 아동·청소년통계 역량 강화 사업 역시도 이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논
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본원에서도 본 사업이 추진된 이후 관련 국제회의에 지속적
으로 초청 받고 있으며, 관련 국제기구들에서도 이 네트워크와 한국의 유기적인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향후 2주기 국가 선정이나 공동연수 및 컨설팅 기획
등 다양한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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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주기 교육통계·지표 협력을
위한 국제협력 모델 정립
1. 교육통계체제 발전 수준에 따른 모델
2. 협력유형에 따른 모델
3. 협력내용 및 단계에 따른 모델
4. 2주기 교육통계·지표 국제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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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주기 교육통계·지표 협력을 위한 국제협력
모델 정립

본 연구사업은 개도국의 SDG4 교육지표 생산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지표 생산의 기
초가 되는 교육통계의 생산 및 활용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UN에서 전 지구적으로 공통적으로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천명
하고, 이에 대한 각 국가별 모니터링을 강조하면서 통계 및 지표에 대한 관심과 이를 발
전시키기 위한 역량 개발에 주된 관심을 갖고 있다. 교육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포용
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교육 기회 증진(Ensure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promote lifelong learning opportunity
for all)”의 목표와 이에 대한 10개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 달성을 모니터링
할 지표의 개발 및 분석을 위한 국제협력이 추진되어 오고 있다(박성호 외, 2019:1). 특
히, UN에서는 SDGs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별 특수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이행과 모니
터링 및 보고를 요청하고 있어 지표의 타당성과 가용성이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
며, 이를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가이드라인 제공과 국가별 역량 강화 지원을 강조하고 있
다(박성호 외, 2019:4).
이러한 배경에서 개도국의 교육통계 및 교육지표 개발을 위한 국제적 협력은 비교적
최근에 들어 본격화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에서는 2013년 전후로
SABER(System Approach to Better Education Results) 사업을 통해 희망하는 국가
들을 대상으로 교육통계·정보를 포괄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EMIS, Educationa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에 대한 진단 컨설팅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Abdul-Hamid, 2014b), 유네스코방콕(UNESCO Bangkok)에서는 2011년에 국가별
교육 실태를 모니터링 교육·훈련 모듈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
가들의 교육통계·정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연수를 진행해 오고 있다
(UNESCO Bangkok, 2011). 최근에는 유니세프(UNICEF)에서도 몽골, 말레이시아, 동
티모르를 대상으로 해당 국가의 교육통계체계를 포함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EMIS)에 대
한 진단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UNICEF, 2019a; UNICEF, 2019b, UNIC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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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c). 또한 유네스코방콕과 유니세프 동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UNICEF EAPRO)에
서는 2018년 SDG4-교육2030 모니터링을 위한 연수 매뉴얼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우
리나라에서도 통계청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협력하여 2013-2014년 미얀마 통계
국 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김창환 외, 2017), SDGs가 시작된 이후에도 통계
청-UN-ESCAP 주최 국제워크숍(Workshop on Innovative Data Approaches for
SDGs, 2017.7.31.-8.5.), 통계청-UNSIAP 주최 SDG4 지표 지역훈련과정연수
(2018.15.-19.), KOICA-통계청 주최 SDGs(3번 건강, 4번 교육) 개도국 초청 SDGs 지
표 작성 연수(2019.10.10.-25.) 등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교육통계 컨설
팅 사업은 단기적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며, 개별 국가의 환경과 맥락
(context) 및 수요(need)에 바탕을 두기 보다는 발전된 모델을 제시하는 하향식 접근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점에 본 연구사업은 협력국가의 제도적 환경과 특성, 발전 수준 및 수요 등을
바탕으로 하는 상향식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동안의 다른 컨설팅사업 또는
역량강화사업과 차별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각 협력국가들의 제도적 특성과 맥락을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단기적,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3년 단위의 컨설팅 사업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사업의 추진 방향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진단 컨설팅과 역량강화연수와는 달리 단일한 발전된 모델에 따
른 진단이나 특정한 모델 또는 모듈에 대한 연수가 아닌 각 국가가 처한 상황과 여건에
따른 다양한 모델이 제시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에 따른 컨설팅의 내용도 국가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따라서 이하의 내용에서는 본
연구사업의 컨설팅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통계 및 지표 관련 국제협력이 어떠한 다
양한 모델과 내용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 제안하고자 한다.

1

교육통계체제 발전 수준에 따른 모델

교육통계·지표 관련 국제협력은 우선 각 국가의 교육통계체제 발전 수준에 따라 그 내
용이 달라질 수 있다. 가령, 본 연구사업의 1주기(2017~2019년) 교육통계 컨설팅 대상
3개국의 경우 스리랑카는 1960년대부터 교육통계조사가 실시되었지만 아직 전산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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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지 못한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었으며, 베트남의 경우 교육청 및 학교단위의 조
사체계가 현대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 있었으며, 몽골의 경우 개인단위 조사가 구
축되고 있는 보다 발전된 형태의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에 있었다. 앞서 컨설팅 결과에서
도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서로 다른 제도적·기술적 발전 수준으로 각 국가 컨설팅단에서
는 서로 다른 내용의 제안과 발전 방안을 제안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교육통계 발전 경험을 기초로 할 때, 교육통계체제의 발전 단계는 아래 [그
림]에서 보는 것처럼 기초기, 성숙기, 도약기, 고도화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하, 김
창환 외, 2016:189). 기초기는 집계표를 이용한 수기 형태의 조사로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통계연보가 처음 발간된 1963년부터 전산화가 시작된 1998년 이전으로 볼 수 있
다. 이 단계는 집계표를 이용한 통계조사가 이루어져 총계 수준에서 자료가 활용되며,
합계 검증 이외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관련 산출물도 교육통계연보 위주로 이루
어진다. 성숙기는 컴퓨터를 활용한 자료 수합이 시작되는 단계로, 대부분의 학교에 컴퓨
터가 보급되고, 컴퓨터로 작성된 조사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하는 방식이다. 이
단계에서는 조사자료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면서 자료 간 연관관계 검증이 이루어진
다. 또한 기존의 총계 단위의 통계 산출에서보다 학교 단위의 통계 산출이 가능해지고,
책자 위주의 서비스 뿐 아니라 웹 기반 온라인 서비스가 시작되는 단계이기도 하다. 도약
기는 학교행정DB 및 공공DB를 통한 통계 작성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자료
입력 방식이 PC 기반 프로그램에서 행정시스템DB에서 자료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전환
된다. 다만, 모든 조사가 연계조사 되는 것은 아니어서 자체조사와 병행되는 경우가 많
다. 이 단계에서는 자료 간 연관관계 및 세부단위 검증이 가능하며, 입력방식의 변경으로
업무담당자의 자료입력 업무가 경감되고, 자료의 정확성이 한층 업그레이드된다. 이 단
계에서는 학교정보공시처럼 학교 단위 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지며, 발간되는 자료의 종류
가 풍부해지고, 맞춤형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고도화기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자료 생성이 가능하고 규칙기반 시스템을 활용한 검증이 이루어지게 된다. 통계 및
세부단위의 온라인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소셜미디어, 비정형 데이터 분석 등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가 제공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약기에서 고도화기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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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우리나라 교육통계 발전 단계
출처: 김창환 외(2016:189)

이러한 교육통계 발전 단계의 특징은 단지 위에서 서술한 통계조사와 시스템상의 변화
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법 규정 사항과 조직, 데이터 특성, 활용 방식 등과 같은 제도적
특성의 변화도 수반한다. 아래 <표 Ⅳ-1>에서 보는 것처럼, 기초기에는 법 규정 사항이
일반적인 통계조사에 국한되는 반면, 통계조사체계가 발달될수록 보다 세부적인 통계조
사 절차, 데이터 활용 및 공개, 기관 간 데이터 연계, 개인정보보호, 분석 결과 활용에
대한 사항 등으로 확대된다(이하 Park, 2017:74). 이에 따라 관련법도 통계법 뿐 아니라
별도의 교육관련법이 제·개정되기도 하고, 개인정보보호와 공공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로
그 범위가 확대된다. 조직적 특성도 정부부처 주도에서 전문기관과의 역할 분담이 보다
명확해지고, 전문기관의 기능이 점차 확대된다. 데이터 특성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국
및 시도단위의 합산 자료에서, 학교 수준의 합산 자료, 개별단위의 개인자료, 그리고 종
단자료의 형태로 점차 발전된다. 활용 측면에서도 단순 행정정보로 활용하는 것에서 기
초통계 작성, 지표 관리, 교육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학교단위 정책 활용 뿐 아니라 학교
현장 개선 및 개인단위 교육지원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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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교육통계 발전 단계별 특징
구분

기초기

성숙기

도약기

고도화기

시기(우리나라)

1963-1997

1998-2009

2010-현재

미정

기술적 특징

수기조사단계

전산화단계

DB연계단계

종단적 연계단계,
빅데이터 분석

통계조사(일반)

통계조사(일반),
통계조사 절차,
데이터 활용 및
공개(제한적)

통계조사(일반),
통계조사 절차,
데이터 활용 및
공개(범위 확대),
기관 간 데이터
연계, 개인정보보호

통계조사(일반),
통계조사 절차,
데이터 활용 및
공개(범위 확대),
기관 간 데이터
연계, 개인정보보호
(세분화), 분석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정부기관(행정)

정부기관(정보),
전문기관(조사)

정부기관(정보+기획
·관리),전문기관
(조사+기획·관리+기
초분석), 협력기관

정부기관(기획),
전문기관
(조사+기획·관리+연
구·분석), 협력기관

법 규정 사항

조직
조사방식

직접조사(수기)

직접조사(전산)

직접+연계조사

연계조사

데이터

전국 및 시도 수준
합산 자료

학교 수준 합산 자료,
일부 개별 정보

개별단위(학교 및
개인) 자료(횡단연계)

개별단위(학교 및
개인) 자료(종단연계)

행정통계,
기초통계,
지표관리,
교육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학교단위 정책 활용

행정통계,
기초통계,
지표관리,
교육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종단적 데이터를
활용한 교육정책 및
학교현장 개선,
개인단위 교육지원

활용

교육행정

교육행정,
행정통계,
기초통계

출처: Park(2017:74) 영문 발표자료의 국문 초안을 수정하여 제시함

1주기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 컨설팅의 주요 내용은 이러한 교육통계 발전 단계에 따
라 해당 국가의 수준에 맞추어 진행하였다. 앞서 Ⅲ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몽골, 베트
남, 스리랑카 아시아 3개국은 모두 교육통계 발전 단계가 달랐으며, 그에 따른 진단과
개선과제 및 제안 사항이 모두 달랐다. 가령, 스리랑카의 경우 위에서 제시한 교육통계
발전단계에 있어 기초기에서 성숙기로 전환하려는 기로에 있는 국가이다. 따라서 스리랑
카 교육통계에 대한 개선과제와 제언은 데이터 및 업무 표준화, 지침 표준화, 체계적인
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초기 전산인프라 구축, 조사항목 확대 및 지표 개발, 담당자 통계
역량 및 인식 제고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사업에서는 이러한 특성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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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및 진단을 ‘기초여건 개선형 컨설팅 모형’으로 명명하였다. 향후 동티모르 등과
같은 국가들처럼 인프라 및 기초여건의 개선이 필요한 국가들에 이러한 컨설팅 모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위에서 제시한 교육통계 발전 단계 중 성숙기에 진입한 국가로서
교육통계조사의 체계화 및 안정화를 추구하는 단계이다. 베트남과 같은 국가에서는 교육
통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한 다양한 신규조사의 개발, 국가수준 교육
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지표 관리, 교육통계조사의 법적 체계 구축, 정보화 시스템
구축,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위한 표준화, 그리고 이처럼 교육통계체계가 복잡화되고 그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전담부서 및 센터와 같은 전문조직의 신설 등이 과제로 등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의 국가들에서 전반적인 교육통계에 대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이
에 본 연구사업에서는 이러한 국가들에 대한 컨설팅 모형을 ‘역량 강화형 컨설팅 모형’으
로 명명하였다. 라오스처럼 이제 막 이 단계에 접어들었거나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처럼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었으나 그 발전이 정체되어 있는 국가들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몽골의 경우에는 위 교육통계 발전 단계에 있어 성숙기에서 도약기 전환하려는 국면에
있다. 이 단계에서는 통계법이나 교육관련법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개인단위 데이터 활
용 범위와 절차 등과 관련한 추가적인 법적·제도적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만큼 이에 부응하는 조사체제 개선과 운영 방식 개선 등이 필요하며,
개별단위 데이터의 확대에 따른 교육통계 분석 및 서비스의 개선과 다양한 국내·외 교육
지표 산출이 주된 과제로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단계에 있는 국가들은 비교적 후발 주자
로써 교육통계체제를 성숙기에서 도약기로 전환하고자 할 때, 보다 최신의 정보기술을
토대로 고도화기로의 진입을 고려한 시스템 개편이 가능하다. 가령, 몽골의 경우에도 유
아교육통계와 고등교육통계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개인단위 정보의
구축과 함께 이들 정보의 종단적 연계도 고려하여 신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UNICEF, 2019b). 이러한 국가들은 비교적 기존의 교육통계시스템이 단순할 뿐만 아니
라, 기존의 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므로 이미 한국
과 말레이시아처럼 비교적 전산화가 일찍 이루어지고 다양한 교육통계·정보 데이터베이
스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 비해 더 빨리 이후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사업에서는 이러한 특성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 모형을 ‘심화형 컨설
152

Ⅳ. 2주기 교육통계·지표 협력을 위한 국제협력 모델 정립

팅 모형’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말레이시아처럼 도약기를 지나 고도화기로 전환하고자 하는 국가
들이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비교적 오래전에 교육통계·정보의 전산화가 이루어져 있고,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가령, 말레이시아의 경우 모든 교육단계에서 200
개 이상의 EMIS 관련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UNICEF, 2019a). 이러한 국가들은 DB
간 연계, 개별단위 데이터의 종단적 연계, 빅데이터 분석 적용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비교적 오래전부터 데이터베이스들이 구축되어 DB 간 통합 활용을 위한 표준화도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일찍 정보화·전산화가 이루어진 만큼 이를 빅데이터 또는 DB
간 연계체계로 전환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가들은 자
체적인 발전 노력이 필요한 국가들이며, 서로 비슷한 발전 수준의 국가와의 협업을 통해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국가들은 이미 발전되어 있는 국가들로
다른 개도국의 교육통계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제
사회 기여는 전반적인 국제사회의 교육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국의 교육통
계 수준을 되돌아 봄으로써 자국의 교육통계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들의
교육통계 협력 모형은 본 연구사업에서는 ‘벤치마크형 교육통계 협력 모형’으로 명명하
였다. 이미 고도화 단계에 진입해 있는 국가로는 아직까지는 미국의 일부 주에 한정되어
있다. 가령, 미국의 메릴랜드주의 경우 유치원부터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및 졸업 후 노
동시장 진입까지 개인단위의 종단적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박성호 외, 2017).
이상의 교육통계 발전 수준에 따른 컨설팅 모형을 정리하면 아래 <표 Ⅳ-2>와 같다.

<표 Ⅳ-2> 교육통계 발전 수준에 따른 컨설팅 모형
구분

기초여건 개선형
컨설팅 모형

역량강화형
컨설팅 모형

심화형
컨설팅 모형

벤치마크형
협력 모형

발전단계

기초기→성숙기

성숙기

성숙기→도약기

도약기→고도화기

개선과제

대상국가

·데이터 표준화
·업무 표준화
·지침 표준화
·조사·관리 체계화
·전산인프라 구축
·조사항목 확대
·통계역량 및 인식 제고
스리랑카

·신규조사 개발
·국가지표 관리
·법적 체계 구축
·정보시스템 표준화
·전문조직 설치
베트남

·관련법 제정 확대
·신규시스템 도입
·개별데이터 확대 및
활용
·국내외 교육지표 산출
몽골

·DB 간 연계 확대
·DB 간 표준화
·종단적 연계 및 활용
·빅데이터 적용
·국가 간 협업
·국제사회 기여
한국,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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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유형에 따른 모델

앞서 Ⅱ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선진공여국이 주도하는 ODA 사업 수행의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해 최근 국제개발협력에서는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이나 삼각협
력(Triangular Development Cooperation)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국제개발협력
위원회, 2017). 남남협력은 지역 내 중소득국가로 성장한 신흥공여국이 주변 개발도상국
에 발전 경험과 축적된 지식을 공유하여 원조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이며, 삼각협력은 신
흥공여국이 주도하는 남남협력에 전통 공여국 또는 국제기구 등이 참여해서 협력하는 구
조를 말한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7). 우리나라는 그 동안 양자 및 다자협력 중심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본 연구사업에서 수행하는 교육통계 컨설팅의 경우에도 협력모형을 다양화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1주기에서 진행한 아시아 3개국에 대한 교육통계 컨설팅은 양자협력 방식
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1963년 교육기본통계 작성 이후 여러 단계의 통계발
전을 거쳐 아시아에서 가장 발달된 교육통계·정보체계를 지니고 있다. OECD에서는 우
리나라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비롯한 교육정보통계체제를 대표적인 E-Government
형태의 모니터링 모델로 평가하기도 한다(OECD, 2015). 이러한 오랜 기간의 발전 경험
과 축적된 지식을 교육통계체제가 아직 부족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은 대표적
인 양자협력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사업에서도 양자협력 형태의 교육통계 역량 개발 컨설팅에서 점차 다자
협력과 삼각협력으로 그 협력 형태가 시도되고 확장되어 왔다. 우선 직접적으로는 2016
년 1차년도 연구사업에서 개최한 교육통계 역량 강화를 위한 아시아 협력 회의
(2016.8.31.-9.2.)는 8개국(네팔,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캄
보디아, 파키스탄)의 교육통계 관련 공무원들을 초청하여 한국의 교육통계 구축 수준과
발전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각 국가들의 교육통계구축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였다(김창
환 외, 2016:12)는 점에서 다자협력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간접적으로도 본
연구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진들이 타부처 및 국제기구에서 주최한 다자협력 성
격의 역량 강화 연수에 전문가로 참여하여 한국의 교육통계정보 발전 현황을 공유하고
아시아 국가의 교육통계정보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가령, 2017년에는 통계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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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AP가 공동주최한 국제워크숍(Workshop on Innovative Data Approaches
for SDGs, 2017.7.31.-8.5.)에서 한국 교육통계 데이터의 연계 활용 사례를 발표한 바
있으며, 유네스코방콕(UNESCO Bangkok)과 유니세프 동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
(UNICEF EAPRO)가 공동주최한 전문가워크숍(Regional Expert Meeting on Development
Asia-Pacific Training Manual to Monitoring SDG4-Education2030, 2017.10.11.-13)
에서는 한국의 교육통계체제에 대해 소개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의 역량 개발을 위
한 연수 매뉴얼 작업에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2018년에는 유네스코방콕에서 주최한
SDG4 동아시아 워크숍(2018.6.18.-22.)에서 교육통계 및 도구 모니터링 방안 마련을
위한 한국의 교육통계체제를 아시아 국가 교육통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소개한 바 있
다. 또한 유네스코방콕 주최 아시아-태평양지역 지역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SDG4 모니
터링을 위한 연수 매뉴얼 및 지역수준 SDG4 이행현황 검토를 위해 한국사례를 소개하
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통계청-UNSIAP 주최 SDG4 지표 지역훈련과정연수
(2018.15.-19.)에서 한국의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다. 2019년
에는 통계청-KOICA 주최 SDGs(3번 건강, 4번 교육) 개도국 초청 SDGs 지표 작성 연
수(2019.10.10. -25.)에서 한국의 SDG4 이행 거버넌스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유니세프동아시아지역사무소(UNICEF EAPRO)-ASEAN-말레이시아 교육부가 공동 주
최한 국제워크숍(Unleashing the Power of Data and Evidence for Equity and
Equality in Education in ASEAN, 2019.10.15.-17.)에서는 한국의 SDG4 모니터링
사례와 본 연구사업의 교육통계 컨설팅 성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유네스코통계국(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과 이란 교육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역량 개발 워크숍(Capacity
Development Training Workshop on for Strengthening Registration based EMIS
System, 2019.11.19.-21.)에서도 한국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한국의 교육통계시스템, 그
리고 데이터 통합 및 분석 등 3개 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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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교육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기구 및 타 기관 협력 사례
연수/워크숍명

주관기관

기간(장소)

활동내용

참여
연구진

Workshop on Innovative
Data Approaches for
SDGs

통계청,
UNESCAP

2017.7.31.-8.5. ·(발표) 한국 교육통계 데이터의
(인천)
연계 활용 사례

1

Regional Expert Meeting
on Development
Asia-Pacific Training
Manual to Monitoring
SDG4-Education2030

UNESCO
Bangkok,
UNICEF
EAPRO

·(발표) 한국의 교육통계체제
2017.10.11.-13.
·(개발) SDG4 모니터링을 위한
(방콕)
연수 매뉴얼 개발

1

SDG4 동아시아 워크숍

UNESCO
Bangkok

·(발표) 한국의 교육통계체제
2018.6.18.-22.
·(개발) 교육통계 및 모니터링 도구
(방콕)
개발

1

아시아-태평양지역
지역전문가 자문회의

UNESCO
Bangkok

2018.10.2-4.
(방콕)

·(발표) 한국의 교육통계체제
·(개발) SDG4 모니터링을 위한
연수 매뉴얼 개발

2

SDG4 지표
지역훈련과정연수

통계청,
UNSIAP

2018.15.-19.
(대전)

·(강의) 한국의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1

통계청-KOICA-통계청 주최
SDGs(3번 건강, 4번 교육)
개도국 초청 SDGs 지표
작성 연수

통계청,
KOICA

2019.10.10.-25. ·(강의) 한국의 SDG4 이행
(대전)
거버넌스

1

Unleashing the Power of
Data and Evidence for
Equity and Equality in
Education in ASEAN

UNICEF
EAPRO,
ASEAN,
말레이시아
교육부

·(발표) 한국의 SDG4 모니터링
사례
2019.10.15.-17. ·(발표) 교육통계 컨설팅 성과와
(쿠알라룸푸르)
향후 계획
·(토론) 종합토론
·(사회) 3개 세션 진행

2

Capacity Development
Training Workshop on for
Strengthening
Registration based EMIS
System

UIS,
이란 교육부

·(발표) 한국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2019.11.19.-21.
·(발표) 한국의 교육통계시스템
(방콕)
·(발표) 데이터 통합 및 분석

3

특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진행된 국제워크숍의 경우, 말레이시아 교육부 입
장에서는 다자협력의 성격이지만 본원의 입장에서는 삼각협력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앞
서도 언급했듯이 유니세프동아시아지역사무소(UNICEF EAPRO)-ASEAN-말레이시아
교육부가 공동 주최한 국제워크숍의 주제는 “Unleashing the Power of Data and
Evidence for Equity and Equality in Education in ASEAN”으로, 이 워크숍은 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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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아 주도로 ASEAN 국가들의 형평성과 평등성 모니터링을 위한 교육통계 역량 강화
를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ASEAN 지역의 교육통계 역량 강화, 특히 교
육의 형평성의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한 통계 역량 강화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ASEAN 국가들의 취학률을 고려할 때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장애 학생 통계 구축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본원 연구진이 이 워크숍에 참여하여
2건의 발표와 3건의 사회, 그리고 종합토론 등의 적극적인 기여를 한 것도 말레이시아
교육부와 유니세프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UNICEF EAPRO)에서 한국의 교육통계 및
SDG4 이행 경험과 본 연구사업을 진행하면서 축적된 지식의 공유를 적극적으로 요청한
데 기인한다. 유니세프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나 유네스코방콕, 그리고 말레이시아 교
육부 등은 각자의 국제교육협력 사업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본 연구사업과의 긴밀한
연계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레이시아와의 협력은 향후 교육통계 역량 강화
를 위한 국제협력에 있어 삼각협력의 한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본 연구
사업에서는 2016년부터 매년 협력국가들을 대상으로 국내 초청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
다. 이 워크숍에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유네스코통계국(UIS)의 지표전문가가
참여하여 SDG4 교육지표 관련 국제사회의 동향을 발표하였으며, 2019년에는 UNICEF
EAPRO 지역프로젝트 책임자가 국제사회에서의 교육통계정보 역량 향상을 위한 국제협
력 동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러한 국내 초청 워크숍 역시 국제기구 입장에서는 삼각협
력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2주기 교육통계 역량 강화 컨설팅(2020-2022년)에서는 협력대상 국가에
대한 컨설팅 이외에도 국제기구와의 공동 연수 진행, 말레이시아 역량 강화 프로젝트 협
력 등과 같은 다자협력과 삼각협력 등의 방식으로 확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
구사업이 협력국가에 대한 교육통계 역량 강화 컨설팅을 중심으로 1주기가 진행되었지
만, 그 과정에서 본 연구사업이 다양한 협력 형태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본 연구사업에서는 양자협력 형태의 교육통계 역량 강화 컨설팅을 수행하였
으며, 국제기구 및 통계청, KOICA 등에서 주관하는 다자 연수에 기여하였고, 말레이시
아에서 주도하고 있는 ASEAN 국가 대상 교육 형평성 관련 교육통계 역량 강화 사업에
도 협력한 바 있다. 또한 현재 본 연구사업이 바탕이 되어 2020년 KOICA 글로벌연수로
본원에서 국무조정실을 통해 제안한 ‘교육통계 조사·분석·활용을 위한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이 3개년(2020-2022년) 계획으로 선정되었다(한국국제협력단, 2019.3.). 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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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수원국 수요 분석 결과 15개 국가에서 관심을 나타냈다(한국국제협력단,
2019.3.). 아울러 2021년 KOICA 정부부처제안사업으로 본원에서 국무조정실을 통해
제출한 베트남 대상 ‘교육 정보 운영·활용 체제 구축 지원’ 사업이 공공행정 분야 사업으
로 1차 선정되었으며(외교부, 2019.7.), 1:1 협의를 거쳐 현재 현지 타당성 검토가 진행
되고 있다. 이 외에도 본원에서 국무조정실을 통해 2022년 KOICA 글로벌연수 국별 사
업으로 스리랑카와 몽골 대상 ‘교육통계 조사·분석·활용 분야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제안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사업을 바탕으로 협력국가들을 대상으로 양자 및 다자협력
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이상과 같이 그 동안의 활동을 토대로 유형화하면, 앞으로 개도국 교육통계·지표 개발
협력은 협력국가 컨설팅형(양자협력), 국제기구 협력형(다자협력), 거점국가 교류형(삼각
협력) 등으로 모형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Ⅳ-4> 국제협력 유형에 따른 교육통계 국제협력 모형
구분
국제협력방식
주요 가능 활동

협력사례

3

협력국가 컨설팅형

국제기구/기관 협력형

거점국가 교류형

·양자협력

·다자협력

·삼각협력

·국가 컨설팅
·초청 연수

·다자 연수 협력
·매뉴얼 개발
·지표 개발

·거점국가 연수 협력
·상호 컨설던트 교류
·공동 발전방안 모색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UNESCO Bangkok,
UNICEF EAPRO,
UIS,UNESCAP,
UNSIAP, 통계청,
KOICA

·말레이시아

협력내용 및 단계에 따른 모델

그 동안 이루어진 교육통계 또는 통계 관련 국제협력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통계
진단, 통계 역량 강화 연수 및 컨설팅, 시스템 구축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우선 통계진단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개도국의 국가통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999년에 설립된 PARIS21 (The Partnership in Statistic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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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이 있다(김창환 외, 2016:27). PARIS21은 증거기
반 정책 수립과 통계역량을 강화하여 원조 효과성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투명
성과 책임성 원칙에 기반 한 통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김창환 외, 2016:27-28).
PARIS21에서는 개도국의 통계역량을 진단하기 위해 16개 양적 지표와 18개 질적 지표
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품질의 조건, 완전성, 방법론적 건전성, 정확성과 신뢰성, 서비
스의 적절성, 접근 가능성 등 6개 영역으로 분류된다(PARIS21 Task Team,
2002:25-33; 김창환 외, 2016:182, 재인용).
미국 통계청에는 개도국의 통계역량을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점수로 제공하여 향후
국가통계청이 향후 교육 및 연수를 통해 향상 가능한 특정 영역을 진단하기 위해 ‘통계역
량평가를 위한 도구(TASC, Tool for Assessing Statistical Capacity)’를 개발하였다
(United States Census Bureau, 2013; 김창환 외, 2016:180-181, 재인용). 이 진단
도구는 제도 역량, 센서스/조사계획 및 관리, 도표 제작, 표본 추출, 질문지 내용 및 검
토, 현장 작업, 데이터 처리, 데이터 분석 및 평가, 데이터 배포 등 9개 대영역으로 구분
되며, 제도 역량 영역은 법적 환경, 데이터 신뢰성 및 데이터 보안, 조직 구조, 인적자원
및 물적 자원, 이해관계자 조정 등 5개 하위 영역으로, 나머지 대영역은 각각 인적자원
및 물적자원, 방법론적 건전성과 국제적 기준, 품질 보증, 명시된 절차와 기록 관리 등
4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United States Census Bureau, 2013:1-6; 김창환
외, 2016:180-181, 재인용).
교육통계와 관련된 진단사업으로는 유네스코통계국(UIS)에서 개발한 DQAF (Data
Quality Assessment Framework)가 있다. UIS DQAF는 2002년 IMF에 의해 경제데
이터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2004년 세계은행과 UIS에 의해 교육 데이터
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수정되어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남아프리카,
스와질란드, 탄자니아, 잠비아 등 7개국의 통계 수준을 진단하였다(UNESCO, 2010; 김
창환 외, 2016:179, 재인용). 이 진단도구는 6개 분야, 21개 세부분야로 구성되어 있으
며, 6개 분야는 선행조건, 완성도, 방법론적 건전성, 정확성과 신뢰 가능성, 서비스제공 가
능성, 접근 가능성 등이다(UNESCO, 2010:8; 김창환 외, 2016:180, 재인용)24).
최근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교육통계 진단 도구는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개발한

24) PARIS21, TASC, DQAF 진단도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1차년도 연구(김창환 외, 2016)의 Ⅵ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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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BER(Systems Approach for Better Education Result)의 EMIS 진단도구이다.
SABER-EMIS는 교육통계시스템 뿐 아니라 행정정보, 학생 데이터, 재정, 인적자원, 교수학습 데이터 등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교육운영정보시스템(EMIS, Educati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Abdul-Hamid, 2014a).
SABER-EMIS의 진단영역은 크게 활성화 환경(Enable Environment), 시스템 건전성
(System Soundness), 데이터 품질(Data Quality), 의사결정 활용(Utilization for Decision
Making) 등 4개 영역으로 구분된다(이하 Abdul-Hamid, 2014b; Abdul-Hamid,
Mintz, & Saraog, 2017:6, 재인용). 활성화 환경에는 법적 구조, 조직, 제도화된 절차,
인적자원, 인프라 역량, 예산, 데이터 기반 문화 등을 포함하며, 시스템 건전성(System
Soundness)에는 데이터 아키텍쳐, 데이터 범위, 다이나믹 시스템, 서비스 가능성 등을
포함한다. 데이터 품질에는 방법론적 건전성, 정확성과 신뢰성, 통합성, 시의성 및 적시
성 등을 포함하며, 의사결정 활용에는 EMIS 이용자에 대한 개방성, 체계적 운용, 접근
성, 결과 공표의 효과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Ⅳ-2] SABER-EMIS 개념적 분석틀
출처: Abdul-Hamid(2017:39), Abdul-Hamid(2014b)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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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BER-EMIS는 UNESCO-DQAF와 더불어 최근의 교육분야 교육통계정보의 진단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가령, 2019년 UNICEF에서 수행한 말레이시아, 몽골, 동티모르에 대한 EMIS
진단 보고서에도 SABER-EMIS의 진단틀이 사용되었다(UNICEF, 2019a; 2019b; 2019c). 뿐
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뿐 아니라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EMIS 진단에도 활용된다. 가령, 세계
은행(World Bank)에서는 SABER-EMIS 도구로 미국 메릴랜드주의 EMIS, 교육통계 및 교육
종단시스템을 진단하기도 하였다(Abdul-Hamid, 2017).
내용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유형은 통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컨설팅 사업
이다. 1차년도 연구(김창환 외, 2016)와 2차년도 연구(김창환 외, 2017), 그리고 3차년도
연구(김창환 외, 2018)에서 상세하게 다루었듯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 발전 컨
설팅 사업은 다수 존재한다. 2013-2014년 KOICA와 통계청이 협력하여 수행한 미얀마
통계국 역량강화사업이나 통계 외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컨설팅 프로그램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DEEP (Dev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 사
업, 한국개발연구원의 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등이 있다(김창환 외,
2017:33). 그 외 통계청에서는 몽골(2011-2012년), 베트남(2012-2013년), KOICA와 통

계청이 가나(2011년), 미얀마(2013년), KOICA가 모르코 등에 대한 통계 역량 강화 사업
을 진행한 바 있다(김창환 외, 2018:27-29). 말라위의 경우에는 말라위 통계청이 통계발
전전략을 두 차례(2008-2012, 2012-2016)에 걸쳐 세우는 동안 영국, 노르웨이, UNFPA,
UNICEF 등의 선진국과 국제기구가 도움을 제공한 사례도 있다(김창환 외, 2018:30).

교육통계 역량 강화 측면에서는 앞서 협력 유형에 따른 분류에서 언급한 국제기구 및
정부부처에 주관하는 다양한 주제의 교육통계 역량 강화 연수도 대표적인 역량강화 연수
및 컨설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사업 역시 내용상 역량 강화 연수 및 컨설팅
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분야에서 통계 역량 강화는 주로 연수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사업이 개도국의 교육통계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컨설팅 뿐 아니라 본 연구사업에서 파생된 연수 협력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사업은 컨설팅과 연수에 앞서 컨설팅 대상 국가들에 대해 1년 간의
교육통계체제에 대한 진단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내용적으로 통계 진단과 역량강화프로
그램이 결합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내용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통계 국제협력의 유형은 통계 시스템 구축 지원이다. 이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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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유형은 공적개발원조(ODA)의 성격을 갖는다. 가령, 한국 통계청은 2012년 몽골 ‘통계
DB시스템 구축 사업(MONSIS PROJECT)’을 추진한 바 있으며, 2013년에는 베트남의 통

계교육원 설립 지원·컨설팅 및 직원 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김창환 외, 2018:28). 또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스리랑카 통계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김창환 외,
2018:28). 교육통계시스템과 관련해서는 ODA가 국제기구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진행

되기도 하였다. 가령, 본 연구사업의 컨설팅 대상 국가였던 몽골은 최근 ADB로부터 예산
을 확보하여 취학 전 교육통계 시스템을 신규 구축한 바 있다. 스리랑카 역시 과거 독일
과 인도로부터 지원 받아 교육통계시스템을 구축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
구축 사업은 자칫 구축 이후 지속성이 결여되어 그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다. 가령, 본
연구사업의 스리랑카 컨설팅에서 발견한 사실은, 과거 스리랑카가 독일과 인도로부터 지
원 받아 교육통계조사시스템과 교원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나 사업 종료 이후 유지
보수 예산의 부재, 관련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를 운용·관리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부
재 등으로 수년째 신규 데이터가 업데이트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몽골의 교육통계체제의 급속한 발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몽골
은 최근 ADB로부터의 재정지원, UNICEF로부터 EMIS 진단 프로젝트, 본 연구사업의 교
육통계 역량 강화 컨설팅에 참여함으로써 단기간에 교육통계체제의 수준을 크게 향상시
키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즉, 통계체제 진단, 컨설팅 및 역량강화, 그리고 시스템 구축이
잘 어우러져 시너지를 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몽골의 성공 사례는 통계 관련
국제협력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유기적 혹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국제협력에 있어 협력내용 간 유기적 관계는 최근 KOICA의 국제협력사업
에서도 그 경향성이 나타난다. 최근 KOICA는 정부부처제안사업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
여 2021년 사업 계획을 발표하였다(이하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2019.9.). 이에 따르면
연수사업의 경우 기존의 다국가 연수에서 다국가 및 국별 연수로 확대하였으며, 기존에
는 액션플랜 수립을 요구하였으나 이것이 국별협력사업 PCP(프로젝트 제안서, Project
Concept Paper) 수립으로 변경되었고, 사업기간의 탄력적 운영, 국제기구와의 공동연

수, 수원국 민간인사 참여 등으로 내용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사업 변동을 통하여 정부부
처제안사업과 국별협력사업 간 연계성을 높이고, 연수사업과 국별협력사업 간 연계 기획
을 유도하여 연수사업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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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2021년 정부부처제안사업 주요 변동 사항
출처: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2019.9.)

이러한 국제협력 내용 간 연계성은 앞으로 본 연구사업에서도 강조해야 할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한국국제협력단에서는 국별 연수를 비롯한 국별 프로젝트를
KOICA 국가지원계획(Country Plan, CP)에 부합하는 분야로 발굴할 것을 권장하고 있
다(한국국제협력단, 2019.7.). 국가지원계획(CP)는 특정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
업 유형으로 구성된 최상위 KOICA 국가지원전략으로 정책과 전략, 프로그램 및 사업
간 연계성을 강조한 것이다(한국국제협력단, 2019.7.).

[그림 Ⅳ-4] KOICA 국가지원계획(CP) 개념도
출처: 한국국제협력단(20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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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사업에서도 현재 중점적으로 진행한 아시아 3개국의 교육통계체제에 대한 진
단과 컨설팅과 더불어 해당 국가와의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앞서도 언급
하였듯이 본 연구사업을 바탕으로 현재 2020년 KOICA 글로벌연수 사업 중 하나로 ‘교
육통계 조사·분석·활용을 위한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이 3개년(2020-2022년) 계획으
로 선정되어 있다. 또한 ODA 측면에서는 2021년 KOICA 정부부처제안사업으로 베트
남 대상 ‘교육 정보 운영·활용 체제 구축 지원’ 사업이 공공행정 분야 사업으로 1차 선정
되어 현재 현지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 이 외에도 본원에서는 2022년 KOICA
글로벌연수 국별 사업으로 스리랑카와 몽골 대상 ‘교육통계 조사·분석·활용 분야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사업의 확대는 ‘진단 및 컨설팅(KEDI) → 다
자/국별연수(KOICA) → 교육통계시스템 구축 공적개발원조(ODA)’로 이루어지는 연계
구조를 확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간단히 도식화
하면 아래 [그림 Ⅳ-5]와 같다.

내용/단계

통계진단

주관기관

KEDI

연차

N+0~1

컨설팅
⇨

KEDI

연수
⇨

N+1~2

KOICA,
담당기관
N+2~5

⇨

시스템구축
(ODA)
KOICA,
담당기관
N+3~

[그림 Ⅳ-5] 교육통계 국제협력 내용 및 단계에 따른 모형

4

2주기 교육통계·지표 국제협력 방안

가. 2주기 교육통계·지표 국제협력 방향
이상의 1주기 연구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유형화한 교육통계 협력 모형을 바탕으로
하여 2주기 연구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대외 환경 측면에서는, 1주기 연구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라는
대외적 환경에 대응하여 교육지표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을 지속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
피 UN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를 17개 영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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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고, 이를 각 국가별로 달성·이행하기 위한 모니터링체제를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
다. 교육분야(SDG4)에서는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
습 증진”이라는 목표로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세부목표 7개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수
단 3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43개의 글로벌·주제별 지표를 설정
하고 있다. 또한 43개의 글로벌·주제별 지표 이외에도 각 국가의 맥락에 맞는 국가교육
지표를 개발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에 있는 많은 아시아 국가
들에서는 이러한 글로벌·주제별 지표를 자체적으로 생산할만한 조사체계와 시스템을 갖
추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각 국가에 필요한 지표를 개발할만한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 아래 [그림 Ⅳ-6]에서 보는 것처럼 유네스코 통계국(UIS)에서는 대부분의
아시아지역 국가에서 43개 SDG4 글로벌·주제별 지표가 50% 미만으로 산출 가능한 것
으로 파악하고 있다(UIS, 2016).

[그림 Ⅳ-6]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SDG4 세부지표별 데이터 가용 현황
출처: UIS(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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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UNESCO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공통의 전 지구적 목표 달성을 위해 개도국
에 대한 통계역량 강화와 교육통계 및 지표의 생산 및 산출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발, 지
역(대륙)수준의 교육지표 개발 협력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아
시아 국가들 중에서 교육통계의 조사·관리·활용 체계가 가장 발달한 국가로서 수년전부
터 아시아 국가들의 교육통계 발전에 기여할 것을 국제사회로부터 요청 받아오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사업은 개도국의 교육통계 역량 개발을 지원하여 개도국 스스로
교육통계 및 지표를 생산하고, 이를 토대로 각 국가의 교육발전계획 및 교육정책을 수립
하여 교육발전을 도모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
기도 하였다. 다만, 한 가지 제안점은 각 국가의 교육통계체제의 조사 기반, 조사체계,
조사 활용 초점을 맞추어 그러한 교육통계조사체제의 개선 이후 교육지표의 산출까지 이
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향후 2주기 연구사업에서는 교육통계체제의 개선 뿐 아니라
교육지표의 산출에도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말레이시아가 ASEAN 국
가들의 교육통계 역량 강화를 교육의 형평성 관련 주제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처
럼, SDG4의 세부주제에 대한 국가의 수요에 따라 그 범위를 제안하여 수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물론 교육통계체제 전반에 대한 국가별 컨설팅을 진행할지, 세부 주제 혹은
영역별로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와 협의하여 진행할 사항이다.
대내 정책적 환경으로는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연계한 교육통계 역량 강화 지
원 및 교육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 SDGs와 같은 국제적 흐름 이외에도, 국내에서는 국가
간 상생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사람 공동체(People)”,
“상생번영 공동체(Prosperity)”, “평화 공동체(Peace)”를 위한 16가지 정책 방향을 골자
로 한 신남방정책이 추진되고 있다(이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홈페이지, 2019.4.1.5
인출). 16개 신남방정책 목표 중 본 연구사업은 네 번째인 “04. 공공행정 역량 강화 지
원, 거버넌스 증진 기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한국의 교육분야 행정시스템은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우수하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교육통계 및 정보공시의
연계, 공공DB 기반 통계조사 등 교육통계 및 지표의 생산과 모니터링체계가 잘 발달되
어 있다. 이러한 한국의 성공적인 교육통계 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신남방 국가들의
교육 관련 공공 행정의 발달과 거버넌스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신남방 국가들의
교육통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신남방정책의 세 번째 목표인 “03. 신남방 지역 학생, 교
원, 공무원 대상 인적 자원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교육통계 역량을 강화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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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교육제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중앙 및 지역공무원, 학교 담당자의 역량을 키울
뿐 아니라 우수한 교육통계 및 지표를 생산함으로써 학교 현장 개선, 증거 기반 정책 수
립, 데이터 기반 연구 지원 등의 인적 자원 역량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교육제도와 정책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통계관리체제를 갖춤으로써 전반적인 교육제도의
질 제고에 이바지함으로써, 신남방정책의 여섯 번째 목표인 “06. 신남방 국가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육지표 개발 협력 사례는 “11. 신남방 각 국가별
맞춤형 협력”과 교육통계의 정보화·디지털화·빅데이터화에 따른 “10. 신산업 및 스마트
협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신북방정책은 그 4대 목표로 소다자협력 활성화로 동북아 평화기반 구축, 통합네트워
크 구축을 통한 전략적 이익 공유, 산업협력 고도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인적·문화
교류 확대로 상호이해 증진을 설정하고 있다(이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홈페이지,
2019.10.27.인출). 신북방정책은 전반적으로 동북아 평화, 전략적 이익 공유, 신성장동
력 창출 등 동북아 평화와 경제적 번영을 기반하여 4대 목표와 16대 중점과제를 설정하
고 있다. 이 중 본 연구사업과 관련될 수 있는 과제는 3번째 목표인 산업협력 고도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에 포함되는 9번째 중점과제인 4차 산업혁명 대응, 산업협력 강화
와 관련될 수 있다. 이 중점과제에는 과학기술협력, ICT협력, 조선협력 확대, 산업협력,
몽골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지원, 한-러, 한-EAEU FTA 추진 등 포함되어 있다. 이 중
ICT협력에는 지능형 인프라 협력과 중앙아 디지털사회 구현을 위한 ICT협력이 세부 내
용 중 하나이다. 교육통계체제 구축은 교육통계를 비롯한 교육운영정보시스템(EMIS)의
구축 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으로 신북방사업의 ICT 사업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에 대한 고려는, 현 정부의 국제개발협력의 추진 방향인 글로벌 가
치(SDGs) 및 국가전략(신남방·신북방정책)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교육통계 국제협력이 통계진단-컨설팅-연수-시스템 구축 등이
유기적으로 유관 사업 및 기관 간 연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2주기 연구사업에서는 기
존의 교육통계 역량 강화 컨설팅을 기본으로 하되, 향후 새로 수행될 가능성이 있는 다자
혹은 국별 연수사업과 국별 국제개발사업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들
일 필요가 있다. 또한 컨설팅 중심의 양자협력 뿐 아니라 국제기구 및 유관부처(통계청
등)에서 진행하는 다자 연수,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ASEAN 국가 대상 교육 형평성을 위
한 통계 역량 강화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 삼자협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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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향성 속에서 2주기 본 연구사업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첫째, 양자협력 차원에서 1주기에 수행한 교육통계 진단 및 역량 개발 컨설팅을 2주기
에서도 수행한다.
둘째, 유관사업과의 연계와 그에 따른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해 KOICA의 다자연수 및
국별 연수 사업화를 지원하며, 국제기구 및 통계청 등에서 수행하는 연수에 보다 체계적
으로 협력한다.
셋째, 대상 국가들에서 국제협력의 효과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협력국가에
대한 진단과 컨설팅, 연수, 그리고 통계인프라 구축으로 이어지는 단계를 고려하여 연구
사업을 수행한다.

나. 2주기 교육통계 컨설팅 국가 선정
2주기 국가들에 대한 선정과정은 2019년 10월부터 진행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2주기
연구사업의 방향성에 따라 국내외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ASEAN 국가 2개국과 중앙아시
아 1개국을 선정하고자 하는 과정에 있다. 협력국가 3개국을 ASEAN 국가 2개국과 중앙
아시아 국가 1개국으로 정한 것은, 국내의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국
가와의 협력을 우선 시하였기 때문이다. 신남방국가는 ASEAN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
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인도로
구성되어 있다. 신남방국가 중 국제개발협력 제2기 중점협력국은 라오스, 미얀마, 캄보
디아(이상 최빈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이상 중저소득국)이며, 중점 국가에서 제
외되어 있는 국가는 브루나이,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타이 등이다. 2주기 본 연구
사업의 참여 국가 중 2개국은 신남방국가이면서 국제개발협력 제2기 중점협력국 중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 중 말레이시아, 타이, 싱가포르 등은 상당한 수준의 교육통계
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국가이므로 이들 국가에서 공동 협력 요청이 온다면 삼자협력 형
태로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신북방국가로는, 중국, 키르기스스탄, 몽골,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즈베
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조지아,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아제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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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잔 등이 있다. 이 중 국제개발협력 제2기 중점협력국가는 우즈베키스탄과 아제르바이
잔이다. 그러나 아제르바이잔은 중점협력분야에서 교육이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중앙아
시아 1개국은 우선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을 협력대상국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
고 있다.
2주기 연구사업의 3개 협력국가의 선정은 ASEAN 국가의 경우, 10월 15일부터 18일
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국제워크숍에서 본 연구사업의 개요와 성과
를 발표하고, 참여 신청서를 배포하였다. 관심 있는 국가들은 2019년 11월 15일까지
공식레터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신청서는 국가, 담당조직, 담당자(이름, 직
위, 이메일, 전화번호) 정보를 비롯하여 교육통계 구축 수준, 주요 개선 관심 영역, 컨설
팅 기대 효과, 그 밖의 제안 등에 대해 간단히 응답하거나 기술하도록 구성하였다([그림
Ⅴ-7] 참조).
2주기 3개국의 선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두고 선정할 예정이다. 첫째, 교육통계 구
축 수준이다. 이 경우 기초적인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거나 이미 교육통계체제 발전 수준
이 높으면 선정 대상이 되기 어렵다. 둘째, 관심 영역의 적절성이다. 이 경우 컨설팅 영역
이 본 연구사업의 컨설팅단 또는 전문가그룹이 컨설팅 가능한 주제를 벗어나면 협력이
어려울 수 있다. 셋째, 협력국가의 적극성이다. 1주기 연구사업의 컨설팅에서 확인될 수
있었던 사실은 그 어떤 요인보다도 해당국가의 적극성이 컨설팅 효과성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따라서 전담인력의 배치나 매칭 펀드 수립, 독자적인 관련 연구 및 국가수준
계획 수립 등 해당국가의 개선의지는 국가선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다섯 번째,
이는 앞서 언급한 사항으로 ASEAN 국가이면서 국제개발협력 제2기 중점협력국을 우선
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여섯째, 국제기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통계협력사업과의 유사
성 또는 시너지 가능성이다. 만약 이미 유사한 통계진단과 컨설팅을 진행한 국가라면 중
복 지원의 소지가 있다. 반면, 이미 국제기구와 다른 교육통계협력을 진행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지만 몽골의 사례처럼 그 범위가 다르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두고 최종적으로 2주기 협력국가
들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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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7] 2주기 교육통계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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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주기 연구사업의 내용과 추진 방법
이상 2주기 연구사업 추진 방향을 국가선정 원칙을 토대로 2주기 연구사업의 내용과
추진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2주기 연구사업 추진 내용

2주기 연구사업의 목표는 1주기와 마찬가지로 개도국의 교육통계·지표 역량 향상에
있다. 교육통계·지표 국제협력을 역량 개발에 두는 것은 최근 국제개발협력이 원조의 효
과성과 개도국의 지속적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원조’에서 ‘역량’ 개발로 변화하고 있
는 흐름에 따른 것이다(김창환 외, 2016). 이를 위한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주기 컨설팅 대상 국가(신남방 국가 2개국, 신북방 국가 1개국)의 교육통계 실
태를 분석하고 그 수준을 진단한다. 구체적으로는 컨설팅 대상 국가의 교육통계제도 및
교육통계 조사·관리·활용 실태, 교육통계 조사·관리·활용 역량, SDGs 교육지표 생산 실
태 등을 진단한다.

둘째, 컨설팅 대상 국가의 요구를 분석한다. 현지 방문조사를 통해 개도국 교육통계
수요 및 요구를 분석하며, 수요 기반 개도국 컨설팅 방안을 마련한다.

셋째, 개도국 교육통계 역량 강화를 위한 2주기 컨설팅의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주
기 1년차 컨설팅을 실시한다. 2주기 1년차 컨설팅은, 우선 교육통계 조사·관리·활용 및
지표 생산 관련 한국의 노하우(know-how) 공유하며, 교육통계·지표 역량 강화 컨설팅
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는, 법·제도 및 조직 정비, 교육통계 시스템 및 인프라 개선, 교
육통계조사체계 및 교육통계서비스 개선, 교육지표 개발·관리 및 신규통계 개발 등 1주
기 컨설팅 진단 및 과제 도출 틀을 활용한다. 또한 교육통계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넷째,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교육통계 역량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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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유관기관으로는 [SDG4-교육2030 협의체] 10개 기관25), 관련부처(외교부, KOICA,
교육부, 통계청, 통계개발원, 통계교육원 등)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
외에도 국제기구(유네스코통계국(UIS), 유네스코 방콕사무소(UNESCO- Bangkok), 유
니세프 동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UNICEF EAPRO) 및 지역 협의체(ASEAN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을 통한 개도국의 교육통계 생산 및 활용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이들과 함께 국제 및 아시아 SDG4 모니터링을 위한 교육통계 역량 강화 관련 협력을
모색한다.

2) 2주기 연구사업 추진 방법

이러한 2주기 연구사업 내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국가별 컨설팅 영역 설정을 위한 수요조사지를 개발하고 이에 따른 수요조사 실
시한다. 구체적으로 내용 영역 측면에서는 법·제도 및 조직, 통계시스템 및 인프라, 조사
체계, 서비스 및 활용, 지표 개발 및 관리, 신규통계 개발 등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며,
학제(대상) 또는 주제별로는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취업·고용, 평생교육, 학
교 밖 아동·청소년, 학생평가, 특수교육 등에 대한 수요를 조사한다.

둘째, 컨설팅 대상국가의 교육통계·지표 실태와 국가 역량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구체
적으로는 컨설팅 대상 국가의 교육통계제도, 교육통계 조사·관리·활용 실태를 진단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컨설팅 대상 국가에 대해 교육통계·지표 역량 진단 조
사를 실시하고 분석한다.

셋째, 국가별 맞춤형 교육통계·지표 역량 강화 컨설팅 계획(2020~2022)을 수립하기
위해 현지 방문 컨설팅을 실시한다. 현지 방문 조사를 통해 국가별 교육통계·지표 개발
실태 및 역량 수준을 분석하고, 주요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교육통계·지표 개발
방향 및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 맞춤형 교육통계·지표 역량
25)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평가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

제이해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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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컨설팅 계획(안)을 수립한다.

넷째, 아시아 국가 교육통계·지표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제5회)한다.
국제컨퍼런스에서는 교육통계 조사·관리·활용 및 지표 생산 관련 한국의 노하우를 대상
국가의 관심 학제(또는 대상) 및 주제에 대해 내용 영역별로 소개한다.

다섯째, 유관기관, 정부부처와의 협력 및 전문가와의 협업을 확대한다. 유아교육·보육,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취업·고용, 평생교육, 학교 밖 아동·청소년, 학생평가, 특수교육,
교육행정정보, 정보공시 등 교육통계·정보 관련 국내 유관기관과의 개도국 교육통계 역
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자문을 구한다.

여섯째,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교육통계 역량 개발 국제협력을 위한 국제회의에 참석
한다. 유네스코통계국(UIS), 유네스코방콕(UNESCO-Bangkok), 유니세프 동아시아태
평양지역사무소(UNICEF EAPRO) 및 지역 협의체(ASEAN 등) 주관 아시아 지역 국가
교육통계 역량 개발을 위한 유관 국제회의 참석하여 개도국의 교육통계 생산 및 활용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국제 및 아시아 지역 SDG4(교육) 모니터링을 위한 교육
통계 역량 강화 관련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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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1. 요약
2.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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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1

결 론

요약

가. 연구 개요
증거기반 정책 수립의 중요성 증대, UN SDG4 사업 추진 등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
로 국가 차원 교육통계 및 교육지표 생산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낮은 통계 생산 역량으로 인하여 양질의 통계 생산 및 SDG4 지표 보고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UNESCO, UNICEF, OECD 등 국제기구
들은 개도국 및 낮은 통계 역량 보유 국가들의 통계 및 지표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
한 지원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 역시 위와 같은 필요성에 기반하고 있으며, 10년간(2016-2025) 개도국 교육
지표 개발 협력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도국의 교육통계
역량 개발을 지원하여 개도국 스스로의 힘으로 교육통계 및 교육지표를 생산하고, 그것
을 바탕으로 교육발전계획 및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교육발전을 도모하도록 지원하는 것
을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다(김창환 외, 2017:3). 본 연구는 2016년 준비단계에 이어
2017-2025년 9년 간 총 3주기의 컨설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2019년에 1주기 컨
설팅이 수행되었으며, 2020-2022년, 2023-2025년에 각각 2주기 및 3주기 컨설팅이
수행될 예정이다.
1주기 컨설팅은 아시아 3개국(몽골, 베트남, 스리랑카)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1주기
컨설팅 1차 년도인 2017년에는 컨설팅 대상 3개국의 교육통계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
컨설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차 년도인 2018년에는 통계역량 강화 목표, 대상, 내용,
방법 등을 포함한 액션 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본격적 컨설팅을 수행하였다.
2017-2018년 간 컨설팅 대상국에서 교육법 개정 및 예산 확보 등 실질적 성과를 이루
어 냈고, 한국형 컨설팅 모델의 확립 및 교육통계 선진국으로서의 한국의 이미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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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협력 범위 확장(예: ODA 등) 요구 수용의 한계,
KEDI의 교육통계 역량 집결에의 어려움 등 한계점도 존재하였다.
1 지
2017-2018년 컨설팅 사업의 성과와 한계 분석을 바탕으로, 2019년도 사업은 ◯
2 컨설팅 대상국별 『최종 컨설팅 보고서』와 『교
속적 교육통계 역량 강화 컨설팅 수행, ◯
3 개도국 대상 역량 강화 관련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방안 모
육통계 발전계획안』 수립, ◯
4 2주기 컨설팅 대상 국가 선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한 연구
색, ◯

방법으로 문헌분석, 연구진 브레인스토밍, 서면 컨설팅, 초청 컨설팅을 위한 국제워크숍,
현지 컨설팅을 위한 해외 출장, 국제기구와의 협력 추진 및 2주기 컨설팅 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회의 참석 및 협의회 실시, 유관기관 간 협의회 개최, 연구진의 교육통계 및
ODA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참가 등이 실시되었다.

나. 1주기 교육통계･지표 컨설팅 결과
1 지속적 교육통계 역량 강화
2019년은 1주기 컨설팅의 마지막 해로써, 연구 내용 “◯

컨설팅 수행”에 따라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에서 지속적 컨설팅 활동이 실시되었다. 국
가별 상세 컨설팅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3개국 모두 전반적으로 2017-2018년
도에 도출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그 동안의 성과를 검토･공유하는 일련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1주기 컨설팅 3개년 간 도출된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의 교육통계
역량 강화를 위한 도출 과제와 주요 성과를 다음 <표 V-1>에 제시하였다.

<표 V-1> 1주기 컨설팅 국가별 결과 요약: 도출 과제 및 주요 성과
구 분

몽골

도출
과제

◽과제1 : 교육통계
법·제도·기준 정비
◽과제2 : 교육통계 예산
확보·확충 및 조직·인력 여건
개선
◽과제3 : 교육통계조사체계
개선
◽과제4 : 교육통계조사 운영
및 지원체계 개선
◽과제5 : 조사결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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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과제1 : 인력예측센터 설립
◽과제2 : 국가지표의
관리·활용
◽과제3 : 교육통계조사 전문
인력 역량 강화
◽과제4 : 교육통계 인식제고
◽과제5 : 대학정보화 시스템
구축
◽과제6 : 유초중등
정보화시스템 구축

스리랑카
◽과제1 : 데이터 및 업무
표준화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과제2 : 스리랑카 현실에
맞는 전산 인프라 구축방안
◽과제3 : 교육통계 조사지침
표준화 및 담당자 연수를
통한 역량 제고
◽과제4 : 조사통계표 개선 및
분석지표 개발

Ⅴ. 결론

구 분

주요
성과

몽골

베트남

프로세스 정립
◽과제6 : 교육통계 분석 및
서비스 개선
◽과제7 : 국내·교육지표 산출

◽과제7 : 교육통계 및
인력예측의 법적 근거 마련
◽과제8 : 교육통계 표준화
설계

◽몽골 교육통계 장관령
개정(안) 제출(과제1)
◽교육통계 전담 인력 확보 및
전담조직(IT-통계과)
신설(과제2)
◽취학전(유치원) 교육통계
시스템 구축 및 관련 예산
확보(과제2, 과제3)
◽취학전(유치원) 교육통계 지침
개정(안) 발간(과제4)
◽교육통계 품질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시작(과제4)
◽몽골 교육통계 신규 자료집
발간(과제6)
◽SDG4 지표 관련 조사항목
추가(과제7)

◽교육통계센터 확대
개편(과제1)
◽교육통계 인식 개선에 따른
교육통계법 개정 및 국회
중기계획을 통한 국가지표
선정(과제2)
◽2030 교육발전계획 구축
사업 구축으로 SDG4 지표
작성 계획 수립(과제4)
◽유초중등 데이터 수집을 위한
신규시스템 구축 및 기존
학생관리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진행 중(과제6)
◽대학정보화사업 구축계획
수립 중(과제5)
◽교원, 학생, 교실 수 예측
서비스 마련(과제7)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
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위한
규정 제정(과제8)

스리랑카

◽법령 개편의 필요성 인식
◽학교단위 조사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개발·보급(과제2)
◽교육통계 전담 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 연수 실시(과제3)
◽교육통계조사지 개선 및
신규조사지 개발(과제1)
◽교육통계조사
매뉴얼(조사지침) 개선(과제3)
◽스리랑카 컨설팅 대상
확대(UGC(University
Grants Commission :
대학입학위원회), 고등교육부)

2 컨설팅 대상국별 『최종 컨설팅 보고서』와 『교육통계 발전계획안』
또한, 연구 내용 “◯

수립”도 실시되었다. 먼저, 연구진은 컨설팅 대상국별 3년 간의 컨설팅 활동을 종합･정
리한 『최종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국에 공유하였다. 동시에 각 컨설팅 대상국들
에게 자체적으로 『교육통계 발전계획안』을 작성할 것을 요청하여, 그 간 컨설팅을 통해
축적된 국가 통계 역량 개발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3 개도국 대상 역량 강화 관련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방안 모색”은
세 번째 연구내용 “◯

크게 아시아-태평양지역 및 개도국 교육 통계 담당자 대상 역량 강화 연수 지속적 협조,
국제기구 및 개별 국가의 워크숍 참여, 국제기구 네트워크를 연구 플랫폼으로 활용 등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일련의 국제기구와의 협력 활동은 컨설팅 대상
3개국 이외에도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연구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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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컨설팅 활동 완료 후, 1주기 컨설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컨설팅 계획 및
실행 과정, 컨설팅 결과 및 효과 등을 평가하는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또한, 컨설팅 참여국의 후속 협력에 대한 기대도 조사하였다. 3개국 공통적으로는 한국
의 교육통계 조사기준･지침･조사표･조사항목･법령 등 공유,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ODA 사업 추진 협조, 교육통계정보 관련 시스템 ODA 사업 추진, SDG4 지표 개발 방
안, 교육통계 개선을 위한 국제기구 지원사업 참여 지원 등의 후속 협력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2주기 교육통계･지표 협력을 위한 국제협력 모델 정립
3년간의 1주기 컨설팅을 마무리하며, 1주기 때 실시한 컨설팅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
로 분석하여 통계 역량 강화 컨설팅에 대한 이해를 돕고 2주기 컨설팅 접근 설정에 참고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하여, 교육통계체제 발전 수준, 협력유형, 협력내
용 및 단계의 세 개 측면에 의거 본 연구의 1주기 컨설팅 내용을 분석하였다.
먼저, 국가의 교육통계체제 발전 수준에 따라서 적용 가능한 컨설팅 모형을 교육통계
발전이 낮은 국가에서 높은 국가 대상 순으로 “기초여건 개선형 모형”, “역량강화형 모
형”, “심화형 컨설팅 모형”, “벤치마크형 협력 모형”으로 개념화 하였다. 본 연구는 1주기
컨설팅에서 가장 통계 역량이 낮았던 스리랑카에게는 “기초여건 개선형 모형”을, 성숙기
에 있었던 베트남에게는 “역량강화형 모형”을, 도약기에 있었던 몽골에게는 “심화형 모
형”을 적용하였다. 만약, 통계 역량이 고도화된 한국이 다른 고도화된 통계를 갖춘 국가
와 협력을 도모한다면 이는 “벤치마크형 모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다음으로 협력유형에 따라서는 “협력국가 컨설팅형”, “국제기구/기관 협력형”, “거점
국가 교류형” 모형이 있음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컨설팅 대상국과 1:1 양자 협력을
기반으로 실행되어 “협력국가 컨설팅형”에 해당한다. 그러나 1주기 컨설팅 시 일련의 국
제기구와의 협력 활동 과정에서 추후 유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제기구 및 타 고도
화 통계 역량 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컨설팅의 가능성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국제기구/
기관 협력형”, “거점국가 교류형” 모형 접근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 통계 컨설팅 협력내용 및 단계는 크게 통계진단→컨설팅→연수→시
스템구축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1주기 컨설팅은 주로 첫 두 단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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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진단 및 컨설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교육통계
협력에 있어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선 연수나 ODA를 통한 시스템구축 등 더욱 직접적･
적극적인 내용도 존재함을 이해하고 이에 대해 본 연구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다루고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1주기 컨설팅에 대한 위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2주기 컨설팅 연구 사업의 방향성을
네 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 양자협력 차원에서 1주기에 수행한 교육통계 진단 및 역량
개발 컨설팅을 2주기에서도 수행한다. 둘째, 유관사업과의 연계와 그에 따른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해 KOICA의 다자연수 및 국별 연수 사업화를 지원하며, 국제기구 및 통계
청 등에서 수행하는 연수에 보다 체계적으로 협력한다. 셋째, 대상 국가들에서 국제협력
의 효과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협력국가에 대한 진단과 컨설팅, 연수, 그리고
통계인프라 구축으로 이어지는 단계를 고려하여 연구사업을 수행한다.
4 2주기 컨설팅 대상 국가 선정”을 실시하는
위와 같은 방향성을 기초로 하여, 현재 “◯

중에 있다. 2주기 국가 대상 선정은 국내･외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2개의 ASEAN 국가
와 1개의 중앙아시아 국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은 국가의 지원에 따라 이루어질 것
이며, 선정 기준은 교육통계 구축 수준, 관심 영역의 적절성, 협력국가의 적극성, 유사
교육통계협력사업과의 유사성 등이 있다. 2주기 컨설팅 대상 국가는 11월말 경 최종적
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2

제언

이상과 같은 본 연구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관련 연구사업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제언을 1) 교육통계 국제협력 정책·사업 방향, 2) 교육통계 국제협력 정책·사업의 효과
성 제고, 3) 교육통계 국제협력의 다각화와 국제 네트워크 활용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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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통계 국제협력 정책·사업 방향
본 연구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교육통계 국제협력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개도국의 교육지표 및
교육통계 생산 역량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의 이행과 합리적·실증적 교육정책의 수립·집행을 위해서는 이를 모니터링
(monitoring)하고 평가(evaluation)할 수 있는 교육지표의 개발과 이를 산출하기 위한
교육통계정보체계의 구축 및 개선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위해 공통으로 모니
터링 할 글로벌(Global) 및 주제별(Thematic) 지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표 생
산을 위한 교육통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과 개도국의 교육통계 관련 역량 개발을
위한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개도국의 경우 43개에 이르는 교육분야의 글로벌
및 주제별 지표를 생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SDGs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교육현
황과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개도국의 교육통계 발전을 위한 국제
사회의 요구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
는 것은 비단 지표 모니터링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기본 원칙
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에 있다(관계부처합동, 2015.11.).

둘째, 우리나라의 대외정책과의 연관성 속에서 사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가령, 정부
의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연계한 교육통계 역량 강화 지원 및 교육의 질 개선이 필요하
다. 한국의 교육분야 행정시스템은 아시아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우수하며, 교육행정정보
시스템(NEIS)과 교육통계 및 정보공시의 연계, 공공DB 기반 통계조사 등 교육통계 및
지표의 생산과 모니터링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다. 이러한 한국의 성공적인 교육통계 발
전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신남방 국가들의 교육 관련 공공 행정의 발달과 거버넌스 증진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통계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은, 교육제도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중앙 및 지역공무원, 학교 담당자의 역량을 키울 뿐 아니라 우수한 교육통계
및 지표를 생산함으로써 학교 현장 개선, 증거 기반 정책 수립, 데이터 기반 연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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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인적 자원 역량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교육제도와 정책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통계관리체제를 갖춤으로써 전반적인 교육제도의 질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며, 각국의 교육통계의 정보화·디지털화·빅데이터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
울러 신북방 정책과 관련하여 본 연구사업의 사례는, 신북방 정책의 주요 내용 중 ‘지능
형 인프라 협력과 중앙아 디지털사회 구현을 위한 ICT협력’과 관련을 맺을 수 있다. 교
육통계체제 구축은 교육통계를 비롯한 교육운영정보시스템(EMIS)의 구축 지원과 관련되
어 있는 사항으로 신북방사업의 ICT 사업에 부합한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에 대한 고
려는, 현 정부의 국제개발협력의 추진 방향인 글로벌 가치(SDGs) 및 국가전략(신남방·신
북방정책)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나. 교육통계 국제협력 정책·사업의 효과성 제고
교육통계 국제협력 정책·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 같은 측면
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첫째, 교육통계 역량 개발을 위한 컨설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세분화된 주제
에 대한 교육통계 역량 강화 컨설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세계은행(World
Bank), UNESCO, UNICEF 등의 국제기구들에서는 이미 2000년대부터 개도국의 교육
통계정보체제에 대한 진단과 연수 및 워크숍, 매뉴얼 개발 등의 노력을 진행하여 왔으며,
일부 시스템 구축 사업도 진행되어 왔다. 이에 많은 개도국에서는 기본적인 교육통계체
계가 구축되어 가고 있으며, 몽골처럼 새로운 교육통계시스템 구축에 성공한 국가들도
있다. 이제 개도국들에서는 기본적인 교육통계시스템 및 인프라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보
다 세분화된 영역에 대한 교육통계체계 구축에 관심을 갖는다. 가령, 몽골의 경우 취학
전 교육단계의 교육통계정보시스템과 고등교육통계정보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어 취
업통계의 실시와 교육 단계 간 종단적 정보 연계에 관심을 가진다. 또한 몽골은 학생평가
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스리랑카의 경우에도 대학별 통합시스템 구축에 관심을
갖는다. ASEAN 소속 국가들은 학교 밖 아동·청소년 통계의 조사 및 활용에 관심을 가지
고 있으며, 말레이시아가 주도가 되어 ASEAN 지역 국가들의 학교 밖 아동·청소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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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 이 외에도 말레이시아는 특수교육통계의 개선에 관
심을 가지며,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같은 국가들에서는 교육을 포함한 사회조사에 대
한 관심이 많은 상황이다. 따라서 2주기 연구사업에서는 내용 영역 측면에서는 1주기
연구사업과 마찬가지로 법·제도 및 조직, 통계시스템 및 인프라, 조사체계, 서비스 및 활
용, 지표 개발 및 관리, 신규통계 개발 등으로 구분함과 동시에 학제(대상) 혹은 주제 측
면에서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취업·고용, 평생교육, 학교 밖 아동·청소년, 특
수교육, 학생평가 등의 영역을 세분화하여 국가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주제 영역별로는 [SDG4-교육2030 협의체]26)에 참여하고 있는 전
문기관들이 있으므로 이들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당 기관들에서
해당 분야 교육통계·지표 관련 협력 연구사업을 진행할 경우 이에 대한 협업 또한 중요
하다. 2019년의 경우,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APCEIU)에서 SDG4.7과
관련한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지표 개발 및 데이터 축적, 모니터링 체
제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현재 충남대학교, 충남대학교, 건국대
학교, 성신여자대학교의 교수들과 APCEIU, 통계개발원, 그리고 본원의 전문가들이 참
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분야 국제협력 전략을 보더라도, 그 비전과 목표는 보다 세부적인 내
용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KOICA 교육 중기전략(2016-2020)’(한국국제협력단, 2017)
에서는 교육분야 국제협력의 비전을 “양질의 교육을 통한 포용적 발전”으로 설정하고 이
를 실현하기 위해 ‘학습성과를 위한 양질의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교육’, ‘미래
역량 개발을 위한 직업기술교육’ 등으로 그 중점협력분야를 설정하고 있다. 개도국의 교
육통계 역량 수준의 발전과 한국의 교육분야 국제협력의 방향을 볼 때, 앞으로의 개도국
교육지표 협력사업은 그 컨설팅 영역과 주제를 참여 국가들의 수요(need)를 바탕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원 뿐 아니라 정부부처 및 국제기구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통계
역량 개발 협력이 그 내용과 단계에 따라 유기적인 연관을 맺을 필요가 있다. 그 동안
26)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평가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
제이해교육원 등 10개 기관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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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통계 또는 통계 관련 국제협력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통계진단, 통계역량 강화
연수 및 컨설팅, 시스템 구축 등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과거 선진 공여국 또는 국제
기구의 지원을 살펴보면, 일회성으로 사업 지원이 이루어져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이루
어지지 못하고 중단되는 일들이 있어 왔다. 이에 국제협력에서 최근의 흐름은 협력사업
간 유기적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가령, KOICA에서는 2019년부터 국별 연수사업 수립
시 국별 협력 사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국별협력사업 프로젝트 제안서(PCP)를 함
께 제출하도록 변경하였다(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2019.9.). 더 나아가 KOICA에서는
국별 사업 추진에 있어 KOICA 국별 지원계획(Country Plan, CP)에 부합하는 분야의
발굴을 권장하여 CP에 따른 사업 간 연관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한국국제협력단,
2019.7.).
이런 점에서 앞으로 교육통계 국제협력은, 통계진단-컨설팅-연수-시스템 구축 등의
유기적 연관 속에서 유관 사업 및 기관 간 연계가 강화되는 차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사업의 경우 앞으로 2주기 연구사업에서는 기존의 교육통계 역량 강화 컨설
팅을 기본으로 하되, 향후 새로 수행될 가능성이 있는 다자 혹은 국별 연수사업 및 국별
국제개발사업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들일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통계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은 참여 국가의 요구(need)를 바탕으로 교육
통계체제의 발전 단계를 고려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다.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교육통계
발전 수준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1주기 컨설팅에 참여한 스리랑카처럼 기초적인 전산 인
프라와 교육행정 표준화가 필요한 국가, 베트남처럼 이제 막 본격적인 전산화 단계에 진
입하는 국가, 몽골처럼 국가차원의 노력으로 선진화된 교육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가
고 있는 국가, 그리고 말레이시아처럼 이미 교육통계정보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앞으로
미래지향적 체제로의 변화를 지향하는 국가 등 그 범위가 다양하다. 따라서 본격적인 컨
설팅에 앞서 협력국가의 수요와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진단 수준에
따른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사업의 1주기 컨설팅에서는, 기획단계
에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다른 교육통계 발전 수준의 국가들이 참여하였으며, 이
들 국가들의 수준에 따른 컨설팅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향후 비슷한 수준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교육통계 컨설팅을 진행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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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아시아지역 교육통계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의 유형을 다양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사업에서 진행한 1주기 교육통계 양자협력 방식으로, 각 국가들의 필요
(need)에 기반을 두고 진행하여 맞춤형 컨설팅이 가능한 장점이 있었다. 다만, 양자 협
력 방식은 특정 국가만 참여한다는 점에서 성과의 확산에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이
러한 단점은 다자 협력 방식의 연수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사업에서 나타
난 특징과 다양한 사례들을 다자 연수 등에서 여러 국가들에 전달함으로써, 연수에 참여
하는 국가들에서 간접적으로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삼자 협력 방식도 향후 컨설팅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1주기 교육통계 컨설팅에
서의 어려움 중 하나는 서로 다른 지역의 국가들을 선정하다보니, 연구진의 역량을 집중
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국가별로 교육통계 발전 수준 뿐 아니라 사
회·경제·정치·문화·제도적 환경이 달라 이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기간이 소요되기도 하
였다. 또한 예기치 못한 국제정세에 따른 안전 문제, 우리나라와 다른 행정적 관행 등이
컨설팅을 어렵게 하는 요소였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삼각 협력의 형태로 보완이 가능할
것이다. 가령, 말레이시아의 경우 현재 ASEAN 지역 학교 밖 아동·청소년 통계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 중에 있으며, 한국 전문가들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를 제외한 대부분의 ASEAN 국가들은 학교 밖 아동·청소년 규모가 상당 수에 이르며 매
우 중요한 교육 형평성에 관한 아젠다이다. 이 프로젝트의 경우, 말레이시아가 전반적인
사업 수행과 조정, ASEAN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구성 등을 담당하고 한국과 국제기
구의 전문가들이 지원하는 구조의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10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르에서 열렸던 워크숍도 이와 같은 삼각 협력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말레이시아
와 같은 신흥 공여국이 인근 지역 국가들에 대한 교육통계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이에 본원과 국제기구에서 전문적 지원을 하는 방식은, 해당 국가들의 사회·문화 배경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기구와 선진공여국의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모델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이 외에도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등 1주기 교육통계 컨설팅에 참여한 국가
들로 하여금 그들의 성공 경험을 국제사회 및 다른 국가와 공유하도록 독려하는 것과
남남협력 또는 삼각협력 차원에서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교육통계 역량 강화 컨설팅 국가를 선정함에 있어 국제교류협력의 효과성을
위해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가를 중심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교육통계 역량 강화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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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팅이 단지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수원국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는, 본 연구사업의 컨설팅 참여를 기반하여 이를 역량개발 연수사업이나 시스템 구축 사
업 등과 같은 ODA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참여하는 국가가 우리나
라에서 실시되는 다른 국제교류 협력 사업들과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국가여만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사업의 참여 국가는 중점협력국가를 중심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컨설팅 사업의 중요한 성공 요인 중 하나는 사업을 담당하는 연구진의 전문성과도
연관이 크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컨설팅 사업의 KSP의 경우, 정책자문사업의 발전 방안 중
하나로 연구진의 전문성 강화를 꼽고 있다(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한국수출입은행,
2016).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연구진이라고 해도 사업 내용 이해도, 소통 및 전달 능력
등은 사업의 성공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이들이 갖는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
도 사업의 효과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 중요하다. 본 연구사업의 경우에도 통역으로 참여한
각 국의 유학생들에 대해, 이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와 교육통계 관련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
1~2차년도 컨설팅 기간 동안 정기적인 자체 연수와 국내 연구진들과의 협의회를 가져왔다.
그 결과, 이들의 역할은 단순히 통·번역을 넘어 한국 교육정책과 통계체제에 대한 전문성도
갖추게 되었으며, 합력국가들로부터 이들의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사업에서는 내부 연구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진행하였다. 대부
분의 내부 연구진의 경우, 주로 오랫동안 교육통계사업을 수행했던 인력으로 정보화 역
량이나 교육통계에 대한 역량은 높으나 ODA 관련 전문성은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사업에서는 내부 연구진들로 하여금 “2019년 전자정부 해외진출 전문가
과정 교육”(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을 이수하게 하는 등 ODA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
하였다. 그 결과 ODA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향상되면서, 본 연구사
업이 ’20년 KOICA 글로벌연수사업과 ’21년 정부부처제안사업 등에 선정되거나 타당성
조사에 포함되는 등의 성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연구진에 대한 역량 강화 노력은 내부역
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업의 외연과 내연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곱째, 본 연구사업에서 보여준 것처럼, 국제교류협력 관련 연구사업에 한국에 와 있
는 현지 유학생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이들을 해당 분야의 파트너로 상장시키는 데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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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사업에서는 국가별 교육통계역량강화 컨설팅을 시
작하면서 한국에서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수학 중인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유학생들을
통역으로 참여시켰다. 국가별 컨설팅 첫 해에는 이들이 주로 국가별 컨설팅을 위한 통·
번역을 담당하였으나, 이들의 한국의 교육제도 및 교육통계체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
면서 한국 전문가의 도움 없이 한국의 현황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그 전문성
이 향상되었다. 또한 통계 컨설팅이 진행될수록 통·번역 역할에서 더 나아가 해당 국가
공무원들과 의사소통, 각국의 사회·경제·정책·문화적 상황, 자국 공무원과 한국 컨설팅
단 간의 가교 역할, 공문서 작성 등 그 기여 폭이 넓어졌다. 이러한 유학생들의 본 연구
사업의 참여는 협력국가와의 컨설팅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였으며
참여 국가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다. 특히, 교육통계정보와 같은 분야들의 전문가들
이 가질 수 있는 제약이 언어적 한계일 수 있는데, 이들을 통해 이러한 단점이 상당 부분
보완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시도는 참여하는 유학생들의 역량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된다. 컨설팅 참여를 통해 이들 한국어 역량, 통계 역량, 한국의 교육정책과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등이 향상되었다. 이는 국제교류협력 관련 사업과 유학생 관련 정책에 시사점
을 줄 수 있다. 즉, 이러한 유학생들의 컨설팅 참여는 국제교류협력 측면에서는 그 효과
성과 참여 국가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유학생들의 역량 제고 측면에서는 이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이들이 지속적으로 한국과 관련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다. 국제사회와의 교류 및 국제 네트워크 활용
아시아 지역 교육통계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유관 국제기구와의 지속적 교류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의 달성 및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들에서는 개도국들에 대한 교육통계
역량 강화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아시아지역에서는 SDG4(교육)와 관련하여 현재 유네
스코방콕과 유니세프 동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가 주도하고 있다. 이들이 중심이 된 ‘아
시아태평양지역교육 2030회의(Asian-Pacific Meeting on Education 2030, 이하
APMED)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교육2030 이행 지원과 조정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SDG4(교육)의 ① 확산 및 정보·지식 교환(Advocacy,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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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knowledge exchange), ② 역량 개발(Capacity development), ③ 모니터링
(Monitoring) 등을 수행하고 있다(UNESCO, 2018). 현재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이루
어지는 개도국 대상 교육통계 역량 강화 연수 및 연수 모듈 개발은 APMED와 유네스코
방콕, 유니세프 동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이들은 ASEAN
사무국과 협력하여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학교 밖 아동·청소년 통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은, 본 연구사업이 이들이 주도하고 있는 교육통계 역량
개발 사업과 그 목적을 같이 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내기에 용이하다. 국제기구는 그들
이 가진 지역 네트워크가 있으며, 오랫동안 진행해 온 국제협력 경험으로 국가별 특성을
비교적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재정적 문제로 독립적으로 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아시아지역에서 교육통계체제 전반을 아
우를 수 있는 전문가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례로, 과거 EFA 시절 유네스코에서
개발한 교육통계 역량 강화 연수 매뉴얼(UNESCO Bangkok, 2011)은 일본의 재정지원
으로 만들어졌으며, 현재 ASEAN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교 밖 아동·청소
년 관련 프로젝트는 말레이시아의 지원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 반대로, 본 연구사업의
경우 독자적인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통계, 교육정책, 교육정보화, 국제협력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구성하고 있어 인적자원 측면에서 뛰어나다. 반면, 국제사회에서
의 네트워크가 약한 단점이 있다. 또한 국가 단위의 컨설팅으로 진행하다보니 국가별 담
당자를 정확히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국제기구와 본원의 장·단점은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 국제기구에서
는 그 동안 꾸준하게 아시아 지역 교육통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협력과 전문적
협력을 요청해 왔다. 반면, 본 연구사업 입장에서는 국가 선정과 국가별 특성을 이해하는
데 국제기구에서 이미 구축해 온 조직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 이들은 어느 국가의
누가 교육통계 및 정보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지 비교적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조직
단위(unit)의 네트워크로 각 국가별 사무국(focal point)이 있어 담당자들의 변동이 있
더라도 협력이 유지된다. 현재 본 연구사업에서는 유니세프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 및
ASEAN 사무국과 협력하여 2주기 참여 국가 선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10월 말레이
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있었던 워크숍에는 ASEAN 소속 국가들의 교육통계 또는 정보화
담당자와 국제교육협력 담당자들이 참석하였다. 본 연구사업에서 이 워크숍을 통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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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의 취지와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많은 국가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러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은 그들의 네트워크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도 관련 연구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교육통계 역량 강화 사업은, 개도국의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
통계정보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사업은 동시에 다른 국
가들을 컨설팅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통계체제의 발전과정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우리
나라 교육통계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교육
통계시스템이 오래 전부터 구축되어 있고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진 국가들에서 나타
날 수 있는 문제는,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것이다. 아무리 우리나라 교육
통계체제가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되었다고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 그대로 안주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가령, 이번 1주기 컨설팅 사업의 대상 국가였던 몽골의 경우, 최근
에 교육통계시스템을 구축하였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으로 가장 선진적인 공
공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종단적 교육정보시스템으로 교육통계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
다. 교육종단시스템은 현재 미국의 일부 주를 비롯한 소수의 일부 국가들에서만 구축된
모델이다.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와 더불어 교육통계시스템이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국가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다소 오래되고 복잡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200여개가 넘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점차 빅데이터화 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UNICEF, 2019a). 이렇듯 본 연구사업은 다른 국가들 및 국제기
구들과의 교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교육통계체제의 발전 방향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
나라의 교육통계 발전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학습의 기회이기도 하다. 본 연구사업은
개도국의 교육통계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교육통계의 발전과 관련 전문
가들의 역량 개발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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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tudy is a ten-year project that aims to implement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n education indicators and statistical capacity. To
be specific, this project seeks to assist Asian developing countries to develop
their educational systems by building their own capacities to prod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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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statistics and indicators. The project consists of a preparation stage
(2016) and three rounds of consultation (1st round: 2017-2019; 2nd round:
2020-2022; 3rd round: 2023-2025). Each round spans three years, during
which KEDI performs diverse advisory activities for partner countries. From
2017 to 2019, the first round of consultation has been carried out with three
partner countries: Mongolia, Vietnam, and Sri Lanka.
During 2017-2018, the project team and partner countries have made some
substantial and practical achievements, such as making amendments to the
education law, securing a budget for education statistics, etc. However,
limitations have also been found, including a lack of capacity to expand
consulting to ODA and scattered focuses of consultation across partner
countries.
Based on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identified during the first two
years, this year's consultation focused on wrapping up the first round and
preparing for the second round. First, the project team continued their
consulting efforts for building statistical capacity in partner countries and
reviewed the overall consultation outcomes over the past three years. Second,
the project team explored the possibilities of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future consultation. Third, the project team analyzed the
assumptions and processes for the first round of consultation in order to
provide a theoretical framework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n education indicators and statistical capacity. This theoretical framework
concerned three aspects of cooperation, including the level of a nation's
education statistical system, cooperation types, and cooperation contents. The
framework was expected to help in understanding the overall process of
statistical capacity building consulting, as well as to provide a theoretical
background for the second round of consultation to be implemented over the
next three years. Fourth, the goals of the second round of consultation were
set. They include 1) continuing the one-to-one cooperation approach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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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al capacity building; 2) supporting other types of cooperation that
may be derived from this project; and 3) clarifying each stage of consultation
(i.e., assessment, training, and building statistical infrastructure). Fifth, based on
the goals set for the next consultation, the project team will soon select the
next partner countries. The selection criteria would include each applicant
country’s current status of education statistics system, areas of interest,
participation willingness, etc. and may also include each applicant country’s
region, economic status, and diplomatic relations.
Finally,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policies were derived regarding
1) directions for futur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education statistics, 2)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education statistics, and 3)
utilization of an international network to diversify the type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education statistics.

keywords : education statistics consultat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education statistics, education indicat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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