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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글로벌화 되고 있는 이 시대에 국제협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
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 배우고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양자
간, 다자간 협력을 통해 국제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가는 것이 모든 국가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위하여 UN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2015년까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추구해야 할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를 제시하여 글로
벌 협력의 이정표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제는 MDGs에 이어 2030년까지 모든 UN 회원국이
추구해야 할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UN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라는 이름 아래
글로벌 사회가 협력해야 할 국제협력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2030년까지 우리 모두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UN에서 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는 교육통계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중점협력국가들
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여 교육통계역량을 증진하고, SDGs 교육지표 생산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사업에서 제시된 방안들이 향후 개도국 교육발전에 기여하
기를 기대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앞으로도 그동안 축적해온 교육통계 분야 연구사업의 성과를 개도국들과
공유하고, 개도국들의 교육통계 역량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본 연구사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신 원내 연구진들과 원외 전문가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17년 12월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직무대행 류 방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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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 협력 사업>의 2차년도
연구로 추진되었다. 2017년도에는 아시아 3개국 대상 교육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 컨설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였다. 전반기에는 선정된 개도국을 방문하여 교육통계시
스템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개도국의 교육통계 컨설팅 수요를 파악하며, 개도국의 교육통계
역량을 진단하여, 개도국 교육통계 컨설팅 계획(초안)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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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정하였다. 이 계획을 바탕으로 3차년도인 2018년부터 대상 국가에 대한 교육통계 컨설팅을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
첫째, 개도국 교육지표 및 개발 협력 사업의 개념과 의미, 개도국 교육통계 컨설팅의 개념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개도국 교육지표와 관련된 연구, 개도국 교육통계 컨설팅과
관련된 연구,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 및 교육지표 관련 연구물들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
다. 다음으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표의 개념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개도국을 대상
으로 하는 교육지표의 개념, 영역, 개발 현황, 개발 조건 등을 분석하였다. 개도국 교육지표는
개도국 교육 수준을 진단하고 교육 분야에서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좋은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통계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데, 많은 개도국
에서는 품질 좋은 통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생산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양질의 통계와 지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사업에서는 개도국 교육통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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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개발의 의미와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개도국 교육통계역량이란, 개도국
이 교육통계를 생산하고 교육통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역량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교
육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교육통계 조사를 실시하고, 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도
적 기반 마련과 이를 위한 지원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도국 교육통계역량을 크게 교육
통계 조사 역량, 교육통계 서비스 역량, 교육통계 제도･기반 역량 등 3가지로 구분하였다.
개도국 교육통계역량이 증진될 경우, 통계 품질, 정책 품질, 교육 품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도국 교육통계역량 개발 컨설팅의 가치와 의미와 성격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교육통계역량 개발 컨설팅을 개도국의 교육통계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전문적인 활동으로 정의하고, 교육통계역량 개발 컨설팅의 1차 목표는 개도국의 통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개도국이 역량을 개발하여 자생적으로 교육통계를 생산하고
자국의 교육발전을 기획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개도국이 자생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공여국
이 제공하는 컨설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여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협력하여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
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사업에서 추진하는 개도국 교육통계 컨설팅은 개도국들의 실질적인
통계 역량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수요 기반 컨설팅, 참여적 컨설팅, 경험 기반 컨설
팅, 현장 기반 컨설팅이라는 4가지 주요 특징을 지닌다.
둘째,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개도국 교육지
표를 개발하고 개도국의 교육통계 생산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교육현황과 교육통
계시스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중점협력국가 3개국(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의 교육시스템 및 교육통계시스템을 파악하여 정리하고 특징, 강･약점 등을 분석하였다. 아시
아 3개국 교육통계 시스템은 1차년도(2016년) 연구 결과, 국제기구(UIS)의 공식 제출 자료,
국가 공식 발간 자료, 그리고 현지 출장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이를 기초로 아시아 3개국 교육
통계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 도구를 개발하고, e-mail 조사와 현지 출장 조사를 통해 교육
통계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였다.
셋째,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 컨설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개도국
교육통계 컨설팅 사업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원국인 개도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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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수요조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
수요조사 도구를 교육통계 프레임워크에 기초하여 개발하고, 사전 e-mail 조사와 현지 출장
조사를 통해 교육통계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였다.
넷째,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역량에 대한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진단
조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역량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사전 e-mail 조사와 현지 출장 조사를 통해 교육통계역량을 진단하였다.
다섯째, 아시아 3개국에 대한 교육통계 컨설팅 계획을 수립하였다. 개도국의 교육통계 생
산 역량과 활용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개도국의 교육통
계 실태조사, 진단조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개도국의 교육통계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컨설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사업에서는
개도국의 교육통계역량을 증진하기 위해서 개도국 교육통계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컨설
팅계획안(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아시아 3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진단조
사, 수요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컨설팅 계획안을 수립하였고, 2017년 8월 개최된 한국 초
청 워크숍에서 본 컨설팅 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국가별로 연구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몽골의 경우 교육통계 컨설팅을 위하여 컨설팅 모형을
개발하고, 이에 기초하여 컨설팅 과제를 도출하였다. 조사 기반 확충, 조사 내용 확충, 조사
체제 구축, 조사 방법 효율화, 조사 결과 분석․서비스 확충 등 5가지 영역에서 총 8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컨설팅을 추진하기로 확정하였다. 베트남의 경우에도 교육통계 컨설팅을 위하여 컨설
팅 모형을 개발하고, 이에 기초하여 컨설팅 과제를 도출하였다. 교육통계 법․제도 기반 구축,
교육통계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통계 최적화 시스템 구축 등 3개 영역에서 총 10개의 과제를
중심으로 컨설팅을 추진하기로 확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스리랑카의 경우 교육통계 컨설팅 모형
을 개발하고, 이에 기초하여 컨설팅 과제를 도출한 결과, 교육통계 법․제도․인프라, 교육통계
조사 체제, 교육통계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통계 활용 체제 구축 등 4개 영역에서 총 9개의
과제를 중심으로 컨설팅을 추진하기로 확정하였다. 이와 같이 수립된 아시아 3개국 대상 교육통
계 컨설팅 계획안에 기초하여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교육통계역량을 강화하는 컨설팅이 본격
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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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사업에서는 한편으로는 역량 개발이라는 새로운 개발 협력 트렌드에 부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개발 협력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개발 협력 모델을 제시하려
고 노력하였다. 본 연구사업의 의의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첫째,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될 SDGs 교육지표 사업에 적극 부응하고자 한 점이다. 현재 유네스코 통계국(UIS)이 다수
의 교육지표(총 43개의 지표)를 야심차게 구상하여 제시하였으나, 개도국들은 이를 생산할 역
량이 충분하지 않다. 취지와 의욕은 좋으나, 현실이 이를 뒷받침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사업에서 추진하는 교육통계 컨설팅은 개도국들이 SDGs 교육지표를 생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외적(물리적) 지원보다는 내적 역량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컨설팅을 추진하고자 한 점
이다. 개도국 교육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개도국의 교육통계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다. 역량 개발이 개도국들에게는 물리적 지원보다 큰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국의 발전경험을 바탕으로 한 점이다. 본 연구사업은 교육통계 분야의 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교육통계는 1963년부터 수기
로 조사를 실시하다가 1997년 컴퓨터 기반 조사로 대대적인 개편을 시도하였다. 그 이후 계속
발전하여 현재는 웹조사, DB to DB 조사까지 최첨단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한국 교육통계의
이러한 다면적 발전경험은 개도국의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교육통계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을 잘 활용하여 개도국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사업의 주요
특징이다.
실제로 본 연구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 교육통계의 우수성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
다. 한국 교육통계 현장(교육통계센터, 학교, 대학교 등)을 견학하면서 개도국들의 감탄과 찬
사가 쏟아졌다. UIS 담당자도 매우 놀라워하면서 한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희망하였다. UIS
담당자는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SDGs 교육지표 생산의 허브 역할을 하여 줄 것을 요청
하였고, 한국이 UIS와 공동으로 워크숍, 세미나, 컨설팅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개도국 지원을 위해 SDGs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UIS와 협력을 위한 기초 토대를 마련한 것도
본 연구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iv －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Ⅱ) : 아시아 중점협력국가를 중심으로

□
본 연구사업은 개도국 교육통계 컨설팅을 추진하여 개도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교육지표를
생산하고 교육발전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7년도의 연구는 아시아
3개국을 선정하여 3개년 교육통계 컨설팅을 추진하는 첫 번째 해로서, 컨설팅 사업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다. 올해 연구를 바탕으로 2018-2019년도에 본격적으로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3개년 단위로 추진하는 컨설팅 사업이 2019년도에 종료되기
때문에 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다만, 2017년도에 컨설팅을 추진하
면서 확인한 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적으로 고민할만한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형 컨설팅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한국은 선진국
에 비하여 늦게 개도국 개발 협력 사업에 참여하였다. 또한 한국의 ODA 규모는 선진 각국에
비하여 적은 편이다. 후발 주자로서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을 활용할 경우, 효과를 내기 위해서
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와 방법에 집중하는 것이 개발
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다행히 개도국들은 한국의 개발 노하우에 관심이 많은 편이
다. 따라서 한국형 개발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이 적은 예산으로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사업에서는 수요자 중심, 장기적 과제 설정, 한국의
발전경험 공유, 역량 개발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국형 컨설팅 사업 모델을 개발하였다.
2019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효과를 검증할 예정이지만, 2017년도 현지 방문 조사와 한국
초청 워크숍을 통하여 이 모델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한국이 잘 할 수 있는 것, 실제적인
효과를 반드시 창출할 수 있는 것,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한국형 모델을 발굴
할 경우, 향후 공여국으로서 한국의 개발 협력 사업의 한 분야로 특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으면서도 한국의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개발 협력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효과적인 개발 협력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KDI가 추진하
고 있는 KSP 사업이 본 연구사업과 유사하나, 본 연구 사업은 3년간의 중기적인 사업으로
실질적인 역량 개발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개도국 개발 협력 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으로 구상되어야 한다. 1년 단위로 하는 단기적
사업은 대부분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가 많다. 개도국 실태를 파악하고, 수준을
진단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한 개도국들이 자신들의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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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 개도국과 협의하여 컨설팅 아젠다를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최소 3년 단위로 컨설팅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최대 10년까지 장기적 사업 가능성을 열어 두는 방향으로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기
간에 추진되는 사업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사업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역량을 개발하는 사업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이 구상될 필요가 있다.
셋째, 개도국 개발 협력 사업에서 추진 절차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연구사업 추진을 위해서 먼저, 기초 연구를 추진하고, 연구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컨설팅 결과에 기반하여 ODA 사업으로 발전할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사업의 경우에도 개도국 교육통계 및 교육지표 개발 역량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2016년
기초연구), 3년간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구상하였다. 컨설팅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
될 경우, 그것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ODA 사업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면 내실 있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사업 효과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넷째, 개도국 연구사업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은 현재 주요국
에 대한 전문가들은 많이 확보하고 있으나, 개도국 개별 국가에 대한 전문가들을 확보하는 노력
은 부족한 편이다. 교육 분야에서도 특정 국가를 제외하고 전 세계로 확대할 경우, 국가별 교육
전문가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 국익을 위해서는 개도국을 포함한 국가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육통계 분야에서 이번에 컨설팅에 참여하는 연구진을 해당 국가(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전문가로 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3개년 동안 컨설팅을 추진할 경우, 통계
뿐 아니라, 교육 분야 전반에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통계 컨설팅
연구진들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의 국가 위상이 높아질수록 국가 전문가의 필요성과 유용성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째, 개도국 개발 협력 사업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영어보다는 한국어와 개도국어로 추진
할 필요가 있다. 영어를 사용할 경우,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이 발생한다. 영어를 잘 하는 전문가
는 통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통계를 잘 아는 전문가는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영어를 잘 하면서도 통계를 잘 아는 전문가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통계를 잘 아는
통역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전문가들이 개도국 개발 협력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언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컨설팅 효과를 제고하는 데에도 반드시 필요
하다. 올해 컨설팅 사업에서는 한국어와 개도국어를 주요 언어로 사용하였는데, 그 효과가 입증
되었다. 한국에 와 있는 개도국 유학생들을 선발하여, 사전에 교육통계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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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통역을 하도록 한 결과, 그 효과가 매우 높았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 유학하고 있는
개도국 유학생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10만 명이
넘는 유학생들, 특히 개도국에서 온 유학생들은 귀국 후 자국의 발전을 위해 전문가로서 또
지도층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서 유학생으로 체류할 때 이들을
개발 협력 분야에서 적극 활용할 경우,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들이
개도국 개발 협력 분야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ODA 사업 기획에서부터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사업의 전체 구조와 주요 연구 사업 수행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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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Ⅱ) : 아시아 중점협력국가를 중심으로

Ⅰ. 연구사업의 개요

1.
2.
3.
4.

전체 10년(2016~2025) 연구사업의 계획
2017년 연구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2017년 연구사업의 내용
2017년 연구사업의 방법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Ⅱ)
: 아시아 중점협력국가를 중심으로

Ⅰ.

1

10 (2016~2025)

본 연구사업은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 협력을 위하여 10년간(2016~2025)
추진되는 과제이다. 1차년도인 2016년 연구는 2017년부터 추진되는 본격 협력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향후 9년간의 사업 수행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017
년부터는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 협력 및 교육통계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과업으로
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전체 10년간의 연구계획을 제시하고, 2017년도에 추진될 연구계획을
구체화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 협력 사업은 개도국의 교육통계 역량 개발을 지원하여 개도국 스스로의
힘으로 교육통계 및 교육지표를 생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교육발전계획 및 교육정책을 수립
하고 교육발전을 도모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증거기반 정책과 사업이 중요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통계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OECD, UIS, World Bank 등 국제기구에서 다양한 지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데이터에
기반 하여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개도국들 역시 최근 통계와 지표 사업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14년도
APEC 국가들을 대상으로 협력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지표 사업이 1순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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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바 있다(장환영･장상현･이수정･서순식･이광현･이지연, 2013).
2016년부터 2030년까지 UN 주도 아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사업이 추진되면서 모든
회원국은 SDGs 교육지표를 생산하여 UN에 보고하도록 요구 받고 있다. 교육 분야(SDG4)에서
도 총 43개의 교육지표(11개의 글로벌 지표와 32개의 주제별 지표)가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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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하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도 43개나 되는 주제별 지표를 생산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
(성별, 연령별, 학교급별, 지열별 변수까지 포함하여 산출할 경우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많은
개도국들은 기초통계 조차 생산하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SDGs 교육지표를 생산하기 위하여
개도국의 교육통계 생산 역량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지난해 본
연구의 일환으로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김창환･임후남･
박성호･문성빈･김본영･이기준･박재민･김진희･이석희･박종효･이정재･채재은, 2016: 175).
이 수요조사를 통해 개도국들은 통계생산을 위한 여러 과제들 가운데 역량 개발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개도국들의 통계 생산 역량을 키우는 것이
SDGs의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SDGs 교육지표를 책임지고
있는 유네스코 통계국(UIS)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개도국들의 통계 및 지표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본 연구사업에서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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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UIS의 SDGs 교육지표 생산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부수적인 목적
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사업에서는 개도국의 교육통계 및 교육지표 생산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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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즉, 본 연구사업에서는 개도국들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교육통계 역량을 강화하고, 강화된 역량을 통해 교육통계의 품질을 제고하며, 다양한 교육지표
(모니터링, 진단, 평가)를 개발, 품질 좋은 통계와 지표를 바탕으로 마련한 정책의 품질을 개선
하여, 궁극적으로 우수한 정책품질을 기반으로 교육품질을 제고하는 선순환적인 구조를 정착시
키고자 한다.

❙그림 Ⅰ-1❙ 본 연구사업의 목표

3년 동안 진행되는 교육통계 컨설팅 사업에서는 개도국의 교육통계 역량을 강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통계품질을 제고하며, 그 다음 단계로 교육지표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1단계 목표)로
한다. 이후 양질의 교육통계와 교육지표를 바탕으로 개도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정책을 수립하
고, 교육을 모니터링하고, 진단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림 Ⅰ-2❙ 본 연구사업의 단계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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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9년(2~10차년도) 동안 추진될 연구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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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통계
생산 및 활용 역량 강화 지원
- 특히, SDGs 교육지표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UIS와 협력 체제 구축 중요
- 국내에서는 연구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부(교육통계담당관실, 국제협력담당
관실)와의 협력 체제 구축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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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 단계 및 연도별 연구사업 추진 마스터플랜
단계
연도

준비단계(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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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도국 교육지표
데이터 수집(SDGs
교육지표 포함)

∘ 주기적 국제비교
데이터 수집
∘ UIS SDGs 교육지표사업
분석
∘ 지표 개발 사업
관련 매년 정례
∘ 개도국 교육지표
국제회의 개최
프레임워크 개발

∘ 좌 3년과 동일
∘ 1단계 연구완료국가
(3개국)의 지속적인
지표관리 지원

∘ 좌 3년과 동일
∘ 1, 2단계
연구완료국가
(6개국)의 지속적인
지표관리 지원

∘ 개도국 교육지표
자료집 발간

∘ 중점협력국가 교육통계
및 지표 실태 분석

∘ 개도국의 교육통계
실태 파악 및 수준
진단

∘ 통계생산 역량 진단도구 ∘ 컨설팅 대상
개도국의 요구 분석
개발
개도국
∘
교육통계 역량
통계 역량 ∘ 중점협력국가 수요조사
∘ 좌 3년과 동일
강화를 위한 개도국
개발
∘ 개도국 교육통계발전
대상 컨설팅 실시
모델 개발
∘ 컨설팅 대상
∘ 개도국 교육통계 발전
개도국의 통계
컨설팅 방안 수립
담당자 연수
실시(필요시)

∘ 좌 3년과 동일

∘ 국내 유관 기관(교육부, KICE, KRIVET, KERIS, NILE, KICCE)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 아시아지역(ASEAN, 유네스코 방콕)
∘ 지역 및 국제통계기구와
∘ 아프리카(ADEA)
협력네트워크 구축
∘ 중남미(OEI, IDB)
∘ 국제기구(UNESCO U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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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
. 2017

지난 수십년 동안 개도국 개발 협력 사업은 ‘원조 중심’에서 ‘개발 협력 중심’으로, 이어서
최근에는 ‘역량 개발 중심’으로 패러다임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UNDP, 2009: 8). 이러한
변화에는 공급자 중심의 패러다임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는 공여국들의 자성적 비판이 기초
가 되었다.
그동안 개도국 개발협력 사업이 물적 지원, 협력사업, 컨설팅･연수, 역량 개발 사업 등으로
구분되어 각자 추진되어,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또한 공급자적 관점에서 추진되어
수원국들의 수요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수원국의 역량 개발에도 큰 효과를 가져 오지 못한
것이다. 추진체계에서도 여러 공여국들이 유기적인 협업 체제 속에서 진행되지 못하여 효과를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새로운 패러다임 아래 개도국 개발 협력 사업에서는 수원국이 주인의식을 갖고 자립적인 역량
을 개발하여 자생적인 발전을 도모하도록 공여국이 지원하는 것이 관건이 되고 있다.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역량 개발(내부 역량 개발)’을 핵심으로 두고 물적 지원, 협력
사업, 컨설팅 연수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를 맺고 역량 개발에 기여하는 구조로 재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Ⅰ-3❙ 개도국 개발 협력의 패러다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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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도국 개발협력에서 또 하나의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은 데이터에 기반을 둔 개발
협력사업의 추진이다. 개도국의 개발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흐름이 강화되면서 통계데이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김창
환･임후남･박성호･문성빈･김본영･이기준･박재민･김진희･이석희･박종효･이정재･채재은,
2016: 27). UIS가 중심이 되어 개도국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World Bank 등 다른 국제기구에서도 데이터를 수집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UN에서도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세우고, 2015년까지 전 세계 회원국들이 목표를 달성하
도록 노력하였다. 2016년에는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이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설
정하였고, 모든 회원국들이 2030년까지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하였다. SDGs 교육분야
지표는 총 43개(11개의 global indicator, 32개의 thematic indicator)로 구성되어 있고, 개도국
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은 2030년까지 지표를 생산하여 UN 및 UIS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개발의 구체적인 목표를 지표화 하고, 성과지표를 달성하는 것을 사업 성공의 핵심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처럼 데이터와 증거에 기반한 개발협력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으로는 역량 개발 패러다임에 부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데이터에 기반한 개발협력 패
러다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통계역량이 중요한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
재 많은 개도국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국의 교육실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량이 미흡한
실정이다. UIS의 지원으로 교육관리정보시스템(EMIS, Educati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이 준비되어 있는 나라도 있으나, 이 시스템을 통해 통계 데이터를 생산하는 역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UN에서 제시한 SDGs를 달성하기 위하여 43개의 교육지표를 생산하는 것이 현안이 되고
있으나, 개도국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선진국과
국제기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새로운 개발협력 패러다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통계역량 강화가 중요하다. 통계역
량 개발은 향후 15년 동안 개도국 개발협력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개도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SDGs 교육지표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내재적 역량(통계제도
역량, 통계조사역량, 통계서비스역량)을 키우는 것이 향후 통계분야 개발협력 분야의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개도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내적 힘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즉, 개도국 통계역량 개발 목표는 컨설팅을 통하여 SDGs
교육지표 생산역량과 데이터 기반 교육계획 수립 역량, 증거기반 교육발전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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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사업에서 추진하는 개발협력 모형은 특별히 4가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개도국
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물적 지원보다는 인적 역량, 조직 역량, 제도 역량을 강화
하여 개도국의 자생적 발전 능력을 키워 주는 것이다. 둘째, 수요자인 개도국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다. 선진화 된 공여국의 입장에서 벗어나 개도국의 수요에 입각하여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을 견지한다는 것이다. 1개 국가를 대상으로 3개년 동안
통계 컨설팅을 추진하여 중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 보다 장기적인 협력 사업
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것이다. 넷째, 한국의 발전경험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다.
교육통계 발전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개도국의 역량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림Ⅰ-4❙ 개도국 통계 역량 개발 모형

. 2017
본 연구사업은 개도국의 통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총 9개년 동안, 대상 국가별 3개년씩 총 3주기의 연구사업이 수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주기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3개년 연구사업은 개도국의 교육통계 역량을 진단하
고,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컨설팅 계획을 수립한 후, 총 4차에 걸친 컨설팅을
실시하여 개도국의 교육통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 3

(2017~2019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아시아 3개국을 선정하여 교육통계 역량 개발 컨설팅 실시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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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개도국 1국가를 대상으로 3년 동안 교육통계 컨설팅을 실시하여 개도국의 교육통계 생산
역량, SDGs 교육지표 생산 역량을 증대시켜 UIS에 자료를 제공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국의
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2017년(컨설팅 1차년도)에는 선정된 개도국의 교육통계 실태조사, 수요조사,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국내 초청 워크숍을 개최하여 종합컨설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8년(컨설팅 2차년도)에는 초청 컨설팅(1차), 현지 컨설팅(2차), 3개국 공동 워크숍
(국제회의)을 실시하여 컨설팅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2019년(컨설팅 3차년도)에는 초청 컨설팅(3차), 현지 컨설팅(4차), 3개국 공동 워크숍
(국제회의)을 실시하여 컨설팅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3개년 컨설팅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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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컨설팅 2차년도)

2019(컨설팅 3차년도)

∘ 실태조사

∘ 초청 컨설팅(1차)

∘ 초청 컨설팅(3차)

∘ 수요조사

∘ 현지 컨설팅(2차)

∘ 현지 컨설팅(4차)

∘ 진단조사

∘ 3개국 공동 워크숍 (국제회의)

∘ 3개국 공동 워크숍 (국제회의)

∘ 초청 워크숍(3개국)

∘ 컨설팅결과분석

∘ 컨설팅 사업 평가

∘ 종합컨설팅 계획수립

∘ 향후 계획수립

2) 2017
2017년도에는 아시아 3개국 대상 종합 컨설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반기
에는 선정된 개도국을 방문하여 교육통계시스템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개도국의 교육통계
컨설팅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개도국의 교육통계 역량을 진단하여 개도국 교육통계 컨설팅
계획(초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후반기에는 선정된 3개국 교육통계 책임자(담당자 포함)를 초
청하여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한국의 교육통계 생산 경험을 공유하고, 개도국 종합 교육통계
컨설팅 계획을 의논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한다. 이 계획을 바탕으로 2차년도부터 교육통
계 컨설팅을 본격 실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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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7

본 연구사업의 내용은 크게 2가지로 구성된다. 하나는, 개도국 대상 교육통계 역량 강화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론적-실천적 연구이다. 이에는 관련 문헌 분석, 관련 조사(실
태조사, 수요조사, 진단조사) 및 분석 등이 포함된다. 다른 하나는 컨설팅 사업 운영이다. 개도
국 교육통계 역량 강화 목적으로 추진되는 일련의 교육 및 지원 활동(현지출장, 초청 워크숍,
컨설팅 계획 수립 등)을 포괄한다.

.
이론적 논의에서는 개도국 교육지표의 개념과 의미, 개도국 교육통계 컨설팅 개념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개도국 교육지표와 관련된 연구, 개도국 교육통계 컨설팅과 관련된 연구,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 및 교육지표 관련 연구물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개도국
교육지표의 개념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표의 개념, 영역, 개발
현황, 개발 조건 등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개도국 교육통계 역량 개발의 의미와 효과를 분석하
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도국 교육통계 역량 개발 컨설팅의 가치와 의미와 성격을 분석하
여 제시하였다.

.

3

개도국 교육지표를 개발하고 교육통계 컨설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교육현황
과 교육통계시스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2차년도 중점협력국가 3개국(몽골,
베트남, 스리랑카)의 교육시스템 및 교육통계시스템을 파악하여 정리하고 특징, 강약점 등을
분석하였다.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 시스템은 1차년도(2016년)에 조사한 결과, 국제기구(UIS)의 공식
제출자료, 국가 공식 발간자료, 그리고 현지 출장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이를 기초로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도구를 개발하고, 사전
e-mail 조사와 현지 출장조사를 통해 교육통계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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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도국 교육통계 컨설팅 사업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원국인
개도국들의 요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2016년 연구사업에서 개괄적으로 파악한 사항을 기초
로 2017년도에는 아시아 지역 3개국을 직접 방문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희망사항을 파악하
였다.
수요조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 수요조사 도구를 개발하고,
사전 e-mail 조사와 현지 출장조사를 통해 교육통계 요구 사항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였다.

.

3

개도국 교육통계 역량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진단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
다. 진단조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 역량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사전 e-mail 조사와 현지 출장조사를 통해 교육통계 역량을 진단하였다.

.

3

개도국의 교육통계 생산역량과 활용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개도국의 교육통계 실태조사, 수요조사,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개도국의 교육통
계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컨설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사업에서는
개도국의 교육통계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개도국 교육통계 역량 증진 컨설팅계획안(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였다. 아시아 3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수요조사, 진단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컨설팅계획안을 수립하였다. 2017년 8월 개최된 한국 초청워크숍에서 이 컨설팅계획
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이 컨설팅계획에 기초하여 2018년부터 컨설팅이
본격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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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7
.

개도국 교육지표를 개발하고 교육통계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관련 문헌
을 분석하였다. 먼저, 개도국 교육지표, SDGs 교육지표와 관련된 국내외 문헌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개도국 교육통계 역량 및 컨설팅과 관련된 문헌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아시아 중점협력국가 3개국의 교육실태 및 교육통계와 관련된 국내외
문헌을 분석하였다.

.

3

아시아 중점협력국가 3개국이 보유하고 있는 교육통계 자료, 국제기구 제공 자료, 국내선행
연구 자료를 조사하였다. 이를 기초로 아시아 3개국의 교육통계 생산 역량을 파악하고 컨설팅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많은 개도국이 현재 교육관리정보시스템(EMIS)을 구축하고 있고, 그것을 활용하여 통
계데이터를 생산하고 있으므로, 개도국의 교육관리정보시스템(EMIS)을 분석하고, 통계생산
과정을 분석하여 맞춤형 컨설팅 방안을 도출하였다.

.
개도국 교육통계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개도국 교육개발협력 전문가, 국제교육통계･교육지표 전문가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에 참고하였다.

.

3

아시아 3개국의 교육통계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통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3개국의 통계
역량을 진단하기 위하여 출장 방문을 실시하였다. 국가별로 프로젝트 매니저 1인, 국가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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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통계전문가 2인, 통역(국내 유학생) 등 5명씩 총 15명이 참여하였다. 더불어 SDGs 교육
지표 사업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국제기구와 협력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회의 결과를
본 연구사업에 반영하였다.

<아시아 3개국 출장 개요>
○ 일정
- 2017년 6월 19일 – 6월 24일(베트남, 몽골)
- 2017년 6월 26일 – 7월 3일(스리랑카)
○ 컨설팅단(5명) : 프로젝트 책임자(PM)(1), 통계전문가(3), 통역(1)
<표❙ 현지 출장 일정 및 역할 분담
한국 역할

∘ 한국 대표단과의 미팅 준비

오전

∘ 교육부 방문
∘ 컨설팅 사업 협의

∘ 개도국 사업 책임자 및 관계자 참석

오후

∘ 사업설명회
∘ 한국 통계 발전경험 소개

∘ 개도국 사업 책임자 및 관계자 참석

2일차

∘ 개도국 교육통계 발표
- 초등학교 교육통계 실태 및 문제점
- 중고등학교 교육통계 실태 및
문제점
- 대학 교육통계 실태 및 문제점
- 교육통계 서비스 및 활용 실태 및
문제점

오전

3일차

4일차

오후

∘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 지원

오전

∘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 지원

오후

∘ 개도국 교육통계 작성기관 방문(예,
교육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 개도국 교육통계 작성기관 방문 협조

오전

∘ 개도국 교육통계 작성기관 방문(예,
교육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 개도국 교육통계 작성기관 방문 협조

오후

∘ 수요조사 실시
∘ 컨설팅 계획 협의

∘ 수요조사 지원
∘ 컨설팅계획 협의

5일차

6일차

개도국 역할

∘ 개도국 도착

1일차

∘ 한국으로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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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시아 3개국 통계분야 전문가(공무원, 연구원)들을 초청하여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아시아
3개국의 통계책임자(교육부 국장, 과장, 사무관급)를 초청하였다. 또한 UIS 아시아태평양 지
역 담당자를 초청하여 협력기반을 마련하였다. 국제워크숍은 다자간 회의와 양자 간 회의로
구성되었다. 다자간 워크숍에서는 SDGs 교육지표 사업 현황과 한국의 SDGs 사업 추진 현황,
교육통계 발전경험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양자 간 워크숍에서는 아시아 3개국을 대상으로 컨설
팅 계획을 의논하고, 2018~2019년 동안 진행될 교육통계 컨설팅 계획을 확정하였다.

2017년 국제워크숍 추진계획
 개도국 교육통계 역량 강화를 위한 제2차 국제컨퍼런스 개최
◦ 일시 : 2017년 8월 28일(월) ~ 30일(수)
◦ 장소 : 서울 코리아나 호텔
◦ 참석자 : 약 100명
- 국외(약 20명) : 국제기구(UIS), 아시아 3개국(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및 방글라데시(옵저버국가)
교육통계 공무원 등
- 국내(약 80명) : KEDI 원장 등 주요 간부, 교육부 교육통계당당관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연구진
및 컨설팅단 등
◦ 목적
- SDGs 교육지표 사업 최근 동향 공유 및 협력 방안 도출
- 한국의 교육통계 발전경험 공유를 통한 아시아 국가 통계역량 강화
◦ 주제 발표
- 교육통계 컨설팅 사업 설명 및 경과보고
- SDGs 교육지표 최근 동향
- 한국의 SDGs 교육사업 진행 현황
- 교육통계발전 모형(한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아시아 개도국 대상 현장 컨설팅 실시
◦ 아시아 국가 교육통계 역량 강화를 위한 제2차 컨설팅 실시
- 한국의 교육통계 현장 견학(field consulting)을 통한 교육통계 발전경험 공유

16

Ⅰ. 연구사업의 개요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탕정초등학교, 탕정중학교, 삼성고등학교, 삼육대학교 등을 방문하여 통계
시스템, 통계조사, 통계서비스, 통계활용 등에 대하여 컨설팅 실시

- 아시아 3개국을 대상으로 교육통계 컨설팅 협의회 개최
※ 아시아 3개국(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교육통계 실태 분석 및 수요조사에 기반하여 컨설팅 계획 협의

.

3

(

)

아시아 3개국에 대한 컨설팅에서는 한국어-현지어를 주요 언어로 사용하였다. 영어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유학하고 있는 아시아 3개국 출신 학생을 통역으로
활용하였다. 이들의 통계 통역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사전에 총 5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고,
본 사업을 이해시키고, 통역으로 참여시켰다. 아시아 3개국 출신 유학생들이 3년 동안 통역과
번역 등에 참여하면서 통계전문성을 신장하여 해당 국가 통계전문가로 활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Ⅰ-3❙ 통역 교육
1차(3.19)

2차(4.12)

∘ 첫 미팅,
사업설명

3차(4.19)

∘ 통계설명

∘ 실태조사,

∘ 번역 점검

∘ 수요조사 도구
설명

주제

4차(5.17)
∘ 아시아 3개국
출장 준비

5차(7월 말)
∘ 아시아 3개국
출장 결과 논의

∘ 현지 실태 파악 ∘ 한국 초청
워크숍 논의
∘ 한국 경험 발표
자료 공유

참석자

.

∘ 연구진, 통역
3명

3

∘ 컨설팅단, 통역
3명

∘ 컨설팅단, 통역
3명

∘ 컨설팅단, 통역
3명

∘ 컨설팅단, 통역
3명

MOU

아시아 3개국의 교육통계 컨설팅을 3년 동안 추진하기 위하여 참여국과 MOU(참여국, 교육
부, 한국교육개발원 3자간 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MOU를 통해 상호 협력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호 책무성 있게 참여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 MOU는
2018년도 한국 초청 컨설팅에서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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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IS)

본 연구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제기구 및 교육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
하였다. 현재 SDGs 교육지표는 UIS가 주 책임기관으로 되어 있다. UIS, 유네스코 방콕사무소
와 협력하여 컨설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될 때, ‘개도국 통계역량강화를 통한 SDGs
교육지표 생산’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본 컨설팅 사업이
국가 간 사업임을 고려하여 국가통계를 대표하는 교육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향후 3년 동안 추진될 연구사업 계획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Ⅰ-4❙ 3개년(2017~2019) 연구사업 계획 종합
2017년
연구목적

연구내용

∘ 개도국 통계역량강화

2018년

2019년

∘ 개도국 통계역량강화

∘ 개도국 통계역량강화

∘ 실태조사

∘ 초청 컨설팅(1차)

∘ 초청 컨설팅(3차)

∘ 수요조사

∘ 현지 컨설팅(2차)

∘ 현지 컨설팅(4차)

∘ 진단조사
∘ 초청 워크숍(3개국)

∘ 3개국 공동워크숍
(국제회의)

∘ 3개국 공동워크숍
(국제회의)

∘ 종합컨설팅 계획수립

∘ 컨설팅결과분석

∘ 향후 계획수립

∘ 한국의 경험 공유

∘ 컨설팅 사업 평가
∘ 문헌분석

연구방법

∘ 문헌분석

∘ 문헌분석

∘ 통계시스템 분석

∘ 전문가협의회･자문회의

∘ 전문가협의회･자문회의

∘ 전문가협의회･자문회의

∘ 방문출장

∘ 방문출장

∘ 방문출장

∘ 초청워크숍

∘ 초청워크숍

∘ 초청워크숍

∘ 국제기구(UIS)･교육부와의
협력

∘ 국제기구(UIS)･교육부와의
협력

∘ 연구사업보고서

∘ 연구사업보고서

∘ 연구사업보고서

∘ 교육지표집

∘ 교육지표집

∘ 교육지표집

∘ 국제회의 자료집

∘ 국제회의 자료집

∘ 국제회의 자료집

∘ 교육통계 컨설팅 종합 계획

∘ 컨설팅 중간보고서

∘ 컨설팅 종합결과보고서

∘ 통계전문가 양성
∘ MOU 체결
∘ 국제기구(UIS)･교육부와의
협력

연구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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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2019년까지 향후 3년 동안 추진될 교육통계 컨설팅 계획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Ⅰ-5❙ 3개년(2017~2019년) 컨설팅 계획
2017년

컨설팅 목표

컨설팅 대상

컨설팅 내용

컨설팅 방법

주요 산출물

2018년

2019년

∘ 컨설팅수요조사

∘ 통계생산역량 증대

∘ 통계생산역량 증대

∘ 컨설팅종합계획수립

∘ SDG 교육지표 생산

∘ SDG 교육지표 생산
∘ 몽골 교육통계 발전계획
수립

∘ 정책결정자

∘ 통계전문가(코디네이터)

∘ 통계전문가(코디네이터)

∘ 한국 경험 공유

∘ 맞춤형 통계컨설팅

∘ 맞춤형 통계컨설팅

∘ 통계실태조사

∘ (조사, 서비스, 제도)

∘ (조사, 서비스, 제도)

∘ 몽골 현지 방문조사

∘ 한국 초청 컨설팅

∘ 한국 초청 컨설팅

∘ 한국 초청 워크숍

∘ 몽골 현지 컨설팅

∘ 몽골 현지 컨설팅

∘ 컨설팅종합계획

∘ 컨설팅 중간보고서

∘ 컨설팅 종합결과보고서

∘ 통계전문가(코디네이터)

∘ 몽골 교육통계 발전계획
보고서

향후 3개년 동안 수행될 컨설팅 프로세스를 연도별로 도식화 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Ⅰ-5❙ 연도별 교육통계 컨설팅 프로세스(2017-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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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사업은 총 17명의 연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사업이 연구와 컨설팅으로 구분되
어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연구진 가운데 15명(국가별 5명)은 아시아 3개국
컨설팅에 직업 참여하였다. 특히,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직원들이 컨설팅단으로 다수
포함되어 있다. 연구진의 구성과 역할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표 Ⅰ-6❙ 연구진 역할 분담
연구진

소속

역할
∘ 연구 총괄

김00

한국교육

(교육학)

개발원

∘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 베트남 교육통계컨설팅 PM
∘ 베트남 교육통계컨설팅계획서 작성
∘ 서론, 결론, 이론적 배경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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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00

한국교육

(교육학)

개발원

박00

한국교육

(교육학)

개발원

박00

한국교육

(교육학)

개발원

안00

한국교육

(교육학)

개발원

김00

한국교육

(경영학)

개발원

이00

한국교육

(공학)

개발원

박00

한국교육

(공학)

개발원

∘ 몽골 교육통계컨설팅 PM
∘ 몽골 교육통계컨설팅계획서 작성
∘ 스리랑카 교육통계컨설팅 PM
∘ 스리랑카 교육통계컨설팅계획서 작성
∘ 교육통계 실태조사, 진단조사, 수요조사 도구 검토
∘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컨설팅계획서 검토
∘ 교육통계 실태조사, 진단조사, 수요조사 도구 검토
∘ SDGs 교육지표 협력 방안 검토
∘ SDGs 교육지표 관련 국제회의 참석
∘ 스리랑카 교육통계 컨설팅 참여
∘ 한국 교육통계발전과정(I) 작성 및 발표
∘ 스리랑카 교육통계컨설팅계획서 작성
∘ 베트남 교육통계 컨설팅 참여
∘ 한국 교육통계발전과정(I) 작성 및 발표
∘ 베트남 교육통계컨설팅계획서 작성
∘ 몽골 교육통계 컨설팅 참여
∘ 한국 교육통계발전과정(I) 작성 및 발표
∘ 몽골 교육통계컨설팅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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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소속

역할

이00
(공학)

한국교육
개발원

∘
∘
∘
∘

스리랑카 교육통계 컨설팅 참여
한국 교육통계발전과정(II) 작성 및 발표
스리랑카 출장 보고서 작성
한국 초청워크숍 결과보고서(스리랑카편) 작성

엽00
(교육학)

한국교육
개발원

∘
∘
∘
∘

베트남 교육통계 컨설팅 참여
한국 교육통계발전과정(II) 작성 및 발표
베트남 출장 보고서 작성
한국 초청워크숍 결과보고서(베트남편) 작성

오00
(교육학)

한국교육
개발원

∘
∘
∘
∘

몽골
한국
몽골
한국

김00
(교육공학)

충남대

∘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 DB 관련 컨설팅
∘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 실태조사, 진단조사, 수요조사 도구 검토
∘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 컨설팅계획서 검토

박00
(교육학)

건국대

∘ 개도국 문헌분석, 교육통계 및 지표 분석
∘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 실태조사, 진단조사, 수요조사 도구 개발
∘ 사업설명서, 역할설명서 등 각종 영문자료 검토

송00
(컴퓨터교육학)

교원대

∘ 아시아 3개국 EMIS 관련 컨설팅
∘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 실태조사, 진단조사, 수요조사 도구 검토
∘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 컨설팅계획서 검토

이00
(역사교육학)

전 KEDI

∘ 몽골 교육통계 컨설팅 참여
∘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 실태조사, 진단조사, 수요조사 도구 검토
∘ 몽골 교육통계 컨설팅계획서 작성

채00
(행정학)

가천대

∘ 개도국 문헌분석, 교육통계 및 지표 분석
∘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 실태조사, 진단조사, 수요조사 도구 개발
∘ 사업설명서, 역할설명서 등 각종 영문자료 검토

Roshan
Bajracharya

UIS

∘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 컨설팅 계획 검토
∘ 한국 초청 워크숍 참석 및 발표(UIS SDGs 교육지표 최근 동향)

교육통계 컨설팅 참여
교육통계발전과정(II) 작성 및 발표
출장 보고서 작성
초청워크숍 결과보고서(몽골편) 작성

2)
본 연구사업에서는 총 5명의 외부연구진이 참여하였다. 이론적 논의, 실태조사 도구개발,
수요조사 도구개발, 진단조사 도구개발 등 연구성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고, 아시아 3개국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의 컨설팅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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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7❙ 외부 연구진 역할 분담
연구진

주요 역할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에서 교육통계DB팀장을 역임하였고, 교육통계조사 및 DB
구축에 있어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갖추고 있음.

김00
(충남대)

∘ 현재 KEDI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 설계자로서,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하여
개도국에 컨설팅을 제공할 최적의 전문가임.
∘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의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최적의 교육통계DB를 설계하는데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에서 국제통계팀장과 교육지표연구실장을 역임하여, 교육통계
및 교육지표 분야 최고의 전문가임.

박00
(건국대)

∘ 1차년도(2016년도) 연구사업에 참여하여 개도국(중점협력국가 24개국) 교육지표 실태를
분석하였고, 따라서 본 연구사업의 취지를 잘 파악하고 있음.
∘ 이번 연구사업에서는 문헌분석, 통계 및 지표분석을 실시하고, 개도국 교육통계(역량)
실태조사, 진단조사, 수요조사 도구를 개발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 또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영문자료(사업설명서, 역할설명서,
실태조사, 진단조사, 수요조사 등)를 검토하여 양질의 연구사업이 추진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 개도국의 교육정보화 및 EMIS 시스템 관련하여 국내 최고의 전문가임
∘ 지난 수년간 아시아 여러 개도국들을 방문하여 교육정보화 및 EMIS 컨설팅을 실시하여
왔음.

송00
(한국교원대)

∘ 현재 많은 개도국이 EMIS와 연계하여 통계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EMIS 연계 통계
시스템을 파악하고 자문을 제공하는데 최적 전문가임.
∘ 이번 출장에서는 베트남의 교육통계 DB 또는 EMIS 연계 통계조사 분야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지만, 개도국 출장 이후 몽골과 스리랑카의 EMIS 시스템에 대해서도
자문을 제공하였음.
∘ 몽골 교육 관련하여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서, 10년 전부터 몽골 교육발전을 컨설팅해 왔음.

이00
(전 KEDI)

∘ 이번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몽골과의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음(몽골 교육부장관 자문관과 친밀한 관계).
∘ 또한 다년간의 교육개발협력 경험과 더불어 탁월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베트남과
스리랑카와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있어서도 큰 공헌을 하였음.
∘ 몽골과의 컨설팅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 교육부(국제협력담당관) 및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근무하면서 글로벌 협력 및 개도국
교육개발협력 분야에서 다년간의 연구와 사업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국제협력분야 전문가임.

채00
(가천대)

∘ 1차년도(2016년도) 연구사업에 참여하여 개도국(중점협력국가 24개국) 교육통계 실태를
분석하였고, 따라서 본 연구사업의 취지를 잘 파악하고 있음.
∘ 이번 연구사업에서는 문헌분석, 통계 및 지표분석을 실시하고, 개도국 교육통계(역량)
실태조사, 진단조사, 수요조사 도구를 개발하고 검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 또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영문자료(사업설명서, 역할설명서,
실태조사, 진단조사, 수요조사 등)를 검토하여 양질의 연구사업이 추진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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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몽골 컨설팅단 업무 및 역할

❙표 Ⅰ-8❙ 몽골 컨설팅단 업무 및 역할
출장자

주요 역할
∘ 몽골 총괄 PM
∘ <아시아국가 교육지표 조사연구> 책임자로서 아시아 개도국의 교육통계 및 지표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

임00

∘ 이번 출장에서는 둘째 날 세미나에서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 협력 사업에 대하여
발표하고,
∘ 몽골 교육통계 실태조사, 교육통계 수요조사를 책임지고 수행하였음.
∘ 또한 향후 컨설팅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KEDI 교육통계센터에서 17년간 근무하였고, 교육통계조사 전문가임.
∘ 또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여 교육통계DB 전문가이기도 함.

박00

∘ 몽골에서 컨설팅을 요청할 다양한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역량을 소유하고 있음.
∘ 이번 출장에서는 둘째 날 세미나에서 한국의 교육통계 발전경험(통계제도, 통계조사)을
발표하고,
∘ 몽골 교육통계 실태조사를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하였음.

∘ KEDI 교육통계센터에서 10년간 근무하였고, 현재 유초중등교육통계조사팀장을 맡고 있음.

오00

∘ 몽골에서 EMIS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와 연계하여 통계를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NEIS통계 전문가로서 이러한 DB 연계 통계조사에 대하여 자문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 이번 출장에서는 둘째 날 세미나에서 한국의 교육통계 발전경험(통계서비스, 통계활용)을
발표하고,
∘ 몽골 교육통계 수요조사를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하였음.

이00

∘ 몽골 교육 관련하여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서, 10년 전부터 몽골 교육발전을 컨설팅해
왔음.
∘ 이번 출장에서는 SDGs 지표 생산 실태 파악 및 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수행하였음.
∘ 몽골어 및 영어-한국어 통역

Baatar Ariunaa

∘ 현지 가이드 및 안내
∘ 대상국 교육통계 관련 자료 수집, 현황 파악 및 실태/수요조사 진행 보조, 전체 협의/토의
준비 및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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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컨설팅단 업무 및 역할

❙표 Ⅰ-9❙ 베트남 컨설팅단 업무 및 역할
출장자

주요 역할
∘ 베트남 총괄 PM

김00

∘ 본 연구사업의 책임자로서 아시아 개도국의 교육통계 및 지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
∘ 이번 출장에서는 둘째 날 세미나에서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 협력 사업에 대하여 발표하고,
∘ 베트남 교육통계 실태조사, 교육통계 수요조사를 책임지고 수행하였음.
∘ 또한 향후 컨설팅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KEDI 교육통계센터에서 19년간 근무하였고, 교육통계조사 전문가임.
∘ 또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여 교육통계DB 전문가이기도 함.

이00

∘ 베트남에서 컨설팅을 요청할 다양한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역량을 소유하고 있음.
∘ 이번 출장에서는 둘째 날 세미나에서 한국의 교육통계 발전경험(통계제도, 통계조사)을
발표하고,
∘ 몽골 교육통계 실태조사를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하였음.
∘ KEDI 교육통계센터에서 8년간 근무하였고, 고등교육통계, 취업통계 등 다양한 조사 경험을
갖고 있음.

엽00

∘ 이번 출장에서는 둘째 날 세미나에서 한국의 교육통계 발전경험(통계서비스, 통계활용)을
발표하고,
∘ 스리랑카 교육통계 수요조사를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하였음.
∘ 개도국의 교육정보화 및 EMIS 시스템 관련하여 국내 최고의 전문가임.

송00

∘ 지난 수년간 아시아 여러 개도국들을 방문하여 컨설팅을 실시하여 왔음.
∘ 이번 출장에서는 베트남의 교육통계 DB 또는 EMIS 연계 통계조사 분야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음.

∘ 베트남어 및 영어-한국어 통역
Le Hoang Bao ∘ 현지 가이드 및 안내
Tram
∘ 대상국 교육통계 관련 자료 수집, 현황 파악 및 실태/수요조사 진행 보조, 전체 협의/토의
준비 및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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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사업의 개요

○ 스리랑카 컨설팅단 업무 및 역할

❙표 Ⅰ-10❙ 스리랑카 컨설팅단 업무 및 역할
출장자

주요 역할
∘ 스리랑카 총괄 PM
∘ 교육통계연구센터 소장으로서 교육통계 및 지표사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통계
전문가

박00

∘ 이번 출장에서는 둘째 날 세미나에서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 협력 사업에 대하여
발표하고,
∘ 스리랑카 교육통계 실태조사, 교육통계 수요조사를 책임지고 수행하였음.
∘ 또한 향후 컨설팅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KEDI 교육통계센터에서 19년간 근무하였고, 교육통계조사 전문가임.

김00

∘ 유초중등교육통계, 고등교육통계, 평생교육통계, 취업통계 등 다양한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스리랑카에서 컨설팅을 요청할 다양한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역량을
소유하고 있음.
∘ 이번 출장에서는 둘째 날 세미나에서 한국의 교육통계 발전경험(통계제도, 통계조사)을
발표하고,
∘ 스리랑카 교육통계 실태조사를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하였음.
∘ KEDI 교육통계센터에서 13년간 근무하면서, 유초중등교육통계, 고등교육통계 등 다양한
조사 경험을 풍부히 갖고 있음.
∘ 또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여 교육통계DB 전문가이기도 함.

이00

∘ 스리랑카의 교육통계 DB 또는 EMIS 연계 통계조사 분야에서 전문성적인 자문을 제공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 이번 출장에서는 둘째 날 세미나에서 한국의 교육통계 발전경험(통계서비스, 통계활용)을
발표하고,
∘ 스리랑카 교육통계 수요조사를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하였음.

박00

∘ KEDI 교육통계센터 및 조사분석실에서 5년간 근무하면서 교육통계와 교육지표
연구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갖고 있고, <한국의 교육지표>를 산출하는 등 교육지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음.
∘ 이번 출장에서는 둘째 날 세미나에서 한국의 경험(SDG 교육지표 산출 현황과 문제점)을
발표하고, SDGs 지표 생산 실패 파악 및 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수행하였음.
∘ 스리랑카어 및 영어-한국어 통역

Subasinghage
Chathurika Nilani

∘ 현지 가이드 및 안내
∘ 대상국 교육통계 관련 자료 수집, 현황 파악 및 실태/수요조사 진행 보조, 전체
협의/토의 준비 및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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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분석
2. 개도국 교육지표에 대한 이론적 고찰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Ⅱ)
: 아시아 중점협력국가를 중심으로

Ⅱ.

이 장에서는 개도국 교육통계협력 사업의 개념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먼저, 관련 선행연구물
들을 분석하였다. 개도국 교육지표와 관련된 연구, 개도국 교육통계 컨설팅과 관련된 연구,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 및 교육지표 관련 연구물들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선행연구
분석에 기초하여 개도국 교육지표 및 교육통계 컨설팅의 개념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먼저, 개도
국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표의 개념, 영역, 개발 현황, 개발 조건 등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개도국 교육통계 역량 개발의 의미와 효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도국 교육통
계 역량 개발 컨설팅의 가치와 의미와 성격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1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 및 협력 사업에 시사점을 주는 선행연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첫째는, 개도국 교육지표 및 교육통계와 관련된 연구물이다. 둘째는, 국제기구
및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개도국 통계컨설팅 연구사업이다. 셋째는, 아시아 3개국(몽골, 베트
남, 스리랑카) 관련 교육통계 및 지표 연구이다. 여기서는 이 세 유형의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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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도국 교육지표와 관련된 사업은 현재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관련 연구물이
쌓여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개도국 교육지표 관련 사업을 살펴보면, 첫째 UIS 교육지표
사업을 들 수 있다(UIS Data Centre_Education). UIS 교육지표 사업은 UIS에서 수집하고
있는 전 세계 회원 국가의 교육통계 자료를 지표형태로 정리한 것을 말한다. 취학률, 진학률,
수료율, 학업성취 수준 등이 제시되고 있다. 둘째, SDGs 교육지표 사업이다.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전 세계 UN 회원국을 대상으로 총 43개의 교육지표를 생산하고 수집할 계획이다.
셋째, World Bank의 SABER사업이다. 이는 개도국 교육정책을 모니터링 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들 국제기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전 세계 국가들의 교육데이터를
수집하고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개도국 교육통계 및 교육지표 관련 연구물들을 살펴보았다.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분야 개발협력과 관련된 연구는 많으나(이석희･이찬희･윤종혁･정광희･유성성･신효
숙･정기오･김선태･정영근･이경자, 2007; 이석희･이찬희･구자억･신효숙･김선태･박인원, 2008;
이석희･장혜승･김형은, 2011; 이석희･윤종혁･허주･김진희･박재윤･민철구･박영일･박태준･박
환보･변종임･이진상･한건수･황원규, 2012; 윤종혁･장혜승･허주･김진희･김새봄･유성상･김재
욱, 2012; 윤종혁･이석희･손희권･박환보･정은하･김경회･노형진･최동주･홍주희, 2013a; 윤
종혁･최정윤･이석희･김진희･박환보･박주형･황원규･이진상･한건수･곽재성･유성상･김재욱･
최영렬･김주훈･박지혜, 2013b; 윤종혁･김미숙･홍영란･유성상･김진희･박주형･홍주희･안해
정･황원규･홍수연･이석희･이진상･김진하, 2014; 채재은･우명숙, 2012; 채재은･우명숙,
2013; 김진희･장혜승･김철희･박주형･류지연･김새봄･하연섭, 2013; 김진희･최정윤･류은진･
박환보･안해정･서기준, 2014; 김진희･김은영･김철희･유성상･장은정, 2015; 김진희･김미숙･
서예원･안해정･윤종혁･이석희･박상백･서정환, 2016; 박환보･윤종혁･김명진･안해정･전예지･
최동주･우한솔･남신동, 2014; 허주･박은경･임효정･박환보･김종민･박혜영, 2014; 최정윤･김
진희･안해정･이석희･홍영란･황원규･곽재성･박환보･이진상･유성상･정상희, 2015; 박희진･김
진희･김훈호･안해정･김이경･김슬아･서정환, 2015; 안해정･서예원･윤종혁･김은영･임후남･박
환보･최동주･김명진･이정화, 2016), 통계 또는 지표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서는 몇 가지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연구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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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표 연구이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2013년부터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교육지표체계
를 개발하고 가용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아시아 각국의 주요 정책적 관심과 현안에 대한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여 제시하였다(엄문영･차성현･신혜숙･박성호･구민선･최수진･박종효,
2013; 임후남･김은영･김지하･박성호･박환보･최수진, 2014; 임후남･김은영･최수진･문성빈･
박성호･박환보, 2015). 둘째, SDGs 관련 통계 연구이다. 오정화･박영실(2015)은 <2030 지속
가능발전의제에 대한 국가 통계 대응방안 수립> 연구를 추진하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가 환경, 사회, 경제를 포함하는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통계사회는 목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프레임 및 지표개발을 논의 중이라고 보고, 효과적인 국내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
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먼저 ‘2030 의제’의 의미, 지향점 그리고 ‘2030 의제’에서 필요한
통계 및 전체적인 통계의 역할에 대한 함의를 찾아보았다. 다음으로 ‘2030 의제’의 지속가능발
전목표와 세부목표 및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선정 과정과 국가, 지역, 글로벌, 주제별 모니터링
이 무엇인지 제시하였다. 또한, 모니터링에 필요한 글로벌 및 국가수준 지표작성에 사용되는
우리나라의 통계현황을 살펴보고, 글로벌 및 국가지표 작성방안을 모색해 제시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고경환･장영식･임달오･최영준･고금지･김솔휘(2016)는 <UN SDGs 보건･복지분야
지표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추진하였다. 이 연구는 SDGs 17개 목표 가운데 보건과 복지분
야의 지표의 의미를 분석하고 통계의 출처, 산출근거 및 정확성을 확인하고, 향후 통계를 활용
할 수 있도록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SDGs 세부 분야별
지표에 대한 국내 최초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정화･박영실의 연구(2015)와 고경환･
장영식･임달오･최영준･고금지･김솔휘(2016)의 연구는 개도국을 지원하는 목적이 아니라, 국
내 통계지표의 산출 가능성을 모색한 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사업과는 목적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UNESCO Education Sector(2015c)에서 2015년에 추진한 <Designing
effective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Education Systems beyond 2015: A global Synthesis
of Policies and Practices> 연구이다. 이 연구는 개도국들이 지속가능한 교육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증거기반 의사결정(evidence-based decision making)이 중요하고, 모니터링과 평가
(E&M) 시스템이 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모니터링과 평가시스
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통계데이터와 지표가 기초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는
통계데이터가 정책 품질과 교육 품질을 제고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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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우리 연구사업의 근거를 제시하고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할 수
있다.

.
개도국의 교육통계 컨설팅과 관련된 연구는 찾지 못하였다. 개도국을 대상으로 교육 외의
분야에 대한 통계컨설팅을 추진한 연구도 찾기 쉽지 않다. 통계청을 중심으로 몇몇 개도국을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개도국을 대상으로 통계컨설팅을
추진한 연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선진국과 국제기구에서 통계 컨설팅을
실시한 사례를 일부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이다. 따라서 여기서도 몇 가지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연구사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개도국 통계진단 사업이다. 세계은행과 UIS는 2008~2009년 남부아프리카발전커뮤니
티(SACD) 내 7개 국가의 교육통계의 질을 평가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UNESCO, 2010).
7개국 교육부,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아프리카 유네스코 지역사무소 내 교육 분과(BREDA),
교육 정책 지원을 위한 행동그룹(Working Group on Education Policy Support: ADEA)에
의해 통계진단이 수행되었고, 대상국은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남아프리카, 스와질
란드, 탄자니아, 잠비아 등이고, 7개국의 통계 수준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김창환･임후남･박성호･문성빈･김본영･이기준･박재민･김진희･이석희･박종효･이정재･채재
은, 2016: 179). 통계 진단을 위해 DQAF(Data Quality Assessment Framework)1)가 사용되
었다. 미국 통계청 역시 개도국의 통계 발전을 위한 진단과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개도
국의 통계 진단을 위해 ‘통계 역량 평가를 위한 도구(Tool for Assessing Statistical Capacity:
TASC)’를 개발하였다(United States Census Bureau, 2013). 미국 통계청의 ‘통계 역량 평가
를 위한 도구’는 USaid의 후원을 받아 협력 사업으로 개발되었다(김창환･임후남･박성호･문성
빈･김본영･이기준･박재민･김진희･이석희･박종효･이정재･채재은, 2016: 180). 개도국 통계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개선 가능한 영역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United States Census Bureau, 2013).
둘째,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 발전 컨설팅 사업이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1) DQAF는 2002년 IMF에 의해 경제데이터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다(UNESCO,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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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a)은 통계청과 협력하여 2013-2014년 미얀마 통계국 역량강화사업(2013-2014)을 실시
하였다. 미얀마의 IT 기반 통계역량을 증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말라위 정부는
2007년에 말라위 개발전략(The Malawi Growth and Development Strategy)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전략을 실행에 옮기고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통계가 중요하다고 판단
하고 말라위 통계청은 통계발전전략을 2차례에 걸쳐(Strategic Plan 2008-2012, Strategic
Plan 2012-2016)을 수립하였다(Republic of Malawi, 2008; Government of Malawi, 2012).
이 통계발전전략을 수립하는데 선진국과 국제기구가 함께 도움을 제공하였다. 영국의 국제개발
부(Departmen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아프리카 역량 개발재단(African Capacity
Building Foundation)이 말라위 통계발전을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개발하는데 필요한 재정
을 지원하고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또한 노르웨이 통계청과 UNFPA, UNICEF가 통계전략계획
을 실행하는데 도움을 제공하였다.
셋째, 통계 외의 분야에서 개도국 컨설팅과 관련된 연구사업이다. 한국에서 추진되는 것으
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추진하는 컨설팅 프로그램(DEEP)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추진하는 KSP 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DEEP(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은 KOICA의 대표적 컨설팅 사업으로 개도국의 제도 및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컨설팅사업이다. KOICA DEEP 프로그램은 정책자문기술, 제도 구축, 인프
라 구축 연계, 인적역량강화 등 네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2014년에는 <베트남 미래비전
DEEP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2013b)은 2013년 <DEEP 프로그램 발전
방안 연구>를 추진하였다. DEEP 프로그램의 개념과 유형을 분석하고, DEEP 사업의 사례를
분석한 후, DEEP 프로그램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2013c)은 <개발컨설팅
프로젝트(DEEP) 성과관리 방안 수립 연구>도 추진하였다. 기존 DEEP 사업을 보다 성과가
강조되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본 연구사업에서도 성과
를 고려하며 컨설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점과 방법을 제시하여 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다. DEEP 프로그램 유형에 따르면 본 연구사업은 ‘인적역량강화’ 사업 유형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추진하는 KSP(Knowledge Sharing Program)은 한국의 발전
경험과 지식을 개도국과 공유하는 컨설팅 프로젝트이다. 한국의 강점을 ODA 사업화 하였다는
점에서 한국형 ODA의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 연구사업 역시 한국의 교육통계발전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한 점에서 KSP 사업과 가장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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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사업에서는 3년 동안 컨설팅이 수행되면서 중기적인 목표 아래
지속적으로 컨설팅이 수행된다는 점에서 KSP 사업과는 차별화 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

3

본 연구사업의 컨설팅 대상인 아시아 3개국(몽골, 베트남, 스리랑카)의 교육통계 및 지표와
관련된 연구물도 찾기가 어렵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시아 3개국을 포함하는 개도국
전체의 교육지표 사업은 UIS 주도로 추진되고 있으나, 개별 국가의 교육통계 실태 및 지표개발
사업에 대한 연구물은 찾기 어렵다.
몽골의 경우, 몽골의 교육에 대한 연구(이찬희･손윤선･Tumur-Ochir, S. & Enhtuvshin,
B. & Begz, N. & Jadamba, B., 2007; ADB, 2008; UNESCO, 2009), 그리고 한국과
몽골의 교육협력에 대한 연구(이찬희, 2009; Dashdorj. S., 2010) 등이 추진되었으나, 몽골의
교육통계 및 지표에 대한 연구는 UNESCO(2011a)에서 2011년에 발표한 <World Data on
Education : Mongolia>와 본 연구사업에서 1차년도(2016년)에 조사하여 정리한 내용이 확인되
고 있다. <World Data on Education : Mongolia>에서는 몽골교육의 기본구조(교육목적, 교육
법, 교육시스템, 교원 등)에 대하여 통계데이터를 기초로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사업의 1차 년도(2016년) 연구에서는 몽골의 통계시스템 현황과 지표 생산 현황을 분석하
여 제시하였다(김창환･임후남･박성호･문성빈･김본영･이기준･박재민･김진희･이석희･박종효･
이정재･채재은, 2016).
베트남의 경우에도, 베트남의 교육에 대한 연구(유성상, 2007; 채재은, 2015; Vietnam
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5)가 추진되었으나, 베트남의 교육통계 및 지표에
대한 연구는 UNESCO(2011b)에서 2011년에 발표한 <World Data on Education : Vietnam>,
그리고 본 연구사업에서 1차년도(2016)에 조사하여 정리한 내용이 확인되고 있다. <World
Data on Education : Vietnam>에서는 베트남교육의 기본구조(교육목적, 교육법, 교육시스템,
교원 등)에 대하여 통계데이터를 기초로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다. <Education in Vietnam:
An analysis of key indicators>에서도 통계 데이터를 기초로 베트남 교육의 주요 현안(문해율,
취학률, 일반교육 이수율, 직업교육 이수율, 교육과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관계)에 대한 성별,
지역별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사업의 1차 년도(2016년) 연구에서는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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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계시스템 현황과 지표 생산 현황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김창환･임후남･박성호･문성빈･
김본영･이기준･박재민･김진희･이석희･박종효･이정재･채재은, 2016).
스리랑카의 경우에도, 스리랑카의 교육에 대한 연구(오바에둘 헉, 2004; 이지향, 2013;
Ahn, Ji Young., 2014)가 추진되었으나, 스리랑카의 교육통계 및 지표에 대한 연구는
UNESCO(2011c)에서 2011년에 발표한 <World Data on Education : Sri Lanka>, 그리고 본
연구사업에서 1차년도(2016)에 조사하여 정리한 내용이 확인되고 있다. World Data on
Education : Sri Lanka>에서는 스리랑카 교육의 기본구조(교육목적, 교육법, 교육시스템, 교
원 등)에 대하여 통계데이터를 기초로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사업의 1차 년도
(2016년) 연구에서는 스리랑카의 통계시스템 현황과 지표 생산 현황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김창환･임후남･박성호･문성빈･김본영･이기준･박재민･김진희･이석희･박종효･이정재･채재
은, 2016).

.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 지표 및 컨설팅 연구들이 본 연구사업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개도국 교육통계 및 지표와 관련된 연구물은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사업은 개도국 교육지표의 성격과 개념을 규정하는 선구적인 작업일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고려하여 개도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교육지표의 의미와 성격과 가치를 새롭게 규정하
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개도국 교육컨설팅 사업의 목표를 명료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도국 교육통
계 역량 강화라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를 기초로 본 컨설팅 사업 추진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런 측면에서 말라위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 말라위가
선진국과 국제기구의 도움으로 통계발전 전략 계획안을 수립한 것처럼, 본 연구사업에서도 최
종적으로는 참여 개도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교육통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것
을 목표로 통계컨설팅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 받게 된다.
셋째, 개도국 협력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효율적 접근 방법을 제공하여
준다는 점이다. 미국과 국제기구가 추진하고 있는 바와 같이, 데이터에 기반을 둔 객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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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파악에 기초하여 통계 진단이 이루어졌을 때 효율적인 컨설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
다는 점은 우리 사업에서 참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도구들(실태조사
도구, 진단조사 도구)이 개발되고, 이를 기초로 실태와 수준을 파악하고 컨설팅 계획을 수립하
였을 때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넷째,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 및 교육통계컨설팅 사업이 수요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통계와 지표가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수요자가 희망하는
컨설팅을 추진하여야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수요자가 통계컨설팅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때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 되고, 본 연구사업에서 목표로 하는 역량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시사 받게 된다.
다섯째, 개도국 교육지표 및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관련 기관, 특히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 받게 된다. 국제기구에서는 개도국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중복을 피하고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
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사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SDGs 사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사업에서는 국내적으로는 교육
부, 국제적으로는 UIS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컨설팅을 추진한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2
.
1)
지표(indicator)는 통계데이터를 가공하여 의미를 부여한 숫자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수준을
진단하고 미래 가야할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인정
받고 널리 활용되고 있다.
교육지표는 사회지표의 일환으로 개발되었다. 1960년대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사회지표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 되었다(김창환･박종효･이광현, 2011: 17) GDP, 물가상승률, 주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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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주로 경제지표가 국가경제 현상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장점을 갖고 널리 사용되었는데,
경제지표만으로는 삶의 여건이나 사회의 질, 사회변동 등과 같은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다는 문제의식에서 사회지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인구, 노동, 보건, 복지 등 사회지표를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 가운데 교육 역시 사회를 설명
하는 핵심 영역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교육지표도 주목을 받게 되었다(Jaeger, R. M., 1978).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교육지표를 연구하고 발표하는 것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교육통계를 가공하여 교육지표집(예, the Condition of Education, Educational
Indicators)을 발간하고 국가 교육을 모니터링 하는 도구로 활용하였다(김창환･박종효･이광현,
2011: 88).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이후 교육지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교육지표에 대한 연구
(강무섭･이혜영･이충진, 1988; 김영화･김흥주･한숭희, 1997)가 시작되었고, 한국교육개발원
을 중심으로 교육지표가 발간되었다.
그러나 교육지표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은 것은 OECD 교육지표가 발간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96년 OECD에 가입하면서 OECD 교육지표 자료집에 한국 교육 데이터가 포함되
고, 한국의 교육지표값들이 OECD 국가들과 비교 공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게 되었
다. 교육지표를 통하여 한국 교육의 객관적 상황이 공개되고, OECD 국가들 가운데 어느 수준
인지 파악되고, 개선해야 할 방향들이 제시되었다. 즉, OECD 교육지표는 2000년대 이후 한국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준거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OECD 교육지표 외에도 국가 교육통계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한국의 교육
편람>, <한국의 교육지표>,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등의 지표집을 주기적으로 발간하면서 한국
교육의 수준을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증거기반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데, 데이터 기반 교육 연구를 추진하는데, 그리고 각종 정부 사업(평가, 재정
지원)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교육지표는 널리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지표는 향후에도
한국 교육을 계획하고, 모니터링하고, 진단하고, 평가하는데 가치 있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2)
가) 개도국 교육지표의 개념
개도국 교육지표는 개도국이 보유하고 있는 기초통계를 가공하여 만든 것으로, 개도국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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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현상을 설명하는 뜻을 가진 숫자라고 할 수 있다. 개도국 교육지표에서는 일반적인 지표의
의미와 더불어 ‘개도국’의 상황이 강조된다. 개발도상국의 교육이 가야할 방향을 찾는데 기여
하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즉, 개도국 교육지표란 “개도국의 교육현상을 설명하고, 교육수준을
진단하고, 개도국 교육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교육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김창환･임후남･
박성호･문성빈･김본영･이기준･박재민･김진희･이석희･박종효･이정재･채재은, 2016: 21) 기
능을 담당한다.

나) 개도국 교육지표의 영역
개도국의 발전 전략과 연계하기 위해서 개도국 교육지표는 다양한 수준에서 개발이 가능한
데,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 글로벌(global) 수준의 교육지표이다. 이는 국제비교를 통해 개도국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되는 지표이다. OECD 교육지표가 그 표준이
되고 있고, UIS 교육지표, SDGs 교육지표, WB-SABER 교육지표 등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국가(national) 수준의 교육지표이다. 이는 개도국의 교육발전을 위해 개발되고 활용되
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개도국의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되는 지
표, 교육을 진단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 교육을 모니터링 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 교육을 평가하
는 데 활용되는 지표 등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셋째, 지역(local) 수준의 교육지표이다. 개도국의 경우 지역 간 격차가 심한 경우가 많다.
지역의 균형적인 교육발전을 이루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각
지역의 교육 수준을 알려주고, 지역간 비교를 통해 장단점을 파악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넷째, 주제별(thematic) 교육지표이다. 이는 특정 교육주제 또는 문제에 대한 상황과 수준을
파악하게 하는 지표를 말한다. 학생지표, 교원지표, 시설지표, 재정지표, 교육의 질(quality)
지표, 교육형평성(equity) 지표, 양성평등 지표 등 정책관심 주제별로 지표를 생산하고 활용하
는 것을 말한다.

다)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 현황
선진국 클럽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추진하는 교육지표 사업(INES)이 성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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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되자, 2000년대 들어 다른 국제기구에서도 지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UN에서는
MDGs 사업을 추진하면서 핵심지표를 설정하고, 모든 국가들이 2015년까지 달성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2016년에는 MDGs에 이어 SDGs 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43개의 교육지표(11개의 글로
벌 지표, 32개의 주제별 지표)를 설정하였다. SDGs 사업에서는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많은 지표값을 설정하고 야심차게 지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지표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지표값을 통해 SDG 성과를 측정하고자 하는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
UIS에서는 SDGs 사업과는 별도로 오래 전부터 개도국의 교육통계데이터를 수집하여 지표값을
산출하는 작업을 해 왔다. 지표값을 통해 개도국들을 비교하고 개도국 개발협력의 아젠다를
도출하여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World Bank에서도 교육정책지표사업(SABER)을
통해 개도국의 교육정책을 모니터링 하는 기제로 사용하고 있다. 지표를 통해 정책을 모니터링
하고 교육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UIS 교육지표 사업, SDGs 교육지표 사업, SABER 사업이 개도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 타깃 그룹이 개도국이라는 점에서 개도국 교육지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1999년까지 수원국 그룹에 속해 있었으나, 2010년부터는 공여국으로 지위가 바뀌었
다. 이러한 변화 추세에 부응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개도국을 지원하
는 연구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3년부터는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표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개도국 개발협력사업 연구 결과들과 아시아 교육지표 연구결과들을 기초로
하여 201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개도국 교육지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라)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 조건
현재 개도국들은 교육지표들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보다는 국제기구나 선진국, 특히 UIS에
의존하여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개도국 교육지표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자국 스스로
교육지표를 생산하고, 이를 교육발전에 활용하여야 하는데,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따라서 개도국에서 교육지표가 자국의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교육지표를 생산하
는 역량을 먼저 갖추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6년부터 SDGs 교육지표 사업이 추진되면서 개도국들은 UN에서 정한 SDGs 교육지표를
2030년까지 달성하여야 하는 책무를 갖게 되었다. SDGs 교육지표는 양적인 측면에서 지표수
도 많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통계적 엄격성을 요구하는 지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통계품질
39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Ⅱ): 아시아 중점협력국가를 중심으로

을 보증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데이터를 생산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UIS에서 개도국들의 통계역량을 위한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있으나,
단기간의 행사로 극복하기 어려운 난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사업의 1차년도(2016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개도국들의 통계는 양적, 질적으로
취약한 상태이다. 2017년 연구사업(컨설팅) 대상인 아시아 3개국(몽골, 베트남, 스리랑카)의
통계실태를 분석한 결과, 통계 지표가 충분하지 않게 생산되고 있고(김창환･임후남･박성호･문
성빈･김본영･이기준･박재민･김진희･이석희･박종효･이정재･채재은, 2016), 지표 역시 취학
률, 진학률 등 기초적인 통계지표 수준으로 생산되고 있어서, 자국의 교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표들을 생생하고 활용하는 것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질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역량 역시 매우 부족
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의 양적 요건(충분성, 다양성)과 질적 요건(통계품질)이 제대
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SDGs 교육지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한 작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기구가 요청하는 교육지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도국들의 통계 역량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
1)
교육통계 역량이란 교육통계를 생산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동안 국제
기구와 선진국에서 교육통계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한 연구와 사업
에서 통계역량이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되어 왔다.
하나는, 통계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역량이다. 품질 높은 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전문적인 역량
을 말한다. UN에서는 2013년 “공공통계의 생산을 위한 기본 원칙”을 공표하였는데(UNESCO,
2013), 이 안에는 통계 생산에서 높은 전문성을 강조하며 통계조사에서 과학성을 기반으로
정확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는 유럽통계표준European Statistical Standard)에서
정한 통계품질기준(관련성, 정확성, 시의성, 명확성, 비교성, 일관성)과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통계청 품질진단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준용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개도국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역량이다. 여기서는 통계를 생산하는 데 관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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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요소의 역량을 중시한다. 통계생산역량, 통계관리역량, 통계서비스역량, 통계활용역량,
인적역량, 제도역량(법) 등 통계생산역량 뿐 아니라, 통계 사업을 운영하는 역량 까지를 포함한
다. 이는 개도국 통계생산 역량을 지원하는 국제기구인 PARIS21이 제안한 역량요소이다
(PARIS21 Task Team, 2002: 7).
품질 높은 통계를 생산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UN에서 제시한 과학성, 객관성 등 과학적이
고 전문적인 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품질진단 원칙이
개도국에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높은 수준의 전문적 역량
을 갖추어야 하는데, 개도국들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많은 개도국에서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 존재하고, 조사 인력의 역량이 떨어지고, 조사를 지원하는 재정이
미비한 수준이다. 통계조사를 위한 기본적인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고품질의
통계 작성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는 상황이다. 먼저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고
수준 높은 통계 생산을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개도국의 통계 생산 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데에는 매우 많은 기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통계 역시 현재의 수준에 이르는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다. 초기에는 통계
생산 자체에 중점을 두면서 점차 통계 품질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한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사업에서는 PARIS21이 강조한 역량 요소를 기반으로 통계역량 개념을 규정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한국의 통계발전 경험을 추가하여 통계역량의 개념과
요소를 규정하고자 한다.

2)
개도국 교육통계 역량이란 개도국이 교육통계를 생산하고, 서비스 하는데 필요한 역량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조사하고 서비스 하는데 있어서 제도적 기반과 지원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때, 개도국 교육통계 역량은 크게 교육통계 조사 역량, 교육통계 서비스역량, 교육통계 제도･
기반 역량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통계 조사역량이란 교육통계조사의 기획, 교육통계 조사 실시, 교육통계 DB 구축 및
관리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말한다. 교육통계 서비스역량이란 교육통계 조사 결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하고,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말한다. 교육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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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기반역량이란 교육통계 생산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인력, 교육통계 조직, 교육통계 법 등
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역량을 말한다.

❙표 Ⅱ-1❙ 개도국 교육통계 영역과 역량
교육통계 영역

교육통계 역량

교육통계 제도 및 기반 영역

- 법적 근거
- 조직 역량
- 교육통계 종사 인력의 개인역량

교육통계 조사 및 관리 영역

-

교육통계 기획 역량
교육통계 조사 역량
교육통계 검증 역량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역량
EMIS 운영 및 관리 역량

교육통계 서비스 및 활용 영역

-

교육통계
교육통계
가공통계
교육통계

분석 역량
서비스 역량
생산 역량
활용 역량

3)
개도국 교육통계 역량이 증진되면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첫째, 통계품질이 좋아지게 된다. 교육통계 역량이 증진되면 교육통계 조사의 질이 높아지게
되고, 교육통계의 정확도가 높아지게 되고, 교육통계 수요자들이 교육통계 조사 결과를 신뢰하
게 되고, 교육통계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즉, 교육통계의 품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정책품질이 높아지게 된다. 교육통계를 신뢰할 수 있게 되면, 정책 결정자들은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을 구상할 수 있게 된다. 데이터에 기반 하기 때문에 정책을
설득하는 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경험기반 정책결정(experience based policy making)이나
의견기반 정책 결정(opinion based policy making) 보다 증거기반 정책결정(evidence-based
policy making)이 훨씬 높은 설득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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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통계 품질과 정책 결정 수준

셋째, 교육품질이 높아지게 된다. 신뢰로운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계된 교육정책은 교육현상
을 설명하는 능력이 높아진다. 또한 교육이해관계자들에게 정책을 이해시키는 설득력도 높아지
게 된다. 설명력과 설득력을 갖춘 교육정책은 교육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게 되고, 이는 결극
교육현장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통계품질이 높아지면 정책품질이 높아지고,
정책품질이 높아지면 교육품질을 높이는 선순환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게 된다. 결국, 교육
통계 역량의 증진은 통계품질, 정책품질, 교육품질을 높이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
1)
개도국의 역량 개발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한 역량 개발 노력을
통해 많은 경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생력을 갖추는데 한계가 있을 때, 특히
초기의 개발에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유사한 경험을 사전에 한 사람, 해당
분야 전문가의 도움이 있을 때 시행착오를 줄이고 조금 더 용이하게 역량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도국 컨설팅이란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공여국)이 수원국의 수요자에
게 조언하고 도움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컨설팅 주제(또는 대상)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문제
점을 발견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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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 의미
교육통계 역량 개발 컨설팅이란 개도국의 교육통계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전문적인 활동이라
고 할 수 있다. “개도국의 통계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개도국의 요구에 부응하여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개도국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김창환･임후남･박
성호･문성빈･김본영･이기준･박재민･김진희･이석희･박종효･이정재･채재은, 2016: 211). 개
도국이 양질의 교육통계를 생산하고, 효과적으로 서비스하고, 널리 활용되도록 하는 역량을
개발하도록 상담하고 지원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목표
교육통계 역량 개발 컨설팅의 일차적 목표는 개도국의 통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개도국들은 보다 높은 수준의 통계와 지표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통계와
지표를 바탕으로 교육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모니터링하고, 진단하고,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즉, 통계 품질을 향상하여 좋은 교육정책 만들고,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통계 역량 개발 컨설팅은 궁극적으로 개도국이 역량을 개발하여 자생적으로 교육통계를
생산하고 자국의 교육발전을 기획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생력을 완비하게 되면 컨설팅의
목표는 달성되게 된다. 그러한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까지는 공동의 목표인식 하에 컨설팅 제공
자와 수혜자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다) 방법 : 참여, 경험, 협력
교육통계 역량 개발 컨설팅은 궁극적으로 개도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양질의 교육통계를 생산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도국이 자생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공여국이 제공하는 컨설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여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협력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스스로 실천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상담과 조언을 받는 수동적인 차원을 넘어, 적극적인 참여, 생산적 경험, 상호협력을 통해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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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역량에서 자생적 역량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교육통계 역량 개발 컨설팅
에서는 상담, 참여, 경험, 협력 등 적극적인 방법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라) 특징(성격)
그동안 국제기구와 선진국들이 개도국 교육통계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
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개도국들의 통계역량이 기대만큼 증진되지는 못하고 있다. 본 연구사업
에서 추진하는 개도국 교육통계 컨설팅은 개도국들의 실질적인 통계역량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
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수요기반 컨설팅(demand based consulting)이다. 컨설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원국
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여국의 관점에서, 공여국의 수준에 도달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시행되는 컨설팅은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수원국의 실질적인 요구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사업에서는 개도국의 통계역량에 대한 실태조사와 진단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나, 무엇보다 개도국의 요구를 가장 중시하여 수요에 기반한 컨설팅을 추진하여
실효적인 성과를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참여적 컨설팅(participatory consulting)이다. 그 동안 많은 개도국 개발협력 사업에서
수원국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공여국이 주가 되어 계획을 세우거나, 개도국들은 피동
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컨설팅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수원국의 눈높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개도국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개도국의 역량
개발에 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사업에서는 3개년 간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개도국이 스스로 통계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것을 실천해 보도록 하고, 그것을 공동으
로 평가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시된다. 개도국 통계종사자들이 그러한 작업을 스스로
추진하면서 경험과 지식을 쌓으면서 역량이 개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경험기반 컨설팅(experience based consulting)이다. 컨설팅을 위해서는 실태를 진단
하는 노력이 가장 먼저 필요한 작업이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와 선진국들은 진단도구를 개발하
고 개도국들의 통계 수준을 진단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세계은행과 UIS 등 국제기구와 미국
등 선진국은 개도국의 역량을 진단하기 위하여 DQAF(Data Quality Assessment Framework)2),

2) DQAF는 2002년 IMF에 의해 경제데이터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다(UNESCO,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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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역량평가를 위한 도구(Tool for Assessing Statistical Capacity: TASC)’등의 도구를 개
발하기도 하였다(United States Census Bureau, 2013). 그러나 이러한 진단도구는 선진국
수준의 품질진단 기준에 의거하여 생산된 것으로 개도국의 수준과는 현격한 격차가 있다. 개도
국들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높은 수준의 도구를 개발하고 그것을 적용하여 왔기 때문에 개도
국의 통계역량 개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사업에서는 개도국의 수준에 부합하
는 진단도구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중시된다. 이를 위해 한국의 발전경험을 적극 반영하고
자 한다. 한국은 현재의 개도국들의 수준에서부터 교육통계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한국의
발전경험이 녹여든 실태조사와 진단조사 도구를 개발하여 컨설팅에 활용할 경우, 현실적합도가
높아, 개도국 통계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현장기반 컨설팅(field based consulting)이다. 국제기구와 선진국들은 자신들이 역량
강화 세미나에 개도국을 초청하거나, 전문가를 파견하여 컨설팅을 수행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
다. 본 연구사업에서는 이에서 더 나아가, 개도국 통계전문가들이 한국의 통계 발전 경험을
충분히 파악하도록 현장컨설팅을 실시하는 것을 중시한다. 이를 통해 개도국이 한국의 발전
경험을 몸으로 익히고, 자신들의 시스템과 비교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방안을 공동으
로 모색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것이다.

❙그림 Ⅱ-2❙ 개도국 교육통계 컨설팅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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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 실태조사
결과 분석
1.
2.
3.
4.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 실태조사 도구 개발
몽골 교육통계 실태조사 결과 분석
베트남 교육통계 실태조사 결과 분석
스리랑카 교육통계 실태조사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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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중점협력국가를 중심으로

Ⅲ.

3

본 장에서는 2017-2019년 중점협력국가인 아시아 3개국(몽골, 베트남, 스리랑카)의 교육통
계 실태에 대하여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가별 컨설팅계획안을 수립하였
다. 실태조사를 위해 먼저 실태조사 틀을 구안하여 개발하였고, 2017년 5월 사전 e-mail 조사
와 더불어 6월에 현지 국가를 방문하여 대면조사를 실시하며 실태를 파악하였다.

1

3

개도국 교육통계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먼저 프레임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태조사 틀
은 현재의 수준과 문제점이 잘 드러나는 틀을 말한다. 즉, 실태조사 프레임을 통해 개도국 통계
수준과 통계 역량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구성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실태조사 틀은 크게 3가지를 고려하면서 개발하였다. 첫째, 통계적 속성에 충실
하고자 하였다. 양질의 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기본적인 영역과 요소를 담아 실태조사 체계를
구성하였다. 둘째, 한국의 발전 경험을 충실히 담았다. 한국의 경험을 기초로 개도국의 교육통
계가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고려하면서 실태조사 문항을 개발하였다. 셋째,
개도국의 통계수준을 고려하였다. 2016년도 연구에서 확인한 아시아 3개국의 통계실태 및 수준
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내용을 보완하였다.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 실태조사 틀을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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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실태조사 틀 : 통계 일반
구분

항목

응답
(복수可, 복수응답 시
유치원
우선순위로)

질문

학교구분(ISCED LEVEL)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직업
학교

대학교

작성 시작 연도
조사명

통계
일반

조사유형

① 전수조사
② 서베이조사

조사방식

① 직접조사
② 행정기관통한 조사
③ DB 연계조사
(EMIS 등)

조사
일반
조사주기
조사대상
조사기준일
예산 규모
예산확보의
안정성(예산 확보
절차, 애로사항 등)

❙표 Ⅲ-2❙ 실태조사 틀 : 거버넌스

구분

항목

질문

교육통계조사의 목적

거버
넌스

통계
제도 법령 여부

응답
(복수可, 복수응답 시
우선순위로)
①
②
③
④
및

행정정보 및 통계
주요지표 모니터링
정책평가
정책실행(예산편성
지원 등)

① 통계 관련법
② 교육 관련 법
③ 기타 법

법령 이외 정부 지침
및 규정
국가통계 관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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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집중형
② 분산형
③ 혼합형(

)

학교구분(ISCED LEVEL)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직업
학교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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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질문

응답
(복수可, 복수응답 시
우선순위로)

학교구분(ISCED LEVEL)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직업
학교

대학교

국가차원에서
표준화된
교육분류체계가
있는가?
국가표준분류는
어디에서 관리하는가?
국가표준분류의 개정
주기는 어떠한가?
정기적인 품질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품질진단의 주체는
누구인가?
통계
품질진단의 주기는
관리
어떠한가?
정부에서 수립하는
중장기 발전 계획이
존재하는가?
정부에서 매년
수립하는 통계조사
계획이 있는가?
중복되는 통계조사나
유사한 항목을
조사하는 통계조사가
복수로 존재하는가?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정보 보호를 위해 어떤
보호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는가?
통계제도와 통계관리
애로
관련한 애로사항은
사항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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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실태조사 틀 : 조직･인력
구분

항목

질문

응답
(복수可, 복수응답
시 우선순위로)

전반적인 교육통계
조사체계는 어떠한가?
교육통계를 총괄하는
정부부처는?

① 교육부
② 통계청
③ 기타

해당 부처 내 교육통계
담당부서는?
해당 부서의 주요
업무들은 무엇인가?
통계
조직

조직･
인력

교육통계조사를
담당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조사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각 기관(교육부,
교육청, 학교,
조사기관)의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은 어떠하며,
주요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조사체계에 포함된 각
기관의 교육통계 담당자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조사체계에 포함된 각
기관의 교육통계
담당자의 신분은
통계
어떠한가?(공무원,
인력
정규직, 계약직 등)
교육통계 담당자에게
요구하는 자격조건이나
전문성은
무엇인가?(학력, 전공,
경력,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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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교육부
통계청
전문공공기관
민간기관
기타( )

학교구분(ISCED LEVEL)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직업
학교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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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응답
(복수可, 복수응답
시 우선순위로)

질문

학교구분(ISCED LEVEL)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직업
학교

대학교

각 체계별 연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연수의 내용은
무엇인가? 조사지침
연수
연수? 통계분석 및 활용
연수?
각 체계별 연수시간은
어느 정도인가?
애로 통계조직과 인력 관련한
사항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표 Ⅲ-4❙ 실태조사 틀 : 통계 조사
구분

항목

질문

응답
(복수可, 복수응답
시 우선순위로)

학교구분(ISCED LEVEL)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직업
학교

대학교

통계항목에 신설, 변경,
삭제 등에 대한
조사
수요조사가 정기적으로
준비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절차는 어떠한가?
통계조사표가
표준화되어 있는가?

통계
조사

통계조사지침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지침 있는가?
등
분류체계가 표준화되어
있는가?(혹은
국제기준을 따르고
있는가?)

자료 어떤 조사방식으로
수집 조사가 이루어지는가?

①
②
③
④
⑤

수기조사
컴퓨터기반조사
웹기반조사
모바일기반조사
외부DB연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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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응답
(복수可, 복수응답
시 우선순위로)

질문

학교구분(ISCED LEVEL)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직업
학교

대학교

조사가 불가능한 대상,
지역 등이
존재하는가?
조사방법과 자료수집
애로
상의 애로사항은
사항
무엇인가?

❙표 Ⅲ-5❙ 실태조사 틀 : 통계 검증
구분 항목

응답
(복수可, 복수응답
시 우선순위로)

질문

학교구분(ISCED LEVEL)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직업
학교

대학교

통계검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시계열검증, 내용검증,
형식검증 등)
통계
검증 통계 검증 모듈이
검증
존재하는가?
통계오류를 수정, 관리
하는 절차가
공식화되어 있는가?

❙표 Ⅲ-6❙ 실태조사 틀 : 시스템
구분 항목

시
스
템

DB

질문
구체적으로?
(수집, 처리, 저장 등)
기술? 사양? 구축 및
관리? 등
충분한 기술자?(DB, SQL
등)

데이터의 저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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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복수可, 복수응답 시
유치원
우선순위로)

① 통계조사표(종이)
형태
② 파일(Excel) 형태
③ 통계표 DB 형태
④ 개별 DB 형태

학교구분(ISCED LEVEL)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직업
학교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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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응답
(복수可, 복수응답 시
유치원
우선순위로)

질문

학교구분(ISCED LEVEL)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직업
학교

대학교

EMIS가 구축되어
있는가?

E
M
I
S

EMIS를 구축함에 있어
외부의 지원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어느 국가(기관,
단체)인가?
EMIS는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EMIS와 연계하여
교육통계가 수집되고
있는가?
EMIS 운영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통계시스템 운영상의
애로
문제점과 애로사항은
사항
무엇인가?

❙표 Ⅲ-7❙ 실태조사 틀 : 활용･서비스
구분 항목

질문

응답
(복수可, 복수응답
유치원
시 우선순위로)

학교구분(ISCED LEVEL)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직업
학교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는
어떠한가?

활
용
･
서
비
스

모바일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는
어떠한가?
서
비
스

어떤 교육통계 간행물이
발간되고 있는가?
홈페이지, 모바일,
간행물의 개편 주기는
어떠한가?
수집된 통계를 맞춤형으로
Y･N
서비스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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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질문

응답
(복수可, 복수응답
유치원
시 우선순위로)

서비스 또는 분석을
전담하는 조직. 인력이
있는가?
있다면 그 조직은
무엇이며, 인력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서비스를 하고 있다면,
서비스 목록을
관리하는가?
관리하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관리
하는가?(Excel, DB등)

통계를 활용하는 주된
수요자는 누구인가?

①
②
③
④

정부부처
연구자
일반인
기타(
)

①
②
③
④
⑤

국가수준
광역지역수준
지역수준
학교수준
개인수준

통계서비스를 하고 있다면,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가?
조사하고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조사하며,
만족도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유관기관과 자료 공유를
위한 근거 마련되어
연계 있는가?
･
공유 유관기관과 자료 공유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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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공개 수준은
어디까지 이루어지는가?

학교구분(ISCED LEVEL)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직업
학교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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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8❙ 실태조사 틀 : SDGs 교육지표
구분

항목

SDGs

SDGs
교육 항목별 분석
지표

응답
(복수可, 복수응답
시 우선순위로)

질문

학교구분(ISCED LEVEL)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직업
학교

대학교

❙표 Ⅲ-9❙ 실태조사 틀 : 국제협력
구분 항목

질문

응답
(복수可, 복수응답
시 우선순위로)

학교구분(ISCED LEVEL)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직업
학교

대학교

국제기구 데이터 제공
현황(UIS)

국제 국제
주요 협력국가는?
협력 협력
지원 내용과 범위는?
한계는?

2
위에서 제시된 실태조사 틀에 기초하여 아시아 3개국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먼저, 몽골의
교육통계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몽골의 학제는 유치원(2~5세), 초･중학교(6~14세･초등 1~5학년, 중등 6~9학년), 고등학
교(15~17세･10~12학년), 대학교 및 기술학교(18세 이상)로 구성되어 있다. 초･중등교육 학
제는 12년제로 초･중학교(의무교육) 9년, 고등학교 3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몽골은 초･중･고
등학교가 별도 학교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1학년부터 12학년으로 통합되어 있다. 몽골의 교육
열은 높은 편으로 고등학생의 약 80% 이상이 전문대학 및 대학교에 진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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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6

완전중등

(중)학교

기

교

술

육

교
육

교
초등학교(5)

취
교 학
육
전

육
4
년

3
년

학

사

과

박

과

정

사
과

1
2
0
학
점

1
2
년、

3
0
학
점

3
4
년、

6
0
학
점

정
교
육

비
공
식
교
육

평
생
교
육

)

등

초

사

)

3
2
1

업

기

과

석

( -

)

5
4
3
2
1

중

4
5
년、

)

2
1

기초교육

직

( -

12
11
10
9
8
7
6
5
4
3
2
1

육

박

정

전

)

3

학교

(

4

13

(고등학교)

부

완

(

14

교육

일
반
교
육
5
+
4
+
3

전문(직업기술)

)

교

1

대학･대학교
학

식

2

대학원

학
부
공

3

교육수준, 단계별 교육

(

15

석
박
사
과
정

( -

나이
년
27
3
26
25
2
24
1
23 2
22 1
21
4
20
3
19
2
18
1

유치원

2
1

가정, 보육 시설

❙그림 Ⅲ-1❙ 몽골의 학제(2016년 기준)

몽골 교육의 역사를 살펴보면 1921년에 처음으로 초등학교가 설립되었고, 이후 1923년에
중등학교가, 1930년에 유치원이, 1938년에 고등학교가, 1942년에 국립대학교가 설립되었다.
교육통계는 1940년부터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여, 1970년에 교육통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
였으며, 1984년에는‘인민교육개발’이라는 연보를 처음으로 산출하였다. 1998년부터 초･중등
학교에 대한 통계 기준을 재정립하였으며, 1999년부터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통계조사가 승인
되어 실시되었다. 2010년에는 기술 및 직업교육에 대한 통계조사가 승인되어 실시되었으며,
2008년에는 국회에서 취학 전교육법이 정립되었다. 2013년에는 교육통계를 위한 분류, 기준
지침서 등이 정비되었으며, 2014년부터는 초･중등학교 교육관리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
하여, 교육통계 자료를 산출해오고 있다.
몽골 교육통계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몽골 통계법, 몽골 교육법, 몽골 고등교육법, 몽골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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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법, 몽골 초･중등교육법, 몽골 취학전 교육법 등이 있으나, 교육통계 조사 수행과 관련
한 상세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표 Ⅲ-10❙ 몽골 교육통계 제도 및 역사 실태조사 결과
영역

교육통계일반

교육통계 법
(규정)

조사 내용(질의)

결과(응답)

언제부터 교육통계를 작성하였는지?

1940년

교육통계의 발전과정은?

학제별 법령이 정립되면서 교육통계도
함께 발전

교육통계 법이나 규정이 있는지?

통계법, 교육법, 취학 전 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직업교육훈련법

교육통계에 관한 법 이외의 정부지침이 있는지?

없음

2)
몽골의 교육통계 조사는 통계청, 교육문화과학체육부, 교육청 간 역할 분담을 통해서 이루어
지고 있다.

❙그림 Ⅲ-2❙ 몽골 교육통계조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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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에서는 취학 전, 초･중등 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의 조사체계가 상이하다. 취학 전 교육
기관의 교육통계는 시교육청(구교육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Excel 자료, 시스템 등으로부터
수합된 자료는 교육문화과학체육부로 제출한다. 초･중등 교육기관의 교육통계 조사 역시 시교
육청(구교육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교육관리정보시스템(www.esis.gov.mn)을 통해 교육
통계 자료를 생성하여 교육문화과학체육부로 제출한다. 고등교육기관의 교육통계 조사는 교육
문화과학체육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교육문화과학체육부에서는 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취
학 전, 초･중등 교육기관의 교육통계 조사자료와 고등교육기관의 조사자료를 수합, 검토하여
통계청으로 제출한다. 기술 및 직업교육 관련 통계는 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수합된 교육통계 결과를 공식적으로 활용하고, 지표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교육통계
생산 지침서, 몽골 교육수준 분류 코드 등을 생산･관리하고 있다.

❙표 Ⅲ-11❙ 몽골 교육통계 조직 및 인력 실태조사 결과
영역

조사 내용(질의)

결과(응답)

교육통계 총괄기관은 어디인지?

통계청,
교육문화과학체육부

교육통계조사에서 교육청과 학교의 역할은 무엇인지?

초･중등학교에서 자료를 작성하고
교육청에서 수합 및 검토

교육부(통계청)에서 교육통계를 담당하는 인력은 몇
명인지?

각 1명

교육통계조직

교육통계인력

3)
교육문화과학체육부에서 모든 교육통계조사 진행을 관리하고 있으며, 교육통계 생산 방법은
한국과 유사하며 4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①자료작성(학교), ②자료 수합 및 검토(교육청,
교육문화과학체육부), ③자료제출(교육문화과학체육부→통계청), ④자료 활용(교육문화과학
체육부, 통계청)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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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몽골 교육통계 자료 생산 체계

몽골 교육통계조사는 연 1회 시행하고 있으며, 조사방법은 교육과정별 학교급에 따라 다르게
수행되고 있다. 취학 전 교육기관의 경우 조사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울란바토르시를 제외하고
는 대부분이 Excel과 문서를 활용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정보시스템(Education
Sector Information Systems, 이하 ESIS)으로 관리하고 있는 초･중등 교육기관의 교육통계
자료는 교육정보시스템(ESIS)의 자료를 집계하여 산출된다. 고등교육기관의 교육통계 자료는
기본적으로 Excel과 문서를 활용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점진적으로 몽골 과학기술대
학교의 학교행정정보 시스템 등을 활용한 웹 방식의 조사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몽골
과학기술대학교의 학교행정정보 시스템은 일부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지만, 교육문화과학체육
부에서는 이 시스템을 활용한 고등교육기관의 교육통계 생산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표 Ⅲ-12❙ 몽골 교육통계 생산 방법 실태조사 결과
영역

조사 내용(질의)

결과(응답)

교육통계조사 체제 각 기관별 역할분담 및 체제는?

통계청, 교육문화과학체육부
교육청, 학교별 역할 분담

교육통계조사 내용 교육통계조사 항목은?

학교수, 학생수, 졸업생수,
교사수, 직원수, 재정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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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조사 내용(질의)

결과(응답)

교육통계조사 방법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
교육관리정보
시스템(EMIS)

온라인으로 입력

데이터 저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Excel, 문서

EMIS가 구축되어 있는지?

초･중등학교만 구축되어 있음

EMIS와 연계하여 교육통계를 생산하고 있는지?

초･중등학교는 EMIS를 활용하여
교육통계를 생산하고 있음

학교급별 교육통계 현황은 취학 전(유치원),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직업교육 4단계로 구분
되고, 직업교육을 제외한 교육통계는 교육문화과학체육부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통계 조사항목으로는 학교 정보, 학생 정보(연령, 성별, 학급 등), 졸업생 정보(연령,
성별, 학급 등), 직원 정보(연령, 성별 등), 교사 정보(연령, 성별 등), 학습 환경, 예산 재정자
료 등이 있다.

❙표 Ⅲ-13❙ 몽골 교육통계조사표 및 항목 수
조사표

구 분

항목

장표수

공식

항목수

공식

취학 전 교육

15

6

105

78

일반교육(초･중등)

38

11

360

210

직업교육

14

8

291

115

고등교육

15

6

397

212

총계

82

31

1153

615

❙표 Ⅲ-14❙ 몽골 교육통계조사표(취학 전)
Үүнээс:
Yзүүлэлт

А

62

МД

Б

БҮГД

01

Эрхлэгч

02

Арга зүйч

03

Төрийн
өмчийн
цэцэрлэгт

БYГД

Хувийн
өмчийн
цэцэрлэгт

Бүгд

Эм

Бүгд

Эм

Бүгд

1

2

3

4

5

Гэрээгээр
ажиллаж
байгаа *

Эм Бүгд Эм

6

7

8

Тэтгэвэрээто
гтоолгоодаж
иллаж
байгаа
Бүгд

Эм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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Үүнээс:
Yзүүлэлт

МД

БYГД
Бүгд

Үндсэн багш

04

Бүлгийн
Дуухөгжми
йн
Үүн
Ээлжийн
ээс:
бүлгийн
Явуулын
багш
Туслах багш

05

Нягтлан бодогч

10

Нярав

11

Эмч

12

Тогооч

13

Эм

Төрийн
өмчийн
цэцэрлэгт
Бүгд

Эм

Хувийн
өмчийн
цэцэрлэгт
Бүгд

Гэрээгээр
ажиллаж
байгаа *

Эм Бүгд Эм

Тэтгэвэрээто
гтоолгоодаж
иллаж
байгаа
Бүгд

Эм

06
07
08
09

Сантехникч

14

Цахилгаанчин

15

Мужаан

16

Үйлчлэгч

17

Манаач, жижүүр
Уурын зуухны
галч
Бусад

18
19
20

각급 학교에서는 단위기관의 정보를 작성하여 취학 전, 초･중등 교육기관은 시교육청, 구교
육국에 자료를 제출하고, 고등교육기관은 교육문화과학체육부로 자료를 제출한다. 구교육국에
서는 관할 취학 전, 초･중등 교육기관 자료를 시교육청에 제출하며, 시교육청에서는 구교육국
에서 제출한 자료와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를 수합하여 교육문화과학체육부로 제출한다. 교육문
화과학체육부는 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와 고등교육기관 자료를 수합하여 통계청에 제출하
며, 자체적으로 자료를 분석하여 교육 분야 자료를 생산하고 제공한다. 통계청에서는 교육문화
과학체육부에서 제출한 공식자료들을 분석･활용하여 전국 단위로 통계자료를 보급한다.
취학 전 교육기관은 울란바토르시와 같이 전산환경이 구축되어 있는 일부 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Excel자료와 문서 등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울란바토르시의 경우 기본적
인 전산환경이 구축되어 있어서 웹 기반으로 취학 전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통계조사를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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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시스템 개선 예산 부족으로 인해 항목 개선 및 기능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고
있다.
현재 초･중등학교에서는 교육정보시스템(ESIS)를 활용하여 교육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정보시스템(ESIS)은 매년 예산이 지원되어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초･중등학
교의 교육통계조사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교육정보시스템(ESIS)을 활
용하여 교육통계 조사 시 자료수합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형식검증 수준에서만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초･중등학교와 같은 ESIS 시스템이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Excel과 문서
를 활용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부에서 고등교육기관에 발급하는 졸업증서로 인해
조사협조는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몽골 과학기술대학교에서는 학교행정정
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교육통계 조사 자료를 산출하고 있으며, 몽골 과학기술대학교 외
일부 학교에서도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교행정정보를 관리하고 교육통계 조사결과를 산출하
고 있다. 교육문화과학체육부에서는 몽골 고등교육기관의 몽골 과학기술대학교 학교행정정보
시스템 활용을 독려하여 학교행정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교육통계 생산을 고등교육기관 전체로
확대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림 Ⅲ-4❙ 몽골 교육정보시스템(ESIS)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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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몽골 교육정보시스템(ESIS)

4)
몽골 교육통계 자료는 주로 정책결정자, 연구자들이 정책수립과 결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혹
은 연구 및 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교육통계 조사결과는 오프라인 통계산출물
제공과 온라인 서비스로 활용되고 있다. 오프라인 통계산출물로는 통계청에서 발간하고 있는
연보와 통계 자료집 등이 있다. 온라인 서비스는 몽골 통계 정보 서비스(http:･･www.1212.mn),
통계청 홈페이지(www.nso.mn), 교육문화과학체육부 홈페이지(www.mecss.gov.mn) 등을
활용하여 자료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식자료 뿐만이 아닌 행정통계 자료들도 교육정보
시스템(ESIS)를 통해 자료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식적인 교육통계 서비스 홈페이지는
없는 상황이며,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자료 확보가 어려운 경우 통계청과 교육문화과학
체육부에 공식적으로(공문 등) 자료 요청을 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자료 요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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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5❙ 몽골 교육통계 서비스 및 활용 실태조사 결과
영역

조사 내용(질의)

교육통계 산출물

결과(응답)

교육통계 발간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통계연보, 통계자료집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는지?

교육통계 홈페이지는 없으나, 통계청,
교육문화과학체육부 홈페이지에
교육통계 자료가 수록

홈페이지 이용이 활발한지?

사용 중

교육통계를 누가 많이 사용하는지?

정책관련자, 연구자

교육통계를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는지?

국가관리 및 연구

교육통계 홈페이지

교육통계 활용

5)
현재 몽골 통계전문가들이 국제기구(UN, UNESCO) 및 UIS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통계조사
작성지침에 대한 자문, 역량강화 연수 등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며, UNESCO에서 발간하는
자료집에 수록되는 20개의 지표를 UNESCO 지침서를 활용하여 산출하고 있다.

❙표 Ⅲ-16❙ 몽골 국제기구 및 공여국과의 협력 실태조사 결과
영역

조사 내용(질의)

결과(응답)

교육통계 주요 파트너는 누구인지?

UIS, UNESCO

국제기구로부터 교육통계 생산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없음
(통계조사 작성 지침에 대한 자문,
역량강화연수 참여 등은 있음)

교육통계 주요 파트너는 누구인지?

없음

국제기구로부터 교육통계 생산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없음

국제기구와의 협력

선진국과의 협력

향후 몽골 교육통계를 활용하여 국제기구에서 요청하는 SDGs 지표 형태로 작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16개 정도의 지표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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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몽골 교육문화과학체육부는 몽골의 전반적인 교육발전 정책 수립 및 관리, 운영을 하고 있으
며, 교육통계의 조사기반 및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교육통계관련법으로 통계법, 교육법, 취학 전 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직업교
육훈련법 등이 있다. 현재 몽골 교육통계는 교육문화과학체육부 정책추진협력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정권에 따라 담당부서가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교육통계 담당인력은
2명이었으나 2015년부터 1명으로 축소되어 인력 증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으나 현재 충원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초･중등 교육기관의 경우 교육정보시스템(ESIS)을 활용하여 교육통계 자료를 수합하고 있으
며, 예산지원도 있기 때문에 조사환경과 여건이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취학 전(유치원) 교육기
관과 대학의 경우에는 교육정보시스템(ESIS) 활용이 불가능하고 예산지원도 적은 편이기 때문
에 향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교육통계 활용･서비스를 위한 별도 DB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교육통계 DB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외에도 현실과 수요를 반영한 조사항목 개선,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SDGs 교육지표 산출을 위한 항목 개선 등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로 판단하고 있다.

❙표 Ⅲ-17❙ 몽골 교육문화과학체육부 회의장소 및 참석자
장소

교육문화과학체육부
회의실

참석자
∘ 1일차> 6.20(화)
- M.Munkhbaatar(정책추진협력과장) 외 교육문화과학체육부
담당자 5명, N.Dolji nsuren(인구사회통계과 책임연구원) 외
몽골 국가통계청 담당자 1명, N.Munkh bileg(울란바토르시
교육청 책임전문가)
∘ <2일차> 6.21(수)
- Yu.Altantuya(교육통계 담당) 외 교육문화과학체육부 담당자
1명, N.Doljinsuren (인구사회통계과 책임연구원) 외 몽골
국가통계청 담당자 1명, N.Munkhbileg(울란바타르시 교육청
책임전문가)

주요내용

컨설팅 계획,
몽골 교육통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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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 몽골 교육문화과학체육부 회의

2)
울란바토르 시교육청은 몽골의 취학 전(유치원), 초･중등 교육기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
도･감독을 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위임된 교육기관의 교육･학예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
울란바토르시 교육청은 울란바토르시의 중 취학 전(유치원) 교육기관과 초･중등학교 자료를
수합하여 교육문화과학체육부로 제출한다. 또한 울란바토르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행정구
역별로 자료를 분석하여 단위기관, 국민들에게 제공하며, 관할 학교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현재 몽골의 취학 전(유치원) 교육기관의 경우 조사 시스템의 부재로 대부분 Excel, 문서
등을 활용하여 교육통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울란바토르시의 경우 취학 전(유치원) 교
육기관 조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웹 방식으로 교육통계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 예산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스템 구축 후 업그레이드 및 개선이 거의 없었다.

❙표 Ⅲ-18❙ 몽골 울란바토르시 교육청 회의장소 및 참석자
장소
울란바토르시
교육청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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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 J.Gantulga(울라바토르시 교육감),
Yu.Altantuya(교육문화과학체육부 교육통계 담당),
A.Munkh-Orgil(교육문화과학체육부 재정 담당),
N.Munkhbileg(울란바토르시 교육청 책임전문가)

주요내용
몽골 교육통계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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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7❙ 몽골 울란바토르시 교육청 회의

3) 118
울란바토르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118번 종합학교는 2012년 설립된 초･중등 교육기관으로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있으며 2부제로 운영도고 있다. 경기도에서 지원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ODA) 사업으로 한국어 스마트 교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배치되어
있다. 현재 교직원은 70명 정도이고, 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장소 문제, 수업 운영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118번 종합학교는 전산환경이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어서 교육정보시스템(ESIS) 운영 및
교육통계 자료 수합이 원활하게 되고 있다. 교장, 교사들이 교육정보시스템(ESIS)에 대한 이해
도가 높고, 교육통계 조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잘 인지하고 있어서 적극적이고 협조적인 방향으
로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교육정보시스템(ESIS)을 비교적 잘 운영하고 있어서 조사가 크게
어려운 항목은 없으나, 매년 학생수가 증가하면서 교육정보시스템(ESIS) 시스템 관리 자료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처음 교육정보시스템(ESIS) 사용방법을 잘 모르는 시기에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구교육국
등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전문가들을 지원하여 현재에는 교육관리정보시스템(ESIS) 사용방법
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이다. 교육관리정보시스템(ESIS)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자료 수합
시에 출력물로 근거를 남겨놓고 있으며, 시기에 맞춰 제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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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9❙ 몽골 118번 종합학교 회의장소 및 참석자
장소
118번 종합학교 회의실

참석자
- S.Ganchimeg(교장) 외 118번 종합학교 담당자 4명,
Yu.Altantuya(교육문화과학체육부 교육통계 담당),
N.Munkhbileg(울란바타르시 교육청 책임전문가)

주요내용
초･중등 교육통계조사 방법
및 현장실태조사

❙그림 Ⅲ-8❙ 몽골 118번 종합학교 현장방문 및 회의

4)
몽골 국가통계청은 몽골 통계활동의 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 통계기준의 설정하는 중앙행정
기관으로 인구주택 총 조사, 기업 총 조사 등 사회통계를 작성하고 분석하며, 통계정보를 관리
하고 각종 통계자료를 서비스하고 있다.
몽골 국가통계청에서는 현재 교육분야의 통계와 고용분야의 통계가 연계되어 활용되지 못하
는 점에 대해서 개선의 필요성을 갖고 있었고, 향후 교육통계와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률, 전공
수요, 직업 훈련 지원 방안 등과의 연계 활용을 통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교육통계 품질향상을 위해 몽골 교육문화과학체육부 담당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었고, 몽골 교육통계 컨설팅 사업을 통해 몽골 교육통계 재도 개선,
교육통계 조사 개선, 교육통계 서비스 개선, 교육통계 전문가 역량 개발, SDGs 생산 지원,
교육통계 발전경험 공유 등의 과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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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0❙ 몽골 국가통계청 회의장소 및 참석자
장소

국가통계청 회의실

참석자
- J.Gantulga(국가통계청장) 외 몽골국가통계청 담당자 외
4명, Yu.Altantuya(교육문화과학체육부 교육통계 담당)

주요내용
몽골 교육통계 개선방안
협의

❙그림 Ⅲ-9❙ 몽골 국가통계청 회의

5)
몽골 과학기술대학교는 몽골의 대표적인 과학기술대학교로 토목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경영
학과 등이 특화되어 있다. 또한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한 대학으로 여러 명의 한국인이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몽골 과학기술대학교는 IT 관련 전문가를 다수 보유한 학교로 정보화시스템이 다른 고등교육
기관에 비해 고도화되어 있다. 몽골 과학기술대학교는 IT학과 교수들과 학생들이 학교행정정보
시스템을 개발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다.
몽골 과학기술대학교의 학교행정정보시스템은 재무, 연구, 학점, 도서관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정보들을 관리하고 있다. 몽골 과학기술대학교는 학교행정정보시스템으로 학생, 교원에
대한 개별 정보들을 관리하고 있으며, 시스템으로 교무행정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몽골 과학기
술대학교는 학교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들을 활용하여 교육통계 자료(표, 그래프 등)를 생산하
고 있다.
몽골 과학기술대학교에서 개발한 학교행정정보시스템을 타학교에서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
도록 개방하고 있으나, 현재 소수 대학들만이 이용하고 있다. 향후 전체 대학들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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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1❙ 몽골 과학기술대학교 회의장소 및 참석자
장소
몽골 과학기술대학교
회의실

참석자
- T.Uuganbayar(국제협력과장) 외 몽골 과학기술대학교
담당자 8명, Yu.Altantuya(교육문화과학체육부 교육통계
담당),

주요내용
교육통계조사 시스템 및
현장실태조사

❙그림 Ⅲ-10❙ 몽골 과학기술대학교 현장방문 및 회의

3
.
1)
베트남 교육통계는 1945년 교육부설립 이후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고등
교육부로 분리되어 있던 조사가 1992년부터 교육부로 통합되어 진행되고 있다. 교육자료 보고
시스템의 규모 확장 및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료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통계조직으로 1980년
대 기획부 소속의 통계팀을 설립하였고, 2000년대 초반 기획재정본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1990년대에 교육부 소속으로 교육정보관리센터도 설립하였으나 시･도 단위의 통계조직은
기획재정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베트남의 통계법에는 모든 분야가 전문통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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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도 통계법 및 동법 시행령, 국무총리 결정(No. 43･2010･QD-TTG : 국가 통계 지표
시스템의 발행), 교육부 고시(39･2011･TT-BGDDT :교육 및 훈련 통계 지표 시스템 공표)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표 Ⅲ-22❙ 베트남 교육통계 제도 및 역사 실태조사 결과
영역
교육통계일반

교육통계 법(규정)

조사 내용(질의)

결과(응답)

언제부터 교육통계를 작성하였는지?

1945년

교육통계의 발전과정은?

교육부 발전에 따라 발전함

교육통계 법이나 규정이 있는지?

통계법

교육통계에 관한 법 이외의 정부지침이 있는지?

통계법에 속한 의정, 지시서

❙그림 Ⅲ-11❙ 베트남 교육통계조사 관련 정부 가이드라인

2)
베트남의 교육통계는 교육훈련부, 재정부, 통계청, 교육청이 서로 협력하여 관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73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Ⅱ): 아시아 중점협력국가를 중심으로

❙그림 Ⅲ-12❙ 베트남 교육통계 관리 현황

베트남 교육통계 조사는 행정급별로 중앙행정급, 시･도급, 지방급, 학교단위로 구분하여 진
행되고 있다. 교육훈련부, 통계국청이 중앙행정급에 해당되며 정보수합, 정보처리, 정보보관,
정보공개 등 전반적인 교육통계업무 관리, 교육통계시스템 구축 및 통계업무 표준화, 교육통계
연수 및 역량강화, 교육통계 연구 및 개선사업 참여,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교류를 통한 교육통
계업무 공유, 교육통계 품질향상을 위한 인력역량 및 장비 개선, 교육통계서비스를 제공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통계청, 시･도 인민위원회, 교육청이 시･도급에 해당되며, 교육통계보고를 작성하여 교육훈
련부 및 유관기관에 제출하고 교육자료 공개를 위한 정보수합, 정보처리, 정보보관, 정보공개
등 시･도 단위의 전반적인 교육통계업무관리, 지방 교육통계시스템 구축 지도 및 통계업무 표준
화, 소속 교육통계 담당자의 역할강화 프로그램 운영, 교육통계보고제도를 준수하도록 재촉하
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통계지원청, 교육지원청이 지방급에 해당되며, 교육통계작성을 진행하여 시･도급의 상위 기
관으로 제출하기 위해 지방에 속한 학교들의 교육통계작성 진행, 보고제도 준수를 위한 재촉
및 검사, 각 교육기관의 담당자 연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학교는 지방급에 해당되는 상위관리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통계보고서를 작성하고, 지방의
연수행사 참여, 학교 내 교육자료 보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조사 담당자는 대부분
1명으로 행정부서 및 조사부서에 소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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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3❙ 베트남 교육통계 조직 및 인력 실태조사 결과
영역

조사 내용(질의)
교육통계 총괄기관은 어디인지?

교육훈련부

교육통계조사에서 교육청과 학교의 역할은 무엇인지?

학교에서 자료를 작성하고
교육청이 수합 및 검토

교육부(통계청)에서 교육통계를 담당하는 인력은 몇
명인지?

4명

교육통계조직

교육통계인력

결과(응답)

또한, 베트남 교육훈련부 산하기관인 교육과학연구원은 한국교육개발원과 유사한 성격의 기
관으로 교육통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통계 수집과 같은 실무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교육통계결과 자료를 활용한 연구만 진행을 하고 있다.

3)
교육훈련부에서 모든 교육통계조사 진행을 관리하고 있으며, 조사는 ①자료수집(학교), ②
자료클리닝(지방교육지원청), ③자료검증, DB입력(상위 시도교육청), ④DB수합 및 구축
(교육훈련부)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통계보고체계는 한국과 유사하며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Ⅲ-13❙ 베트남 교육통계조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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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교육통계조사는 연 2회(학기 초, 학기 말) 시행하고 있으며, 조사는 집계치로 진행되
고 인사관리정보시스템(PMIS, Persona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을 사용하는 경우
에만 개별조사가 가능하다. 조사결과는 학교에서 문서 및 Excel 파일로 관리하고 있다.

❙표 Ⅲ-24❙ 베트남 교육통계 생산 방법 실태조사 결과
영역

조사 내용(질의)

결과(응답)

교육통계조사 체제 각 기관별 역할분담 및 체제는?

교육훈련부, 교육청, 학교별
역할 분담

교육통계조사 내용 교육통계조사 항목은?

유초･중등, 대학별 항목

교육통계조사 방법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온라인으로 입력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
교육관리정보
시스템(EMIS)

데이터 저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Excel

EMIS가 구축되어 있는지?

구축되어 있음

EMIS와 연계하여 교육통계를 생산하고 있는지?

생산하고 있음

학교급별 통계현황은 유치원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대학 5단계로 구분되고,
전문대학 및 취업통계만 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그 외 통계는 모두 교육훈련부에서 관리
하고 있고, 조사항목은 ①학교정보(교실 수, 학생나이, 민족, 학교유형), ②교원정보(과목,
연령, 학력정보), ③학교시설현황 3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표 Ⅲ-25❙ 베트남 학교급별 통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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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내용

유치원교육

0~3세, 3~5세로 구분

초등교육

6~10세(5년)로 구분

중등교육

11~14세(4년)로 구분

고등교육

15~17(3년)로 구분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3년), 대학(4~6년), 대학원(석사 2년, 박사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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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4❙ 베트남 교육통계 조사표

일선 학교에서는 대부분의 자료를 수기조사로 수집을 하고 있고, 몇몇 학교에서는 PC를 사용
하고 집계자료를 제출 할 수 있으나, 제출용 보고자료는 반드시 문서로 제출을 해야만 한다.
지방교육지원청에서는 집계된 자료들을 지방인민위원회 및 상위교육기관에 제출을 하고, 시･도
교육청에서 소속 지방학교들의 자료를 집계･검증하고 전자 또는 문서형태로 상위기관으로 제출
하면, 교육훈련부에서는 해당 자료들을 수합하여 DB로 구축한다.
교육통계조사 도구로 교육관리정보시트템(EMIS, Educati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을 사용하고 있지만, 베트남의 EMIS는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과 같은 학생의 개별 데이터 입력방식이 아니라 통계
치 입력을 위한 시스템으로만 사용되며 별도의 오류검증 시스템이 없어 베트남에서도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
EMIS외에 PMIS(Persona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교원 등의 인력에 대
한 정보를 개인별로 입력할 수 있는 DB를 보유 중이며, 해당 시스템을 통해 인력지표 조사,
실제 현황 파악과 관련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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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5❙ 베트남 EMIS

4)
통계 산출물로는 교육통계연보와 간추린 자료집이 있고 해당 자료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
되어 있어 열람이 가능하다. 주요 활용처는 정책결정자 및 연구자들로 국회가 운영되는 기간에
통계자료제공 및 활용을 하면 정책수립 및 결정, 연구 및 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자료제공은 3단계의 절차를 통해 제공이 되고 있으며, 난이도에 따라 자료제공의 소요시간이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각 통계지표들 간의 연동에 대한 표준화
및 응용서비스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표 Ⅲ-26❙ 베트남 교육통계 서비스 및 활용 실태조사 결과
영역
교육통계 산출물

조사 내용(질의)
교육통계 발간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는지?

결과(응답)
통계연보, 간추린통계
구축되어 있음

교육통계 홈페이지
홈페이지 이용이 활발한지?

사용 중

교육통계를 누가 많이 사용하는지?

교육관리자, 관심자

교육통계를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는지?

국가관리 및 연구

교육통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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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재 UN 아동관련 사업, 국가교육계정 보고서, SDGs 지표 등 국제기구(UN, UNESCO)
및 UIS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나 국제기구에서 요청하는 통계자료의 제공
은 원활치 못한 상황이다.

❙표 Ⅲ-27❙ 베트남 국제기구 및 공여국과의 협력 실태조사 결과
영역

조사 내용(질의)
교육통계 주요 파트너는 누구인지?

결과(응답)
GSO, UIS, UNESCO, UNICEF

국제기구와의 협력
국제기구로부터 교육통계 생산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없음

교육통계 주요 파트너는 누구인지?

없음

국제기구로부터 교육통계 생산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없음

선진국과의 협력

SDGs 교육지표 산출을 위해 올해 5월 베트남정부에서 2030년까지 국제기구에서 요청하는
완벽한 SDGs 교육지표 형태로의 작성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였고, 5년 단위로 지표 점검
및 확인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베트남에 적합한 지표로 총 45개의 지표를 선정하였고, 다음
국제회의에서 발표를 할 예정이며, 현재도 베트남어로 작성된 내용은 열람이 가능하지만 아직
까지 영문으로 작성된 내용은 없는 상황이다.

.
1)

(Ministry of Educational and Trainning)

베트남 교육훈련부는 베트남의 전반적인 교육발전 정책 수립 및 관리, 운영을 하고 있으며,
교육통계의 조사기반 및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베트남 교육통계조사는 교육훈련부가 설립된 이후로 작성하고 있고, 교육통계관련법으로 통
계법이 존재하고 있으며 교육통계관리는 교육훈련부, 재정부, 통계청, 교육청이 각각 협업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SDGs 교육지표 작성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국제기구와는 협업을
진행 중이나 타 국가와 협업하고 있는 부분은 없고, SDGs 교육지표와 연계하는 방안 및 통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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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강화방안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수집하고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방안을 필요로
하고 있다.
통계지표는 실질적이고 표준화되어야하며, 수집 자료의 효과적인 산출을 위한 방법론이 필요
하며, 결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통일화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베트남도 검증시스템이 존재하나 미흡한 수준으로 일선 학교에서 자료입력을 하지 않으면 확인
및 검증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일선 학교에서 초기에 자료를 정확하게 입력하게 유도하는
방안도 필요로 하고 있다.
통계의 질적인 항목들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고, 현재 통계관련 법령을
수정 및 보완하고 있는 중으로 몇 년 후에는 정비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Ⅲ-28❙ 베트남 교육훈련부 회의장소 및 참석자
장소

참석자

주요내용

- Pham Chi Cuong(국제협력과장), Dr. Le Khanh
Tuan(기획재정과장), Nguyen Thi Thuy Ha(국제협력과 서기관),
교육훈련부 회의실 C

Dr. Le Chi Loi(국제협력과 담당), Prof. Le Anh
Vinh(교육과학연구원 부원장) 등 교육훈련부, 재정부,
교육과학연구원 담당자 총 8명

❙그림 Ⅲ-16❙ 베트남 교육훈련부 실태조사 및 회의

80

베트남교육통계현황,
실태조사

Ⅲ.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 실태조사 결과 분석

2)

(Vietnam Institute of Educational Sciences)

베트남 교육과학연구원은 유일한 교육통계연구기관으로 각각 별도의 부서로 운영되었다가
2008년에 현재의 기관형태로 통합되었음. 교육발전정책, 교육기획 연구, 교육훈련부 관련업무
현황 파악, 대학원(박사과정)에 대한 연구진행, 효율적인 연구결과물 활용을 위한 연구 및 도구
개발, 베트남 교육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훈련부의 업무로 교육과정 구축
및 연간보고서 작성, 5년 단위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 베트남은 학교급 단위의 교육관련 통계, 연간 이슈사항 분석 및 향후 예측 등 국제기구
와 많은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제 관련 팀 및 정보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며 국제
교육 현황 분석, 베트남 교육 현황 분석, 학술 논문 관련 연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표 Ⅲ-29❙ 베트남 교육과학연구원 회의장소 및 참석자
장소

교육과학
연구원 회의실1층

참석자

주요내용

- Prof. Le Trong Hung(사무총장, 실제 원장), Prof. Le Anh
Vinh(교육과학연구원 부원장), Dr. Le Dong
Phuong(고등직업연구센터장), Prof. Dr. Tran Thi Thai
교육통계방법 및
Ha(교육통계센터장), Dr. Le Chi Loi(국제협력과 담당) 등
현장실태조사
교육과학연구원장 및 각 센터장, 교육부 담당자 등 총
11명

❙그림 Ⅲ-17❙ 베트남 교육과학연구원 실태조사 및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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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ternational School, Hanoi)

하노이 국제학교는 교육과학연구원에 소속된 실험학교(국립학교)로 교육훈련부의 지시시행
및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지원(국제대회참가, 동아리활동, 체험활동, 과학활동, 공연 등)을 시
범운영하고 있다.
교육훈련부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조사항목(기본정보, 학생정보, 과목별성적, 교원정보, 재
원현황, 외국인학생현황, 학교시설)을 학생 설문조사 및 수기조사를 통해 작성하고 있으며 온
라인 시스템에 입력하여 제출하고 있으나 성별통계 등 세부적인 통계결과 산출이 불가능한 상황
이다.
하노이 교육청에서 2016년 9월부터 전산수첩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산수첩
시스템은 하노이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교육훈련부에서는 관리하고 있지 않고, 각 조사
단계별 담당자가 구분되어 있고, 총 4단계에 걸쳐 통계자료 보고 및 제출이 진행되고 있다.
조사항목은 수기 작성한 내용들과 유사하면 입력방법에만 차이가 있으며, 맞춤형통계는 행정직
원이 담당하고 있다.

❙표 Ⅲ-30❙ 베트남 하노이 국제학교 회의장소 및 참석자
장소
하노이
국제학교 회의실 2층

참석자
- 초등학교 교장 및 교감, 중학교 교장 및 교감, 고등학교
교장 및 교감, 베트남 교육과학연구원 국제협력책임자,
Dr. Le Chi Loi(국제협력과 담당) 등 총 10명

주요내용
초･중등통계조사 방법 및
현장실태조사

❙그림 Ⅲ-18❙ 베트남 하노이 국제학교 실태조사 및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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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anoi)

하노이 대학교는 베트남 수도 하노이의 국립대학으로 총리의 직속기관으로 10개의 단과대학
과 학부로 구성이 되어 있다. 대학의 통계작성요청은 교육훈련부에서 지시하며, 통계작성은
대학 내 관리자가 작성하여 제출을 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기간이 지정되어 있고 별도의 추가요
청이 있을 때마다 관련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조사한 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과정을 거쳐 교육훈련부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교육훈련부에서 해당 자료를 공개
및 서비스하고 있다.
대학 내 자체적으로 DB가 구축되어 있긴 하지만 통합관리가 되지 않아 각각 별도의 기능을
가진 단독DB로 존재하고 서로 연동되지 않고 있다. 대학 자체적으로 학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대학 내 교수들이 개개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학사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통계정보는
존재하지만 서로 연계되지 않아 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많고, 학교분류 및 순위산출, 비교검증
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2017년부터 교육훈련부에서 DB에 자료를 입력하라는 방침이 내려왔으
며, 시행을 안 하는 경우 학생모집 등에 규제를 받게 되어 있다.

❙표 Ⅲ-31❙ 베트남 하노이 대학교 회의장소 및 참석자
장소
하노이대학교교원대학
교 회의실 4층

참석자

주요내용

- Prof. Nguyen Quy Thanh(학장), Dr. Le Thai Hung, Dr.
대학통계조사 방법 및
Pham Thi Thanh Hai, Dr. Le Chi Loi(국제협력과 담당)
현장실태조사
등 5명

❙그림 Ⅲ-19❙ 베트남 하노이 대학교 실태조사 및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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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베트남 통계연구원은 통계청 소속기관으로 1976년에 설립되었으며 통계과학연구, 국제지표
연구, 교육통계연구를 통한 국제비교제표산출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베트남 통계전략구축방
안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 및 연간 전략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훈련부에 제출하고 있다. 전문통
계인력은 일반직원이 6,027명, 겸임직원으로 약 13,000여명이 있으나 교육통계연수를 학교에
있는 행정자료나 타국가의 책을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어 전문적인 연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베트남 교육통계의 생산책임은 교육훈련부에 있으며, 교육훈련부에서는 전반적인 교육통계
작성 및 예산집행을 담당하고 있고 통계청에서는 필수보고 사항만 작성하고 있다. 통계청은
교육훈련부와 협력하여 조사방법론 연구를 진행하고, 교육청에 조사실시를 요청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통계생산은 7단계(정보요소확인, 정부수집준비, 정보수집, 코딩, 분석, 표준화, 저장)
로 진행되며 생산과정은 UNESCO의 기준을 따르고 있으나 별도의 통계품질진단도구는 존재하
지 않는다.
베트남의 지표는 국가통계지표와 지방통계지표 2가지로 구분되는데, 국가통계지표는 국회에
서 지정한 지표로 총 168개가 있는데, 이 중 교육 관련 지표는 3개가 있고, 지방 통계 지표는
49개는 모두 교육통계지표로만 구성되어 있다.
교육통계 계획안 작성은 국회에서 기본통계전략을 지시하면, 교육훈련부에서 조사를 시행하
고, 통계청에서 보고양식을 작성하여 교육훈련부로 제공을 하는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SDGs 교육지표 담당은 교육훈련부이며 총괄부분은 계획투자부, 각 분야 지표들은 관련부서에
서 담당하여 작성을 하고 있다.

❙표 Ⅲ-32❙ 베트남 통계연구원 회의장소 및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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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참석자

통계연구원 회의실
3층

- 통계연구원장, 통계연구원 부원장(연구담당), Hoang Thu
Hien 통계연구원 부원장(교육담당), Dr. Le Chi
Loi(국제협력과 담당) 등 4명

주요내용
교육통계조사 시스템
및 현장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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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0❙ 베트남 통계연구원 실태조사 및 회의

4
.
1)
스리랑카 교육통계는 1966년 이전부터 교육부에서 교육정책 입안 및 수행을 위한 행정자료
수집 목적으로 시작되어 1966년부터 본격적인 교육통계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슷한데, 처음부터 통계법에 근거하여 통계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고, 행정적 필요에
의해 행정 자료의 수집이 이루어지다가, 통계자료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인지하고 정식으로
통계조사를 정규 업무로 편입시켰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렇게 실시된 교육통계조사는 교육부 통계과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정형화된 설문
지를 통하여 정부에서 정책결정에 필요한 기초적인 항목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후
현재까지 항목상의 큰 변화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1985년에는 교육부 내 교육통계 결과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담당부서로 통계관리과가 설립되
었다. 이후 수합된 교육통계정보는 「교육통계DB」로 구축되고, 이 DB를 활용하여 자료분석
및 자료집 발간, 그리고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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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통계과에서는 매년 교육부 차관과 차관보(기획)의 관할 아래 교육통계조사를 수행하
고 있으며, 통계관리과는 통계과에서 수집한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지표 개발, 타 지표와의 비
교, 보고서 작성, 국제기관 자료제공 및 교육부 웹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공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스리랑카의 교육통계조사는 「정부통계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나 교육부에
서 때때로 시행되는 정책이나 결정에 따른 지침에 의거하여 통계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Ⅲ-33❙ 스리랑카 교육통계 제도 및 역사 실태조사 결과
영역
교육통계일반

교육통계 법
(규정)

조사 내용(질의)

결과(응답)

언제부터 교육통계를 작성하였는지?

1966년

교육통계의 발전과정은?

1985년 통계관리과 신설에 따른
DB구축

교육통계 법이나 규정이 있는지?

정부통계법

교육통계에 관한 법 이외의 정부지침이 있는지?

통계법에 속한 규정, 지시서

2)
스리랑카의 교육통계 관련 조직으로 교육부, 통계청, 교육청, 학교를 들 수 있는데, 이들
각 기관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 및 상호 협력을 통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그림 Ⅲ-21❙ 스리랑카 교육통계 관리 현황

한국의 경우에 교육통계조사 및 관리, DB구축 및 서비스는 「국가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하
여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스리랑카에서는 교육부 통계과에서 교육통계 조사 및 관리를
직접적으로 주관하고 있다. 즉, 교육부는 통계조사를 위한 계획수립 전반, 조사 관리, 결과
공표, 통계자료 분석과 서비스와 같은 전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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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통계청은 별도의 자문기관으로 주로 인구통계조사와 같은 주요 통계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통계와 관련해서는 조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개선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
다. 즉, 교육통계조사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부에 제공하는 한
편, 전산 인프라 관련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스리랑카의 통계조사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교육통계조
사 정책에 따라 통계조사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방, 지역별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교육청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우리나라 시･도교육청과 같은 지방교육청, 교육지원청과 같은 지역교육청, 그리고 우리나라에
는 없는 형태인 사단교육청이 그것이다. 이 중 사단교육청의 경우에는 특이한 형태로, 교통
및 통신이 열악하고 산악지역과 같은 오지가 많은 스리랑카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사단교육청은 교육통계조사 시 학교로부터 설문지를 수합하여 지역교육청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각 교육청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지방교육청 : 교육부 통계조사과로부터 배포된 통계 조사지를 지역교육청에 배포, 지역교육청 통계담당자
교육, 지방단위 데이터 합계검증, 통계데이터 교육부 제출
∘ 지역교육청 : 학교 조사담당자(교장) 및 사단교육청 대상 통계 연수 실시, 학교로부터 수집된 조사지를
조사프로그램에 입력, 수집된 통계 데이터 검증, 통계데이터 지방교육청 제출
∘ 사단교육청 : 지역교육청 하위 기관, 담당 학교의 통계조사 스케줄을 관리, 학교별로 접수 받은 조사지
수합, 학교들의 통계요약본 작성 및 합계검증 수행, 통계데이터 지역교육청 제출

학교는 교육통계조사에 있어서 가장 말단에 위치한 조직으로, 제공된 조사설문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통계조사를 위해 조사내용에 대한 연수에 참여해야 하며, 학교차원의
입력정보를 신뢰롭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의무를 가진다.
이처럼 스리랑카의 교육통계조사는 학교로부터 교육부까지 각 기관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스리랑카의 정보통신 및 지리적 여건상 조사 기간이 오래 걸리며 결과수합까지는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한다. 학교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지역교육청을 들 수 있다. 1985년 이후 부분적인 정보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 지역교
육청에 통계청에서 개발한 시스템이 도입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지역교육청의 통계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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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을 통해 학교로부터 수합된 통계자료가 입력되고 검증된다. 스리랑카의 환경적 여건으로 인
한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향후 컨설팅 과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조직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렇게 조사과정을 통해 수합된 정보는 최종적으로 교육부로 모이게 되는데, 교육부는
자체적인 검증과정을 통해 통계결과를 확정짓고 이를 ACESS 형태의 DB로 구축하게 된다.
이후 통계 데이터의 가공･처리를 통해 다양한 분석 및 서비스를 하게 된다.

❙표 Ⅲ-34❙ 스리랑카 교육통계 조직 및 인력 실태조사 결과
영역

조사 내용(질의)
교육통계 총괄기관은 어디인지?

교육부

교육통계조사에서 교육청과 학교의 역할은 무엇인지?

학교에서 자료를 작성하고
교육청이 수합 및 검토

교육부(통계청)에서 교육통계를 담당하는 인력은 몇 명인지?

통계과(19명), 자료관리과(15명),
통계청파견과(3~5명)

교육통계조직

교육통계인력

3)

결과(응답)

(

)

스리랑카의 교육통계조사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년 1회 조사되고 있다. 스리랑카의 초･중
등학교 학제는 우리나라와 상이하다. 즉, 초등학교 5년 과정(1~5학년), 중학교 4년 과정(6~9
학년), 고등학교 4년 과정(10~13학년)으로 총 13년 정규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학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통계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초등학교 : 학생 및 교원 수 , 시설, 졸업 초과 연령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정보, 학교 예산, 특수아동 정보,
교직원 정보 등
∘ 중･고등학교 : 학생 및 교원 수, 시설, 졸업 초과 연령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정보, 중･고등학교 예산 내역,
특수아동 정보, 교직원 정보 등

스리랑카의 통계조사는 설문지를 기반으로 조사가 되고 있으며, 각 학교로부터 조사된 설문
지는 지역교육청으로 보내져 C･S기반의 조사입력 프로그램을 통해 전산화되고, 지역교육청은
최종 완료된 자료를 이메일 또는 CD의 형태로 교육부 통계과로 송부되는 과정을 거친다.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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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합되는 정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스리랑카의 교육통계 조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Ⅲ-22❙ 스리랑카 교육통계 조사 절차

∘ 각급학교 : 각급학교 교장들은 조사 설문지를 작성하고 설문지를 사단교육청으로 송부
∘ 사단교육청 : 사단교육청은 통계조사의 스케줄을 작성하고, 각급학교로부터 접수받은 조사지를 수합하여
학교들의 통계 요약본을 작성하고 합계검증을 수행
∘ 지역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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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후 지방교육청으로 송부
∘ 지방교육청 :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접수받은 지역단위 통계 데이터 수집하여 지방단위의 합계검증을 실시하고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학교에 설문지 재작성을 요청함. 최종적으로 통계자료가 완성되면 이메일 및 CD를
통해 교육부로 제출
∘ 교육부(통계과) : 조사설문지를 각 지방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을 통해 각급학교에 송부함. 지방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자료를 취합하고 검증을 한 후 DB로 구축하고 결과를 통계관리과로 제출
∘ 교육부(통계관리과) : 통계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을 분석하고 국내 및 국제기관에 자료를 제공

한편 중요한 조사도구로 지역교육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은 ‘PSPro’라는 프로그램으로
미국정부에서 무상으로 개도국에 제공되는 통계조사를 위한 기초 프로그램으로 파악된다. 스리
랑카 교육청에 적용된 PSPro 프로그램은 웹기반의 통신이 불가능하고, 조사입력 화면은 각급
학교에 배포되는 조사지 양식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며 각종 파일 포맷(txt, Excel, access,
xml 등)을 지원하는 특징을 가진다. 교육부에 구축되어 있는 DB는 독립형 시스템으로 온라인
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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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5❙ 스리랑카 교육통계 생산 방법 실태조사 결과
영역
교육통
계조사 체제

조사 내용(질의)

결과(응답)

각 기관별 역할분담 및 체제는?

교육부, 교육청, 학교별 역할
분담

교육통계조사 내용

교육통계조사 항목은?

초･중등 항목

교육통계조사 방법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수기 조사 후 C･S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산화

데이터 저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Access DB

EMIS가 구축되어 있는지?

구축되어 있음

EMIS와 연계하여 교육통계를 생산하고 있는지?

생산하지 못함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
교육관리정보
시스템(EMIS)

한편, 스리랑카는 교육관리정보시스템(EMIS)을 활용하여 학교에서 입력한 정보를 활용하여
통계정보를 생산하고자 하였으나,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아 지역교육청에서 일부 교무업무 등
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그 결과 교원정보 중 약 75% 정도가 EMIS를 통하여 관리되
고 있으나, 정확도가 떨어지고 신뢰성이 낮은 데이터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스리랑카
의 EMIS는 유초･중등 교원정보 등록 및 관리기능만 구현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
스리랑카의 교육통계 산출물로는 교육통계연보와 교육부 1년 예산내역 보고서 등이 있고,
해당 자료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부분적으로 탑재되어 있어 열람이 가능하다.
스리랑카 정부는 교육통계정보를 토대로 교육 품질 향상, 연간계획 및 중기 계획 수립, 인력
및 교육시설 제공, 교원 부족 해결, 학교 중퇴 비율, 재학생 비율, 남성 여성 비율, 학교 시설
제공, 식수 제공 등과 같은 정책결정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 조사체제 문제와 조사되는
데이터의 항목수가 부족하여 교육통계 데이터의 활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통계의 주요 활용처는 정책입안자 및 결정자, 연구자들로 정책수립 및 결정, 연구 및
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없는 상황이다.
즉, 교육통계의 주요 수요자들은 대국민이 아닌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의 정책결정자들에게 맞추
어져 있으며, 각급 학교 및 교육청은 통계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해당 자료는 교육부 자료관리과에서 요구되는 각종 지표 개발 및 분석을 통해 제공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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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6❙ 스리랑카 교육통계 서비스 및 활용 실태조사 결과
영역

조사 내용(질의)

교육통계 산출물
교육통계 홈페이지
교육통계 활용

결과(응답)

교육통계 발간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통계연보, 예산내역보고서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는지?

구축되어 있음

홈페이지 이용이 활발한지?

활발하지 않음

교육통계를 누가 많이 사용하는지?

교육관리자, 관심자

교육통계를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는지?

정책결정

5)
현재 국제기구(UN, UNESCO) 및 UIS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나 국제
기구에서 요청하는 SDG4 등 국제통계 자료의 제공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교육
기관들은 조사 체계 및 환경 문제로 인하여 조사기간 조차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교육통계 관련 국제데이터 제출, 국제사업 참여 등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또한 국제 비교를 위한 교육통계 데이터 제출 시 유네스코에서 규정하는 학제 분류방식의 상이
함에 따라 데이터 제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Ⅲ-37❙ 스리랑카 국제기구 및 공여국과의 협력 실태조사 결과
영역
국제기구와의 협력

선진국과의 협력

조사 내용(질의)

결과(응답)

교육통계 주요 파트너는 누구인지?

UIS, World Bank, ADB

국제기구로부터 교육통계 생산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없음

교육통계 주요 파트너는 누구인지?

없음

국제기구로부터 교육통계 생산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없음

현재 스리랑카에서 운영 중인 EMIS 이전에 EMIS 구축을 위해 독일, 인도와 시스템 구축사업
을 수행하였지만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스리랑카 현지에 대한 환경적
여건을 무시하는 등 현황조사가 미비하여 시스템 구축에 실패하였으며, 인도의 경우에는 학생
1인당 데이터 입력에 대한 사용료를 요구하는 등 비용문제가 발생하여 중단되었다. 이러한 시스
템 구축 실패 경험은 외국에 의한 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였고, 그 결과
자체적으로 EMIS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교무업무 일부에만 적용하는 등 완벽한 성공을
거두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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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inistry of Education)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에 위치한 교육부는 넓은 공간에 5층 단독 건물로 이루어진 청사를
가지고 있었다. 외면적인 모습은 우리나라 1970~1980년대와 비슷한 상황으로 보였으며, 군부
의 영향인지 군인들이 건물내외를 둘러싸 경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회의진행은 교육부에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는 차관과 차관보, 각 국장과 실무자들이 참석
하였다. 회의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회의 장소 : 교육부 내 회의실
∘ 회의 주요 내용 : 스리랑카 교육실태 및 현황, 교육통계조사 현황 및 문제점, 교육통계조사 및 시스템 구축
관련 요구사항 등
∘ 회의 참석자(총 23명)
- 한국 : 박성호, 김본영, 이한승, Subasinghage Chathurika Nilani(서울대)(이상 4명)
- 스리랑카 : Mr. Sunil Hettiarachchi(Secretary of Education), Mr. S.U. Wijerathna(Addi. Secretary), Dr.
M. M. Wehella(Addi. Secretary), Mr. H. Hewage(Addi. Secretary), Mr. Thissa Hewavithana(State
Minister's Secretary), Mr. Dr. Jayantha alasooriya(Deputy Director of Education), Mr.G. M.
NielGunadasa(Director), Ms. L. N. Wijesekara(Director), Ms P. M. A. S. Pandithasekara(Director), Ms.
C. M. P. J. Thilakarathna(Director), Mr. Lal Padmasiri(Director), Ms. B. P. Withanage(Director), Miss. J.
Ariyarathna(Asst. Director), Mr. Buddika(Asst. Director), Ms. D. S. Mayadunna(Asst. Director), Ms. S.
Senarathna(Asst. Director), Mr. H. W. K. Amarasingha(System Analysts), Miss K.V. l. V.
Perera(System Analysts), Ms. Damayanthi(Deputy Director (UGC)) 담당자(이상 19명)

❙그림 Ⅲ-23❙ 스리랑카 교육부 실태조사 및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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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교육부는 스리랑카의 전반적인 교육발전 정책 수립 및 관리･운영을 하고 있으며,
교육통계의 조사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교육부 조직은 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고등교육부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 결과 초･중
등교육통계와 고등교육통계는 각각 해당 담당 교육부에 의해 분리되어 조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Ⅲ-24❙ 스리랑카 교육부 교육통계 관리 조직

초･중등교육통계를 담당하는 교육부에는 통계청에서 파견한 직원들로 구성된 파견부서가 존
재하고 있다. 파견된 통계청 직원들은 교육부의 통계부설과에 소속되어 교육통계시스템의 유지
보수 및 개선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고등교육부의 경우에는 UGC(University Grants
Commission)에서 통계조사 관련 업무와 정보화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교육부의 통
계과 인력은 19명, 자료관리과 인력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통계청 파견자는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민족 다언어로 인한 학제의 복잡함. 자연재해 및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통계조사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 컴퓨터 및 인터넷 보급 상황, 공무원 중심의 상명하복 문화와 더불어 통계
재정 여건 등이 양질의 통계조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연1회 통계조사를 실시하나, 조사기간이 잘 지켜지지 않아 매년 조사지연 문제 발생하고 있
다. 통계에 대한 담당자들의 낮은 인식 및 전담자 부재, 통계개선에 대한 의지와 조사현실과의
괴리, 보안을 고려하지 않은 열악한 전산환경 등이 개선점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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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실시간 통계수집에 대한 요구, 통계데이터 신뢰도 향상 방안, 조사효율화 방안,
교육통계담당자들의 인식제고 방안,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 방안 및 연수 개선, 온라인 조사
전환을 위한 ICT 인프라 개선 방안, 국제기준에 따라 비교 가능한 지표 개발 등이 한국의 지원
을 통해 개선되기를 희망하였다.
스리랑카의 현 여건에도 불구 ‘온라인 실시간 교육통계 체제’에 대한 강력한 요구 및 의지가
있었는데, 이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현실적인 통계수요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2)

(Department of Census Statistics Sri Lanka)

스리랑카의 통계청은 교육부에 비해 상당한 수준으로 현대화되어 있었다. 스리랑카의 경우
분산형 통계제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되나, 통계청과 교육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더 강한 정도로 집중형 통계제도의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진행은 통계청에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는 통계청장과 각 국장 및 실무자들이 참석하였
다. 회의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회의 장소 : 통계청 내 회의실
∘ 회의 주요 내용 : 스리랑카 통계청의 구성 및 역할, 교육통계조사에 있어서의 통계청의 역할 및 지원 현항,
교육통계조사 관련 요구사항 등
∘ 회의 참석자(총 14명)
- 한국 : 박성호, 김본영, 이한승, Subasinghage Chathurika Nilani(서울대)(이상 4명)
- 스리랑카 : Mr. R.D.N. Karunasiri, Miss. J. Ariyarathna, Ms. S. Senarathna(이상 교육부), 통계청 국장 외
5명 등(총 10명)

❙그림 Ⅲ-25❙ 스리랑카 통계청 실태조사 및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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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통계청은 한국의 통계청과 유사한 형태의 조직이나, 한국의 경우보다 각 부처의
통계작성에 보다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직접적으로는 스리랑카 인구통계조사를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다른 부처에서 수행하는 통계조사 관련 제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 통계청의 ODA사업을 통해 모바일 기반의 인구조사 시스템 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스리랑카 통계청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한국과의 교류를 적극적
으로 원하고 있다.
스리랑카의 교육통계체계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려면 ICT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
며,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바뀌는 정보를 실시간화 하여 열람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
스리랑카의 교육통계조사 체계는 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수집방법이 수기조사이기 때문에 조사
기간이 많이 걸리고 중복적인 내용을 반복해서 작성해야 하는 문제점으로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
하고 있다. 모든 통계데이터가 전산화 기반에서 학교별로 데이터가 제출되어야 하고 정해진
조사기간 내에 통계조사가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통계청은 통계담당자 교육 시 연수 담당자의 역량과 연수 내용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개선
을 위해 한국의 교육･연수 경험을 지원 요청하였다. 이번 교육통계 컨설팅 사업에서 한국의
인적･물적 지원을 통해 실시간 교육통계 시스템 구축을 희망하였다.

3)

(Educational Office)

스리랑카 교육청의 역할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교로부터 수합된
설문지를 통계시스템을 통해 입력하고 검증, 상급기관으로의 전송 역할을 맡아 수행하고 있었다.
회의진행은 지역교육청에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는 교육감 각 실무자들이 참석하였다. 회
의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회의 장소 : 지역교육청 내 회의실
∘ 회의 주요 내용 : 스리랑카 교육청의 구성 및 역할, 교육통계조사 관련 인력구성 및 역할, 교육통계조사의
현황 및 문제점, 요구사항
∘ 회의 참석자(총 15명)
- 한국 : 박성호, 김본영, 이한승, Subasinghage Chathurika Nilani(서울대)(이상 4명)
- 스리랑카 : Mr. R.D.N. Karunasiri, Miss. J. Ariyarathna, Ms. S. Senarathna(이상 교육부), 지역교육청
국장 외 7명 등(총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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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6❙ 스리랑카 교육청 실태조사 및 회의

스리랑카 교육청은 한국과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고 역할도 비슷하지만 ‘사단교육청’이라는
하위 기관이 존재하고 있음. 지방교육청은 교육통계조사를 총괄하고 지역 교육청은 통계조사의
전반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사단교육청의 경우 지역에서 더 분할된 지역에 위치하
여 지역교육청의 교육통계조사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Ⅲ-27❙ 스리랑카 교육청 교육통계 관리 조직

지역교육청은 상급기관으로부터 배포된 설문지를 사단교육청을 통해 지역 내 학교에 배포하
고, 수합된 조사결과를 입력･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검증까지 확인된 데이터는 이메일 등
을 통해 지방교육청 및 교육부 등에 제출한다.
교육청 단위의 교육통계조사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지역교육청은 통계조사 시작 전 교육부로
전달받은 통계조사지를 사단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배포하고, 배포된 조사지는 학교의 통계담
당자(교장)를 통하여 작성되며 작성된 조사지는 다시 사단교육청을 통해 지역교육청으로 제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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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육청에서는 제출된 조사지를 직원들이 PSPro 프로그램에 직접 입력하며, 5~6명의
임력담당자를 배정하고 있지만 데이터 건수가 많아서 데이터 입력만 2주의 시간이 소요된다.
PSPro 프로그램은 학교에 배포되는 조사지 양식과 같은 화면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
담당자는 조사지 양식을 그대로 전산상 입력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학교에서 제출한 조사지 내용을 PSPro에 입력할 시 일부 형식검증 기능을 통해 검증되며,
입력이 완료되면 총계값을 산출하여 검증자료로 활용한다. 검증과정을 통해 학교의 오입력이
발견될 시 학교에 연락하여 조사지 재작성을 요구한다.
각 학교에 PSPro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조사를 진행해보았으나, 학교의 PC보급률이 낮았고
PC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교장이 1대(노트북)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나마 고장난 상태이거
나 교장이 PC를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한 경우는 학교에서 전기세를 감당하지 못하
는 경우도 있었으며, 학교 담당자는 PSPro 프로그램은 물론 PC 활용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학교에 프로그램 배포하는 방식은 포기하고 다시 수기조사 체제로 전환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
고 있다.
현 조사체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수행하였다. 매 조사시 조사기간이 연장
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사지를 일찍 배포하고 교육청의 입력담당자도 늘려보았지만 큰 변화
는 없었다. 일부 학교는 조사에 대한 역량이 부족하여 사단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으로 자료를
들고 와서 교육청 담당자가 함께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지역교육청에서 판단하기로는
학교에서 조사지를 통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곳은 60~70% 정도이며 그 외에 역량이 부족한
학교들은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교육청으로 들고 와서 교육청 담당자가 조사를 대신 진행하고
있다. 사단교육청과 학교들의 시설은 열악하지만 스리랑카 정부차원에서 PC대여, 정부지원금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4)

(Nalanda College, Collombo)

스리랑카는 식민지의 영향 및 다민족･다언어 국가의 특성으로 인해 학교의 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한 것이 특징이다. 빈부의 차이가 커서 각 지역의 학교별 차이가 심한 편이며, 학교마다
언어를 달리하여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 중 종합학교는 초･중등 교육과정을 한 학교에서
진행하는 학교인데, 이번에 방문한 종합학교는 100년 역사를 지닌 오래된 학교로 스리랑카
콜롬보 내에서 상위 3위권의 대규모 학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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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은 학교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는 교육장과 담당 선생님들이 참석하였다.
회의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회의 장소 : 학교 내 회의실
∘ 회의 주요 내용 : 학교 차원의 교육통계조사 실태, 인력구성 및 조사방법,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
∘ 회의 참석자(총 12명)
- 한국 : 박성호, 김본영, 이한승, Subasinghage Chathurika Nilani(서울대)(이상 4명)
- 스리랑카 : Mr. R.D.N. Karunasiri, Miss. J. Ariyarathna, Ms. S. Senarathna(이상 교육부), 종합학교 교장
외 3명 등(총 8명)

❙그림 Ⅲ-28❙ 스리랑카 콜롬보 종합학교 실태조사 및 회의

학교의 교육통계조사 업무를 살펴보면, 해당 학교는 학교 운영 및 통계관련 업무는 Excel
파일로 관리하고 있으며, 통계조사 시 Excel 파일을 참고하여 조사지를 작성하여 통계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학생 관리는 정보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Excel 파일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변경된 학생 수(전학, 중도탈락, 퇴학 등)는 교육부나 교육청이 파악하지 못하고 오직 학교만이
해당정보를 파악하고 관리한다. 학생 성적은 수기로 기록되며 중요한 시험 결과만 Excel 파일을
이용하여 관리하고 내용정리에는 2주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통계조사 시 문제점을 살펴보면, 매년 통계조사를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통계를 위한 조사지 수기작성 시 기본적인 정보를 중복으로 입력하고 입력된 정보를 확인해야하

98

Ⅲ.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 실태조사 결과 분석

기 때문에 시간소요가 많다. 시설정보의 경우 변화가 적은 데이터이지만 매번 수기로 입력하고
정보가 맞는지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조사 후 완료된 보고서가 나올 때까
지 3~4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간에 데이터 확인 및 오류파악이 불가능하여 조사기간이 늘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통계조사를 위한 연수 시 자료가 미리 배포되지 않아 사전 준비
의 어려움이 있으며, 연수 후 1주일이 지나면 조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조사를 위한 자체적인
교육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단위 통계조사에 개선요청 사항을 살펴보면, 학교입장에서는 통계조사보다 학교운영에
필요한 관리정보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매번 반복적이며 중복적인 통계조사를
하는 수기방식에서 시스템 또는 조사프로그램 등의 방식으로 체제를 전환하여 변동이 없거나
중복적인 내용은 시스템에서 기존 데이터를 참조하여 제공되고, 새로이 변동된 데이터만 입력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는 통계조사 후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입장에서는 교육통계조사에 협조하는데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는 통계조사 시 작성했던 내용을 별도로 정리하여 활용 중에 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에서 통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5)

(University of Colombo)

스리랑카의 경우 대학교가 많지 않은 상황으로 국공립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학 내 시스
템 및 이를 통한 통계자료 생산을 위해 두 차례 컨설팅(독일, 인도)을 실시한 바 있으나 실패하
였고, 이후 대학 내 전문가 및 관계자를 통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 내
전산시스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
나, 두 차례 외부 컨설팅의 실패로 인해 외부 컨설팅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방문했던 콜롬보 대학은 내부 8천 명, 외부 1만 명의 학생들을 보유하고
있는 스리랑카 내에서는 상위권의 권위 있는 대학이다.
회의진행은 대학교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는 고등교육부 담당자와 대학 교육통계
담당 선생님들이 참석하였다. 회의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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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장소 : 콜롬보 대학교 내 회의실
∘ 회의 주요 내용 : 대학 교육통계 조사현황, 인력구성 및 조사방법,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
∘ 회의 참석자(총 13명)
- 한국 : 박성호, 김본영, 이한승, Subasinghage Chathurika Nilani(서울대)(이상 4명)
- 스리랑카 : Mr. R.D.N. Karunasiri, Miss. J. Ariyarathna, Ms. S. Senarathna(이상 교육부), 대학 관계자
5명 등(총 9명)

❙그림 Ⅲ-29❙ 스리랑카 콜롬보 대학교 실태조사 및 회의

스리랑카 대학의 경우, 대부분의 통계조사는 조사지를 통해 작성 및 제출하고 있으며 대부분
조사기간을 넘어서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적정보는 검증을 하지만 학생 개별적인 차원에
서 데이터를 검증하지 못하고 합계값 위주로 검증하고 있다. 입학정보나 졸업정보는 검증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항목들은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
통계조사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대학 내의 데이터를 조사하고 입력하는 등 조사과정에 시간
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학교입장에서는 조사기간을 맞추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 내의 시스템들이 통합되지 못하고 관리주체별로 분리되어 시스템이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데이터 통합이 어렵고 데이터의 신뢰도 또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대학에
서는 학교를 경영 및 운영하기 위한 경영정보시스템 또는 학사정보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수기문서나 Excel 파일로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일부 대학들은 학생기본정보, 시험정보 등을
관리하는 웹기반의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능 및 활용성이 떨어져서 큰 효과를 보기 어려
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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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보 대학의 경우, 교수, 직원정보는 별도의 시스템이 없으며 Excel 파일을 활용하여 관리
되고 있다. 대부분의 정보는 수기로 작성된 문서로 관리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수강신청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 중에 있다. 학생들의 관리는 학과별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차원
에서 전체 학생의 관리가 어려우며 학과 및 전공 관리정보는 각 단과대학들만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학에서는 통합된 정보관리시스템 도입 및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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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 수요조사
결과 분석
1.
2.
3.
4.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 수요조사 도구 개발
몽골 교육통계 수요조사 결과 분석
베트남 교육통계 수요조사 결과 분석
스리랑카 교육통계 수요조사 결과 분석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Ⅱ)
: 아시아 중점협력국가를 중심으로

Ⅳ.

3

본 장에서는 중점협력국가인 아시아 3개국(몽골, 베트남, 스리랑카)의 요구에 대하여 조사하
고 분석하였다. 교육통계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공여국의 실태조사가 중요하나, 수원국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본 연구사업에서 수요기반 컨설팅(demand-based consulting)
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국가별 컨설팅계획안을 수립하였
다. 수요조사를 위해 먼저 수요조사 틀을 구안하여 개발하였고, 2017년 5월에 e-mail 조사를
실시하였고, 6월에 현지 국가를 방문하여 대면조사를 실시하여 요구를 파악하였다.

1

3

개도국 교육통계 수요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프레임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
요조사 틀은 개도국의 역량 개발을 위한 수요를 파악하는 틀을 말한다. 즉, 수요조사 프레임을
통해 개도국 통계 수준과 통계 역량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구성될 필요가 있다.
본 수요조사 틀은 크게 2가지를 고려하면서 개발하였다. 첫째, 통계적 속성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양질의 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기본적인 영역과 요소를 담아 수요조사 체계를 구성하였
다. 둘째, 개도국의 통계수준 및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2016년도 1차년도 연구사업에
서 확인한 아시아 3개국의 요구영역과 수준을 고려하여 수요조사 내용을 보완하였다.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 역량 개발 수요조사 틀은 아래와 같다.
2017년 6월에 실시된 현지 출장(몽골, 베트남 : 2017년 6월 19일~6월 24일, 스리랑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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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6일~7월 3일)에서 개도국의 요구를 자세히 파악하였다. 현지 수요조사를 충실히
하기 위하여 출장 전에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수요조사 자료(영문･현지어)를
e-mail로 송부하여 조사를 의뢰하였다. 아시아 3개국의 업무 과중을 고려하여 현지어로 번역하
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 수요조사 틀 : 「교육통계 제도 및 기반」 영역
아래 표의 수요조사 영역 중 귀국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1, 2, 3, 4)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정도(1, 2,
3, 4)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요도 : 4(매우중요), 3(중요), 2(보통), 1(중요하지 않음)
* 시급성 : 4(매우시급), 3(시급), 2(보통), 1(시급하지 않음)

❙표 Ⅳ-1❙ 수요조사 틀 : 교육통계 제도 및 기반 영역
수요조사 영역
법적 근거
조직 체계

주요 구성 요소
- 교육통계법
- 교육통계 지침
- 교육통계 조직체계
- 교육통계 기획 역량
- 교육통계 조사(생산) 역량
-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역량
- 교육통계 분석 역량

통계 인력 역량 개발 - 교육통계 서비스 역량
- 교육통계 활용 역량
- EMIS 운영 및 관리 역량
- SDGs 교육지표 생산 역량
- 교육통계종사 인력의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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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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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조사 틀 : 「교육통계 생산 및 관리」 영역
아래 표의 수요조사 영역 중 귀국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1, 2, 3, 4)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정도(1, 2,
3, 4)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요도 : 4(매우중요), 3(중요), 2(보통), 1(중요하지 않음)
* 시급성 : 4(매우시급), 3(시급), 2(보통), 1(시급하지 않음)

❙표 Ⅳ-2❙ 수요조사 틀 : 교육통계 생산 및 관리 영역
수요조사 영역
통계
기획

통계 기준
품질 관리

주요 구성 요소

중요도

시급성

- 교육통계 조사 계획
- 교육통계 분류체계 개발(학교분류, 전공분류 등)
- 교육통계품질 진단기준 개발
- 교육통계품질 관리 방법(데이터 수집, 데이터 서비스)
- 유아교육 및 보육 통계 구축 또는 개선
- 초등학교 통계 구축 또는 개선
- 중학교 통계 구축 또는 개선

학교급별 통계

- 고등학교 통계 구축 또는 개선
- 직업교육 훈련 통계 구축 또는 개선
- 대학교 통계 구축 또는 개선
- 평생교육 통계 구축 또는 개선
- 기타 사항

통계
내용

- 학교 통계 구축 또는 개선
- 학생 통계 구축 또는 개선
- 교원 통계 구축 또는 개선
주제별 통계

- 교육과정 통계 구축 또는 개선
- ICT 통계 구축 또는 개선
- 교육재정 통계 구축 또는 개선
- 교육시설 통계 구축 또는 개선
- 기타 사항

조사 도구
통계
자료
수집

- 조사지 개발
- 조사지침 개발
- 수기조사
- 공공 데이터베이스 연계조사

자료수집방법

- EMIS 연계 조사
- 웹 조사
-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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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 영역

주요 구성 요소

자료 검증

데이터베이스
구축방법

중요도

시급성

- 자료 검증 절차
- 자료 검증 방법(시계열 검증, 내용검증, 형식검증 등)
- 데이터 저장 방법
∙ 통계조사표(종이) 형태
∙ 파일(Excel 등) 형태
∙ 통계표 DB 형태
- 데이터 관리 방법

○ 수요조사 틀 : 「교육통계 서비스 및 활용」 영역
아래 표의 수요조사 영역 중 귀국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1, 2, 3, 4)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정도(1, 2,
3, 4)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요도 : 4(매우중요), 3(중요), 2(보통), 1(중요하지 않음)
* 시급성 : 4(매우시급), 3(시급), 2(보통), 1(시급하지 않음)

❙표 Ⅳ-3❙ 수요조사 틀 : 교육통계 서비스 및 활용 영역
수요조사 영역
통계
분석

- 교육통계분석 방법

서비스 방법

- 교육통계자료 공급 방법
∙ 오프라인
∙ 온라인(웹서비스)
∙ 모바일

홈페이지

- 홈페이지 개발 및 관리

통계
활용

통계 활용

- 교육통계 활용
∙ 정책수립
∙ 연구
∙ 국제기구 자료 제공
∙ 대국민 서비스 및 홍보
∙ 기타

가공
통계
생산

교육지표

통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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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방법

주요 구성 요소

- 교육지표 생산
- 교육통계 지도 개발

중요도

시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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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 영역

주요 구성 요소

중요도

시급성

- 개별 학교 통계
특수목적 통계

- 지역 통계(시도, 시군구지역)
- 성인지 통계
- 기타 통계

○ 수요조사 틀 : 「SDGs 교육지표」 영역
아래 표의 수요조사 영역 중 귀국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1, 2, 3, 4)와 데이터 확보 가능 여부(예, 아니오)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요도 : 4(매우중요), 3(중요), 2(보통), 1(중요하지 않음)
* 데이터 확보 가능 여부 : 예, 아니오

❙표 Ⅳ-4❙ 수요조사 틀 : SDGs 교육지표 영역
Target 4(교육)

Target 4.1.
(초･중등
교육 영역)

Target 4.2.
(영･유아

지표

4.1.1

- 읽기･수학 분야에서 최소 숙달기준을 달성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비율(초등교육 및 전기 중등교육
졸업단계)

4.1.2

-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 집행 및 관리(초등교육
단계, 초등교육 졸업단계, 전기 중등교육 졸업단계)

4.1.3

- 최종학년 진급률(초등교육, 전기중등교육,
후기중등교육)

4.1.4

- 이수율(초등교육, 전기 중등교육, 후기 중등교육)

4.1.5

- 학교밖 아동과 청소년 비율(초등교육, 전기
중등교육, 후기 중등교육)

4.1.6

- 졸업 초과 연령 아동과 청소년 비율(초등교육, 전기
중등교육, 후기 중등교육)

4.1.7

- 법적으로 지정된 무상교육･의무교육 연한(초등교육,
중등교육 단계)

4.2.1

- 취학 전 아동 중 보건, 학습, 심리사회적 발달이
정상인 비율

중요도

데이터 확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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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4(교육)

교육 영역)

Target 4.3.
(고등교육･
평생직업
교육 영역)

Target 4.4.
(정보기술
영역)

Target 4.5.
(형평성
영역)

Target 4.6.
(문해력･
수리력)

Target 4.7.
(지속가능
발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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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4.2.2

- 초등학교 입학 전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참여 비율

4.2.3

- 5세 이하 아동 중 긍정적, 고무적 가정 학습 환경
경험 비율

4.2.4

- 취학 전 교육 단계 총 취학률

4.2.5

- 법적으로 지정된 무상교육･의무교육 연한(유아교육
단계)

4.3.1

- 지난 12개월간 형식적, 비형식적 교육이나 연수에
참여한 청소년과 성인 비율(성비 포함)

4.3.2

- 고등교육 단계 총 취학률

4.3.3

-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참가 비율(15-24세)

4.4.1

- ICT 기술을 익힌 청소년과 성인 비율

4.4.2

- 최소 기준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숙달한 청소년과
성인 비율

4.4.3

- 청소년과 성인교육 달성 비율
(연령별･경제활동별･교육단계별)

4.5.1

- 모든 교육지표의 형평성 지수(여성･남성,
농촌･도시, 소득상위･소득하위 등)

4.5.2

- 초등교육단계에서 모국어로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
비율

4.5.3

-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교육자원 재분배
정책 유무

4.5.4

- 학생 1인당 교육비 비율(교육수준 및 재원에 따른)

4.5.5

- 저소득 국가에게 할당된 총 교육원조 비율

4.6.1

- 문해력과 수리 능력의 최소 숙달단계를 달성한
비율(연령집단별)

4.6.2

- 청소년과 성인의 문해율

4.6.3

- 문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과 성인 비율

4.7.1

- 세계시민교육과 양성평등과 인권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을 모든 단계에서
실행하는 정도(국가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원교육,
학생평가)

중요도

데이터 확보
여부

Ⅳ.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 수요조사 결과 분석

Target 4(교육)
4.7.2

- 생활기술 기반 HIV 및 성교육을 제공하는 학교
비율

4.7.3

- <인권교육에 대한 세계 프로그램>의 국가적 실시
정도

4.7.4

- 세계시민성과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보이는 연령집단(혹은 교육단계)별 학생
비율

4.7.5

- 환경과학과 지구과학에 관한 숙달된 지식을 갖춘
15세 학생 비율

4.a.1

- 전기, 교육용 인터넷, 교육용 컴퓨터, 장애학생을
위한 인프라와 설비, 기본 식수, 남성･여성 전용
위생시설, 손 씻기 시설을 갖춘 학교 비율

4.a.2

- 집단 따돌림, 체벌, 괴롭힘, 폭력, 성적 차별이나
욕설 등을 경험한 학생 비율

4.a.3

- 학생, 개인이나 기관이 공격 받은 횟수

4.b.1

- 장학금에 지급된 공적개발원조(ODA) 양
(분야별･전공별)

4.b.2

- 수혜국에 수여된 고등교육 장학금 종류 수

4.c.1

- 교원 중 최소한의 교직훈련(예비교사 혹은
현직교사의 신분으로)을 받은 교사의 비율(취학 전
단계, 초등교육단계, 전기 중등교육단계,
후기중등교육단계)

4.c.2

- 교사 대 학생 비율(교육단계별)

4.c.3

- 국가 기준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춘 교사의
비율(교육단계별･교육기관별 )

4.c.4

- 훈련된 교사 대 학생 비율(교육단계별)

4.c.5

- 동등한 교육수준을 요구하는 다른 직업과의 상대적
평균 교사 월급

4.c.6

- 교사 감소 비율(교육단계별)

4.c.7

- 지난 12개월 동안 직무연수를 받은 교사의
비율(연수유형별)

Target 4.a.
(학습환경)

Target 4.b.
(장학금)

Target 4.c.
(교원)

지표

중요도

데이터 확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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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에서 제시된 수요조사 틀에 기초하여 아시아 3개국의 수요를 조사하였다. 먼저, 몽골의
교육통계 수요조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몽골 수요조사는 교육문화과학체육부의 통계 전문가 2명이 작성하였으며, 중요도와 시급함
의 정도에 따라 4(매우 중요) ~ 1(중요하지 않음)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교육통계 제도 및 기반 영역에 해당되는 항목들은 대부분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그중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는 교육통계 지침에 대한 법적 근거, 교육통계 활용
역량, 교육통계 조직체계, 교육통계 기획 역량,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역량,
교육통계 분석역량, SDGs 교육지표 생산 역량, 교육통계 종사 인력의 연수를 선택하였고,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는 교육통계 지침에 대한 법적 근거, SDGs 교육지표 생산 역량, 교육통계 종사
인력의 연수를 선택하였다.

❙표 Ⅳ-5❙ 몽골 교육통계 제도 및 기반 영역 수요조사 결과
영역
법적근거
조직체계

주요 구성요소

중요도

시급성

2.5

2

4

4

교육통계 조직체계

3.5

2.5

교육통계 기획 역량

3.5

3

3

3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역량

3.5

3

교육통계 분석 역량

교육통계법
교육통계 지침

교육통계 조사(생산)역량

통계인력
역량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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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5

교육통계 서비스 역량

3

2.5

교육통계 활용 역량

4

2.5

EMIS 운영 및 관리 역량

3

3

SDGs 교육지표 생산 역량

3.5

3.5

교육통계종사 인력의 연수

3.5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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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통계 생산 및 관리영역에 해당되는 항목들도 대부분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그중 교육통계 품질 관리방법, 교육통계 조사 계획에 대한 사항을 시급한 사항
으로 인식 하고 있었다.

❙표 Ⅳ-6❙ 몽골 교육통계 기획 영역 수요조사 결과
영역

주요 구성요소

통계기준
통계
기획

품질관리

교육통계 조사 계획
교육통계 분류체계 개발(학교분류, 전공분류 등)

중요도

시급성

3.5

2.5

3

2.5

교육통계품질 진단기준 개발

3.5

2

교육통계 품질 관리방법
(데이터수집, 데이터서비스)

4

3.5

통계 내용 영역 중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학교급별로는 대학교 통계 구축 및 개선, 주제별로
는 ICT, 교육재정, 교육시설 통계 구축 및 개선을 선택하였다.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학교급별
로는 유아교육 및 보육 통계 구축 또는 개선, 주제별로는 교육시설 통계 구축 및 개선을 선택하
였다. 교육관리정보시스템(ESIS)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초･중등 교육통계에
비해 취학 전, 고등교육기관의 교육통계가 중요하고 시급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통계자료수집 영역에서는 EMIS 연계조사 및 자료검증(자료검증 절차, 자료 검증 방법)을
가장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어 취학 전, 고등교육기관의 교육통계의
EMIS 시스템 구축 및 자료 검증에 대한 필요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조사지 개발, 공공데이터베이스 연계조사, 데이터 저장 방법, 데이터 관리 방법에 대해
서도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Ⅳ-7❙ 몽골 교육통계 내용 영역 수요조사 결과
영역

통계내용

주요 구성요소
학교급별
통계

중요도

시급성

유아교육 및 보육 통계 구축 또는 개선

3

3.5

초등학교 통계 구축 또는 개선

3

2

중학교 통계 구축 또는 개선

3

2

113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Ⅱ): 아시아 중점협력국가를 중심으로

영역

주요 구성요소
고등학교 통계 구축 또는 개선
직업교육 훈련 통계 구축 또는 개선

주제별
통계

조사도구

자료수집
방법
통계자료
수집

데이터베
이스구축
방법

시급성

3

2

2.5

2

대학교 통계 구축 또는 개선

4

3

평생교육 통계 구축 또는 개선

3

2

기타 사항

3

2

학교 통계 구축 또는 개선

2.5

1.5

학생 통계 구축 또는 개선

2.5

2.5

교원 통계 구축 또는 개선

2.5

3

3

2

ICT 통계 구축 또는 개선

3.5

2.5

교육재정 통계 구축 또는 개선

3.5

3

교육시설 통계 구축 또는 개선

3.5

3.5

기타 사항

1.5

1.5

조사지 개발

3.5

3

3

3

교육과정 통계 구축 또는 개선

조사지침 개발
수기조사

2.5

2

공공데이터베이스 연계조사

3.5

3

4

3.5

EMIS연계 조사
웹 조사

3

3

1.5

1.5

자료 검증 절차

4

3.5

자료 검증 방법(시계열 검증, 내용검증, 형식검증 등)

4

3.5

데이터 저장 방법
통계조사표(종이)형태
파일(Excel 등) 형태
통계표 DB형태

3.5

3

데이터 관리 방법

3.5

3.5

기타 사항
자료검증

중요도

.
교육통계 서비스 및 활용 영역에서는 대부분 항목에 대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교육
통계 분석 방법, 교육통계 활용, 교육통계자료 공급 방법, 홈페이지 개발 및 관리, 교육지표
생산을 가장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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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몽골 교육통계 서비스 및 활용 영역 수요조사 결과
영역
통계분석

통계
서비스

통계활용

주요 구성요소
분석방법

교육통계분석 방법

중요도

시급성

4

4

서비스
방법

교육통계자료 공급 방법
오프라인
온라인(웹서비스)
모바일

3.5

3.5

홈페이지

홈페이지 개발 및 관리

3.5

3

통계활용

교육통계 활용
정책수립
연구
국제기구 자료 제공
대국민 서비스 및 홍보
기타

3.5

4

교육지표 생산

3

3

교육통계 지도 개발

3

2.5

개별 학교 통계

2.5

2.5

지역 통계(시도, 시군구지역)

2.5

2.5

성인지 통계

3.5

2.5

2

2

교육지표

가공통계
생산

특수목적
통계

기타 통계

. SDGs
몽골은 SDGs 교육지표 Target 4(교육)의 초･중등교육 영역 중에서는 4.1.2지표, 4.1.3지
표, 4.1.5지표, 4.1.6지표, 4.1.7지표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으나, 4.1.1지표, 4.1.4지표의
데이터는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데이터를 확보 중인 지표 중에서는 4.1.2지표, 4.1.3지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데
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지표 중에서는 4.1.4지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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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 몽골 SDGs 교육지표 초･중등교육 영역 수요조사 결과
Target4
(교육)

지 표

중요도

데이터
확보여부

3.5

X

4.1.1

읽기･수학 분야에서 최소 숙달기준을 달성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비율(초등교육 및 전기 중등교육 졸업단계)

4.1.2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 집행 및 관리(초등교육 단계,
초등교육 졸업단계, 전기 중등교육 졸업단계)

4

O

4.1.3

최종학년 진급률(초등교육, 전기중등교육, 후기중등교육)

4

O

4.1.4

이수율(초등교육, 전기 중등교육, 후기 중등교육)

4

X

4.1.5

학교밖 아동과 청소년 비율(초등교육, 전기 중등교육, 후기
중등교육)

3.5

O

4.1.6

졸업 초과 연령 아동과 청소년 비율(초등교육, 전기
중등교육, 후기 중등교육)

3.5

O

4.1.7

법적으로 지정된 무상교육･의무교육 연한(초등교육, 중등교육
단계)

3.5

O

Target 4.1.

Target 4(교육)의 영･유아교육 영역 중에서는 4.2.1지표, 4.2.2지표, 4.2.4.지표, 4.2.5
지표의 데이터는 확보하고 있으나, 4.2.3 지표의 데이터는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영･
유아교육 영역의 지표는 대부분의 지표를 중요한 지표로 생각하고 있었다.

❙표 Ⅳ-10❙ 몽골 SDGs 교육지표 영･유아교육 영역 수요조사 결과
Target4
(교육)

Target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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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표

중요도

데이터
확보여부

4.2.1

취학 전 아동 중 보건, 학습, 심리사회적 발달이 정상인 비율

3.5

O

4.2.2

초등학교 입학 전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참여 비율

3.5

O

4.2.3

5세 이하 아동 중 긍정적, 고무적 가정 학습 환경 경험 비율

3.5

X

4.2.4

취학 전 교육 단계 총 취학률

3.5

O

4.2.5

법적으로 지정된 무상교육･의무교육 연한(유아교육 단계)

3.5

O

Ⅳ.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 수요조사 결과 분석

Target 4(교육)의 고등교육･평생직업교육 영역 중에서는 모든 지표의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의 지표를 중요한 지표로 생각하고 있었다.
❙표 Ⅳ-11❙ 몽골 SDGs 교육지표 고등교육･평생직업교육 영역 수요조사 결과
Target4
(교육)

Target 4.3.

지 표

중요도

데이터
확보여부

3.5

X

4.3.1

지난 12개월간 형식적, 비형식적 교육이나 연수에 참여한
청소년과 성인 비율(성비 포함)

4.3.2

고등교육 단계 총 취학률

3.5

X

4.3.3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참가 비율(15-24세)

3.5

X

Target 4(교육)의 정보기술 영역 중에서는 모든 지표의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대부
분의 지표를 중요한 지표로 생각하고 있었다.
❙표 Ⅳ-12❙ 몽골 SDGs 교육지표 정보기술 영역 수요조사 결과
Target4
(교육)

Target 4.4.

지 표

중요도

데이터
확보여부

4.4.1

ICT 기술을 익힌 청소년과 성인 비율

3.5

X

4.4.2

최소 기준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숙달한 청소년과 성인 비율

3.5

X

4.4.3

청소년과 성인교육 달성 비율(연령별･경제활동별･교육단계별)

3.5

X

Target 4(교육)의 형평성 영역은 4.5.1지표, 4.5.2지표, 4.5.4지표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으며, 4.5.3지표, 4.5.5지표는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형평성 영역
의 지표는 대부분의 지표를 중요한 지표로 생각하고 있었다.
❙표 Ⅳ-13❙ 몽골 SDGs 교육지표 형평성 영역 수요조사 결과
Target4
(교육)

지 표

데이터
확보여부

3.5

O

4.5.2

모든 교육지표의 형평성 지수(여성･남성, 농촌･도시,
소득상위･소득하위 등)
초등교육 단계에서 모국어로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 비율

3.5

O

4.5.3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교육자원 재분배 정책 유무

3.5

X

4.5.4

학생 1인당 교육비 비율(교육수준 및 재원에 따른)

3.5

O

4.5.5

저소득 국가에게 할당된 총 교육원조 비율

3.5

X

4.5.1
Target 4.5.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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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4(교육)의 문해력･수리력 영역은 4.6.1지표, 4.6.2지표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으
며, 4.6.3지표는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해력･수리력 영역의 지표는 대부분의 지표를
중요한 지표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4❙ 몽골 SDGs 교육지표 문해력･수리력 영역 수요조사 결과
Target4
(교육)

Target
4.6.

지 표

중요도

데이터
확보여부

4.6.1

문해력과 수리력의 최소 숙달단계를 달성한 비율(연령집단별)

3.5

O

4.6.2

청소년과 성인의 문해율

3.5

O

4.6.3

문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과 성인 비율

3.5

X

Target 4(교육)의 지속가능 발전교육 영역 중에서는 모든 지표의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의 지표를 중요한 지표로 생각하고 있었다.

❙표 Ⅳ-15❙ 몽골 SDGs 교육지표 지속가능발전교육 영역 수요조사 결과
Target4
(교육)

Target
4.7.

지 표

중요도

데이터
확보여부

4.7.1

세계시민교육과 양성평등과 인권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을 모든 단계에서 실행하는 정도(국가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원교육, 학생평가)

3.5

X

4.7.2

생활기술 기반 HIV 및 성교육을 제공하는 학교 비율

3.5

X

4.7.3

<인권교육에 대한 세계 프로그램>의 국가적 실시 정도

3.5

X

4.7.4

세계시민성과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보이는 연령집단(혹은 교육단계)별 학생 비율

3.5

X

4.7.5

환경과학과 지구과학에 관한 숙달된 지식을 갖춘 15세 학생
비율

3.5

X

Target 4(교육)의 학습환경 영역 중에서 학교 시설의 비율에 해당되는 4.a.1.지표의 데이터
만 확보하고 있으며, 학교 내 폭력 및 문제점에 해당되는 4.a.2지표와 4.a.3지표의 데이터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지만 모든 지표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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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6❙ 몽골 SDGs 교육지표 학습환경 영역 수요조사 결과
Target4
(교육)

지 표

중요도

데이터
확보여부

4.a.1

전기, 교육용 인터넷, 교육용 컴퓨터, 장애학생을 위한
인프라와 설비, 기본 식수, 남성･여성 전용 위생시설, 손
씻기 시설을 갖춘 학교 비율

3.5

O

4.a.2

집단 따돌림, 체벌, 괴롭힘, 폭력, 성적 차별이나 욕설 등을
경험한 학생 비율

3.5

X

4.a.3

학생, 개인이나 기관이 공격 받은 횟수

3.5

X

Target 4.a.

Target 4(교육)의 장학금 영역 중에서 수혜국에 수여된 고등교육 장학금 종류에 해당되는
4.b.2지표의 데이터는 확보하고 있지만, 장학금에 지급된 공적개발원조의 양에 해당되는
4.b.1 데이터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학금 영역에 해당하는 모든 지표를 중요하게 생각
하고 있었다.

❙표 Ⅳ-17❙ 몽골 SDGs 교육지표 장학금 영역 수요조사 문항
Target4
(교육)
Target 4.b.

지 표

중요도

데이터
확보여부

4.b.1

장학금에 지급된 공적개발원조(ODA) 양(분야별･전공별)

3.5

X

4.b.2

수혜국에 수여된 고등교육 장학금 종류 수

3.5

O

Target 4(교육)의 교원영역은 4.c.5지표, 4.c.7지표를 제외한 모든 지표의 데이터를 확보하
고 있으며, 모든 지표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표 Ⅳ-18❙ 몽골 SDGs 교육지표 교원 영역 수요조사 결과
Target4
(교육)

지 표

중요도

데이터
확보여부

4.c.1

교원 중 최소한의 교직훈련(예비교사 혹은 현직교사의
신분으로)을 받은 교사의 비율(취학 전 단계, 초등교육단계,
전기 중등교육단계, 후기중등교육단계)

3.5

O

4.c.2

교사 대 학생 비율(교육단계별)

3.5

O

Target 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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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4
(교육)

지 표

중요도

데이터
확보여부

4.c.3

국가 기준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춘 교사의
비율(교육단계별･교육기관별 )

3.5

O

4.c.4

훈련된 교사 대 학생 비율(교육단계별)

3.5

O

4.c.5

동등한 교육수준을 요구하는 다른 직업과의 상대적 평균
교사 월급

3.5

X

4.c.6

교사 감소 비율(교육단계별)

3.5

O

4.c.7

지난 12개월 동안 직무연수를 받은 교사의 비율
(연수유형별)

3.5

x

.
e-mail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몽골은 교육통계 제도 및 기반 영역,
교육통계 조사 영역, 교육통계 서비스 영역, SDGs 교육지표 영역 등 모든 분야에서 통계 발전
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지 방문조사 결과 몽골은 특별히 교육통계 생산을 위한 조사근거(법령 등) 마련,
취학 전(유치원) 및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SDGs 국제 지표 개발,
교육관리정보시스템(ESIS)과 통계청 DB 간 연계를 통한 정보통합 시스템 구축, 교육통계 조사
장표 및 항목 개선, 교육통계 담당자 역량 강화 방안 마련 등의 분야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
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3
.
베트남 수요조사는 교육훈련부, 재정부,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작성하였으며, 중요
도와 시급함의 정도에 따라 4(매우 중요) ~ 1(중요하지 않음)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교육통계 제도 및 기반 영역에 해당되는 항목들은 대부분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그중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는 교육통계법과 교육통계 지침, 교육통계 조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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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교육통계 기획역량, EMIS 운영 및 관리역량을 선택하였고,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는 교육통
계법, 교육통계 지침, EMIS 운영 및 관리 역량을 선택한 점으로 보아 법적근거 영역과 EMIS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표 Ⅳ-19❙ 베트남 교육통계 제도 및 기반 영역 수요조사 결과
영역

주요 구성요소

법적근거
조직체계

통계인력역량
개발

중요도

시급성

교육통계법

4

4

교육통계 지침

4

4

교육통계 조직체계

4

3

교육통계 기획 역량

4

3

교육통계 조사(생산)역량

3

2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역량

3

3

교육통계 분석 역량

3

3

교육통계 서비스 역량

2

2

교육통계 활용 역량

3

3

EMIS 운영 및 관리 역량

4

4

SDGs 교육지표 생산 역량

3

3

교육통계종사 인력이 연수

3

3

.
교육통계 생산 및 관리영역에 해당되는 항목들도 대부분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그중 교육통계품질 진단기준 개발, 교육통계 품질 관리방법 등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

❙표 Ⅳ-20❙ 베트남 교육통계 기획 영역 수요조사 결과
영역

주요 구성요소
통계기준

통계기획
품질관리

중요도

시급성

교육통계 조사 계획

3

2

교육통계 분류체계 개발(학교분류, 전공분류 등)

3

2

교육통계품질 진단기준 개발

4

4

교육통계 품질 관리방법
(데이터수집, 데이터서비스)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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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내용 영역 중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학교급별로는 대학교 통계 구축 및 개선, 주제별로는
학교 통계 구축 또는 개선 항목을 선택한 점으로 보아 학생 및 교원, 교육과정, 교육재정, 교육
시설 등의 통계보다 학교통계 구축을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통계자료수집 영역에서도 자료검증(자료검증 절차, 자료 검증 방법)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방
법(데이터 저장방법, 데이터 관리방법)을 가장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어,
위의 통계내용 영역의 학교통계구축과 연관되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자료검증
방법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조사도구(조사지 및 조사지침 개발), 자료수집방법, EMIS 연계 조사, 웹 조사 항목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자료검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항목에 비해서는 시급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Ⅳ-21❙ 베트남 교육통계 내용 영역 수요조사 결과
영역

주요 구성요소

학교급별
통계

통계내용

주제별
통계

조사도구
통계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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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
방법

중요도

시급성

유아교육 및 보육 통계 구축 또는 개선

3

3

초등학교 통계 구축 또는 개선

3

3

중학교 통계 구축 또는 개선

3

3

고등학교 통계 구축 또는 개선

3

3

직업교육 훈련 통계 구축 또는 개선

노동부 소관

대학교 통계 구축 또는 개선

4

3

평생교육 통계 구축 또는 개선

3

2

기타 사항

-

-

학교 통계 구축 또는 개선

4

4

학생 통계 구축 또는 개선

3

3

교원 통계 구축 또는 개선

3

3

교육과정 통계 구축 또는 개선

3

3

ICT 통계 구축 또는 개선

4

3

교육재정 통계 구축 또는 개선

3

3

교육시설 통계 구축 또는 개선

3

3

기타 사항

-

-

조사지 개발

3

2

조사지침 개발

3

2

수기조사

2

2

공공데이터베이스 연계조사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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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주요 구성요소

자료검증

중요도

시급성

EMIS연계 조사

3

3

웹 조사

3

3

기타 사항

-

-

자료 검증 절차

4

4

자료 검증 방법(시계열 검증, 내용검증, 형식검증 등)

4

4

4

4

4

4

데이터 저장 방법
통계조사표(종이)형태
데이터베이 파일(Excel 등) 형태
스구축방법 통계표 DB형태
데이터 관리 방법

.
교육통계 서비스 및 활용 영역에서는 대부분 항목에 대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정책
수립 및 연구, 국제기구 자료 제공 및 대국민 서비스 등의 교육통계활용에 대한 부분과 통계서비
스를 위한 홈페이지 개발 및 관리 부분을 가장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사항으로 인식하였다.
교육통계분석 방법 및 서비스방법, 교육지표 생산 및 지도개발, 특수목적통계 등에 대해서
는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표 Ⅳ-22❙ 베트남 교육통계 서비스 및 활용 영역 수요조사 결과
영역
통계분석

통계
서비스

통계활용

주요 구성요소

중요도

시급성

교육통계분석 방법

3

3

서비스
방법

교육통계자료 공급 방법
오프라인
온라인(웹서비스)
모바일

3

3

홈페이지

홈페이지 개발 및 관리

4

4

통계활용

교육통계 활용
정책수립
연구
국제기구 자료 제공
대국민 서비스 및 홍보
기타

4

4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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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주요 구성요소
교육지표

가공통계
생산

특수목적
통계

중요도

시급성

교육지표 생산

3

3

교육통계 지도 개발

3

3

개별 학교 통계

3

3

지역 통계(시도, 시군구지역)

3

3

성인지 통계

3

3

기타 통계

3

2

. SDGs
베트남은 SDGs 교육지표 Target 4(교육)의 초･중등교육 영역 중에서는 학교 내에서 조사가
가능한 기본적인 초등교육관련 지표인 4.1.2지표, 4.1.3지표, 4.1.4지표, 4.1.7지표의 데이
터를 확보하고 있으나 그 외 학교 밖 및 졸업, 이수단계의 조사에 해당하는 지표의 데이터는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데이터를 확보 중인 지표 중에서는 진급률, 이수율, 법적
의무교육에 해당되는 4.1.3과 4.1.4, 4.1.7지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데이터를 확보
하지 못한 지표 중에서는 4.1.5지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표 Ⅳ-23❙ 베트남 SDGs 교육지표 초･중등교육 영역 수요조사 결과
Target4
(교육)

Target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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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표

중요도

데이터
확보여부

4.1.1

읽기･수학 분야에서 최소 숙달기준을 달성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비율(초등교육 및 전기 중등교육 졸업단계)

3

X

4.1.2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 집행 및 관리(초등교육 단계,
초등교육 졸업단계, 전기 중등교육 졸업단계)

2

O

4.1.3

최종학년 진급률(초등교육, 전기중등교육, 후기중등교육)

3

O

4.1.4

이수율(초등교육, 전기 중등교육, 후기 중등교육)

3

O

4.1.5

학교밖 아동과 청소년 비율(초등교육, 전기 중등교육, 후기
중등교육)

3

X

4.1.6

졸업 초과 연령 아동과 청소년 비율(초등교육, 전기
중등교육, 후기 중등교육)

2

X

4.1.7

법적으로 지정된 무상교육･의무교육 연한(초등교육,
중등교육 단계)

3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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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4(교육)의 영･유아교육 영역 중에서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취학률, 의무교육에
해당되는 4.2.2지표, 4.2.4.지표, 4.2.5지표의 데이터는 확보하고 있으나, 그 외 보건, 학습,
심리사회적 발달 및 가정학습 환경경험에 해당하는 지표의 데이터는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데이터를 확보 중인 영･유아 교육 참여비율 및 법적의무교육에 해당되는 4.2.2지표
와 4.2.5지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표 Ⅳ-24❙ 베트남 SDGs 교육지표영･유아교육 영역 수요조사 결과
Target4
(교육)

Target 4.2.

지표

중요도

데이터
확보여부

4.2.1

취학 전 아동 중 보건, 학습, 심리사회적 발달이 정상인 비율

2

X

4.2.2

초등학교 입학 전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참여 비율

3

O

4.2.3

5세 이하 아동 중 긍정적, 고무적 가정 학습 환경 경험 비율

2

X

4.2.4

취학 전 교육 단계 총 취학률

3

O

4.2.5

법적으로 지정된 무상교육･의무교육 연한(유아교육 단계)

3

O

Target 4(교육)의 고등교육･평생직업교육 영역 중에서는 고등교육 단계 총 취학률에 해당되
는 4.3.2지표의 데이터는 확보하고 있지만, 교육이나 연수에 참여한 성인비율에 해당되는
4.3.2지표는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직업훈련에 해당되는 4.3.3지표는 노동부소관으
로 교육훈련부에서는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Ⅳ-25❙ 베트남 SDGs 교육지표 고등교육･평생직업교육 영역 수요조사 결과
Target4
(교육)

Target 4.3.

지 표

중요도

데이터
확보여부

4.3.1

지난 12개월간 형식적, 비형식적 교육이나 연수에 참여한
청소년과 성인 비율(성비 포함)

2

X

4.3.2

고등교육 단계 총 취학률

3

O

4.3.3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참가 비율(15-24세)

X

노동부

125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Ⅱ): 아시아 중점협력국가를 중심으로

Target 4(교육)의 정보기술 영역 중에서는 청소년과 성인교육 달성 비율에 해당되는 4.4.3
지표의 데이터는 확보하고 있지만, 기술경험 및 숙달정도에 해당되는 4.4.1지표와 4.4.2지표
의 데이터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ICT 기술을 익힌 청소년
과 성인 비울에 대한 4.4.1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표 Ⅳ-26❙ 베트남 SDGs 교육지표 정보기술 영역 수요조사 결과
Target4
(교육)

Target 4.4.

지 표

중요도

데이터
확보여부

4.4.1

ICT 기술을 익힌 청소년과 성인 비율

4

X

4.4.2

최소 기준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숙달한 청소년과 성인 비율

3

X

4.4.3

청소년과 성인교육 달성 비율(연령별･경제활동별･교육단계별)

3

O

Target 4(교육)의 형평성 영역은 모든 지표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으며, 초등교육단계 모국
어 수업 비율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비율에 해당되는 4.5.2지표와 4.5.4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표 Ⅳ-27❙ 베트남 SDGs 교육지표 형평성 영역 수요조사 결과
Target4
(교육)

Target 4.5.

지 표

중요도

데이터
확보여부

4.5.1

모든 교육지표의 형평성 지수(여성･남성, 농촌･도시,
소득상위･소득하위 등)

3

O

4.5.2

초등교육단계에서 모국어로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 비율

4

O

4.5.3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교육자원 재분배 정책 유무

3

O

4.5.4

학생 1인당 교육비 비율(교육수준 및 재원에 따른)

4

O

4.5.5

저소득 국가에게 할당된 총 교육원조 비율

3

O

Target 4(교육)의 문해력･수리력 영역도 모든 지표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으며, 문해력과
수리능력의 숙달단계 달성 비율에 해당되는 4.6.1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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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8❙ 베트남 SDGs 교육지표 문해력･수리력 영역 수요조사 결과
Target4
(교육)

Target 4.6.

지 표

중요도

데이터
확보여부

4.6.1

문해력과 수리력의 최소 숙달단계를 달성한 비율(연령집단별)

4

O

4.6.2

청소년과 성인의 문해율

3

O

4.6.3

문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과 성인 비율

3

O

Target 4(교육)의 지속가능 발전교육 영역 중에서는 생활기술 기반 HIV 및 인권교육 프로그
램의 실시정도에 해당되는 4.7.2지표와 4.7.3지표의 데이터는 확보하고 있고, 해당 지표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 외 4.7.1지표와 4.7.4지표, 4.7.5지표의 데이터는 확보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9❙ 베트남 SDGs 교육지표 지속가능발전교육 영역 수요조사 결과
Target4
(교육)

Target 4.7.

지 표

중요도

데이터
확보여부

4.7.1

세계시민교육과 양성평등과 인권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을 모든 단계에서 실행하는 정도(국가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원교육, 학생평가)

3

X

4.7.2

생활기술 기반 HIV 및 성교육을 제공하는 학교 비율

4

O

4.7.3

<인권교육에 대한 세계 프로그램>의 국가적 실시 정도

4

O

4.7.4

세계시민성과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보이는 연령집단(혹은 교육단계)별 학생 비율

3

X

4.7.5

환경과학과 지구과학에 관한 숙달된 지식을 갖춘 15세
학생 비율

3

X

Target 4(교육)의 학습환경 영역 중에서 학교 시설의 비율에 해당되는 4.a.1.지표의 데이터
만 확보하고 있으며, 학교 내 폭력 및 문제점에 해당되는 4.a.2지표와 4.a.3지표의 데이터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지만 해당 지표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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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0❙ 베트남 SDGs 교육지표 학습환경 영역 수요조사 결과
Target4
(교육)

지 표

중요도

데이터
확보여부

4.a.1

전기, 교육용 인터넷, 교육용 컴퓨터, 장애학생을 위한
인프라와 설비, 기본 식수, 남성･여성 전용 위생시설, 손
씻기 시설을 갖춘 학교 비율

3

O

4.a.2

집단 따돌림, 체벌, 괴롭힘, 폭력, 성적 차별이나 욕설 등을
경험한 학생 비율

4

X

4.a.3

학생, 개인이나 기관이 공격 받은 횟수

4

X

Target 4.a.

Target 4(교육)의 장학금 영역 중에서 수혜국에 수여된 고등교육 장학금 종류에 해당되는
4.b.2지표의 데이터는 확보하고 있지만, 장학금에 지급된 공적개발원조의 양에 해당되는
4.b.1 데이터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학금 영역에 해당하는 모든 지표를 중요하게 생각
하고 있었다.

❙표 Ⅳ-31❙ 베트남 SDGs 교육지표 장학금 영역 수요조사 결과
Target4
(교육)

지 표

중요도

데이터
확보여부

4.b.1

장학금에 지급된 공적개발원조(ODA) 양(분야별･전공별)

4

X

4.b.2

수혜국에 수여된 고등교육 장학금 종류 수

4

O

Target 4.b.

Target 4(교육)의 교원영역은 교원비율, 자격, 월급, 연수 등에 해당되는 모든 지표의 데이
터를 확보하고 있으며, 교사 대 학생비율과 국가 기준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춘 교사의 비율에
해당되는 4.c.2지표와 4.c.3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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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2❙ 베트남 SDGs 교육지표 교원 영역 수요조사 결과
Target4
(교육)

Target
4.c.

지 표

중요도

데이터
확보여부

4.c.1

교원 중 최소한의 교직훈련(예비교사 혹은 현직교사의
신분으로)을 받은 교사의 비율(취학 전 단계, 초등교육단계,
전기 중등교육단계, 후기중등교육단계)

3

O

4.c.2

교사 대 학생 비율(교육단계별)

4

O

4.c.3

국가 기준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춘 교사의
비율(교육단계별･교육기관별 )

4

O

4.c.4

훈련된 교사 대 학생 비율(교육단계별)

3

O

4.c.5

동등한 교육수준을 요구하는 다른 직업과의 상대적 평균
교사 월급

3

O

4.c.6

교사 감소 비율(교육단계별)

2

O

4.c.7

지난 12개월 동안 직무연수를 받은 교사의 비율(연수유형별)

3

O

.
e-mail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베트남은 교육통계 제도 및 기반 영역,
교육통계 조사 영역, 교육통계 서비스 영역, SDGs 교육지표 영역 등 모든 분야에서 통계 발전
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지 방문조사 결과 몽골은 특별히 국가 교육체제 운영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표의 개발, 국제적 교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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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의 분야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고 판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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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스리랑카 교육통계 발전을 위한 수요조사는 교육부에서 작성하였으며, 중요도와 시급함의
정도에 따라 4(매우 중요) ~ 1(중요하지 않음)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수요조사지를 통해 조사된 바로는 교육통계 제도 및 기반 영역에 해당되는 모든 항목들에
대해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으나, 스리랑카 현지 점검을 통해 확인된 바로
는 교육통계 조사(생산)역량,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역량, 교육통계 활용 역량,
교육통계종사 인력 연수를 우선 개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스리랑카 스스로가 교육통
계 전반에 관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 외 법적 근거의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통계인력역량 개발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고 조직체
계의 경우 통계인력역량 개발에 맞춰 통계조사를 위한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원하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표 Ⅳ-33❙ 스리랑카 교육통계 제도 및 기반 영역 수요조사 결과
영역
법적근거
조직체계

통계인력역량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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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구성요소

중요도

시급성

교육통계법

4

4

교육통계 지침

4

4

교육통계 조직체계

4

4

교육통계 기획 역량

4

4

교육통계 조사(생산)역량

4

4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역량

4

4

교육통계 분석 역량

4

4

교육통계 서비스 역량

4

4

교육통계 활용 역량

4

4

EMIS 운영 및 관리 역량

4

4

SDGs 교육지표 생산 역량

4

4

교육통계종사 인력 연수

4

4

Ⅳ.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 수요조사 결과 분석

.
교육통계 생산 및 관리영역에 해당되는 항목들도 대부분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교육통계 조사 계획의 경우 현재 통계조사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 할 수
있는 새로운 계획 수립을 원하고 있었으며, 교육통계 분류체계, 교육통계 품질 진단, 교육통계
품질 관리는 기초적인 수준이거나 실행조차 못하는 상황으로 우선 개선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Ⅳ-34❙ 스리랑카 교육통계 기획 영역 수요조사 결과
영역

주요 구성요소

중요도

시급성

교육통계 조사 계획

4

4

교육통계 분류체계 개발(학교분류, 전공분류 등)

4

4

교육통계품질 진단기준 개발

4

4

교육통계 품질 관리방법(데이터수집, 데이터서비스)

4

4

통계기준
통계기획
품질관리

통계내용 영역 중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통계 구축 또는 개선, 주제별로
는 모든 항목에 대한 통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스리랑카 현지에서 확인한 바로는
유아교육 관련 통계는 조사하고 있지 않았으며, 주로 초･중등학교 중심의 교육통계를 생산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 및 보육통계 구축 또는 개선 항목은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 생산하고 있는 교육통계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우선사항으로 인식하
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스리랑카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한 결과 몇 가지 사항이 확인되었다. 우선 학교의 통계자료
관리방법이 수기 또는 Excel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음으로 학교에서 관리하는
학생, 교원, 교육과정, 재정, 시설 등의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어서 학교단위
의 통계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정보의 신뢰성 또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계로서 조사되는 대부분의 항목들은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은 기본항목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었다. 조사 지침은 구체적이거나 세부적이지 못하여 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인식
하고 있다. 한편 데이터에 대한 검증과정은 합계검증 등 기초적인 형식검증이 진행하고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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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내용검증과 시계열 검증 등과 같은 보다 진보된 형태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검증 방법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통계DB의
경우 교육부 차원에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수기조사 결과 내용을 전산화한 가장 기초적
인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그 결과 스리랑카 당국자들은 온라인 실시간 통계조사에 적합한 DB구
축 및 관리에 대한 필요성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Ⅳ-35❙ 스리랑카 교육통계 내용 영역 수요조사 결과
영역

주요 구성요소

학교급별
통계

통계내용

주제별
통계

조사도구

자료수집
방법
통계자료
수집
자료검증

DB
구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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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시급성

유아교육 및 보육 통계 구축 또는 개선

3

3

초등학교 통계 구축 또는 개선
중학교 통계 구축 또는 개선
고등학교 통계 구축 또는 개선

4
4
4

4
4
4

직업교육 훈련 통계 구축 또는 개선
대학교 통계 구축 또는 개선
평생교육 통계 구축 또는 개선

3
3
3

3
3
3

기타 사항
학교 통계 구축 또는 개선
학생 통계 구축 또는 개선

4
4

4
4

교원 통계 구축 또는 개선
교육과정 통계 구축 또는 개선
ICT 통계 구축 또는 개선

4
4
4

4
4
4

교육재정 통계 구축 또는 개선
교육시설 통계 구축 또는 개선
기타 사항

4
4
-

4
4
-

조사지 개발
조사지침 개발
수기조사

4
4
4

4
4
4

공공데이터베이스 연계조사
EMIS연계 조사
웹 조사

4
4
3

4
4
4

기타 사항
자료 검증 절차
자료 검증 방법(시계열 검증, 내용검증, 형식검증 등)

4
4

4
4

데이터 저장 방법
통계조사표(종이)형태 - 파일(Excel 등) 형태
통계표 DB형태

4

4

데이터 관리 방법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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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통계 서비스 및 활용 영역에서도 모든 항목에 대해 중요하다고 표시하였다. 그러나 스리
랑카 현지 점검 결과 정책수립 및 연구, 국제기구 자료 제공 및 대국민 서비스 등의 교육통계
활용에 대한 부분과 다양한 교육지표 생산, 개별학교 통계, 지역통계 등의 가공통계 생산 부분
을 가장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표 Ⅳ-36❙ 스리랑카 교육통계 서비스 및 활용 영역 수요조사 결과
영역

주요 구성요소

중요도

시급성

교육통계분석 방법

4

4

통계분석

분석방법

통계서비스

서비스
방법

교육통계자료 공급 방법
오프라인
온라인(웹서비스)
모바일

4

4

홈페이지

홈페이지 개발 및 관리

4

4

통계활용

교육통계 활용
정책수립
연구
국제기구 자료 제공
대국민 서비스 및 홍보
기타

4

4

교육지표 생산

4

4

교육통계 지도 개발

4

4

개별 학교 통계

4

4

지역 통계(시도, 시군구지역)

4

4

성인지 통계

4

4

기타 통계

-

-

통계활용

교육지표
가공통계
생산

특수목적
통계

. SDGs
스리랑카는 SDGs 교육지표 Target 4(교육)의 초･중등교육 영역 중에서 학교 내에서 조사가
가능한 기본적인 초등교육관련 지표인 4.1.1지표, 4.1.2지표, 4.1.4지표, 4.1.6지표, 4.1.7
지표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외 최종학년 진급률, 학교 밖 아동과 청소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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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지표 데이터는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표 중 읽기･수학 분야
에서 최소 숙달기준을 달성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비율과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 집행 및
관리에 대한 지표는 교육부가 아닌 시험부(Department fo Examination)에서 데이터를 조사하
고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Ⅳ-37❙ 스리랑카 SDGs 교육지표 초･중등교육 영역 수요조사 결과
Target4
(교육)

Target 4.1.

지 표

중요도

데이터
확보여부

4.1.1

읽기･수학 분야에서 최소 숙달기준을 달성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비율(초등교육 및 전기 중등교육 졸업단계)

4

O

4.1.2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 집행 및 관리(초등교육 단계,
초등교육 졸업단계, 전기 중등교육 졸업단계)

4

O

4.1.3

최종학년 진급률(초등교육, 전기중등교육, 후기중등교육)

4

X

4.1.4

이수율(초등교육, 전기 중등교육, 후기 중등교육)

4

O

4.1.5

학교밖 아동과 청소년 비율(초등교육, 전기 중등교육, 후기
중등교육)

4

X

4.1.6

졸업 초과 연령 아동과 청소년 비율(초등교육, 전기
중등교육, 후기 중등교육)

4

O

4.1.7

법적으로 지정된 무상교육･의무교육 연한(초등교육,
중등교육 단계)

4

O

Target 4(교육)의 영･유아교육 영역 중에서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취학률, 의무교육에
해당되는 4.2.2지표, 4.2.4.지표의 데이터는 확보하고 있으나, 그 외 보건, 학습, 심리사회적
발달이 정상인 비율, 가정학습 환경경험 비율, 무상교육･의무교육 연한에 해당하는 지표의 데
이터는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데이터를 확보 중인 영･유아 교육
참여비율 및 취학 전 교육단계 총 취학률에 해당되는 4.2.2지표와 4.2.4지표를 중요하게 생각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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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8❙ 스리랑카 SDGs 교육지표 영･유아교육 영역 수요조사 결과
Target4
(교육)

Target 4.2.

지 표

중요도

데이터
확보여부

4.2.1

취학 전 아동 중 보건, 학습, 심리사회적 발달이 정상인 비율

4

X

4.2.2

초등학교 입학 전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참여 비율

4

O

4.2.3

5세 이하 아동 중 긍정적, 고무적 가정 학습 환경 경험 비율

3

X

4.2.4

취학 전 교육 단계 총 취학률

4

O

4.2.5

법적으로 지정된 무상교육･의무교육 연한(유아교육 단계)

3

X

Target 4(교육)의 고등교육･평생직업교육 영역 중에서는 모든 지표에 대해 데이터를 확보하
지 못하고 있으나, 각각의 지표를 모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표 Ⅳ-39❙ 스리랑카 SDGs 교육지표 고등교육･평생직업교육 영역 수요조사 결과
Target4
(교육)

Target 4.3.

지 표

중요도

데이터
확보여부

4.3.1

지난 12개월간 형식적, 비형식적 교육이나 연수에 참여한
청소년과 성인 비율(성비 포함)

4

X

4.3.2

고등교육 단계 총 취학률

4

X

4.3.3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참가 비율(15-24세)

4

X

Target 4(교육)의 정보기술 영역의 모든 지표에 대해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
지표들은 타 지표에 비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리랑카 현장 점검
시 파악된 바로는 정규 교육과정에 ICT 관련 교육과정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편성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는 스리랑카의 현지 여건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Ⅳ-40❙ 스리랑카 SDGs 교육지표 정보기술 영역 수요조사 결과
Target4
(교육)

Target 4.4.

지 표

중요도

데이터
확보여부

4.4.1

ICT 기술을 익힌 청소년과 성인 비율

3

X

4.4.2

최소 기준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숙달한 청소년과 성인 비율

3

X

4.4.3

청소년과 성인교육 달성 비율
(연령별･경제활동별･교육단계별)

3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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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4(교육)의 형평성 영역은 4.5.1지표, 4.5.2지표, 4.5.4지표에 대해 데이터를 확보
하고 있으며, 교육자원 재분배 정책유무 및 저소득 국가에 할당된 총 교육원조 비율은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지표 중 모국어로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의 비율과 학생 1인당 교육비 비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Ⅳ-41❙ 스리랑카 SDGs 교육지표 형평성 영역 수요조사 결과
Target4
(교육)

Target 4.5.

지 표

중요도

데이터
확보여부

4.5.1

모든 교육지표의 형평성 지수(여성･남성, 농촌･도시,
소득상위･소득하위 등)

3

O

4.5.2

초등교육단계에서 모국어로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 비율

4

O

4.5.3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교육자원 재분배 정책
유무

3

X

4.5.4

학생 1인당 교육비 비율(교육수준 및 재원에 따른)

4

O

4.5.5

저소득 국가에게 할당된 총 교육원조 비율

-

X

Target 4(교육)의 문해력･수리력 영역에서는 4.6.1지표, 4.6.2지표에 대해 데이터를 확보
하고 있으며 이 두 지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문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과 성인
비율은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타 지표에 비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2❙ 스리랑카 SDGs 교육지표 문해력･수리력 영역 수요조사 결과
Target4
(교육)

Target 4.6.

지 표

중요도

데이터
확보여부

4.6.1

문해력과 수리력의 최소 숙달단계를 달성한 비율(연령집단별)

4

O

4.6.2

청소년과 성인의 문해율

4

O

4.6.3

문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과 성인 비율

3

X

Target 4(교육)의 지속가능 발전교육 영역에서는 환경과학과 지구과학에 관한 숙달된 지식
을 갖춘 15세 학생 비율에 대한 데이터만 확보하고 있었고, 나머지 지표들의 데이터들은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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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있다.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4.7.5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데이터
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지표 중 <인권교육에 대한 세계 프로그램>의 국가적 실시 정도 지표
및 세계시민성과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보이는 연령집단(혹은 교육단계)
별 학생 비율 지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3❙ 스리랑카 SDGs 교육지표 지속가능한 발전교육 영역 수요조사 결과
Target4
(교육)

Target 4.7.

지 표

중요도

데이터
확보여부

4.7.1

세계시민교육과 양성평등과 인권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을 모든 단계에서 실행하는 정도(국가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원교육, 학생평가)

3

X

4.7.2

생활기술 기반 HIV 및 성교육을 제공하는 학교 비율

3

X

4.7.3

<인권교육에 대한 세계 프로그램>의 국가적 실시 정도

4

X

4.7.4

세계시민성과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보이는 연령집단(혹은 교육단계)별 학생 비율

4

X

4.7.5

환경과학과 지구과학에 관한 숙달된 지식을 갖춘 15세 학생
비율

4

O

Target 4(교육)의 학습환경 영역 중에서 학교 시설의 비율에 해당되는 4.a.1.지표의 데이터
만 확보하고 있으며, 학교 내 폭력 및 문제점에 해당되는 4.a.2지표와 4.a.3지표의 데이터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4.a.1.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4❙ 스리랑카 SDGs 교육지표 학습환경 영역 수요조사 결과
Target4(교육)

지 표

중요도

데이터
확보여부

4.a.1

전기, 교육용 인터넷, 교육용 컴퓨터, 장애학생을 위한
인프라와 설비, 기본 식수, 남성･여성 전용 위생시설, 손
씻기 시설을 갖춘 학교 비율

4

O

4.a.2

집단 따돌림, 체벌, 괴롭힘, 폭력, 성적 차별이나 욕설 등을
경험한 학생 비율

3

X

4.a.3

학생, 개인이나 기관이 공격 받은 횟수

2

X

Target 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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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4(교육)의 장학금 영역에서는 두 가지 지표 모두 확보하지 못하였지만 두 지표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Ⅳ-45❙ 스리랑카 SDGs 교육지표 장학금 영역 수요조사 결과
Target4
(교육)

지 표

중요도

데이터
확보여부

4.b.1

장학금에 지급된 공적개발원조(ODA) 양(분야별･전공별)

4

X

4.b.2

수혜국에 수여된 고등교육 장학금 종류 수

4

X

Target 4.b.

Target 4(교육)의 교원영역은 4.c.1지표, 4.c.2지표, 4.c.3지표, 4.c.4지표, 4.c.7지표에
대한 데이터는 확보하고 있으나, 타 직업과의 상대적 평균 교사 월급 및 교사 감소 비율에 대한
데이터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를 확보한 지표 중에는 교직훈련을
받은 교사의 비율, 교사 대 학생 비율, 자격을 갖춘 교사의 비율, 훈련된 교사 대 학생 비율에
대한 지표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표 Ⅳ-46❙ 스리랑카 SDGs 교육지표 교원 영역 수요조사 결과
Target4
(교육)

Target 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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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표

중요도

데이터
확보여부

4.c.1

교원 중 최소한의 교직훈련(예비교사 혹은 현직교사의
신분으로)을 받은 교사의 비율(취학 전 단계, 초등교육단계,
전기 중등교육단계, 후기중등교육단계)

4

O

4.c.2

교사 대 학생 비율(교육단계별)

4

O

4.c.3

국가 기준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춘 교사의
비율(교육단계별･교육기관별 )

4

O

4.c.4

훈련된 교사 대 학생 비율(교육단계별)

4

O

4.c.5

동등한 교육수준을 요구하는 다른 직업과의 상대적 평균
교사 월급

3

X

4.c.6

교사 감소 비율(교육단계별)

3

X

4.c.7

지난 12개월 동안 직무연수를 받은 교사의
비율(연수유형별)

4

O

Ⅳ.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 수요조사 결과 분석

.
e-mail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스리랑카는 교육통계 제도 및 기반
영역, 교육통계 조사 영역, 교육통계 서비스 영역, SDGs 교육지표 영역 등 모든 분야에서
통계 발전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지 방문조사 결과, 스리랑카의 교육통계 관련 기관들의 공통적인 요구사항은 ‘온라
인 기반의 실시간 통계조사시스템 구축’으로 압축된다. 교육부 등 정부는 주요 정책결정을 위해
정부가 원하는 시점에서 교육관련 정보의 현황파악이 가능한 시스템 운영을 가장 중요한 요구사
항으로 내놓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는 기존 통계시스템의 개편과 교육청 단위에서의 통계정보
활용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일선 학교는 복잡한 통계자료의 수기작성의 어려움, 같은 항목에
대한 중복 입력으로 인한 업무 부담 등의 이유로 학교에서 평소에 운영･관리하는 학교 경영정보
시스템의 도입을 요구하였다.

❙표 Ⅳ-47❙ 스리랑카 교육통계조사를 위한 주요 기관별 요구 사항
기관

요구사항

교육부

-

조사기간 단축
언제든 현황파악이 가능한 온라인 통계시스템 구축
국제기준과 비교 가능한 지표개발
각 학교 및 교육청 통계조사 담당자의 역량 개발(통계, 컴퓨터 활용 능력 등)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교육통계연수 실시
통계조사 협조의 강제성 마련을 통한 데이터 신뢰도 향상
통계 종사자들의 인식재고
한국의 지원을 통한 컴퓨터 보급 및 활용 교육
한국의 지원을 통한 온라인 통계조사 시스템 구축

통계청

-

통계담당자 및 연수담당자 대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중복적이며 반복적인 통계조사 항목 배제
전산 기반의 통계조사 체계 구축
실시간 온라인 활용시스템 구축
한국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시스템 구축
정해진 조사기간 내 통계조사 완료

교육청

-

조사기간 단축, 조사기간 내 통계조사 마감
교육청에서도 통계조사 과정 및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각 학교 및 사단교육청 통계조사 담당자의 역량 개발(통계, 컴퓨터 활용 능력 등)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연수 실시
효율적인 검증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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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요구사항
- 효율적인 통계조사 입력 입력프로그램 도입
- 통계조사 협조의 강제성 마련을 통한 데이터 신뢰도 향상
- 통계 종사자들의 인식재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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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적이며 반복적인 조사항목 개선→시스템 또는 조사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기본적이며 중복적인 내용은 기존데이터를 활용, 새로이 변동된 데이터만 입력하는
방식 제공
- 통계연수 시 교육 관련 자료 사전 배포
- 연수 후 내부 교육을 위한 충분한 시간 보장
- 통계조사 및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영정보시스템 도입
- 학교에서 통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 구축
- 통계조사 담당자 공로인정 또는 포상제도 도입
- 통계담당자 통계 및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
- 통계조사를 위한 체계적이며 구체적인 가이드 또는 지침 제공

05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Ⅱ) : 아시아 중점협력국가를 중심으로

Ⅴ.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 역량
진단 결과 분석
1.
2.
3.
4.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 역량 진단 도구 개발
몽골 교육통계 역량 진단 결과 분석
베트남 교육통계 역량 진단 결과 분석
스리랑카 교육통계 역량 진단 결과 분석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Ⅱ)
: 아시아 중점협력국가를 중심으로

Ⅴ.

3

본 장에서는 중점협력국가인 아시아 3개국(몽골, 베트남, 스리랑카)의 교육통계 역량 수준에
대하여 진단하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진단조사를 바탕으로 국가별 컨설팅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진단조사를 위해 먼저 진단조사 틀을 구안하여 개발하였고, 6월에 현지 국가를 방문하여
대면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정확한 진단을 하였다.

1

3

개도국 교육통계 역량 진단조사를 위해서는 먼저 프레임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단조
사 틀은 현재 역량의 수준과 문제점이 잘 드러나는 틀을 말한다. 즉, 진단조사 프레임을 통해
개도국 통계 역량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구성될 필요가 있다.
본 진단분석틀은 통계적 속성에 충실하도록 개발하였다. 양질의 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기본
적인 영역과 요소를 담아 진단조사 체계를 구성하였다. 이에 개도국의 통계조사환경 및 특성에
부합하는 내용들을 보완하여 최종 진단조사 틀을 개발하였다. 진단조사 틀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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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교육통계 역량 진단 분석 틀
* 역량수준에 체크( ✔ )하여 주세요.

영역

주요 내용

관련 역량
(개인, 조직,
제도, 환경)

역량 수준
(우수, 보통,
미흡)

- 교육통계 기획 역량
교육통계 생산 역량

- 교육통계 조사(생산) 역량
- 교육통계 검증 역량
- EMIS 연계 조사 역량
-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 관리 역량

교육통계 관리 역량

- 교육통계 품질관리 역량
- EMIS 관리 역량

교육통계 분석 및 서비스 - 교육통계 분석 역량
역량
- 교육통계 서비스 역량
교육통계 활용 역량

교육지표 생산 역량

- 교육통계 활용
- 가공통계 생산
- EFA 교육지표 생산
- SDGs 교육지표 생산
- 취학 전 교육통계 사업 운영 역량
- 초등교육통계 사업 운영 역량
- 중등교육통계 사업 운영 역량

교육통계 사업
운영 및 관리 역량

- 직업기술교육통계 사업 운영 역량
- 대학 교육통계 사업 운영 역량
- 평생 교육통계 사업 운영 역량
- 국제 교육통계 사업 운영 역량

2017년 6월에 실시된 현지 출장(몽골, 베트남 : 2017년 6월 19일~24일, 스리랑카 : 6월
26일~7월 3일)에서 개도국 교육통계 역량에 대한 보다 세밀한 진단을 실시하였다. 현지 진단조
사를 충실히 하기 위하여 출장 전에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e-mail 조사 자료를
개발(영문･현지어)하여 조사를 의뢰하였다. 아시아 3개국의 업무 과중을 고려하여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고, 현지어로 번역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e-mail 조사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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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 사전 진단조사표 : 교육통계 생산 및 활용 역량
* 역량수준에 체크( ✔ )하여 주세요.

영역

주요 내용

역량 수준
높음

중간

낮음

교육통계 기획 역량
교육통계 조사(생산) 역량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역량
교육통계 생산 및 활용
역량

교육통계 분석 역량
교육통계 서비스 역량
교육통계 활용 역량
EMIS 운영 및 관리 역량
EFA(Education For All) 교육지표 생산 역량

2
.
몽골 교육부에서는 교육통계 역량 수준을 중간 정도로 평가하였다. 교육통계 기획 역량, 교육
통계 조사(생산) 역량,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역량, 교육통계 분석 역량, 교육통계
서비스 역량, EMIS 운영 및 관리 역량, EFA(Education For All) 교육지표 생산 역량 등에서
중간 수준은 2등급으로 자체 평가하였다. 다만, 교육통계 활용 역량은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표 Ⅴ-3❙ 몽골 교육통계 인력과 조직의 전문역량 실태조사 결과
영역

교육통계 생산 및
활용 역량

조사 내용(질의)
교육통계 기획 역량
교육통계 조사(생산) 역량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역량
교육통계 분석 역량
교육통계 서비스 역량
교육통계 활용 역량
EMIS 운영 및 관리 역량
EFA(Education For All)교육지표 생산 역량

결과(응답)
우수(3)

보통(2)

미흡(1)

2
2
2
2
2
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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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의 교육통계역량에 대한 자체진단 결과와 컨설팅단의 진단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교육통합 시업 운영 및 관리 역량에 대해서는 컨설팅단이 더 낮게 평가하였다.

❙표 Ⅴ-4❙ 몽골 교육통계 역량 진단 결과
* 역량수준에 체크( ✔ )하여 주세요.

영역

교육통계 생산 역량

교육통계 관리 역량

교육통계 분석 및 서비스 역량
교육통계 활용 역량
교육지표 생산 역량

교육통계 사업
운영 및 관리 역량

주요 내용

역량 수준
(우수, 보통, 미흡)

- 교육통계 기획 역량

보통

- 교육통계 조사(생산) 역량

보통

- 교육통계 검증 역량

미흡

- EMIS 연계 조사 역량

보통

-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 관리 역량

보통

- 교육통계 품질관리 역량

보통

- EMIS 관리 역량

보통

- 교육통계 분석 역량

보통

- 교육통계 서비스 역량

보통

- 교육통계 활용

미흡

- 가공통계 생산

미흡

- 국제 교육지표 생산

보통

- 취학전 교육통계 사업 운영 역량

미흡

- 초등교육통계 사업 운영 역량

보통

- 중등교육통계 사업 운영 역량

보통

- 대학 교육통계 사업 운영 역량

미흡

- 평생 교육통계 사업 운영 역량

미흡

- 국제 교육통계 사업 운영 역량

미흡

몽골의 교육통계 조사는 통계청, 교육문화과학체육부, 교육청 간 역할 분담을 통해서 이루어
지고 있다. 교육문화과학체육부에서 전반적인 교육통계 프로세스 진행 및 조사 관리를 통해
교육통계 자료를 생산해내고 있으며, 교육통계 자료를 공식적으로 활용하는 통계청과 기획단계
에서 협의를 통해 항목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통계 기획 역량은 비교적 양호하다고
볼 수 있지만, 조사항목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 조사항목과 지침 확정 프로세스 등이 절차화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향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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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초･중등학교에서는 교육정보시스템(ESIS)를 활용하여 교육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
며, 교육정보시스템(ESIS)은 매년 예산이 지원되어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초･중
등학교의 교육통계 조사(생산) 역량과 ESIS 연계 조사 역량은 비교적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취학 전 교육기관은 울란바토르시와 같이 전산환경이 구축되어 있는 일부 시를 제외하고
는 대부분 엑셀자료와 문서 등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고등교육기관 역시 국가
적으로 운영하는 ESIS 시스템이 없으므로 향후 이들 학제에 대한 ESIS 시스템의 확대 적용이
중요한 개선과제로 남아 있다.
교육통계 검증 역량은 미흡한 편이다. 현재 교육정보시스템(ESIS)을 활용하여 조사가 이루
어지고 있는 초･중등학교에서도 자료수합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형식검증 수준에서만 검
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통계 관리 역량은 보통 수준으로 판단된다. 초･중등학교의 교육정보시스템(ESIS)은 비
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으며, 매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교육통계 자료를 공식적으로
활용하는 통계청에서도 국가 통계의 전반을 기획･조정하는 본연의 역할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몽골의 교육통계 여건을 감안하면 교육통계 관리 역량은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취학 전 교육기관과 고등교육기관의 ESIS 부재, 교육통계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부재 등은 향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통계 분석 및 서비스 역량 역시 보통 수준으로 판단된다. 교육통계 조사결과는 오프라인
통계산출물 제공과 온라인 서비스로 활용되고 있다. 오프라인 통계산출물로는 통계청에서 발간
하고 있는 연보와 통계 자료집 등이 있다. 온라인 서비스는 몽골 통계 정보 서비스
(http://www.1212.mn), 통계청 홈페이지(www.nso.mn), 교육문화과학체육부 홈페이지
(www.mecss.gov.mn) 등을 활용하여 자료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통계 서비스를 위한
별도 홈페이지 운영, 실시간 분석 서비스 제공 등이 향후 개선과제로 볼 수 있다.
반면 교육통계 활용역량은 미흡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몽골 교육통계 자료는 지속적으로 생
산되어 서비스되고 있지만, 생산된 교육통계 자료를 중요한 정책수립과 결정을 위한 근거자료
로 활용하는 데에는 다소 제약이 있는 편이다.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갖고 있지
만, 아직까지는 정책수립과 결정 시 통계 자료보다 국가적 분위기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담당
자들의 의견이 있었다. 향후 교육통계 활용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항목 개선 프로세스 구축,
교육통계 자료의 신뢰도 제고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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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표 생산 역량은 보통 수준으로 판단된다. 현재 몽골 통계전문가들이 국제기구(UN,
UNESCO) 및 UIS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통계조사작성지침에 대한 자문, 역량강화 연수 등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며, UNESCO에서 발간하는 자료집에 수록되는 20개의 지표를 UNESCO 지침
서를 활용하여 산출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국제 지표 생산이 미흡한 상황이지만, 향후 몽골
교육통계를 활용하여 국제기구에서 요청하는 SDGs지표 형태로의 작성을 계획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통계 사업 운영 및 관리 역량은 초･중등학교 부문을 제외하고는 다소 미흡한
편이다. 초･중등학교 부문은 비교적 국가적 지원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조사 시스템도 지속적
으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양호한 편이지만, 다른 학제의 통계들은 국가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하위 관리기관인 교육청(구 교육국)이나 고등교육기관 등에 다소 의존하는 편이다.

3
.
베트남 교육부에서는 교육통계 역량 수준을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교육통계 기획 역량,
교육통계 분석 역량, 교육통계 서비스 역량, 교육통계 활용 역량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자체 평가하였다. 다만, 교육통계 조사(생산) 역량,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역량,
EMIS 운영 및 관리 역량, EFA(Education For All) 교육지표 생산 역량 등은 보통과 낮은 수준의
중간 단계로 평가하였다. 종합적으로 보면, 교육통계 역량이 낮은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
❙표 Ⅴ-5❙ 베트남 교육통계 인력과 조직의 전문역량 실태조사 결과
영역

교육통계 생산 및
활용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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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내용(질의)
교육통계 기획 역량
교육통계 조사(생산) 역량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역량
교육통계 분석 역량
교육통계 서비스 역량
교육통계 활용 역량
EMIS 운영 및 관리 역량
EFA(Education For All)교육지표 생산 역량

결과(응답)
우수(3) 보통(2) 미흡(1)
1
1.5
1.5
1
1
1
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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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의 교육통계역량에 대한 자체진단 결과와 컨설팅단의 진단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베트남의 교육통계역량은 보통 이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6❙ 베트남 교육통계 역량 진단 결과
영역

교육통계 생산 역량

교육통계 관리 역량

교육통계 분석 및 서비스 역량

교육통계 활용 역량
교육지표 생산 역량

교육통계 사업
운영 및 관리 역량

주요 내용

역량 수준
(우수, 보통, 미흡)

- 교육통계 기획 역량

미흡

- 교육통계 조사(생산) 역량

보통

- 교육통계 검증 역량

미흡

- EMIS 연계 조사 역량

보통

-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 관리 역량

미흡

- 교육통계 품질관리 역량

미흡

- EMIS 관리 역량

보통

- 교육통계 분석 역량

보통

- 교육통계 서비스 역량

보통

- 교육통계 활용

미흡

- 가공통계 생산

미흡

- 국제 교육지표 생산

미흡

- 취학전 교육통계 사업 운영 역량

미흡

- 초등교육통계 사업 운영 역량

보통

- 중등교육통계 사업 운영 역량

보통

- 대학 교육통계 사업 운영 역량

미흡

- 평생 교육통계 사업 운영 역량

미흡

- 국제 교육통계 사업 운영 역량

보통

베트남의 교육통계 기획 역량은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에서는 교육통계 기획에
대한 의식이 약한 편이다. 교육통계조사를 할 때 수요조사,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하는
역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통계 조사(생산) 역량은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의 교육통계조사는 수기조사와 인터넷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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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나, 학교 단위에서는 수기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오지와 벽지의 경우 통계
생산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통계 검증 역량은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베트
남 교육통계에서는 검증의 개념이 매우 약하다. 조사결과를 합산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조사결
과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편이다. EMIS 연계 조사 역량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EMIS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통계조사가 양호한 상태이다. 그러나 집계 자료 중심으로 통계조사를 하
기 때문에 활용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되어 있지 못하여 활용성이
떨어지고 있다.
베트남의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 관리 역량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교육통계 데
이터베이스는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다. 연도별 집계데이터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데이터를 관리하는 인력의 역량도 미흡한 수준이다. 교육통계 품질관리 역량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의 경우, 교육통계 품질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상황이다. 신뢰도 높은
통계가 중요하다고는 판단하고 있으나, 방법에 대해서는 경험과 지식이 미흡한 수준이다.
EMIS 관리 역량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에 EMIS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으나, 지금
까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 오고 있다.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EMIS 관리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컨설팅의 과제가 되고 있다.
베트남의 교육통계 분석 역량은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에는 교육과학연구원
(VNIES)에서 통계분석을 실사하고 있다. 전문 인력이 교육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역량 수준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러나 통계의 신뢰도가 낮아 분석의 효과를 내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교육통계 서비스 역량도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에서는 교육통계 조사 자료를
간행물로 발간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도 갖추고 서비스하고 있다. 통계 서비스 역량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집계 데이터 형태이기 때문에 서비스 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다.
베트남의 교육통계 활용 역량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에서는 교육통계 조사 결과
의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 조사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점과 더불어, 다양한 활용 방법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가공통계 생산 역량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에서는 교육
통계 조사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가공통계가 다양하지 않다. 그러나 국가가 관리하는
교육지표가 존재하는 등 지표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다. 한국의 경험이 전수될 경우, 역량이
빠르게 신장될 수 있는 분야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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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교육지표 생산 역량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에서는 국제교육지표를 생산
하여 UIS에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SGDs 교육지표 생산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UIS가 요구하는 핵심 지표 중심으로 국제 교육지표가 생산되고 있고, 내용이 풍부하지
는 못한 상태이다.
취학전 교육통계 사업 운영 역량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에서는 취학 전 교육통계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초등교육통계 사업 운영 역량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에서는 초등교육통계조사가 비교적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 등 초등교육통계
사업 경험과 역량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컨설팅이 집중될
경우, 빠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중등교육통계 사업 운영 역량 역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등교육통계 조사 역시 비교적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통계조사 체계도 적절
히 갖추어져 있다. 중등교육통계 사업 추진 역량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대학 교육통계 사업 운영 역량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에서는 대학 교육통계가 부분
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국가 수준의 체계적인 통계조사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향후
대학 교육통계 사업이 확대될 필요가 있고, 사업 운영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 상황이다. 평생
교육통계 사업 운영 역량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에서는 평생교육통계는 아직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평생교육통계 사업 경험과 역량이 부재한 상황이다.
국제 교육통계 사업 운영 역량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의 국제교육통계 사업은 UIS
와의 협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UIS가 오래전부터 지원하여 왔기 때문에 국제 교육통계 사업
역량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자생력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4
.
스리랑카 교육부에서는 교육통계 역량 수준을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교육통계 기획 역
량, 교육통계 조사(생산) 역량,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역량, 교육통계 분석 역량,
EMIS 운영 및 관리 역량, EFA(Education For All) 교육지표 생산 역량 등에서 높은 수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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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으로 자체 평가하였다. 다만, 교육통계 서비스 역량, 교육통계 활용 역량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표 Ⅴ-7❙ 스리랑카 교육통계 인력과 조직의 전문역량 실태조사 결과
영역

조사 내용(질의)

결과(응답)
우수(3)

보통(2)

- 교육통계 기획 역량

3

- 교육통계 조사(생산) 역량

3

-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역량

3

교육통계 생산 및 - 교육통계 분석 역량
활용 역량
- 교육통계 서비스 역량

미흡(1)

3
2

- 교육통계 활용 역량

2

- EMIS 운영 및 관리 역량

2

- EFA(Education For All)교육지표 생산 역량

3

.
스리랑카의 교육통계역량에 대한 자체진단 결과와 컨설팅단의 진단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
다. 스리랑카는 자체 역량을 높게 판단한 반면, 컨설팅단은 대체적으로 미흡하게 판단하였다.
스리랑카 교육통계 실태조사를 고려하였을 때, 컨설팅단의 진단결과의 정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Ⅴ-8❙ 스리랑카 교육통계 역량 진단 결과
영역

교육통계 생산 역량

교육통계 관리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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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역량 수준
(우수, 보통, 미흡)

- 교육통계 기획 역량

보통

- 교육통계 조사(생산) 역량

미흡

- 교육통계 검증 역량

미흡

- EMIS 연계 조사 역량

미흡

-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 관리 역량
- 교육통계 품질관리 역량
- EMIS 관리 역량

미흡
미흡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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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교육통계 분석 및 서비스 역량
교육통계 활용 역량
교육지표 생산 역량

교육통계 사업
운영 및 관리 역량

주요 내용

역량 수준
(우수, 보통, 미흡)

- 교육통계 분석 역량

보통

- 교육통계 서비스 역량

미흡

- 교육통계 활용

보통

- 가공통계 생산

보통

- 국제 교육지표 생산

미흡

- 취학전 교육통계 사업 운영 역량

미흡

- 초등교육통계 사업 운영 역량

미흡

- 중등교육통계 사업 운영 역량

미흡

- 대학 교육통계 사업 운영 역량

미흡

- 평생 교육통계 사업 운영 역량

미흡

- 국제 교육통계 사업 운영 역량

미흡

스리랑카의 교육통계 기획 역량은 보통 수준으로 진단되었다. 스리랑카의 교육통계 기획 업
무는 통계관리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해당 부서의 담당자 역량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통계 기획역량은 신규 통계 항목 발굴이 아닌 지표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으
며 대부분 생산된 통계에 대한 분석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생산되는 통계의 한계로 인하여
신규 통계 및 지표 개발이 수월하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통계 조사(생산) 역량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조사를 수행하는 최하위 기관인 학교 및 사단교육청은 통계전문성 뿐만 아니라
컴퓨터 활용능력이 상당히 미흡하며 상위 기관인 지역교육청 및 지방교육청에서도 통계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통계 생산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교육통계 검증 역량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기기반의 통계조사로 인해 형식, 내용, 시계열 검증이 어렵고 합계 및 요약검증이
주요 검증내용이다. 교육청에서 C/S프로그램을 통해 전산화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지만 이
프로그램 역시 합계검증 수준에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EMIS 연계 조사 역량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리랑카는 일부 교원정보만을 EMIS에 담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직접 입력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이다. 현재 EMIS는 데이터 신뢰도 및 활용성의 문제로 활용하고 있지 않으
며 타 어느 정보 및 시스템과 연계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스리랑카의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 관리 역량은 미흡한 수준이다. 스리랑카의 교육통계 데이
터 베이스는 교육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독립형(Stand Alone)시스템으로 온라인이 아닌 오프
라인 기반의 시스템이다.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제반 인프라는 열악하며 주로 데이터 입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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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을 통한 분석에서 활용중이다. 교육통계 품질관리 역량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통
계 품질 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며 이를 위한 노력보다 통계 생산 및 활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주로 통계 생산 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책 반영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추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EMIS 관리 역량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리랑카의 EMIS는 초기
투자자본 이후 현재 운영을 위한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며 교육부의 일부 전산 담당자들이 해당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지만 전문성이 미흡한 상태이다. 최초 EMIS도입 이후 3개년에 대한 교원
정보만 수집한 이후 현재 더 이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지 않고 활용하지도 않고 있다. 교육통계
조사 관련 기관들은 EMIS의 초기 설계 및 방향성이 잘못되어 실패한 사업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보안하기 위한 새로운 EMIS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스리랑카의 교육통계 분석 역량은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출된 통계를 활용한 분석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분석을 위한 전문 부서(통계관리과)가 존재하며 부서 담당자의
역량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스리랑카 교육통계의 현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미래 방향
성까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수집되는 통계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깊이 있는 분석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육통계 서비스 역량은 미흡한 수준이다. 스리랑카는 교육통계 서비스
의 주요 대상이 정부이며 민간 및 정책연구자에 대한 서비스는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생산되는 교육통계를 다양한 분석을 통해 서비스하기보다 통계 분석을 통해 새로운
지표 생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상태다.
스리랑카의 교육통계 활용 역량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집된 통계를 바탕으로 교육기
관 지원 및 정책결정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 산출 소요 기간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조사 항목 수가 적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에 대한 노력대비 통계활용성이 다소
부족하다. 가공통계 생산 역량 역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제데이터 지표 산출 및 데이터
가공을 통한 국내 정책 활용부분은 수집되는 통계결과에 비해 비교적 높은 활용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산출해내는 인력에 대한 역량 또한 예상했던 바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으로 판단된다.
스리랑카의 교육지표 생산 역량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집되는 데이터 항목의 기준
및 제도의 차이로 인해 국제 교육지표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들은 조사기간을 맞추기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지표 개발 및 국제 교육지표 산출이 어려움
이 있다.
스리랑카의 교육통계 사업 운영 및 관리 역량은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스리랑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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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전 교육통계 조사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 초･중등교육통계 사업 운영 역량은 낮은 수준이
다. 스리랑카의 교육통계조사에 대한 문제점은 수기기반의 조사, ICT활용 인력 부재, 통계전문
인력 부재, 통계개선을 위한 예산 부족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복합적으
로 얽히면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를 수행하는 학교, 통계사업을 주도하
는 교육청, 통계사업을 관리하는 교육부가 인적역량 및 인프라의 부족으로 통계조사 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등교육통계 사업 운영 역량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교육
통계 사업 운영 역량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교육통계 사업은 고등교육부라는 별도
의 교육부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초･중등교육통계와 마찬가지로 수기기
반의 조사, ICT활용 인력 부재, 통계전문인력 부재 등의 문제로 사업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사업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초･중등교육통계와의 차이점은 고등교육통계 체제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의 길이 마련되는 중이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생 교육통계 사업 운영 역량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 교육통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 교육통계 사업 운영 역량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리랑카 교육부의 통계관리과에서 국제통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제 교육통계
와 자국의 교육통계 비교를 위한 지표 및 통계항목 개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산출되는
통계결과 데이터가 부족하여 기본적인 내용만 다루고 있는 상황이다.

155

06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Ⅱ) : 아시아 중점협력국가를 중심으로

Ⅵ.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 컨설팅
추진 방안
1. 몽골 교육통계 컨설팅 추진 방안
2. 베트남 교육통계 컨설팅 추진 방안
3. 스리랑카 교육통계 컨설팅 추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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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3

앞서 실시한 실태조사, 수요조사, 진단조사를 기초로 아시아 3개국의 교육통계 역량강화 컨
설팅 계획을 수립하였다. 교육통계 컨설팅 계획은 향후 진행될 컨설팅의 구체적인 목표, 내용,
방법 등을 담은 것으로 아시아 3개국 대상 컨설팅의 액션플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컨설팅 계획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견지하고자 하였다.
첫째, 목표지향성이다. 개도국의 교육통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생적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컨설팅 계획을 구상하고 추진하고자 하였다.
둘째, 수요자 지향성이다. 수혜자인 아시아 3개국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컨설팅 계획안
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셋째, 한국 경험에 기반 하는 것이다. 한국 교육통계가 발전하면서 경험한 점, 얻은 지식,
우수사례, 시행착오 등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컨설팅 계획안을 준비하고자 하였다.

1
.
교육통계 컨설팅 모형은 교육통계 발전을 담은 이상적 방향성(ideal type)을 말한다. 몽골
교육통계 컨설팅모형에서는 세 가지 방향성을 담았다. 첫째는, 학교급과 관련된 것으로 취학전
교육(유치원), 초･중등교육, 대학 등 세 영역을 중심으로 컨설팅 과제를 설정하는 것이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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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요자와 요구와 관련된 것으로 몽골의 교육통계 현황과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여 컨설팅
과제를 설정하는 것이다. 셋째는, 실태조사에서 활용된 교육통계 기본 틀에 기초하여 교육통계
컨설팅 과제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방향성을 기초로 몽골 교육통계 컨설팅 과제를
도출하였다.

❙그림 Ⅵ-1❙ 몽골 교육통계 컨설팅 모형

.
몽골 교육통계 컨설팅모형에 기초하여 몽골 교육통계 컨설팅 과제를 도출하였다. 몽골 교육
통계 컨설팅 과제는 단계별로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Ⅵ-2❙ 몽골 교육통계 컨설팅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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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교육통계 관련 법 정비와 교육통계 조직을 정비하는 것을 컨설팅
과제로 설정하였다.
첫째, 몽골의 교육통계와 관련한 법은 통계법에서 일부 제안하고 있으나, 교육통계에 특화된
법령이나 행정규칙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통계의 현 위상이 법적 근거에 대한 이슈로
부각될 정도는 아니나, 향후 조사대상 및 항목의 확대, 교육통계조사의 위임, 중장기계획의
수립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적인 기반의 마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와 비슷한 법령이 존재(통계법, 교육법, 고등교육법, 취학 전 교육법 등)하므로, 우리나라의
법령 개정에 대한 선진사례를 제공하고 개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1단
계에서는 먼저 몽골 교육부 내의 규정이나 훈령 등을 제정 혹은 보완하도록 하고, 2단계에서는
법령(통계법, 교육법, 학교급별 교육법 등)에 교육통계와 관련한 세부 사항들을 명시할 수 있도
록 법령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컨설팅을 하고자 한다.
둘째, 몽골의 교육통계 제도는 통계청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교육통계
결과의 시계열 검증도 교육부가 아닌 통계청에서 전담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부 교육통
계 전담조직의 양적인 면에서의 발전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교육부의 산하 기관으로 교육
청을 활용하고 있으며, 대학의 교육통계는 교육부에서 직접 접수하고는 있으나, 1명뿐인 담당
직원의 업무 과다로 교육통계결과를 수합하고 통계청으로 전달하는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교육통계를 전담하는 기관의 설립이 현실적인 제약으로 어렵다면, 몽골의 교육
관련 연구소에 교육통계조사 및 서비스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단계에서는
교육부 내 전담인력을 운영하는 방안(인력 확대 포함), 2단계에서는 교육부 내 교육통계 전담부
서를 운영하는 방안, 3단계에서는 교육부 산하 전문기관에 교육통계 업무를 위탁하고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컨설팅을 하고자 한다.

2)
교육통계 조사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통계 조사 항목이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육정책의 수립 및 평가, 교육통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매년마다 검토되어야 하며, 필요시
항목이 추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과정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세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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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 교육통계 항목은 가장 기본적인 항목에 국한되어 있으며, 항목 개선 작업이 거의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통계조사의 기본이 되는 조사 기준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교육통계조사 항목의 정기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새로운 항목을 발굴하고, 조사 지침 및 검증방
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SDGs 교육지표 생산을 위한 조사항목 개선 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1단계에서는 교육부 내 부서들을 대상으로 해당 과에서 학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필요 통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방안, 그리고 기존 조사항목들에 대한 조사기준일을 적용하는 방안
에 대하여 컨설팅을 진행하고자 한다. 2단계에서는 조사항목 및 지침 개선을 위한 조사 계획
수립, 조사항목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를 정례화 하여야 하는 방안에 대해 컨설팅을 하고자 한
다. 3단계에서는 SDGs 교육지표 생산을 위한 조사항목 별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에 대하여
컨설팅을 하고자 한다.

3)
교육통계조사는 조사의 복잡성 해소와 담당자들의 업무 분담을 통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체계
적인 조사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조사 준비단계에서 실시, 검증, 활용, 개선안 탐색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정례화 하여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몽골의 교육통계조사는 교육부, 시교육청, 학교담당자들이 명목상으로 존재하나 담당자들의
업무가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으며, 교육통계조사와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 조직 또는 기구
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 교육통계 담당자 협의회의 구성과 조사 프로세의 정립, 상설 조직의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한 실정이다.
1단계에서는 교육통계담당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조사준비, 조사 실시, 자료 검증, 개선안
탐색 등 교육통계 전반에 걸친 프로세스의 정립에 대하여 컨설팅을 하고자 한다. 2단계에서는
교육부 내 교육통계위원회 등 교육통계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조직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컨설팅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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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3❙ 몽골 교육통계조사 체계 목표도

4)
조사방법 효율화의 영역에서는 교육통계 조사 지침 마련, 교육통계조사결과 검증, 교육통계
조사시스템 구축 등 세 가지 내용에 대하여 컨설팅 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교육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신뢰성 있는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사지침이 매년
검토되고 개선되어야 하며, 담당자 연수가 정례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몽골의 교육통
계 조사 과정에서는 조사지침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담당자 연수가 정례
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 1단계에서는 교육부, 시교육청, 구교육국, 학교 담당자들과 협업
을 통한 지침 검토 및 개선에 대하여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2단계에서는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통계 담당자의 연수 실시 방안에 대하여 컨설팅을 하고자 한다.
둘째, 또한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 생산을 위해 현재보다 세밀한 검증이 필요하나, 현재의
몽골에서는 통계청 수준에서의 시계열 검증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1단계에서는 조사 관리기관인 시교육청, 구교육국의 검증 역할을 부여(대학은 학교에서 결과
제출 시 검증 역할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컨설팅을 하고자 한다. 2단계에서는 조사 시스템에
검증 기능을 추가하여 입력기관, 관리기관에서 통계결과 제출 시 검증을 수행하는 방안(장기
과제)에 대하여 컨설팅을 하고자 한다.
셋째, 교육통계조사 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각급 학교의 교육통계조사시스템의 개선에
대하여 컨설팅을 하고자 한다. 현재 몽골의 교육통계조사 시스템은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유치원은 2013년부터 울란바토르 시에서만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밖의 지역은 Excel(또는 수기조사지)의 형태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울란바토르 시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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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예산상의 이유로 조사 시스템의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초･중등학교의 경우에는
전체 학교에서 교육정보시스템(ESIS)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어 있으나 조사기준일의
개념이 없어서 조사 시기에 일정한 형식으로 Excel 파일을 생성하고 제출하고 있다. ESIS에서
기본적인 교무 및 학사업무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ESIS 내부의 자료 정합성에 대해서는 추가
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대학의 경우에는 한국의 나이스와 비슷한 형태로 모든 대학에서
사용가능한(현재까지는 일부의 학교만이 사용하고 있음) 통합정보시스템인 학교행정정보시스
템을 운영하여 재무, 연구, 학점, 도서관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정보들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학교행정정보 시스템으로 학생, 교원에 대한 개별 정보들을 관리하고 있으며, 시스템으
로 교무행정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현재 조사하고 있는 조사항목보다
훨씬 더 많은 항목들을 추출하고 통계화 할 수 있으나, 교육부에서 수집하는 조사항목은 극소수
에 불과하며 이 조사항목도 개선된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유치원 교육통계 시스템 개선안과 관련하여, 현재 울란바토르 시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조사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홈페이
지에 자료를 입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과년도 자료와의 검증이나 내용검증 등을 포함하고,
유치원에서 자료를 생성하여 관리기관(시도교육청)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향
후, 홈페이지에서 교육부에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로 자동 연계하는 모듈을 포함하면 조사의 효
율성을 더 높이 수 있다.

❙그림 Ⅵ-4❙ 몽골 취학 전 교육통계조사 시스템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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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교 교육통계 시스템 개선안과 관련하여, 몽골 초･중등학교 교육통계시스템의 가장
큰 개선점은 ESIS에서 일정 시점에서 자료를 내려 받아 Excel 파일로 변환하고 그 자료를 교육
부에 전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추가항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Excel 파일에 단순
추가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입력, 검증 등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교육통계조사 기준일에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되, 추가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통해 입력, 검증할 수 있도록 프로
그램을 업그레이드 하여야 한다. 또한 지금처럼 Excel 파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닌, 교육부 자체
적으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자료 업로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한국의 경우처럼, ESSI와는 별도로 분리된 조사입력･검증･제출
기능이 ESIS와 연동되어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Ⅵ-5❙ 몽골 초･중등학교 교육통계조사 시스템 발전방안

고등교육기관 교육통계 시스템 개선안과 관련하여, 몽골의 교육통계시스템 개선안은 몽골
과학기술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행정정보 시스템을 전체 대학으로 확대하여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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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현재의 학교행정정보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재무, 연구, 학점, 도서관,
학생, 교원 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기준일시의 자료를 산출하고 산출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항목들은 추가로 입력하고 자체 검증이 가능하도록 구현할 수 있다. 개선 초기에는 교육
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통합시스템에서 산출된 Excel 파일을 업로드 하는 방식을 사
용하다가, 전산 인프라의 재구축을 통해 자동 연계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Ⅵ-6❙ 몽골 대학교 교육통계조사 시스템 발전방안

5)
교육통계 조사결과 분석･서비스와 관련하여, 현재 몽골의 교육통계는 교육부 및 통계청에서
출판하는 간행물과 통계청의 통계포털서비스 홈페이지를 위주로 서비스되고 있다. 간행물의
경우는 조사항목의 개선을 통한 추가 지표 및 지수를 포함하고, 성인지 통계나 지역통계의 개발
하여 추가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교육통계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콜센터를 운영하여
간행물, 홈페이지 이외의 교육통계자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러한 콜센터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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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의 추가적인 자료 수요조사와 교육통계에 대한 홍보를 병행할 수 있다. 현재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이 아니라, 학교별 Excel 파일들을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따라서 자료의 보관이나 활용성을 위해서 교육부 차원의 자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교육통계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에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통합 이관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단계에서는 교육통계조사 공표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방안에 대하여 컨설팅 하고자 한다.
2단계에서는 대내외 교육통계결과 홍보(브로슈어 등 활용), 교육통계 간행물 개선 및 추가 방안
에 대하여 컨설팅 하고자 한다. 3단계에서는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교육통계 서비스
홈페이지 운영 방안에 대하여 컨설팅 하고자 한다.

3
.
베트남에 적합한 통계발전 모형으로 ①중비용-중효율-즉시추진 모형과 ②고비용-고효율향후추진 모형으로 구분하여 2단계 전략으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베트남의 주요 요구사항인
통계인력역량강화방안과 최적화시스템 구축방안, 통계법･조직 및 서비스 개선방안으로 분리하
여 제시하고 전체 추진 방향에 따라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Ⅵ-7❙ 베트남 교육통계 발전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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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통계 개발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인 통계인력 역량강화 방안은 크게 통계조사자
역량강화방안, 통계관리자 역량강화방안, 통계 활용자 역량강화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베트남에서 자체적으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과 국제협력을 통한 개발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각각의 방안에 대해 비용-효율적인 차원에서의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였다.
베트남 통계 개발의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 제도적･전산적으로 최적화된 시스템 구축이 필요
하다. 최적화 시스템 구축방안은 크게 제도적인 부분과 전산적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관점에서 조사, 운영, 활용단계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
베트남 교육통계 발전모형에 기초하여 베트남 교육통계 컨설팅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구
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베트남의 교육통계는 통계법에 의거하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법적 기반은 갖추어져
있으나, 교육통계를 위한 법이 아닌 만큼 교육통계에 대한 통계조사의 구속력이 떨어지고 이에
대한 책임감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교육통계법을 단기간 내에 제정하여 시행하기
보다는 교육통계법을 실현할 수 있는 인프라를 먼저 구축한 후에, 구축된 인프라를 의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경우에도 교육통계법보다는 NEIS를 구축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NEIS시스템의 의무적 사용
책임 부과했듯이 베트남도 교육통계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해당 시스템을 통해 통계 조사를 시행
하는 시점에 법적 기반도 준비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향으로 컨설팅을 추진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ASEAN국가와 비슷하게 베트남에서도 교육통계를 전담하고 있는 조직을 교육훈련
부에서 운영 중이지만, 교육통계만을 전담하고 있지 못하며 소수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
성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다. 교육통계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국가들에서는 교육통계를
위한 기관이나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나 베트남은 국가 규모와 교육통계 추진 단계상
바로 기관이나 독립된 조직을 운영하기보다는 통계 전문기관 또는 교육연구 전문기관 내에 소규
모 전문조직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베트남의 교육과학연구원이 교육통계 전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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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을 운영하기에 최적화된 기관으로 판단되며, 교육과학연구원에서도 교육통계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소규모 전담조직으로 운영하며 향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Ⅵ-8❙ 베트남 교육통계 법적제도 및 조직제도 구축 방안

2)
교육통계 인력 강화 방안으로는 정책입안자, 통계관리자, 자교분석가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컨설팅 과제를 도출하였다.
정책입안자는 정책수립, 시행, 평가에 통계를 활용하는 방법 위주의 교육으로 인력양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법령 제･개정 시에 관련 통계를 필수적으로 검토하는 통계
기반 정책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통계교육원에서 ‘정책과정과 통계의 역할’ 등의 정책
입안자 대상의 전문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정책입안자들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인식보다는 미
래의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 위주의 연수가 필요하며 연수 및 교육은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등과 같이 급변하는 IT 환경에 베트남의 추진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주제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할 수 있다. 정책입안자들에게 필요한 능력시잔 교육과정은 대부분 선진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연수과정이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베트남 관계자들이 한국으로 연수형태로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통계관리자는 주로 국가 통계관리조직에 소속된 인력을 의미하며, IT 관련 업무능력, 통계기
획 관리능력, 자료 분석능력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IT 관리 능력은 DB 관리 및 자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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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인터넷 및 모바일 웹 프로그래밍, 네트워크 관리기술, 정보보안기술 등이 필수적으로 필요
하며, 베트남 자체에서 연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필수 프로그램 과정의
설계와 연수과정 설계 위주로 지원하고 베트남 자체 인력을 활용한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구성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통계기획 관리능력은 조사 전체 일정 관리, 조사
표설계, 사료 수집방법의 결정, 조사결과 공표, 보도자료 배포 등을 위한 능력이 필요하며 해당
인력양성연수는 통계청의 연수 중 일부분을 이관 받아 설계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베트남 자체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 핵심인력을 집중적으로 한국에서
교육시켜 베트남에서 자체연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료 분석능력은 대부분 통계패키지, SQL, Excel 등을 활용하여 자료를 산출하고 도표화
및 그래프화 하는 능력이 필요하며 IT 능력과 같이 베트남 자체연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에서는 필수 프로그램 과정의 설계와 연수 설계 위주로 지원하고 베트남 자체 인력을 활용
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T 관리 능력과 자료 분석능력은 베트
남 교육훈련부에서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설계 및 운영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베트남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정기적인 연수코스를 운영하거나 베트남 일부 대학과 연계하여 해당 대학
에서 적절한 지식 및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교수, 대학원생들을 활용하여 연수 코스를 운영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베트남에서 조사하는 EMIS 활용 통계조사 방식의 경우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한 다양한
통계를 산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방안은 학교별로 시스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 프로그램 설치에 많은 노력이 들고 이를 대처하기 위해 많은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부분에 대한 고려는 제외하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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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9❙ 베트남 교육통계 최적화 시스템 구축 방안

첫째, 통계표준화 방안이다. 교육통계 시스템의 확산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업무는 통계에
서 활용이 가능한 표준코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초･중등 및 고등교육을 위한 통계조사
시스템 및 EMIS 시스템의 확장을 위해서 국가적 차원의 표준코드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교육통계에 대한 국가적 필요지표를 우선 선정하고 이를 적절히 표현하지 위한 변수들을 정의해
야 한다. 국제분류와의 통일성을 위해 국제분류와 매칭가능하고, 베트남 언어로만 단순 번역하
여 활용되지 않도록 설계 시부터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문 조사원 육성 방안(단기 추진 방안)이다. 베트남의 풍부한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교육통계 조사를 수행하고 자료를 수합하는 전문조사원을 교육청 단위별로
육성하는 것이다. 전문조사원이 각 학교에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된
조사원이 조사지침을 숙지하고 조사항목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규칙에 따라 조사를 진행함으로
조사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숙련된 전문조사원을 육성함에 따라 조사원이 단순 조사만
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검증과 수합을 담당함으로써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바로 조사에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산악지대가 많은 베트남의 지형적인 특성 상 각
학교를 방문하는 과정이 전문조사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학교담당자가 사전에 조사해놓
은 통계결과만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조사원이 학교방문 시 모든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 학교를 조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셋째, 자료 수합 자동화방안(중기방안)이다. 전산화 되어 있지 못한 국가의 통계자료 수집에
있어 가장 어려운 작업은 각 학교에서 조사된 자료를 하나로 수합하는 과정으로, 한국도 과거
이 과정을 위해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수작으로 조사된 장표를 읽어 합산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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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통계조사와는 다른 합산과정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교육통계조사의 전
과정을 전산화하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산화시스템 구축은 중장
기적으로 추진하며, 단기적으로 최소한의 전산화를 구축하여 단순 오류의 범위를 줄이고 학교
의 자체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OMR, OCR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각 학교에서는 지방교
육청에서 배포한 OMR, OCR Sheet에 조사결과 통계치를 기입하고 우편으로 지방교육청으로
회신하면 각 지방교육청에서는 수합된 각 학교의 OMR, OCR Sheet를 지방교육청에서 배치된
리더기(Reader)로 일괄 인식(Read)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교육훈련부 서버로 직접 전송하
는 방법이다. OMR조사방법은 조사 Sheet에 기입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나 인식이 쉽고 초기
구축비용이 저렴하게 소용되는 장점이 있고, OCR의 경우 Sheet 기입을 직접 하기 때문에 기입
은 쉬우나 글씨체(필기체 등)의 형태에 따라 인식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베트
남의 경우 EMIS시스템으로 일부 통계를 산출하고 있고 EMIS를 활용하기 어려운 학교는 수기
로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OMR, OCR시스템이 수기로 제출하는 학교에 대한 수합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현행 통계조사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조사에 필요한 최소
한의 시스템부분을 자동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Ⅵ-10❙ 베트남 OMR, OCR을 통한 교육통계조사 단계

❙그림 Ⅵ-11❙ 베트남 OMR, OCR을 통한 교육통계조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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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조사전용기기 활용 방안(중･장기방안)이다. 베트남의 경우 EMIS 시스템이 보급되어
있음에도 수기 작업을 병행하는 주요 이유는 각 학교별 시스템 환경이 매우 다르고 시스템 활용
능력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통계시스템 전산화 초기단계에 각 학교별 시스템
환경과 활용능력의 차이로 시스템 로그인, 관련 프로그램 설치, OS 간 차이에 의한 오류 처리
등에 교육청 문의응대 및 출장 등 많은 노력 및 시간이 투입되었다. 베트남도 일괄적인 온라인
전산화 입력 시 한국과 유사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나 지형의 특성 상 산간지역이 많아
한국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인 교육통계조사를
온라인화하기 위해서는 각 학교의 전산환경을 비슷하게 맞춰주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태블릿 PC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베트남의
경우, 다른 ASEAN 국가와 달리 모바일 네트워크 구축이 되어있는 환경을 장점으로 활용하여
교육통계 전용 태블릿 PC를 제작하고 이를 각 학교에 배포하여 태블릿 PC로 교육통계를 입력함
과 동시에 모바일 네트워크로 입력된 내용을 교육훈련부로 전송하여 교육청을 통해 수합되는
과정을 생략하여 통계조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교육통계 전용 태블릿 PC에 자료 검증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자체 검증작업 후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질 수 있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조사를 진행하면 초기에 많은 소요비용 투입이 필요하지만
매년 조사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여 통계조사 양식을 추가, 보완할 수 있고 특정한 사안에 대한
빠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Ⅵ-12❙ 베트남 태블릿 PC를 활용한 교육통계조사 단계

다섯째, EMIS 고도화 방안(장기방안)이다. 한국의 NEIS시스템과 같이 학교에서 학생관리
및 행정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노이 교육청에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 개발하는 방안이다. 교육부에서는 각 지방교육청에 표준기준을
배포하고 각 지방교육청에서는 표준기준을 토대로 각 기관별로 필요한 기능을 추가 보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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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는 방법으로 궁극적인 목표 시스템으로 볼 수 있으나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각각
다른 시스템 환경을 일원화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앞서 제시한 조사전용기기 활용 방안(중장기
방안)의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EMIS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으며 향후 PC와
모바일을 동시에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고도화하는 방향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안이다.
여섯째, 통계 서비스 방안이다. 교육통계조사 서비스 방안은 한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진행한
순차적인 방법을 따라오는 방식이 아니므로 과감하게 최신의 기법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설계하
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빅데이터 분석기법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빅데이터 분석
기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각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서비스를 시행하면 투자대비 효과성
및 교육통계에 대한 일반의 시각을 제고하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 빅데이터
분석 기법에 대한 베트남의 기술력이 검증되지 않아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수행이 가능할지 아니
면 한국이나 선진국에서 구축하여 이전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실태 조사 및
논의가 필요하다.
일곱째, 교육통계 인식제고 방안이다. 교육통계 사업을 수행하는데 시스템, 인력양성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나 정책입안자, 통계조사자 및 일반인들이 통계사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통계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는 인식제고가 통계조사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에서도 통계가 본인들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초적 작업이라는 부분을 인식시키는데 매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정도로 인식제고방안은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
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인식제고 방안은 정책입안자, 통계조사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접근
방법이 각각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 베트남 통계를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 계층은 정책입안
자, 국회의원 등으로 통계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나 제공되는
통계의 종류가 한정적이고 확장력이 부족하다보니 활용하는데 한계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입안자와 국회의원들에게는 통계에 대한 홍보보다는 그들이 활용 가능한 통계자료의 범위
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지속적인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통계를 기반으로
설계된 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홍보과정을 통해 통계활용에 대한 장점을 부각시키는 방안과 의무
적으로 통계를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전반적인 통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통계조사자는 일선 학교에서 통계를 1차적으로 조사하는 자들을 의미하며 본인들
이 작성한 통계의 활용에 따라 발생하는 장점 등을 홍보하여 의식을 고취시키는 부분이 필요하
다. 직접적인 인식제공 방안으로는 영국의 취업통계조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법 중 하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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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지급방안이 있으나 소요되는 비용 상에 문제가 있어 적절하지 않으며, 연수나 워크숍을
통해 통계조사로 인해 발생한 불만사항 및 업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실시하거나 통계자료집에
업무 담당자들의 이름을 직접 기재하여 본인 스스로 통계조사의 연대성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사용자들에게는 언론매체를 통해 통계가 조사되
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업무 및 정책들이 효율적으로 진행 및 수립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포스터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 많은 홍보자료를 배포
한 전례가 있으나, 가장 효율적인 홍보매체는 방송광고를 통하는 방법으로 통계를 활용한 사업
에 대해서도 홍보하여 일반사용자들도 통계를 활용하면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광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덟째, 대학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방안이다. 한국은 1990년대 이후 모든 대학이 대학 내
모든 업무를 전산화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베트남 대학들은 학사시스템이 전산화되어 있지 않
아 각종 통계 및 학사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한국 대학 정보화 시스템은 각 대학별로 시스
템이 구축되어 있어 정보가 표준화되지 못하고 통계산출 및 정보 수합이 원활하지 못하고 대학
별로 개발비용, 관리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베트남에 적용시키기에는 많은 비용과 기간이 소
요되어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베트남 대학은 초･중등학교와 달리 규모가 크며 전산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교육훈련부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한 시스템 구축
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 차세대 대학정보화 시스템을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베트남도 Moodle 개념을 클라우드화 하여 교육훈련부에서 구축
하는 대학 정보화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Moodle 기반의 클라우드
시스템은 각 대학의 정보를 표준화 할 수 있고 즉각적인 통계 산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최근 Google에서도 클라우드 기반 학사 행정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어 해당 시스템을 기반으로
구축 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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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13❙ 베트남 대학교 정보화 시스템 구축

4
.
스리랑카 교육통계 발전을 논할 때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 스리랑카 교육통계를 둘러싼
환경과 그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이다. 이를 논외로 하고 일반적인 교육통계 발전과정만을 대
상으로 컨설팅 계획을 수립한다면 공허해질 것이다.
아래 그림은 스리랑카 국가 환경 및 수요를 기반으로 한 교육통계 발전 모형을 나타낸 것이
다. 스리랑카 교육통계 발전 모형은 향후 5년에서 10년, 또는 그 이상을 바라보는 중장기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즉, 중장기 발전계획을 염두에 두고 발전모형을 설계해야 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컨설팅 과제는 스리랑카 교육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중장기 발전계획을 기반으로 한 교육통계 발전 모형에서는 크게 네 가지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 통계 인프라 정비, 통계조사체계 개편, 전사적 통계역량 제고, 조사결과의 활용체제 구축
이 그것이다. 우선 통계 인프라 정비 측면에서는 법･제도 정비와 통계조직 및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음으로 통계조사체계 개편 측면에 있어서는 우선 현실에 맞는 통계 프로
세스 개편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통계항목의 조정,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PSPro 프로그램의
개편, 현안통계 조사 방안, 고등교육통계시스템의 표준화 및 확산을 고려한다. 세 번째로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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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14❙ 스리랑카 교육통계 컨설팅 모형

적 통계역량 제고 측면에 있어서는 통계를 조사하는 통계담당인력의 통계에 대한 인식 제고,
담당자의 조사･검증 역량 교육 관련 사항, 컴퓨터를 활용한 조사 및 분석･서비스를 위한 역량
중장기 발전계획을 기반으로 한 교육통계 발전 모형에서는 크게 네 가지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
통계 인프라 정비, 통계조사체계 개편, 전사적 통계역량 제고, 조사결과의 활용체제 구축이
그것이다. 우선 통계 인프라 정비 측면에서는 법･제도 정비와 통계조직 및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음으로 통계조사체계 개편 측면에 있어서는 우선 현실에 맞는 통계 프로
세스 개편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통계항목의 조정,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PSPro 프로그램의
개편, 현안통계 조사 방안, 고등교육통계시스템의 표준화 및 확산을 고려한다. 세 번째로 전사
적 통계역량 제고 측면에 있어서는 통계를 조사하는 통계담당인력의 통계에 대한 인식 제고,
담당자의 조사･검증 역량 교육 관련 사항, 컴퓨터를 활용한 조사 및 분석･서비스를 위한 역량
교육을 계획에 포함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사결과의 활용체제 구축 측면에 있어서는 학교
및 교육청 단위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장표의 개발, 국제지표 생산･관리를 위한
담당자의 양성 및 역량 제고, 그리고 담당자에 의한 분석서비스와 홈페이지 등을 통한 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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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까지 일반적인 교육통계 발전단계와 스리랑카 교육통계 컨설팅 모형에 대해 기술하였다.
다음에서는 앞의 모형을 기준으로 하여 스리랑카 컨설팅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그림 Ⅵ-15❙ 스리랑카 교육통계 컨설팅 과제 1 : 법･제도 개편

첫째, 스리랑카 교육통계 관련 법령 사항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교육통계조사 및 활용을
위한 근거법 마련을 위한 작업이다. 현재 스리랑카의 교육통계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하
고, 관련 근거 규정 보완 작업을 실시할 것을 재안한다. 교육통계조사와 관련해서는 조사 대상,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기간 등 기본사항, 기존에 조사되고 있는 행정자료 또는 관련 기관DB
와의 연계를 위한 타기관과의 관계 설정 규정, 향후 학생이나 교원정보와 같은 개인정보 수합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스리랑카 EMIS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통계조사 및 DB
활용을 위한 근거, 기타 스리랑카 현 실정에 맞는 규정 등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다. 교육통계정보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서비스 주관기관, 권한 및 책임 등에 대한 규정, 기관
간 데이터 공유 및 활용 관련 규정, 교육통계정보 서비스 내용, 절차 등 관련 사항, 교육통계
서비스 시스템, 관련 장비 등 도입 및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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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스리랑카 교육통계 관련 제도 및 조직 관련 사항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현 스리랑카
의 조사프로세스 및 기관 간 역할, 효율적인 통계조사를 위한 조직구성 및 운영 사항, 조사
효율화를 위한 조사담당자 동기부여 방안, 조사 및 서비스 시스템 구축･운영 관리 조직 구성
관련 사항 등애 대한 컨설팅을 제안하고자 한다.
셋째, 학교 및 교육청 등 관련 기관의 교육통계에 대한 인식 제고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다.
단순 행정통계자료 수집이 아니라 국가 교육발전의 중요한 토대로써의 통계작성 및 활용의 중요
성을 교육시키는 것이다. 이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통계를 사용하는 주요 수요자 집단 즉, 정책입안자, 교육연구자, 일반국민에 대해
방법을 달리하여 홍보 또는 인식을 제고하는 방안, 조사 시 진행되는 담당자 연수나, 별도의
워크숍을 통하여 학교 및 교육청, 교육부 일선 담당자들에 대한 인식 교육, 국내･외의 교육통계
조사 및 활용사례 발굴. 교육통계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활용되는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
자료 개발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안하고자 한다.

2)

(EMIS)

❙그림 Ⅵ-16❙ 스리랑카 교육통계 컨설팅 과제 2 : 시스템 개편

첫째,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EMIS를 활용한 통계자료 확보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청 등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사관리시스템, 교무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직접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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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추출･검증하는 방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청 단위 EMIS 시스템에 대한 상세분석,
현 조사 체제와의 연계 조사 방안 설계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안한다.
둘째, 초･중･고등학교의 정보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 단위의 종합정보시스
템(가칭) 구축 방안 설계, 기존 EMIS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통계정보 추출 방안 설계, 향후
EMIS 시스템과의 통합 차원에서 통계조사항목 및 관련코드의 표준화 방안 등에 대해 컨설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주요 통계정보에 대한 실시간 조사 및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스리랑카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통계정보 수합방안, 주요 핵심통계에 대한 모바일, 태블릿 PC
활용 조사 방안 설계, OMR, OCR을 활용한 조사 방안 등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제안 1 : OMR, OCR를 활용한 통계조사>
∘ 학교에서는 지방교육청에서 배포한 OMR, OCR Sheet에 조사결과 통계치를 기입하고 우편으로 지방교육청으
로 회신하면 각 지방교육청에서는 수합된 각 학교의 OMR, OCR Sheet를 지방교육청에서 배치된 리더기
(Reader)로 일괄 인식(Read)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교육훈련부 서버로 직접 전송하는 방법임.
∘ MR조사방법은 조사 Sheet에 기입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나 인식이 쉽고 초기 구축비용이 저렴하게 소용되
는 장점이 있고, OCR의 경우 Sheet 기입을 직접 하기 때문에 기입은 쉬우나 글씨체(필기체 등)의 형태에 따
라 인식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스리랑카의 경우 EMIS시스템으로 일부 통계를 산출하고 있고 EMIS를 활용하기 어려운 학교는 수기로 제출
하고 있기 때문에 OMR, OCR시스템이 수기로 제출하는 학교에 대한 수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현행 통계조사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스템부분을 자동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제안 2 : 태블릿 PC를 활용한 통계조사>
∘ 교육통계 전용 태블릿 PC를 제작하고 이를 각 학교에 배포하여 태블릿 PC로 교육통계를 입력함과 동시에
모바일 네트워크로 입력된 내용을 교육훈련부로 전송하여 교육청을 통해 수합되는 과정을 생략하여 통계조
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교육통계 전용 태블릿 PC에 자료 검증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자체 검증작업 후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질 수 있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조사를 진행하면 초기에 많은 소요비용 투입이 필요하지만 매년 조사 프로그램을 업
데이트하여 통계조사 양식을 추가, 보완할 수 있고 특정한 사안에 대한 빠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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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그림 Ⅵ-17❙ 스리랑카 교육통계 컨설팅 과제 3 : 담당자 역량 제고

첫째, 학교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통계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통계조사 및 활용 방안 등에 대한 교육 및 조사되는 항목 및 지침에 대한 이해 제고,
연수 등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 학교 단위 자료 관리, 정보의 표준화 관리 등에 대한 교육
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청 통계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스리랑카의 교육통계 프로
세스를 고려할 때, 교육청 담당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통계 담당자 일반
역량(조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역량)과 전문역량(통계자료 수합 및 검증, PSPro
운영 및 활용 역량) 향상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PSPro 시스템에 대한
분석 및 개선안(검증로직, 운영 기능)에 대한 컨설팅을 제안하고자 한다.
셋째, 교육부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중요한 컨설팅 과제이다. 교육통계 기획
및 시행, 평가 등 전반적인 사항, 통계조사 항목 및 지침에 대한 수요조사 방안, 교육통계자료
활용 및 서비스 방안,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교육통계조사 및 활용사례 공유, 국제통계 작성
및 제출을 위한 항목검토, 절차, 지표 작성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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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관리자 역량 강화 방안>
∘ 통계관리자는 주로 국가 통계관리조직에 소속된 인력을 의미하며, 통계기획 관리능력, 자료 분석능력,
IT관련업무능력 등이 필요함.
∘ 통계기획 관리능력은 조사 전체 일정 관리, 조사표설계, 사료 수집방법의 결정, 조사결과 공표, 보도자료
배포 등을 위한 능력이 필요하며 해당 인력양성연수는 통계청의 연수 중 일부분을 이관 받아 설계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스리랑카 자체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 핵심인력을
집중적으로 한국에서 교육시켜 스리랑카에서 자체연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함.
∘ IT관리능력은 DB관리 및 자료추출, 인터넷 및 모바일 웹 프로그래밍, 네트워크 관리기술, 정보보안기술 등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스리랑카 자체에서 연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필수 프로그램
과정의 설계와 연수과정 설계 위주로 지원하고 스리랑카 자체 인력을 활용한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구성하여 제안함.

<자료분석자 역량 강화 방안>
∘ 자료 분석능력은 대부분 통계패키지, SQL, Excel 등을 활용하여 자료를 산출하고 도표화 및 그래프화 하는
능력임.
∘ IT능력의 경우 스리랑카 자체연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에서는 필수 프로그램 과정의 설계와 연수
설계 위주로 지원하고 스리랑카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함.
∘ IT 관리능력과 자료 분석능력은 스리랑카 교육훈련부에서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설계 및 운영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스리랑카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정기적인 연수코스를 운영하거나 스리랑카 일부 대학과
연계하여 해당 대학에서 적절한 지식 및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교수, 대학원생들을 활용하여 연수
코스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함.

4)

❙그림 Ⅵ-18❙ 스리랑카 교육통계 컨설팅 과제 4 : 교육통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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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스리랑카 현지 실정에 맞는 통계 활용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교육통계연보, 행정
자료 이외의 다양한 추가 발간물, 지역별 통계자료, 시계열자료 등의 발간물, 수요자 유형별
전문 통계분석자료집 발간 및 서비스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 학교 및 교육청 단위 교육통계정보 활용방안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다. 학교 단위
정보 수요 파악 및 서비스 방안, 지역(교육청) 단위 정보 수요 파악 및 서비스 방안, 지역단위
통계자료집 발간 또는 활용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안하고자 한다.
셋째, 홈페이지를 통한 교육통계정보 서비스 방안도 중요하다. 교육부 홈페이지 제공 통계서
비스 검토 및 개선안, 전문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구축안 설계, 한국 및 각국의 다양한 통계
서비스 홈페이지 운영 사례 공유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안하고자 한다.
넷째, 서비스 전문 콜센터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컨설팅도 필요하다. 한국의 교육통계
서비스 콜센터 운영 사례 공유, 교육통계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 설계,
서비스 전문 요원에 대한 교육, 서비스 콜센터 운영을 위한 지원시스템 설계 방안에 대한 컨설팅
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섯째, 국제통계 및 비교가능 지표 생산에 대한 컨설팅도 필요하다. 국제통계 제출 항목
및 지침, 국가 간 비교가능 지표 및 구성항목, 국제통계 생산을 위한 계획 수립 등에 대한 컨설
팅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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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본 연구는 2016년부터 향후 10년 동안 추진될 개도국 지표 개발사업의 2차 년도 연구로 추진
되었다. 1차 년도인 2016년도 연구사업에는 향후 9개년 동안 추진될 연구사업의 실행전략을
수립하였다. 2차 년도인 2017년도 연구에서는 아시아 3개국(몽골, 베트남, 스리랑카)을 1차
컨설팅 대상 국가로 선정하고, 아시아 3개국의 교육통계 실태를 분석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하
고, 진단조사를 실시한 후, 이에 기초하여 교육통계 컨설팅 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컨설팅계획
에 기초하여 2019년까지 컨설팅이 실시될 예정이다.

1
본 연구사업은 개도국의 통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총 9개년 동안, 대상 국가별 3개년씩 총 3주기의 연구사업이 수행될 예정이다.
첫 번 째 주기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3개년 연구사업은 아시아 3개국의 교육통계 실태를
파악하고, 수요조사 및 진단조사를 실시하여, 컨설팅 계획을 수립한 후, 총 4차에 걸친 컨설팅
을 실시하여 개도국의 교육통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아시아 3개국 대상 종합 컨설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전반기에는 선정된 개도국을 방문하여 교육통계시스템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개도국의 교육
통계 컨설팅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개도국의 교육통계 역량을 진단하여 개도국 교육통계
컨설팅 계획(초안)을 수립하였다. 후반기에는 선정된 3개국 교육통계 담당 공무원(총 14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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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하여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한국의 교육통계 생산 경험을 공유하고, 개도국 교육통계
컨설팅 계획을 의논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이 계획을 바탕으로 2차년도인 2018년부터
교육통계 컨설팅을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아시아 3개국 컨설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첫째, 개도국 교육지표 및 협력사업의 개념과
의미, 개도국 교육통계 컨설팅의 개념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개도국 교육지표와
관련된 연구, 개도국 교육통계 컨설팅과 관련된 연구,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 및 교육지표 관련
연구물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표의 개념
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표의 개념, 영역, 개발 현황, 개발 조건
등을 분석하였다. 개도국 교육지표는 개도국 교육 수준을 진단하고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좋은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통계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데,
많은 개도국에서는 품질 좋은 통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생산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양질의 통계와 지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도국 교육통계 역량 개발의
의미와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개도국 교육통계역량이란 개도국이 교육통계
를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역량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조사하고 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있어서는 제도적 기반과 지원도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도국 교육통계역량을 크
게 교육통계 조사 역량, 교육통계 서비스역량, 교육통계 제도･기반 역량 등 세 가지로 구분하였
다. 개도국 교육통계 역량이 증진될 경우, 통계품질, 정책품질, 교육품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도국 교육통계 역량개발 컨설팅의 가치와 의미와 성격
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교육통계 역량개발 컨설팅을 개도국의 교육통계 역량 개발을 지원하
는 전문적인 활동으로 정의하고, 교육통계 역량개발 컨설팅의 일차적 목표를 개도국의 통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개도국이 역량을 개발하여 자생적으로 교육통계를
생산하고 자국의 교육발전을 기획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개도국이 자생력을 보유하기 위해서
는 공여국이 제공하는 컨설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여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협력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스스로 실천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노
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사업에서 추진하는 개도국 교육통계 컨설팅은 개도국들
의 실질적인 통계역량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며, 수요기반 컨설팅, 참여적 컨설팅,
경험 기반 컨설팅, 현장 기반 컨설팅의 4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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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개도국 교육지
표를 개발하고 개도국의 교육통계 생산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교육현황과 교육통
계시스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중점협력국가 3개국(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의 교육시스템 및 교육통계시스템을 파악하여 정리하고 특징, 강약점 등을 분석하였다.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 시스템은 1차년도(2016년) 연구 결과, 국제기구(UIS)의 공식 제출자료, 국가
공식 발간자료, 그리고 현지 출장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이를 기초로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실
태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도구를 개발하고, e-nail 조사와 현지 출장조사를 통해 교육통계실태
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였다.
셋째, 아시아 3개국 컨설팅 요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개도국 교육통계
컨설팅 사업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원국인 개도국들의 요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요구조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 요구조사
도구를 교육통계 프레임워크에 기초하여 개발하고, 사전 e-mail 조사와 현지 출장조사를 통해
교육통계 요구 사항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였다. 몽골 수요조사결과, 교육통계 제도 및 기반 영역
에 해당되는 항목들은 대부분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그중 가장 중요
한 사항으로는 교육통계 지침에 대한 법적 근거, 교육통계 활용역량, 교육통계 조직체계, 교육
통계 기획 역량,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역량, 교육통계 분석역량, SDGs 교육지
표 생산 역량, 교육통계 종사 인력의 연수를 선택하였고,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는 교육통계
지침에 대한 법적 근거, SDGs 교육지표 생산 역량, 교육통계 종사 인력의 연수를 선택하였다.
베트남 수요조사 결과, 교육통계 제도 및 기반 영역에 해당되는 항목들은 대부분 중요하고 시급
한 사항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그중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는 교육통계법과 교육통계 지침,
교육통계 조직체계, 교육통계 기획역량, EMIS 운영 및 관리역량을 선택하였고,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는 교육통계법, 교육통계 지침, EMIS 운영 및 관리 역량을 선택한 점으로 보아 법적근
거 영역과 EMIS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스리랑카 수요조사 결과, 교육통계 제도
및 기반 영역에 해당되는 모든 항목들에 대해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으나,
스리랑카 현지 점검을 통해 확인된 바로는 교육통계 조사(생산)역량,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역량, 교육통계 활용 역량, 교육통계종사 인력 연수를 우선 개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스리랑카 스스로가 교육통계 전반에 관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 외 법적 근거의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통계인력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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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개발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고 조직체계의 경우 통계인력역량 개발에 맞춰 통계조사를 위한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원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넷째, 아시아 3개국 통계역량에 대한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진단조사
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역량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
하고, 사전 e-mail 조사와 현지 출장조사를 통해 교육통계역량을 진단하였다. 몽골 교육통계
역량 진단 결과, 몽골 교육부에서는 교육통계 역량 수준을 중간 정도로 평가하였다. 교육통계
기획 역량, 교육통계 조사(생산) 역량,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역량, 교육통계
분석 역량, 교육통계 서비스 역량, EMIS 운영 및 관리 역량, EFA(Education For All) 교육지
표 생산 역량 등에서 중간 수준은 2등급으로 자체 평가하였다. 다만, 교육통계 활용 역량은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몽골의 교육통계역량에 대한 자체진단 결과와 컨설팅단의 진단 결
과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교육통합 시업 운영 및 관리 역량에 대해서는 컨설팅단이 더
낮게 평가하였다. 베트남 교육통계 역량 진단 결과, 베트남 교육부에서는 교육통계 역량 수준을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교육통계 기획 역량, 교육통계 분석 역량, 교육통계 서비스 역량,
교육통계 활용 역량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자체 평가하였다. 다만, 교육통계 조사(생산)
역량,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역량, EMIS 운영 및 관리 역량, EFA(Education
For All) 교육지표 생산 역량 등은 보통과 낮은 수준의 중간 단계로 평가하였다. 종합적으로
보면, 교육통계 역량이 낮은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 베트남의 교육통계역량에 대한 자체진
단 결과와 컨설팅단의 진단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베트남의 교육통계역량은 보통 이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리랑카 교육통계 역량 진단 결과, 스리랑카 교육부에서는 교육통계
역량 수준을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교육통계 기획 역량, 교육통계 조사(생산) 역량, 교육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역량, 교육통계 분석 역량, EMIS 운영 및 관리 역량,
EFA(Education For All) 교육지표 생산 역량 등에서 높은 수준인 3등급으로 자체 평가하였다.
다만, 교육통계 서비스 역량, 교육통계 활용 역량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스리랑카의
교육통계역량에 대한 자체진단 결과와 컨설팅단의 진단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다. 스리랑카는
자체 역량을 높게 판단한 반면, 컨설팅단은 대체적으로 미흡하게 판단하였다. 스리랑카 교육통
계 실태조사를 고려하였을 때, 컨설팅단의 진단결과의 정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아시아 3개국에 대한 컨설팅 계획을 수립하였다. 개도국의 교육통계 생산역량과 활
용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개도국의 교육통계 실태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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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진단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개도국의 교육통계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컨설
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사업에서는 개도국의 교육통계 역량을 증진
하기 위해서 개도국 교육통계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컨설팅계획안(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아시아 3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요구조사, 진단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컨설팅 계획
안을 수립하였고, 2017년 8월 개최된 한국 초청워크숍에서 이 컨설팅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국가별로 연구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몽골의 경우 교육통계 컨설팅을 위하여 컨설팅 모형을
개발하고, 이에 기초하여 컨설팅 과제를 도출하였다. 조사기반 확충, 조사내용 확충, 조사체제
구축, 조사방법 효율화, 조사 결과 분석･서비스 확충 등 다섯 가지 영역에서 총 8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컨설팅을 추진하기로 확정하였다. 베트남의 경우에도 교육통계 컨설팅을 위하여 컨설
팅 모형을 개발하고, 이에 기초하여 컨설팅 과제를 도출하였다. 교육통계 법･제도 기반 구축,
교육통계인력 역량 강화, 교육통계 최적화 시스템 구축 등 3개 영역에서 총 10개의 과제를
중심으로 컨설팅을 추진하기로 확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스리랑카의 경우 교육통계 컨설팅 모형
을 개발하고, 이에 기초하여 컨설팅 과제를 도출하였다. 교육통계 법･제도･인프라, 교육통계
조사체제, 교육통계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통계 활용체제 구축 등 4개 영역에서 총 9개의
과제를 중심으로 컨설팅을 추진하기로 확정하였다. 이와 같이 수립된 아시아 3개국 대상 컨설팅
계획안에 기초하여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교육통계 역량을 강화하는 컨설팅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2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협력사업 가운데 교육통계 및 지표를 주제로 하는 사업은 찾기
힘들다. 교육 분야 외에도 통계 관련 프로젝트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사업은
한국에서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교육통계 및 지표를 주제로 하는 첫 번째 개발협력 사업으로
추정된다.
교육 분야에서 많은 개발협력 사업, 컨설팅 사업이 필요한데, 본 연구사업에서 왜 통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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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사업을 주제로 선정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더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와 지표 사업은 개도국에 직접적인 수혜를 주는 사업은
아니다. 그러나 통계와 지표 사업은 교육 분야의 어떤 사업과 비교해도 그 중요성이 적지는
않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최근 개도국 교육협력에서 ‘증거기반 협력(evidence-based development and cooperation)’
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도국을 오랫동안 지원하여도 효과가 잘 드러나지 않자 원조 효과
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OECD 국제개발위원회(DAC)를 중심으로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효과성 검증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통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UN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개발협력 사업(SDGs 사업)에서는
지표를 통해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SDGs 교육지표를 대량으로 개발하
여, 개도국의 개발 수준을 진단하고, 이에 기초하여 개발협력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 MDGs 지표에 비하여 SDGs 교육지표 숫자가 대폭 증가한 것이 이를 입증
한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모든 개도국들에게는 통계와 지표를 생산하는 것이 현안으로 부상하
고 있다.
둘째, 증거기반 국제협력도 중요하나, 더 중요한 것은 개도국들이 증거기반 교육정책을 수립
하는 것이다. 정책의 품질을 제고하는데 증거기반 정책이 기여하기 때문이다. 증거기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통계와 지표가 필요하다. 통계품질이 좋으면 정책품질이 좋아지고,
정책 품질이 좋아지면 교육품질이 좋아질 수 있다. 양질의 통계가 없을 때는 경험과 의견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게 되지만, 품질 좋은 통계가 뒷받침 되면 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투입될 수 있다. 개도국 교육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계가 중요한 것이다. 개도국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경험기반 의사결정, 의견기반 의사결정 수준에서 더 발전하
여 데이터 기반, 증거기반 의사결정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필수조건이 된다.
셋째, 통계는 공감과 설득의 수단이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수반되면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표는 개도국이 가야할 방향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극가 교육발전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수 요건인 것이다. 즉, 통계는 힘이다. 국가 발전의 추동력
이다.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빅 데이터가 활용될 경우, 데이터가 갖고 있는 힘을 더욱
실감하게 될 것이다. 올해 본 연구사업에 참여한 개도국들도 통계와 지표의 중요성과 힘을 알고
있다. 다만, 아직 그 힘을 체험하지는 못한 상태이다.

192

Ⅶ. 결론 및 정책제안

통계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통계를 지원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왜 특별히
역량에 중점을 두었는지 궁금해 할 수 있다. 그 동안 통계를 얘기할 때, 통계시스템 또는 통계
품질제고를 우선시 해 왔다. 유네스코통계국(UIS)에서는 교육관리정보시스템(Educati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을 개도국들이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여 왔다. 정보시스템으
로부터 통계를 추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많은 개도국들에서 EMIS가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으나, 시스템을 관리하고 활용하고, 업그레이드 하고 시스템과 연계하여
통계를 생산하는 역량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즉,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여 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대한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미국 등 선진국들은
개도국 통계를 컨설팅 할 때, 품질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통계 품질 기준에 따라 품질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왔다. 선진국에서 제시하는 품질진단 기준은 우리마라 통계청에
서 실시하는 품질진단 기준과 동일하다. 그러나 통계를 생산할 역량조차 갖추지 못한 개도국에
품질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 통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이다. 현실
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컨설팅은 성과를 거두기도 어렵다. 선진화된 통계
시스템을 개도국에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품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도록 지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사업에서는 한편으로는 역량 개발이라는 새로운 개발협력 트렌드에 부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개발협력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차원의 개발협력 모
델을 개발하려고 노력하였다. 본 연구사업의 의의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첫째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될 SDGs 교육지표 사업에 적극 부응하는 사업이라는 점이다. 현재 유네스코
통계국(UIS)가 야심차게 다수의 교육지표(총 43개의 지표)를 구상하여 제시하였으나, 개도국
들은 이를 생산할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 취지와 의욕은 좋으나, 현실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
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사업에서 추진하는 교육통계 컨설팅은 개도국들이 SDGs
교육지표를 생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물량지원보다는 역량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컨설팅을 추진하고자 한 점이다. 개도국
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개도국의 통계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다. 역량 개발이 개도국들에게는 물량 지원보다 큰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국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점이다. 본 연구사업은 교육통계 분야의 KSP(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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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ing Program) 사업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다. 한국의 교육통계는 1963년부터 수기로 조사
를 실시하다가 1997년 컴퓨터 기반 통계로 대대적인 개편을 시도하였다. 그 이후 계속 발전하여
현재는 웹조사, DB to DB 조사까지 최첨단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한국의 이러한 다면적 개발
경험은 개도국의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통계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을 잘 활용하여 개도국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사업의 특징이다.
실제로 본 연구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 교육통계의 우수성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
다. 한국 교육통계 현장(교육통계센터, 학교, 대학교 등)을 견학하면서 개도국들의 감탄과 찬
사가 쏟아졌다. UIS 담당자도 매우 놀라워하면서 한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희망하였다. UIS
담당자는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SDGs 교육지표 생산의 허브 역할을 하여 줄 것을 요청
하였고, 한국이 UIS와 공동으로 워크숍, 세미나, 컨설팅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개도국 지원을 위해 SDGs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UIS와 협력을 위한 기초 토대를 마련한 것도
본 연구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아시아 3개국에서는 아직 통계가 널리 활용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개도국 정책결정자들이 통계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통계
발전을 위해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컨설팅 사업에서는
한편으로 개도국의 인식 전환을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통계와 지표가 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에서의 통계활용 경험을 제공하여 통계와 지표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의식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가시적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EMIS를 운영하고 활용하는 역량을 개발하도록
하여 개도국들이 통계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경험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통계 컨설팅을
통해 SDGs 교육지표를 개도국의 힘으로 산출할 수 있다는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개도국 통계 컨설팅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수요자 중심, 현장 중심, 경험 중심의
컨설팅을 모형을 개발하여 2017년도에 1차적으로 추진한 결과,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본
연구사업에서 개발한 컨설팅 모형을 기반으로 3년 동안의 컨설팅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한국형 통계 컨설팅 모형을 브랜드화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럴 경우, UIS, World Bank
등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컨설팅 모델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고, 한국형 모델이 전 세계로 확산되
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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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2015년 SDGs 목표 설정 이후에, 유네스코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는 교육지표 개발과
수집, 그리고 관리와 활용 등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본 연구사업이 SDGs
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컨설팅 대상 3개국의 교육통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러한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개도국이 본 연구사업의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이러한 네트워크의 중심
축의 기능을 하거나, 네트워크의 중심 기관을 지원하는 형태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본 연구사업은 개도국 교육통계 컨설팅을 추진하여 개도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교육지표를
생산하고 교육발전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7년도의 연구는 아시아
3개국을 선정하여 3개년 컨설팅을 추진하는 첫 번째 해로서, 컨설팅 사업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올해 연구를 바탕으로 2018-2019년도에 본격적으로 컨설팅
을 추진할 예정이다. 3개년 단위로 추진하는 컨설팅 사업이 2019년도에 종료되기 때문에 정책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다만 2017년도에 컨설팅 연구사업을 추진하면
서 확인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적으로 고민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형 컨설팅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한국은 선진국
에 비하여 늦게 개도국 개발 협력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의 ODA 규모는 선진
각국에 비하여 적은 편이다. 후발 주자로서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을 활용할 경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와 방법에 집중하는 것이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다행히 개도국들은 한국의 개발 노하우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따라서 한국형 개발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이 적은 예산으로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사업에서는 수요자 중심, 장기적 과제 설정,
한국개발경험 공유, 역량 개발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국형 컨설팅 사업 모델을 발굴하였
다. 2019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효과를 검증할 예정이지만, 2017년도 현지 방문조사와 한
국 초청 워크숍을 통하여 이 모델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한국이 잘 할 수 있는 것,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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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창출할 수 있는 것, 수요자가 만족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국형 모델을 발굴할 경우, 향후
한국의 개발협력 사업에서 특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으면
서도 한국의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개발협력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효과적인 개발
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기재부와 KDI가 추진하고 있는 KSP 사업이 본 연구사업과 유사하
나, 본 연구 사업은 3년간의 중기적인 사업으로 실제적인 역량 개발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차별
화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개도국 개발협력 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으로 구상되어야 한다. 1년 단위로 하는 단기적
사업은 대부분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가 많다. 개도국 실태를 파악하고, 수준을
진단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한 개도국들이 자신들의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
지 못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 개도국과 협의하여 컨설팅 아젠다를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최소 3년 단위로 컨설팅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최대 10년까지의 장기적 사업 가능성을 열어 두는 방향으로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기간에 추진되는 사업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사업 성과를 기
대할 수 있다. 특히, 역량을 개발하는 사업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이 구상되어야 한다.
셋째, 개도국 개발협력 사업에서 추진 절차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먼저, 기초 연구를 추진하고, 연구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컨설팅 결과에 기반하여 ODA 사업으로 발전할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사업의
경우에도 개도국 교육통계 및 지표 개발 역량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2016년 기초연구), 3년
간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구상하였다. 컨설팅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경우, 그것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ODA 사업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면 내실 있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
고 사업 효과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넷째, 개도국 사업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은 현재 주요국에
대한 전문가들은 많이 확보하고 있으나, 개도국 개별 국가에 대한 전문가들을 확보하는 것은
부족한 편이다. 교육 분야에서도 특정 국가를 제외하고 전 세계로 확대할 경우, 국가별 교육
전문가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 국익을 위해서는 개도국을 포함한 국가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육통계 분야에서 이번에 컨설팅에 참여하는 연구진을 해당 국가(몽골, 베트
남, 스리랑카) 전문가로 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3개년 동안 컨설팅을 추진할 경우, 통계 뿐
아니라, 교육 분야 전반에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통계 컨설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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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들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이 커질수록 국가 전문가의 필요성과 유용성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째, 개도국 협력 사업 언어를 영어 보다는 한국어와 개도국어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영어를 사용할 경우, 장애요인들이 발생한다. 영어를 잘 하는 전문가는 통계를 잘 모르는 경우
가 많고, 통계를 잘 아는 전문가는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직은 영어를 잘 하면
서 통계를 잘 아는 전문가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통계를 잘 아는 통역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언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컨설팅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다. 금년도 컨설팅 사업에서는 한국어와 개도국어를 주요 언어
로 사용하였는데,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 개도국 유학생들을 선발하여, 사전에 통계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통역을 하도록 한 결과, 통역 효과가 매우 높았다. 관련하여 한국에 유학
하고 있는 개도국 유학생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10만
명이 넘는 유학생들, 특히 개도국에서 온 유학생들은 귀국 후 자국의 발전을 위해 지도층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서 유학생으로 체류할 때 이들을 개발협력 분야
에서 활용할 경우,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들이 개발협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ODA 사업기획에서부터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본 연구사업은 한국의 교육통계 발전 경험을 기초로 개도국의 통계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컨설팅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예산 투입이 수반되는 개발협력
사업과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 그럼에도 개도국들은 벌써부터 통계 전문가 연수(현지 연수 또는
한국 초청 연수), 통계전문가 한국 파견(단기, 중장기), 공동 연구(EMIS 개선 등) 등을 추가적
으로 제안하고 있다. 역량 개발 컨설팅이 보다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 사업 범위 내에
서 개도국의 제안들을 일정 부분 사업 범위 안으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국가별로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컨설팅 인력과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다. 본 컨설팅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프로그램(공동연구 또는 연수)을 개발하
여 교육ODA 또는 통계ODA 사업과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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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develop of statistical capacity of developing countries. It plans to
carry out for a total of nine years, and it include a ‘3-years-long Consulting Project’
for a period of three years by countries.
The first period from 2017 to 2019 of the 3-years-long consulting project has a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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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carried out to develop education statistics capacity of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establishment a comprehensive consulting plan according to determine current status of
education statistics of three Asian countries and conduct a demand survey and statistics
survey.
In 2017, the research has a main purpose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consulting plan
for three Asian countries (Mongolia, Viet Nam and Sri Lanka).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it analyzes the educational statistical system in depth, figures out the needs of the
consulting and assesses educational statistics capacity with a field consulting in selected
countries, and then it establishes the education statistical consulting plan. And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it shares the education statistical development experiences of
three Asian countries and determines finally educational statistics consulting plan with
discussion.
The research takes the following steps to establish the educational statistics consulting
plan for three Asian countries: 1) It starts with a literature review to analyze the concept
and meaning of ‘educational indicator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educational
statistics consulting’ in developing countries. 2) It conducts the statistics survey of three
Asian countries and analyzes its results. It develops the survey tools for statistics and
identifies requirement of educational statistics through the pre-survey by e-mail and field
analysis. 3) It also conducts the demand survey of three Asian countries and analyzes
its results. It develops the demand survey tools and figures out the needs of educational
statistics through the pre-survey and field analysis. 4) It makes the survey tools and
carries out the statistical quality assessment of the three Asian countries and analyzes
its results. 5) And finally this study establishes education statistics consulting plan. In
other words, the consulting plan is established based on statistics survey, demand survey
and statistical quality assessment conducted by three Asian countries.
For Mongolian education statistics consulting plan, the research develops the consulting
model and presents it, and based on this, the consulting project is set out. It selects
8 subjects of research in 5 areas (building up the education infra and contents of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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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in educational statistical system, efficiency survey methods and analysis of
the survey results and utilization of it) and determines to proceed the consulting project.
For Vietnamese education statistics consulting plan, the research develops the
consulting model and presents it, and based on this, the consulting project is set out.
It selects 10 subjects of research in 3 areas (establishment of educational statistical law,
organization, etc., improvement in educational statistical manpower training and
establishment of optimization system for education statistics) and determines to proceed
the consulting project.
For Sri Lanka’s education statistics consulting plan, the research develops the
consulting model and presents it, and based on this, the consulting project is set out.
It selects 9 subjects of research in 4 areas (educational statistics law, organization,
infrastructure, etc., educational statistical survey system, statisticians’ capacity and
utilization of educational statistics) and determines to proceed the consulting project.
On the basis of the education statistics consulting plan by three Asian countries, the
consulting project will be carried out to improve the capacity building of education statistics
from 2018 to 2019.

key word : education statistics, education indicator, statistical capacity
building, statistics consulting, developing country,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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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컨설팅 약정서
2. 조사 도구
3. 2017 아시아 교육통계전문가 역량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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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1)

/

: e-mail
(

)

교육통계 실태/진단조사
본 실태조사는 귀국의 교육통계 실태를 파악하여 컨설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됩니다. 2017년
6월, 저희가 귀국을 방문할 때 한국의 교육통계에 대한 내용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양국의 교육통계에 관한 경
험을 공유하고 이에 기초하여 컨설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오니, 아래 표에 귀국의 교육통계 실태와 관련한 내
용들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지는 귀국의 교육통계 책임자 1명께서 현지어로 작성하여주시고, MS Word 및 PDF 파일로 저장하
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교육통계 제도 및 역사
영역

주요 내용

비고

- 언제부터 교육통계를 작성하였는지?
교육통계 일반
- 교육통계의 발전과정
- 교육통계 법이나 규정이 있는지?
교육통계 법(규정)
- 교육통계에 관한 법 이외의 정부 지침이 있는지?

2. 교육통계 조직 및 인력
영역

주요 내용

비고

- 교육통계 총괄기관이 어디인지(교육부/통계청 등)?
교육통계 조직
- 교육통계조사에서 교육청과 학교의 역할은 무엇인지?
교육통계 인력

- 교육부(또는 통계청)에서 교육통계를 담당하는 인력은 몇 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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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통계 생산
영역
교육통계조사 체제

교육계조사 내용

교육통계조사 방법

주요 내용

비고

- 교육통계조사의 체제는 어떠한지(교육부-교육청-학교 등)?
- 담당기관별 역할분담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

취학전 교육통계조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초등학교 교육통계조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중고등학교 교육통계조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직업교육통계조사는 어떤 것이 있는지?
대학교육통계조사는 어떤 것이 있는지?

- 교육통계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수기조사, 컴퓨터조사,
온라인조사 등)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 - 데이터 저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엑셀, DB 등)
교육관리정보시스템
(EMIS)

- EMIS가 구축되었는지?
- EMIS와 연계하여 교육통계를 생산하고 있는지?

4. 교육통계 서비스 및 활용
영역
교육통계 산출물
교육통계 홈페이지

교육통계 활용

주요 내용

비고

- 교육통계 발간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는지?
- 홈페이지 이용이 활발한지?
- 교육통계를 누가 많이 사용하는지?
- 교육통계를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는지?

5. 국제기구 및 공여국과의 협력
영역

주요 내용
- 교육통계 주요 파트너가 누구인지? (UIS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 국제기구로부터 교육통계 생산 지원을 받고 있는지? 어떤 형태의
지원인지?
- 교육통계 주요 파트너 국가가 누구인지?

선진국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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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으로부터 교육통계 생산 지원을 받고 있는지? 어떤 형태의
지원인지?

비고

부록

6. 교육통계 인력의 역량
* 역량수준에 체크( )하여 주세요.

영역

주요 내용

역량 수준
높음

중간

낮음

- 교육통계 기획 역량
- 교육통계 조사(생산) 역량
-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역량
- 교육통계 분석 역량
교육통계 생산
및 활용 역량

- 교육통계 서비스 역량
- 교육통계 활용 역량
- EMIS 운영 및 관리 역량
- EFA(Education For All) 교육지표 생산 역량
- 교육통계 인력 역량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는
무엇인지?

 응답자 정보
 아래 내용 중 제공 가능한 정보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속국가 :
- 직위(또는 직급) :
- 소속기관 및 부서 :
- 직무연한(근무연수) :

-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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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Survey Questionnaires on Education Statistics

The survey is aimed at establishing a consulting plan by surveying the status of education statistics
in your country. When Korean consultants visit your country in June of 2017, you will be notified of
Korean education status. We would like to share our experience and knowledge of the education
statistics of the two countries and establish the consulting plan based on this.
We would appreciate it if you(one person in charge of education statistics) fill out this survey in
native language, save it as an MS Word and a PDF file and send us.

1. System and history of education statistics
Area

Main component

Response

- Do you know when the Ministry has begun making
education statistics?
General Education Statistics
- Could you briefly explain how education statistics has
been developed in Mongolia?

Education Statistics Act
(Regulations)

- Are there any Education Statistics Act or Regulation in
Mongolia?
- Are there any government guidelines besides education
statistics act?

2. Organization and manpower of education statistics
Area

Education Statistical
Organization

Education Statistical
Manpower

218

Main component
- Which institute is in charge of education statistics?(Ministry
of Educatio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etc.)
- What are the roles of education offices and schools in
education statistics survey?
- How many people are working for education statistics in
the Ministry of Education (or National Statistical Office)?

Response

부록

3. Production of education statistics
Area

Education Statistics Survey
System

Main component

Remark

- Could you explain the key features of the education statistics
survey system in Mongolia?
(Ministry of education-Offices of education-Schools, etc)
- Could you explain the division of labor by department related
to education statistics?

Elements of Education
Statistics Survey

-

Methods of Education
Statistics Survey

- How do you conduct a education statistics survey? (Paper
and pencil format, Computer and web-based survey, etc.)

Education Statistics
Database

Educati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EMIS)

What items are there in Pre-primary Education Statistics Survey?
What items are there in Primary Education Statistics Survey?
What items are there in Secondary Education Statistics Survey?
What items are there i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tatistics survey?
- What items are there in Tertiary education statistics survey?

- How is the data stored? (Excel files and, DB, etc.)
- Do you have and use EMIS (Educati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for education statistics?
- Do you produce education statistics liked to EMIS?

4. Service and utilization of education statistics
Area
Publications of Education
statistics
Web-site for education
statistics
Utilization of education
statistics

Main component

Response

- What kind of publications of education statistics do you
have?
- Is a web-site built for education statistics?
- Who mainly are users of education statistics?
- For what purpose do they 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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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donor countries
Area

Main component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sponse

- Who are your major partners for education statistics?
(UIS, etc.)?
- Do you get enough help to produce educational statistics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If so, what types of support or aids do you get?
- Which donor county is your major partner?

Cooperation with donor
countries

- Do you get enough help to produce educational statistics
from other advanced countries?
- If so, what types of help do you get?

6. Capacities of education statistical manpower
* Please check() the level of capacity

Area

Main component
- Capacity of planning education statistics
- Capacity of conducting education statistics
surveys(production)
- Capacity of developing and managing education
statistics database

- Capacity of analysing education statistics
Capacities of
producing and - Capacity of providing education statistical
services
utilizing education
statistics
- Capacity of utilizing education statistics
- Capacity of operating and managing EMIS
- Capacity of producing statistics related to
EFA(Education For All)
- What are the challenges and issues in improving
capacities of education statistical manpower?
 Respondent Information
 Please provide us with the following information:
- Country representing:
- Job title(or position):
- Department, division or sector(if any):
- Organization:
- Years of serving in the position :

- Thank you for your respon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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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of capacity
High

Moderate

Low

부록

3)

/

(

)

Монгол улсын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бодит байдлын судалгаа

Энэхүү бодит байдлын судалгаа нь Монгол улсын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бодит байдл
ыг мэдэж ойлгон улмаар зөвлөгөө өгөх төлөвлөгөөг боловсруулах зорилготойгоор хийгдэж
байгаа юм. 2017 оны 6 сард бид Монгол улсад айлчлах үеэрээ БНСУ-ын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
истикийн талаар илтгэл тавихаар төлөвлөж байна. Хоёр орны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ту
ршлагыг хуваалцасны үндсэн дээр зөвлөгөө өгөх төлөвлөгөөг боловсруулахыг зорьж байна.
Иймд Монгол улсын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бодит байдалтай холбоотой мэдээллүүдийг
доорх хүснэгтэд бичиж ирүүлэхийг хүсье.
Энэхүү судалгааг Монгол улсын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г хариуцагч 1 хүн монгол хэлээр бичээд word
болон pdf файл хэлбэрээр илгээж өгөхийг хүсье. Баярлалаа.

1.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тогтолцоо болон түүх
Хүрээ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ер
өнхий мэдээлэл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хууль (дүрэм журам)

Гол агуулга

Тайлбар

-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мэдээг хэзээнээс
гаргаж эхэлсэн бэ?
-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хөгжлийн үе шат?
-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хууль юмуу тогтоосон
дүрэм журам бий юу?
-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тай холбогдох хуулиас
гадна Засгийн газрын заавар удирдамж бий юу?

2.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бүтэц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лт болон хүний нөөц
Хүрээ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бүтэц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лт

Гол агуулга

Тайлбар

-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ерөнхий удирдлага нь
аль байгууллага вэ? (БСШУСЯ / ҮСХ г.м)
-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судалгааны хувьд
Боловсролын газар болон сургуулийн үүрэг нь юу
в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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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мэдээ боловсруулалт
Хүрээ

Гол агуулга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судалгааны тогтолцоо нь
ямар вэ? (БСШУСЯ - Боловсролын газар - сургууль
г.м)

судалгааны тогтолцоо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судалгааны агуулга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судалгааны арга

Тайлбар

- Хариуцсан байгууллага тус бүрээр ажил үүргийн
хуваарилалт нь яаж явагддаг вэ?
- СӨБ-ын судалгаанд ямар зүйл тусгадаг вэ?
- Бага сургуулийн судалгаанд юу юуг тусгадаг вэ?
- Дунд болон ахлах сургуулийн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судалгаанд юу юу тусгадаг вэ?
- Мэргэжлийн боловсролын судалгаа нь ямар зүйлс
байдаг вэ?
- Дээд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судалгаанд ямар
зүйл байдаг вэ?
-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судалгаа нь яаж явагддаг
вэ? (Гар бичмэл хэлбэрээр, компьютерт суурилсан
хэлбэрээр, вэбэд суурилсан хэлбэрээр г.м)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 Өгөгдлийн хадгалалт нь яаж хийгддэг вэ? (Excel
мэдээллийн сан
файл болон DB(database) г.м)

Боловсролын удирдлагын
мэдээллийн систем (EMIS)

- EMIS (Боловсролын удирдлагын мэдээллийн систем)
байгаа эсэх?
- EMIS (Боловсролын удирдлагын мэдээллийн
систем)-д холбогдож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мэдээг боловсруулдаг эсэх?

4.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үйлчилгээ ба хэрэглээ
Хүрээ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бүтээгдэхүүн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вэб сайт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хэрэглэ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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Гол агуулга
-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аас гаргадаг хэвлэмэл
бүтээгдэхүүнүүд юу юу байдаг вэ?
- Вэб сайт бий юу?
- Вэб сайт нь хэр идэвхтэй хэрэглээтэй вэ?
-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г хэн их хэрэглэдэг вэ?
-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г ямар зорилгоор
хэрэглэдэг вэ?

Тайлбар

부록

5. Олон улсын байгууллага болон хөгжингүй орнуудтай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Хүрээ

Гол агуулга

Тайлбар

-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гол хамтрагч байгууллага
нь юу вэ? (UIS г.м)
Олон улсын байгууллаг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 Олон улсын байгууллагаас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мэдээ боловсруулахад тусламж дэмжлэг авдаг эсэх?
Тусламж нь ямар хэлбэрийнх болох?
- Гол хамтрагч улс нь аль улс вэ?

Хөгжингүй орны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 Хөгжингүй орнуудаас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мэдээ боловсруулахад тусламж дэмжлэг авдаг эсэх?
Тусламж нь ямар хэлбэрийнх болох?

6.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хүний нөөцийн чадавх
* Чадавхийн түвшин дээр () тэмдэг тавина уу.

Хүрээ

Гол агуулга

Чадавхийн түвшин
Сайн

Дунд зэрэг

Муу

-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г төлөвлөх чадавх
-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судалгаа (мэдээ
боловсруулах) чадавх
-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өгөгдлийн сан
байгуулах болон хянах чадавх
-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мэдээ
боловсруулах болон
хэрэглэх чадавх

ншинжилгээнийчадавх
-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үйлчилгээний
чадавх
-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хэрэглээний
чадавх
- EMIS-ийг ажиллууах болон удирдах хянах
чадавх
- EFA(Education For All) боловсролын
үзүүлэлтийг боловсруулах чадавх
-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хүний нөөцийн
чадавхийн асуудалтай тал болон
сайжруулах арга зам нь юу в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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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Хариулт өгсөн хүний мэдээлэл
 Дараах мэдээллийг бидэнд илгээнэ үү:
- Улсын нэр:
- Ажлын байрны нэр (эсвэл албан тушаал)
- Газар, хэлтэс, эсвэл салбар:
- Байгууллагын нэр:
- Албан үүргийн хугацаа (ажилласан жил):

- Хариулт өгсөн танд баярлала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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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PHIẾU KHẢO SÁT THỰC TRẠNG
THỐNG KÊ GIÁO DỤC VIỆT NAM

Phiếu khảo sát này nhằm mục đích tìm hiểu thực trạng thống kê giáo dục của Việt Nam và
đưa ra kế hoạch tư vấn thống kê giáo dục cho Việt Nam. Trong chuyến công tác vào tháng 6
năm 2017 tới đây, đoàn chuyên gia sẽ phát biểu về nội dung thống kê giáo dục của Hàn
Quốc. Qua đó, hai bên sẽ cùng nhau đưa ra kế hoạch tư vấn phù hợp cho Việt Nam trên cơ
sở hai bên cùng chia sẻ kinh nghiệm về thống kê giáo dục của hai quốc gia.
Xin quý vị (01 phụ trách thống kê giáo dục) vui lòng điền thông tin nội dung về thực trạng
thống kê giáo dục của Việt Nam vào bảng dưới đây bằng tiếng Việt, lưu lại bằng file Word
hoặc PDF và gửi cho chúng tôi. Xin chân thành cảm ơn.

1. Hệ thống và lịch sử thống kê giáo dục
Hạng mục
Thông tin cơ bản
về thống kê giáo
dục

Luật (quy định)

Nội dung chính

Ghi chú

- Công tác lập tài liệu thống kê giáo dục tại Việt Nam bắt đầu từ
khi nào?
- Vui lòng giải thích ngắn gọn về quá trình phát triển thống kê giáo
dục của Việt Nam.
- Ở Việt Nam có luật pháp hay quy định thống kê giáo dục không?

thống kê giáo dục - Bên cạnh các luật về thống kê giáo dục, có các hướng dẫn, chỉ
thị khác của chính phủ khô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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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ơ đồ tổ chức và nguồn lực thống kê giáo dục
Hạng mục

Nội dung chính

Ghi chú

- Đơn vị nào là cơ quan tổng quản thống kê giáo dục? (Bộ giáo
Sơ đồ tổ chức

dục và đào tạo/Cục thống kê, v.v…)

thống kê giáo dục - Vai trò của các sở giáo dục và các trường học trong công tác
điều tra thống kê là gì?
Nguồn lực thống
kê giáo dục

- Số lượng nguồn lực phụ trách thống kê giáo dục của Bộ giáo
dục và đào tạo (hoặc Cục thống kê) là bao nhiêu người?

3. Tạo dữ liệu thống kê giáo dục
Hạng mục

Nội dung chính
- Vui lòng trình bày về sơ đồ hệ thống khảo sát thống kê giáo
dục tại Việt Nam. (Bộ giáo dục và đào tạo – Sở giáo dục–
Trường học….)
- Vui lòng trình bày về sự phân công vai trò ở mỗi đơn vị phụ
trách như thế nào?

- Các hạng
mẫu giáo
thống kê giáo dục - Các hạng
tiểu học
- Các hạng
trung học
- Các hạng
dạy nghề
- Các hạng
đại

mục bao gồm trong điều tra thống kê giáo dục cấp

Hệ thống khảo sát

mục bao gồm trong điều tra thống kê giáo dục cấp
mục bao gồm trong điều tra thống kê giáo dục cấp
cơ sở và cấp trung học phổ thông
mục bao gồm trong điều tra thống kê giáo dục cấp
chuyên nghiệp
mục bao gồm trong điều tra thống kê giáo dục cấp

- Phương thức thực hiện điều tra thống kê giáo dục như thế
nào? (điều tra qua giấy, điều tra bằng máy tính, điều tra trực
sát thống kê giáo dục
tuyến…)
Phương pháp khảo

Dữ liệu cơ bản
(DB) về thống kê - Phương thức lưu dữ liệu như thế nào? (Excel, DB..)
giáo dục
Hệ thống thông tin
điện tử quản lý
giáo dục (E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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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Ở Việt Nam có sử dụng EMIS (Cổng thông tin điện tử quản
lý giáo dục) không?
- Có kết nối với EMIS để tạo dữ liệu thống kê giáo dục
không?

Ghi chú

부록

4. Dịch vụ và ứng dụng thống kê giáo dục
Hạng mục
Kết quả thống
kê giáo dục

Nội dung chính

Ghi chú

- Ở Việt Nam có những loại ấn phẩm thống kê giáo dục nào?

Trang thông tin - Có xây dựng trang web thống kê giáo dục không?
điện tử thống
kê giáo dục
- Có nhiều người sử dụng trang web thống kê giáo dục không?
Ứng dụng thống
kê giáo dục

- Đối tượng nào thường sử dụng thống kê giáo dục?
- Các đối tượng sử dụng thống kê giáo dục nhằm mục đích gì?

5. Hợp tác với tổ chức quốc tế và các quốc gia tài trợ
Hạng mục

Hợp tác với tổ
chức quốc tế

Nội dung chính

Ghi chú

- Đối tác chính trong thống kê giáo dục là tổ chức nào? (ví dụ UIS
v.v..)
- Hiện tại, tổ chức quốc tế có đang hỗ trợ cho Việt Nam tạo dữ
liệu thống kê giáo dục không? Nếu có thì theo hình thức nào ?

- Quốc gia đối tác chủ yếu trong thống kê giáo dục là nước nào?
Hợp tác với các
quốc gia tài trợ - Việt Nam có đang nhận hỗ trợ tạo dữ liệu thống kê giáo dục từ
nước phát triển hay không? Nếu có thì theo hình thức nào?

6. Năng lực nguồn lực thống kê giáo dục
* Đánh dấu () vào ô mức độ năng lực phù hợp

Mức độ năng lực
Hạng mục

Nội dung chính

Cao

Trung
bình

Thấp

- Năng lực lập kế hoạch thống kê giáo dục
Năng lực tạo dựng
thống kê giáo dục
và ứng dụng thống
kê giáo dục

- Năng lực điều tra (tạo dữ liệu) thống kê giáo
dục
- Năng lực xây dựng và quản lý dữ liệu cơ sở
(DB) thống kê giáo dụ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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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ức độ năng lực
Hạng mục

Nội dung chính
- Năng lực phân tích thống kê giáo dục
- Năng lực cung cấp dịch vụ thống kê giáo dục
- Năng lực ứng dụng thống kê giáo dục
- Năng lực điều hành và quản lý EMIS
- Năng lực tạo lập chỉ tiêu giáo dục EFA
(Education For All)
- Vấn đề và bài toán đặt ra để nâng cao năng
lực cho nguồn lực thống kê giáo dục là gì?

 Phần thông tin về người trả lời
 Xin hãy điền thông tin về người trả lời vào nội dung dưới đây
- Quốc gia:
- Chức vị (cấp bậc):
- Cơ quan/Đơn vị trực thuộc:
- Kinh nghiệm công tác (Số năm công tác):

- Xin chân thành cảm ơ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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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o

Trung
bình

Thấp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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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ක◌ා
ි
ශ ◌්ර ◌
ල◌ං
ව ෙ◌
අ ේ ධ ◌් ය ◌ා
ප නස ◌ං
ග ණ නය න ◌්ප ◌
ළි ◌
බඳව
ර ◌්ත ම◌ා
නත ත ◌්ව ය

◌ී ෂ
◌් ණ ය ල◌ං
◌ි බ
◌ි ඳප ◌ැ
◌ි ව
◌ි ◌ැ
◌ී ◌්ඇත කර
◌ි ග ◌ැ
◌ී ◌ා
මෙ◌
ම ත ත ◌්ත ◌්ව ස ම ක
ක◌ා
ව ෙ◌
අධේ ◌් ය ◌ා
ප නස ◌ං
ග ණ නය න ◌්ප ළ
හ ◌ැ
දල
ට හ මක
න මහ
ඒ හ ර හ ◌ා
උප ද ෙ◌
ශ ේ නය ස ඳහ ◌ා
අව ශ ◌්
◌ී අරේ ම ◌ු
◌ි ◌්ද ය
◌ි ත ◌්ව න ◌්නක .
◌ිමෙ◌
◌ි අප ව ස
◌ි න
◌ි ◌්ල◌ං
◌ේ ී ර ය
◌ි ◌ා
◌ි බඳඉද
◌ි
◌ි ◌ි
ය ස ◌ැ
ලස ◌ු
ම ◌්ස කස ◌්කර ග ◌ැ
න මෙ◌
ණන
ම ව ස ර ෙ◌
ජ ේ◌ු
න මස
ක◌ා
ව ෙ◌
ද කෙ◌ො
න ◌ු
අධ ◌් ය ◌ා
ප නස ◌ං
ග ණ නය න ◌්ප ළ
ර
ප නස ◌ං
ග ණ නය න ◌්ප ◌
ළි ◌
බි ඳඅත ◌්ද ◌ැ
ක◌
මී ◌්හ ◌ු
ව ම◌ා
ර ◌ු
ක ර ඒ හ ර හ ◌ා
උප ද ෙ◌
ශ ේ නස ◌ැ
ලස ◌ු
ම
ප ත ◌්ක ◌
රි ◌
මී ◌්ක ◌
රි ◌
මී ට බල◌ා
ප ෙ◌ො
ර ෙ◌ො
ත ◌්ත ◌ු
ව නඅත ර අප ද ෙ◌
ර ට අත ර අධ ◌් ය ◌ා

. එ බ◌ැව න
◌ි ◌්ප හ ත ව ග ◌ු
◌ි බ
◌ි ඳව ර ◌්ත ම◌ා
◌ි මට
◌ී අද හ ස ◌්කර න ◌්නෙ◌
ව ෙ◌
ඔ ේ බ ර ට ෙ◌
අ ේ ධ ◌් ය ◌ා
ප නස ◌ං
ග ණ නය න ◌්ප ළ
නත ත ◌්ව ය හ ◌ා
ඒ හ ◌ා
ස ම ◌්බ න ◌්ධ කර ◌ු
ණ ◌ු
ස කස ◌්ක ර
ම ◌ු
ස ඳහ න ◌්කර න ◌්න ..
◌ී ◌්ෂ ණ ව ග ◌ු
◌ි ර ය
◌ි ෙ◌ක ◌ු
◌ි න
◌ි ◌්ප ◌ු
මෙ◌
මස මක
ව අධ ◌් ය ◌ා
ප නස ◌ං
ග ණ නය න ◌්ට ස ම ◌්බන ◌්ධඑ ක ◌්න ලධ◌ා
වස
ර ව ◌ා

MS Word

හ ෙ◌ෝPDF ක ◌් ර මය ට අප ව ෙ◌
ත

◌ී ස ලස ◌්ව න ◌්න .
ල◌ැ
බ මට

1.

ි ◌
අධ ◌් ය ◌ා
ප නස ◌ං
ග ණ නක ◌් ර මව ෙ◌
ද හේ ◌ා
එහ ◌
ඉත
හි ◌ා
සය

අංශය
අධ්යාපනසංගණනපි
ළිබඳසාමාන්යකරුණු

අන්තර්ගතය

ෙවනත්

- මුලින්මඅධ්යාපනසංගණනයන්කිරීමටආරම්භකෙල්කවදාද?
- අධ්යාපනසංගණනෙය්සංවර්ධනකියාවලි ?ය

අධ්යාපනසංගණනපි - අධ්යාපනසංගණනයන්හාසම්බන්ධනීතිරීතිපවතීද?
ළිබඳනීතිරීති
(මාර්ෙගෝපෙද්ශ)

2.

- අධ්යාපනසංගණනයන්පිළිබඳනීතිරීතිහැ රුණුෙකො
ටෙවනත්රජෙය්මාර්ෙගෝපෙද්ශතිබ
ේ
ෙ◌ද?

◌ි ස
◌ි ◌්බලය
අධ ◌් ය ◌ා
ප නස ◌ං
ග ණ නය ෙ◌
ව ◌්ේ ය ◌ු
හ ය හ ◌ා
පර

අංශය

අන්තර්ගතය

ෙවනත්

- ලංකාෙව්අ ධ්යා පනසංගණනයන්භාරවකට යුතුකරනආයතනයකුමක්ද?
අධ්යා◌ු
පනසංගණන - (අධ්යාපනඅමාත්යාංශය/සංඛ්යාෙල්ඛනෙදපාර්තෙම්න්තුව)
ෙය්ව්යුаහය

- අධ්යාපනසංගණනයන්වලදීසංඛ්යාෙල්ඛනෙදපා ර්තෙම්න්තුවහාඅධ්යාපනඅමාත්යාං
ශයටපැවරීඇතිකාර්යභාරයකුමක්ද?

අධ්යාපනසංගණන
පිළිබඳනීතිරීති
(මාර්ෙගෝපෙද්ශ)

- අධ්යාපනඅමාත්යාංශෙය් (ෙහෝසංඛ්යාෙල්ඛන ෙදපාර්තෙම්න්තුෙව්) අධ්යාපනසංඛ්
යානකටයුතුවලෙයෙදනකාර්යමණ්ඩලයෙකොපමණ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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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අධ ◌් ය ◌ා
ප නස ◌ං
ඛ ◌් ය ◌ා
නඋප නය නය

අංශය

අන්තර්ගතය

අධ්යාපනසංගණනස මීක්ෂණයන්ෙග්කි
යාපටිපාටිය
-

ෙවනත්

අධ්යා පනසංගණනවලදීසමීක්ෂණවලකියාපටි පාටියසිදුවන්ෙන්ෙකෙසේද ?
(අධ්යාපනඅමාත්යාංශය-පළාත්අධ්යාපනකාර්යාල පාසල්යනාදීවශෙයන්)
එක්එක්ආයතනයෙවතපැවරීඇතිකාර්යභාරය
කුමක්ද?

- ෙපරපාසල්අධ්යාපනයසම්බන්ධසංගණනයන්ව ලදීසමීක්ෂණයටභාජනයකරගන්නාක
රුණුෙමොනවාද?
- පා ථමිකපාසල්අධ්යාපනයසම්බන්ධසංගණනය න්වලදීසමීක්ෂණයටභාජනයකරගන්
නවාද?
අධ්යාපනසංගණනස නාකරුණුෙමො
- ද්විතියික(උසස්)පාසල්අධ්යාපනයසම්බන්ධසංග ණනයන්වලදීසමීක්ෂණයටභාජනයක
මීක්ෂණවලඅන්තර්ග
රගන්නාකරුණුෙමො
නවාද?
තය
- වෘත්තීයපුහුණුඅධ්යා පනයසම්බන්ධසංගණනය
න්වලදීසමීක්ෂණයටභාජනයකරගන්නාකරුණුෙමොනවාද?
- විශ්වවිද්යාලඅධ්යාපනයසම්බන්ධසංගණනයන් වලදීසමීක්ෂණයටභාජනයකරගන්නා
කරුණුෙමො
නවාද?
සමීක්ෂණයසිදුකරන - අධ්යා පනසංගණනවලදීසමීක්ෂණයසිදුකරනආකා රයකුමක්ද?
- (දත්තසටහන්කරගැනීමතුලින්, පරිගණකයටදත්තලබාගන්නෙමොෙහොෙත්මඇතුලත්ක
ආකාරය
රගැනීෙමන්, ඔන්ලයින්කම යටයනාදීවශෙයන්)
අධ්යාපනසංඛ්යානප
රිගණකදත්තගබඩාව - ලබ◌ා
ගත්දත්තගබඩාකරතබාගන්නාආකාරය (Excel පිටුවක, පරිගණකදත්තගබඩාෙවහි)
(Data Base)
අධ්යාපනපරිපාලන - අධ්යාපනපරිපාලනෙතොරතුරුපද්ධතියක්සැකසීඇතිදයන්න?
ෙතොරතුරුපද්ධතිය
(EMIS)

4.

- අධ්යාපනපරිපාලනෙතොරතුරුපද්ධතියහාඑක්වඅ ධ්යාපනසංඛ්යානයන්උපනයනයසිදුව
න්ෙන්දයන්න?

ේ ව න ◌්හ ◌ා
◌ි ය
අධ ◌් ය ◌ා
ප නස ◌ං
ඛ ◌් ය ◌ා
නය න ◌්හ ර හ ◌ා
ස ප ය නස ෙ◌
ව ◌ා
ඒ ව ◌ා
ය ෙ◌
භ ේ ◌ා
වත

අංශය

අන්තර්ගතය

අධ්යාපනසංගණනය
න්හාසම්බන්ධෙමෙත - අධ්යාපනසංගණනයන්හාසම්බන්ධෙයන්ෙමෙත ක්පළවීඇතිපකා ශනෙමොනවාද?
ක්පළවීඇතිපකාශන
අධ්යාපනසංඛ්යානවල - අධ්යාපනසංඛ්යානවලටඅදාලෙවබ්අඩවියක්ඇති දයන්න?
ටඅදාලෙවබ්අඩවි
- එමෙවබ්අඩවියනිරතුරුභාවිතෙය්ෙයෙද්දයන්න?
අධ්යාපනසංඛ්යානවල - අධ්යාපනසංඛ්යානවැඩිපුරභාවිතාකරන්ෙන්කවුරුන්ද?
භාවිතය
- අධ්යාපනසංඛ්යානභාවිතයටගන්නාඅරමුණුෙමොන වා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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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වනත්

부록

5.

◌ි නහ ◌ා
◌ි ◌ා
ජ ◌ා
ත ◌් ය න ◌්ත ර ස ◌ං
ව ධ◌ා
ව ද◌ිෙ◌
ශ ේ ◌ා ධ◌ා
ර ස ප ය න ◌ු
ලබනර ට ව ල◌්ස මඟ ස හ ය ෙ◌ෝ
ගත
වය

අංශය

අන්තර්ගතය

ෙවනත්

- අධ්යාපනසංඛ්යානක්ෙෂේ තය ටඅදාලවසබඳතාපව ත්වනපධා නහවුල්සංවිධානයකුම
ක්ද? (UISයනාදී)

ජාත්යන්තරසංවිධාන

ද?
සමඟසහෙයෝගිතාවය - අධ්යාපනසංඛ්යානනිෂ්පත්තිෙය්දීජාත්යන්තරසංවිධානවලින්ආධාරලබමින්සිටින්ෙන්
- එෙසේ නම්ලබනආධාරවර්ගෙමොනවාද?
විෙද්ශාධාරසපයනුල

- අධ්යාපනසංඛ්යානක්ෙෂේ තය ටඅදාලවසබඳතාපව ත්වනරට(රටවල්)කුමක්ද?

?
බනරටවල්සමඟසහය - අධ්යාපනසංඛ්යානනිෂ්පත්තිෙය්දීදියුණුරටවල්වලින්ආධාරලබමින්සිටින්ෙන්ද
ෙ◌ෝ
ගිතාවය

6.

- එෙසේ නම්ලබනආධාරවර්ගෙමොනවාද?

лප නස ◌ංග ණ නය න ◌්හ ◌ාස ම ◌්බ න ◌්ධව කට ය ◌ුත ◌ුකර නන ◌ලධ◌ා
ි ර◌
අධ ◌්ය ◌ා
නී ◌්ග ෙ◌
හ ේ ◌ැ
ක◌
යි ◌ා
ව
*

අංශය

අන්තර්ගතය

'හේ ර '◌ලක
◌ී ◌ු
ි ◌ු
අද ◌ා
ලත ර
ව ෙ◌
ණ ය ෙ◌ො
ද න ◌්න .

හැකියාමට්ටම
උසස්

සාමාන්යයි පහත්

- අධ්යාපනසංගණනසැලසුම්කිරීෙම්හැ කියාව
- අධ්යාපනසංඛ්යානසම්බන්ධදත්තසමීක් ෂණහැකියාව
- අධ්යාපනසංඛ්යානපරිගණකදත්තගබ ඩාව(DATABASE)නිර්
මාණයකිරීමහාපවත්වාෙගනයාෙම්හැකියාව
- අධ්යාපනසංඛ්යානවිශ්ෙල්ෂණයකිරී ෙම්හැකියාව
අධ්යාපනසංඛ්යානඋපන

- අධ්යාපනසංඛ්යානයන්හරහාෙසේ වාසැප යීමටඇතිහැකියාව

යනයහාඒවාෙය්භාවිතය - අධ්යාපනසංඛ්යානයන්ෙයොදාගැනීෙම් හැකියාව
- EMIS කළමනාකරණයහාපවත් වෙගනයාෙම්හැකියාව
- ‘සියලුමෙදනාෙවනුෙවන්අධ්යාපන ය’යනඅධ්යාපනඉලක්කස
ම්පුර්ණකිරීමටඇතිහැකියාව
- අධ්යාපනසංගණනක්ෙෂේ තෙය්නිලධා රීන්ෙග්හැකියාවන්හා
සම්බන්ධවපැනනැගීඇතිගැටළුහාහැකියාවන්වැඩිදියුණුකිරීමට
ගතයුතුපියවරෙමොනවා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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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ප◌
ළි ◌
ති ◌ු
ර ◌ු
ස ◌ැ ප ය ◌ු
අය ප ◌
ළි ◌
බඳව
සි ◌්ත ර



◌ු ◌ු
ඔ බස ම ◌්බ න ◌්ධප හ ත ත ෙ◌ො ර ත ර
ස ඳහ න ◌්කර න ◌්න .

:

-

රට

-

ත නත ◌ු
ර

-

ඔ බ අය ත ◌්ආය ත නය හ ◌ා
අ◌ං
ශය

-

ය ෙ◌
ව ◌්ේ ය ◌ු
හය

-

ස ෙ◌වේ ◌ා
ක◌ා
ලය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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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ක◌ා
ි ග ◌ු
ි
ඔබෙ◌
ව ේ ට◌
න◌ා
ලය ම ◌
ඩ◌ං
කෙ◌ො
ටප ◌
ළි ◌
ති ◌ු
ර ◌ු
ස ◌ැ
ප ය ◌ු
ව ◌ා
ට ස ◌්ත ◌ු
ත◌
යි ◌

-

부록

.

: e-mail

1)

(

)

교육통계 수요조사

본 교육통계 수요조사는 귀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컨설팅의 주제와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
됩니다. 아래 영역 중 컨설팅 진행 시 귀국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주제, 한국의 경험 중 공유하기를 원하
시는 주제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요조사지는 귀국의 교육통계 담당자 3명께서 작성하여 주시고, MS Word 및 PDF 파일로 저장하여 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요조사(1) : 「교육통계 제도 및 기반」 영역
아래 표의 수요조사 영역 중 귀국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1, 2, 3, 4)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정도(1, 2,
3, 4)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요도 : 4(매우중요), 3(중요), 2(보통), 1(중요하지 않음)
* 시급성 : 4(매우시급), 3(시급), 2(보통), 1(시급하지 않음)

수요조사 영역
법적 근거
조직 체계

주요 구성 요소

중요도

시급성

∘ 교육통계법
∘ 교육통계 지침
∘ 교육통계 조직체계
∘ 교육통계 기획 역량
∘ 교육통계 조사(생산) 역량
∘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역량

통계 인력 역량
개발

∘ 교육통계 분석 역량
∘ 교육통계 서비스 역량
∘ 교육통계 활용 역량
∘ EMIS 운영 및 관리 역량
∘ SDGs 교육지표 생산 역량
∘ 교육통계종사 인력의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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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조사(2) :「교육통계 생산 및 관리」 영역
아래 표의 수요조사 영역 중 귀국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1, 2, 3, 4)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정도(1, 2, 3,
4)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요도 : 4(매우중요), 3(중요), 2(보통), 1(중요하지 않음)
* 시급성 : 4(매우시급), 3(시급), 2(보통), 1(시급하지 않음)

수요조사 영역

주요 구성 요소
∘ 교육통계 조사 계획

통계 기준
통계
기획

∘ 교육통계 분류체계 개발(학교분류, 전공분류 등)
∘ 교육통계품질 진단기준 개발

품질 관리

∘ 교육통계품질 관리 방법(데이터 수집, 데이터 서비스)
∘ 유아교육 및 보육 통계 구축 또는 개선
∘ 초등학교 통계 구축 또는 개선
∘ 중학교 통계 구축 또는 개선
∘ 고등학교 통계 구축 또는 개선

학교급별 통계

∘ 직업교육 훈련 통계 구축 또는 개선
∘ 대학교 통계 구축 또는 개선
∘ 평생교육 통계 구축 또는 개선

통계

∘ 기타 사항

내용

∘ 학교 통계 구축 또는 개선
∘ 학생 통계 구축 또는 개선
∘ 교원 통계 구축 또는 개선
∘ 교육과정 통계 구축 또는 개선
주제별 통계

∘ ICT 통계 구축 또는 개선
∘ 교육재정 통계 구축 또는 개선
∘ 교육시설 통계 구축 또는 개선
∘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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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시급성

부록

수요조사 영역

주요 구성 요소

중요도

시급성

∘ 조사지 개발
조사 도구

∘ 조사지침 개발
∘ 수기조사
∘ 공공 데이터베이스 연계조사

자료수집방법

∘ EMIS 연계 조사

통계

∘ 웹 조사

자료

∘ 기타 사항

수집

∘ 자료 검증 절차
자료 검증

데이터베이스
구축방법

∘ 자료 검증 방법(시계열 검증, 내용검증, 형식검증 등)
∘ 데이터 저장 방법
- 통계조사표(종이) 형태
- 파일(엑셀 등) 형태
- 통계표 DB 형태
∘ 데이터 관리 방법

○ 수요조사(3) :「교육통계 서비스 및 활용」 영역
아래 표의 수요조사 영역 중 귀국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1, 2, 3, 4)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정도(1, 2, 3,
4)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요도 : 4(매우중요), 3(중요), 2(보통), 1(중요하지 않음)
* 시급성 : 4(매우시급), 3(시급), 2(보통), 1(시급하지 않음)

수요조사 영역
통계
분석

통계

분석 방법

주요 구성 요소

시급성

∘ 교육통계분석 방법

서비스 방법

∘ 교육통계자료 공급 방법
- 오프라인
- 온라인(웹서비스)
- 모바일

홈페이지

∘ 홈페이지 개발 및 관리

서비스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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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 영역

통계

통계 활용

활용

교육지표
가공

주요 구성 요소

중요도

시급성

∘ 교육통계 활용
- 정책수립
- 연구
- 국제기구 자료 제공
- 대국민 서비스 및 홍보
- 기타
∘ 교육지표 생산
∘ 교육통계 지도 개발
∘ 개별 학교 통계

통계
생산

특수목적 통계

∘ 지역 통계(시도, 시군구지역)
∘ 성인지 통계
∘ 기타 통계

○ 수요조사(4) : 「SDGs 교육지표」 영역
아래 표의 수요조사 영역 중 귀국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1, 2, 3, 4)와 데이터 확보 가능 여부(예, 아니오)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요도 : 4(매우중요), 3(중요), 2(보통), 1(중요하지 않음)
* 데이터 확보 가능 여부 : 예, 아니오

Target 4
(교육)

지표
4.1.1
4.1.2
4.1.3

Target 4.1.
(초중등교육
영역)

4.1.4
4.1.5
4.1.6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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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수학 분야에서 최소 숙달기준을 달성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비율(초등교육 및 전기 중등교육 졸업단계)
∘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 집행 및 관리(초등교육
단계, 초등교육 졸업단계, 전기 중등교육 졸업단계)
∘ 최종학년 진급률(초등교육, 전기중등교육,
후기중등교육)
∘ 이수율(초등교육, 전기 중등교육, 후기 중등교육)
∘ 학교밖 아동과 청소년 비율(초등교육, 전기 중등교육,
후기 중등교육)
∘ 졸업 초과 연령 아동과 청소년 비율(초등교육, 전기
중등교육, 후기 중등교육)
∘ 법적으로 지정된 무상교육/의무교육 연한(초등교육,
중등교육 단계)

중요도

데이터
확보 여부

부록

Target 4
(교육)

Target 4.2.
(영유아교육
영역)

Target 4.3.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영역)

Target 4.4.
(정보기술
영역)

지표

4.2.1

∘ 취학전 아동 중 보건, 학습, 심리사회적 발달이
정상인 비율

4.2.2

∘ 초등학교 입학 전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참여 비율

4.2.3

∘ 5세 이하 아동 중 긍정적, 고무적 가정 학습 환경
경험 비율

4.2.4

∘ 취학전 교육 단계 총 취학률

4.2.5

∘ 법적으로 지정된 무상교육/의무교육 연한(유아교육
단계)

4.3.1

∘ 지난 12개월간 형식적, 비형식적 교육이나 연수에
참여한 청소년과 성인 비율(성비 포함)

4.3.2

∘ 고등교육 단계 총 취학률

4.3.3

∘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참가 비율(15-24세)

4.4.1

∘ ICT 기술을 익힌 청소년과 성인 비율

4.4.2

∘ 최소 기준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숙달한 청소년과
성인 비율

4.4.3

∘ 청소년과 성인교육 달성 비율
(연령별/경제활동별/교육단계별)

4.5.1

∘ 모든 교육지표의 형평성 지수(여성/남성, 농촌/도시,
소득상위/소득하위 등)

4.5.2

∘ 초등교육단계에서 모국어로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
비율

4.5.3

∘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교육자원 재분배
정책 유무

4.5.4

∘ 학생 1인당 교육비 비율(교육수준 및 재원에 따른)

4.5.5

∘ 저소득 국가에게 할당된 총 교육원조 비율

4.6.1

∘ 문해력과 수리 능력의 최소 숙달단계를 달성한 비율
(연령집단별)

4.6.2

∘ 청소년과 성인의 문해율

4.6.3

∘ 문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과 성인 비율

중요도

데이터
확보 여부

Target 4.5.
(형평성 영역)

Target 4.6.
(문해력/수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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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4
(교육)

Target 4.7.
(지속가능발전
교육)

지표

4.7.1

∘ 세계시민교육과 양성평등과 인권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을 모든 단계에서
실행하는 정도(국가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원교육,
학생평가)

4.7.2

∘ 생활기술 기반 HIV 및 성교육을 제공하는 학교 비율

4.7.3

∘ <인권교육에 대한 세계 프로그램>의 국가적 실시
정도

4.7.4

∘ 세계시민성과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보이는 연령집단(혹은 교육단계)별 학생 비율

4.7.5

∘ 환경과학과 지구과학에 관한 숙달된 지식을 갖춘
15세 학생 비율

4.a.1

∘ 전기, 교육용 인터넷, 교육용 컴퓨터, 장애학생을
위한 인프라와 설비, 기본 식수, 남성/여성 전용
위생시설, 손 씻기 시설을 갖춘 학교 비율

4.a.2

∘ 집단 따돌림, 체벌, 괴롭힘, 폭력, 성적 차별이나 욕설
등을 경험한 학생 비율

4.a.3

∘ 학생, 개인이나 기관이 공격 받은 횟수

4.b.1

∘ 장학금에 지급된 공적개발원조(ODA)
양(분야별/전공별)

4.b.2

∘ 수혜국에 수여된 고등교육 장학금 종류 수

4.c.1

∘ 교원 중 최소한의 교직훈련(예비교사 혹은
현직교사의 신분으로)을 받은 교사의 비율(취학전
단계, 초등교육단계, 전기 중등교육단계,
후기중등교육단계)

4.c.2

∘ 교사 대 학생 비율(교육단계별)

4.c.3

∘ 국가 기준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춘 교사의 비율
(교육단계별/교육기관별 )

4.c.4

∘ 훈련된 교사 대 학생 비율(교육단계별)

4.c.5

∘ 동등한 교육수준을 요구하는 다른 직업과의 상대적
평균 교사 월급

4.c.6

∘ 교사 감소 비율(교육단계별)

4.c.7

∘ 지난 12개월 동안 직무연수를 받은 교사의 비율
(연수유형별)

Target 4.a.
(학습환경)

Target 4.b.
(장학금)

Target 4.c.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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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데이터
확보 여부

부록

 응답자 정보
 아래 내용 중 제공 가능한 정보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속국가 :
- 직위(또는 직급) :
- 소속기관 및 부서 :
- 직무연한(근무연수) :

-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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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Demand Survey on Education Statistics

This demand survey is conducted to determine the subject and priority of consulting by collecting
opinions from your country. Please feel free to check the subject matter of the following areas, or the
topic that you wish to share in Korea's experiences.
We would appreciate it if you(three people in charge of education statistics) fill in the survey, save it
in the MS Word and PDF files and send us.

○ Demand Survey(1) : Foundations of Education Statistics System
Please fill in a number(1, 2, 3, 4) that you think how important is and urgent is depending on the area
of demand survey.
* Importance : 4(very important), 3(important), 2(ordinary), 1(not important)
* Urgency : 4(very urgent), 3(urgent), 2(ordinary), 1(not urgent)

Elements of Survey
Legal Framework
Organizational
structure

Main components
∘ Statistics acts and laws
∘ Guidelines for education statistics
∘ Organizational structure for education statistics
∘ Capacity of developing education statistics

Capacity of human
resources

∘ Capacity of conducting education statistics surveys
∘ Capacity of developing and managing education
statistics database
∘ Capacity of analyzing education statistics
∘ Capacity of providing education statistics service
∘ Capacity of utilizing education statistics
∘ Capacity of operating and managing EMIS
∘ Capacity of producing statistics for SDGs
∘ Capacity of people in charge of education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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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ce

Urgency

부록

○ Demand Survey(2) : Production and Management of Education Statistics
Please fill in a number(1, 2, 3, 4) that you think how important is and urgent is depending on the area
of demand survey.
* Importance : 4(very important), 3(important), 2(ordinary), 1(not important)
* Urgency : 4(very urgent), 3(urgent), 2(ordinary), 1(not urgent)

Elements of Survey

Main components

Importance

Urgency

∘ Design of education statistics surveys
∘ Development of a classification system
of education statistics
∘ Development of statistical quality
standards
Quality
∘ Quality control methods of education
Management
statistics (ex: data collection and data
service)
∘ Statistics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 Statistics on primary education (or
elementary education) statistics
∘ Statistic on lower secondary education
(or middle school education)
∘ Statistics on upper secondary education
Statistics by
(or high school education)
Education Levels
∘ Statistics o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Statistics on tertiary education Statistics
(or college/university education)
∘ Statistics on lifelong learning education
Statistical
Standards

Statistical
Planning

Elements of
Statistics

∘ Others
∘ Statistics on schools

Statistics by
Themes

∘ Statistics on students
∘ Statistics on teachers(including
faculty/teaching staff)
∘ Statistics on curriculum
∘ Statistics on the use of ICT
∘ Statistics on education finance
∘ Statistics on education facilities
∘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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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s of Survey
Survey Instrument

Main components

Importance

Urgency

∘ Development of statistical questionnaires
∘ Development of survey guidelines
∘ Paper-based surveys

Data Collection
Method in
Statistics
Collection of
Statistical Data

∘ Public database linked survey
∘ EMIS linked survey
∘ Web based survey
∘ Others

∘ Procedures for data verification
Data Verification ∘ Data verification method (Time-series,
content and formal verifications and etc.)
∘ Data storage method
Database
- Statistical questionnaire(paper) form
- File(Excel, etc.) foam
Construction
- Statistics table DB form
Method
∘ Data management method

○ Demand Survey(3) : Education Statistics Service
Please fill in a number(1, 2, 3, 4) that you think how important is and urgent is depending on the area
of demand survey.
* Importance : 4(very important), 3(important), 2(ordinary), 1(not important)
* Urgency : 4(very urgent), 3(urgent), 2(ordinary), 1(not urgent)

Elements of Survey
Statistical
Analysis

Statistics
Service

Analysis Method

Type of Service

Web-site

Use of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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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of Statistics

Main components
∘ Methods of education statistical analysis
∘ Type of education statistics service
- Offline service
- Online(Web service) service
- Mobile service
∘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web-site of education statistics
∘ Use of Education Statistics
- Policy making
- Research
- Data submission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
- Statistics service for the people
- Others

Importance

Urgency

부록

Elements of Survey

Main components

Education
Indicators
Production
of Derived
Statistics

Importance

Urgency

∘ Production of education indicators
∘ Production of education statistical atlas
∘ Statistics on individual schools

Statistics with
Special Purposes

∘ Statistics on regions and cities
∘ Gender statistics
∘ Others

○ Demand Survey(4) : SDGs education indicators
Please fill in a number(1, 2, 3, 4) that you think how important is and data availability(Yes, No) depending
on the area of demand survey.
* Importance : 4(very important), 3(important), 2(ordinary), 1(not important)
* Data Availability : Yes, No

Target 4(Education)

Target 4.1.
(Primary and
Secondary
Levels of
Education)

Indicator

4.1.1

∘ Proportion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at
the end of primary and at the end of lower
secondary achieving at least a minimum
proficiency level in reading and mathematics

4.1.2

∘ Administration of a nationally representative
learning assessment during primary
education, at the end of primary and at the
end of lower secondary

4.1.3

∘ Gross intake ratio to the last grade
(Primary, lower secondary and upper
secondary)

Importance Data Avail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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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4(Education)

4.1.4

∘ Completion rate
(Primary, lower secondary and upper
secondary)

4.1.5

∘ Out-of-school rate
(Primary, lower secondary and upper
secondary)

4.1.6

∘ Proportion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over-age for graduation
(Primary, lower secondary and upper
secondary)

4.1.7

∘ Number of years of free and compulsory
primary and secondary levels of education
guaranteed in legal frameworks

4.2.1

∘ Proportion of children who are developmentally
on track in health, learning and psychosocial
well-being during pre-primary education

4.2.2

∘ Ratio of participation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services before the
official primary entry age

4.2.3

∘ Percentage of children under 5 years of age
experiencing positive and stimulating home
learning environments

4.2.4

∘ Gross enrolment rates in pre-primary

4.2.5

∘ Number of years of free and compulsory
pre-primary levels of education guaranteed
in legal frameworks

Target 4.2.
(Early Childhoo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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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or

Importance Data Availability

부록

Target 4(Education)

Target 4.3.
(Tertiary/
Lifelong
Vocational
Education)

Target 4.4.
(ICT and Digital
Literacy)

Target 4.5.
(Parity)

Target 4.6.
(Literacy and
Numeracy Skills)

Indicator

4.3.1

∘ Participation rate of youth and adults in
formal and non-formal education and training
in the previous 12 months, by sex

4.3.2

∘ Gross enrolment rates in tertiary education

4.3.3

∘ Participation rate i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mes (15 to 24-year-olds)

4.4.1

∘ Proportion of youth and adults wit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skills

4.4.2

∘ Proportion of youth and adults who have
achieved at least a minimum level of
proficiency in digital literacy skills

4.4.3

∘ Educational attainment rates of youth and
adults by age group, economic activity status
and levels of education

4.5.1

∘ Parity indices for all education indicators
(Female/male, rural/urban and bottom/top
wealth quintile, etc.)

4.5.2

∘ Percentage of students in primary education
whose native languages

4.5.3

∘ Extent to which explicit formula-based
policies reallocate education resources to
disadvantaged populations

4.5.4

∘ Education expenditure per student by level
of education and source of funding

4.5.5

∘ Percentage of total aid to education allocated
to low income countries

4.6.1

∘ Percentage of population in a given age
group achieving at least a fixed level of
proficiency in functional literacy and
numeracy skills

4.6.2

∘ Youth and adults literacy rates

4.6.3

∘ Participation rate of youth and adults in
literacy programmes

Importance Data Avail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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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4(Education)

Target 4.7.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

4.7.1

∘ Extent to which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cluding gender equality and human rights,
are mainstreamed at all levels
(National education policies, curricula, teacher
education and student assessment)

4.7.2

∘ Percentage of schools that provide life
skills-based HIV and sexuality education

4.7.3

∘ Extent to which the framework on “The
World Programme on Human Rights
Education” is implemented nationally

4.7.4

∘ Percentage of students by age group (or
education level) showing adequate
understanding of issues relating to global
citizenship and sustainability

4.7.5

∘ Percentage of 15-year-old students showing
proficiency in knowledge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geoscience

4.a.1

∘ Proportion of schools with access to
electricity, the internet and computers for
pedagogical purposes, infrastructure and
facilities for students with disability, drinking
waters, female/male’s sanitation facilities
and hand-washing facilities, etc.

4.a.2

∘ Percentage of students experiencing bullying,
corporal punishment, harassment, violence,
sexual discrimination and abuse

4.a.3

∘ Number of attacks on students, personnel
and institutions

4.b.1

∘ Volume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flows for scholarships by
sector and type of study

4.b.2

∘ Number of higher education scholarships
awarded by beneficiary country

Target 4.a.
(Learning
Environment)

Target 4.b.
(Schola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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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ce Data Availability

부록

Target 4(Education)

Target 4.c.
(Teaching Staff)

Indicator

4.c.1

∘ Proportion of teachers in pre-primary;
primary, lower secondary; and upper
secondary education who have received at
least the minimum organized teacher training
(pre-service or in-service required for
teaching at the relevant level in a given
country

4.c.2

∘ Pupil and qualified teacher ratio by education
level

4.c.3

∘ Percentage of teachers qualified according to
national standards by education level and
type of institution

4.c.4

∘ Pupil and trained teacher ratio by education
level

4.c.5

∘ Average teacher salary relative to other
professions requiring a comparable level of
education qualification

4.c.6

∘ Teacher attrition rates by education level

4.c.7

∘ Percentage of teachers who received
in-service training in the last 12 months by
type of training

Importance Data Availability

 Respondent Information
 Please provide us with the following information:
- Country representing:
- Job title(or position):
- Department, division or sector(if any):
- Organization:
- Years of serving in the position:

- Thank you for your respon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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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хэрэгцээ шаардлагын судалгаа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хэрэгцээ шаардлагын талаарх энэхүү судалгаа нь Монголын та
лын саналыг нэгтгэн зөвлөгөө өгөх сэдэв болон асуудлын эрэмбэ дарааллыг шийдвэрлэх зор
илгоор хийгдэж байна. Дараах цар хүрээнээс зөвлөгөө өгөх төсөл явагдах үед Монгол улса
д шаардлагатай гэж бодож байгаа сэдэв, БНСУ-ын туршлагаас хуваалцахыг хүсэж байгаа сэ
двийг чагтлахыг хүсье.
Энэхүү хэрэгцээ шаардлагын судалгааг Монгол улсын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 хариуцагч 3 хүн бөглөөд
word болон pdf файл хэлбэрээр илгээж өгөхийг хүсье. Баярлалаа.

 Хэрэгцээ шаардлагын судалгаа (1) :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системийн суурь
Доорх хүснэгт дэх хэрэгцээ шаардлагын судалгааны цар хүрээнээс Монгол улсад чухал ша
ардлагатай гэж бодож байгаа хэмжээ(1, 2, 3, 4) ба яаралтай гэж бодож байгаа хэмжээ(1, 2, 3,
4)-г тэмдэглэж өгөхийг хүсье.
* Чухал байдал : 4(маш чухал), 3(чухал), 2(хэвийн), 1(чухал биш)
* Яаралтай байдал : 4(маш яаралтай), 3(яаралтай), 2(хэвийн), 1(яаралтай биш)

Хэрэгцээний
судалгааны цар
хүрээ

Гол бүрэлдэхүүн хэсэг

Хууль эрх зүйн ∘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хууль
орчин
∘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заавар удирдамж
Бүтэц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лт

∘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бүтэц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лтын тогтолцоо
∘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г төлөвлөх чадавх

Хүний нөөцийн ∘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судалгаа (мэдээ
чадавхийг
боловсруулах) чадавх
хөгжүүлэх
∘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өгөгдлийн сан байгуулах
болон хянах чадав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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Чухал
байдал

Яаралтай
байдал

부록

Хэрэгцээний
судалгааны цар
хүрээ

Гол бүрэлдэхүүн хэсэг

Чухал
байдал

Яаралтай
байдал

∘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гн шинжилгээний чадавх
∘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үйлчилгээний чадавх
∘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хэрэглээний чадавх
∘ EMIS-ийг ажиллууах болон удирдах хянах чадавх
∘ SDGs боловсролын үзүүлэлтийг боловсруулах чадавх
∘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чдын сургалт

 Хэрэгцээ шаардлагын судалгаа (2) :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мэдээ боло
всруулалт болон менежмент
Доорх хүснэгт дэх хэрэгцээ шаардлагын судалгааны цар хүрээнээс Монгол улсад чухал ша
ардлагатай гэж бодож байгаа хэмжээ(1, 2, 3, 4) ба яаралтай гэж бодож байгаа хэмжээ(1, 2, 3,
4)-г тэмдэглэж өгөхийг хүсье.
* Чухал байдал : 4(маш чухал), 3(чухал), 2(хэвийн), 1(чухал биш)
* Яаралтай байдал : 4(маш яаралтай), 3(яаралтай), 2(хэвийн), 1(яаралтай биш)

Хэрэгцээний судалгааны цар
хүрээ
Статистикийн
стандарт
Статистикий
н төлөвлөлт
Чанарын
удирдлага

Гол бүрэлдэхүүн хэсэг

Чухал байдал

Яаралтай
байдал

∘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судалгааны
төлөвлөлт
∘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ангиллын
системийн хөгжил
∘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чанарыг
тодорхойлох стандартын хөгжил
∘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чанарын
хяналтын арга (мэдээлэл цуглуулах,
мэдээллийн үйлчилгээ)
∘ Бага насны хүүхдийн боловсрол ба
халамжийн статистикийг бий болгох
эсвэл сайжруулах

Статистикий
н агуулга

Статистик
∘ Бага сургуулийн статистикийг бий
(сургуулийн
болгох эсвэл сайжруулах
түвшин бүрээр)

∘ Дунд сургуулийн статистикийг бий
болгох эсвэл сайжруула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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Хэрэгцээний судалгааны цар
хүрээ

Гол бүрэлдэхүүн хэсэг
∘ Ахлах сургуулийн статистикийг бий
болгох эсвэл сайжруулах
∘ Мэргэжлийн боловсрол сургалтын
статистикийг бий болгох эсвэл
сайжруулах
∘ Их сургуулийн статистикийг бий болгох
эсвэл сайжруулах
∘ Насан туршийн боловсролын системийн
статистикийг бий болгох эсвэл
сайжруулах
∘ Бусад
∘ Сургуулийн статистикийг бий болгох
эсвэл сайжруулах
∘ Сурагчдын статистикийг бий болгох
эсвэл сайжруулах
∘ Багш ажилчдын статистикийг бий
болгох эсвэл сайжруулах

Статистик
(сэдэв тус
бүрээр)

∘ Сургалтын хөтөлбөрийн статистикийг
бий болгох эсвэл сайжруулах
∘ ICT статистикийг бий болгох эсвэл
сайжруулах
∘ Боловсролын санхүүгийн статистикийг
бий болгох эсвэл сайжруулах
∘ Боловсролын барилга байгууламжийн
статистикийг бий болгох эсвэл
сайжруулах
∘ Бусад

Судалгааны
хэрэгсэл

∘ Судалгааны асуулгыг хөгжүүлэх
∘ Судалгааны зааварчилгааг сайжруулах
∘ Гараар бичих судалгаа

Статистикий
н мэдээлэл
цуглуулах

∘ Олон нийтийн мэдээллийн сантай
холбоотой судалгаа

Статистикийн
∘ EMIS-тай холбоотой судалгаа
мэдээлэл
цуглуулах арга
∘ Вэбэд суурилсан судалгаа
∘ Бус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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Чухал байдал

Яаралтай
байда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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Хэрэгцээний судалгааны цар
хүрээ

Гол бүрэлдэхүүн хэсэг

Чухал байдал

Яаралтай
байдал

∘ Мэдээлэл шалгах дараалал
Мэдээллийг
шалгах

Мэдээллийн
сан үүсгэх
арга

∘ Мэдээлэл шалгах арга
∘ (хугацааны дарааллыг шалгах, агуулгыг
шалгах, загварыг шалгах)
∘ Мэдээллийг хадгалах арга
- статистикийн судалгааны хүснэгт
(цаас)-н хэлбэр
- файл (excel) хэлбэр
- статистикийн хүснэгт DB хэлбэр
∘ Мэдээллийн менежментийн арга

 Хэрэгцээ шаардлагын судалгаа (3) :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үйлчилгээ
ба хэрэглээ
Доорх хүснэгт дэх хэрэгцээ шаардлагын судалгааны цар хүрээнээс Монгол улсад чухал шаа
рдлагатай гэж бодож байгаа хэмжээ(1, 2, 3, 4) ба яаралтай гэж бодож байгаа хэмжээ(1, 2, 3,
4)-г тэмдэглэж өгөхийг хүсье.
* Чухал байдал : 4(маш чухал), 3(чухал), 2(хэвийн), 1(чухал биш)
* Яаралтай байдал : 4(маш яаралтай), 3(яаралтай), 2(хэвийн), 1(яаралтай биш)

Хэрэгцээний судалгааны цар
хүрээ
Статистик
шинжилгээ

Статистикийн
үйлчилгээ

Статистикийн
хэрэглээ

Гол бүрэлдэхүүн хэсэг

Шинжлэх арга

∘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шинжилгээний арга

Үйлчилгээний
арга

∘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материалыг
түгээх арга
- - Офлайн үйлчилгээ
- - Онлайн(вэб) үйлчилгээ
- - Мобайл үйлчилгээ

Вэб сайт

∘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вэб сайтыг
хөгжүүлэх ба удирдах

Статистикийн
хэрэглээ

Чухал
байдал

Яаралтай
байдал

∘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хэрэглээ
- Бодлого боловсруулах
- Судалгааны ажил
- ОУБ-д мэдээ илгээ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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Хэрэгцээний судалгааны цар
хүрээ

Чухал
байдал

Гол бүрэлдэхүүн хэсэг

Яаралтай
байдал

- Иргэдэд зориулсан үйлчилгээ ба
сурталчилгаа
- Бусад
Боловсролын
үзүүлэлтүүд
Зохиомол
статистик
боловсруулалт

∘ Боловсролын үзүүлэлтийг боловсруулах
∘ Боловсрол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map
боловсруулах
∘ Сургууль тус бүрийн статистик

Тусгай
хэрэгцээт
статистик

∘ Бүс нутаг бүрийн статистик
∘ Жендерийн статистик
∘ Бусад

 Хэрэгцээ шаардлагын судалгаа (4) : Тогтвоортой хөгжлийн зорилгод чиглэс
эн (SDGs) боловсролын үзүүлэлтүүд
Доорх хүснэгт дэх хэрэгцээ шаардлагын судалгааны цар хүрээнээс Монгол улсад чухал шаа
рдлагатай гэж бодож байгаа хэмжээ(1, 2, 3, 4) ба үзүүлэлт тооцох боломжтой эсэх(Тийм, Үгү
й)-г тэмдэглэж өгөхийг хүсье.
* Чухал байдал : 4(маш чухал), 3(чухал), 2(хэвийн), 1(чухал биш)
* Үзүүлэлт тооцох боломжтой эсэх: Тийм, Үгүй

Зорилго 4 (Боловсрол)

Зорилго 4.1.
(Бага, дунд
сургуулийн
хүрээнд)

4.1.1

∘ Хамгийн доод түвшний унших /
математикийн чадвар эзэмшсэн хүүхэд
залуучуудын эзлэх хувь (бага боловсрол
болон дунд боловсрол төгссөн үеийн)

4.1.2

∘ Улсын хэмжээний сурлагын үнэлгээний
гүйцэтгэл ба хяналт (бага боловсролын үе,
бага боловсрол төгссөн үе, дунд боловсрол
төгссөн үе)

4.1.3
4.1.4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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Үзүүлэлт

∘ Сүүлийн байдлаар анги дэвшсэн хувь (бага,
дунд, ахлах)
∘ Хичээлийг бүрэн судалсан хувь хэмжээ (бага,
дунд, ахлах)
∘ Сургуулиас гадуурх хүүхдийн эзлэх хувь
(бага, дунд, ахлах)

Чухал байдал

Үзүүлэлтий
н боломж

부록

Зорилго 4 (Боловсрол)

Зорилго 4.2.
(Сургуулийн
өмнөх насны
боловсрол)

4.1.6

∘ Төгсөх нас хэтэрсэн хүүхдийн эзлэх хувь
(бага, дунд, ахлах)

4.1.7

∘ Хуулиар тогтоогдсон үнэ төлбөргүй / заавал
эзэмших боловсролын хугацаа (бага, дунд
боловсрол)

4.2.1

∘ Сургуулийн өмнөх насны хүүхдүүдийн дунд
эрүүл мэнд, суралцах чадвар,
нийгэм-сэтгэлзүйн хөгжил хэвийн хүүхдийн
эзлэх хувь

4.2.2

∘ Сургуульд орохын өмнө хүүхэд асрах
үйлчилгээ болон сургалтад хамрагдсан хувь

4.2.3
4.2.4

Зорилго 4.3.
(Дээд
боловсрол /
Насан
туршийн
мэргэжлийн
боловсрол)

∘ Хуулиар тогтоогдсон үнэ төлбөргүй / заавал
эзэмших боловсролын хугацаа (СӨБ)

4.3.1

∘ Сүүлийн 12 сарын хугацаанд албан болон
албан бус боловсролын сургалтад хамрагдсан
өсвөр үе ба насанд хүрэгчдийн оролцооны
хувь (жендэрийн харьцааг оруулаад)

4.3.2

4.4.1

Зорилго 4.5.
(Тэнцвэрт
байдал)

Чухал байдал

Үзүүлэлтий
н боломж

∘ 5-аас доош насны хүүхдүүдийн дунд эерэг,
сайшаалтай гэр бүлийн сургалтын орчинд
байгаа хүүхдийн эзлэх хувь
∘ Сургуулийн өмнөх боловсролын хамран
сургалтын бохир жин

4.2.5

4.3.3

Зорилго 4.4.
(МХТ ба тоон
систем)

Үзүүлэлт

∘ Дээд боловсролын хамран сургалтын бохир
жин
∘ Мэргэжлийн боловсрол сургалтын хөтөлбөрт
оролцооны хувь (15-24 нас)
∘ МХТ-ийн ур чадвартай өсвөр үе ба насанд
хүрэгчдийн эзлэх хувь

4.4.2

∘ Тоон системийг уншиж ойлгох хамгийн доод
түвшний чадварыг эзэмшсэн өсвөр үе ба
насанд хүрэгчдийн эзлэх хувь

4.4.3

∘ Бүрэн эзэмшсэн өсвөр үе ба насанд
хүрэгчдийн эзлэх хувь (насны
ангиллаар/эдийн засги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
бүрээр/ боловсролын түвшин бүрээр)

4.5.1

∘ Боловсролын бүх үзүүлэлтийн тэнцвэрт
байдлын индекс (эрэгтэй/эмэгтэй, хот/хөдөө,
орлогын дээш түвшин/ орлогын доод түвшин)

4.5.2

∘ Бага боловсролын түвшинд эх хэлээ сурч
байгаа сурагчдын эзлэх хув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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Зорилго 4 (Боловсрол)

Зорилго 4.6.
(Бичиг үсэг
болон тоо
бодох чадвар)

Зорилго 4.7.
(Тогтвортой
хөгжлийн
боловсрол)

Зорилго 4.a.
(Сургалтын
орчи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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Үзүүлэлт

4.5.3

∘ Эмзэг бүлгийн иргэдэд боловсролын нөөцийг
дахин хуваарилах бодлого байгаа эсэх

4.5.4

∘ Нэг сурагчид ногдох боловсролын зардлын
хувь (боловсролын түвшин болон санхүүгийн
эх үүсвэрээр)

4.5.5

∘ Бага орлоготой улс орнуудад хуваарилагдсан
боловсролын нийт тусламжийн эзлэх хувь

4.6.1

∘ Бичиг үсэг мэдэхгүй болон хамгийн доод
түвшний тоо бодох чадварыг эзэмшсэн хүн
амын эзлэх хувь (насны бүлгээр)

4.6.2

∘ Өсвөр үе ба насанд хүрэгчдийн бичиг үсэг
тайлагдсан хувь

4.6.3

∘ Бичиг үсэгт сургах хөтөлбөрт хамрагдаж
байгаа өсвөр үе ба насанд хүрэгчдийн хувь

4.7.1

∘ Дэлхийн иргэний боловсрол, жендэрийн тэгш
эрх, хүний эрх зэргийг багтаасан тогтвортой
хөгжлийн боловсролыг бүх түвшинд
хэрэгжүүлж буй хэм хэмжээ (төрөөс
баримтлах боловсролын бодлого, сургалтын
хөтөлбөр, багш нарын сургалт, сурагчийн
үнэлгээ)

4.7.2

∘ Амьдрах чадварт суурилсан ХДХВ болон
бэлгийн харьцааны талаарх боловсролыг
олгож байгаа сургуулийн эзлэх хувь

4.7.3

∘ Төрийн зүгээс <Хүний эрхийн боловсролын
талаарх дэлхий нийтийн хөтөлбөр>-ийг
хэрэгжүүлж байгаа хэм хэмжээ

4.7.4

∘ Дэлхийн иргэн ба тогтвортой хөгжилтэй
холбоотой асуудлын талаар хангалттай
ойлголтой байгаа сурагчдын насны бүлэг тус
бүрээр(эсвэл боловсролын түвшин бүрээр)
эзлэх хувь

4.7.5

∘ Хүрээлэн буй орчны шинжлэх ухаан ба
газарзүйн шинжлэх ухааны мэдлэг эзэмшсэн
15 настай сурагчдын эзлэх хувь

4.a.1

∘ Цахилгаан, сургалтын зориулалттай интернэт,
компьютер, хөгжлийн бэрхшээлтэй сурагчдад
зориулсан дэд бүтэц болон тоног төхөөрөмж,

Чухал байдал

Үзүүлэлтий
н боломж

부록

Зорилго 4 (Боловсрол)

Үзүүлэлт

∘
4.a.2

4.a.3
Зорилго 4.b.
(Тэтгэлэг)

4.b.1
4.b.2

∘
∘
∘
∘

4.c.1

4.c.2

∘
∘

4.c.3
Зорилго 4.c.
(Багш нар)

4.c.4

∘
∘

4.c.5

4.c.6

∘
∘

4.c.7

Чухал байдал

Үзүүлэлтий
н боломж

ундны ус, эрэгтэй/эмэгтэй ариун цэврийн
өрөө, гар угаах байгууламжтай сургуулийн
эзлэх хувь
Анги бүлгийн гадуурхалт, бие махбодийн
шийтгэл, дарамт, хүчирхийлэл, дүнгийн
ялгаварлалт болон доромжлолыг амссан
сурагчдын эзлэх хувь
Сурагч, хувь хүн болон байгууллага
халдлагад өртсөн удаа
Тэтгэлэгт олгогдсон ХАЁТ (ODA)-ийн хэмжээ
(салбар бүрээр/мэргэжил бүрээр)
Дэмжлэг авагч улсад олгосон дээд
боловсролын тэтгэлгийн төрлийн тоо
Багш нарын дунд хамгийн доод шатны
сургалт(багш бэлтгэх эсвэл багшийн зэргийн
сургалт)-нд хамрагдсан багшийн эзлэх хувь
(СӨБ, бага дунд боловсрол)
Багш сурагчийн тооны харьцаа (боловсролын
түвшин бүрээр)
Үндэсний стандартад нийцсэн мэргэшсэн
багш нарын эзлэх хувь (боловсролын түвшин
бүрээр, боловсролын байгууллага бүрээр)
Бэлтгэгдсэн багш болон сурагчийн харьцаа
(боловсролын түвшин бүрээр)
Адил түвшний боловсролын түвшин шаарддаг
бусад мэргэжлийн цалингийн харьцангуй
дундажтай багшийн цалинг харьцуулсан
харьцуулалт
Багшийн бууралтын хувь (боловсролын
түвшин бүрээр)
Сүүлийн 12 сарын хугацаанд мэргэжил
дээшлүүлэх сургалтад хамрагдсан багшийн
эзлэх хувь (сургалтын төрөл бүрээр)

 Хариулт өгсөн хүний мэдээлэл
 Дараах мэдээллийг бидэнд илгээнэ үү:
-

Улсын нэр:
Ажлын байрны нэр (эсвэл албан тушаал)
Газар, хэлтэс, эсвэл салбар:
Байгууллагын нэр:
Албан үүргийн хугацаа (ажилласан жил):

- Хариулт өгсөн танд баярлала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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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PHIẾU KHẢO SÁT NHU CẦU THỐNG KÊ GIÁO DỤC

Phiếu khảo sát nhu cầu thống kê giáo dục này nhằm mục đích thu thập ý kiến của quý vị để
đưa ra quyết định về chủ đề và thứ tự ưu tiên nội dung tư vấn. Rất mong quý vị đánh dấu vào
chủ đề hoặc phạm vi dưới đây mà quý vị mong muốn bên phía Hàn Quốc chia sẻ.
Chúng tôi sẽ tổng kết nội dung ý kiến

được nêu trong kết quả khảo sát của 03 phụ trách

thống kê giáo dục của Việt Nam. Cảm phiền quý vị lưu lại bằng file Word hoặc PDF và gửi lại
kết quả cho chúng tôi. Xin chân thành cảm ơn.

 Khảo sát nhu cầu 1: Cơ sở của hệ thống thống kê giáo dục

Vui lòng đánh số về mức độ quan trọng (1, 2, 3, 4) và mức độ khẩn thiết (1, 2, 3, 4) trên
tầm quốc gia tương ứng với suy nghĩ của quý vị vào các nội dung khảo sát nhu cầu trong bảng
dưới đây.

 Mức độ quan trọng: 4 (Rất quan trọng), 3 (Quan trong), 2 (Trung bình), 1 (Không quan
trọng)

 Mức độ khẩn thiết: 4 (Rất khẩn thiết), 3 (Khẩn thiết), 2 (Trung bình), 1 (Không khẩn thiết)

Hạng mục
Căn cứ luật pháp
Sơ đồ tổ chức

Nội dung chính
∘ Luật thống kê giáo dục
∘ Hướng dẫn, nghị định thống kê giáo dục
∘ Sơ đồ tổ chức thống kê giáo dục
∘ Năng lực lập kế hoạch thống kê giáo dục

Phát triển năng lực
của nguồn lực thống
k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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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ăng lực thực hiện điều tra thống kê giáo dục
∘ Năng lực xây dựng và quản lý dữ liệu cơ sở (DB)
thống kê giáo dục

Mức độ
Mức độ
quan trọng khẩn thiết

부록

Hạng mục

Nội dung chính

Mức độ
Mức độ
quan trọng khẩn thiết

∘ Năng lực phân tích thống kê giáo dục
∘ Năng lực cung cấp dịch vụ thống kê giáo dục
∘ Năng lực ứng dụng thống kê giáo dục
∘ Năng lực điều hành và quản lý EMIS
∘ Năng lực tạo dựng chỉ tiêu giáo dục SDGs
∘ Năng lực của nguồn lực thực hiện thống kê giáo dục

 Khảo sát nhu cầu 2: Tạo dựng và quản lý thống kê giáo dục
Vui lòng đánh số về mức độ quan trọng (1, 2, 3, 4) và mức độ khẩn thiết (1, 2, 3, 4) trên
tầm quốc gia tương ứng với suy nghĩ của quý vị vào các nội dung khảo sát nhu cầu trong bảng
dưới đây.

 Mức độ quan trọng: 4 (Rất quan trọng), 3 (Quan trọng), 2 (Trung bình), 1 (Không quan
trọng)

 Mức độ khẩn thiết: 4 (Rất khẩn thiết), 3 (Khẩn thiết), 2 (Trung bình), 1 (Không khẩn thiết)

Hạng mục

Kế hoạch
thống kê

Nội dung chính

Mức độ
Mức độ
quan trọng khẩn thiết

∘ Kế hoạch điều tra thống kê giáo dục
Tiêu chuẩn
thống kê ∘ Phát triển hệ thống phân loại thống kê giáo dục
(phân loại trường học, phân loại chuyên ngành, v.v…)
Quản lý
chất lượng

∘ Phát triển tiêu chuẩn nâng cao chất lượng thống kê
giáo dục
∘ Phương pháp quản lý chất lượng thống kê giáo dục
(như thu thập dữ liệu, dịch vụ dữ liệu)
∘ Xây dựng và nâng cao thống kê giáo dục và chăm
sóc mầm non
∘ Xây dựng và nâng cao thống kê giáo dục tiểu học

Hạng
mục
thống kê

Thống kê
theo cấp
học

∘ Xây dựng và nâng cao thống kê giáo dục trung học
sơ sở
∘ Xây dựng và nâng cao thống kê giáo dục trung học
phổ thông
∘ Xây dựng và nâng cao thống kê giáo dục đào tạo
dạy ngh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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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ạng mục

Nội dung chính
∘ Xây dựng và nâng cao thống kê giáo dục cao đẳng,
đại học
∘ Xây dựng và nâng cao thống kê giáo dục thường
xuyên
∘ Nội dung khác
∘ Xây dựng và nâng cao thống kê trường học
∘ Xây dựng và nâng cao thống kê học sinh
∘ Xây dựng và nâng cao thống kê cán bộ quản lý, giáo
viên, nhân viên

Thống kê ∘ Xây dựng và nâng cao thống kê chương trình đào tạo
theo chủ đề ∘ Xây dựng và nâng cao thống kê sử dụng ICT
∘ Xây dựng và nâng cao thống kê tài chính giáo dục
∘ Xây dựng và nâng cao thống kê trang thiết bị giáo
dục
∘ Nội dung khác
Công cụ
điều tra

∘ Phát triển phiếu điều tra
∘ Phát triển bản hướng dẫn điều tra
∘ Khảo sát bằng giấy tờ

∘ Khảo sát liên kết dữ liệu cơ sở cộng đồng
Phương
pháp thu ∘ Khảo sát liên kết với EMIS
thập dữ liệu ∘ Khảo sát trên Web
Thu thập
dữ liệu
thống k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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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ội dung khác
∘ Quy trình kiểm định dữ liệu
Kiểm định
dữ liệu

∘ Phương pháp kiểm định dữ liệu (Kiểm định theo
chuỗi thời gian, kiểm định nội dung, kiểm định hình
thức, v.v…)

Phương
pháp xây
dựng dữ
liệu cơ sở
(DB)

∘ Phương
- Mẫu
- Mẫu
- Mẫu

pháp lưu dữ liệu
phiếu khảo sát thống kê (bằng giấy)
file (ví dụ như excel,..)
DB bảng thống kê

∘ Phương pháp quản lý dữ liệu

Mức độ
Mức độ
quan trọng khẩn thiết

부록

 Khảo sát nhu cầu 3: Dịch vụ và ứng dụng thống kê giáo dục
Vui lòng đánh số về mức độ quan trọng (1, 2, 3, 4) và mức độ khẩn thiết (1, 2, 3, 4) trên
tầm quốc gia tương ứng với suy nghĩ của quý vị vào các nội dung khảo sát nhu cầu trong bảng
dưới đây.

 Mức độ quan trọng: 4 (Rất quan trọng), 3 (Quan trong), 2 (Trung bình), 1 (Không quan
trọng)

 Mức độ khẩn thiết: 4 (Rất khẩn thiết), 3 (Khẩn thiết), 2 (Trung bình), 1 (Không khẩn thiết)

Hạng mục

Nội dung chính

Phân tích
thống kê

Phương pháp
∘ Phương pháp phân tích thống kê giáo dục
phân tích

Dịch vụ
thống kê

∘ Phương pháp cung cấp dữ liệu thống kê
giáo dục
Phương pháp
- Dịch vụ phi trực tuyến
dịch vụ
- Dịch vụ trực tuyến (Dịch vụ web)
- Dịch vụ Mobile

Ứng dụng
thống kê

Trang web
điện tử

∘ Phát triển và quản lý trang web điện tử
về thống kê giáo dục

Ứng dụng
thống kê

∘ Ứng dụng thống kê giáo dục
- Lập chính sách
- Nghiên cứu
- Cung cấp dữ liệu cho tổ chức quốc tế
- Dịch vụ thống kê cho toàn dân
- Mục đích khác

Mức độ
quan trọng

Mức độ
khẩn thiết

∘ Tạo dựng chỉ tiêu giáo dục
Chỉ tiêu giáo
∘ Phát triển bản đồ (atlas) thống kê giáo
dục
dục
Tạo dựng
thống kê
nâng cao

∘ Thống kê riêng mỗi trường học
Thống kê
nhằm mục
đích đặc biệt

∘ Thống kê khu vực (thành phố/tỉnh,
phường/quận/huyện)
∘ Thống kê theo giới tính
∘ Thống kê khá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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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ảo sát nhu cầu 4: Chỉ tiêu giáo dục SDGs
Vui lòng đánh số về mức độ quan trọng (1, 2, 3, 4) và xác nhận

tính khả dụng (Có, không)

trên tầm quốc gia tương ứng với suy nghĩ của quý vị vào các nội dung khảo sát nhu cầu trong
bảng dưới đây.

 Mức độ quan trọng: 4 (Rất quan trọng), 3 (Quan trong), 2 (Trung bình), 1 (Không quan
trọng)

 Tính khả dụng của dữ liệu: Có, Không

Target 4 (Giáo dục)

Target 4.1.

4.1.1

∘ Tỷ lệ trẻ em và thanh thiếu niên (hoàn thành cấp
tiểu học và cấp trung học cơ sở) đạt trình độ
thành thạo tối thiểu trong kỹ năng đọc và làm
toán

4.1.2

∘ Quản lý
theo tiêu
tiểu học,
trung học

4.1.3

∘ Tỷ lệ học sinh chuyển cấp (cấp tiểu học, cấp
trung học cơ sở, cấp trung học phổ thông)

4.1.4

∘ Tỷ lệ học sinh hoàn thành cấp học (cấp tiểu học,
cấp trung học cơ sở, cấp trung học phổ thông)

4.1.5

∘ Tỷ lệ trẻ em và thanh thiếu niên ngoài trường
học (cấp tiểu học, cấp trung học cơ sở, cấp
trung học phổ thông)

4.1.6

∘ Tỷ lệ tốt nghiệp của học sinh ngoài độ tuổi (cấp
tiểu học, cấp trung học cơ sở, cấp trung học phổ
thông)

4.1.7

∘ Số năm phổ cập giáo dục/giáo dục bắt buộc theo
luật định (cấp tiểu học, cấp phổ thông)

4.2.1

∘ Tỷ lệ trẻ em dưới độ tuổi vào cấp 1 được hưởng
chế độ y tế, học hành, phát triển tâm lý xã hội
bình thường

4.2.2

∘ Tỷ lệ trẻ em theo học nhà trẻ/mẫu giáo trước khi
nhập học cấp tiểu học

4.2.3

∘ Tỷ lệ trẻ dưới 5 tuổi được được hưởng môi
trường thực hành tại gia khuyến thích và tích
cực

(Giáo dục
tiểu học,
phổ thông

Target 4.2.
(Giáo dục
mẫu giá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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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ỉ tiêu

đánh giá mức độ thành tích học tập
chuẩn quốc gia (theo từng cấp: cấp
tốt nghiệp tiểu học, tốt nghiệp cấp
cơ sở)

Mức độ

Dữ liệu

quan trọng

khả dụng

부록

Target 4 (Giáo dục)
4.2.4

∘ Tỷ lệ nhập học của trẻ ở độ tuổi vào tiểu học

4.2.5

∘ Số năm phổ cập giáo dục/giáo dục bắt buộc theo
luật định (cấp nhà trẻ/mẫu giáo)

4.3.1

∘ Tỷ lệ thanh thiếu niên và người trưởng thành
(bao gồm cả tỷ lệ về giới tính) tham gia vào
các loại hình đào tạo chính quy và không chính
quy trong vòng 12 tháng qua

4.3.2

∘ Tỷ lệ vào đại học trên tổng số học sinh cấp
trung học phổ thông

4.3.3

∘ Tỷ lệ tham gia chương trình đào tạo nghề (15-24
tuổi)

4.4.1

∘ Tỷ lệ thanh thiếu niên và người trưởng thành am
hiểu kỹ thuật thông tin và truyền thông (ICT)

4.4.2

∘ Tỷ lệ thanh thiếu niên và người trưởng thành
thành thạo kỹ năng điện tử kỹ thuật số ở mức
tối thiểu

4.4.3

∘ Tỷ lệ thanh thiếu niên và người trưởng thành
được đào tạo (theo nhóm tuổi/nhóm hoạt động
kinh tế/theo cấp học)

4.5.1

∘ Chỉ số bình đẳng của tất cả chỉ tiêu (nam/nữ,
nông thôn/đô thị, thu nhập cao/thu nhập thấp…)

4.5.2

∘ Tỷ lệ học sinh được theo học bằng tiếng mẹ đẻ
ở cấp tiểu học

4.5.3

∘ Xác nhận chính sách phân bổ tài nguyên giáo
dục cho những người không được đảm bảo lợi
ích

4.5.4

∘ Tỷ lệ chi phí giáo dục cho mỗi học sinh (theo
mức độ giáo dục và tài nguyên)

4.5.5

∘ Tổng tỷ lệ viện trợ dành cho giáo dục hỗ trợ
cho quốc gia có thu nhập thấp

4.6.1

∘ Tỷ lệ người dân đạt trình độ đọc và tính toán
thành thạo tối thiểu (theo từng nhóm tuổi)

4.6.2

∘ Tỷ lệ thanh thiếu niên và người trưởng thành mù
chữ

4.6.3

∘ Tỷ lệ thanh thiếu niên và người trưởng thành
tham gia chương trình xóa mù chữ

Target 4.3.
(Giáo dục
cao đại
học/giáo
dục
thường
xuyên)

Target 4.4.
(ICT và
kỹ năng
điện tử kỹ
thuật số)

Target 4.5.
(Mức độ
bình đẳng)

Target 4.6.
(Khả năng
biết
chữ/tính
toán)

Chỉ tiêu

Mức độ

Dữ liệu

quan trọng

khả dụng

261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Ⅱ): 아시아 중점협력국가를 중심으로

Target 4 (Giáo dục)

4.7.1

Target 4.7.
(Đào tạo
khả năng

4.7.2
4.7.3

phát triển

4.7.5

∘ Tỷ lệ học sinh 15 tuổi có đủ tri thức thành thạo
về khoa học môi trường và khoa học trái đất

4.a.1

∘ Tỷ lệ trường học được trang bị thiết bị điện,
mạng internet, máy tính phục vụ học tập, thiết
bị và cơ sở hạ tầng dành cho học sinh khuyết
tật, nước uống, trang bị rửa tay, trang bị vệ sinh
riêng dành cho nam/nữ

4.a.2

∘ Tỷ lệ học sinh đã từng bị bắt nạt tập thể, bị
phạt, bị quấy rầy, bạo lực, phân biệt giới tính
hoặc bị lăng mạ

4.a.3

∘ Số lần học sinh, cá nhân hoặc cơ quan bị tấn
công

4.b.1

∘ Số lượng viện trợ phát triển chính thức (ODA)
được trích làm học bổng (theo từng chuyên
môn/chuyên ngành)

4.b.2

∘ Số loại hình học bổng cấp đại học trao cho quốc
gia thụ hưởng

4.c.1

∘ Tỷ lệ giáo viên được tập huấn nghiệp vụ (giáo
viên dự bị hoặc giáo viên đương trách) tối thiểu
trong số các cán bộ quản lý, giáo viên, nhân
viên (cấp mẫu giáo, cấp tiểu học, cấp trung học
cơ sở, cấp trung học phổ thông)

4.c.2

∘ Tỷ lệ học sinh trên 1 giáo viên (theo từng cấp
học)

4.c.3

∘ Tỷ lệ giáo viên có đủ trình độ bằng cấp phù
hợp với tiêu chuẩn quốc gia (theo từng cấp học,
từng cơ sở đào tạo)

trường đào

Target 4.b.
(Học
bổng)

Target 4.c.
(Cán bộ
quản lý,
giáo viên,
nhân viê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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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ỷ lệ trường học triển khai giáo dục giới tính và
HIV vào kỹ năng sống
∘ Mức độ triển khai thực hiện “Chương trình thế
giới về giáo dục nhân quyền” trên toàn quốc

4.7.4

(Môi
tạo)

∘ Mức độ phổ biến giáo dục công dân thế giới,
giáo dục khả năng phát triển bền vững, bao gồm
bình đẳng giới, nhân quyền trên toàn cấp học
(chính sách giáo dục quốc gia, chương trình đào
tạo, bồi dưỡn giáo viên, đánh giá học sinh)

∘ Tỷ lệ học sinh theo từng nhóm tuổi (hoặc từng
cấp học) hiểu biết đầy đủ về chủ đề liên quan
đến nội dung công dân thế giới và phát triển
khả năng bền vững

bền vững)

Target 4.a.

Chỉ tiêu

Mức độ

Dữ liệu

quan trọng

khả dụng

부록

Target 4 (Giáo dục)

Chỉ tiêu

4.c.4

∘ Tỷ lệ học sinh trên 1 giáo viên đã tham gia tập
huấn (theo từng cấp học)

4.c.5

∘ Bình quân lương tháng của giáo viên đối chiếu
với các nghề nghiệp khác có cùng yêu cầu trình
độ giáo dục tương đương

4.c.6

∘ Tỷ lệ giáo viên giảm (theo từng cấp học)

4.c.7

∘ Tỷ lệ giáo viên tham gia bồi dưỡng nghiệp vụ
trong vòng 12 tháng qua (theo từng loại hình bồi
dưỡng)

Mức độ

Dữ liệu

quan trọng

khả dụng

 Phần thông tin về người trả lời
 Vui lòng điền thông tin vào nội dung dưới đây
- Quốc gia:
- Chức vị (cấp bậc):
- Cơ quan/Đơn vị trực thuộc:
- Kinh nghiệm công tác (Số năm công tác):

- Xin chân thành cảm ơ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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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අධ්යා පන සංඛ්යාන පිලිබඳ අවශ්යතා සමීක්ෂණය

ෙමම සමීක්ෂණය උපෙද්ශන සැසිෙය්දී අප විසින් උපෙද්ශනය ලබාදියයුතු හා වඩා වැඩි වැදගත්කමක්
දියයුතු අංශ පිලිබඳ දැනගැනීෙම් අරමුණු ඇතිව දියත්ෙකෙරන එකකි. පහත සඳහන් අංශ අතුරින් ඔබ ආය
තනය විසින් උපෙද්ශනය ලබාගැනීමට ෙහෝ ෙකොරියානු අත්දැකීම් ෙබදාහදාගැනීමට අදහස් කරන අංශ පිලි
බඳ ඔබ ආයතනයට ඇති

වැදගත්කම හා අවශ්යතා වය යන කරුණු සලකා බලා ඊට ගැලෙපන ෙසේ අංක

ය ෙයොදන්න.
ෙමම සමීක්ෂණය ඔබ අංශෙය් වගකිවයුතු නිලධාරීන් අතුරින් තිෙදෙනකු විසින් සම්පුර්ණෙකොට MS W
ord ෙහෝ PDF කමයට

අප ෙවත ලැබීමට සලස්වන්න.

 අවශ්යතා සමීක්ෂණය(1) : 「අධ්යාපන සංඛ්යාන පද්ධතීන් හා එහි මූලාරම්භය」
පහත වගුෙව් සමීක්ෂණයට අදාල අංශ අතුරින් ඔබ ආයතනයට එහි ඇති වැදගත්කම සලකාබලා ඊට ගැ
ලෙපන පරිදි (1, 2, 3, 4) ෙලසත් එහි අවශ්යතා වය සලකාබලා ඊට ගැලෙපන පරිදි (1, 2, 3, 4)
අංක ෙයොදන්න.
* වැදගත්කම : 4( ඉතා වැදගත් ), 3( වැදගත් ), 2( සාමාන්යයි ), 1( වැදගත් නැත )
* අවශ්යතාවය : 4( අත්යව ශ්යයි ), 3( අවශ්යයි ), 2( සාමාන්යයි ), 1( අවශ්ය නැත )

◌ී ◌්ෂ ණ අ◌ං
ස මක
ශය

ප ◌් ර ධ ◌ා
න ඒ කක

ව ◌ැ
ද ග ත ◌්කම

｡

අධ ◌් ය ◌ා
ප න ස ◌ං
ගණන ප◌
ළි ◌
බි ඳ න ◌
තී ◌ි

｡

අධ ◌් ය ◌ා
ප න ස ◌ං
ගණන ප◌
ළි ◌
බි ඳ ම◌ා
ර ◌්ග ෙ◌ෝ
ප ද ෙ◌
ශේන

◌ි ◌ා
හය
ස ◌ං
වධ
න ව ◌් ය ◌ු

｡

ේ ◌ං
◌ි ◌ා න
අධ ◌් ය ◌ා
ප න ස ◌ං
ඛ ◌් ය ◌ා
නය ෙ◌ස
වධ

පන
අධ ◌් ය ◌ා
ස ◌ං
ඛ ◌් ය ◌ා
නය ට

｡

ේ ◌ැ
◌ි මෙ◌
◌ී හ
◌ි ◌ා
අධ ◌් ය ◌ා
ප න ස ◌ං
ග ණ න ස ◌ැ
ලස ◌ු
ම◌් ක ර
කය
ව

◌ී මය
◌ි
◌ි
නත
ප ස ◌ු
බම

ව ◌් ය ◌ු
හය

◌ි ◌ා
◌ී ◌්ග ෙ◌
ස ම ◌්බ න ◌්ධ න ලධ
රන
｡ අධ ◌් ය ◌ාප න ස ◌ංග ණ න ස ම ◌්බ න ◌්ධ ස ම ◌කී ◌්ෂ ණ හ ◌ැක ◌යි ◌ාව
◌ි ◌ා ව ර ◌්ධ නය
හ ◌ැ
ක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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අව ශ ◌් ය ත ◌ා
වය

부록

ස ම◌
කී ◌්ෂ ණ අ◌ං
ශය

ප ◌් ර ධ ◌ා
න ඒ කක

｡

ව ◌ැ
ද ග ත ◌්කම

අව ශ ◌් ය ත ◌ා
වය

◌ි ණ ක ද ත ත
◌් ග බඩ ◌ා
අධ ◌් ය ◌ා
ප න ස ◌ං
ඛ ◌් ය ◌ා
න පරග
ව (DAT
න◌
රි ◌්ම◌ා
ණ ය ක◌
රි ◌
මී හ ◌ාප ව ත ◌්ව ◌ා
ග ෙ◌
න ය ◌ා
මෙ◌
හේ ◌ැ
◌ි ◌ා
කය
ව

ABASE)

｡

අධ ◌් ය ◌ා
ප න ස ◌ං
ඛ ◌් ය ◌ා
න ව◌
ශි ◌්ලෙ◌
ෂේ ණ ය

｡

ී ඇත ◌ි
අධ ◌් ය ◌ා
ප න ස ◌ං
ඛ ◌් ය ◌ා
නය න◌්හ ර හ ◌ාස ෙ◌ේව ◌ාස ◌ැ
ප ය◌
මට
◌ි ◌ා
හ ◌ැ
කය
ව

｡

ේ ◌ැ
◌ි ◌ා
◌ී හ
ව
කය
අධ ◌් ය ◌ා
ප න ස ◌ං
ඛ ◌් ය ◌ා
නය න◌් ය ෙ◌ො
ද ◌ා
ග ◌ැ
න මෙ◌

｡ EMIS

ී හේ ◌ැ
ක◌
රි ◌
මෙ◌
ක◌
යි ◌ා
ව

කළමන◌ා
කර ණ ය හ ◌ාප ව ත ◌්ව ◌ා
ග ෙ◌
න ය ◌ා
මෙ◌ේහ ◌ැ
ක◌
යි ◌ා

ව

｡ SDGs
｡

◌ී ේ හ ◌ැ
◌ි ◌ා
ස ◌ං
ව ර ◌්ධන ඉලක ◌්ක ස ප ◌ු
ර ◌ා
ග ◌ැ
න මෙ◌
කය
ව

ේ ◌
ි ◌ා
ී ප ◌ු
අධ ◌් ය ◌ා
ප න ස ◌ං
ග ණ න අ◌ං
ශ ය ෙ◌න
ලධ
ර◌
න◌්
හ ◌ු
ණ ◌ු
ව

 අවශ්යතා සමීක්ෂණය(2) : 「අධ්යාපන සංඛ්යානයන් ලබාගැනීම හා ඒවා පවත්වාෙගනයාම」
පහත වගුෙව් සමීක්ෂණයට අදාල අංශ අතුරින් ඔබ ආයතනයට එහි ඇති වැදගත්කම සලකාබලා ඊට ගැ
ලෙපන පරිදි (1, 2, 3, 4) ෙලසත් එහි අවශ්යතා වය සලකාබලා ඊට ගැලෙපන පරිදි (1, 2, 3, 4)
ෙලසත් අංක ෙයොදන්න.
* වැදගත්කම : 4( ඉතා වැදගත් ), 3( වැදගත් ), 2( සාමාන්යයි ), 1( වැදගත් නැත )
* අවශ්යතාවය : 4( අත්යව ශ්යයි ), 3( අවශ්යයි ), 2( සාමාන්යයි ), 1( අවශ්ය නැත )

ස ම◌
කී ◌්ෂ ණ අ◌ං
ශය

ප ◌් ර ධ ◌ා
න ඒ කක

｡
ස ◌ං
ගණන
ස ◌ං
ග ණ නය
◌ු ◌්
ස ◌ැ
ලස ම

◌ි ය
◌ි
ප ◌් ර ම ත

ස ◌ං
ගණන

｡

◌ී ස ◌ැ
අධ ◌් ය ◌ා
ප න ස ◌ං
ග ණ නය ට අද ◌ා
ල ද ත ◌්ත ලබ◌ා
ග ◌ැ
නම
ලස ◌ු
ම ◌්ක ◌ි
◌ී ණ ක ◌් ර මය ක◌්න ර
◌ි ◌්ම◌ා
අධ ◌් ය ◌ා
ප න ස ◌ං
ග ණ නය ෙ◌
වේ ර ◌්ග කර
ණය
◌ි ම
◌ී
කර

｡
ත ත ◌්ත ◌්ව ප ◌ා
ලනය

අධ ◌් ය ◌ා
පන

අව ශ ◌්
ය ත ◌ා
වය

◌ී
රම

යි
ද◌

ක◌
රි ◌
මී

ව ◌ැ
ද ග ත ◌්කම

(ප ◌ාස ල◌්ව ර ◌්ග කර
◌ී ණ ය ,

◌ි ය ය න◌්ව ර ◌්ග කර
◌ී ණ ය ය න◌ා
වෂ

)

ී
අධ ◌් ය ◌ා
ප න ස ◌ං
ග ණ නය ෙ◌පේ ◌් ර ම ◌
ති ◌
යි ම◌ැ
න◌
මට
ම◌
නි ◌ු
ම ◌්ද ණ ◌්ඩක ◌්
න◌
රි ◌්ම◌ා
ණ ය ක◌
රි ◌
මී

｡

අධ ◌් ය ◌ා
ප න ස ◌ං
ග ණ න ප ◌් ර ම ◌
ති ◌ිකළමණ ◌ා
කර න ව ◌
ධි ◌ි(ද ත ◌්ත
ේ
,
)
◌
◌්
ී
ව ◌ා
ව
ලබ◌ා
ග ◌ැ
න ම ද ත ත ස ෙ◌

｡

ි
ළද ර ◌ු අධ ◌් ය ◌ා
ප නය ස හ ද ◌
වි ◌ා ස ◌ු
ර ◌ැ
ක ◌ු
ම◌් අධ ◌් ය ◌ා
ප නය ප ◌
ළි ◌
බ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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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ෂ ණ අ◌ං
ස මක
ශය

ප ◌් ර ධ ◌ා
න ඒ කක
◌ී හ ◌ා ඒ ව ◌ා
◌ි ◌ු
ස ◌ං
ඛ ◌් ය ◌ා
නය න◌් ප ව ත ◌්ව ◌ා
ග ◌ැ
නම
ය ෙ◌වේ ◌ැ
ඩ ද◌ිය
ණ ◌ු
ව

｡

කි ප ◌ා
ස ල◌්ව ලට අද ◌ා
ල ස ◌ං
ඛ ◌් ය ◌ා
ග ◌ැ
න ◌ී
ප ◌් ර ◌ා
ථම ◌
නය න◌්ප ව ත ◌්ව ◌ා
ේ
◌
◌
◌ු
◌ු
ි
ි
ම හ ◌ා ඒ ව ◌ා
ය ෙ◌ව ◌ැ
ඩද ය ණ ව

｡

◌ි ය
◌ි ප ◌ා
◌ී හ ◌ා
ද ◌්ව ත
ස ල◌්ව ලට අද ◌ා
ල ස ◌ං
ඛ ◌් ය ◌ා
නය න◌්ප ව ත ◌්ව ◌ා
ග ◌ැ
නම
◌ි ◌ු
ඒ ව ◌ා
ය ෙ◌වේ ◌ැ
ඩ ද◌ිය
ණ ◌ු
ව

｡

◌ී හ ◌ා
උස ස ◌්ප ◌ා
ස ල◌්ව ලට අද ◌ා
ල ස ◌ං
ඛ ◌් ය ◌ා
නය න◌් ප ව ත ◌්ව ◌ා
ග ◌ැ
නම
ඒ ව ◌ා
ය ෙ◌වේ ◌ැ
ඩ◌
දි◌
යි ◌ු
ණ ◌ු
ව

｡

◌් නය න ◌්ට අද ◌ා
ව ◌ෘත ◌්ත ◌
යී ප ◌ු
හ ◌ු
ණ ◌ුමධ ◌් ය ස ථ◌ා
ල ස ◌ං
ඛ ◌් ය ◌ා
නය න◌්ප
◌ී හ ◌ා ඒ ව ◌ා
◌ි ◌ු
ව ත ◌්ව ◌ා
ග ◌ැ
නම
ය ෙ◌වේ ◌ැ
ඩ ද◌ිය
ණ ◌ු
ව

｡

◌ී
ව◌
ශි ◌්ව ව ද◌ි◌් ය ◌ා
ල ව ලට අද ◌ා
ල ස ◌ං
ඛ ◌් ය ◌ා
නය න◌්ප ව ත ◌්ව ◌ා
ග ◌ැ
නම
◌ි ◌ු
හ ◌ා ඒ ව ◌ා
ය ෙ◌වේ ◌ැ
ඩ ද◌ිය
ණ ◌ු
ව

｡

ය ◌ා
වජ ◌
වී අධ ◌් ය ◌ා
ප නය ට අද ◌ා
ල ස ◌ං
ඛ ◌් ය ◌ා
නය න◌්ප ව ත ◌්ව ◌ා
ග ◌ැ
න ◌ී
ේ
◌
◌
◌ු
◌ු
ි
ි
ම හ ◌ා ඒ ව ◌ා
ය ෙ◌ව ◌ැ
ඩද ය ණ ව

｡

ව ෙ◌
න ත ◌් කර ◌ු
ණ ◌ු

｡

◌ි බ
◌ි ඳ ස ◌ං
ප ◌ා
ස ල◌්ප ළ
ඛ ◌් ය ◌ා
නය න◌්ප ව ත ◌්ව ◌ා
ග ෙ◌
න ය ◌ා
ම හ ◌ාඒ ව ◌ා
ය ෙ◌ේ

මට ◌්ට මට අන ◌ු
ව
ස ◌ං
ග ණ නය

අන ◌්ත ර ◌්ග ත ය

◌ි ◌ු
ව ◌ැ
ඩ ද◌ිය
ණ ◌ු
ව

｡

ශ◌
ෂි ◌් ය ය න ◌්ට අද ◌ා
ල ස ◌ං
ඛ ◌් ය ◌ා
නය න◌්ප ව ත ◌්ව ◌ා
ග ෙ◌
න ය ◌ා
ම හ ◌ාඒ
◌ි ◌ු
ව ◌ා
ය ෙ◌වේ ◌ැ
ඩ ද◌ිය
ණ ◌ු
ව

එ ක◌් එ ක ◌්
ේ ව න ◌්ට අන ◌ු
ත ෙ◌
ම◌ා
ව
ස ◌ං
ග ණ නය

｡

◌ි බ
◌ි ඳ ස ◌ං
ග ◌ු
ර ◌ු
ව ර ◌ු
න◌්ප ළ
ඛ ◌් ය ◌ා
නය න◌්ප ව ත ◌්ව ◌ා
ග ෙ◌
න ය ◌ා
ම හ ◌ාඒ ව ◌ා
◌ි ◌ු
ය ෙ◌වේ ◌ැ
ඩ ද◌ිය
ණ ◌ු
ව

｡

ප ◌ා
ස ල◌්අධ ◌් ය ය න ප ට ◌
පි ◌ා
ට◌
යි ස ම ◌්බන ◌්ධ ස ◌ං
ඛ ◌් ය ◌ා
නය න◌්ප ව ත ◌්
ේ
◌
◌
◌ු
◌ු
ි
ි
ව ◌ා
ග ෙ◌
න ය ◌ා
ම හ ◌ා ඒ ව ◌ා
ය ෙ◌ව ◌ැ
ඩද යණ ව

｡

◌ි බඳ
◌ි ස ◌ං
ත ෙ◌ො
ර ත ◌ු
ර ◌ුත ◌ා
ක ◌්ෂ ණ ය ප ළ
ඛ ◌් ය ◌ා
නය න◌්ප ව ත ◌්ව ◌ා
ග ෙ◌
න ය ◌ා
◌ි ◌ු
ම හ ◌ා ඒ ව ◌ා
ය ෙ◌වේ ◌ැ
ඩ ද◌ිය
ණ ◌ු
ව

｡

◌ි බඳ
◌ි
අධ ◌් ය ◌ා
ප න ම ◌ු
ල◌් ය මය ත ත ◌්ව ය න◌්ප ළ
ස ◌ං
ඛ ◌් ය ◌ා
නය න◌්ප ව
ත ◌්ව ◌ා
ග ෙ◌
න ය ◌ා
ම හ ◌ා ඒ ව ◌ා
ය ෙ◌වේ ◌ැ
ඩ◌
දි◌
යි ◌ු
ණ ◌ු
ව

ද ත ◌්ත
◌ී ේ
ලබ ◌ා
ග ◌ැ
න මෙ◌
මෙ◌
ව ලම ◌්

ස ◌ං
ග ණ යට
අද ◌ා
ලද ත ◌්ත
◌ි ම
◌ී
එ කත ◌ු ක ර

ි ස ◌ං
අධ ◌් ය ◌ා
ප න ප හ ස ◌ු
කම◌්ප ◌
ළි ◌
බඳ
ඛ ◌් ය ◌ා
නය න◌්ප ව ත ◌්ව ◌ා
ග ෙ◌
නය
◌ි ◌ු
◌ා
ම හ ◌ා ඒ ව ◌ා
ය ෙ◌වේ ◌ැ
ඩ ද◌ිය
ණ ◌ු
ව

｡

ව ෙ◌
න ත ◌් කර ◌ු
ණ ◌ු

｡

ද ත ◌්ත ලබ ◌ා
ග ◌ැ
න◌
මී ස ඳහ ◌ාඅව ශ ◌් ය ප ◌් ර ශ ◌්න◌ා
ව ල◌ින ◌
රි ◌්ම◌ා
ණය

｡

◌ී ◌්ෂ ණ ව ලට අද ◌ා
◌ි ◌්ම◌ා
ද ත ◌්ත ස ම ක
ල ම◌ා
ර ◌්ග ෙ◌ෝ
ප ද ෙ◌
ශ ේ නර
ණය

｡

ේ ◌් ර මය
◌ී ක
ද ත ◌්ත ස ට හ න◌් කර ග ◌ැ
න මෙ◌

｡

ප ෙ◌ො
ද ◌ුප ර ◌
ගි ණ ක ද ත ◌්ත ග බඩ◌ා
ව ක◌්(Database) හ ර හ ◌ාද ත ◌්ත
එ ක ◌්ර ◌ැ
ස ◌්කර ග ◌ැ
න◌
මී

ද ත ◌්ත
ලබ ◌ා
ග න ◌්න◌ා
ආක◌ා
රය

266

｡

｡ EMIS

◌ී
හ ර හ ◌ා ද ත ◌්ත එ ක ◌්ර ◌ැ
ස ◌්කර ග ◌ැ
නම

｡

ව ෙ◌
බ ◌් අඩව ◌
යි ක◌් හ ර හ ◌ා ද ත ◌්ත එ ක ◌්ර ස ◌්කර ග ◌ැ
න◌
මී

｡

ව ෙ◌
න ත ◌් කර ◌ු
ණ ◌ු

ව ◌ැ
ද ග ත ◌්කම

අව ශ ◌්
ය ත ◌ා
වය

부록

◌ී ◌්ෂ ණ අ◌ං
ස මක
ශය

ප ◌් ර ධ ◌ා
න ඒ කක

ද ත ◌්ත න◌ැ
වත
පර◌
කි ◌්ෂ ◌ා
ව

අව ශ ◌්

ව ◌ැ
ද ග ත ◌්කම

｡

ද ත ◌්ත න◌ැ
වත ප ර◌
කි ◌්ෂ ◌ා කර ග න ◌්න◌ා ක ◌් ර ◌
යි ◌ා ප ◌
ළි ◌
වි ෙ◌
ල

｡

◌ි ◌්ෂ ◌ාකර ග න◌්න◌ාආක◌ා
ද ත ◌්ත න◌ැ
වත ප රක
රය

ය ත ◌ා
වය

(එ ක◌්එ ක◌්ක◌ාලව

◌ී ◌්ෂ ◌ා
◌ි මෙ◌
◌ී
◌ී න ◌්, අන ◌්ත ර ◌්ග ත කර ◌ු
ණ ◌ුප ර ක
කර
කව ◌ා
න◌ුස ස ඳ◌ාබ◌ැ
ලමෙ◌
◌ි මත
◌ි ◌්භ ◌ා
◌ී ◌්ෂ ◌ා
◌ි මෙ◌
◌ී න ◌් )
වය ප රක
කර
න ◌්, ව ධ

◌ි ණ ක ද ත ◌්ත
පරග

｡

- ස◌ංඛ ◌් ය◌ාන සටහ න◌්කර ග න◌්න◌ාවග ◌ුක◌් ර මයට (කඩද ◌ාස◌වල
)
ි
- Excel ක ◌් ර මය ට
ේ ◌් ර මයට
- ස ◌ංඛ ◌් ය◌ාන ව ග ◌ුව ක ප ර ◌ගි ණ ක ද ත ◌්ත ග බඩ◌ාක◌රි ◌මෙ◌
ී ක

ග බ ඩ ◌ා
ව
න◌
රි ◌්ම◌ා
ණය
කර ග න ◌්න◌ා
ආක◌ා
රය

ද ත ◌්ත ග බඩ ◌ා කර ග න ◌්න◌ා ආක◌ා
රය

｡

ද ත ◌්ත කළමන◌ා
කර ණ ය කර ග න ◌්න◌ා ආක◌ා
රය

 අවශ◌්යතාසමීක්ෂණය(3) : 「අධ්යාපන සංඛ්යානයන් හරහා සපයන ෙසේ වාවන් හා ඒවාෙය් භාවිතය」
පහත වගුෙව් සමීක්ෂණයට අදාල අංශ අතුරින් ඔබ ආයතනයට එහි ඇති වැදගත්කම සලකාබලා ඊට ගැ
ලෙපන පරිදි (1, 2, 3, 4) ෙලසත් එහි අවශ්යතා වය සලකාබලා ඊට ගැලෙපන පරිදි (1, 2, 3, 4)
ෙලසත් අංක ෙයොදන්න.
* වැදගත්කම : 4( ඉතා වැදගත් ), 3( වැදගත් ), 2( සාමාන්යයි ), 1( වැදගත් නැත )
* අවශ්යතාවය : 4( අත්යව ශ්යයි ), 3( අවශ්යයි ), 2( සාමාන්යයි ), 1( අවශ්ය නැත )

සමීක්ෂණ අංශය
ස ◌ං
ඛ ◌් ය ◌ා
න
◌ි ◌්ලෙ◌
වශ
ෂ ේණ ය

ව◌
ශි ◌්ලෙ◌
ෂේ ණ ය
◌් ආක◌ා
කර ග න න◌ා
රය

පධාන ඒකක
｡ සංඛ්යාන විශ්ෙල්ෂණය කරගන්නා ආක
◌ා
රය
｡

ේ සප ය
අධ ◌් ය ◌ා
ප න ස ◌ං
ඛ ◌් ය ◌ා
න හ ර හ ◌ාස ෙ◌
ව ◌ා

｡
｡

ස ◌ං
ඛ ◌් ය ◌ා
න ත ෙ◌ො
ර ත ◌ු
ර ◌ු ඇත ◌ු
ලත ◌්ප ෙ◌ො
ත ◌්හ ර හ ◌ා

වැදගත්කම

අවශ්යතාවය

න ආක◌ා
රය
ස ෙ◌වේ ◌ා ස ප ය න
ේ ස ◌ැ
◌ී
ස ෙ◌
ව ◌ා
ප යම

ආක◌ා
රය

ව ෙ◌
බ ◌් අඩ ව ◌ි

නව ල
ස ◌ං
ඛ ◌් ය ◌ා
ය ෙ◌ො
ද ◌ා
ග ◌ැ
න◌
මී

ි ක ◌් ර මය ට
ඔ න ◌්ලය ◌
න◌්

ස ◌ං
ඛ ◌් ය ◌ා
නව ල ය ෙ◌ො
ද ◌ා
ග ◌ැ
න◌
මී

｡

අන ◌්ත ර ◌්ජ ◌ා
ලය හ ෙ◌ෝ
ව ෙ◌
බ ◌් අඩ ව ◌ිහ ර හ ◌ා
◌ි ස ෙ◌වේ ය හ ර හ ◌ා
මෙ◌ො
බය ල◌්

ව ෙ◌
බ ◌්අඩව ◌
යි ක◌්න◌
රි ◌්ම◌ා
ණ ය ක◌
රි ◌
මී හ ◌ාඑය ප
ව ත ◌්ව ◌ා
ග ෙ◌
න ය ◌ා
ම

｡
｡
｡
｡

◌ී
අධ ◌් ය ◌ා
ප න ස ◌ං
ඛ ◌් ය ◌ා
න ය ෙ◌ො
ද ◌ා
ග ◌ැ
නම
◌ි ත ◌්ත ◌ිප හ
◌ි ට
◌ි ◌ු
◌ී ස ඳහ ◌ා
ප ◌් ර ත ප
වම
ප ර ◌්ය ෙ◌
ෂ ේ ණ ස ඳහ ◌ා
ව◌
වි ◌
ධි ව ◌
ද ි ෙ◌
ශේ◌
යී

ආය ත න , ස ◌ං
ව◌
ධි ◌ා
න ස ඳහ ◌ා

ස ◌ං
ඛ ◌් ය ◌ා
න ත ෙ◌ො
ර ත ◌ු
ර ◌ු ස ◌ැ
ප ය◌
මී

｡

මහ ජ නත ◌ා
ව ට අධ ◌් ය ◌ා
ප න ස ◌ං
ඛ ◌් ය ◌ා
න ත ෙ◌ො
ර
ත ◌ු
ර ◌ු ස ◌ැ
ප ය◌
මී

-

ර ය ක◌
රි ◌
මී
හ ◌ා ප ◌් ර ච ◌ා

ව ෙ◌
න 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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සමීක්ෂණ අංශය

පධාන ඒකක
｡
｡

අධ ◌් ය ◌ා
ප න ද ර ◌්ශ ක

වැදගත්කම

අවශ්යතාවය

අධ ◌් ය ◌ා
ප න ද ර ◌්ශ ක න ◌
රි ◌්ම◌ා
ණ ය ක◌
රි ◌
මී
අධ ◌් ය ◌ා
ප න ස ◌ං
ඛ ◌් ය ◌ා
න ස◌
ති ◌
යි මක◌් න◌
රි ◌්ම◌ා
ණ
ය ක◌
රි ◌
මී

දත්ත
කැටිෙකොට
ගැනීම

｡

◌ි ◌්ච ත
◌ි ප ◌ා
ය ම◌්නශ
සල◌්ව ල ස◌ං
ග ණ නයන◌්සඳහ ◌ා

◌ි ෙ◌ෂේ ත
◌ි අර ම ◌ු
වශ
ණ ◌ු
◌්
ස ඳහ ◌ා ය ෙ◌ො
ද ◌ා
ග න න◌ා

｡

ප ◌් ර ◌ා
ද ෙ◌
ශේ◌
යී ස ◌ං
ග ණ නය න◌් ස ඳහ ◌ා (නග ර ,

න
ස ◌ං
ඛ ◌් ය ◌ා

｡

ස ◌්ත ◌් ර ◌ීප ◌ු
ර ◌ු
ෂ ස ◌ං
ග ණ නය න◌් ස ඳහ ◌ා

｡

ව ෙ◌
න ත ◌් ස ◌ං
ග ණ නය න◌් ස ඳහ ◌ා

)
ද◌
සි ◌්ත ◌් ර ◌
කි ◌්, ප ළ◌ා
ත ◌් ස ◌ං
ග ණ නය න◌් ස ඳහ ◌ා

 අවශ්යතා සමීක්ෂණය(4) : 「SDGs අධ්යාපන දර්ශක」

පහත වගුෙව් සමීක්ෂණයට අදාල අංශ අතුරින් ඔබ ආයතනයට එහි ඇති වැදගත්කම සලකාබලා ඊට ගැ
ලෙපන පරිදි (1, 2, 3, 4) ෙලසත් දත්ත එක්රැස් කරගැනීමට ඇති හැකියාව ගැන සලකා බලා (ඔව්, නැහ
◌ැ
) ෙලසත් සටහන් කරන්න
* වැදගත්කම : 4( ඉතා වැදගත් ), 3( වැදගත් ), 2( සාමාන්යයි ), 1( වැදගත් නැත )
* දත්ත එක්රැස් කරගැනීමට හැකියාවක් ඇති නැති බව ( ඇත, නැත )

Target 4
(අධ්යාපනය)

දර්ශකය
｡
4.1.1

ි අව ම
ගණ◌
ති ය හ ◌ා මව ◌්බ ස ව ◌
ෂි ය න◌් ව ල◌
න◌්

◌ි ල◌ුප ◌ා
ල◌ං
ක◌ා
ව ෙ◌සේ ය
ස ල◌්ව ලට අද ◌ා
ල කර ග ත හ ◌ැ
ක◌ප
ි ෙ◌ො
◌ී ක◌් ර මය ක භ ◌ා
◌ි ය
ද ◌ුඇග ය ම◌්
වත

4.1.2

ප නය
අධ ◌් ය ◌ා

｡
4.1.3

(ප ◌් ර ◌ාථම ක
◌ි

ේ ස ◌ා
එක◌්එක◌්ප ◌ා
ස ල◌්මට ◌්ටමෙ◌
අව
න ව ස ර ද ක◌්ව ◌ාස මත ◌්ව
(ප ◌් ර ◌ාථම ක
◌ි ත ය
◌ි ප ◌ා
◌ි ◌ු
ස ල◌්මට ◌්ට
න සස
න◌්ග ෙ◌
පේ ◌් ර ත ශ
◌ි ය
◌ි ක
◌ි ප ◌ා
සල◌්ම ට ◌්ටම , උස ස◌් ප ◌ා
සල◌්ම ට ◌්ටම
ම , ද ◌්ව ත

｡
4.1.4

)

එ ක◌්ප ◌ා
ස ල◌්මට ◌්ට මක◌්අව ස න◌්කර න ස ◌
සි ◌ු
න ◌්ග ෙ◌
පේ ◌් ර ත ◌ි
ශ තය

(ප ◌් ර ◌ාථම ◌කි

ප ◌ා
ස ල◌්මට ◌්ට ම , ද ◌්ව ◌
ති ◌
යි ◌
කි ප ◌ා
ස ල◌්

ස ල◌් මට ◌්ට ම
මට ◌්ට ම , උස ස ◌් 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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හ ◌ාඑ ය ප ව ත ◌්ව ◌ා
ග ෙ◌

◌ි
ප ◌ා
ස ල◌්මට ◌්ට මෙ◌
න ◌්, ප ◌් ර ◌ා
ථම ක
ේ ස ◌ා
◌ි ය
◌ි ක
◌ි ප ◌ා
◌ේ ී ද ◌්ව ත
ස ල◌්අව ස ◌ා
න ව
ප ◌ා
ස ලෙ◌
අව
න ව ස ර ෙ◌
ද,
ස ර ෙ◌
ද ◌ේ ී )

න ය ◌ා
ම

Target 4.1.
ද ◌්ව ◌
ති ◌
යි ◌
කි ප ◌ා
ස ල◌්

කඩ ය ◌
මි ◌්

ථම ◌
කි හ ◌ාද ◌්ව ◌
ති ◌
යි ◌
කි ප ◌ා
ස ල◌්
ලක ◌ු
ණ ◌ුලබ ◌ා
ග න ◌්න◌ාප ◌් ර ◌ා
ේ
◌
◌
◌ු
◌්
◌්
ි
ි
ස ස න ග ෙ◌ප ර ත ශ ත ය

｡

◌ි හ ◌ා
ප ◌් ර ◌ා
ථම ක

වැදගත්කම

)

දත්ත
එක්රැස්කරගැනීෙම්
හැකියාව

부록

Target 4
(අධ්යාපනය)

දර්ශකය
｡
4.1.5

(ප ◌් ර ◌ාථම ◌කි ප ◌ාස ල◌්මට ◌්ටම ,
ස ල◌් මට ◌්ට ම )
ට ම , උස ස ◌් ප ◌ා

4.1.6

දත්ත
එක්රැස්කරගැනීෙම්
හැකියාව

◌ු න◌්ග ෙ◌
◌ි ත
ප ◌ා
ස ල◌්අධ ◌් ය ◌ා
ප නය නෙ◌ො
ලබන ද ර ව
පේ ◌් ර ත ශ
ය

｡

වැදගත්කම

ද ◌්ව ◌
ති ◌
යි ◌
කි ප ◌ා
ස ල◌්මට ◌්

ේ ස න◌්ව ස ර ස මත ◌්ව ◌
ී නෙ◌ො
ප ◌ා
ස ලෙ◌
අව
මට
හ ◌ැ
ක◌
වි න ◌
යි ම ◌
ති
ේ
(
◌
◌්
◌ු
◌්
◌්
◌
◌්
ි
ි
ව ය ස ◌්ස ම◌ා
ව ඉක මව ◌ූද ර ව න ග ෙ◌
ප ර ත ශ ත ය ප ර ◌ා
කි ප ◌ා
ස ල◌්මට ◌්ට ම , උස
යි ◌
ති ◌
කි ප ◌ා
ස ල◌්මට ◌්ටම , ද ◌්ව ◌
ථම ◌
ස ◌් ප ◌ා
ස ල◌් මට ◌්ට ම

｡
4.1.7
｡
4.2.1

)

◌ි ම ත
◌ි න ද◌ිහ ස ◌්අධ ◌් ය ◌ා
◌ි ව
නය
ප නය ලබ◌ා
ද ෙ◌
න ක◌ා
ල ස ම◌ා
◌ි ◌ා
හ ◌ාඅනව
ර ◌්ය

◌ි ය ත
◌ු ◌ුක◌ා
◌ි ව
අධ ◌් ය ◌ා
ප නය ල◌ැ
බය
ල ස ම◌ා

(ප ◌් ර ◌ාථම ක
◌ි
ම )

◌ි ය
◌ි ක
◌ි ප ◌ා
ප ◌ා
ස ල◌්මට ◌්ට ම , ද ◌්ව ත
ස ල◌්මට ◌්ට

◌ි ස ෙ◌ෞ
◌ි හ ◌ා
ළද ර ◌ු
ව න◌්අත ර න◌්
ඛ ◌් ය ◌ා
ත ◌්මක, අධ ◌් ය ◌ා
ප නක
◌ි ද
මනෙ◌ෝ
ස ම◌ා
ජ ස ◌ං
ව ර ◌්ධනය ය හ ප ත ◌්ත ත ◌්ව ය ෙ◌
පේ ව ත න
◌ි ත ය
ර ◌ු
ව න ◌්ග ෙ◌පේ ◌් ර ත ශ

｡
4.2.2
Target 4.2.
ළද ර ◌ු ප ◌ා
ස ල◌්
අධ ◌් ය ◌ා
ප නය

ප නය ස ඳහ ◌ාය ෙ◌ො
ම ◌ු
ව න ළද ර ◌ු
න◌ැ
ත හ ෙ◌ො
ත ◌්ළද ර ◌ුඅධ ◌් ය ◌ා
ව න ◌්ග ෙ◌ේ ප ◌් ර ත ◌
ශි ත ය

｡
4.2.3
4.2.4

◌ී ට ප ෙ◌
ප ◌ා
ස ලට ඇත ◌ු
ල◌්ව ම
ර ප ෙ◌
ර ප ◌ා
ස ල◌්අධ ◌් ය ◌ා
ප නය

අව ◌ු
ර ද ◌ු 5 හ ෙ◌ෝ
ඊ ට ව ඩ ◌ා අඩ ◌ු ව ය ස ◌් ද ර ◌ු
ව න◌් අත ◌ු
ර◌
නි ◌්
ප නය ට හ ◌
ති ක◌ා
ම◌ී ය හ ප ත ◌් ප ව ◌ු
ල◌් ප ර ◌
සි ර ය ක
අධ ◌් ය ◌ා
ේ
◌ු
◌ු
◌්
◌්
◌
ි
ද ◌ීව ◌ැ
ඩ ණ ◌ු ද ර ව න ග ෙ◌ප ර ත ශ ත ය
හ ◌ැ

｡

ප ෙ◌
ර ප ◌ා
ස ල◌් අධ ◌් ය ◌ා
ප නය ලබන ද ර ◌ු
ව න◌්ග ෙ◌
පේ ◌් ර ත ◌
ශි

｡

න◌
තී ◌
යි ෙ◌
න◌්න◌
යි ම ව ◌ඇත
◌අන
වි ◌ා
ර ◌්ය
ී
ි ◌

තය

4.2.5

ද ෙ◌
න ප ෙ◌
ර
ප නය ලබ◌ා

｡
Target 4.3.
උස ස ◌්

◌ී
හ ◌ා ය ◌ා
වජ ව

4.3.1

ප නය
අධ ◌් ය ◌ා

4.3.2
4.3.3
4.4.1

Target 4.4.

◌ි ව ස ර ත ◌ු
◌ි මත
◌ි ◌්හ ෙ◌ෝ
◌ි මත
◌ි ◌්අධ ◌් ය ◌ා
ප ස ◌ු
ගය
ල වධ
අව ධ
පන
◌ු ◌ු
◌ී ව ◌ැ
ය ල◌ැ
බ◌ූහ ෙ◌ෝප ◌ු
හණ
ව ම◌්
ඩස ට හ න◌්ස ඳහ ◌ාස හ භ ◌ා
ග ◌ී
◌ි ත ය (ග ◌ැ
◌ි ◌ු
◌ි ට
◌ි ය
◌ි න ◌්ග ෙ◌පේ ◌් ර ත ශ
හ ◌ැ
ව ◌ූස ස
න ◌්ග ෙ◌හේ ◌ාව ◌ැ
ඩහ

ප නය ,
අධ ◌් ය ◌ා
◌ී ප ◌ු
ව ◌ෘත ◌්ත ය
හ ◌ු
ණ ◌ු
ව

｡

ි ි ක◌ා
රි ◌
ම◌
ණ ◌්ඩ අන ◌ු
ව )
ණ ◌ු ප ◌
◌ි ◌ු
උස ස ◌්ප ◌ා
ස ල◌්ව ල අධ ◌් ය ◌ා
ප නය ලබ න ස ස
න ◌්ග ෙ◌
පේ ◌් ර
◌ි ත ය
තශ

｡ 15-24

◌ි ව ◌ෘත ◌්ත ය
◌ී
ත ◌්ව ය ස ◌්ක◌ා
ණ ◌්ඩ අත ර න◌්

ප ◌ු
හ ◌ු
ණ ◌ු

◌ි ත ය
ග ◌ීව න ප ◌් ර ත ශ
ව ◌ැ
ඩ ස ට හ න◌් ස ඳහ ◌ා ස හ භ ◌ා

｡

ත ෙ◌ො
ර ත ◌ු
ර ◌ු ත ◌ා
ක ◌්ෂ ණ භ ◌ා
ව◌
ති ◌ා කළ හ ◌ැ
ක◌ිත ර ◌ු
ණ හ ◌ා

｡

ශි ත ය
ව ◌ැ
ඩ◌
හි ◌
ටි ◌ිප ◌් ර ත ◌
අව ම මට ◌්ටමෙ◌
ඩේ ◌
ජි ◌
ටි ල◌්ස ◌ා
ක ◌්ෂ ර ත ◌ා
ව ය (ප ර ◌
ගි ණ ක, ජ ◌ං

4.4.2

ග ම ද ◌ු
ර කථන භ ◌ා
ව◌
ති හ ◌ැ
ක◌
යි ◌ා
ව

ත ෙ◌ො
ර ත ◌ු
ර ◌ු

ය න◌ා
ද ◌)
ී ලබ◌ාඇත ◌ි

ශි ත ය
ත ර ◌ු
ණ හ ◌ා ව ◌ැ
ඩ◌
හි ◌
ටි ◌ිප ◌් ර ත ◌

｡

ත ◌ා
ක ◌්ෂ ණ ය

ි ි අය අත ර ◌
ි ව ◌ැ
ත ර ◌ු
ණ ත ර ◌ු
ණ◌
යි න◌්හ ◌ාව ◌ැ
ඩ◌
හි ◌
ට◌
න◌්
ඩ◌
හි ◌ි
◌ි ත ය ( ව ය ස ◌්
ප නය ව ෙ◌
ත ය ෙ◌ො
ම ◌ු
ව න ප ◌් ර ත ශ
ට◌අධ
ි ◌් ය ◌ා
◌් , ර ◌ැ
◌ි ◌ාඇත ◌හ
◌
◌
◌ි අය , අධ ◌්
ි
ි
ක◌ා
ණඩ
කය
◌ා
ර
◌ැ
ක
ය
◌ා
ව
ර
හ
ත
ි

4.4.3

ය ◌ා
ප න මට ◌්ට ම◌් ව ලට අන ◌ු
ව

Target 4.5.

ප ෙ◌
ර ප ◌ා
ස ල◌්අධ ◌්

(නද◌ිහ ස ◌්අධ ◌් ය ◌ා
◌ි ව )
ප ◌ා
ස ල◌් ක◌ා
ල ස ම◌ා

◌ි ය ◌ු
◌ි ව
ය ◌ා
ප නය ල◌ැ
බය
ත ◌ුව ස ර ස ම◌ා

4.5.1

｡

)

ස ◌ෑ
ම අධ ◌් ය ◌ා
ප න ද ර ◌්ශ කය කට ම අද ◌ා
ලව ස ම◌ා
න◌ා
ත ◌්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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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4
(අධ්යාපනය)

දර්ශකය

වැදගත්කම

◌ි ◌ා
ත ◌ා
ව ය ෙ◌
දේ ර ◌්ශ කය න◌්ක ◌් ර ය
ත ◌්මකව න ආක◌ා
රය

/පී ◌ුර ◌ුෂ , ග ◌් ර ◌ාම ◌යී
ර◌

/

(ස ◌්ත ◌්

/ී
න◌ා
ගර◌
කි , අඩ◌ුඅද ◌ා
ය ම◌්ල◌ා
භ◌

අද ◌ා
ය ම◌් ල◌ා
භ ◌ීය න◌ා
ද ◌ීව ශ ය ෙ◌
න ◌්)
◌්
◌
◌්
◌
ි
ි
ප ර ◌ා
ථම ක ප ◌ා
ස ල◌්ව ල මව බ ස න◌් අධ ◌් ය ◌ා
ප නය ලබ
ව ◌ැ
ඩ ◌ි

4.5.2
ස ම◌ා
න◌ා
ත ◌්
මත ◌ා
වය

｡

න ස◌
සි ◌ු ප ◌් ර ත ◌
ශි ත ය

｡
4.5.3

අඩ◌ුඅද ◌ා
ය ම◌්ල◌ා
භ ◌ප
රි ◌
සි ◌් හ ෙ◌ෝ
හ ◌ැ
ක◌
යි ◌ා
ව ක◌් න◌ැ
ත ◌අය
ී ◌
ි
ප න ව ර ප ◌් ර ස ◌ා
ද හ ◌ාස ම ◌්ප ත ◌්බෙ◌
ද ◌ී
ව ෙ◌
න◌ු
ව ෙ◌
න ◌්අධ ◌් ය ◌ා
◌ි ත ◌්ත ◌ිස ◌ැ
කස ◌ීඇ ත ◌
ද ි ය න ◌්න
ය ◌ා
ම ව ෙ◌
න ◌ු
ව ෙ◌
න ◌් ප ◌් ර ත ප

｡
4.5.4

◌ි ◌ු
එක◌්එක◌්ස ස
වෙ◌
ක◌්වෙ◌
න◌ු
වෙ◌
න◌් ව ෙ◌
න◌්ව◌ඇත
◌අධ
ප
ී
ි ◌් ය◌ා
◌ි ව
◌ි ◌ැ
න පර
ය

(අධ ◌් ය ◌ාප න

මට ◌්ටමට හ ◌ාම ◌ු
ල◌් ය මය ආධ

ව)
◌ා
ර ස ප ය න ක ◌් ර මය ට අන ◌ු

4.5.5
Target 4.6.
ස ◌ා
ක ◌්ෂ ර ත ◌ා
වය
හ ◌ා
අ◌ං
ක ග ණ නය

4.6.1
4.6.2
4.6.3

｡

අඩ ◌ුඅද ◌ා
ය ම◌් ල◌ා
භ ◌ීර ට ව ල◌් ව ෙ◌
න ◌ු
ව ෙ◌
න ◌් ව ෙ◌
න ◌් ව ◌ී ඇත ◌ි

｡

අධ ◌් ය ◌ා
ප න ආධ◌ා
ර ව ල ප ◌් ර ත ◌
ශි ත ය
ේ ම ස ◌ා
◌ි ◌ා
ස ◌ා
ක◌්ෂ ර ත ◌ා
ව ය හ ◌ාඅ◌ං
ක ග ණ න හ ◌ැ
කය
ව ෙ◌
අව
ධ

｡

න මට ◌්ට මට ප ◌ැ
ම◌
ණි ඇත ◌ිප ◌් ර ත ◌
ශි ත ය
◌ි ට◌
◌ි ප
◌ි ස
◌ි ෙ◌ේනර
◌ි ක◌්ෂ ර ත ◌ාප ◌් ර ත ශ
◌ි ත ය
ත ර ◌ු
ණ හ ◌ාව ◌ැ
ඩහ
ි ර

｡

ස ◌ා
ක ◌්ෂ ර ත ◌ා
ව ය ඇත ◌
කි ◌
රි ◌
මී ස ඳහ ◌ා ව ෙ◌
න ◌්ව ◌ු
ණ ◌ු ව ◌ැ
ඩසට
ි ප
ශි ත ය
හ න◌්සඳහ ◌ායෙ◌ො
ම ◌ු
ව න ත ර ◌ු
ණ හ ◌ාව ◌ැ
ඩ◌
හි ◌
ට◌
ි ◌් ර ත ◌

｡

◌ී ප ◌ු
ග ෙ◌ෝ
ලය
ර ව ◌ැ
ස ◌අධ
ප නය , ස ◌්ත ◌් ර ◌ප
ර ◌ු
ෂ ස ම◌ා
න
ි ◌් ය ◌ා
ී ◌ු
◌ි ව
◌ි ◌ා
◌ි
◌ි ස ◌ා
ත ◌්ව ය හ ◌ාම◌ා
නව අය ත
ස කම◌්
යන තර
ර ස ◌ං
ව ර ◌්ධ
◌ි
ප නය ස ◌ෑ
ම මට ◌්ටකම ක◌් ර ය
නය උද ෙ◌
ස ◌ාව න අධ ◌් ය ◌ා

4.7.1

◌ා
ත ◌්මක

ණය
ව න ප ◌් ර ම◌ා

(අධ ◌් ය ◌ාප න

◌ි ත ◌්ත ◌ි
ප ◌් ර ත ප

,ී
◌ි ◌ා
◌ි ත ◌ු
ප න ප ටප
ට න◌්
ල, ග ◌ු
ර ◌ුප ◌ු
හ ◌ු
ණ ◌ු
ව ලද ◌
ත ◌ු
ල, අධ ◌් ය ◌ා
Target 4.7.
◌ි ස ◌ා
තර
ර
ස ◌ං
ව ර ◌්ධ නය

4.7.2

ඉලක ◌්ක කර ග ත ◌්
ප නය
අධ ◌් ය ◌ා

4.7.3

◌ි ◌් ය ඇග ය ම◌්
◌ී ව ලද ◌ී)
ශෂ
｡ එදිෙනදා ජිවිතයට වැදගත් HIV පිළිබඳ දැනගතයු
තු කරුණුගැන දැනුවත් කරන හා ලිංගික අධ්යා
පනය ලබාෙදන පාසල්වල පතිශතය
｡ ‘ම◌ානව අය ◌ති ◌වි ◌ාස ◌කම◌්
ි
ි ග ෙ◌ෝ
අධ ◌් ය ◌ා
ප නය ප ◌
ලි ◌
බඳ
ල◌
යී ව
’
◌්
◌
◌්
◌්
ි
◌ැ
ඩ ස ට හ න ක ර ය ◌ා
ත මකව න ප ර ම◌ා
ණය
｡ ග ෙ◌ෝ
ල◌
යී ප ◌ු
ර ව ◌ැ
ස◌
භි ◌ා
ව ය හ ◌ාත ◌
රි ස ◌ා
ර ත ◌්ව ය ය න ග ◌ැ
ටළ◌ු

4.7.4

ි ව
ී
ශි ත ය
ප◌
ළි ◌
බි ඳ ප ◌ැ
හ ◌ැ
ද◌
ල◌
ටහ ◌
මක◌්
ඇත ◌ප
රි ◌
සි ◌්ප ◌් ර ත ◌
ි ◌ැ
ි ◌

(ව ය ස ◌් ක◌ාණ ◌්ඩ
4.7.5

｡

හ ◌ා අධ ◌් ය ◌ා
ප න මට ◌්ට මට අන ◌ු
ව)

◌ි ර ව ද◌ි◌් ය ◌ා
පරස
ව හ ◌ා භ ◌ූ ව ද◌ි◌් ය ◌ා
ව

◌ි බඳ
◌ි ද ◌ැ
පළ
න ◌ු
ම

◌ි ◌ු
◌ි ත ය
ලබ ◌ා ඇත ◌ිඅව ◌ු
ර ◌ු
ද ◌ු 15 ව ය ස ◌් ස ස
න ◌්ග ෙ◌පේ ◌් ර ත ශ

｡

◌ි , අන ◌්ත ර ◌්ජ ◌ා
◌ි ණ ක , අබ◌ා
◌ි ස ස
◌ි ◌ු
ව ද◌ි◌ු
ලය
ලය , ප ර ග
ධත
න ◌්
◌ි ජ ල ප හ ස ◌ු
◌ි ල ප හ ස ◌ු
නය
කම ◌්, ක◌ා
ස ඳහ ◌ාය ට ත
කම ◌්, ප ◌ා

4.a.1

◌ි ම◌
◌ි ප
◌ී ◌ා
න◌්ත හ ◌ාප ර
ර ◌්ශ ව යන◌්සඳහ ◌ාව ෙ◌
න◌්ව ◌ූසනප
ර ක ◌්
ි ◌ා

Target 4.a.

◌ි ස
◌ී ය න◌ා
ෂ ක ව ධ◌
දේ ම
ද ◌ප
කම◌්ස ප ◌ු
ර ◌ාඇ
ි හ අත ස ෙ◌
ී හ ස ◌ු
◌ි ත ය
ස ල◌් ව ල ප ◌් ර ත ශ
ත ◌ිප ◌ා

අධ ◌් ය ◌ා
පන
වටප ◌
ටි ◌ා
ව

｡
4.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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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ම
◌ී ,
◌් ද ඬ ◌ු
◌ී , හ ර
◌ි හ
◌ි ◌ැ
◌ි ම
◌ී , ප හ ර ද ◌ී
කෙ◌ො
න ◌්ක ර
ව ම◌් ද ම
ර කර
◌ගි ක
◌ි ව ෙ◌
◌ි ම
◌ී
◌සි නය ට භ ◌ා
ම , ල◌ං
නස ◌්කම◌්කර
හ ◌ාහ ◌ං
ජන
◌ි ත ය
◌ි ◌ු
ය ව ◌ු
න සස
න ◌්ග ෙ◌පේ ◌් ර ත ශ

දත්ත
එක්රැස්කරගැනීෙම්
හැකියාව

부록

Target 4
(අධ්යාපනය)

දර්ශකය
4.a.3

Target 4.b.
ශිෂ්යත්ව

4.b.1
4.b.2

｡

අව ස ◌්ථ◌ා
න◌
ලි ස ◌ං
ව ර ◌්ධන ආධ◌ා
ර හ ර හ ◌ාල◌ැ
බ ◌ු
ණ ◌ුශ ◌
ෂි ◌් ය ත ◌්ව ප ◌්
ේ
(
◌්
◌්
◌
ි
ර ම◌ා
ණ ය එ ක◌් එ ක◌් ක ෂ ෙ◌
ත ර හ ◌ාව ෂ ය න ◌්ට අන ◌ු
ව)

｡

ි භ ◌ර
ප ◌් ර ත ◌
ල◌ා
බ ◌ු
ණ ◌ුඋස ස ◌්අධ ◌් ය ◌ා
පන ශ◌
ෂි ◌් ය
ී ට ට ල◌ැ
ත ◌්ව ව ර ◌්ග ව ල ප ◌් ර ම◌ා
ණය
ග ◌ු
ර ◌ු
ව ර ◌ුග ◌ු
ර ◌ු
ව ර◌
යි න◌්අත ◌ු
ර◌
නි ◌්(ග ◌ු
ර ◌ුඅභ ◌් ය ◌ා
ස ල◌ා
භ◌
යි ෙ◌
◌ි ෙ◌
ක◌ුලෙ◌
ස හ ෙ◌ෝ
ග ◌ු
ර ◌ුව ◌ෘත ◌්ත ය
යේ ෙ◌
ද ෙ◌
න ග ◌ු
ර ◌ු
ව ර ය ෙ◌
ක ◌ුලෙ◌
◌ි ත ය
ර ◌ුප ◌ු
හ ◌ු
ණ ◌ු
ව ලත ◌් ග ◌ු
ර ◌ු
ව ර ◌ු
න ◌්ග ෙ◌ේ ප ◌් ර ත ශ
ස ) ග ◌ු

4.c.1

(ප ෙ◌ර

4.c.3
Target 4.c.
ගුරුවරු

4.c.4
4.c.5
4.c.6

｡

◌ි ප ◌ා
◌ි ය
◌ි ක
◌ි ප ◌ා
ප ◌ා
ස ල◌්, ප ◌් ර ◌ා
ථම ක
ස ල◌්, ද ◌්ව ත
සල

◌්, උස ස ◌් ප ◌ා
ස ල◌් ය න ප ◌ා
ස ල◌් මට ◌්ට මට අන ◌ු
ව )
◌ි ම ත
◌ි ස ස
◌ි ◌ු
◌ි ත ය
එ ක◌්ග ◌ු
ර ◌ු
ව ර ය ෙ◌
ක◌ු
ට නය
න◌්ග ෙ◌
පේ ◌් ර ත ශ

(අ

ප න මට ◌්ට මට අන ◌ු
ව)
ධ ◌් ය ◌ා

｡ රජය විසින් පිළිගන්නා මට්ටමට සුදුසුකම්ලත් ගුරු
වරුන්ෙග්පතිශතය (අධ්යාපන මට්ටමට හා එක්
එක් අධ්යාපන ආයතනයන්ට අනුව)
｡ ග ◌ුර ◌ුප ◌ුහ ◌ුණ ◌ුව ලත ◌්ග ◌ුර ◌ුවර යෙ◌ක◌්ට නයම
◌ි ත
◌ි ස ස
◌ි ◌ු
න◌්ප ◌්
ර ම◌ා
ණ ය ප ◌් ර ත ◌
ශි ත ය ක◌් ලෙ◌
ස

｡ සමාන මට්ටෙම් අධ්යාපන සුදුසුකම් අවශ්ය කර
න ෙවනත් රැකියා හා සැසඳීෙම්දී ගුරුවරුන්ෙග්ස
◌ා
මාන්ය මාසික වැටුප
｡ ග ◌ුර ◌ුව ◌ෘත ◌්ත ◌යි ෙ◌න ◌්ඉල◌්ල◌ා අස ◌්ව ෙ◌න ග ◌ුර ◌ුව ර ◌ුන ◌්ග ෙ◌පේ ◌් ර
ප න මට ◌්ට මට අන ◌ු
ව)
ත◌
ශි ත ය (අධ ◌් ය ◌ා
｡

4.c.7

දත්ත
එක්රැස්කරගැනීෙම්
හැකියාව

◌ි ◌් ය ය ෙ◌
◌ී
ය ම◌්ශ ෂ
ක ◌්හ ෙ◌ෝ
ප ◌ා
ස ලක◌්ප හ ර ද මකට
ලක◌්ව ◌ු
න

｡

｡

4.c.2

වැදගත්කම

◌ු
ප ස ◌ු
ග◌
යි ව ස ර ත ◌ු
ල ග ◌ු
ර ◌ුප ◌ු
හ ◌ු
ණව
◌ි ත ය
ප ◌් ර ත ශ

ල◌ැ
බ◌ූග ◌ු
ර ◌ු
ව ර ◌ු
න ◌්ග ෙ◌ේ

(ස හ භ ◌ාග ◌වී ◌ූප ◌ුහ ◌ුණ ◌ුව ◌ැඩස ට හ න◌්ව ලට

අන ◌ු
ව)



◌ි ත
◌ි ◌ු
◌ි ◌ා
◌ී ප ළ
◌ි බ
◌ි ඳ ව ස
◌ි ◌්ත ර
පළ
ර ◌ු ස ◌ැ
ප ය ◌ු න ලධ
ර න◌්



◌ු ◌ු ස ඳහ න◌් කර න ◌්න .
ඔ බ ස ම ◌්බන ◌්ධ ප හ ත ත ෙ◌ො
රතර

-

රට

:

-

ත නත ◌ු
ර

-

ඔ බ අය ත ◌් ආය ත නය හ ◌ා අ◌ං
ශය

-

ස ෙ◌වේ ◌ා ක◌ා
ලය

:
(ඉහ ත

-

:

ත නත ◌ු
ර ෙ◌ේ ස ෙ◌වේ ය කල

) :

!
ි ක◌ා
ි ග ◌ු කෙ◌ො
ි
ඔබෙ◌වේ ට ◌
න◌ා
ලය ම ◌
ඩ◌ං
ට ප◌
ළි ◌
ති ◌ු
ර ◌ු ස ◌ැ
ප ය ◌ු
ව ◌ා
ට ස ◌්ත ◌ු
ත◌
යි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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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7
.

「개도국 교육통계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워크숍」개최

기본계획(안)
,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UN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수립하고 성과
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사업을 추진
* 교육분야(SDG4)에서는 총 43개의 교육지표(11개의 global indicator와 32개의 thematic indicator)를 개발하고 2030
년까지 모든 UN 회원국이 달성하도록 촉구

○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모든 UN 회원국은 2030년까지 SDGs 교육지표를 달성하여야
하는 과제를 부여
- 그러나 개도국들은 현재 교육지표를 생산하여 UN에 제공할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통계 역량 개발 지원 필요
○ 이러한 가운데 최근 국제개발 협력사업 패러다임이 ‘원조 중심’, ‘개발협력 중심’에서
‘역량개발 중심’으로 변화
- 개도국이 역량을 개발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내적 역량
강화’를 강조
○ 이러한 국제적 개발협력 흐름과 교육지표 흐름에 부응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2016년
부터 ‘개도국의 교육통계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프로젝트’를 추진중
*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지역 총 9개국을 선정하여 국가당 3년씩 통계컨설팅을 제공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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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추진 경과) 2016년 개도국들의 교육통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초 연구를 추진하였고,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컨설팅 사업을 추진
○ 개도국 교육통계역량강화를 위한 중장기 실행전략 수립 연구 추진(’16년)
○ 개도국 교육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제1차 국제워크숍 개최(’16.8)
○ 개도국 교육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제1차 컨설팅 실시(’17.6~)
* 아시아 지역 3개 중점협력국가(몽골, 베트남, 스리랑카)를 방문하여 현장컨설팅 실시

주요성과


아시아 국가 교육통계정보 확보

아시아 개도국과 교육통계 협력 기반 구축

유네스코 통계국과의 협력 기반 구축

 아시아 국가 교육통계정보 확보
 아시아 8개국(2016년도 국제워크숍 참가국)의 교육통계 정보 확보
 한국의 교육통계 발전 경험 공유

 아시아 개도국과 교육통계 협력기반 구축
 교육통계 컨설팅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 총 6개 국가에서 컨설팅
신청
* 1차 선정된 아시아 3개국(몽골, 베트남, 스리랑카)에서 교육통계컨설팅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한국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줄 것을 요청

 아시아 3개국과 지속가능한 교육통계협력 기반 구축
* 컨설팅 참여국가별로 4명의 핵심 공무원(교육통계 실무책임자, 교육통계 담당자, 교육통계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총 6회의 컨설팅을 제공하여 통계역량을 강화할 계획
* 이들이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know-how를 전수받고 자국의 교육통계 발전에 기여할 경우, 한국 모델이
확산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를 통해 한국과 아시아 3개국간 지속적으로 통계 분야 협력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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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Gs 교육지표 생산을 위한 유네스코 통계국과의 협력 기반 구축
 현재 SDGs 교육지표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UIS(유네스코 통계국)는 아시아에서 한국을
파트너 국가로 판단하고, 아시아 지역 통계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
* 2016년에 제1차 국제워크숍에 참석한 유네스코 통계국 Roshan Bajracharja는 한국이 유네스코의 파트너 국가로서
SDGs 관련 공동 조사, 공동 세미나,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워크숍개최 등을 요청

 유네스코 통계국과 협력할 경우, 향후 한국이 아시아지역의 교육통계 분야 리더십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2017년 국제워크숍 추진계획


개도국 교육통계 역량 강화를 위한 제2차 국제컨퍼런스 개최

아시아 국가 대상 제2차 컨설팅 실시

외국 참가자 한국 교육통계 현장 견학

 개도국 교육통계 역량 강화를 위한 제2차 국제컨퍼런스 개최
 행사명 : 2017 아시아 교육통계전문가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 초청 워크숍
 일시 : 2017년 8월 28일(월) ~ 31일(목)
 장소 : 코리아나 호텔(서울시 중구 소재)
 참석자 : 약 100명
- 국외(50명) : 국제기구(UIS), 아시아 5개국(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
키스탄) 교육통계 공무원 등
- 국내(약 50명) : KEDI 원장 등 주요 간부, 교육부 교육통계당당관실, 유네스코 한국위
원회, 연구진 및 컨설팅단 등
 목적
- SDGs 교육지표 사업 최근 동향 공유 및 협력 방안 도출
- 한국의 교육통계 발전 경험 공유를 통한 아시아 국가 통계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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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주제 발표
- 교육통계 컨설팅 사업 설명 및 경과보고
- SDGs 교육지표 최근 동향
- 한국의 SDGs 교육사업 진행 현황
- 교육통계발전 모형(한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아시아 개도국 대상 제2차 컨설팅 실시
 아시아 국가 교육통계 역량 강화를 위한 제2차 컨설팅 실시
- 한국의 교육통계 현장 견학(field consulting)을 통한 교육통계 발전 경험 공유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탕정초등학교, 탕정중학교, 삼성고등학교, 삼육대학교 등을 방문하여 통계시스템,
통계조사, 통계서비스, 통계활용 등에 대하여 컨설팅 실시

- 아시아 3개국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실시
* 아시아 3개국(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교육통계 실태 분석 및 수요조사에 기반하여 맞춤형 통계 컨설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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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nd Asian Cooperation Group Meeting on
Educational Statistical Capacity Building
Seoul(Koreana Hotel), Korea
August 28 - 31, 2017.

2017년 8월 28일(월)
· 교육통계 현장 컨설팅(1)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견학
- 참석자 : 국가별 초청단, 연구진
09:00-12:00

- 견학 내용(1) : 교육통계센터의 조직, 인력, 시설, 장비
- 견학 내용(2) : 교육정보공시 소개, 교육통계조사-정보공시 연계시스템
- 견학 내용(3) : 국제교육통계사업(OECD,

UNESCO, SDGs 교육지표 등)

소개

- 견학 내용(4) : 취업통계조사 시스템 소개
12:00-13:00

오찬
· 교육통계 현장 컨설팅(2) : 초등학교/중학교 교육통계조사 현장 견학
- 참석자 : 국가별 초청단, 연구진

13:00-16:00

- 견학 내용(1) : 교육통계조사 환경 및 인력(역량)
- 견학 내용(2) : 교육통계조사-정보공시 연계시스템 실제 작동 시연
- 견학 내용(3) : 학교 단위의 교육통계 검증 시스템 시연
- 견학 내용(4) : 학교에서의 교육통계 활용
· 교육통계 현장 컨설팅(3) : 고등학교 교육통계조사 현장 견학
- 참석자 : 국가별 초청단, 연구진

16:00-18:00

- 견학 내용(1) : 교육통계조사 환경 및 인력(역량)
- 견학 내용(2) : 교육통계조사-정보공시 연계시스템 실제 작동 시연
- 견학 내용(3) : 학교 단위의 교육통계 검증 시스템 시연
- 견학 내용(4) : 학교에서의 교육통계 활용

18:0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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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찬

부록

2017년 8월 29일(화)
09:00-09:30

등록
개회식

09:30-09:40

인사말
- 김재춘 원장(한국교육개발원)

09:40-09:50
09:50-10:00

축사
- 최보영 과장(교육부 교육통계담당관)
사진촬영 및 휴식
발표 1

10:00-10:20

･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 협력 사업(Ⅱ): 참가국 교육통계전문가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사업 및 경과 보고
- 김창환 과제책임자(KEDI 교육조사통계연구본부 조사분석연구실)
발표 2
･ UIS SDGs 교육지표 사업 최근 동향

10:20-10:50

- Mr. Roshan Bajracharya, Programme Specialist
Assessment, Information Systems, Monitoring and Statistics Unit(AIMS),
UNESCO Bangkok Office

10:50-11:10

휴식
발표 3

11:10-11:40

· 한국의 SDGs 교육지표 사업 현황
- 서현숙 팀장(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교육본부 교육팀)
발표 4

11:40-12:10

· 교육통계 발전 모형 소개 (한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 박성호 소장(KEDI 교육조사통계연구본부 교육통계연구센터)

12:10-12:30

질의응답 & 종합토의

12:30-14:00

오찬
･ 국가별 교육통계전문가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1)
: (3그룹) -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 (1그룹) -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14:00-16:00

- 국가별 교육통계 현황 발표 1 : 교육통계 법/제도적 기반
- 국가별 교육통계 현황 발표 2 : 교육통계 조사 시스템
- 국가별 교육통계 현황 발표 3 : EMIS 연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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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교육통계 현황 발표 4 : 교육통계 서비스 시스템
- 국가별 교육통계 현황 발표 5 : 초중등 학교의 교육통계조사
- 국가별 교육통계 현황 발표 6 : 대학교의 교육통계조사
- 질의응답 & 종합토의
16:00-16:30

휴식
･ 국가별 교육통계전문가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2)
: (3그룹) -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 (1그룹) -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16:30-18:00

- 컨설팅 계획안 발표 (한국측)
- 실태조사/수요조사 실시
- 질의응답 & 종합토의

18:00-19:00

만찬

2017년 8월 30일(수)
· 교육통계 현장 컨설팅(4) : 대학교 교육통계조사 현장 견학
- 참석자 : 국가별 초청단, 연구진
09:00-12:00

- 견학 내용(1) : 대학교 교육통계조사 환경 및 인력(역량)
- 견학 내용(2) : 고등교육통계조사시스템 시연(웹조사시스템)
- 견학 내용(3) : DB to DB 연계 조사 시스템 시연
- 견학 내용(4) : 고등교육통계조사-대학정보공시 연계시스템 시연

12:00-14:00

오찬
･ 국가별 교육통계전문가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3)

14:00-18:00

: (3그룹) -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 (1그룹) -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 컨설팅 계획안 협의 (한국 – 국가별)
- 컨설팅 아젠다 협의 (한국 – 국가별)

18:0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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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찬

부록

2017년 8월 31일(목)
･ 국가별 교육통계전문가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4)
: (3그룹) -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 (1그룹) -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09:00-11:00

- 컨설팅 계획안 확정 (한국 - 국가별)
- 차년도 컨설팅(2018년 4월 예정) 안건 협의
- 향후 계획 논의 (이행 계획 등)
폐회식

11:00-12:00

･ 폐회사
- 김창환 과제책임자(KEDI 교육조사통계연구본부 조사분석연구실)
･ 차기 초청 워크숍 안내

12:00-14:00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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