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머리말

21세기 들어 산업사회가 지식정보화 사회로 변모하면서 국가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추진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
로 교육입니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교육개혁에 열을 올리고 있고, 효과적인 교육정책
을 개발하고, 과학적인 정책관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 개발 과정과 교육정책의 성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교육정책의 과학
화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정책의 과학화가 강조됨에 따라 교육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
식도 함께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육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교육통계
수요자들의 요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다양화되고 있고, 교육통계에 대한 새로운 수요
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통계는 사회적․정치적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
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질 높은 교육통계를 제
공하기 위해서는 국가교육통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이 연구는 국가교육통계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적입 측면에서 국가교육통계를 정
리하고, 국가교육통계의 체계를 하나의 틀로 삼아 국가교육통계의 발전 방안을 수립하
였습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국가교육통계 발전 방안들은 우리나라의 국가교
육통계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많은 조언을 해주신 교육통계 전문가, 설문조사에 응
해주신 전문가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구를 수행한 본원 연구진께도 감사
의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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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가교육통계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교육통계와 유사한 시스템들
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였고, 미국, 핀란드, 독일의 사례를 분석하여 이들로부터 국가교
육통계체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또한 국가교육통계에 대한 문제점을 분
석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운영실태 분석내용과 전문가 의견조사 내
용을 통해 국가교육통계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를 기초로 국가교육통계의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교육통계의 개념을 정의하였는데, 국가교육통계는 중앙교육행정기관이나
지방공공단체 등에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알고자 하는 집단을 구성하는 있는 개인
이나, 기관 등 개개의 조사단위를 일정한 목적에 따라 관찰함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객관
적이고 체계적으로 얻기 위한 일련의 국가교육통계조사활동(박재윤 외, 2002)을 통해
생산되는 통계를 의미한다. 국가교육통계는 교육현상을 숫자로 계량화한 정보이지만,
국가통계 체제에 의해서 생산된 통계를 의미한다. 국가교육통계는 내용체계, 생산체계,
활용체계, 관리체계로 범주화하였다.
둘째, 미국, 핀란드, 독일의 교육통계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국가
교육통계 발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먼저, 국가교육통계와 관련
된 조직구성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의 NCES는 우리나라의 국가교육
통계를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는데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둘
째, 국가교육통계 조사 내용의 확대가 필요하다. 미국, 핀란드, 독일에서 조사되고 있는
국가교육통계들을 보면, 교육기본통계 뿐 아니라, 교육의 과정과 성과, 학교 외 교육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어, 균형있는 국가교육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교육통
계도 조사 대상의 범위와 항목을 점진적으로 확대․추가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셋째, 국가교육통계의 품질관리에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교육통계의 질은 통
계 사용자들의 만족도와 활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국가교육통계
의 품질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 핀란드와 독일의
국가교육통계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들은 우리나라 국가교육통계의 품질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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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교육통계 분석 및 서비스에 있어서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국가교육통계의 운영 실태와 관련 시스템 현황을 살펴보았다. 국가교육통계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사하고 있는 교육기본통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DB연
계 취업통계, 평생교육통계, 평생학습 개인표집조사, 한국교육종단조사, 교육과학기술
부의 사교육의식조사와 특수교육실태조사, 통계청의 사교육비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의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등이 포함
된다. 국가교육통계의 실태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내용적인 측면에서 정량적인 조사들
이 대부분이며, 생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사들이 너무 경직적이어서 새로운 통계 수요
에 신속하고도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또한, 방대한 양
을 전수조사 하다 보니 검증과정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국가교육통계의 활용
체제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형태를 가지고 있다
는 점이다. 국가교육통계의 관리 측면에서는 국가교육통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없다는 문제가 있다.
국가교육통계 관련 시스템인 행재정시스템과 교육정보공시시스템, 정보기반 인재정책
지원서비스 시스템을 분석하였다. 먼저, 나이스와 에듀파인은 행정을 위한 시스템으로
나이스의 경우는 DB 정보의 접근에 제한을 두고 있어, 실제로 통계자료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기본통계의 일부를 나이스에서 가져오고 있지만,
해마다 항목이 변경되거나 추가될 경우 이에 대한 반영이 어렵다. 에듀파인 시스템의 맞
춤형 통계분석 기능은 사용자가 직접 통계자료를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으로
수요자중심의 서비스 패러다임을 구현하고 있지만, 통계분석의 대상이 되는 시스템이
제한적이며, 통계지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교육정보공시시스템은 학교의 교육정보
를 공시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교육기본통계와 중복되는 항목들이 많다. 둘의 수치는 같
은 항목이라 하더라도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불일치할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가교육통
계 발전을 위해서는 이들 시스템과 국가교육통계 간의 관계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교육통계와 국가교육통계 관련 시스템들에 대한 현황 분석결과를 토
대로 국가교육통계의 문제점을 정리하였고, 이를 기초로 주요국의 시사점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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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통계체계의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국가교육통계체제의 발전방안은 국가교육
통계의 네 가지 체계, 내용체계, 생산체계, 활용체계, 관리체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국가교육통계 내용체계 발전 방안은 정책통계의 강화 측면에서 기본의 통계 항목에
대한 개선, 유사조사항목에 대한 연계 및 통합, 교육지표 개발, 신규통계의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국가교육통계 생산체계 발전 방안은 국가교육통계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교육통계 조사 개선, 통계생산과정의 표준화, 통계 생산과정에 대한 평가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국가교육통계 활용체계는 기존의 서비스 방식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의
중심으로, 통합적인 서비스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가정하에 수요자 맞춤형 통계서비스,
one-stop 통계서비스, 수요자 만족도 조사, 국가교육통계 홍보 강화 등의 발전 방안을
제안하였다. 국가교육통계 관리체계는 국가교육통계를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협력네트워크 구성, 총괄 관리기구(관)의 설치, 법․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발전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방향으로 국가교육통계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내용, 생
산, 활용, 관리의 측면에서 발전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에서 제안한 발전 방안들은 국
가교육통계 개선을 위해 바로 쓰이기에는 개념적이고 당위적인 측면에서 제안된 것이
다. 따라서 국가교육통계의 발전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실행 전략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후속연
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통계, 교육통계, 교육통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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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국가교육통계 체계 발전 방안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 들어 산업사회가 지식정보화 사회로 변모하면서 국가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추진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의 국제화가 촉진되면서
국가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치열한 국제 경쟁 체제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이에 세계 각국이 교육개혁에
열을 올리고 있고, 효과적인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과학적인 정책관리를 위한 노력을 하
고 있다.
정책의 과학화는 교육정책 개발 과정에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요구하고, 개발
된 정책의 성과에 대한 정확한 진단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계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통계는 어떤 현상을 설명하고 타인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로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통계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통계 수요자들의 요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다양화
되고 있다. 데이터(증거)에 기반한 교육정책수립 및 평가에 대한 요구는 국가교육통계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낳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교육통계는 교육통계연보를 중심으로 한 통계서비스는 기초통계 위
주로 구성되어 있어, 수요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고, 정책 지원을 위한
통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 정책 수립의 근간이 되는 기초 통계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그 결과 또한 효과적으로 공유되고 있지 못함으로
업무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받고 있다. 따라서 국가교육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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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교육관련 통계인 인적자원통계와 인재통계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들이 수행되었
다. 이 연구들은 교육과 관련된 통계의 문제점들로 필요한 통계의 부족, 다양한 조사의
부족, 신속한 수요 대응 부족, 조사중복의 문제, 작성기관의 산재, 법적 근거의 미비(이
상돈 외 2008), 기획기능 및 서비스의 취약, 신규수요에 대한 대처 미흡, 질적 데이터의
부족, 인재통계 데이터 산재, 통계표준화 미흡, 통계에 대한 지원 및 인식 부족(김창환
외, 2009)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들에서 지적된 문제들은 많은 연구들에서 유사
하게 지적되었던 교육통계의 문제점들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많은 개선 방안들이 제
안되고 있다. 예를 들면, 현재 교육통계의 개선과 신규통계 개발, 신규통계의 개발과 함
께 교육관련 각종 통계의 체계적 관리 방안 및 품질 관리 방안 마련, 기초 및 업무 통계
의 생산에서부터 폐기까지 체계적인 관리방안과 수집된 통계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공유
하기 위한 종합적 방안, 통계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 및 향상시키기 위한 철저한 품
질 관리 방안을 설계 등이다.
통계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내용체계에 대한 구성이나,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통계의
관리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주를 이루어 왔다. 또한 국가교육통계와 관련된 연구들은 그
마나 그 수가 많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국가교육통계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교육통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
토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교육통계를 개선하기 위해 좀 더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다. 먼저 국가교육통계의 체계를 정리하고, 국가교육통계의 체계를 하나의
틀로 삼아 주요국의 국가교육통계를 검토하여 이를 통해 시사점을 정리하고, 국가교육
통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이를 통해 국가교육통계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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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이 연구에서는 국가교육통계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먼저 국가교육통계와 국
가교육통계체계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국가교육통계체계를 국가교육통계 발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하나의 틀로 삼았다. 국가교육통계체계를 기초로 국가교육통계와 교육통
계 관련 시스템 운영 현황을 실태를 파악하여 현재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
였다. 또한 미국, 핀란드,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의 국가교육통계체계를 검토하였다. 이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국가교육통계 및 국가교육통계체계 개념 정의
국가교육통계체계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교육통계의 현황을 파악해야 하
고, 국가교육통계의 현황을 파악을 위해서는 국가교육통계의 개념과 범주를 명확히 해
야 한다. 먼저 통계와 국가통계의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기초로 국가교육통계의 개념
을 정의하였다. 그리고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국가교육통계 체계를 정의하고 범주화
하였다.

나. 주요국의 국가교육통계체계
우리나라의 국가교육통계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주요국의 국가교육통계를 조사하
여 분석하였다. 주요 국가의 국가교육통계에 대한 사례는 미국과 핀란드, 독일을 대상
으로 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국가통계제도가 상이한 국가들로,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분산형 통계체제를 취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보다 좀 더 분산형 체제에 가깝고, 독일은
집중형 통계제도를 취하고 있는 국가이며, 핀란드는 미국과 독일의 중간쯤의 통계제도
를 취하고 있는 국가이다. 미국은 분산형 통계체제를 취하고 있지만, 국립교육통계센
터를 두어, 교육과 관련된 거의 모든 통계를 생산․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토해 볼만
한 사례이고, 핀란드의 경우는 통계를 관리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드는 등 통계품질 강
화를 위한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집중형 통계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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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취하고 있는 나라로 집중형 통계체제를 가진 나라의 교육통계 생산과정을 보여줄
수 있다.

다. 국가교육통계 및 국가교육통계 관련 시스템 운영 현황
우리나라 국가교육통계는 교육기본통계조사라고 하는 단 하나의 조사로 모든 자료를
수집해오다가, 최근 패널조사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통계들이 수집되고 있다. 국가교육
통계의 근간이 되는 교육기본통계조사를 중심으로 국가승인통계인 국가교육통계의 실태
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통계는 아니지만, 통계와 유사한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들은
통계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은 아니지만, 시스템 안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정
보들은 통계의 형태로 가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표적인 교
육통계 관련 시스템인 행정정보시스템(NEIS, EDUFINE), 공시시스템(학교알리미, 대학
알리미), 정보기반 인재정책지원 서비스 시스템 등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국가교육통계
와 교육통계 유사 시스템을 분석한 후 이들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국가교육통계체
제 발전 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라. 국가교육통계체제 발전 방안
국가교육통계와 이와 유사한 시스템들에 대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와 미국, 핀란드, 독
일의 사례를 분석하여 이들로부터 국가교육통계체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정리한 결과
를 종합하여 국가교육통계체계의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국가교육통계체제의 발전방안
은 국가교육통계의 네 가지 체계, 내용체계, 생산체계, 활용체계, 관리체계로 나누어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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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국가인재통계체계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문헌분석, 전문가 활용, 출장 및 면담조
사, 전문가 의견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가. 문헌분석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 문헌 분석이 필요하다. 먼저, 통계와
국가통계의 개념, 국가교육통계의 개념을 명료화하기 위해 관련 문헌을 분석하였다. 그
리고 국가교육통계체계의 개념을 정의하고 범주화하기 위해, 국내 연구기관에서 발간하
는 각종 통계지표의 체제에 대해 검토하고, 교육통계와 관련된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또
한 주요 국가의 국가교육통계체계를 조사하기 위해 UN, OECD, ESS 등 국제기구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을 비롯하여 주요 선진국(미국, 핀란드, 독일 등) 등에서 발행하는 통계
관련 간행물 및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핀란드, 독일 등의 국가들은 통계 품
질제고를 위해 통계생산과정을 표준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이들 나라 사례
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연구에 반영하였다.

나. 전문가 활용
본 연구의 특성상 통계 전문가, 교육통계 전문가의 전문적인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교육통계와 관련 시스템의 현황분석과 발전방안을 도출하는데 관련 분야
의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하였다. 먼저,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여, 국가교육통계 생산 담
당자와 국가교육통계 관련 시스템 담당자들로부터 각 통계와 시스템에 대한 현황과 문제
점들을 논의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여러 차례 진행하였다.

다. 출장 및 면담조사
국가교육통계를 생산하는 기관 및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통계 조사 체제 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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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고,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점과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국가
교육통계 발전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출장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라. 전문가 의견 조사
국가교육통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국가
교육통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국가교육통계체계에
기초하여 국가교육통계 생산체계, 활용체계, 관리체계에 대한 기본 요인에 대한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마. 연구의 절차
앞에서 제시되었던 연구내용과 연구절차 그리고 연구방법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국가교육통계 개념

문헌분석

전문가활용

국가교육통계체계

내용
체계

생산
체계

관리
체계

활용
체계

주요국의 국가교육통계체계
미국, 핀란드, 독일

국가교육
통계

현황분석

교육통계
관련시스템
전문가
의견조사

국가교육통계체계 발전 방안

[그림 Ⅰ-1] 연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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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교육통계
2. 국가교육통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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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국가교육통계 체계 발전 방안

국가교육통계체계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교육통계의 현황을 파악해야 하고,
국가교육통계의 현황을 파악을 위해서는 국가교육통계의 개념과 범주를 명확히 해야 한
다. 이 장에서는 통계와 국가통계의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기초로 국가교육통계의 개념
을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국가교육통계 체계를 범주화 하고자
한다.

1. 국가교육통계
국가교육통계의 개념을 정리하기 앞서, 먼저 통계의 개념과 분류에 대해 알아보고, 어
떤 통계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 국가통계로 분류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기
초로 국가교육통계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가. 통계의 개념
통계는 사회･자연현상을 숫자로서 계량화한 정보로 정의할 수 있다. 사회현상을 객관
적으로 계량화하는데 통계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된다. 통계는 익명성, 비교성･객관성,
정확성을 특징으로 한다(통계청, 2008). 통계는 집단에 관한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는 숫
자로서 집단을 구성하는 개체를 특정할 수 있는 고유한 정보는 제거되어 있다. 즉, 통계
수치에는 개체를 식별하는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어떤 개체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
느냐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러한 통계의 특성을 익명성(匿名性)이라 한다. 통계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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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존재가 명확히 규정된 집단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집단이나 표지에 관한 규정 또는
제한이 객관적이어서 모든 관계자들에게 동일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객관적인 규정에 의해 얻어진 통계여야 이것에 의해 통계의 분석･이용이나 상호
비교가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통계는 시간과 공간에 의하여 제약되고 있으나 동시에 시
간이나 공간을 초월한 비교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통계는 집단에 관한 현상을 수치로 표
현한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사실을 진실되게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 정확성이라 함은
파악하고 하는 통계집단의 참값(진실치)에 얼마나 접근하느냐 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얻어진 통계와 참값과의 차이를 오차라 하며 모든 통계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소의
오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어떻게 하면 오차를 작게 하느냐 하는 것이 통계를 작성하는
데 있어 가장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다.
통계는 다양한 기준에 의해 분류가 가능하다. 법률적 분류, 조사방법에 의한 분류, 작
성방법에 의한 분류, 조사방법에 의한 분류, 생산주체에 의한 분류, 데이터 성격에 의한
분류 등이 있다. 먼저 법률적 정의에 의해, 승인통계와 기타통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승인통계는 우리나라 통계법에서는 통계법상의 통계를 통계의 중요성, 활용도, 조사 규
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지정통계와 일반통계로 구분(통계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2조)하
고 있다. 지정통계는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통계 중 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널리 활
용되는 통계로서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를 말하며 일반통계는 통계작성기
관이 작성하는 통계 가운데 지정통계 이외의 통계를 말한다. 기타통계는 통계작성기관
이 아닌 곳에서 작성하는 통계로서 통계법상의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사방법에 의해 조사통계와 보고통계가 있는데, 조사통계란 통계의 작성을 주목적으
로 조사를 실시하여 얻어진 통계를 말하며 조사대상 집단의 모든 단위를 조사하는 전수
조사와 집단의 모든 구성단위를 전부 조사하는 대신 일부만을 조사하고서도 전부 조사
하는 것과 같은 자료를 얻는 표본조사로 나누어진다. 보고통계는 법령에 의한 개인, 단
체의 신고, 보고, 신청, 인･허가 등과 같이 다른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로부
터 통계를 작성한 것을 말한다. 보고통계는 통계작성을 위한 조사원을 별도로 확보할 필
요가 없고, 기존의 행정망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면에서 장점을 가지며, 대부분
표본조사가 아니고 전수조사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 조사통계는 예산, 조사원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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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객체의 비협조 등 사실상 어려움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최근 보고통계는 조사통
계의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으나, 보고내용의 정확성에 따라 통
계의 질이 좌우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있다.
<표 Ⅱ-1> 통계의 분류
분류기준

법률적 분류

조사방법에
의한 분류

작성방법에
의한 분류
생산주체에
의한 분류
데이터의
성격에 의한
분류*

통계종류
승인
통계

설명

지정통계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통계 가운데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일반통계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통계 가운데 지정통계 이외의 통계

기타통계

통계작성기관이 아닌 곳에서 작성하는 통계로서 통계법상의 통계에 포
함되지 않음

조사통계

조사 대상에 대한 실제 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통계, 전수조사와 표본
조사로 구분

보고통계
(업무통계)

국가기관의 행정업무에 수반되어 수집된 자료로부터 작성된 통계

1차 통계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서 직접 얻어진 통계

2차 통계
(가공통계)

1차 통계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 등을 이용하여 일정한 연산을 가하여
얻어진 통계. 즉 1차 통계를 가공하여 작성되는 통계

국가통계

정부기관이 생산하는 통계

민간통계

민간기관이 조사･생산하는 통계

정량통계

hard data.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정량 데이터.

정성통계

soft data. 정량데이터보다 좀더 기술적이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정
량데이터를 이해하고 해석하도록 도울 수 있는 태도나 행동과 같은 정
보를 담고 있음.

* www.gos.gov.uk/placeshandbook/downloads/handandsoftdata.pdf
출처: 이재형(2004). p.15. 수정

통계의 작성방법 또는 처리과정(단계)에 의해서는 1차 통계와 2차 통계로 분류할 수
있는데, 1차 통계는 일반적으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로서 얻어진 통계이다. 2차
통계(가공통계)는 1차 통계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 등을 이용하여 일정한 연산을 가하여
얻어진 통계, 다시 말하면, 수집한 한 종류 이상의 투입자료(관련 통계 및 외부자료)를
분류, 집계, 편집, 단계별 가공 등의 통계작성 절차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이다. 2차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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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1차 통계에 비해 현상에 대한 이해를 더 도울 수 있다. 2차 통계는 집단 특성치의
평균, 산포도, 지수, 상관계수 등이 포함되며, 국민계정, 경기종합지수 등과 같은 통계
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통계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정량통계와 정성통계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정량통계는 주
로 수로 표현될 수 있으며,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말한다. 정성통계는 정량
통계보다는 좀 더 기술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정량통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태도나 행동과 같은 정보를 담고 있다. 정량통계와 정성통계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가진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산주체에 의한 통계분류로 국가통계와 민간통계가 있다. 국가통계는
정부기관이 생산하는 통계를 의미하며, 민간통계는 민간기관이 조사･생산하는 통계를
말한다.

나. 국가통계의 개념
OECD에서는 공식통계를 “국가 통계 체제에 의해 유포된 통계”(official statistics
are statistics disseminat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system, excepting those
that are explicitly not to be official) 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UN(1994)은 공식
통계를 ‘정부 내 그리고 공동체에서 토론, 의사결정 및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 의
해 작성되는 통계(official statistics are collected by government to inform debate,
decision making and research within government and by the wider community)’
로 정의하고 있다. 그 외에도 Beimer와 Lyberg(2003)는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이 정책
결정자, 일반국민, 연구자들에게 계속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조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정보들을 공식통계라 부른다. 공식통계는 객관적이며 쉽게 접근이 가능해야 하고
변화의 측정이 가능하도록 계속적으로 정보를 생산해야 한다”고 하였다. 김민경(2001)
은 국가통계를 ‘국가가 국민생활과 관련된 인구, 사회, 경제 등 각종 현상을 파악하여
작성한 통계’로 규정하고 있다. 공식통계와 국가통계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면, 통계작성
기관이 국가나 국가에서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이어야 한다. 국가통계는 사회･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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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진단하고 과학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공재이다.
우리나라 통계법에서는 통계를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
회 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특정
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위
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다만,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
하는 수량적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는 제외)’라고 정의하고 있다(통
계법 3조). 통계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통계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통계작성기관이 아
닌 기관이나 자연인이 작성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통계의 형식을 갖추고 각종 정책수
립이나 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통계법상의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국제기구나 여러 학자들의 정리에 따르면 공식통계가 국가통계이며, 공식통계의 주체
는 국가이다. 즉 국가통계체제 하에서 만들어진 공식통계가 국가통계라는 것이다. 최근
에는 국가 운영에 있어서 통계가 갖는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여 공식통계란 말 대신 국가
통계(national statistics)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통계법의 통
계의 정의에서도 통계생산의 주체가 정부(통계청)나 정부가 인정한 기관에서 생산한 통
계를 국가통계(공식통계)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통계는 국가적으로 중요하거나,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수요가 있어 국가(정부)가 인증하는 공식통계(official statistics)
라 할 수 있다.
국가통계를 생산하는 통계작성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얻고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
력하여야 하는데, 통계청에서는 국가통계작성기관 및 그 종사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통계의 기본원칙을 정하였다. 통계청에서 정한 기본원칙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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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국가통계의 기본원칙(통계청)
◦ 국가통계는 공익적 가치를 가진 공공재로서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국가통계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비용, 응답 및 조사부담 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
지도록 한다.
◦ 국가통계는 다른 통계와 비교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비교 가능한 개념, 분류, 방법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엄격히 보호되
어야 한다.
◦ 국가통계 작성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전산 장비 및 프로그램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 국가통계의 실용성을 향상시키고,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용자들을 효과적으로 참여시
켜야 한다.
◦ 국가통계는 모든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출처: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ko/8/index.static

국가통계는 정부기관에서 생산하는 통계를 의미하며, 국가 즉 통계청에서 승인된 통
계를 공식통계, 국가통계라 정의할 수 있다. 통계법에 따르면 통계청에서는 통계작성기
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통계청에서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관
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통계법 제15조(통계작성기관의 지정) 규정에 의하여 지
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이다. 통계작성지정기관은 통계작성기관 중 중앙행정기관이
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법인으로서 지정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어 통계청장에게 신청,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통계법 제15조를 보면, 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
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이
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거나 작성하고자 하는 기관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
당 기관 등을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
면,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어야 하며, 통계의 작성과 보급에
필요한 조직,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거나 구체적인 확보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구체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통계청은 이러한 조건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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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통계작성기관
기관명

중앙행정
기관

지방자치
단체

통계청,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
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국가보훈
처, 국세청, 조달청, 관세청, 대검찰청, 병무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공정
거래위원회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
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 금융기관(8곳): 한국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 공사･공단(22곳):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토
지주택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시설안
전공단, 에너지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코레일, 한국산업안전보
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
산업단지공단, 한국정책금융공사
◦ 연구기관(15곳):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

통계작성
지정기관

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전기산업연구원, 한
국직업능력개발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협회･조합(23곳): 시장경영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생명보험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
공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소프
트웨어산업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로봇산업
협회, 한국RFID/USN융합협회
◦ 기타기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생산성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
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출처: 통계청(2011).

교육관련 국가 승인 통계를 생산하고 있는 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작성지정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이
있다.
2011년 12월 현재 통계법 제18조(또는 제20조)에 의거 승인받은 통계는 총 851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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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정통계 89종, 일반통계 762종이다. 작성방법별로는 조사통계는 347종, 보고통계는
444종, 가공통계는 60종이다. 작성기관을 정부기관과 지정기관으로 구분하여 볼 때 정
부기관에 의하여 작성되고 있는 통계는 701종(통계청은 53종)이며, 지정기관에서 작성
하고 있는 통계는 150(152)종이다.
<표 Ⅱ-4> 국가통계 기관구분별 작성현황(2011.12)
(단위 : 기관, 종)

기관구분

작성
기관수

통계종류별

작성
통계수

지정

작성방법별

일반

조사

보고

가공

계

375

851

89

762

347

444

60

◦ 정부기관

299

701

73

628

251

403

47

39

325

57

268

160

143

22

1

53

40

13

42

2

9

38

272

17

255

118

141

13

260

376

16

360

91

260

25

◦ 지정기관

76

150(152)

16(17)

134(135)

96(97)

41(42)

13

- 금융기관

8

24(25)

7(8)

17

12(13)

6

6

- 공사/공단

22

41

3

38

18

21

2

- 연구기관

16

26

2

24

21

3

2

- 협회/조합

24

39

4

35

32

5

2

- 기타기관

6

20(21)

-

20(21)

13

6(7)

1

- 중앙행정기관
통계청
이외기관
- 지방자치단체

※ ( )는 복수기관 공동통계(뺷가계금융조사뺸,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가 포함된 수치임
출처: http://kosis.kr/bsis/abroad/abroad_0501Lis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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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 국가통계 부문별 작성현황(2011.12)
(단위: 종, %)

통계부문
계

작성통계수
통계수

통계종류별

구성비

지정

작성방법별

일반

조사

보고

가공

851

100

89

762

347

444

60

인구

28

3.3

3

25

4

21

3

고용･임금

34

4

6

28

27

7

-

물가･가계소비(소득)

15

1.8

10

5

14

1

-

142

16.7

7

135

98

41

3

환경

26

3.1

1

25

10

15

1

농림･수산

52

6.1

10

42

34

17

1

광공업･에너지

33

3.9

4

29

22

8

3

건설･주택･토지

40

4.7

3

37

15

20

5

교통･정보통신

47

5.5

5

42

22

23

2

도소매･서비스

17

2

8

9

15

2

-

경기･기업경영

66

7.8

21

45

47

4

15

국민계정･지역계정

21

2.5

4

17

-

-

21

재정･금융

17

2

-

17

2

15

-

무역･외환･국제수지

10

1.2

2

8

1

4

5

교육･문화･과학

46

5.4

3

43

33

12

1

257

30.2

2

255

3

254

-

보건･사회･복지

기타(시도기본통계포함)

출처: http://kosis.kr/bsis/abroad/abroad_0501List.jsp

다. 국가교육통계의 개념
국가교육통계는 통계의 개념에 따르면 교육현상을 숫자로서 계량화한 것이다. 국가교
육통계는 우리교육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국가교육통계는 교육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는 데 역점을 둔다.
그러나 국가통계의 개념에 따르면, 교육현상을 숫자로서 계량화한 모든 통계가 국가
교육통계가 될 수는 없다. 국가교육통계는 중앙교육행정기관이나 지방공공단체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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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알고자 하는 집단을 구성하는 있는 개인이나, 기관 등 개개의
조사단위를 일정한 목적에 따라 관찰함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얻
기 위한 일련의 국가교육통계조사활동(박재윤 외, 2002)을 통해 생산된다. 국가나 국가
에서 인정받은 기관 외에 민간기업 차원에서 혹은 학술적 차원에서 실시되는 통계조사
들도 있다. 그러나 국가통계는 공식통계이며, 공식통계는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통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민간차원이나 학술적 차원에서 실시되는 통계조사들은 국가교육통계
라 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교육통계는 국가의 승인을 받은 교육과 관련된 국가승인통계
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국가교육통계는 교육현상을 숫자로 계량화한 정보이지만, 국가통계 체제에
의해서 생산된 통계를 의미한다. 또한 국가교육통계는 우리교육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국가교육통계는 교육정책의 타당성을 검
토하고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둔다.
국가교육통계는 국가통계제도 하에서 관리되는 통계로, 우리나라는 분산형 통계제도
를 택하고 있다. 통계제도는 분산형과 집중형으로 분류되는데, 이 구분은 절대적인 것이
라기보다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집중형 통계제도는 통계가 전문화된 통계작성기관에 집
중되어 있고, 각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통계를 이 기관이 모두 작성,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이고, 분산형 통계제도는 통계활동이 각급 기관에 분산되어 각 기관의 고유 업
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는 각 기관의 책임아래 작성하는 통계제도이다. 우리나라,
미국, 일본 등이 분산형 통계제도를 따르고 있다(통계청). 따라서 국가교육통계를 통계
청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관련 기관에 분산되어 생산되고 있다. 국가교육
통계를 생산하고 있는 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청,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등으로, 이들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교육 통계 개발에 활용이 가능한 체제이다. 그러나 통계 생산기관이 분산되어 있
어, 체계적인 통계의 개발이 힘들며, 통계 전문인력의 집중적인 활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통계청에서 각 기관에서 생산하는 통계에 대한 종합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
다고는 하지만, 통계 작성상의 중복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인력과 예산의 낭비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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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통계조사인 교육기본통계(교육통계사업)는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40년
간 교육통계연보라는 통계자료집의 형태로 발간되어 왔으며, 1997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사업을 인수하기 전까지는 시도교육청이 교육통계연보 양식에 따라 제출한 집계표를 국
립교육평가원이 종합하여 연보를 발간하는 것이 국가교육통계의 거의 전부였다. 교육통
계사업을 통해 산출된 교육기본통계는 국가교육통계의 근간이 되었고, 이후 교육과 관
련된 다양한 통계가 생산되기 시작되었다.
현재 국가에서 승인한 통계 중 교육 관련 통계들은 교육고등교육기관졸업자 건강보험
DB연계 취업통계조사, 교육기본통계, 사교육비조사, 사교육의식조사, 특수교육실태조사,
평생교육통계,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한국교육종단조사, 한국아
동청소년패널조사 등이다. 이 중 지정통계는 교육기본통계와 사교육비조사이고, 나머지
통계는 일반승인통계이다.
<표 Ⅱ-6> 교육관련 국가승인통계
통계명
정부기관

통계작성지정기관

◦ 통계청: 사교육비조사
◦ 교육과학기술부: 사교육의식조사, 특수교육실태조사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평생교육통계, 고등교육기관졸업자건강보
험DB연계 취업통계조사, 한국교육종단조사,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그러나 최근 교육통계와 유사한 시스템들이 개발되면서, 국가교육통계에 대한 개념과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행정정보시스템인 NEIS와 edufine, 그리고 공시
시스템인 학교알리미와 대학알리미, 그리고 현재 구축되고 있는 정보기반 인재정책지원
시스템이다. 행정정보시스템과 공시시스템의 개발 목적은 물론 통계의 생산은 아니지
만, 시스템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정보들은 통계의 형태로 가공이 가능하다. 정보기
반 인재정책지원 시스템은 기존의 누적되어 있는 교육정보를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DW 시스템이다. 이들은 국가교육통계의 범위 안에는
포함되지는 않지만, 그 특성에 있어서 국가교육통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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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교육통계체계
국가교육통계체계는 교육과 관련된 국내 통계들을 포괄하고 그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즉 국가교육통계는 자료의 수집단계에서부터 이
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단계까지 뿐 아니라, 활용의 단계도 매우 중요하다. 국
가교육통계체계는 접근 관점에 따라 교육통계의 내용 체계, 생산체계, 관리체계, 활용체
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통계, 인적자원 통계, 인재통계를 개선하
거나 혁신하기 위한 연구들을 보면, 일부 연구를 제외하고서는 일부만을 포함하는 통계
체계 발전 방안들을 내놓았다.
<표 Ⅱ-7> 통계체계에 따른 선행연구 분석
내용체계

생산체계

활용체계

통계제도 검토
통계인력확충
효율적인 관리체계

품질관리스시템
통계시스템개선

이재형 외(2001)

관리체계

인구사회구조의 변화,
초중등정규교육, 고등
교육, 학교에서 노동
송창용 외(2006)
시장으로의 이행, 노
동시장, 평생학습 단
계로 지표 개발
통계작성체계 개선
수요자 요구조사

김창환 외(2006)

분석서비스개선

인적자원통계협력망
제안, 통계생산기관
의 협력

법･제도적 추진체계,
통계서비스개선
통계중요성 인식 인적자원통계 종합관
리 인프라구축
제고

이상돈 외(2007)
보호･복지, 교육과 학
강성국 외(2008) 습의 영역으로 인재통 조사체제 분석
계체계화
김창환 외(2009) 정책통계강화

김창환 외(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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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생산기획체제
수요자 지향적
구축
지원체제 구축
통계서비스
통계품질 고도화

다양한 창의인재통계 창의인재통계 품질 수요자 중심의
개발
제고
통계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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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체제 및 체계를 개선･구축하기 위한 연구들이 다수 있지만, 종합적･포괄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이재형(2001)의 연구는 통계 발전방안을 통계 생산 체
계와 관리･지원 체계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였고, 통계발전을 위해 근본적으로 집중형
통계 제도적 요소를 강화해야 함을 강조하였고 통계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러나 통계체계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접
근을 하지는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송창용(2006)의 연구는 국가인적자원정책에
기초하여 인구사회구조의 변화, 초･중등 정규교육 일반, 고등교육, 학교에서 노동시장
으로의 이행, 노동시장, 평생학습의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는 투입과 산출･성과, 환
경･체제의 영역으로 구분함으로써 생애 단계별 체계와 주요 성격에 대한 체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지표를 구성하였다. 이 연구는 통계의 내용체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김창환(2006)은 연구에서 인적자원통계의 관리･지원적 체계의 초점을 두고 인적자원
통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적자원통계를 관리･지원할 수 있는 독자적
인 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통계생산관련 기관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이상돈(2007)의 연구도 김창환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관리체계에 연구의 초점이 있는
데, 정책통계의 중요성 부각과 함께, 인적자원 통계 조사 및 분석 체제의 비효율성, 인적
자원 통계지표의 비표준화로 인한 정보 제공력 약화 등 인적자원 통계 체제에 대한 종합
적 진단과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해서 인적자원통계를
체제적 혁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 연구 역시 종합적인 관점에서가 아
니라 관리･지원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지만, 인적자원관련 통
계의 종합 관리와 통계 작성 기관들의 협력에 대한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
다. 강성국(2008)의 연구는 인재양성통계에 대한 내용적 접근과 조사체계에 대한 접근을
하였고, 김창환(2009, 2010)의 연구는 인재통계의 내용체계, 생산체계, 관리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통계의 어느 한 측면에 중점을 두고 통
계의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교육통계의 혁신을 위해서는 어느 한 부분
의 개선만으로는 그 효과를 얻기 힘들다. 따라서 내용체제, 생산체제, 관리체제의 모든
측면에서 혁신이 필요하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통계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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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국가교육통계는 다양한 국가정책에서 주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증거기반 정
책이 강조되면서 국가교육통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교육통계는
정확하고 품질 좋은 통계여도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국가통계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
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활용의 영역은 국가교육통계에서 중요한 영역이다. 하지만 지금
까지 좋은 통계를 만드는데 초점이 있어서, 활용의 영역은 생산의 작은 영역으로 포함시
켜 접근해 왔다. 이 연구에서는 활용을 국가교육통계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국가교육
통계체계를 개발하였다. 국가교육통계를 내용체계, 생산체계, 활용체계, 관리체계로 나
누어 살펴보겠다.

[그림 Ⅱ-1] 국가교육통계체계

국가교육통계의 내용체계는 교육통계가 담고 있는 내용과 관계된다. 인적자원 통계의
경우에는 통계정보를 체제론적 관점에서 생성, 관리되고 있는데, 유한한 생명체로서의
인간이 성장기로부터 생을 영위하는 바탕으로 인적자본을 축적한 후 사회진출로 이어지
는 이행과정을 거쳐 경제활동의 단위에 소속되어 자신의 인적자본을 활용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일련의 순환체계로 구조화하고 있다(김해동 외, 2001). 이에 따라 인적자원 통
계는 양성, 이행(또는 배분), 활용, 성과 등의 체계에 따라 구성되고 활용되고 있다. 이
와 비슷하게 인재통계는 인재양성, 인재배분, 인재활용, 인재성과로 인재통계를 구분하
고 있다(김창환 외, 2008). 이 중 인적자원 양성통계와 인재양성통계가 교육통계와 유사
한 통계라 할 수 있다. 인적자원 양성통계는 학교급에 따른 분류를 주로 선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으로 분류한다. 인재양성통계는 내용체계
를 보호･복지와 교육과 학습(형식교육, 비형식교육, 무형식학습)으로 나누고 있다(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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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외, 2008).
국가교육통계의 내용은 인적자원통계와 인재통계와는 달리 학교급을 준거로 통계의
범주를 나눈다. 국가교육통계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평
생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표 Ⅱ-8> 국가통계 생산의 전반적 흐름
단계

구체적 업무 내용

기획･연구
･분석
통계
생산

통계수요조사, 새로운 통계개발, 기존통계의 개선 등
종합계획수립, 조사대상설정, 조사표설계, 조사구 설정, 홍보, 예비조사 등

조사

관련 공무원 및 조사원 교육, 조사대상자에 대한 협조 요청, 조사 실시

검사

조사 단계별 검사, 사후조사 등

집계

집계, 통계표작성, 보고서 작성

통계보급 및 이용
통계품질 평가

매체를 이용한 통계공급, 수요자들의 통계 활용
통계품질 평가 기준 마련, 기준에 따른 평가

출처 : 김창환 외(2008). p.112.

국가교육통계의 생산체계는 통계의 생산과정과 매우 밀접하다. 통계는 수요자들이 필
요로 하는 통계를 작성하여 공급하기까지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통계수요가
파악되면, 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자료를 왜 필요로 하는지, 어
디에 쓰이는 것인지 등을 통계수요자들과 구체적인 토의를 거쳐 파악하고, 이러한 자료
가 통계적인 방법으로 조사가 가능한 것인지, 필요로 하는 자료가 이미 공식통계(통계법
에 의거 작성 승인된 통계)나 행정기록 등으로 존재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한 다음, 통
계작성 가부를 결정하고 추진하게 된다. 통계작성이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 자료를 수
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가공･분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원자료 또는 가공된 자료는
이용자들에게 공급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김창환 외, 2008)
인재양성통계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는 인재양성통계의 조사체제와 내용체제
를 분석하기 위한 틀을 개발하였다. 조사체제의 분석 틀에는 통계의 생산기관, 생산주
기, 법률적 구분, 조사방법, 생산자료, 자료배포, 조사대상 등을 포함시켰다. 인재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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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인재양성행위와 인재양성행위의 흐름으로 구분하여 분
석틀을 개발하였다.
<표 Ⅱ-9> 인재양성통계 조사체제 분석의 틀
자료특성
통계명

생산
기관

생산
주기

법률

조사방법

자료 배포

조사대상

생산자료

자료 배포 경로
원자료
승인
조사
제공 발간 홈페 분석
기
보
1차 2차 여부
타
고
자료 이지 시스템
지정 일반
전수 표본

개인
(□)/
기관
(◆)

출처: 강성국 외(2008). p.58

인재통계 생산체제는 통계의 기획(Statistics Planning), 통계조사(Data Collection),
분석(Data Analysis), 서비스(Data Dissemination)로 나누어 세부 과정의 모형을 만들
고 이를 기초로 생산체제 종합 모형을 작성하였다. 인재통계 기획에는 수요자요구분석,
상황분석, 지원체제검토, 조사설계, 연구가 포함되고, 조사에는 사전조사, 사전조사 결
과분석, 본조사, 자료입력 및 검증, 집계(조사완료)가 포함되며, 기획, 조사, 분석, 서비
스 전 과정에 거쳐 평가를 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조 사

기 획

수요자요구분석

상황분석

지원체제검토

DB구축

분석

연구

조사설계

사전조사

사전조사
결과분석

본조사

자료입력 및
검증

평가･통계작성과정 체계적 관리

[그림 Ⅱ-2] 인재통계 생산체제 모형
출처: 김창환 외(2009).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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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생산 흐름을 보면 통계생산은 먼저 기획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새로운 통계
수요 및 기존통계의 개선, 신규통계의 설계 등이 포함된다. 기획단계가 끝나면 실제로
통계를 조사하게 되고, 조사된 내용을 서비스하기 위한 가공단계인 분석단계를 거치게
된다. 통계품질에 대한 평가는 통계생산의 전 과정에 거쳐 이루어지게 된다. 국가교육통
계의 생산통계는 통계생산 과정에 따라 체계화할 수 있는데, 기획, 조사, 분석, 품질평
가 등이 포함된다.
국가교육통계 활용체계는 통계의 보급(서비스) 체계를 의미한다. 국가교육통계 활용
체계는 통계가 최종적으로 수요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으로, 국가교육통계는 많은 인력
및 예산이 투입되어 만들어진 국가 공유재산으로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효율성이 높아지
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교육통계의 효율적인 활용체계의 구축은 양질의 통계생산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교육통계 활용체계가 원활하지 못할 때, 국가적으
로 중요한 정보가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도 중
요하지만 이를 수요자들에게 적절히 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보급(서비스) 체제를 구축
하는 것 또한 못지않게 중요하다(이재형, 2004).
통계의 관리체계와 관련해서 김창환의 연구(2009)에서는 우리나라의 분산형 통계제도
를 인해 통계지표의 중복 생산, 신규통계 발굴 및 조사의 어려움, 통계정보 획득의 어려
움 등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재통계 관리･지원체제 모형을 제
안하였다. 인재통계의 관리･지원 체제모형은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청, 국제기구 등과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인재통계 생산기관을 총괄기관으로 두고 인재통계 생산기관들 간의
협력을 통해 통계에 대한 연계 분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 체제로 하고 있다.
인재통계 생산기관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 인재통계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국
가 인재 통계에 대한 종합적 조사, 체계적 관리 및 통계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통계수요자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 인재 관련 통계조사의 정보를 연계･활
용할 수 있는 네트워킹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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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등
정부부처
법제정비

국가인재통계
총괄기관

기타
협력기관

통계분석

교류

분류체계표준화
조사/항목연계
데이터공통사용

조정

통계청

서비스

인재통계
생산기관

국제통계기관
OECD/UNESCO
IMD/World Bank

[그림 Ⅱ-3] 인재통계 관리･지원체제 모형
출처: 김창환 외(2009). p.67.

인재통계 관리･지원체제에서 담고 있는 요인들을 국가교육통계 관리체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국가교육통계의 관리체계는 통계의 법과 제도 등이 포함된다. 법률상으
로 국가통계를 조정할 권한이 통계청에 있지만, 국가교육통계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고 있는 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이다. 국가교육통계를 교육과학기술부를 포함해
서 여러 기관에서 생산하고 있어 이들 통계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또한 교육
통계와 유사한 거대한 시스템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들과 국가교육통계와의 관계정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교육통계의 관리체계는 법과 제도 뿐 아니라 국가교육통
계와 교육통계 관련 시스템들을 연계해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체계까지 포함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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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미국과 핀란드, 독일의 교육통계 현황 및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의 국가교육통계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미국은 분산형 통계체제를 취하고 있지
만, 국립교육통계센터를 두어, 교육과 관련된 거의 모든 통계를 생산･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토해 볼만한 사례이고, 핀란드의 경우는 통계를 관리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드
는 등 통계품질 강화를 위한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완전분산
미국

분산도 확대
일본

한국

집중도 확대
핀란드

완전집중
독일

캐나다

[그림 Ⅲ-1] 통계제도의 분산 및 집중 정도

독일의 경우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집중형 통계체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로 집중형 통
계체제를 가진 나라의 교육통계 생산과정을 보여줄 수 있고, 연방 통계청 차원에서 통계
품질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통계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1. 미국
미국에서 교육과 관련된 통계를 생산하는 대표적 기관은 국립교육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NCES)이다. NCES는 교육과학원(Institut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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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Science; IES)이 운영하는 교육센터 중 하나로 미국과 해외의 교육관련 통
계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정책 입안자, 교육실무자, 학부
모 및 시민들에게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실 그대로의 교육현
황을 알리기 위해서 관련된 자료와 정보들을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분석･보고하는 역할
을 수행한다.
미국의 교육과학원(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 IES)은 2002년 교육과학개혁법
안에 의해 교육부의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어졌다. 교육현장과 교육정책에 근거가 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미션으로 하고, 무엇이 행해졌고, 무엇이 행해지지 않았으
며, 그 이유를 확인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의 교육의 결과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ES는 학업성취를 향상시키고, 연방정부 프로그램의 대규모 평가를 지원해주고,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와 같은 교육의 상태를 통계로 보고하
는 등의 수많은 조사연구에 투자하고 있다. 또한, 증거기반의 교육을 하기 위한 인프라
를 만드는 데 지원하고 있으며, 법에 의해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롭다.

[그림 Ⅲ-2] 미국의 교육과학원(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 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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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S는 4개의 센터를 설치하여 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4개의 센터는 교육연구센터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Research), 국립교육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교육평가 및 지역교육지원 센터(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Evaluation and Regional Assistance), 특수교육연구 센터(National
Center for Special Education Research)이다.

가. NCES의 조직
NCES의 내부조직 구조를 살펴보면 청장실과 부청장실, 그리고 네 개의 본부로 이루어
져 있으며 부청장실 산하에는 통계표준관리팀을 두고 있다. 교육통계청장(Commissioner
of Education Statistics)은 센터에 대한 정책과 표준을 설정하고 운영을 총괄함으로써,
통계의 질과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 교육통계부청장(Deputy Commissioner
of Education Statistics)은 통계표준관리팀을 포함하여, 센터와 NCES 지원 기관에 기
술적 및 통계적 지원을 제공하고, 통계 목적으로 개별 자료에의 접근을 필요로 하는 개
인 또는 기관에게 인증을 해주는 체계를 개발하여 운영한다.

[그림 Ⅲ-3] NCES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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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본부(Assessment Division; AD)는 그 아래에 평가설계 및 분석 프로그램
(Assessment Design & Analysis Program), 평가개발 및 질관리 프로그램(Assessment
Development & Quality Assurance Program), 출판 및 보급(Reporting &
Dissemination), 주정부지원 및 고객서비스(State Support & Constituency Outreach)
로 나누어져 있다. 평가본부에서는 국가수준에서의 전국학업성취도평가사업(NAEP)을
설계, 개발, 이행, 보고하고, 주정부의 검사 실시와 관련 자료수집 활동을 조정한다. 또
한 다양한 교육평가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유아, 국제, 종단연구본부(Early Childhood, International and Crosscutting Studies
Division; ECICSD)는 하위부서로 연차보고서 프로그램(Annual Reports Program), 데
이터개발 프로그램(Data Development Program), 유아 및 가구 연구 프로그램(Early
Childhood & Household Studies Program), 국제 연구 프로그램(International
Studies Program)을 포함한다. 유아교육에서 평생교육까지 전체 교육단계를 포괄하
는 연구를 수행하고, 주요 국제기구나 관계기관 합동 기구와의 관계 유지, “Condition
of Education”, “Digest of Education Statistics”, “Projections of Education
Statistics” 등과 같은 연차 보고서의 발간, NCES 프로그램 리스트 발간 등을 수행하고
있다.
초중등 및 도서관 연구본부(Elementary/Secondary and Libraries Studies Division;
ESLSD)는 초중등협력체제 및 기관연구 프로그램(ELSEC Co-operative System &
Institutional Studies Program), 초중등 사례연구 프로그램(ElSEC Sample Survey
Studies Program), 도서관 협력체제 및 기관연구 프로그램(Library Co-operative
System & Institutional Studies Program), 중등교육 종단 및 기록연구 프로그램
(Secondary Longitudinal & Transcript Studies Program) 등을 하위 부서로 포함하
고 있다. 초중등학교 교육에 대한 전수 및 표본조사를 기획하고 설계, 운영, 통계분석,
보고 및 결과를 배포하고 국가 및 주, 지역단위에서의 도서관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또
한, 초중등학교 및 도서관 영역에서 전국협동교육통계 시스템(National Cooperative
Education Statistics System)이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등연구본부(Postsecondary Studies Division; PSD)는 고등협력체제,

34 ｜

Ⅲ. 주요국의 국가교육통계체계

분석, 보급 프로그램(Postsecondary Co-operative System, Analysis, & Dissemination
Program), 고등교육기관 연구 프로그램(Postsecondary Institutional Studies Program),
고등교육 종단 및 사례연구 프로그램(Postsecondary Longitudinal & Sample Studies
Program)을 하위 부서로 두고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전수 및 표본조사를 기획하고, 설
계, 운영, 통계분석, 보고 및 결과를 배포하고, 고등교육 영역에서 전국협동교육통계시
스템(National Cooperative Education Statistics System)이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리하면, NCES는 교육의 투입 요인 뿐 아니라, 교육의 과정과 산출요인과 관련된
통계(학업성취도평가 등)를 강조하고 있으며, 전문화되고 다양한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또한 전수조사 이외에 표본조사나 종단적 연구 등 다양한 통계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통
계조사를 하고 있다. 각 조사사업별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모든 자료를
우선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등 신속하고 다양한 서비스 시스템을 갖
추고 있다.
전형적인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은 통계를 생산하는 기관이 약 100개
기관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전적으로 통계활동 만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미국의 주요통
계기관은 상무부 센서스국을 포함한 11개 기관들이다. NCES도 이 중 한 기관에 해당한
다. 이들 기관들의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표 III-1>과 같다. NCES의 2007년 예산은
222백만 달러, 2008년 예산은 255.2백만 달러로 추정되며, 2009년의 예산은 359.1백만
달러이다. 2008년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NCES의 정부출연금을 통계, 평가, 데이터시
스템에 주로 사용하고 있다. 통계프로그램으로 88.4백만을 받았다. 평가프로그램으로
104.1백만달러를 받았고, 이 중 NAEP(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
는 98.1백만달러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시스템에는 48.3백만달러가 배당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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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미국의 11개 주요 통계기관의 예산
(단위: 백만달러)

상급기관

통계담당조직

2007년 2008년 2009년
(actual) (estimate) (estimate)

생산통계

센서스국

농업센서스, 건설업센서스, 인구주
택센서스 등

913.0

1,467.2

3,169.9

경제분석국

국민계정,국제수지,해외직접투자 등

75.8

77.2

86.5

농업통계서비스

축산, 과실, 채소 등 농업통계

147.3

162.2

153.5

경제연구서비스

곡물, 농업금융 등 농업관련통계

75.2

77.4

82.1

교육부

교육통계센터

교육통계

222.0

255.2

359.1

에너지부

에너지정보국

석탄, 석유, 전기 등 통계

90.7

95.5

110.6

보건/인적자원부

보건통계센터

보건통계

107.1

113.6

124.7

법무부

법무통계국

사법관련 통계

40.3

41.8

53.0

노동부

노동통계국

임금, 고용, 물가관련 통계

548.1

544.3

592.8

교통부

교통통계국

교통, 운수관련 통계

26.7

27.5

27.0

국세청

소득통계과

세금, 국부관련 통계

37.2

41.3

42.3

상무부

농림부

출처: http://www.whitehouse.gov/omb/inforeg/09statprog.pdf

예산운용의 융통성이 있어, 인력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한 특별 예산과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현안 과제에 대한 연구를 위한 특별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표 Ⅲ-2> NCES 인력구조
(단위: 명)

2007년

2008년

2009년

정규직

89

90

93

정규직 이외

19

17

17

통계학자(전문가)

64

67

69

NCES의 인력구조를 보면 2007년에는 일반직원들이 108명, 통계전문가는 64명이고,
2009년은 일반직원들이 110명, 통계전문가가 69명으로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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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조사
NCES에서 조사하고 있는 통계조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3> NCES 주요 통계조사
조사명

유
아

초
중
등

조사관련내용

유아종단조사
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tudy(ECLS):Birth
Cohort (ECLS-B)

- 유아, 부모, 유치원교사, 특수교육교사, 학교행정가 대상 조사, 학
생기록부, 학교시설조사
- 출생부터 1학년까지 학습과 발전상황 조사
- http://nces.ed.gov/ecls/Birth.asp

유아종단조사
Early Childhood
Longitudinal Program
(ECLS): Kindergarten
Class of 1998-99
(ECLS-K)

- 유치원에 입학하는 아동의 초기 학교 경험에 초점을 두고 중학교까
지 아동을 추적 조사함
- 아동의 학교 입학상황, 학교 이동, 8학년까지의 성취에 대한 자료
제공
- 학업성취에 가족, 학교, 지역사회, 개인 요소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에 대한 연구
- http://nces.ed.gov/ecls/Kindergarten.asp

공통핵심 통계 자료
Common Core of
Data(CCD)

- 공립학교 대상 전수조사
- 공립초중등학교의 재정, 비재정 관련 항목조사
- http://nces.ed.gov/ccd/

범죄와 안전 조사
Crime and Safety
Surveys(CSS)

- 2개의 조사가 있음
- 공립학교와 교장을 조사하는 School Survey on Crime and
Safety(SSOCS)와 12세에서 18세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NCVS)의 일환으로 조사되
는 School Crime Supplement(SCS)가 있음
- http://nces.ed.gov/programs/crime/

현인구조사
Current Population
Survey(CPS)

- 고용여부와 시민의 특성파악하기 위한 달별 가정조사
- NCES의 후원 하에 초중등 및 고등교육, 유아교육, 성인교육의 등
록현황과 교육적 성취조사
- http://nces.ed.gov/surveys/cps/

생애/기술교육 통계
Career/ Technical
Education Statistics

- NCES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재조직하여 직업기술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 http://nces.ed.gov/surveys/ctes/

교육재정통계센터
Education Finance
Statistics Center(EDFIN)

- 공립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재정정보를 제공
- http://nces.ed.gov/ed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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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명

조사관련내용

- 10학년부터 고등교육, 직업의 세계로의 이동을 모니터하기 위해 전
교육 종단 조사 2002
국적 샘플을 설계
Education Longitudinal
- 학생에게서 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 학교 등의 다층적인 자료를
Study of 2002(1)ELS2002
수집
- http://nces.ed.gov/surveys/els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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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대응 조사 체제
Fast Response Survey
System(FRSS)

- 1975년에 이슈와 관련된 데이터를 최대한 빨리 조사하기 위해 만들
어짐.
- 교육부 애널리스트, 의사결정자들의 요구에 맞도록 설계되어 초중
등 수준의 교육이슈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
- http://nces.ed.gov/surveys/frss/

고등학교 패널조사
High School and
Beyond(HS&B)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 직업적, 개인적 발전상을 조사
- 각 패널은 비교의 목적을 가짐
- http://nces.ed.gov/surveys/hsb/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조사
High School
Transcript(HST) Studies

- 고등학교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조사
- 학생의 학업수행과 평가를 객관적으로 조사 가능
- http://nces.ed.gov/surveys/hst/

국가교육 가계조사
프로그램
National Household
Education
Surveys(NHES)

-

사립학교 조사
Private School
Survey(PSS)

- 사립초중등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
- 2년 단위로 조사
- http://nces.ed.gov/surveys/pss/

Rural Schools

- http://nces.ed.gov/surveys/ruraled/

교육구 인구통계
School District
Demographics System

- 아동과 교육구의 인구통계, 사회적 특성,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정
보를 제공
- 교육구의 지리적 인구학적 데이터를 제공
- http://nces.ed.gov/surveys/sdds/

학교 및 직원조사
Schools and Staffing
Survey(SASS)

- 공사립 학교의 교장, 학교교직원, 교사대상 조사
- 초중등 학생, 교직원, 학교프로그램, 학교풍토에 대한 교장과 교사
의 인식, 학교의문제, 교사 보상, 교사 고용에 관해 조사
- http://nces.ed.gov/surveys/sass/

기관이 아닌 가구대상 전화조사
성인교육, 평생학습조사
학교 방과전/후 프로그램 조사
시민으로서 교육과 사회 참여하는 정도를 조사
유아교육 및 학교준비정도 조사
도서관 이용 조사
부모 및 가족의 교육 참여 정도 조사
학교안전과 규율조사
http://nces.ed.gov/n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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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명

조사관련내용

범죄와 안전에 관한 학교
조사
School Survey on Crime
and Safety(SSOCS)

- 학교교장을 대상으로 학교범죄와 안전에 대해 조사(학교단위로
조사)
- http://nces.ed.gov/surveys/ssocs/

학사학위 및 학사학위 이상 - 학사학위 이수 이후에 교육과 직업에 대한 조사
종단조사 Baccalaureate
- 대학원 진학과 취업에 대한 자료 제공
and Beyond(B&B)
- http://nces.ed.gov/surveys/b%26b/index.asp

고
등

평
가

중등교육 후 교육 입학생
조사
Beginning Post-secondary
Students(BPS)
Longitudinal Study

- 대학초년생을 대상으로 조사,
- 대학생활 및 직업까지 조사가 계속됨
- http://nces.ed.gov/surveys/bps/

고등교육 통합정보시스템
Integrated
Post-secondary
Education Data
System(IPEDS)

- NCES 고등교육조사 프로그램의 핵심
- 고등교육기관의 성격, 졸업률, 재정, 학생재정지원, 정규학기 등록,
특별프로그램등록, 교직원, 교직원 연봉, 대학도서관
- http://nces.ed.gov/ipeds/

고등교육 학생보조 체계
조사 연구
National Postsecondary
Student Aid
Study(NPSAS)

- 대학생과 학부모가 지출하는 등록금 관련 조사
- 학생기록카드, 재정보조와 학자금 대부, 학생 학부모 전화인터뷰
- http://nces.ed.gov/surveys/npsas/

고등교육기관 교원
조사연구
National Study of
Postsecondary
Faculty(NSOPF)

- 고등교육기관의 교수와 교직원에 대한 정보 제공
- http://nces.ed.gov/surveys/nsopf/

고등교육 현안 대응 조사
체제
Postsecondary Education
Quick Information
System(PEQIS)

- 고등교육관련 정책분석가, 프로그램 기획자, 의사결정자가 필요로
하는 이슈관련 데이터의 신속한 수집
- 1,600개의 고등교육기관을 패널로 가지고 있음.
- http://nces.ed.gov/surveys/peqis/

성인 문해 조사
National Assessment of
Adult Literacy(NAAL)

- 16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문해력 조사
- Background Questionnaire, Prison Component, State Assessment
of Adult Literacy (SAAL), Health Literacy Component, Fluency
Addition to NAAL (FAN), Adult Literacy Supplemental
Assessment (ALSA) 등을 포함
- http://nces.ed.gov/na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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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명

국
제

조사관련내용

초중등 교육 향상도 평가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NAEP)

- 4, 8, 12학년을 대상으로 국가 수준에서 초중등 학교의 학업성취 평가
- 수학, 읽기, 과학, 쓰기, 예술, 시민의식, 경제학, 지리학, 미국역사
에 대해 주기적으로 평가
- http://nces.ed.gov/nationsreportcard/

성인 문해와 생활능력
Adult Literacy & Life
skills(ALL)

- 성인의 스킬에 대한 국가간 비교를 위해 설계된 조사. ALL은 각각
의 국가를 대표할만한 샘플을 표집해서 문해정도와 기본적 계산능
력을 측정
- 또한 성인의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고, 정보통신기술에 친숙정도에
대한 정보를 모음.
- http://nces.ed.gov/surveys/all/

시민교육연구
Civic Education
Study(CivEd)

- 민주주의, 국가의 정체성, 국제적 관계, 사회적 유대와 다양성에 대
한 9학년 학생들의 태도
- http://nces.ed.gov/surveys/cived/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 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능력을 국제적으로 평가하는 시스
템. OECD에 의해 실시됨.
- 의무교육의 끝나는 시기에 학생들이 획득해야 할 기능적 기술에 초
점을 두고 있음
- http://nces.ed.gov/surveys/pisa/

The Progress in
International Reading
Literacy Study (PIRLS)

- 학생들의 읽기능력에 대한 국제비교 프로그램.
- 4학년 학생들의 읽기행동과 태도, 읽기에서의 성취정도를 조사함
- http://nces.ed.gov/surveys/pirls/

- 국가간 수학, 과학과목 성취 비교
Trends in International
- 4학년과 8학년의 수학과 과학 성취, 1995년, 1999년, 2003년,
Mathematics and Science
2007년 데이터를 수집
Study (TIMSS)
- http://nces.ed.gov/timss/

도
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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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통계
Library Statistic
Program

- 1989년부터 국가전체의 도서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
- Academic Libraries Survey, Public Libraries Survey, School
Library Media Center Survey, State Library Agencies Survey
가 있음.
- 소장품, 비용, 서비스, 직원 등에 대해 조사
- Public Libraries Survey와 State Library Agencies Survey는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 (IMLS)로 이관
- http://nces.ed.gov/surveys/libraries/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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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주제별로 보고수준에 따른 조사 분류
보고수준
주제

학교/기관

교육구

주

국가
초등/중등

학생

교사/직원

CCD, PSS,
ECLS-K

CCD, PSS

CCD,
CCD, SDDB
SDDB

CCD

CCD, CCD, SASS, NAEP, PSS, HS&B, NELS:88,
NAEP, ELS:2002, ECLS-K, ECLS-B, TIMSS 2003,
SASS, PSS
TIMSS-R, FRSS, B&B
NAEP, TIMSS 2003, TIMSS-R, FRSS,
CCD, SASS, HS&B, NELS:88, ELS:2002,
ECLS-K, ECLS-B, SSOCS

공립학교
공립기관재정

CCD

학교도서관
평가

사립학교

CCD, NLS:72, HS&B, NELS:88, ELS:2002,
PSS, TIMSS 2003, TIMSS-R, NAEP,
ECLS-K, ECLS-B, FRSS, SDDB, NHES,
HSTS, SCS/NCVS, PIRLS, CPS, PISA, CivEd

PSS

CCD

CCD

SASS

SASS, ELS:2002

NAEP

NAEP, NLS:72, HS&B, NELS:88, TIMSS
2003, TIMSS-R, PIRLS, ECLS-K,
ECLS-B, PISA, CivEd

PSS

PSS, SASS, PRSS, NELS:88, ELS:2002,
ECLS-K, ECLS-B, HS&B, NLS:72

부모

NELS:88
고등

학생

IPEDS

IPEDS

NPSAS, IPEDS, BPS, B&B, NLS:72, HS&B,
NELS:88, ELS:2002, NHES, CPS, PEQIS

교수/직원

IPEDS

IPEDS

IPEDS, NSOPF, PEQIS

기관

IPEDS

IPEDS

IPEDS, PEQIS, NPSAS

재정

IPEDS

IPEDS

IPEDS

학생지원

IPEDS

IPEDS

IPEDS, NPSAS, BPS, B&B

졸업

IPEDS

IPEDS

IPEDS,

평생교육
NHES, NAAL, IALS, B&B, CPS, NELS:88,
ELS:2002, HS&B, NLS:72

성인교육
도서관
가구

ALS

ALS

ALS, PLS,
StLA

ALS, PLS, StLA, NHES, FRSS
SDDB, NHES, NELS:88, ELS:2002, NAAL,
IALS, HS&B, C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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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계품질관리
NCES는 공공정책 결정자와 일반대중에게 양질의 신뢰할 수 있는 유용하고 풍부한 통
계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NCES의 표준과 지침(standards and
guidelines)은 교육관련 데이터의 수집, 분석, 보고를 위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NCES의
직원들은 고품질의 교육데이터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통계표준(statistical
standards)을 사용한다. 연구의 설계부터 시작해서 최종분석까지, NCES의 생산물들은
NCES의 통계와 해당분야의 전문가들과 IES, 기타 교육 협회 등의 엄격한 전문적 검토
과정을 거친다.
<표 Ⅲ-5> NCES 통계표준
○ DEVELOPMENT OF CONCEPTS AND METHODS
- Initial Planning of Surveys
- Publication and Product Planning
- Computation and Reporting of Response Rates
- Codes and Abbreviations
- Defining Race and Ethnicity Data
- Discretionary Grant Descriptions
○ PLANNING AND DESIGN OF SURVEYS
- Design of Surveys
- Survey Response Rate Parameters
- Developing a Request for Proposals (RFP) for Surveys
- Pretesting Survey Systems
- Maintaining Data Series Over Time
- Educational Testing
○ COLLECTION OF DATA
- Coverage for Frames and Samples
- Achieving Acceptable Response Rates
- Monitoring and Documenting Survey Contracts
- Documenting a Survey System
○ PROCESSING AND EDITING OF DATA
- Data Editing and Imputation of Item Nonresponse
- Maintaining Confidentiality
- Evaluation of Surveys
- Nonresponse Bia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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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ALYSIS OF DATA/PRODUCTION OF ESTIMATES OR PROJECTIONS
- Statistical Analysis, Inference, and Comparison
- Variance Estimation
- Rounding
- Tabular and Graphic Presentations
○ ESTABLISHMENT OF REVIEW PROCEDURES
- Review of Reports and Data Products
○ DISSEMINATION OF DATA
- Machine Readable Products
- Survey Documentation in Reports
- Release and Dissemination of Reports and Data Products

통계표준은 NCES의 직원들과 하청업자들이 자료 수집, 분석 및 보급 활동 수행을 위
해 만들어졌다. 즉, NCES의 자료조사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그 결과의 적용과
활용에는 어떠한 제한이 있는가에 대한 표준과 지침을 제공한다.

라. 통계서비스
NCES는 국가 교육정보에 대한 접근 용이성을 추구한다. 즉, 데이터가 일반대중에게
유용하도록 높은 사용률을 보장하는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그 한 방법이
사용자 친화적인 웹사이트 운영이다. 이 사이트는 사용자에게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최
대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링크와 사이트 맵(site map)을 제공한다. 또한 전자
출판물과 데이터를 빠르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NCES에서는 매년 당해연
도의 프로그램과 계획에 대한 책자(예, Programs and Plans)를 발간한다. 이 책자는
NCES의 자료수집에 관한 모든 계획과 일정이 기술되어 있고, NCES의 훈련, 기술, 고
객 서비스 등을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NCES는
조직 내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소록(staff directory)
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곳을 통하여 고객들이 던지는 모든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
변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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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NCES 데이터 툴
- Data Tools
- Quick Tables & Figures
- Find Schools/Coll./Libraries
- College Navigator
- Search for School Districts : Common Core of Data
- Search for Public Schools : Common Core of Data
- Search for Private Schools : Private School Universe Survey
- Search for Public Libraries : Library Statistics Program
- Public School District Finance Peer Search : Educational Finance Statistics Center(EDFIN)
- Public School District Longitudinal Data Search : Educational Finance Statistics Center(EDFIN)
- Compare Academic Libraries : Library Statistics Program
- Compare Public Libraries : Library Statistics Program
- IPEDS Peer Analysis : Integrated Postsecondary Education Data System
- IPEDS Executive Peer Tool : Integrated Postsecondary Education Data System
- IPEDS Dataset Cutting Tool : Integrated Postsecondary Education Data System
- NAEP Questions
- NAAL Sample Questions
- CCD Build a Table
- NAEP Data Explorer
- Data Analysis System(DAS)
- State Education Data Profiles
- NAEP State Comparisons
- District Mapping : School District Demographics System(SDDS)
- School District Profiles : School District Demographics System(SDDS)
- Restricted Data Licenses
- International Archive of Education Data (IAED)

NCES는 다양한 검색지원도구를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
며, 세분화된 검색방법을 제공함으로서 사용자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응대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소스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여 학교, 대학,
도서관, 테이블과 그림, 온라인 대학, 사립학교, 간추린 통계, 데이터 분석, 재정 비교,
고등교육 분석, 국제교육 검색 등 다양한 데이터 소스 검색을 제공함으로서 사용자에 대
한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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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핀란드
핀란드는 통계청이 공공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통계를 작성하는 분산형 통계제도 형
태를 취하고 있지만, 핀란드의 통계체계는 다소 중앙 집중적인 형태이다. 핀란드의 통계
청(Statistic Finland)은 재정경제부 하위의 정부기관으로 통계에 관해 완전하고 독립적
인 책임을 맡고 있다. 핀란드 통계청은 사회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종합통계연구와 통계적 방법론의 개발, 다른 공기관과의 협력 하에 국가 통계 개발, 국
제통계 협력에 참여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육관련 통계도 통계청에서 생산된다.

가. 핀란드 통계의 품질관리
핀란드의 통계 법안(280/2004)은 모든 공식 통계에 적용된다. 이는 효율적이며 통합
된 통계 자료를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을 마련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핀란드 국･내외
의 자료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통계 법안은 단계별로 생길 수 있는 차
이점을 고려하면서 자료 수집, 자료 제공자와의 관계, 윤리적인 조사의 이행과 자료의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두고 있다.
통계에서 전문가적 윤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통계기관 업무의 기반이 되며, 통계
법의 입법과 적용에 기초가 되며, 통계기관의 운영 원리와 업무에도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강조되고 있는 가치로는 통계조사에 있어서의 공정성, 통계자료의 신뢰도, 통계목
적에 따른 타당성(시의성 등), 비용 효율성, 자료의 비밀보장, 응답자들의 알권리와 관
련된 투명성 등이다. 이는 유럽 공동체 위원회의 자문위원회 권고사항 R(97)18번에도
비슷한 원리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모든 회원국의 국가 통계청에 구속력을 가진다.
핀란드는 통계의 생산에 있어서 업무 지침을 만들어 이를 통해 통계의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통계 자료의 타당성, 정확도, 신뢰성, 시의성, 통일성이 그 품질을 결정지으며, 또한
지역과 국가 간의 비교 용이성도 통계품질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업무 지침의 원칙은
세 가지로 합쳐져 있는데, 제도적 환경, 통계적 처리과정, 그리고 통계의 출판이다. 제도적
환경은 전문적인 독립성, 자료수집에 대한 지시, 출처의 타당성, 품질제일 원칙,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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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밀유지, 공정성과 객관성 등이 포함되어 있고, 통계자료의 처리에는 올바른 방식, 적
절한 처리 과정, 응답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말 것 등의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통계
자료의 출판은 타당성, 정확도와 신뢰도, 정확한 타이밍, 통일성과 비교, 접근성과 명확성
등이 지침에 포함되어 있다. 양질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실무자들은 업무 지침에 입각
하여 자신들의 업무와 목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 해야 한다.
<표 Ⅲ-7> 핀란드 통계 품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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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척도

내용

타당성

• 과정은 사용자들의 의견에 기반을 두고, 기존의 통계자료의 타당성과 실용성을 검사하면서
사용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지에 중점을 둔다. 그리고 그들의 늘어나는 필요사항과 변화
하는 우선순위에 관한 조언도 받아들인다.
• 우선시 되는 필요사항을 먼저 충족시키고 작업 프로그램에 반영한다.
• 사용자 만족도 조사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정확도와
신뢰도

• 원본 데이터, 중간 결과, 결과물을 평가 및 확인한다.
• ESS의 품질 요소에 따라서 표본 오차와 비표본 오차를 분석 한 후 체계적으로 문서화한다.
• 개정에 관한 연구와 분석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며, 작업 진행과정을 알리기 위해 사용된다.

시의성

• 정확한 시간에 배포하는 것은 유럽과 국제 사회에서 통계자료 배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
이 된다.
• 유럽의 통계 자료는 배포가 시작되는 정확한 시각이 정해져 있다.
• 유럽 통계 자료가 배포되는 시간은 최대한 사용자의 필요에 맞추어 정해진다.
• 배포 시간에 변경이 생길 경우, 미리 예고가 되며 새로운 날짜가 정해지게 된다.
•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총계 데이터는 미리 먼저 배포될 수도 있다.

통일성과
비교

• 자료는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 통계 자료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은 수정이 가능하다.
• 통계 자료는 각기 다른 출처와 조사를 범위, 정의, 대상, 분류에 관해 동일한 기준으로 출판
을 하게 된다.
• 다른 조사나 출처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비교와 수정을 한다.
• 주기적으로 유럽 통계 시스템과 다른 통계청 간에 자료 교환을 함으로써 국가간 자료의 비교를
용이하게 한다. 유럽 연합 회원국 간에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방법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 진다

접근
용이성과
명확성

• 통계 자료는 적절한 해석과 비교가 가능한 형태로 제공된다.
• 배포는 현대적인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고, 옛 방식대로 문서화를 하는 경우도 있다.
• 때에 따라서 독창적인 스타일의 분석이 제공, 공개되기도 한다.
• 조사가 목적일 시에는 마이크로 데이터에 접속을 허가하기도 한다. 이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야만 가능하다.
• 표준 시스템에 맞추어 속성 정보도 포함된다.
• 사용자들은 지속적으로 조사 방법과 ESS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물의 품질에 대해 정보를 제
공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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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통계청에서 품질이라 함은 전통적으로 통계 자료의 질을 의미한다. 핀란드 통
계청의 전략적 종합 품질 관리(TQM)는 이런 품질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이다.
TQM의 목적은 통계청의 업무능력 향상이며, 개별적 통계 자료와 그 제작에 맞추어져
있던 초점이 통계 조사 전반과 다른 중요한 과정들에까지 넓어졌으며, 또한 전체적 관리
시스템, 인력, 동료의식, 자원까지도 포함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
써, 운영체계는 좀 더 품질에 집중될 수 있으며, 결과물의 질 또한 높아지게 된다. 양질
의 제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세 가지 요소로 나누어진다.
∙ 품질계획: 고객의 요구, 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방식, 그들이 생각하기에 비용 효율적인 자
료 수집을 위해 필요한 구조와 체계, 정확한 처리와 배포 등을 파악 하는 행위.
∙ 품질보장/검증: 고객이 기대하고 필요로 했던 것에 맞추어 결과물을 분석함으로써 그에 따
라 제품과 생산과정을 검사하는 것. 품질 보장을 위해서는 각각의 생산 과정 및 업무를 연구
하고, 적절히 시행되는지를 파악해야만 함.

∙ 품질개선: 발견된 결함들을 전부 없애는 데 목적을 둔 행위. 전체적 갱신이나 시스템 재설계
를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함.

품질관리기준 이외에도 DESAP(Development of a Self-Assessment Programme)나
EFQM(European Foundation for Quality Management)과 같은 자가 진단 도구들을
활용한다. EFQM은 자가진단을 위한 도구로 이 검사의 목적은 기관의 능력과 개선이 요
구되는 부분을 정확히 집어내는 것이다. 관리 부분에 있어서 기관들 간에 비공식적 비교
또한 가능하다. DESAP 자가 진단 역시 통계 제작자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 외부의
전문가들을 고용하는 통계 감사와는 달리, DESAP는 해당 통계 자료의 책임자에 의해
시행된다.

나. 핀란드 통계생산과정의 표준화
핀란드는 통계품질을 위해 통계생산과정을 표준화하였다. 핀란드 통계청은 통계생산
과정을 기획단계, 실행(조사)단계, 추산과 분석, 통계자료의 발간, 고객서비스로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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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기획단계는 통계 조사의 준비단계이다. 핀란드 통계 법안(280/2004)에 의해 설정된
실행, 개념, 분류, 기준의 양식은 통계 조사의 실행 구조를 결정한다. 통계 조사에는 구
체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며 대상 인구와 조사 내용은 연구 계획에 확실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계획 단계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은 내용물의 정의, 자료 수집 방식에
있어서의 전략적 결정, 그리고 자료 수집의 구체적 계획이다. 예산, 인력, 장비와 같은
자원 문제는 계획 단계 초기에 마무리가 지어져야 하고, 동시에 자료의 처리, 보호방법
과 자료 조사를 위한 시간 스케줄도 잡아야 한다.

수요자 요구
연구문제의 형성

목표집단 정의

체제구성및표본선택

데이터수집방법선택

직접 데이터수집

간접 데이터수집

운영과정

[그림 Ⅲ-4] 통계조사의 기획과정

통계 조사 기획 단계에서 조사 방식 선택은 중요한 전략적 결정이다. 자료수집의 특
성, 질문의 배치 및 설문지 계획의 다른 부분, 통계 조사의 지속 기간 및 비용 등에 매
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자료 처리 방법 또한 계획 단계에서 정해지며, 마지막 결과물
제작에 필요한 편집 방법도 함께 명시된다. 계획 단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또
다른 요소는 질문자의 훈련과 현지 조사의 준비이다. 표본 조사를 위한 준비를 할 때에
는, 표본 설계 및 추산 방법도 결정해야 한다.
통계 조사의 실행 단계에는 많은 과정들이 포함되는데,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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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본 구조와 필요한 속성 정보의 설정
∙ 표본의 선택
∙ 설문지의 제작/편집 및 직무 교육의 준비
∙ 자료의 수집과 통합
∙ 자료의 처리(자료 수집, 기호화, (논리적) 검사 및 편집)
∙ 최종 결과물의 제작
∙ 추산 및 분석
∙ 최종 결과의 발간 및 통계 자료의 배포
∙ 기록 보관

통계 조사에서 평가 단계는 준비 단계에서 설정된 최종 결과물이 어떻게 제작 및 발
간되었는지, 그리고 품질 기준이 달성되었는지를 검토한다. 그 외에도 조사내용의 문서
화에 대한 검사 및 평가, 자료의 기록 보관, 분류와 개념, 고객 만족도 조사의 분석이
포함된다. 통계 조사 전반의 수행과 품질 기준의 달성 여부는 통계 책임자들의 DESAP

자가진단이나, 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자료 제작에 관한 통계 감사, 또는 전문 통계
학자나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과정 전체를 평가한다.
통계조사가 끝나게 되면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게 된다. 가능한 한 조사
자료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추정값이나 분석 방식을 택한다.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
기 위해서는, 분석을 할 때 원본 표본이나 연구설계를 고려해야 한다. 이는 다양한 디자
인의 복잡성을 설명할 수 있는 설계 중심의 방식(예: 표본 가중치, 층화와 군집)을 사용
함으로써 이룰 수 있다.
분석에 관련해서는, 추정량의 선택, 모델, 추정 기술, 그리고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정의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수한 통계 업무를 위해서는, 이용자들에게 통계 분
석이 보여주는 신뢰도에 대해 충분한 보고도 이루어져야 한다. 통계 자료와 그 결과물의
신뢰도에 대한 분석은 문서화 될 때 적절한 범위가 필요하다. 표본 조사 자료는, 주된
연구 변수의 점 추정값과 함께 전체 인구와 가장 중요한 하위 집단의 통계적 신뢰성에
대한 정보가 동반 되어야 하고, 점 추정값 외에도 설계 효과의 표준 오차와 신뢰구간에
관한 보고 또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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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자료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품과 자료에 관한 의사소통과 마케팅이 적
절히 이루어져 찾고 접하기 쉬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통계 자료와 서비스를 투명하

고 설명적이며 고객의 요구에 맞게 만들 필요가 있다. 핀란드 통계청의 소통 전략(2003)
에 정의된 목표와 원칙들은 통계 이용 촉진뿐 아니라 발간과 고객 서비스에도 적용이 가
능하다. 의사소통과 고객 서비스에서 다음의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 신뢰성: 공개된 모든 정보는 정확해야 하며 신뢰도 수준도 표시되어야 한다.
∙ 형평성: 의사소통에 있어 핀란드 통계청은 객관성, 독립성, 자료 제작의 동등함을 중시하며
통계 원리의 원칙을 준수한다.

∙ 개방성과 동등함: 자료는 공평한 방식으로 공개를 해서, 공개 시간은 미리 공지가 되며 관심
이 있는 모든 사람이 공개와 동시에 다 같이 받아 볼 수 있도록 한다. 핀란드 통계청의 직원
이 한 사람의 전문가로서 기관 안팎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자료와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
공하게 된다.

∙ 이해를 돕는 명확함: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할 때 핀란드 통계청은 과도한 전문 용어 사용을
피하고 자료에 나온 정보를 분석해 줌으로서 이해하기 쉽게 도와주고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
하고자 한다. 제시된 정보 또한 완성도를 높여 사용자들 스스로의 해석과 결론에 도달 할 수
있도록 한다.

핀란드 통계청은 정부와 유럽통계시스템(ESS)가 각각 필요로 하는 자료와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계획 중이다. 핀란드 통계청의 주력 제품이라 할 수 있는 사회 일반 통계 자
료는 인터넷 어디에서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핀란드 통계청은 국제 협약 및 EU와
맺은 협정에 의거, EU와 다른 국제 기관들에게 무료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핀란

드 통계청은 정보 사용자들에게도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로 정보를 제공하는데, 고객의
주문에 의한 서비스의 경우 요금을 청구한다. 발간의 목적은 핀란드 통계청에서 제작한
자료를 고객들로 하여금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데 있다. 발간은 일반적 용도를
위하여 통계 정보를 문서, 전자 출판물, 데이터 베이스의 형태로 배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핀란드 통계청의 발간의 목표 및 원칙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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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 발표된 모른 정보는 정확하며 그 신뢰도의 수준은 표시된다.
∙ 형평성: 정보는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공개가 되며 모든 사람이 동시에 받아 볼 수 있다.
∙ 명확성: 모든 정보는 실수요자의 필요를 고려해 명확하게 표시된다. 정보 사용자들이 스스
로의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기회 제공을 해준다.

∙ 중립성: 논쟁의 여주가 있는 사회적 이슈를 다룰 때에는 주의를 기울인다.
∙ 해석: 모든 정보는 각기 다른 현상들 간의 비율과 비례를 이용하여 설명하며 그 현상과 변화
의 이유와 결과를 설명하고 분석한다. 한 통계 자료에 들어있는 정보는 같은 현상을 다루고
있는 다른 자료의 내용과 비교가 가능하며, 통계가 아닌 다른 어떤 형태의 정보와도 비교가
가능하다.

∙ 시의성: 발간되는 모든 자료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논쟁과 이슈에 관련을 갖는다. 핀란드
통계청이 솔선수범 하여 통계 정보의 제작에 나설 것이다.

∙ 개방성: 신뢰성 있는 통계 정보는 숨김없이 공개 된다.
∙ 길잡이: 실수요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를 찾고자 할 때 도움을 받는다.

통계 법안의 내용에 따라, 완성된 자료는 지체 없이 발표가 되며 동시에 모든 사용자
들에게 열람이 허용된다. 새로운 통계정보는 주제별로 나누어진 홈페이지에서 공개된
다. 언어법에 의거, 자료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핀란드어와 스웨덴어로 동시에 공개한다.
국제적으로 중요한 통계 자료의 경우 영어로 발간된다. 발표될 자료들에 관한 방대한 자
료는 연간 일람표에 미리 게재되며, 주간 소식지나 주간 신문에 더 세부적인 사항으로
실리게 된다. 핀란드 통계청은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200가지 정도
제작하고 발표한다. 대부분은 핀란드 공식 통계(OSF)로 발표되며 핀란드 통계청에서 공
식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자료는 매년 700개 정도이다.
핀란드 통계청에서는 간행물을 한 권의 책이나 연속 간행물로 만들며, 핀란드 공식통
계 자문위원회는 OFS 가이드북(2005)를 발행하며, 이를 통해 각각의 간행물은 그것이
다루는 주제에 관한 나열과 설명을 제공한다. 발행된 통계 자료에서 오류가 발견되었을
시, 핀란드 통계 자문 위원회의 권고사항과 핀란드 통계청 내부 지침에 의거 즉시 수정
을 해야 한다. 지침에는 각기 다른 배포 경로에 따라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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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통계청의 의무 중 하나가 정보를 최대한 넓게 배포시키는 일이다. 통계청에서
제작된 핵심 통계 정보에서부터 일반 사회적인 통계에 이르는 정보를 인터넷에서 고객
들이 무료 셀프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질의응답은 유료 서비스
로 제공하며, 또한 고객의 주문에 의한 통계 정보 제공도 유료 서비스이다.

다. 핀란드의 교육관련 통계
핀란드에서 주요 교육통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8> 핀란드 교육통계
조사명

조사관련내용

- 종합학교(comprehensive school)에 대한 통계는 개개의 학교의 학생수, 기초교육수준
에서의 특수학교, 중등학교수준의 학교에서 재학생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유아교육과
- 현재 데이터는 9월 20일 현재 상황에 대한 데이터임. 핀란드 통계청에서는 모든 종합
종합학교 교육
학교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 인터넷에 질문지를 올려 데이터를 수집
Pre-primary and
하고 있음.
comprehensive - Producer: Statistics Finland
school education - Homepage: http:// www.tilastokeskus.fi/til/pop/index_en.html
- Official Statistics of Finland (OSF): Yes
- European Statistical System (ESS): Yes

특수교육
Special
education

- 핀란드 교육청은 종합학교에서 특수교육으로 이동하기를 수용한 학생, 파트타임으로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 특수 직업교육에 대한 통계를 생산. 특수교육에 대한 데이터는
핀란드 통계청의 Educational Institutions publication에서 출판함.
- 종합학교에서의 특수교육에 대한 통계는 1998년에 처음 조사되었고, 2001년부터는 매
년 생산되고 있음. 직업교육에서의 특수교육과 후기 중등교육기관에서 특수교육 제공
에 대한 데이터는 1999년부터 조사되고 있음.
- Producer: Statistics Finland
- Homepage: http://www.tilastokeskus.fi/til/erop/index_en.html
- Official Statistics of Finland (OSF): Yes
- European Statistical System (ESS): Yes

- 종합학교에서의 과목선택에 대한 통계는 종합학교 학생들의 과목선택(ethical
subjects, languages)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해줌.
학생의
- 후기 중등교육기관에서의 과목선택에 대한 통계는 학생들의 과목선택(ethical
과목선택
Subject choices
subjects, languages, mathematics)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of students
- 핀란드 통계청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학생들의 과목선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
음. 과목선택에 대한 통계 데이터는 종합학교의 데이터 수집과 연계해서 핀란드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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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명

조사관련내용

-

모든 종합학교로부터 수집되고 있음. 후기 중등학교의 과목선택에 대한 데이터는 후
기중등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모든 교육기관으로부터 개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음.
Producer: Statistics Finland
Homepage: http:// www.tilastokeskus.fi/til/ava/index_en.html
Official Statistics of Finland (OSF): Yes
European Statistical System (ESS): Yes

- 핀란드 통계청에서는 각각의 교육기관으로부터 학위수준과 학생에 대한 개인수준의
정보를 수집함. 이 통계의 중요한 대상은 교육의 범위임: 후기중등교육(전일제, upper
secondary general education (day schools)), 직업교육(vocational education
(secondary level excl. adult education and special education institutions)), 폴리
테크닉과 대학교육(polytechnic and university education (lower and
higher-degree level tertiary degrees)). 조사데이터는 다른 관점에서 편집될 수 있는
데, 예를 들면, 교육기관, 학문분야 등임. 통계법에 따라 통계자료의 개인정보는 비밀
교육중단
이 유지됨. 학업중단에 관한 통계에서 활용되는 학생수는 전체학생수와는 다름. 예를
Discontinuation
들면,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학생들은 데이터에서 제거되어짐.
of education
- post-comprehensive school education에서의 학업중단에 대한 통계를 수집함.
2000-2001년의 학기부터 학생과 자격에 대한 개인수준의 정보를 수집.
- Producer: Statistics Finland
- Homepage: http:// www.tilastokeskus.fi/til/kkesk/index_en.html
- Official Statistics of Finland (OSF): Yes
- European Statistical System (ESS): Yes

학생이동연구
Progress of
studies

- 이 통계는 중등교육기관의 신입생들이 학위나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그들의 학업을 어
떻게 진행시켜나가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줌.
- 교육의 시작부터 교육의 과정, 교육에서의 변화, 그리고 만약 교육을 중단하게 된다면
무엇 때문인가 등에 대한 정보를 조사. progress of university studies에 대한 데이
터는 1980년대 및 1990년대 이래로 일정기간의 간격을 두고 조사됨. progress of
studies in upper secondary general, vocational and polytechnic, and university
education에 대한 데이터는 2000년부터 신입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활용됨.
- Producer: Statistics Finland
- Homepage: http://www.tilastokeskus.fi/til/opku/index_en.html
- Official Statistics of Finland (OSF): Yes
- European Statistical System (ESS): Yes

후기 중등교육
Upper
secondary
general school
education

- 상급의 중등학교교육에 대한 통계는 교육시설이 제공하는 상급중등학교(상급중등학교,
기초 그리고 상급의 중등교육 레벨 그리고 평민대학)에 대한 정보를 포함. 현재 가을, 교
육기관에 의한 사전통계는 상급중등학교교육을 제공하는 교육시설의 9월 20일의 학생
의 총 수를 설명. 상급중등교육학교 학생에 관한 통계는 상급중등학교강의 전체에 참
여하는 학생에 관한 9월 20일 시점에서의 개인기반화정보를 포함.
- 대학입학허가시험에 관한 통계는 특정년도에 대학입학허가시험을 본 학생에 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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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명

조사관련내용

보와 국제대학입학허가시험(IB, Reifeprüfung and Gymnasieexamen) 의 통과자에
대한 분할된 정보를 포함.
- 상급중등교육에서 떠나는 학생의 과목선택에 대한 정보는 분할된 수집에서 수집(학생
의 과목선택에서 자세히 볼 수 있음). 상급중등학교에서의 학생에 대한 사전통계는 낮,
저녁, 원격수업에 수업년도 동안에 교육시설에서의 학생수에 의한 정보를 포함. 통계
는 상급중등학교강의를 모두 참석하는 학생, 상급중등학교에서의 과목학습 학생, 교육
시설에 제공하는 상급중등학교교육에서의 종합적인 학교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의 정보
를 포함하며 정보는 학생을 묘사함.
- Producer: Statistics Finland
- Homepage: http:// www.tilastokeskus.fi/til/lop/index_en.html
- Official Statistics of Finland (OSF): Yes
- European Statistical System (ES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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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Educational
finances

- 교육재정에 관련된 통계는 전체 교육시스템의 재정과 비용에 관한 데이터를 포함함.
교육의 비용에 관한 데이터는 국가적 분류체제에 따라 편집되어 지고, 이와 더불어 국
제적 분류체제와 개념에 따라 편집되어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하고 보고가 가능함. 교육
국제표준분류(ISCED)와 국제기구(UNESCO, OECD, Eurostat)의 UOE 데이터의 원칙
에 따라 데이터를 편집.
- 데이터의 대부분은 행정정보로부터 추출함. 각 주에서 운영하는 교육체제하에 있는 교
육기관들의 경우에는 국가교육위원회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조사가 이루어
짐. 대학의 데이터는 주의 central bookkeeping로부터 추출하거나 과학, 기술, 연구
를 위한 통계로부터 모아진 대학비용에 대한 연구로부터 추출함.
- 교육재정에 대한 통계는 교육기관의 수준과 영역에 의해 구분된 교육체제에서의 비용
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국제기구의 UOE 조사시스템을 따르기 위해 교육비용에 대한 데
이터 또한 매년 수집함.
- Producer: Statistics Finland
- Homepage: http:// www.tilastokeskus.fi/til/kotal/index_en.html
- Official Statistics of Finland (OSF): Yes
- European Statistical System (ESS): Yes

교육참여
Entrance to
education

- 자격이나 학위를 얻기 위한 후기 중등교육기관의 입학, 후기 중등교육기관 졸업자들의
계속 교육 현황, 대학입학자들의 현황, 중등수준 직업교육에서 자격 부여 등에 대한
통계를 조사함.
- 통계 데이터에는 교육에 참여한 숫자 및 입학자, 그리고 그들의 이전 교육(previous
education)에 대한 정보, 다른 교육 분야에 동시에 지원했던 학생 들에 대한 정보 등을
담고 있음. 더불어 종합학교를 떠난 학생들과 대학합격자들, 그리고 직업교육에서 자격을
받은 학생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들이 미래에 교육과 일에서의 변화 추이를 조사함.
- 이 데이터는 1990년대부터 매년 생산되고 있음. 이 통계 데이터는 핀란드 통계청의 전
체 데이터 파일에서 개인수준의 자료들을 결합해서 만들어 짐. 지원자에 대한 정보는
National Board of Education’s registers of joint applications, applicants and
rights to study로부터 추출됨.
- 신입생과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는 핀란드 통계청이 교육기관으로부터 모으는 정보로
부터 추출되고, 중등학교의 졸업생에 대한 정보는 National Board of Edu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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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er of joint applications to upper secondary education 과 the data on
attainers of qualifications에서 추출됨. 이전교육에 대한 정보는 Statistics Finland’s
Register of Completed Education and Degrees에 기초하여 작성되고, 노동과 그 외
활동에 대한 데이터는 Statistics Finland’s employment statistics로부터 추출됨.
- Producer: Statistics Finland
- Homepage: http://www.tilastokeskus.fi/til/khak/index_en.html
- Official Statistics of Finland (OSF): Yes
- European Statistical System (ESS): Yes
- 폴리테크닉 교육에 대한 통계는 폴리테크닉에서 학위를 얻기 위해 입학하는 신입생,
폴리테크닉의 학생수, 폴리테크닉에서 학위를 받는 학생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이러한 통계 데이터는 핀란드 통계청이 폴리테크닉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에 기초하
여 작성되어짐. 9월 20일을 기준으로 학생에 대한 정보가 제공됨.
폴리테크닉교육
- 학생과 학위에 대한 데이터는 폴리테크닉으로부터 개인 수준에서 수집됨.
Polytechnic
- Producer: Statistics Finland
education
- Homepage: http://www.tilastokeskus.fi/til/akop/index_en.html
- Main topic: Education
- Official Statistics of Finland (OSF): Yes
- European Statistical System (ESS): Yes
- 직업훈련조사는 1994년에 처음으로 조사가 실시되었음(CVTS1). 조사는 12개의 유럽
연합의 주에서 실시되었지만, 핀란드에서는 실시되지 못함. 두 번째 조사(CVTS2)는
1999년에 실시되었고, 세 번째 조사(CVTS3)는 2005년에 실시되었음. CVTS3의 목표
직업훈련조사
집단은 농업･임산, 건강･사회사업, 교육･공공행정 등을 제외한 10개의 직업군을 조사
CVTS,
했음.
Continuing
- 회사가 지원하는 훈련과 개인적인 훈련에 참여한 성인의 수, 남녀의 비율, 훈련을 받은
vocational
날짜, 교육분야, 교육을 제공한 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해 줌.
training survey - Producer: Statistics Finland
- Homepage: http://www.tilastokeskus.fi/til/cvts/index_en.html
- Official Statistics of Finland (OSF): Yes
- European Statistical System (ESS): No
- 이 통계는 후기중등교육기관에 속해 공부하는 동안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 노동통계 데이터 파일과 연계되어 있음
- 학생들 간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음. 통계는 학생의 교육과 노동에 대한 양면적인 데
이터를 포함하고 있음.
학생의 직업 - 1995년부터 매년 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2005년에는 통계대상을 18세 이상의 학생들
Employment of
만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됨. 1995년에서 2004년 사이의 통계 데이터는 18세보다 어
students
린 학생들의 데이터도 포함되어 있음.
- Producer: Statistics Finland
- Homepage: http://www.tilastokeskus.fi/til/opty/index_en.html
- Official Statistics of Finland (OSF): Yes
- European Statistical System (ES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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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명

조사관련내용

직업교육
Vocational
education

- 핀란드통계청은 직업교육에서의 획득된 자격과 학생에 대한 통계를 수집함.
- 직업교육에 관한 최종 통계는 9월 20일에 직업교육시설등에 등록한 직업상의 자격(만
1년동안에 달성한 자격)으로 인도하는 교육에서의 참가자 학생의 정보와 만1년 동안
도제학습에서의 참가자에 대한 자료를 포함함.
- 도제학습과 교육시설에서 제공된 직업교육에서의 자격획득자와 학생에 관한 정보는
교과과정기반직업교육(최초의 직업자격)과 기능시험을 위한 예비직업교육(최초의 직
업자격, 그 이상의 직업자격, 전문가 직업자격) 모두 이용가능함. 정보는 또한 교육시
설(교육프로그램에의해 통과된 시험)과 교육의 지역적 분배에 이용가능함. 사전정보
는 만1년 동안의 기능시험 참가자와 9월 20일의 상황에 따른 학생을 포함.
- 최종 통계는 도제학습과 학위를 주는 학교에서 직업교육에서의 자격획득자와 학생인
새로운 학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함.
- Producer: Statistics Finland
- Homepage: http:// www.tilastokeskus.fi/til/aop/index_en.html
- Official Statistics of Finland (OSF): Yes
- European Statistical System (ESS): Yes

대학교육
University
education

- 대학교육에 대한 통계는 새로운 학생들, 학생들과 학위로 이끄는 대학교육의 도달도
정도에 관한 데이터를 포함. 이 통계는 핀란드의 대학 통계에서 수집된 개별데이터로
부터 만들어짐. 2002년에 관한 학생 데이터는 9월 20일까지의 상황을 반영하는 반면,
그 이전에 관한 데이터는 12월 31일까지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어서 2002년을 위한 데
이터는 그 이전 데이터와 완벽하게 비교할 수 없음.
- Producer: Statistics Finland
- Homepage: http:// www.tilastokeskus.fi/til/yop/index_en.html
- Official Statistics of Finland (OSF): Yes
- European Statistical System (ESS): Yes

- 이 통계는 졸업한 노동자와 그 이상의 교육으로 입학한자 그리고 졸업이후 일정기간
동안에 그들의 지역적 변화를 평가하는 것. 이 현상은 연말 시점에 노동자, 비노동자,
상급의 학업, 군대 혹은 다른 일로의 변화를 설명. 게다가 통계는 지역, 산업, 고용주
구역 그리고 다른 정보들에 의한 변화를 설명. 통계는 다수의 핀란드 통계청의 개인기
반화 정보파일의 조합에 의해 생산.
취업 및
- 학교에서부터 직장에 이르기 까지 지불해야 할 변화에 대한 정보는 역시 이러한 정보
상급학교 진급
로부터 매년 생산되고 있음. 서비스는 종합학교를 떠나는 자, 학교입학을 위해 떠나는
Transition from
자, 직업교육으로부터의 자격획득자와 과학기술 그리고 학위, 자격, 혹은 교육과 지역
school to further
의 제공자와 같은 다양한 정보 뿐 아니라 지역의 노동력 공급에 대한 정보와 같은 다양
education and
한 대학교 학위 획득자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포함.
work
- 통계는 1990년대 이후로 매년 생산되어 왔고, 통계법령에 따라, 이러한 통계를 구축하
는 개인 데이터는 기밀이 보장됨.
- Producer: Statistics Finland
- Homepage: http://www.tilastokeskus.fi/til/sijk/index_en.html
- Official Statistics of Finland (OSF): Yes
- European Statistical System (ES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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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교육수준
Educational
structure of
population

- 국민의 교육 구조는 15세 이상의 인구의 후기중등교육에서 학위를 획득 비율을 의미함.
이 통계자료는 성별, 나이, 모국어, 국적 및 이민 등의 정보에 의해 분류되어 제공됨.
- 후기 중등학교, 직업교육기관, 폴리테크닉, 대학 졸업자에 대한 데이터를 조사. The
Register of Completed Education and Degrees는 1970년부터 인구센서스와 연계하
여 교육학위 및 자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음. 이 데이터는 매년 업데이트 됨.
- Producer: Statistics Finland
- Homepage: http:// www.tilastokeskus.fi/til/vkour/index_en.html
- Official Statistics of Finland (OSF): Yes
- European Statistical System (ESS): Yes

- 교육기관에서의 성인교육(Adult education of educational institutions)조사는 일반
교육기관(general educational institutions), 폴리테크닉(polytechnics), 대학과 하
계대학(universities and summer universities)에서 이루어지는 성인교육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해 줌
교육기관에서의 - 주요 조사 내용은 교육기관에 의해서 제공되어지는 성인교육의 규모, 교육에 참여하고
성인교육
있는 성인들의 수, 교육을 제공하는 교사들의 수업시간 등임
Adult education - 핀란드통계청에서는 핀란드의 교육체제 안에 있는 성인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모
든 교육기관을 조사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함. 조사주기는 1년이고, 1993년부터 조사가
of educational
institutions
시작됨
- Producer: Statistics Finland
- Homepage: http:// www.tilastokeskus.fi/til/oaiop/index_en.html
- Official Statistics of Finland (OSF): Yes
- European Statistical System (ESS): Yes
- 핀란드 통계청에서는 성인교육과 관련해서 5번의 조사를 실시되었음. 첫 번째 조사는
1980년부터 조사가 있었고, 1990년부터는 5년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성인
교육조사는 성인인구의 교육에 대한 참여뿐만 아니라, 성인교육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
과 경험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성인교육조사
- 성인교육을 제공하는 조직, 성인교육의 내용, 범위, 효과 등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고,
Adult education
구체적으로는 외국어 또는 정보기술스킬 등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
survey
- Producer: Statistics Finland
- Homepage: http:// www.tilastokeskus.fi/til/aku/index_en.html
- Official Statistics of Finland (OSF): Yes
- European Statistical System (ES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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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
독일은 교육통계를 교육 주무 부처가 아닌 통계청이 주관을 하고 있다. 독일은 통계
사업의 기획, 시행, 공표 등 정책적･실무적 업무 일체를 통계청이 직접 관장하고 있다.
독일의 통계청에서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는 원칙이 객관성, 중립성, 그리고 과학적 권위
이다. 양질의 정보제공이 오래 전부터 중요시 되어왔는데, 오랜 세월 동안 정보를 수집
하고, 처리, 분석, 제공하면서 쌓아온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독일 통계청은 지난 수십
년간 정보 기술에 집중해 왔다. 공식 통계자료의 정확도를 잘 보여주는 예로는 법원에서

의 사용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는 통계청 자료에 나온 거주자 수를 더 신뢰
하는데, 이는 지자체에 신고된 인구수와 다를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독일 통계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설문 조사들은 전혀 연계성이 없이 따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총괄적 체계를 이룬다. 다시 말해 각기 다른 통계자료에 나오
는 내용들은 모두 통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면 자료를 처리해 나감에 따라 국민계정
체계와 같은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그래서 중복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설문조사는
피하고 또 귀찮은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통계자료와 결과는 대부분 이용이 가능하며, 기본 자료 또한 무료나 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 요청을 하거나, 미디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졌다. 기본 규정이나
요구에 따라 특정 집단에게 제공되는 정식 버전뿐만 아니라, 개인적 필요에 맞추어 제공
되는 자료도 있다.
독일에는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기관이 있는데, 바로 독일
연방/주(州) 연합 통계청이다. 국가 행정부의 연방 구조에 따라, 연방 통계청과 16개 주
정부 통계청이 각기 다른 업무를 수행하며 통계조사의 준비와 수행을 한다. 독일 통계조
사 구조의 강점 중 하나가 연방 구조이다. 지역별로 견고하면서도 광범위한 통계 구조를
이루어 냈는데, 유럽의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모습이다. 대상에 대한
근접성 부족 문제는 조사를 통해 극복하고 있으며, 이는 통계청으로 하여금 지역의 특성
에 대해 잘 알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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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식 통계 자료에 대한 평가 기준 및 품질기준
통계자료의 ‘품질’의 기준이 되는 하나의 평가기준 있다. 평가기준은 자료의 적절성,
정확도, 시의성, 접근용이성, 비교성, 일관성 등이다. 이 평가기준은 유럽 통계 시스템
(ESS)에서 개발 되었으며, 독일의 통계 자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
<표 Ⅲ-9> 공식통계자료 평가기준
평가기준

내용

자료의 적절성

통계자료의 질은 사용자의 필요를 어느 정도까지 충족시키느냐에 따라 결정적으로
좌우함. 사용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자료라면 적절한 관련성을 지닌 자료라고 볼
수 있음

정확도

철저히 준비과정을 거쳐 심혈을 기울여 만든 통계자료에도 보통 틀린 부분이 있는
데, 통계학에선 흔히 오류라고 부름. 통계 조사 과정에서 잘못된 측정이나 선입견으
로 인한 오류가 발생 할 수도 있는데 이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석, 기록한 후 삭제
되어야 함

시의성

최신의 정보와 관련이 있는 기준임. 통계 자료를 참고하는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최
신의 정보를 얻고자 함. 그래서 통계자료는 가능한 한 미리 지정된 날짜에 맞추어
공개됨.

접근용이성

통계자료는 사용자들이 찾아보기 쉬워야 하며, 원하는 형식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개념과 방식에 관해 충분한 기술이 이루어져 있어야 함. 공식 통계자료는 데이터 분
석과 해석에 관한 도움말을 제공되어야 함

비교가능성

통계 자료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확실한 비교가 가능해야 함. 비교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의 각 단계는 최대한 동일하게 설계(예: 조사방법, 분류법, 조사
과정이나 조사 도구 – 특히 설문지)

일관성

동일한 통계조사에서의 다른 결과는(예: 각기 다른 주기로 행해진 조사결과, 일시적
결과와 최종 결과, 출처가 각기 다른 조사결과) 수치화 및 설명이 되어서 사용자로
하여금 다른 통계 자료간의 연관성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함

평가 기준간의
충돌

다양한 평가 기준이 존재하다 보니 서로 상반되는 경우있음. 특히 정확도와 시기를
따질 때 종종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좌우
되며, 일시적 결과를 내야 할 때처럼 정확도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도 결과의 조기발
표를 위해 수용 될 수도 있으며, 그렇게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독일의 통계 품질 보증 방식은 통계 제작과정에 근거해 나타나게 된다. 통계의 제작
은 다음의 7가지 과정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자료에 관한 수요 파악, 준비, 자료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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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자료분석, 배포, 통계최적화이다.
통계청에서는 자가적인 관찰과 다방면의 사회 단체 및 기관들과의 접촉을 통해, 통계
청은 최근에 자료수요를 파악한다. 현존하는 자료로 그러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불

가능하다면, 통계청은 문제 해결 방안에 관한 건의안을 제출한다. 자료에 대한 수요가
파악 되고 나면, 자료 수집의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과정에는 충고와
조언을 통한 법적 근거의 확립, 응답자들의 그룹 분류, 설문지를 통한 조사 수행과 그에
상응하는 시험 시행, 표본 계획, 조사 방식 선택, 자료 처리 준비, 자료의 보급과 동시
에 이루어지는 분석 등이 있다.

(1)
조사
요구

(2)
준비

(3)
자료
수집

(4)
처리

(5)
자료
분석

(6)
배포

(7)
통계
최적화

[그림 Ⅲ-5] 독일의 통계생산 과정

준비가 끝나면, 자료수집을 해야 하는데 이 단계에 접어들면, 현장업무나 당국의 자료
를 이용한 자료 수집의 실제적 단계에 근접하게 되며, 기술적-조직적 준비과정이 포함
된다. 응답자들이 제공한 자료는 전산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전달이 되며, 오류는 수정
을 통해 사라지게 된다. 신빙성이 두드러지는 자료는 표본 조사를 위해 확장/가중된다.
마지막으로, 처리된 자료는 향후 평가를 위하여 표의 형태로 저장이 된다.
처리된 자료는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거쳐 수집과 분석과정의 마지막 단
계인 통계자료를 배포하게 된다. 통계의 배포는 통계청에게 마케팅과도 같은 부분이다.
고객의 흥미에 따라 달라지고, 마케팅 방식에 따라서, 통계 정보는 기본 무료배급의 형
태로 제공되거나, 표준 제품 또는 고객 맞춤형으로 제공이 된다.
마지막으로 위에 언급된 업무 과정과 결과들을 꾸준히 분석하고 개선함으로써, 자료
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키고 효율을 증대 시키는 과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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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식 통계의 배포
통계 조사의 결과를 보급할 때 역시 사무소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바로 사용
자들의 필요 사항이다. 뿐만 아니라, 통계 사무소들은 서로간의 협력을 통해 고객 집단
을 확인하고 분석해서, 시장을 분석하고 또한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한다. 사용자 집단을 나눔으로써 고객을 목표 집단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고객들은
다양한 부분에 흥미를 가졌으므로, 통계로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는 넓어야만 하는데, 다
음의 조건들이 따른다.
- 대중들이 흔히 원하는 정보를 위하여, 기초적인 정보는 무료로 제공한다.
- 일반적이며 반복적으로 대중들이 원하는 정보의 제공을 위해, 유료 간행물을 발행한다.
-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개인적 요구에도 손
을 내미는 통계 자료의 역할을 이행한다. 이는 통계 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특별 분석이나
계약 업무와도 연관이 있다.

기본 정보 제공
요구와 타겟 그룹과 연결된
표준 정보 제공
고객 맞춤 자료제공/
전문가 상담
일반대중

서비스에 비용부과 비용무료
따른 비용 (생산가격) 공대권비용

전문가
특정
기관사용자 사용자

출판물,
데이터베이스/
인터넷
브로셔
리플렛
인쇄물 공개

고객 맞춤 생산물
및 서비스
주문생산

정보서비스
방문자 서비스
인쇄서비스
도서관

견본
인터넷
필름서비스

[그림 Ⅲ-6] 독일 통계청의 마케팅 모델
출처: 독일통계청(2005).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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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세 가지 항목에서 보여지는 통계자료의 기능적 다양성에는 다양한 전송방식이 뒤
따른다. 통계 자료의 결과물을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통계청에서는 일련의 인쇄물
이나 휴대용 저장장치(디스켓, CD), 온라인 전송(인터넷), 데이터베이스, 통신(정보 서
비스, 팩스), 개인정보 등을 이용한다.
모든 통계 사무소에서는 이 개념을 토대로 하고, 통일된 보급 정책을 펼치고자 한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합의 사항과 지침이 있다:
- 통계 사무소의 정보서비스는 사용자들이 문서 또는 구두로 전달한 질문에 대해 즉각적인 응
답을 한다. 좀 더 세부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는 상급 직원에게 직접 전달된다. 고객에 맞춘
운영시간, 주제에 관한 전문성, 그리고 친절한 서비스로 높은 고객 만족도를 이끌어낸다.
특별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수년간 특별 담당 직원들이 자료 공급자와 사용자들과 직
통 연결을 통해 서비스를 유지해왔다.
- 통계 자료를 공동 발간함으로써 연방 내 있는 각 지방으로부터 얻어진 통계 자료를 모아서
하나의 제품으로 제작 할 수 있으며, 사용자들은 포괄적인 정보를 얻고,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게 된다. 자료의 제작자들은 제품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게 되므로,
그들은 서로 최대한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데이터 간의 유사성 또한 유지한다.
- 정보의 보급에 있어서 인터넷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커지는 중이다. 인터넷의 장점은 광범위
한 자료의 제공, 현재 활동과 제품에 대한 정보의 다운로드 제공, 유익한 정보를 담은 홈페
이지, 포괄적인 부가 서비스, 제공되는 정보의 친숙함, 그리고 사무소와 정보 제공자들 서
로 간에 연결을 통한 넓은 유동성 등이 있다.
- 전국적인 조사에서는, 지정된 통계 사무소가 중개인 자격으로 고객을 만나게 되며 주제 관
련 설문을 정하고 해당 주 통계 사무소에서 들어오는 자료와 고객에게 보내진 자료와 영수
증을 관리한다. 각 사무소에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최대한 빨리 업무를 처리한다.
- 통계청의 정책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미디어를 통한 정보의 제공이다. 통계청의
언론활동에는 현재의 언론 이슈뿐만 아니라, 빠르고 편리한 정보제공과 기자들의 전문적인
조언도 포함된다. 모든 기자들은 통계 자료에 관해 동등한 접근 자격을 얻는다. 언론 조사
의 일환으로 진행된 질의응답은 빠르게 진행되며 대부분 무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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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준들에 의해 통계 자료간행물에서 특히 결과의 품질이 결정되는가 하면, 출
판물의 질을 평가하는 일반적 기준들도 존재한다:
- 조사 결과의 발행은 자료의 처리가 끝난 직후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언
론의 공개에 이어 표준 출판이 이루어진다.
- 자료가 발행되면,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수록된 메타 데이터를 통해 그 자료의
특징에 대한 정의와 설명이 제공된다. 결과가 표시된 부분에서는 응답자 집단과 조사 대상
자, 그리고 조사 방식과 정의에 관한 설명이 이루어진다.
- 통계청에서는 높아져 가는 고객의 눈높이에 발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부분에는 주제
의 요약, 분석 이외에도, 문서나 디스크, CD, 웹사이트의 디자인도 포함된다.

다. 독일의 교육통계
독일의 교육통계는 연방 통계청과 16개 주의 주 통계청에서 주관하고 있다. 우리나라
와는 달리, 독일에서는 연방교육부가 아니라, 연방 통계청 및 주 통계청이 교육통계조사
를 담당하고 있다. 모든 통계조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실시되고, 법규에는 조사목적, 내
용, 방법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연방 통계청과 주 통계청은 각각 교육관련 부서를
두고 교육 관련 통계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연방 교육부 역시 교육통계 담당 부서를 두
고 있어, 통계청에서 조사한 통계를 기초로 교육관련 기본 통계와 각종 통계 분석 자료
집을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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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7] 독일 교육통계 작성 흐름

독일은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각 주 정부가 거의 독립된 행정 자치를 하고 있고, 교
육 분야도 각 주가 절대적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육문
제는 각 주의 소관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연방 차원에서는 직업교육, 대학교육, 평생
교육 등 일부 분야만 관할하고 있다. 연방 교육부에는 교육통계과가 있어 교육통계와 관
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방 통계청은 연방 차원에서의 주요 통계 데이터를 수집하
고 분석하여 각종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 연방 통계청의 주요 과제는 통계 방법과 통
계 기술의 개발, 연방 통계조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통계 조정, 연방 차원의 통계
자료 분석 및 자료집 발간 등이다. 각종 통계의 기초자료는 일차적으로 주 통계청에서
수집되고 분석된다. 독일에서 교육통계조사를 담당하는 곳은 연방 통계청과 16개의 주
통계청이지만, 연방 교육부가 통계청에 통계 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이렇게 조사된 통계
는 연방통계청과 주 통계청, 연방 교육부가 다양한 교육통계 자료를 발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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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주요 국가교육통계조사는 학교기본조사(유･초･중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학교시설조사, 외국인 학생수 조사, 대학 교직원 조사, 청강생 조사, 박사학위 및 교수
자격논문 합격자 조사, 졸업시험 합격자 조사 등이 있다.
독일의 특징 중 하나는 모든 통계활동을 법령으로 매우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통계에 대해서도 모든 조사의 목적과 내용 및 방법을 비롯해 각 당사자들의
책임과 의무 등에 이루기까지 실무적인 상세한 내용을 모두 법규로서 규정하고 있다. 이
는 국가교육통계의 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일 국가교육통
계의 또 다른 특징은 예측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국가교육통계의 경
우에도 대부분 현재를 기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 독일은 현재 상태의 통계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이를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는 통계
청을 중심으로 국가교육통계를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서 가능한 일이다.

4. 시사점
지금까지 미국, 핀란드, 독일의 교육통계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각 국가마다
정부조직이나 역사적 전통이 다르므로 각 국가마다 독특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
한 통계제도는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환경의 차이에서 만들어져 온 것이기 때문에
그 국가에서 이상적인 제도라 해서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성공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
은 없다. 이러한 점에서 다른 나라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기 보다는 다른 나라의 통계
제도를 살펴봄으로서 시사점을 얻고, 이를 참고로 국가교육통계를 우리 환경에 적합한
통계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
각각의 국가들이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교육통계를 국가공식통계사업으로 중
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진다. 또한 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상태
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고, 이 결과를 각종 자료집이나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국민들
에게 배포함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도 공통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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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0> 주요국의 교육통계 비교
미국

핀란드

독일

한국

주요
특징

ㆍ통계의 전문성 및 다
ㆍ통계가 여러 기관에
ㆍ연방 및 주 통계청
양성
서 독립적으로 이루
ㆍ통계청이 공공기관
관할
ㆍ질적 조사, 종단적
어지고 있음
들과의 협력을 통해
ㆍ분석 및 예측
조사
ㆍ통계정보의 중앙통
통계를 작성
ㆍ다양한 서비스
ㆍ다양한 분석서비스
제 기관이 없음

조사
주체

ㆍ독립된 교육통계 작
ㆍ통계청
성기관(NCES)

품질
관리

ㆍ통계생산과정표준화
ㆍ통계기준(statistical
ㆍ법에 기초한 통계
ㆍDESAP, EFQM 등
standard)
조사
자가진단도구 활용

서비스

주요
조사
내용

ㆍ통계데이터베이스
ㆍ통계결과 분석･서비
ㆍ분석･서비스
스
ㆍ국제통계

ㆍ학교 기본통계
ㆍ현안조사
ㆍ종단적 연구
ㆍ학생생활조사
ㆍ학업성취도평가

ㆍ연방 및 주 통계청

ㆍ국가 정책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부처
ㆍ통계청품질진단
ㆍ자체품질진단

ㆍ국가 정책의 자료로
ㆍ분석 및 예측
활용하기 위한 부처
ㆍ인적자원정보제공
주도적인 통계 분석
ㆍ통계활용연구 및 정
자료 산출
책결정시 조언
ㆍ기관별 홈페이지를
ㆍDB운영관리
통한 부분적 서비스
ㆍ국제통계
시행중

ㆍ학교기본통계
ㆍ유아교육 및 종합학
ㆍ학교시설
교 조사
ㆍ외국인 학생수
ㆍ성인교육조사
ㆍ졸업시헙합격자수
ㆍ대학교육조사
ㆍ박사학위자수

ㆍ교육기본통계
ㆍ취업통계
ㆍ평생통계

국가교육통계의 목적 및 기능은 공통점을 가지지만, 차별성을 가지는 부분은 국가교
육통계 주관하는 기관과 시행방법, 사업의 중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이다. 미국, 핀란
드, 독일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조직구성의 정비, 통계품질 관리, 국가교육
통계 조사 내용 확대, 교육통계 분석 및 서비스 고도화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조직구성의 정비
국가 통계 제도가 서로 상이해서, 미국, 독일, 핀란드 모두 국가교육통계를 생산하고
있는 조사 주체가 다르다. 미국은 교육관련 부처가, 독일과 핀란드는 교육관련 부처가
아닌 통계청에서 교육통계를 직접 관장하고 있다. 교육관련 부처가 국가교육통계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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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관리하는 것은 교육 현장에 대한 협력과 부처 내의 행정력 동원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독일과 핀란드처럼 통계청에서 국가교육통계를 관장하는 경우에

는 통계청이 가진 통계에 대한 노하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진
다. 따라서 이 둘에 대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미국의 경우는 독립된 교육통계 작성기관인 NCES에서 주로 생산한다. 한 기관에서
통계를 생산하다 보니, 교육평가, 교육통계, 초중등 및 고등교육 연구 분석이 유기적으
로 잘 결합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교육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며, 향후 분석결
과를 의미 있는 정보로 가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기관별로 통계자료를 생산
해내고 있는 데 따른 여러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체계적인 국가교육통계의 관리가 어
렵고, 조사항목이 중복되는 등이 문제들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문제이다. 이런 문제들

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교육통계를 종합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조직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미국의 NCES는 우리나라의 국가교육통계를 종합적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는데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 국가교육통계 조사 내용 확대
우리나라는 교육기본통계를 비롯해 10종 내외의 국가교육통계를 조사하고 있다. 주요
국가교육통계는 교육법에서 규정하는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을 그 범위로 하고 있으
며, 학교, 교원, 학생, 학과, 시설, 재정 등의 항목들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 최근에
추가된 패널조사의 경우에는 이런 정량통계들을 보완하기 위해 정성통계들을 주로 담고
있다.
미국, 핀란드, 독일에서 조사되고 있는 국가교육통계들을 보면, 교육기본통계 뿐 아니
라, 교육의 과정과 성과, 학교 외 교육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어, 균형있는 국가교육통계
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교육통계도 조사 대상의 범위와 항목을 점진적으로 확
대･추가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물론 신규 조사를 하고, 기존의 조사에서 항목을
추가하는 일은 조사도구 개발, 조사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등이 필요한 어려운 일로,
단시간 내에 해결되지 않는다. 국가교육통계의 조사 내용 확대는 교육정책 또는 교육활
동을 균형있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토해봐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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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교육통계의 품질관리
통계도 통계작성기관이라는 조직의 입장에서는 제품이며, 통계라는 제품도 고객만족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품질관리 개념이 최근 통계 선진국에서 중요한 신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통계청, 2008).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품질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통계품
질진단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국가교육통계의 질은 통계 사용자들의 만족도와 활
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국가교육통계의 품질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 선진국들의 사례는 이에 대한 좋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유럽 국가들은 유럽 통계시스템의 개발프로그램(European Statistical System: ESS)
에 참여하고 있는데, 독일과 핀란드도 ESS의 품질 제고 방안을 따르고 있다. 미국의 경
우에는 통계표준(statistical standard)을 만들어 이에 따르고 있다. 독일은 법에 기초
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좀 더 엄격하게 국가교육통계를 관리하고 있다. 이들 국가
들이 국가교육통계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들은 우리나라 국가교육통계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좋은 모델일 될 것이다.
○ 국가교육통계 분석 및 서비스 고도화 측면
NCES는 그들이 산출하는 정보의 통합성 및 활용성을 지상 목표로 정하고 있는데, 이

것은 다양한 수요자에게 일관된 통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NCES는 다양한 검색지
원도구를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세분화된 검색방법을
제공함으로서 사용자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응대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소스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여 학교, 대학, 도서관, 테이블과 그림, 온
라인 대학, 사립학교, 간추린 통계, 데이터 분석, 재정 비교, 고등교육 분석, 국제교육
검색 등 다양한 데이터 소스 검색을 제공한 것은 사용자에 대한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통계 통합서비스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 검
색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연구자, 정책입안자, 일반 수요자들의 검색 요구조건

은 다를 수 밖에 없으므로, 통합서비스 설계 단계에서 다양한 사용자 그룹을 정의하고
그들 각각에 대하여 특성화된 다단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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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정보 서비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표는 기존의 교육통계 정보 및 교육정보를
통합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까지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형태로 독립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각종 교육통계
자료를 관리하고 우리나라의 다양한 사용자층의 요구에 부합되는 통계모델을 개발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교육통계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이러한 국가교육통계 서
비스는 포털 서비스를 겸비한 ONE-STOP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일반 시민에서부터
고급 정책결정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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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국가교육통계 운영 실태
국가교육통계 체계 발전 방안

통계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국가 승인통계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국가 지정‧승인통계
844종 중 교육 분야로 구분되어 있는 통계는 총 11종이다. 그중 산업인력공단에서 조사
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통계는 교육 분야로 분류되고 있으나 그 대상과 내용을 살펴볼
때 교육통계로 구분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국가기술 산업통계를 제외한 10종에 대한 주

요 지정･승인 내용은 <표 IV-1>과 같으며 이 장에서는 국가 교육통계의 현황을 살펴보
고자 한다.
<표 Ⅳ-1> 국가 지정‧승인 교육통계 현황
통계명
교육기본통계

종류

작성주기

지정, 보고

조사대상

매년

전국의 각급학교, 교육행정기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
일반, 조사
강보험 DB연계 취업통계

매년

전국의 대학교,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각종학
교, 일반대학원의 졸업자

평생교육통계

일반, 보고

매년

각시도 및 지역교육청의 평생교육시설, 지역평생교육
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 대학 및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평생학습 개인표집조사

일반 조사

매년

만 25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개
인 약 5,000명

사교육비조사

지정, 조사

사교육의식조사

일반, 조사

매년

전국초중고 1,012개 학교의 학부모 약 74,000명

특수교육실태조사

일반, 조사

3년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사, 특수교육기관 관리자, 특수
교육행정기관 관리자,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한국교육종단조사

일반, 조사

매년

학생, 학부모 각각 6,908명, 조사대상학교의 조사대상
학년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 교사 전원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일반, 조사

매년

학생 6,000명, 가구 6,000가구, 학교 300개, 담임
1,122명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일반, 조사

매년

초1, 초4, 중1 학생과 보호자 각각 2,200명

매년
전국초중고 1,012개 학교의 학부모 약 43,000명
2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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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기본통계
교육기본통계는 국가교육통계 중 가장 대표적인 통계로써, 1962년부터 산출된 통계이
다. 400여종의 국가 공식통계 중 사회분야의 핵심통계로써 우리나라 교육 전반의 과학
적･종합적 진단 및 정책 수립을 비롯한 제반 교육 기획･시행･평가･연구 등을 위한 핵심
정보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기본통계는 국가 교육경쟁력 제고의 필수
적 요소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급증하는 다양한 교육통계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는 1998년부터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통해 수행된 교육기본 통계를
정보화 하였다. 이로써 정부부처의 정책결정을 위한 통계자료 제공 및 연구기관, 민간
기업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석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기본통계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기타)학교, 전
문대학, 대학, 대학원, 교육행정기관(교육과학기술부, 시･도 및 지역 교육청) 등의 교육
및 행정 기관의 활동에 관한 기본적 사항들을 조사하여 교육 정책 수립과 교육 연구에
필요한 기본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시･도
교육청 및 산하 각급 교육기관이 공동으로 매년 실시하는 법정 국가 교육기본통계조사
사업이다. [그림 IV-1]은 교육기본통계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의 구성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기본 통계는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교육인적자원부훈령 제620호)에
따라 수행되며 국가 지정통계로써 지정되어 조사되고 있는 법정 통계이다. 1997년부터
업무프로세스 전반의 전산화･정보화를 사업 운영의 중점 전략으로 설정･추진함으로써,
전산자원을 기초로 조사ㆍ검증하여 통계 데이터의 신뢰성･정확성 등을 획기적으로 제고
시켰고, 조사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것을 기초로 ｢교육통계연보｣ 등 각종 교
육통계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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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교육기본통계 조사 대상 학제 구성도
출처: 교육통계연보

또한 정책결정자, 전문연구자, 일반국민 등 정보 사용자별 각자의 수요에 맞는 교육기
본통계를 전화･팩스 및 직접 방문 요청에 대한 대응 방식에 머물지 않고 교육기본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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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는 방식도 사용하는 수요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온라
인 서비스 제공으로까지 다양화하였다. 이로써 교육통계 시스템은 단기간 동안 이용자
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느 곳에서나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통계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교육기본통계로 산출되는 각종 통계는 교육 행정 및 교육 관계 입법 활동, 학교의 설
치와 폐지, 교원 양성 계획 수립, 교육 현안 문제 해결 등 제반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교육 재정의 배분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 등의 산정을 위한 기준 자료
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기타 국제 교육 통계 자료, 일반 행정 자료, 연구 자료, 민간 기
업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 Ⅳ-2] 교육기본 통계의 목표
출처: KEDI 내부 자료

교육기본통계는 크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에 대한 전반적 환경과 여건에
대한 조사와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원과 같은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교육 통계조사로 구
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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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초중등 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1) 목적
교육기본통계는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교육인적자원부훈령 제 620호)에 따라 수행
되는 법정 통계이다. 유초중등 교육통계조사는 전국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각종(기타)학교, 특수학교, 교육행정기관(교육과학기술부, 시･도 및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등 약 20,000여개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학교(기관), 학생, 교직원, 시설,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전수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 유초중등 교육현황 전반에 대한 과학
적･종합적 진단을 가능케 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비롯한 제반 교육 기획･시행･평가･연
구 등에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교육통계연보, 간추린 교육통계,
교육통계 분석 자료집 등 각종 통계 자료집은 교육통계조사 결과를 사용자의 활용 목적
에 따라 구성 및 분석을 다양화한 발간물을 발간한다.
2) 조사 체제 및 조사 내용
유･초･중등 교육통계조사는 전국에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종
학교, 특수학교 등의 각급학교와 지역 및 시･도 교육청 등의 교육행정기관에 이르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학생, 교원, 시설, 행정, 시설 등에 대한 사항들을 전수조사 하고
있다.
<표 Ⅳ-2> 유초중등 교육기본통계 조사 대상
기관구분

학교수

기관구분

학교수

유치원

8,388

고등공민학교

4

초등학교

5,854

고등기술학교

10

중학교

3,130

각종학교(중학과정)

10

고등학교

2,253

각종학교(고등과정)

10

특수학교

150

지역교육지원청

178

공민학교

1

시도교육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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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2>는 조사대상인 교육 기관의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교육기본통계의

조사기준일인 4월 1일을 기준으로 학교의 폐교로 인해 학생(원아)과 교원이 없는 학교
(유치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나, 폐교 및 폐원(또는 예정)된 학교(유치원)라 하더라
도 잔류 학생 또는 졸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단계 1] : 유초중등학교 ⇢ 지역교육지원청
유치원,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
교, 각종학교(중학)는 통계자료 입력 후 지역교육
지원청에 제출(온라인)
[단계 2] : 지역교육지원청 ⇢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은 위의 학제를 모두 포함한 통계
자료와 주요업무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시도교육
청에 제출(온라인)
[단계 3] : 고등학교, 기타학교 ⇢ 시도교육청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고교), 특수학
교는 통계자료 입력 후 시도교육청에 제출(온라인)
[단계 4] : 시도교육청 ⇢ KEDI
시도교육청은 주요업무 통계자료 작성 후 모든
학제의 통계자료를 최종 수합하여 KEDI에 제출
(온라인)

[그림 Ⅳ-3] 유초중등 교육통계 조사의 체제

유초중등 교육통계 조사의 체제는 [그림 IV-3]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그림에서 보듯
이 유초중등 교육통계조사는 일선학교, 지역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개발원
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조사되고 있다. 유초중등 교육기본통계 조사는 입력자의 업무
경감과 데이터의 정합성을 위해 일선 학교에서 학교 행정을 위해 사용하는 나이스 시스
템을 통해 입력한다. 나이스 시스템에 존재하는 교육통계 입력 시스템은 입력자의 중복
입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 산출이 가능한 자료를 미리 추출하여 자

동적으로 입력한다. 교육기본통계를 입력하는 통계 담당자는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추
출된 자료를 제외한 추가 입력 자료만을 입력하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 [그림
IV-4]는 나이스를 통해 입력하는 입력 절차에 대한 절차를 보이고 있다. 다음의 <표
IV-3>은 조사 대상별 교육통계조사 역할 및 주요 업무를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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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유초중등 교육기본통계 입력절차
<표 Ⅳ-3> 조사 대상별 교육통계조사 역할 및 주요 업무
역할

기 관 명

주

요

사업
지원

o 기본 계획 수립, 사업 관련 정책 결정
교육과학기술부 o 사업 시행 관련 행정 사항 지원
o 교육과학기술부 주요 업무 통계 조사

사업
주관

o
o
o
한국교육개발원
o
o
o

공동
주관

한국교육학술정 o 조사시행을 위한 시스템 및 기술지원
보원
o 프로그램 기능 개선

업

조사 계획 수립
조사 도구 개발(조사 지침 등)
시･도 및 지역교육지원청 교육통계 담당자 연수
시･도 및 지역교육지원청, 각급학교 조사 시행 지원
조사 결과 분석(국가 수준)
산출물 발간 및 배포(국가 수준)

시･도 교육청

o
o
o
o
o
o

시･도별 조사 시행 세부 계획 수립
관할 기관 교육통계 담당자 연수
시･도 교육청 주요업무 통계 조사
관할기관 조사 시행 지원
조사 결과 집계 및 검증, 조사 결과 제출
산출물 발간(시･도 수준)

지역 교육청

o
o
o
o
o

지역별 조사 시행 세부 계획 수립
관할 학교 교육통계 담당자 연수
지역 교육청 주요업무 통계 조사
관할 학교 조사 시행 지원
조사 결과 집계 및 검증, 조사 결과 제출

각급학교

o 조사 시행
o 조사 결과 집계 및 검증, 조사 결과 제출

조사
시행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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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유초중등교육기본통계 조사 절차별 조사방법
구분

시행기관

조사 방법

단계 1

유초중등학교 ⇢ 지역교육지원청

유치원,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각종
학교(중학)는 통계자료 입력 후 지역교육지원청에 제출(온
라인)

단계 2

지역교육지원청 ⇢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은 위의 학제를 모두 포함한 통계자료와 주
요업무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시도교육청에 제출(온라인)

단계 3

고등학교, 기타학교 ⇢ 시도교육청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고교), 특수학교는 통
계자료 입력 후 시도교육청에 제출(온라인)

단계 4

시도교육청 ⇢ KEDI

시도교육청은 주요업무 통계자료 작성 후 모든 학제의 통
계자료를 최종 수합하여 KEDI에 제출(온라인)

<표 IV-4>는 [그림 IV-3]에서 도식화 하고 있는 유초중등 교육기본통계조사의 단계
별 조사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또 유초중등 조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조사의 내용은 각
급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개황, 학생 현황, 교원 현황, 시설 현황 등이 있으며 지역교육
청과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기관 개황, 직원 현황, 주요 업무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자

세한 조사 내용은 <표 IV-5>에 있다.
<표 Ⅳ-5> 유초중등 교육통계 주요 조사내용
구분

각급
학교

주요 조사 내용
학교

학교명, 교장명, 설립형태, 법인종류, 주소, 홈 페이지 등의 학교현황

교원

기본사항, 발령 및 부전공 현황, 과목담당, 연수이수 등

학생 및 학급
(학 과)

연령별 학생수, 단식학급 및 학생현황, 복식학급 및 학생현황, 특수학급
및 학생 현황, 보통교과과정 운영 학급수 및 학생수, 보통교과/전문교과
선택현황, 입학정원 및 입학자, 학생 변동 상황, 장학금 급여 및 학비 감
면 상황, 졸업자 및 졸업 후 상황, 취업자현황 등

시설

학교용지, 에너지 사용량, 건물 현황, 실용도별 현황, 냉･난방 현황, 체육
시설 현황

교직원
학교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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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현황, 사무직원 현황
컴퓨터 보유 현황

주요업무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현황, 도서관 현황, 청소년 육성단체 조직
현황

행정목록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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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조사 내용
기관

지역
교육청

사무직원

정원현황, 사무직원 현황, 교육전문직 및 교원 현황

주요업무

사설학원 및 독서실 현황, 유학현황, 귀국현황

행정목록

교육(공유)재산 현황

기관

시･도
교육청

기관명, 기관장명, 설립일, 전화, 팩스, 주소, 작성자, 건문소유 구분

기관명, 기관장명, 설립일, 전화, 팩스, 주소, 작성자, 건문소유 구분

사무직원

정원 현황, 사무직원 현황, 교육전문직 및 교원 현황

주요업무

선박 보유 현황, 임용고시 실시 현황, 교원 자격증 발급 현황, 각종 연수
실적, 법인 및 단체 현황, 검정고시 실시 현황, 교육기관현황, 유학 현황,
재정및 회계현황, 각급학교 납입금 현황, 학교 법인 예산 및 결산(세입/세
출), 공립학교 교비, 사립학교 교비, 학교 회계 세입 세출 예/결산

행정목록

교육(공유)재산 현황

나. 고등 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1) 목적
고등교육통계는 사회분야의 주요 통계로서, 우리나라 고등교육 현황 전반의 과학적･
종합적 진단은 물론, 관련 정책 수립을 비롯한 제반 기획･시행･평가･연구 등을 위한 핵
심 인프라 정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통계는 1962년부터 시작된 교육통계연보 발간사업의 일환
으로 시작되어 40여년이 넘는 현재까지 국가 교육통계조사로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통계청 등 행정 각 부처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
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등 교육관련 연구기관에서 기관
의 소관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계를 자체적으로 작성･관리해 왔다. 이렇게 각 기관
별로 자체 조사되고 있는 고등교육통계는 34개 정도로, 통계정보에 대한 수요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고등교육통계에 대한 사회 각층의 요구사항은 통계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변화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는 통계정보가 정책의 수립단계는 물론이고 정
책 수행에 대한 성과평가 등에 과학적 근거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인하여 고등교육통계조사는 전국의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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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개황, 학생, 교직원, 시설, 재정에 관한 현황을 전수 조
사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현황 전반에 대한 과학적･종합적 진단을 가능하게 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비롯한 제반 교육 기획･시행･평가･연구 등에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
을 두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통계 통합조사는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대
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유관기관에서 중복 조사되고 있는 고등교육
기관의 각종 조사를 일원화하여 통계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조
사를 추진하였다.
2) 조사 체제 및 조사 내용
고등교육기관 교육통계 통합조사는 교육인적자원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
학교육협의회 등에서 각각 실시했던 각종 교육통계 조사의 중복 조사를 배제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통합･일원화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각 기관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그림 Ⅳ-5] 고등교육통계 통합조사 체계

82 ｜

Ⅳ. 국가 교육통계 운영 실태

고등교육통계 통합조사에 사용되는 조사 도구는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 통합조
사 홈페이지(http://univ.kedi.re.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되며
자료를 실시간으로 입력 가능하게 하는 X-Internet1)기반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하
였다. 설치된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료 입력을 하면 온라인으로 고등교육기관 통합 DB에
자료가 저장되며, 이 프로그램은 자료 입력 기능, 출력 기능, 검증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림 Ⅳ-6] 고등교육통계 통합조사 프로그램 화면

고등교육통계 통합조사는 조사프로그램을 통한 조사뿐만 아니라 각 유관기관의 조사
DB와 연계하여 조사프로그램에서 자료 조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조사 프로그램 사
1) X-Internet은 eXecutable, eXperiential, eXtended Internet 이라는 추상적인 의미로 실시간 양방향
통신과 유비쿼터스 컴퓨팅, 클라이언트 서버(CS)환경에 버금가는 풍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웹상에서
제공하는 기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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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및 유관기관 연계 시스템 구성도가 [그림 IV-7]에 있으며, 주요 조사 내용은 <표
IV-6>에 요약, 정리하였다.
<표 Ⅳ-6> 고등교육통계 주요 조사내용
학교급

분야
학교개황

･ 학교개황

학생현황

･ 재적학생, 입학자, 졸업자, 외국인 유학생 현황
･ 학생변동 상황, 금학기 제적생 현황
･ 시간제 등록과정, 해외연수 현황

교직원 현황
전문대학
행정 및
재정현황
교육

대학 및
대학원

･ 교원 개인 자료
･ 교원/교직원/시간강사 현황
･ 직원현황, 교직원 연수, 교수업적 평가제 실시현황
･ 국공립대학의 교비(일반회계) 및 기성회계
･ 개설교과 현황
･ 사이버강좌개설 및 수강현황

연구 및
산학협력

･ 연구논문/연구과제/부설연구소 실적
･ 산학협동세부 현황

학교개황

･ 학교개황

학생현황

･
･
･
･
･

재적학생, 입학자, 졸업자, 외국인 유학생 현황
학생변동 상황, 금학기 제적생 현황
시간제 등록과정, 해외연수 현황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원격대학, 사내대학 : 학생 및 취업 현황
대학원 현황 정보

교직원현황

･
･
･
･

교원 개인 자료
교원/교직원/시간강사 현황
직원현황, 교직원 연수, 교수업적 평가제 실시현황
국립대학 배정정원 및 채용현황

행정및
재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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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세부조사 내용

･ 국공립대학의 교비(일반회계) 및 기성회계

교육

･ 개설강좌 및 수강현황
･ 학점교류현황(학부, 일반대학원)/･산학연 교류 현황

연구

･ 연구논문/연구과제/부설연구소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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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7] 조사 프로그램 사용 및 유관기관 연계 시스템 구성도

2.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DB연계 취업통계조사
가. 목적
IMF 이후, 심화된 사회문제 중의 하나로 손꼽히는 것이 청년실업 문제일 것이다.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한 통계정보와 이에
근거한 합리적 정책수립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인해 한국교육개발원은
2001년부터 취업통계조사 인프라 구상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04년 첫 전수조
사를, 2008년 현재 5회째 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는 전국의 대학･전문대학, 일반대학원 졸업생을 대
상으로 졸업 후의 취업 및 진학현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사회 및 노동시장이
필요로 하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하는데 필요한 정보 및 대졸 취업난의 구조적
원인을 파악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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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가 차원에서 신뢰로운 국가인적자원 통계정보를 확보함으로써 인력수급 전망
등 국가의 주요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교육･노동시장 이행 연구를 위한 기초정보 제공
및 고등교육기관 예비 진학자인 학생･학부모들에게 진학 및 진로 선택을 위한 각종 교
육정보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나. 조사 체제 및 조사 내용
취업통계조사는 각 학교의 취업담당자, 전산담당자, 학과담당자들의 유기적인 정보전
달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각 학교마다의 업무특성으로 인해(학과담당자없이 조

사되는 경우 등) 조사 타입이 변경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졸업생들의 기본정보(학
과, 성별, 연락처 등 인적정보)를 추출한 후, 그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를 수행, 최종 결
과를 취업담당자가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전송하는 프로세스를 통한다. 또 조사된 취업통
계 정보는 건강보험 DB의 데이터와 연계하여 정확성을 검증한다. 학과담담자 및 전산담
당자의 유무 등에 따라 변경되는 각 학교의 취업통계조사 방식은 <표 IV-7>과 같이 구

분된다. 이는 초기 환경설정 시 정해지며 각 타입에 따른 메뉴구성의 차별화를 통하여
담당자들의 업무 편의를 진작시키도록 하였다.
<표 Ⅳ-7> 취업담당자 유형별 프로그램 타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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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

취업통계조사 프로그램 조사유형

A

대학에 취업담당자, 전산담당자, 학과담당자(대학원의 취업담당자 포함)가 각각 존재하는 경우의
취업담당자이다.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며 취업담당자는 본연의 업무만을 수행한다.

B

취업담당자가 학과담당자의 역할까지 병행하여 수행해야 하는 경우의 취업담당자이다. 전산담당자
에게서 받은 기본인적정보를 바탕으로 취업담당자가 취업통계조사를 수행한다.

C

취업담당자가 전산담당자의 역할까지 병행하여 수행해야 하는 경우의 취업담당자이다. 학과담당자
에게 배포할 기본인적정보를 취업담당자가 직접 등록한다.

D

취업담당자 혼자서 전산담당자 및 학과담당자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경우이다. 학교에 별도의 취업조사
시스템이 있어 취업담당자가 시스템에서 정보를 추출하여 한국교육개발원으로 보내는 경우도 포함된다.

E

대학의 취업담당자로부터 인적정보를 받아서 학과담당자에게 배포 및 수합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대
학원 취업담당자이다.

F

대학의 취업담당자로부터 인적정보를 받아서 담당 대학원생들의 취업통계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대
학원 취업담당자이다

Ⅳ. 국가 교육통계 운영 실태

또한 이러한 기본정보 및 취업정보의 전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각 담당자별 정보전달에는 암호화 모듈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구축되어있

다. 일반적인 취업통계조사 및 결과제출 프로세스는 다음 [그림 IV-8]과 같다.

[그림 Ⅳ-8] 취업통계조사 및 결과제출 프로세스

취업통계조사는 그 특성으로 인해, 졸업생들의 기본정보 및 취업통계정보를 그 조사
대상으로 한다. 기본정보는 학교명, 학과명, 성별, 외국인유학생여부 등 조사 및 분석을
위한 조사항목이며, 취업정보는 졸업생 한명의 4월 1일자 현재의 취업 및 진학현황이라
할 수 있다. <표 IV-8>은 취업통계조사 사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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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취업통계조사 항목
항목

세부 항목명

취업자

취업구분

진학자

국내전문대학
국외전문대학
국내대학
국외대학
국내대학원
국외대학원

입대자

입대자 /
입대 2개월 전인 자

미취업자
취업불가능자
미상
전공일치여부

국가고시준비 / 취업준비
진학준비 / 전업주부 / 기타
취업불가능자
미상

예 / 아니오

취업경로

학교/ 공개채용/ 취업전문기관/ 친인척/ 자영/ 인터넷및신문･방송/ 기타

직업분류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고용직업분류 세분류(4자리)

직업명

직업분류와 동일
관리자, 전문가, 자영업자의 경우 직접 입력

회사명

회사 리스트 제공/ 그 외 회사명 직접 입력

산업분류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2자리)

회사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병원/ 학교/ 행정기관/ 공공기관/ 종교단체/ 기타

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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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정규직-대기발령
비정규직-임시직
비정규직-시간제･일용직
비정규직-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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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생 교육 통계 조사
가. 목적
평생학습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학교교육과 함께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양질의 인적자원 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

는 가운데 평생교육은 인적자원 개발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부에서의
핵심국정과제로도 선정되는 등 그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생교육의 양적･질적 성장과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현실과는 달리,
현재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현실이다. 특히 평생학습을
수행하는 개인 기반의 참여율 및 만족도 조사가 그동안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비해
평생교육 기관과 관련한 현황조사는 몇몇 연구자들의 샘플링 조사가 전부였으며, 그 조
차도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한 것인 만큼 우리나라 평생교육현황에 대한 조망이라고 평하

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평생교육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
쳐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지식 정보화 시대의 급변하는 직업세계에 자기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기초 통계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연구 과제 및 조사
프로세스 정립작업을 하였으며, 2007년에 이어 2008년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학습관, 대학부설평생교육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나. 조사 체제 및 조사 내용
평생교육통계조사의 대상은 크게 3개의 그룹으로 구분된다. 교육청 관할 평생교육기
관, 평생학습관, 대학부설평생교육원이 그것이다. 이러한 조사체계를 평생교육통계조사
홈페이지(http://lifelong.kedi.re.kr)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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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 교육청 관할 평생교육시설 대상기관별 역할
대상기관
평생교육시설

역 할

비 고

∘ 자료입력 및 검증
∘ 지역교육청으로 자료 제출

지역교육청

∘ 조사공지 및 입력독려, 관할기관 ID 관리
∘ 자료 취합 및 검증
∘ 시도교육청으로 자료 제출

관할 평생교육시설의 조사 진
행상황 모니터링

시 ･도교육청

∘ 조사공지 및 입력독려, 관할기관 ID 관리
∘ 자료 취합 및 검증
∘ 한국교육개발원(KEDI)으로 자료 제출

관할 지역교육청의 조사 진행
상황 모니터링

[그림 Ⅳ-9] 교육청관할 평생교육시설 조사 프로세스

<표 Ⅳ-10> 평생학습관 대상기관별 역할
대상기관
평생학습관
지역평생교육
정보센터
(시도대표)

역 할
∘ 자료입력 및 검증
∘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로 자료 제출
∘
∘
∘
∘

조사공지 및 입력독려, 관할기관 ID 관리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자료입력
자료 취합 및 검증
한국교육개발원(KEDI)으로 자료 제출

[그림 Ⅳ-10] 평생학습관 조사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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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관할 평생학습관의 조사
진행상황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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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1> 대학 및 대학(원)부설 대상기관별 역할
대상기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대학본부

역 할

비 고

∘ 자료입력 및 검증
∘ 대학본부로 자료 제출
∘ 조사공지 및 입력독려, 부설 평생교육원 ID 관리
∘ 평생교육사 양성현황(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현황),
부설 평생교육원의 조사
대학부설추가조사 자료 입력
진행상황 모니터링
∘ 자료 취합 및 검증
∘ 한국교육개발원(KEDI)으로 자료 제출

[그림 Ⅳ-11] 대학 및 대학(원)부설 조사 프로세스

평생통계조사 항목은 평생교육통계조사 시행 전 준비과정에서의 선행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정해졌다. 기관개황과 프로그램 및 학습자현황, 교강사 현황, 사무직원 현황이 바
로 그것이며 이 조사항목은 1차 조사 후 담당자들과의 전문가협의회를 통하여 변경 및
수정되었다. 2008년 평생교육통계조사항목은 <표 IV-12>, <표 IV-13>과 같다.
<표 Ⅳ-12> 평생통계조사 공통조사 항목
구

분
작성자

항

목

성명, 전화번호, 내선번호/기타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팩스번호

기관현황 기관장명, 기관설립일, 기관유형 대(소)분류, 설립구분, 본/분교구분, 법인명
기관
개황

기관위치 우편번호, 주소, 대표전화번호, 내선번호/기타번호, Fax번호, 홈페이지, 상위기관명
국적, 설립주체, 운영형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지정여부, 평생학습관지정여부, 입
설립현황 시관련시설여부, 평생교육사양성기관지정여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여부, 건물소
유형태, 학점은행제운영기관

프로그램 총수(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프로그램 분류, 프로그램명, 주제구분, 교육
프로그램 및 학습자 기간, 연간교육횟수, 교육시수, 수강정원, 수강인원(남/여), 수강료(최고/최저), 재정
지원여부, 수요대상, 학점인정여부, 프로그램개발형태, 프로그램운영형태
교강사
사무직원

교강사총수(1년미만 근무강사 남/여, 1년이상근무강사 남/여)교강사명, 성별, 생년월
일, 최종학력, 입사년월, 담당강의수
사무직원명, 성별, 생년월일, 최종학력, 평생교육사자격증, 고용형태, 입사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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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3> 평생통계조사 일부기관 조사 항목
구

분

평생교육사
양성현황
대학부설
추가조사
금빛평생
교육봉사단

항

목

주요실습 기관유형, 급수별 평생교육사자격증 발급현황, 급수별 사회교육전문요원의
평생교육사 재발급 현황
기관정보, 위탁교육비현황, 재정현황, 시설현황, 행정담당인력현황, 강사현황
봉사자수, 봉사활동인원, 인적구성현황(성별, 연령별, 경력별), 총예산현황, 주요봉사
활동영역, 주요봉사활동기관, 연수 및 교육시간현황, 동아리운영현황(운영유무, 동아
리수, 운영형태), 봉사활동비지급현황(시간기준, 1일기준 지급액, 월최대활동일수, 평
균지급액, 교통비지급여부)

4. 그 외 국가교육통계 운영 현황
가. 평생학습 개인 실태조사
2007년부터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학습 개인 실태조사는 성인의 평생학습참여율,
참여프로그램, 장애요인 등을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 성인들의 평생학습 참여 양상 및

학습의 활동패턴을 이해하고 이를 기초로 평생학습 정책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평생학습 개인 실태조사는 전국 16개 시･도의 전체 표본 조사구에서 표본조사구 300
개를 추출하여 조사구별로 할당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3,221가구가 응답하였고, 만
25세 이상 64세 이하 가구원 4,500명의 자료를 확보하였다(가구당 평균 1.40명). 표본
추출틀로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명부를 활용하였다. 목표 모집단은 만 25세
이상 64세 이하의 개인이며, 조사 모집단은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 64세 이
하의 개인이다.
평생학습 개인 실태조사에서 주로 조사하는 내용은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무형식학
습 참여율 및 참여실태, 장애요인 및 접근성, 학습역량, 평생학습의 사회적 성과 등 영

역별 지표에 관련된 사항과 응답자의 통계적 배경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IV-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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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평생학습 개인 실태조사의 주요 영역과 내용을 보이고 있다.
<표 Ⅳ-14> 2010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의 주요 영역 및 내용
평생학습
실태조사 영역

주요 내용

참여실태

･ 형식교육 참여실태(참여율, 프로그램, 시간, 학습비, 학습성과 등)
･ 비형식교육 참여실태(참여율, 참여프로그램수, 프로그램유형, 기관유형, 시간,
학습비, 학습비 지원여부 및 지원기관, 자격증 취득여부, 학습성과 등)
･ 무형식학습 참여실태(참여율, 참여형태, 도움정도, 참여정도 등)

학습환경

･ 장애요인(희망했던 프로그램, 참여하지 못한 이유 등)
･ 접근성(학습정보, 정보취득 방법 등)

학습자의 특성

･ 학습역량(외국어 역량, ICT 활용 역량 등)
･ 학습의 사회적 성과(Social Outcomes of Learning)

나. 한국교육 종단조사
1) 목적
뺷한국교육종단연구2005뺸는 2005년부터 전국 150개 중학교 1학년 학생 6,908명을 대
상으로 수행되고 있는 국가수준의 종단적 교육 조사 연구이다. 학생 개개인이 교육활동
과 학습을 경험하고 여러 수준의 교육 단계를 거치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장기적으로 추적하여 각 시기에 일어나는 주요 교육문제와 진로문제에 대한 자
료를 수집하고 그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기 위한 조사 연구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학생
들의 교육적 경험과 성취에 대한 종단자료의 구축, 학생의 지적･정의적, 사회･문화적 성
장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적인 학교에 대한 자료 수집, 교육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
초자료 제공, 상급학교 진학과 교육이동에 대한 자료 수집, 정성적 차원의 통계 자료의
제공 등이다.
2) 조사 체제 및 조사 내용
뺷한국교육종단연구2005뺸는 학생 개개인이 여러 수준의 교육 및 학습 경험을 조사하
고, 상급학교 진학 과정과 직업 획득 과정을 추적하여 교육 문제에 대한 실증 자료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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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종단적 조사 연구이다. 2005년을 기준으로 중학교 1학년 학생
6,908명을 표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이 만 30세가 되는 시점까지 교육 및 사회 진출

관련 사항들을 조사하도록 설계되었다. 전체적인 연구 설계와 단계별 주요 조사 연구 사
항은 <표 IV-15>와 같다.
<표 Ⅳ-15> 한국교육종단연구 주요 연구 사항
주요내용

제 1 단계

제 2 단계

제 3 단계

조사 시기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졸 고등학교 졸업시점에서 만 26
만 30세
업시점까지
세까지

조사 연도

2005년 ~ 2011년(7년간, 매1년) 2011년 ~ 2019년(9년간, 매2년) 2023년 (1회 실시)

주요 내용

인지적, 비인지적 성취와 발달,
가정의 교육적 지원, 중등학교
의 교육 수준, 학교 생활 및 교
우 관계, 고등학교 진학 과정 등

인지적, 비인지적 성취, 대학
초기 직업 획득, 향후 직
진학 및 대학 생활, 경험하는
업 포부, 교육적 경험,
교육 내용 및 수준, 진로 및 직
사회 이동, 삶의 수준 등
업 획득 등

32

12+15
12+14
12+13
12+12
12+11
←
12+10
12+9
12+8
12+7
학12+6
년12+5
12+4
12+3
12+2
12+1
12
11
10
9
8
7

30
28

중학교 →←고등학교→← 대 학 교
(대입)

․

고등교육 →

←초기직업→

24
22 연
20
18
16
14

1단계

2단계

3단계

8

조사 연도

[그림 Ⅳ-12] 단계별･연령별 조사 계획
출처: KEDI 내부자료

12
1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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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내용은 광범위한 조사 영역을 교육의 투입영역, 과정영역, 산출영역으로 나누고
개별영역을 다시 학교수준, 학생수준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투입영역의 학교수준에서는
학교의 설립특성, 학교 배경, 학교규모, 시설등을 조사하며, 과정영역의 학교수준에서는
교육과정, 교사연수, 수업 및 평가활동등 광범위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고 학생수준에
는 가정생활, 교육지원, 교사의 수업활동등의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IV-13]은 한
국교육 종단연구에서 조사하는 내용을 보이고 있다.

[그림 Ⅳ-13] 한국교육종단연구의 조사 내용
출처: KEDI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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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는 청년층의 교육관련 정보를 충분히 생성하면서 교육과 노동시
장간의 관계를 보다 밀도 있게 분석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며 대표성을 갖
는 패널자료를 생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교육경험과 진학,
진로, 직업세계로의 이행 등을 파악하기 위한 교육실태, 교육효과,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관성 등에 대한 기초 통계 패널자료를 생성 수집하고 있다.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는
2004년을 기준으로 중학교 3학년,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각
2000명 총 6000명을 대표성 있게 추출하여 추적 조사하고 있다.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 진학, 진로,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 특히 경제활동 상태, 취업구조, 실업구조, 전
공지원동기, 전공학업 만족도 등을 주로 조사한다.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는 현재 6차년
도까지 조사가 진행이 되었으며 연도별 사업추진 내용은 [그림 IV-14]와 같다.

[그림 Ⅳ-14]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연차별 사업 내용
출처: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보고서

이와 같이 조사되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는 종단적 패널자료의 구축을 통해 인적자
원개발 연구와 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되며, 중등교육 효과분석 특히 PISA2003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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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S2006의 기초자료로 제공되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의 효과분석, 학교에서 노동시장

으로 이행과정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사회이동과정에 대한 실증적 자료로써 그
가치가 높다(오호영 외, 2010).

라. 사교육 의식조사
사교육의식조사는 통계청에서 매년 6월에 조사하는 국가 지정통계로써,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사교육비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공교육 내실화 등 교육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공신력있는 통계를 작성･제공 아울
러, 사교육 원인 및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효과 등을 병행 하여 분석할 수 있는 사교육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김정환 외, 2009).
사교육의식조사는 2006년부터 실시되어 왔으며 전국 초중고 1,000여개 학교의 학부
모 약 46,000명과 전국 중고 900여개 학교의 학생 3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
다. 4개 학교급(초, 중, 일반계고, 전문계고), 16개 시도별로 층화추출 후 학년별로 학교
를 독립적으로 추출하여 중고등학교는 학교(학년)당 1개 학급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
며, 초등학교는 1~3학년, 4~6학년으로 층화 추출 후 3개 학급을 추출한다. [그림 IV15]는 사교육비 조사 체계를 도식화하고 있는데, 통계청의 주관 하에 교육과학기술부의
협력을 얻어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교육행정체계를 통해 조사되고 있다.

[그림 Ⅳ-15] 사교육비 조사 조사체계
출처 :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 홈페이지

사교육비의식 조사에서 주로 조사되는 내용은 방과후 학교 참여여부, EBS 이용여부,
총자녀수 및 출생순위, 사교육참여 결정주체 및 정보습득 경로, 사교육참여이유, 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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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친 영향, 사교육을 받지 않는 이유, 사교육증가원인, 사교육정책의 효과에 대한 기
대, 진학희망 고등학교 유형,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 등이며 <표 IV-16>은 사교육의식
조사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이고 있다.
<표 Ⅳ-16> 사교육의식조사 세부내용
구분
방과후 학교(학교안)에
대한 의식
EBS 교육방송에 대한 의식

조사항목
- 방과후 학교 참여 이유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한 사항
- EBS 교육방송 이용 방법, 시청 이유
- EBS 교육방송 이용 효과

사교육 참여에 대한 의식

-

사교육 참여 결정 주체, 사교육 관련 정보 습득 경로
사교육 받은 이유(일반교과 및 논술, 예체능)
사교육을 받은 이후 실질적인 영향
사교육을 받지 않는 이유

사교육 원인에 대한 의식

- 학교교육 관련
- 사회 문화 풍토, 입시제도 등 관련

사교육 관련 정책
효과에 의식

- 학교교육 관련
- 교육정책 및 제도 관련
- 대학입시 방안 관련

학교교육 만족도

- 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한 만족도

마. 사교육비 조사
사교육비 조사는 앞서 기술한 사교육 의식조사와 동시에 조사되고 있으나 사교육 의
식조사는 매년 6월에 1회 조사에 그치는 반면 사교육비 조사는 6월과 10월에 조사되는
지정통계이다. 사교육비 조사는 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공교육 내실화 등 교육정책 수립
에 활용할 수 있는 사교육비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공신력 있는 통계를 정기적으
로 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조사하는 내용으로는 학교 안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
교 활동비, EBS 교재비, 어학연수비, 일반교과 및 논술관련 사교육비, 예체능관련 사교
육비, 취업목적의 사교육비 등이며 <표 IV-17>은 사교육비 조사에서 조사하는 세부 내
용을 보이고 있다.

98 ｜

Ⅳ. 국가 교육통계 운영 실태

<표 Ⅳ-17> 사교육비조사 세부내용
구분
방과후 학교(학교안) 비용

EBS 교재비 및
어학연수비

조사항목
방과후 초등돌봄 프로그램
특기･적성 관련 프로그램, 교과 관련 프로그램
방과후 학교에 참여한 일주일간의 평균시간
EBS 교육방송(EBS 인터넷 강의 포함) 관련 교육비
국내 어학연수비(국내 영어캠프･국내 영어마을 등)
해외 어학연수비(어학연수 목적, 6개월 미만)

일반교과 및 논술 관련
사교육비

일반교과 및 논술 관련 사교육비
･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제2외국어･한문･컴퓨터일반, 논
술･독서교실･글쓰기･독서토론
일반교과 및 논술 관련 사교육을 받은 이유
사교육을 받은 일주일간의 평균시간

예체능 관련 사교육비

예체능, 취미･교양 관련 사교육비
･ 음악, 체육, 미술, 취미･교양
예체능, 취미･교양 관련 사교육을 받은 이유
사교육을 받은 일주일간의 평균시간

취업 목적의 사교육비

취업 목적 관련 사교육비(고등학교)
(공업계, 상업계, 농업계, 전산계, 기타분야 등)
사교육을 받은 일주일간의 평균시간

사교육비 조사는 6월과 10월에 2회에 걸쳐 실시되는데, 전국 초중고 1,000여개 학교
의 학부모 약 46,0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도서지역 및 특수지역, 학년당 학급수가 0인
학년이 있는 학교의 학생,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10명 미만인 학교의 학생은 제외된다.

바. 특수교육실태조사
특수교육 실태조사는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교육기관의 실태, 특수교육 관계자의 만

족도 등을 파악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용 계획, 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을 비롯한
특수교육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김정환 외,

2009). 특수교육 실태조사의 조사 대상은 특수교육대상자, 취학 특수교육요구학생, 미취
학 특수교육요구학생, 특수학교(급) 교사,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설치학교 관리자
20,000여명이며, 조사주기는 매 3년이며, 조사대상년도 8~9월에 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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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항목으로는 특수교육요구학생 수 조사, 특수교육대상자 실태, 특수교육기관 및 교육
과정 운영 실태, 특수교육 행･재정 지원현황 및 특수교육지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이며,
장애선별조사 대상으로 전국 유, 초, 중, 고등학생 전수조사 및 특수교육기관 실태조사
를 위한 특수학교 관리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외의 조사는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성장‧발달의 변화를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각도로 포착하여 아동‧청소년 정책 수립에 실효성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매년 10월에 정기적으로 조사되는 승
인통계이다. 조사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 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학생 2,200명과 보호
자 2,200명을 대상으로 신체발달, 지적발달, 사회정서발달, 가정환경, 또래환경, 교육환
경, 지역사회 및 청소년활동 환경, 매체환경 등을 조사한다.

[그림 Ⅳ-16]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종단 모형
출처: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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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교육통계 운영 실태 분석 결과
국가교육통계에 대한 현황 자료를 기초로 국가교육통계의 실태를 파악해 보았다. 정
리하면, 국가교육통계는 지정승인통계인 교육기본통계와 사교육통계가 있고, 그 외 통
계들은 일반승인통계이다. 조사 대상을 보면, 전수조사와 표본조사가 절반 정도씩을 차
지하고 있고, 조사통계와 보고통계도 섞여있다. 작성주기는 대개는 1년을 주기로 한다
(부록 참조). 특히, 국가교육통계의 근간이 되는 교육기본통계는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조사 도구(프로그램)를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조사시스템을 활용해
서 통계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사가 자동화되어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전수조사
를 하고 있어 전국의 유초중등학교와 고등교육기관의 정보에 대한 방대한 DB를 구축하
고 있다는 점과 조사시 행정력을 동원하여 정확성을 제고하고 조사경비 절감의 효과를
가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국가교육통계의 문제점을 내용체계, 생산체계, 활용체계, 관리체계의 측면에서 정리하
였다.
먼저, 국가교육통계의 내용의 측면에서 보면, 국가교육통계는 유초중등, 고등, 평생
통계 등의 조사에서 다양한 항목들로 조사되고 있고, 제공되는 통계의 양은 비교적 풍부
한 편이다. 그러나 조사되고 있는 세부항목들을 살펴보면, 학생수, 교원수 등 수적인 조
사들만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패널 데이터들이 학생의 특성을 설명해주는 정성
데이터들을 제공해주고 있지만, 학생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힘들다. 특히 교육의
과정이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관련 통계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기초교육과 관련
해서는 기초학습능력, 인성, 자질과 능력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고, 고등영역에서는 대
학생 학습능력, 직업준비능력, 외국어능력, 전공전문성 등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며,
평생영역에서는 성인 문해력, 시민능력, 직업능력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따라서
수요분석을 하여 조사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둘째, 생산체제의 측면에서 보면, 조사의 경직성의 문제가 있다. 교육기본통계의 경우

내용이 지나치게 방대해서, 통계조사와 검증에 지나치게 많은 노동력을 투입하게 되고,
새로운 통계 수요에 신속하고도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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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방대한 양을 전수조사 하다 보니 검증과정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통계가 조사시스템을 활용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한국교
육개발원의 교육통계 조사시스템은 내용연한이 경과하여 시스템 유지관리가 어려운 경
우가 많으며, 계속되는 데이터의 축적으로 인해 시스템 용량의 부족이 나타나고 있어 정
상적인 조사 및 서비스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서버 등과 같은 장비뿐만 아니라, 장비
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제품 단종으로 기술지원이 중단된
경우가 있어 장애 발생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세 번째, 국가교육통계의 활용체제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현재 국가교
육통계는 각기 다른 기관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에서
는 자료집 제공, 홈페이지 서비스, 수요자 맞춤 서비스 등 세 가지 형태로 통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료집들은 교육통계연보, 취업통계연보, 평생교육통계자료집, OECD 교
육지표,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취업통계분석자료집, 간추린 교육통계(국, 영문판), 한눈
에 보는 고등교육, OECD 교육정책보고서, 통계로 본 한국과 세계교육 등이다. 자료집
의 형태를 살펴보면, 연보 형태부터 정책분석을 위한 보고서까지 다양한 형태의 자료집
이 발간되어 교육통계 사용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자료집이나 교육통계연보
등을 제작함에 있어, 사용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이 미흡해 보인다.
그 외 패널조사들은 여러 형태의 분석자료들을 발간하기 보다는 기본보고서를 제공하
고, 사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원자료를 제공하거나, 전국수준의 학술대회를 개최하
여, 패널조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네 번째, 국가교육통계의 관리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가교육통계를 종합적으로 관리

하고 있는 곳은 없다. 국가교육통계는 한 기관이 아닌 여러 기관에서 생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5종), 통계청(1종), 교육과학기술부(2종), 한국직업능력개발

원(1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1종)이 주요 생산기관이다. 통계청이 통계를 승인하거나
품질진단과 같은 일을 수행하고 있긴 하지만, 국가교육통계 자체를 관리하고 있지는 못
하다. 2007년 인재통계협력망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정부의 지원이 거의 없고, 참여하
고 있는 기관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미약하여, 지금은 유명무실해진 협력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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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국가교육통계 관련 시스템 현황
국가교육통계 체계 발전 방안

우리나라 국가교육통계는 교육기본통계조사라고 하는 단 하나의 조사로 모든 자료를
수집해오다가, 최근 패널조사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통계들이 수집되고 있으며, 교육통
계와 유사한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있다. 국가교육통계의 개념으로 본다면, 국가교육통
계체계 발전을 위해 국가가 승인한 교육통계들만을 포함시켜야 하겠지만, Ⅱ장에서 언
급한 유사 시스템들과의 관계체계 또한 정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장에

서는 교육통계 유사시스템인 행정정보시스템(NEIS, EDUFINE), 공시시스템(학교알리
미, 대학알리미), 정보기반 인재정책지원 서비스 시스템의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1. NEIS(National Educational Information System)
가. 시스템 개요
NEIS 시스템은 기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각 학교별로 개별적으

로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을 통합･운영하여 교육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교
육과학기술부, 16개 시･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그리고 전국의 1만여 개의 초･중등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교육행정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말한다.
2003년 3월 처음 학교행정영역의 서비스를 개통하였으며, 2010년 1월부터 차세대나
이스 구축 사업을 진행하였다. 나이스 총괄센터(KERIS) 및 16개 시도교육청 물적 기반
교체･통합과 기존 운영되고 있는 나이스의 업무프로그램 개편, 학생의 자기정보열람 및
대국민서비스 확대,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체계 강화가 주요 구축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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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차세대 나이스 시스템 개념도
출처: www.neis.go.kr/pas_mms_nv88_001.do

나이스 총괄센터(KERIS) 및 16개 시도교육청의 노후 장비에 대한 교체와 학교단위로
분리 설치된 3,800여 서버를 100여대의 교육청별 통합서버로 구성하여 교무업무 DB는
학교급별로 분리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나이스, 지방교육재정시스템(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 등 시도교육청에서 운
영하고 있는 각종 정보 시스템에 대한 단일 로그인(SSO), 사용자･조직･코드 등 공통정
보 관리를 단일화하여 업무포털 로그인 후 재 인증 없이 연동된 시스템으로의 접근이 가
능하도록 하였다. 소스코드의 표준화 및 재활용성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개발하고,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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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입학사정관제 등의 법제도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정보기반 교육정책 지원을 위한
업무 프로그램으로 개편하였다.
부처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민원선진화를 이루어 대국민 민원서비스 창구 일원
화, 민원서류 감축, 학생･학부모에게 청구하는 증빙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대체
하고 공인인증서, G-PIN, I-PIN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접속방식을 제공함으로써 실질
적인 대국민서비스와 학부모의 자녀정보 서비스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마지막으로, 정보보안체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보안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
해 통합보안관리체제(ESM : Enterprise Security Management)를 구축하였다. 7단계
보안체계를 갖추고 DB접근 통제, 개인정보 취급기록관리 및 주요 민감 정보의 암호화
저장을 통해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고 있다.

<표 Ⅴ-1> 나이스 7단계 보안체계 내용
구분

1･2단계
(PC/네트워크 보안)

3･4단계
(침입차단/방지)

5단계
(전자인증)

6･7단계
(서버보안/DB암호화)

적용
도구

- 침입차단(방화벽)
- PC보안(V3, nProtect)
- Secuve Tos, Redcastle
- 침입탐지(IDS)/침입 - EWS ToolKIt
- 전자인증
- Middleman
방지(IPS)

적용
대책

- Keyboard 보안
- 사용자 인증

- 해킹프로그램 차단

- 송･수신자료
암호화

- 외부주소 접근불가
(주소위장 판별)

출처: www.neis.go.kr/pas_mms_nv86_001.do

<표 Ⅴ-2> 나이스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
구분
교무업무
일반행정

암호화 대상

필수항목

주민등록번호(학생, 학부모)

추가항목

학생성명, 학생한자성명, 학부모성명, 반번호, 핸드폰번호, 정답

필수항목

주민등록번호(결제처리자, 일반직),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추가항목

교원성명, 일반직성명, 정답(검정고시, 임용시험), 핸드폰번호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0).p.248.

나이스 시스템의 법적근거로는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교육시스템의 운
영근거, 개인정보수집 관련 근거,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자적 처리 근거, 학생건강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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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자적 처리 근거,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인사기록의 전자적 처리의 근거를 각각 법률
로 규정하고 있다(부록 참조).
<표 Ⅴ-3> 나이스의 법적 근거
구분

근거 법률

교육시스템의 운영 근거

- 교육기본법 제23조의2(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의 전자화)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5(정보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

개인정보 수집 관련 근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4 조(개인정보의 수집)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자적 처리

- 초･중등교육법 제 25 조(학교생활기록)

학생건강기록부의 전자적 처리

- 학교보건법 제 7 조의 3(건강검사기록)

공무원의 인사기록의 전자적 처리 - 교육공무원법 제 23 조의 2(인사관리의 전자화)
출처: www.neis.go.kr/pas_mms_nv87_001.do

[그림 Ⅴ-2] 차세대 나이스 시스템 구성도
출처: www.neis.go.kr/pas_mms_nv86_0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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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세대 나이스 시스템을 통하여 지식정보사회형 전자정부의 확립, 교육행정정
보화를 통한 업무혁신과 일하는 방식의 개선, 민원서비스 체제 강화로 학부모･학생 등
대국민 서비스의 향상, 학교와 교사 중심의 시스템 구축운영으로 교사의 업무경감 및 교
육의 질 제고, 마지막으로 대학 입시 전향 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 주요 서비스 및 기능
1) 교무업무 서비스

[그림 Ⅴ-3] 차세대 교무업무 서비스 구성도
출처 : http://nurunso.pe.kr/pds/348/NEIS.ppt

교무업무 서비스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무업무와 학사업무를 총괄하여 차세
대 나이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나이스 초기부터 다중보안체계 운
영, 사용자 인증체계 강화, 주요 개인정보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능을 중시
하였으며, DB에 대한 접근권한을 학교장이 가지도록 하고, 시스템 운영은 각 시･도교육
청의 정보시스템 운영센터에 위임하여 일괄적으로 관리･운영하였다. 전자업무승인(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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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기능으로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도록 하였으며, 교무업무 관련 문서를 전
자문서로 관리하여 종이문서를 크게 감축할 수 있게 하였다.
현재는 입(진)학, 장학, 교무/학사, 학교교육과정, 학적, 성적, 학생생활기록부, 학생
생활, 교과용도서, 학부모 서비스, 보건, 체육, 급여, 민원, 시설, 재산, 물품/교구/기자
재, 학교회계, 급식 등 교원들이 학교에서 수행하는 대부분의 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2) 홈에듀 민원서비스
홈에듀 민원서비스는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고, 행정정

보 공동이용을 통해 민원서류를 감축하여 국민 편의 위주의 민원 서비스를 말한다.

[그림 Ⅴ-4] 홈에듀 민원 서비스 구성도
출처: www.neis.go.kr/pas_mms_nv91_001.do

일반 국민이 초‧중‧고등학교 교육관련 제증명서를 교육청 또는 학교를 방문하지 않고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직접 발급･출력하는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 교육행정 기관이
민원처리 시 제출받았던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를 부처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하고 민원서류 제출을 생략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로 구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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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4> 홈에듀 민원서비스(인터넷)에서 발급가능한 민원서류
구분

민원서류 종류

학생(4종)

- 국문 : 졸업증명서, 제적증명서(고), 성적증명서(고), 학교생활기록부(고)

인사(6종)

- 국문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원, 퇴직예정증명원, 수상확인원, 연수이수
확인원

검정고시(3종)

- 국문 :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출처: www.neis.go.kr/pas_mms_nv91_001.do

3) 학부모 서비스

[그림 Ⅴ-5]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시스템 개념도
출처: www.neis.go.kr/pas_mms_nv96_001.do

학부모서비스는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통해 교육기본법 제13조에서 보장하는 학부모
의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학교를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학교정보 뿐만 아니라 자녀의 성적, 출결, 학교생활기록부 등 자녀의 학교생활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고 선생님과의 상담, 가정통신 등 담임선생님과도 상호 의견 교
환을 할 수 있는 쌍방향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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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5> 학부모 서비스 내용(62종)
구분

서비스 내역

학교정보(9종)

･
･
･
･
･

학생정보(29종)

･ 학교생활기록부, 학생생활기록부(시각장애인용)
･ 학습안내 - 교외학습자료, 교내학습자료
･ 성적 - 성적(초, 특), 고사별정･오답표(중, 고), 성적통지표(중, 고, 특), 표준점
수분석표(중, 고, 특), 성적변화표(중, 고, 특), 학업성취도(초, 중, 고), 개인별맞
춤학습(중, 고)
･ 학생생활 - 월출결통계, 출결사항, 자치활동조회, 적응활동조회, 행사활동조회,
계발활동조회, 봉사활동 조회, 치료교육활동조회(특)
･ 대입전형자료제공현황 - 대입전형자료제공현황조회(고), 대입전형자료상세조회(고)
･ 건강기록부
･ 방과후학교 - 방과후학교 강좌신청현황, 방과후학교출결상황조회
･ 진로/상담자료
･ 심리검사(중, 고)
･ 교육비 납입현황 - 교육비 납입현황 조회

학부모상담 관리(3종)

PAPS(9종)

자녀교육활용
정보(12종)

학교기본정보
교육과정- 과목 및 담당교사, 반별시간표, 주간학습(초)
학사일정- 연간학사일정, 월간학사일정
급식식단표- 월간식단, 주간식단
가정통신문

･ 상담공지사항
･ 상담신청및조회 - 선생님과의상담, 상담내역조회
･
･
･
･
･

측정마당 - 자가측정
평가마당 - 평가결과조회, 평가결과이력조회, 통계분석, PAPS지수조회
처방마당 - 신체활동처방조회
관리마당 - 자녀의현재상태, 자녀의신체활동분석
스포츠클럽 - 스포츠클럽조회

･ 학업지도 - 내자녀학업지도, 전출입절차 및 방법, 학업지도관련사이트
･ 인성지도 - 내자녀이해하기, 사이버공간이용방법, 인성지도상담
･ 진학지도 - 초등학교취학정보, 중학교입학정보, 고등학교입학정보, 대학교입학
정보
･ 진로지도 - 내자녀진로지도, 진로검사및진로정보
･ 특수아지도 - 영재아지도, 장애아지도, 학습부진아지도
･ PAPS콘텐츠 - 학습도움자료조회, 운동콘텐츠, 건강콘텐츠, PAPS콘텐츠, 주요
콘텐츠, 용어사전
･ 내자녀 건강알리미

출처: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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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 서비스

[그림 Ⅴ-6] 나이스 학생서비스 시스템 개념도
출처: www.neis.go.kr/pas_mms_nv95_001.do

<표 Ⅴ-6> 학생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역

나의 학교생활(34종)

･ 생활(10종)
- 학교생활기록부(시각장애인용포함), 출결사항(월출결상황, 출결상세조회),
특별활동 누가기록조회(자, 적, 계, 봉, 행), 치료교육활동조회(특), 대학별
제출현황(제공예정)
･ 성적(8종)
- 성적(초, 특-초, 중, 고), 학업성취도(초, 중, 고), 고사별 정오답표, 성적통
지표(시각장애인용 포함), 표준점수 분석표, 성적변화표, 학습진단, 국가수
준학업성취도
･ 건강(17종)
- 건강기록부, 건강측정(자가측정, 자기신체평가), 건강평가(평가결과조회, 평
가결과이력조회, 통계분석조회, PAPS지수조회), 건강처방(신체활동처방조
회), 건강관리(신체활동일지, 신체활동분석), 스포츠클럽조회, 건강활용(운
동/건강/PAPS/주요콘텐츠,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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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창의적체험활동
(5종, 제공예정)
방과후학교 (3종)

서비스 내역
･ 에듀팟(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자기소개서, 자율활동)
･ 참여활동(에듀넷 어린이기자단, 대한민국 청소년 방송단)
･ 강좌조회(무인증) 및 신청, 수강강좌조회, 출결상황조회

학교정보 (6종)

･ 학교기본정보, 학사일정, 과목 및 담당교사, 시간표, 급식식단표, 가정통신문

입시정보
(3종, 제공예정)

･ 고입정보, 대입정보, 대입전형 분석정보

서비스 소개 및 신청 ･ 학생서비스 소개, 학생서비스 신청(ID/PW 로그인후), 자주 묻는 질문
출처: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1).

학생서비스란 본인의 교육과정, 성적, 출결사항, 학사일정, 학교생활기록부, 급식식단
표, 건강기록부 등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학생의 자기정보
열람권을 보장하고 자발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축되었다.
5) 교직원 온라인 채용 서비스

[그림 Ⅴ-7]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 채용 서비스 개념도
출처: www.neis.go.kr/pas_mms_nv93_0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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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및 일반직공무원 공개경쟁 채용 시 원서접수 및 증빙서류 검토에 따른 많은 인
력과 시간이 투입되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과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을 통한 온
라인 접수 환경이 확보됨에 따라 방문접수에 따른 지원자들의 불편 해소 및 비용 절감,
지원서 접수, 증빙서류 검토 등에 따른 담당자 업무 경감을 위해 구축되었다. 유치원/초
등/중등/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및 지방공무원 공채 시 지원서 접수, 수험표 출
력, 합격자발표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여 방문접수에 따른 지원자 불편사항을 해소하
고 이에 따른 비용절감을 통해 교육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목표로 나이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이다.

2.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 시스템
가. 시스템 개요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 시스템(에듀파인 : edufine)은 2008년 7월 16일에 16개 시,도
교육청의 단위업무, 예산, 재무회계, 통합결산, 재정분석 및 통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구축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을 높이고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과 책임경영 구현으
로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사업별 예산제도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기반으로 예산요구 편성 및 예산배정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며, 지출에서
결산까지 One-Stop 처리와 자동분개를 통한 재무보고서 작성, 맞춤형 재정분석이 가능
한 통합시스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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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8] 에듀파인 구성도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0). p.255.

에듀파인 사용자는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단위학교 등이며, 일
반인의 경우 업무포털이 아닌 홈페이지를 통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에듀파인은 내부적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 나이스 등과 연계되어 있으며, 외부적
으로는 감사원, 기획재정부, 사학연금관리공단, 조달청 등 주요 정부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과 연계되어 있다.
에듀파인 시스템도 차세대나이스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추진하고 있다. 주로 지방 행･재정에 관한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하고 있
으며, <표 V-7>은 관련 법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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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7> 에듀파인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관련 법령
구분

서비스 내역

교육과학기술부
(재원배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
･ 보조금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17조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
･
･
･
･
･

회계설치 근거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40조
지자체법정부담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중기재정계획 : 지방재정법 제16조
투‧융자심사 : 지방재정법제30조
예산편성/집행/결산 : 지방재정법, 교특재무회계 규칙
지방교육재정 분석 : 지방재정법제118조

국･공립
초･중등학교
(학교회계)

･ 회계설치근거 :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
･ 학교발전기금 : 초‧중등교육법제33조
･ 예산편성/집행/결산 :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사립
초･중등학교
(학교회계)

･ 회계설치근거 : 사립학교법제29조
･ 부족재정지원 : 사립학교법제43조
･ 예산편성/집행/결산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나. 주요 서비스 및 기능

[그림 Ⅴ-9] 에듀파인 업무 흐름도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0). p.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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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파인 시스템은 주요 통계들을 기본으로 하여, 단위업무, 예산관리업무, 재무회계
어무, 통합결산업무, 재정분석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1) 단위업무관리 시스템
단위업무관리 시스템은 업무와 시스템을 일체화하여 업무처리과정 및 성과를 자동으
로 기록하고, 개인이 담당하는 업무를 7개 트랙으로 정리하고, 이를 체계화하여 종합적
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단위업무관리는 세부적으로 단위업무, 성과관리, 지식관리,
시설예산, 학생수용계획, 학교신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Ⅴ-10] 단위업무 시스템 개요
출처: 송기창 외(2009). p.17.

2) 예산업무 시스템
예산업무 시스템은 품목별 예산구조를 사업별 예산구조로 전환하여 성과주의 예산과
원가관리의 기본단위로 활용하고, 누구든지 어디서나 예산서를 보고 사업내용과 성과를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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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업무 시스템은 예산관리, 인건비, 학교운영기본경비, 사학재정결합보조, 중기재
정계획, 교부금관리로 구분되어진다.
3) 재무회계업무 시스템
재무회계업무 시스템은 통합자산관리와 자금관리 등 내부시스템 간 통합연계로 중복
업무를 지양하고, 업무효율성과 재정투명성을 확보하며, 거래의 발생시점부터 결산까지
One-Stop으로 처리하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그림 Ⅴ-11] 재무회계업무 시스템 개요
출처: 송기창 외(2009). p.25.

4) 학교회계업무 시스템
학교회계업무 시스템은 교육영역별 사업 중심의 예산과 재정업무 수행의 효율화를 위
해 교육비특별회계와 연계를 통하여 예산편성, 품의, 지출, 결산 등을 One-Stop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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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2] 학교회계업무 시스템 개요
출처: 송기창 외(2009). p.27.

5) 통합결산업무 시스템
통합결산업무 시스템은 예산과목과 계정과목 간 연계를 통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정보가 자동 기록되어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
템이다.
통합결산업무 시스템의 하위로는 수입･지출 등에 대한 마감관리, 자동집계 기능의 구
현을 통한 사업별 예산결산을 지원하는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 시스템과 국제기준에 맞
는 현금주의 통합재정통계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산출하는 ‘통합재정수지’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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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3] 통합결산업무 시스템 개요
출처: 송기창 외(2009). p.28.

6) 재정분석 및 통합통계
이 시스템은 단위업무, 예산 및 재무회계 정보를 통하여 사업별 원가계산과 계산된
원가정보를 포함하여 사업별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하며, 나이스 정보를 포함한 체계적
재정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사업정보분석 시스템은 예산편성과 집행현황을 정책, 단위, 세부사업별로 모니터링
과 집행현황 분석 관리를 할 수 있으며, 사업성격별 사업진행 결과 분석 서비스를 제
공한다. 구체적인 기능으로는 사업카드 모니터링, 지표별 조회, 사업결과 분석, 사업
성격별 결과분석이 있다. 원가관리 시스템은 사업별 원가분석표 도출이 가능한 원가기
준정보, 사전원가관리, 예산실적 원가관리, 발생주의 원가관리, 원가분석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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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중등교육정보공시시스템
가. 시스템 개요
초･중등교육정보공시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교육 관련
기관에게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하며,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를 제고하고, 교육 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정보공시를 통해 학교 교육의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책무성을 제고하고 지역 간, 학교 간, 교
육격차를 해소하는 기제로 활용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림 Ⅴ-14] 초중등교육정보공시의 목적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0). p.3.

현재 대국민서비스 이용자의 편리성과 단위학교의 업무 최소화를 위해 정보공시를 위
한 전국통합 교육정보 공시시스템을 총괄관리기관(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구축･운영하
고 있다. 초중등 교육정보공시의 추진절차와 각 기관별 세부 역할은 아래의 [그림 V-15]
와 <표 V-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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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5] 초중등교육정보공시 추진절차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0). p.5.

<표 Ⅴ-8> 초중등교육정보공시 기관별 세부 역할
기관

교육과학기술부

세부역할
-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 등 학교정보공시제 운영 총괄
정보공시의 구체적인 범위, 공시 횟수 및 그 시기 등을 결정
단위학교에게 공시정보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총괄관리기관을 통한 공시양식 마련･보급, 공시정보의 수집･관리
교육관련 기관에 대한 시정 권고 및 변경 명령(시･도교육청 위임)

정보공시운영위원회

- 학교정보공시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장관 자문

총괄관리기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ERIS)

- 교과부, 시･도교육청 및 각급학교에 대한 학교정보 공시 지원(공시정보의 확인･
검증 업무 포함)
- 단위학교의 공시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전국 수준의 통합 DB(학교정보공시 총괄
시스템) 구축･운영
- 학교정보공시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

시･도교육청

개별 단위학교

-

관할 개별 초･중등학교의 정보공시 총괄 지원
단위학교의 공시정보 수합 및 관리
시･도수준의 학교정보 공시결과 분석, 지원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정보공개 지원체제(Call Center) 운영 및 민원처리

- 학교정보 공시체계 마련
- 학교정보의 공시
- 학교정보공개 관련 문의처 운영 및 민원사무 처리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0).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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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서비스 및 기능
초･중등학교정보공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는
http://www.schoolinfo.go.kr 이다. 초･중등학교정보공시(학교알리미)의 서비스는 각

단위학교에서 제출한 정보공시 항목의 값을 검증절차를 거쳐 공시하고 있으며, 크게 ‘학
교명 먼저 찾기’, ‘공시항목 먼저 찾기’, ‘주요지표 검색하기’로 구분된다. ‘학교명 먼저
찾기’의 경우 원하는 학교의 다양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공시항목 먼

저찾기’는 원하는 공시항목을 먼저 지정하고 특정 학교의 해당 항목값을 검색하도록 구
성되어있다.

[그림 Ⅴ-16] 학교알리미의 학교명 먼저 찾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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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7] 학교알리미의 학교명 먼저 찾기 결과 화면

[그림 Ⅴ-18] 학교알리미의 항목명 먼저 찾기 결과 화면

｜

125

국가교육통계 체계 발전 방안

주요지표 검색하기는 주요한 지표에 대해서, 자료기준년월과 학교급, 설립구분, 시도/
시군구로 구분되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편의를 높이고 있다. 주요지표에 포함
되는 항목은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학교현황’, ‘성별 학생수’, ‘전･출입 및 학업
중단 학생수’,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 ‘직위별 교원 현황’, ‘학교발전기
금’, ‘급식실시 현황’, ‘급식비 집행 실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결과’, ‘입학생

현황’, ‘졸업생의 진로 현황’, ‘장학금 수혜 현황’, ‘동아리 활동 현황’, ‘학교도서관 현황’,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현황’, ‘학생･학부모 상담실적’, ‘사무직원 현황’,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 가입 현황’, ‘행정직원 노동조합 가입 현황’이다.

[그림 Ⅴ-19] 학교알리미의 주요지표 검색하기 결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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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정보공시를 통해 공시되는 항목은 다음 <표 V-9>와 같다.
<표 Ⅴ-9> 초중등 정보공시 항목
대분류

중분류

항목명
학교 현황

1. 학생 재학 현황

성별 학생수
학년별･학급별 학생수

1. 학생
현황

2.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수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수

3. 입학생 현황

입학생 현황

4. 졸업생 진로 및 장학금 수혜
현황

2. 교원
현황

졸업생의 진로 현황
장학금 수혜 현황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현황

5. 학생 체력 증진

학생의 체력 증진에 관한 사항

1. 직위별 교원 현황

직위별 교원 현황

2. 자격종별 교원 현황

자격종별 교원 현황
표시과목별 교원 현황

3. 교원성과상여금제도 운영현황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 운영 현황
4. 교원단체 및 노조가입 현황
1. 각종 규정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 가입 현황
학교규칙 및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학교규칙 외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교육계획 및 편성･운영

수업공개 계획
교과별(학년별) 교과진도 운영 계획

3. 교육
활동

3. 평가기준 및 계획
4. 학교운영위원회

교과･ 재량･특별활동계획･체험활동계획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동아리 활동 현황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

5. 동아리활동 및 방과후학교 등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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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항목명
학교용지 현황
교사(校舍) 현황

1. 학교시설 및 개방 현황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급식실시 현황

2.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급식비 집행 실적
급식사고 발생 및 처리 현황
학교폭력 예방교육 현황

4. 교육
여건

3. 학교폭력대책 및 학생･학부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결과
상담실적
학생･학부모 상담 실적
위기 극복 학생 현황
보건관리 현황
4. 학교보건 및 환경위생 현황

환경위생관리 현황
안전관리 현황

5. 학교도서관
6. 행정직원 노동조합 가입 현황

7. 학교 평가

학교도서관 현황
사무직원 현황
행정직원 노동조합 가입 현황
학교별 교수 및 생활지도 등에 대한 평가 항목 및 그 결과
학교평가지표 및 평가 종합의견

8. 자율공시

자율공시

1. 학교회계 예･결산서

학교회계 예･결산서

2. 사립학교 예･결산서

5. 예･결산
현황
3. 학교발전기금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결산서
사립학교 법인회계 예･결산서
학교발전기금

4.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현황
관한 내역
교복구매 현황
교과별(학년별) 평가계획
6. 학업
성취도

1. 학년별 교과별 성적사항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사항

출처: www.school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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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등교육정보공시시스템 분석
가. 시스템 개요
고등교육정보공시는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다양한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활용을 높이고 대학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위치
를 가늠하고 높이는데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였으며, 정부는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합리
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와 마찬가지로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고등교육기
관 전체(단, 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은
제외)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3월, 4월, 6월, 9월, 11월, 수시로 항목을 구분하여 조사
및 공시하고 있다.

[그림 Ⅴ-20] 대학정보공시 조사 및 서비스 개념도
출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1b).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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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학정보공시센터)를 2011년부터 총괄관리기관으로 새롭게 지정
하였고, 항목별 관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전형지원실),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전문대학협의회, 한국직업능
력개발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자료 조사 및 연계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정보시스템 및 전산인프라의 원활한 운영과 총괄관리를 위해
경영기획실에 정보지원센터를 두고, 대학정보공시 통합시스템(입력시스템, 대학알리미)
의 서비스 운영 및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정보공시센터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림 Ⅴ-21] 대학정보공시 기관 체계
출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1b). p.9.

나. 주요 서비스 및 기능
고등교육기관 정보공시 항목은 대상 고등교육기관에서 조사하고 있으나, 각 조사항목
마다의 항목별 관리기관이 존재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항목별 관리기관의 데
이터를 연계해오고 있으며, 항목별 관리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직접 입력 받아서 자료를
수집한다. 다음 <표 V-10>은 대학정보공시항목의 공동 활용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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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0> 고등교육정보공시 공동 활용 현황
공동활용 자료명

주요내용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가. 학교규칙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가. 교육과정 편성 및 평가기준

3. 학생의 선발 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나. 학교규칙 외 학사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정보관리기관

총괄관리기관

나. 성적평가 결과(성적평가 분포)
가. 대학입학(편입학)전형시행계획
나. 모집 요강(편입학 포함)
가.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결과
나. 기회 균형 선발 결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다. 신입생 충원 현황
라. 학생 충원 현황(편입학포함)

4. 충원율, 재학생수 등 학생
마. 재적 학생 현황
현황에 관한 사항
바. 외국인 학생 현황

한국교육개발원

사. 중도탈락 학생현항
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현황
자.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

총괄관리기관

가. 졸업생 현황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나. 졸업생의 진학 현황
관한 사항
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

한국교육개발원

가.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현황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나.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다. 교원 확보율
라.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현황
마.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7.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

한국교육개발원

가.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실적
나. 저(著)･역(譯)서 실적

총괄관리기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연구재단

가. 일반회계 예･결산 현황
나. 기성회계 예･결산 현황

총괄관리기관

다. 발전기금 예･결산 현황
8.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라. 예･결산(합산재무재표) 현황
마. 법인회계 예･결산 현황
바. 교비회계 예･결산 현황
사. 적립금 현황

한국사학진흥재단

아. 기부금 현황
자. 산학협력단 회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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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활용 자료명

주요내용

정보관리기관

차. 등록금 현황
카. 입학 전형료 수입･지출 현황

총괄관리기관

8의2. 등록금 및 학생1인당 교육 가. 등록금 산정근거
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총괄관리기관

9.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
에 관한 사항

총괄관리기관

10.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가. 연구비 수혜실적

한국연구재단

나. 교원강의 담당 현황

총괄관리기관

다. 장학금 수혜 현황
라.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11.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마.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개설현황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바.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실적
사. 특허출원 및 등록실적

한국교육개발원
총괄관리기관
한국연구재단

아. 교원의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
자.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총괄관리기관

차. 대학의 원격강좌 현황
12.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가. 장서보유 현황
나. 도서관 예산 현황
다. 연구시설 현황
가. 정관
나. 법인의 임원 현황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연구재단
총괄관리기관

다. 교지확보 현황
라. 교사시설 확보현황
마. 기숙사 수용 현황

13.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
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운영 상태 등에
사. 직원 현황
관한 사항
아. 재정지원사업 수혜실적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대학 평가 결과
차. 시간강사 강의료
카.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현황
타. 국유･공유재산 확보현황
출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1b).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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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1> 고등교육정보공시 시스템 현황
시스템명

시스템 설명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

･ 개별 대학의 공시항목별 자료 수집(직접/연계)･확인･제출하기 위한 시
스템
･ 공시 지원 및 공시자료 검증을 위한 총괄담당자 관리자 기능, 공시자료
제출(공문제출), 형식검증, 오류현황관리를 개별 기능으로 구현

대학정보공시 입력홈페이지
(input.academyinfo.go.kr)

･ 대학정보공시 안내 및 관련 컨텐츠(지침, 매뉴얼), 문의응대, 개별공시
정보입력, 예비 공시 등 공시 운영을 위한 시스템

대학알리미
(www.academyinfo.go.kr)

･ 대학정보공시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 개별 공시 지원, 검색 기능 제공(통합비교, 주요지표, 대학별), 대학경쟁
력알림 서비스 운영

대학알리미 영문페이지
(heik.academyinfo.go.kr)

･ 국문 대학알리미 중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시스템
･ 대학알리미 소개, 대학별 16개 주요 지표, 대학별 경쟁력 지표 서비스
운영

출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1b). p.8.

1) 통합비교 검색 및 대학별 검색
통합비교 검색은 학생, 교육/연구성과, 대학재정/교육비, 교육여건, 대학운영의 5가
지 카테고리로 소항목을 구분하고, 학교종유와 유형, 설립별, 지역별, 학생수(최소, 최
대), 전공(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학과/전공), 학과명으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학교들의
값을 리스트의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

대학별 검색은 학교종류와 유형, 설립, 지역, 학생수(최대, 최소)로 학교의 정보공시
내용들을 보여주는 서비스이다. 주요 정보는 학생, 입학전형결과, 대학재정/교육비, 졸
업생현황, 교원, 연구성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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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2] 통합비교검색 서비스 화면

[그림 Ⅴ-23] 대학별검색 서비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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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지표 검색
주요지표 검색은 통합검색과 유사하며, 취업률, 재학생충원률, 전임교원확보률, 등록
금현황을 학교별로 제공하고 있다.

[그림 Ⅴ-24] 주요지표 검색 서비스 화면

4) 대학경쟁력 알림
대학경쟁력 알림 서비스는 ‘재학생 충원률’, ‘전임교원확보율’, (건강보험DB연계)취업
률, ‘전임교원 1인당 논문실적(한국연구재단등재지(후보포함))’, ‘전임교원 1인당 논문실

적(SCI급/SCOPUS학술지)’, 신입생 충원률, 중도탈락학생률로 구분하여 그래프의 형태
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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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5] 대학경쟁력 알림 서비스 화면

5. 정보기반 인재정책지원 서비스
가. 시스템 개요
교육관련 정보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집계‧공표‧서비스되고 있어, 교육관련 정보가 객
관적으로 활용되는데 한계가 있어, 2010년부터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추진하
고 있는 시스템이다. 교육관련 자료간의 연계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하여, 실증 자료에 근
거한 정책 결정･관리를 위해 통계 기반의 정책관리제도 시행 및 체계적인 기초 데이터
제공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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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스템은 현재 구축되어진 것은 아니므로, 본 연구에서는 계획안을 중심으로 분석

해보고자 한다.

[그림 Ⅴ-26] 정보기반 인재정책지원 시스템 목표 구성도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1a). p.6.

나. 주요 서비스 및 기능
정보기반 인재정책 지원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보기반 인재정책 지원서비스 구축과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위 서비스와 관련
한 현황 진단과 수요분석, DB연계를 위한 코드 표준화 및 DB 연계망을 구축하게 된다.
둘째, 학술연구자를 위한 교육정책 연구지원 서비스를 개발한다. 교육정책 분석과 연

구 등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다양한 교육정보를 제공하는 통계중심의 현황정보 서비스
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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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정책입안자를 위해 정책 수립 및 이행 지원 서비스를 개발한다. 국정감사 지원

서비스를 비롯하여 각종 국가정책 성과 점검과 학교 및 시도 평가 등에 필요한 데이터
및 통계자료가 포함된 교육 현황과 평가지원 서비스를 개발 및 운영한다.

[그림 Ⅴ-27] 정보기반 인재정책지원 서비스 구성도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1b). p.17.

마지막으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령 및 지침을 마련한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
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지침 및 데이터 관리에 대한 법적 근
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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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교육통계 관련 시스템 현황 분석결과
지금까지 교육통계 유사시스템인 행정정보시스템(NEIS, EDUFINE), 공시시스템(학교
알리미, 대학알리미), 정보기반 인재정책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살펴보았다. 각 시스템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들을 정리하였다.
첫째, 국가교육통계와 이들 시스템간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들 시스템이

가지고 몇 가지 공통된 특징들은 국가교육통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게 한다. 이들 시스
템들의 공통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들 시스템은 통계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나이스는 초
중등학교의 교육행정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고, 에듀파인은 시도
교육청의 단위업무, 예산, 재무회계, 통합결산, 재정분석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공시시스템은 국민의 알권리
를 보장하고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들 시스템들
이 통계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고 있진 않지만, 이들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자료들은 통
계정보로 가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실제로 한국교육개발원의 유초중
등통계는 나이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들 시스템
들은 생성된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나이스는 홈에듀 민원서비스(교육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를 비롯해서 학부모나 학생들이 학교정보와 학생정보 등을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에듀파인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단위학교로, 에듀파인 시스템의 맞춤형 통
계분석 기능은 사용자가 직접 통계자료를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으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패러다임을 구현하였다. 공시시스템은 국민들이 전국의 초중등학교와 고
등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시되는 항목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정보기관 인재정책
지원 서비스는 교육관련 자료간의 연계를 통해 학술연구자들과 정책입안자들에게 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되고 있는 시스템이다. 이런 점들 때문에 이들 시스템은
국가교육통계와 함께 다루어져야 하며, 이들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교육통계와 함께 이들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국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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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물론이고 이들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하는 기관이 부재한 상태이다. 교
육과학기술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하는 기관들이 서로 달라 정보공유와
관련된 협조가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국가교육통계와 각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정보들
은 결국은 교육청, 학교, 교사, 학생들이 입력하거나 응답함으로써 얻어진다. 정보제공
자들의 입장에서는 서로 비슷한 정보를 각 시스템마다 입력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
고, 이는 정보의 질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관련 시스템 중 정보기관 인
재정책지원 서비스는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유도함으로써 담당자들의 업무경감을 위
해 구축되고 이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 시스템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교육정보에 대한
관리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과 관련된 데이터의 관리와 더불어 정책기
획과 평가능력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각 기관에서 관리하는 국가교육통계와 교육관련
시스템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분류기준의 표준
화 등을 통해 국가교육통계와 교육관련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교육관련 정보들의 연계성
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교육관련 정보의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 에듀파인 시스템의 맞춤형 통계분석 기

능은 사용자가 직접 통계자료를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으로 수요자중심의 서
비스 패러다임을 구현하고 있지만 통계분석의 대상이 되는 시스템이 제한적이며, 통계
지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보공시시스템의 경우에도 시스템
의 담당자가 입력한 데이터 외의 원시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아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료 요구 절차를 사용자들이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대학정보공시의

경우에는 일부대학들이 취업률, 장학금, 연구업적 등의 지표들에 대해 부풀리려는 경향
을 보이는데 이는 정보공시의 신뢰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교육관련 정보의 활용성
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관련 시스템에서 서비스되는 정보의 질이 정확하고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정보 서비스체제 구축을 위한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일반수요자), 정책당국, 연구자 등의 다양한 수요자가 존재하고 있
는데, 이러한 수요자 유형별로 특화된 정보 제공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요구가 반영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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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가교육통계와 유사한 시스템들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였고, 미국, 핀란드,
독일의 사례를 분석하여 이들로부터 국가교육통계체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정리하였
다. 또한 국가교육통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운영실태 분석내용과 전문가 의견조사 내용을 통해 국가교육통계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를 기초로 국가교육통계체계의 발전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가교육통계체제의 발전
방안은 국가교육통계 내용체계, 생산체계, 활용체계, 관리체계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1. 국가교육통계의 문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와 국가교육통계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통해
국가교육통계의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가. 국가교육통계의 운영실태 및 관련 시스템 현황 분석 결과
국가교육통계에 대한 운영 실태를 통해 정리된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교육
통계는 유초중등, 고등, 평생 통계 등의 조사에서 다양한 항목들로 조사되고 있지만, 조
사되고 있는 세부항목들을 살펴보면, 학생수, 교원수 등 수적인 조사들만 대부분 이루어
지고 있다. 일부 패널 데이터들이 학생의 특성을 설명해주는 정성데이터들을 제공해주
고 있지만, 학생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힘들다. 특히 교육의 과정이나 성과를 보
여줄 수 있는 관련 통계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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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생산체제의 측면에서 보면, 국가교육통계 조사가 너무 경직적이라는 것이 문제

이다. 특히, 교육기본통계의 경우에는 조사항목의 변경이 쉽지 않아, 새로운 항목을 조
사시스템에 적용시키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적시에 필요한 통계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있다. 또한, 교육기본통계의 경우 내용이 지나치게 방대해서, 통계조사와 검증에 지나치
게 많은 노동력을 투입하게 되고, 새로운 통계 수요에 신속하고도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또한, 방대한 양을 전수조사 하다 보니 검증과정이 미
흡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조사시스템의 노후화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시스템의 내용연한이 경과하여 시스템 유지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계속되는 데이터의 축적으로 인해 시스템 용량의 부족이 나타나고 있어 정상적
인 조사 및 서비스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서버 등과 같은 장비뿐만 아니라, 장비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제품 단종으로 기술지원이 중단된 경우
가 있어 장애 발생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세 번째, 국가교육통계의 활용체제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공급자 위
주의 서비스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국가교육통계는 자료집 제공, 홈페이지
서비스, 수요자 맞춤 서비스 등의 형태로 통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료집의 형태
를 살펴보면, 연보 형태부터 정책분석을 위한 보고서까지 다양한 형태의 자료집이 발간
되어 교육통계 사용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자료집이나 교육통계연보 등을 제
작함에 있어, 사용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이 미흡해 보인다.
네 번째, 국가교육통계의 관리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가교육통계를 종합적으로 관리

하고 있는 곳은 없다는 문제가 있다. 통계청이 통계를 승인하거나 품질진단과 같은 일을
수행하고 있긴 하지만, 국가교육통계 자체를 관리하고 있지는 못하다. 2007년 인재통계
협력망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정부의 지원이 거의 없고, 참여하고 있는 기관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미약하여, 지금은 유명무실해진 협력체이다. 따라서 국가교육통계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교육통계 관련 시스템은 행재정시스템과 교육정보공시시스템, 정보기반 인재정책
지원서비스 시스템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들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먼저, 나이스와 에듀파인은 행정을 위한 시스템으로 나이스의 경우는 DB 정보의 접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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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을 두고 있어, 실제로 통계자료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
육기본통계의 일부를 나이스에서 가져오고 있지만, 해마다 항목이 변경되거나 추가될
경우 이에 대한 반영이 어렵다. 에듀파인 시스템의 맞춤형 통계분석 기능은 사용자가 직
접 통계자료를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으로 수요자중심의 서비스 패러다임을
구현하고 있지만, 통계분석의 대상이 되는 시스템이 제한적이며, 통계지표에 대한 고려
가 부족하다.
교육정보공시시스템은 학교의 교육정보를 공시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교육기본통계와
중복되는 항목들이 많다. 교육기본통계는 어느 한 시점에 고정된 값이라면, 공시되고 있
는 수치들은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는 값들이다. 따라서 둘의 수치는 같은 항목이라 하더
라도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불일치할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반 사용자들의 관점에서
이 둘의 수치가 다름으로 해서 많은 혼란이 생기고 있으며, 이는 통계에 대한 불신까지
낳고 있다. 이에 교육기본통계는 공시데이터와의 값을 맞추기 위한 작업을 추가로 수행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사용자들에게 공시자료와 통계의 차이를
정확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기반 인재정책지원 서비스는 단위학교에서의 업무경감을 목적으로 진
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는 단계로, 이 서비스는 정책기획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를 생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서비스 시스템과 국가교육통계 서

비스 간의 관계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나.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국가교육통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교육통계의 현황분석과 더불어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의견조사는 국가교육통계를 생산하고 있는 조사 전문가들과 국
가교육통계를 활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내용은 주로 국가교육통
계의 생산체계, 서비스체계, 관리체계에 대한 항목들로 구성하였다. 내용체계는 내용구
성이 매우 복잡하여 설문에는 포함시키지 않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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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 국가교육통계 생산체계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단위: %, 점)

기획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수요자 요구 조사

11.4

31.8

52.3

2.3

2.3

2.52

상황분석(법적, 유사조사, 위험요수
검토)

6.8

40.9

34.1

15.9

2.3

2.66

조사예산, 조사인력, 행정지원 등
지원체제에 대한 검토

6.8

45.5

36.4

6.8

4.5

2.57

조사설계

-

18.2

40.9

36.4

4.5

3.27

통계개선연구

-

40.9

29.5

20.5

9.1

2.98

11.4

27.3

27.3

31.8

2.3

2.86

지침서의 내용

-

9.1

40.9

36.4

13.6

3.55

질문지 구성 및 편집

-

4.5

45.5

45.5

4.5

3.50

본 조사의 관리

-

-

27.3

50.0

22.7

3.95

데이터 수집 및 입력

-

-

36.4

40.9

22.7

3.86

데이터 검증

-

4.5

18.2

63.6

13.6

3.86

수집된 자료의 조작해서 일차적인
데이터 산출

-

-

18.2

59.1

22.7

4.05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요약해서
정보를 산출

-

4.5

31.8

50.0

13.6

3.73

정보를 종합해서 지식을 산출

-

43.2

36.4

20.5

-

2.77

사전조사

조사

분석

국가교육통계 생산체계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보면, 국가교육통계의 생산체계의 각
항목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조사나 분석과정보다는 기

획부분에 대한 응답자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수요자 요구조사
에 대해서는 43.2%가 별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상황분석에 대해서
는 47.7%, 조사예산, 조사인력, 행정지원 등 지원체제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는 52.3%
가, 통계개선연구에 대해서는 40.9%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조
사 설계에 대해서는 약 40% 정도의 응답자가 대체로 잘 수행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국가교육통계의 기획과정과는 다르게 조사과정에 대해서는 사전조사를 제외하고는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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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사전조사는 9.1%, 지침서의 내용구성
은 4.5%, 데이터 검증은 4.5%가 별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반대로 대체
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비율은 사전조사가 34.1%, 지침서의 내용과 질
문지구성 및 편집에 50%, 데이터 수집 및 입력에 63.6%, 본조사 관리 72.7%, 데이터
검증에 77.2%이었다. 분석의 경우에는 일차적인 데이터 산출이 잘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81.8%),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요약해서 정보를 산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63.6%가, 좀더 전문적인 분석이나 지식을 산출하는 정도의 분석은 20.5%가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국가교육통계는 기초적인 분석은 잘되고 있지만, 좀 더
심층적인 분석서비스는 기초적인 분석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산체계 전
체를 볼 때, 조사과정보다는 기획과 분석과정이 좀 더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Ⅵ-2> 국가교육통계 활용체계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단위: %, 점)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M

6.8

34.1

27.3

27.3

4.5

2.89

통계 사용자 요구에 맞는 통계 공급

-

18.2

50.0

27.3

4.5

3.18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제공(인쇄물, 홈페이지 등)

-

4.5

40.9

40.9

13.6

3.64

11.4

31.8

54.5

2.3

-

2.48

수요자가 요구하는 통계데이터 제공 형태 파악

교육통계에 대한 홍보

국가교육통계의 활용체계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보면, 다양한 형태의 서비
스를 제공(인쇄물, 홈페이지 등)이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응답이
54.5%로 서비스 항목 중 가장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고, 수요자가 요구하는 통계데이터

제공형태 파악과 통계 사용자 요구에 맞는 통계 공급에 대해서는 31.8%가 대체로 잘 이
루어진다고 응답하였다. 수요자가 요구하는 통계데이터 제공형태 파악은 부정적인 응답
이 더 많았는데, 40.9%가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국가교육통계 활용체계 중
홍보에 대해서는 43.2%가 국가교육통계에 대한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

147

국가교육통계 체계 발전 방안

<표 Ⅵ-3> 국가교육통계 관리체계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단위: %, 점)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M

교육통계 생산기관의 조정 기능

13.6

22.7

50.0

13.6

-

2.64

교육통계 생산기관간의 협력 정도(예, 데이터
의 연계 등)

9.1

36.4

45.5

9.1

-

2.55

교육통계 관련 법제 정비 정도

22.7

31.8

36.4

9.1

-

2.32

교육통계 조직 및 인력 관리

13.6

40.9

31.8

13.6

-

2.45

국가교육통계 관리체계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대체로 모든 질문 항목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국가교육통계 관련 법제정비정도와 조직 및
인력관리에 대해서는 54.5%가 잘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국가교육통계 생산기관
간의 협력도 45.5%가, 교유통계 생산기관의 조정 기능은 36.3%가 대체로 잘 이루어지
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국가교육통계 관리체계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많
아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교육통계 내용체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정리하면, 가장 먼저 지적된 것은 국가
교육통계에서 제공되고 있는 통계의 내용이 대부분 교육기관에 기초하고 있어서, 교육
환경에 대한 교육통계자료들은 많으나, 교육의 과정이나 성과를 볼 수 있는 통계자료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그리고 교육단계별로 볼 때, 유아교육단계에 대한 통계자료가 많지
않다는 점과, 개인대상의 통계조사가 많지 않아 실제 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기초
통계 데이터가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이 외에도 원자료 외에도 국가교육통계 생
산기관에서 제공하는 통계분석 자료집이 다양하지 않아 활용도가 떨어지고, 분석의 수
준도 기초자료를 단순히 요약하거나 1차적인 분석만을 하고 있어, 좀 더 다양한 분석과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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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교육통계 발전 방안
국가교육통계와 국가교육통계 관련 시스템들에 대한 현황 분석과 전문가 의견조사결
과를 토대로 국가교육통계의 문제점을 정리하였고, 이를 기초로 주요국의 시사점을 종
합하여 국가교육통계체계의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국가교육통계체제의 발전방안은 국
가교육통계의 네 가지 체계, 내용체계, 생산체계, 활용체계, 관리체계로 나누어 제시하
고자 한다.

[그림 Ⅵ-1] 국가교육통계 발전 방안

가. 국가교육통계 내용체계 발전 방안
국가교육통계는 품질 좋은 통계를 생산해야 하지만, 생산된 통계가 별로 쓸모가 없는
통계라면 아무리 품질 좋은 통계가 생산된다 하더라도 통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
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교육통계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시 재조직될 필요가 있
다. 정책통계의 강화 측면에서 기본의 통계 항목에 대한 개선, 유사조사항목에 대한 연
계 및 통합, 신규통계의 개발 등이 국가교육통계 개선 방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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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항목 개선
국가교육통계 중 정책통계로 활용이 많은 통계들은 사회 환경 및 교육 환경의 변화,
즉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에 따라 바뀌게 된다. 과거에는 중요한 교육통계지표로 활용률

이 높았던 통계들도 국가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라 거의 활용이 되지 않는 통계도 많다.
물론 국가 교육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핵심적인 교육지표들도 존

재한다.
조사항목을 계속해서 개선하지 않으면, 한때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던 교육통계지표
중 활용을 거의 하지 않는 자료들은 통계조사항목에 그대로 대부분 남아있게 되고, 실제
로 필요한 통계 항목들은 조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조사항목을 개선하더라
도, 기본적인 원칙없이 임의로 추가되거나 삭제된다면, 통계항목의 계속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되고, 중요한 데이터의 시계열 자료 또한 유실될 가능성 있다. 따라서 기존 국가교

육통계조사의 조사항목의 개선에 앞서, 새로운 조사항목의 신설 및 기존 조사항목의 삭
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조사항목의 개선을 해야 한다.
∙ 교육기본통계 항목 개선: 1963년 교육통계조사가 실시된 이래 국가의 교육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조사로서 그 활용도와 기대가 높은 것이 사실이나, 현재 이
용 가치가 떨어지는 항목이 계속 조사되고 있거나, 과거에 비해 중요도가 높아진
항목, 새로 추가하여야 항목이 조사되지 못하는 경우 등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의

조사 시스템의 경우 조사 항목의 변동에 따라 유연하게 시스템의 변화가 어려워 조
사 항목의 반영에 시간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으로 인
해 급변하는 교육환경 정보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여도 즉각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우
며, 이는 정보수요자들의 요청에 부응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시대변화에 부응
한 통계조사항목의 탄력적 개선이 시급히 요청된다. 유초중등 교육통계조사, 고등
교육통계 조사, 취업통계조사 및 평생 교육통계조사의 조사 항목 및 필요 통계에
대한 전반적 수요조사 시행하고, 주기적으로 통계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통계조사항
목을 개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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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통계의 통합･연계
국가교육통계 외에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통계가 조사되고 있으나, 활용은 매우 제한
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양한 목적으로 수집되는 통계간의 효율적 연계는 신규조사를
시행하지 않고도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가공통계 생산이 가능하다. 교육기본통계와 패
널데이터의 연계, 행정데이터와의 연계 등은 신규조사를 하지 않아도 활용도가 높은 데

이터들을 생산해 낼 수 있다. 국가교육통계와 그 외 데이터 간의 연계는 매우 필요하지
만, 연계 DB구축과 이를 대외적으로 배포하는 것은 하나의 조직 내에서 생산되는 통계
의 경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기관일 경우 보다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해당 주체들 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 교육기본통계와 연계된 패널 조사 설계 : 교육정책의 수립‧운영과 평가를 위해서는
현재 조사되고 있는 양적 통계만으로는 그 한계가 있다. 특히 교육현상과 여건 변
화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양적 통계에 연계된 질적 통계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질적 통계는 주로 표본 조사에 의하여 생산될 수 있는데, 표본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효과적인 표본의 구성이다. 이렇게 왜곡되지 않는 표본의 구성을
위해서는 교육기본통계의 기초정보를 활용한 표본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이
유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하는 대졸자 직업이동경로 조사의 경우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의 기초자료를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기본통계

에서 수집하는 다양한 기초데이터를 활용한 패널조사의 확충이야말로 정책적 활용
도가 높은 통계를 산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고, 교육기본통
계와 다양한 교육 통계의 활용성과 효과성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 교육기본통계와 행정 데이터의 연계 : 일선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활용해야 할 시간을 많은 잡무로 인해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많은 불
만을 가지고 있다. 특히 국정 감사 기간과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감사기간의 경우
감사 자료를 위한 통계의 산출이 집중되어 일선 학교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각종 행정 데이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교육기본통계, 나이스, 에듀파

인 등 미리 수합된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하고 있으나 아직은 활성화 되어있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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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이 일선 학교의 잡무를 경감하고, 통계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는 교육기본통계와 연계된 행정자료들이 더 많이 산출되어야 한다. 또 더 많은 행
정자료의 산출을 위해서는 교육기본통계 등 기존 통계조사의 조사 항목을 현실화하
고 입력방법을 효율화하여 일선 학교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더 많은 자료를 수집
할 수 있는 구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예측데이터 개발: 교육정책수립에 있어서 예측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최근 시계
열 통계데이터 뿐만 아니라 나아가 예측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교육통계에서 예측데이터를 생산해 내는 것을 주요 임무로
삼고 있다. 이처럼 주요 선진국들은 미래 교육예측 체제를 구축하여 정책결정 등에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적극

적･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육의 성장 및 변화과정의 분석을 통해 미래 교육의 다양
한 모습을 예측･조망하기 위해서는 미래 교육환경 예측 데이터가 필수적이므로, 교
육 예측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기초로 교육 예측 데이터들을 개발해야 한다.
3) 교육지표 개발
교육통계와 교육지표는 다른 개념으로 교육통계는 1차적인 자료를 의미하며, 교육지
표는 교육통계를 조작하여 2차적인 자료로 만들어진 것을 의미한다. 교육정책 목표를
설정하거나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는 1차 자료도 많이 활용되지만, 2차 지표도 활용도가
매우 높다. 예를 들면,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등과 같은

지표들이 대표적이다. 교육지표는 국가 교육정책의 방향 설정 및 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
어야 하며, 단순 기술통계를 넘어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
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의 정책적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교육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 핵심지표 개발: 우리나라의 국가교육통계는 조사에 집중되어 있어 생산된 통계를
가공하는 일에는 소홀히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통계자료는 어떤 현상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최근 지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데,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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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복잡해지면서 계량적인 데이터나 간단한 수치로 복잡한 사회 현상을 쉽게 설명
해 줄 수 있다는 강점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다. 핵심 교육지표는 교육현상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고, 미래 교육의 방향과 교육혁신을 지원해 줄 수 있다. 핵심 교
육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국제비교지표 개발: 현재 국제통계에 대한 관리 실태를 보면, OECD 등 국제교육기
구로 제출하는 자료들과 외국의 국제교육통계자료의 대부분은 별도의 정보화 과정
없이 수작업으로 생성된 파일로 관리되고 있어 활용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 또한,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들의 교육정책 및 현황에 대한 다양한 통계
정보가 필요하나 현재 교육지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OECD 등에 한정되어 있다.
국제교육지표사업에의 요청자료에 대해서도 제공불가항목이 많아 원활한 국제비교
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과의 비교가 가능한 다양한 교육통계를 확충하고
비교 분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국제 교육통계의 정보화국제 교육 통계 정보 지표
의 개발이 필요하다.
4) 신규통계 개발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다 다양하고 심도있는 교육통계를 제공하기위해
서는 많은 교육정보를 low data 수준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 국가교육통계는
상당히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학생 관련 데이터는 집계된 수준에서 수집
되고 있기 때문에 정작 학생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어려운 형편이다. 특히 교육정책에
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양보다는 질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이슈가 증가하는 추세
이다.
∙ 개인 대상 통계조사의 확대: 국가교육통계인 교육기본통계는 보고통계로 대부분의
항목들이 교육기관에 대한 내용이며, 교원 개별 통계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그러

나 학생의 경우는 집계된 수준에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용자들이 요
구하는 통계가 양보다는 질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
러나 교육기본통계에서 제공하는 학생들에 대한 정보(질적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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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로는 교육관련 정책을 세우는데 데이터가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를 보완하기 위해 학생 패널 데이터들이 조사되고 있지만, 학생들의 기초학습능력,
인성, 자질과 능력(기초교육), 외국어 능력, 학습능력, 전공전문성, 직업준비능력
(고등교육), 성인문해력, 시민능력, 직업능력 등(평생교육)의 정보가 부족하다. 따
라서 사용자들의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 과정 및 성과 통계의 개발: 현재 조사되고 있는 국가교육통계의 대부분 교육의 투입
에 대한 정보들로 제한되어 있다. 교육단계별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 즉 과정에 대한 통계조사는 거의 없다. 산출과 관련
된 교육통계는 고등교육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조사가 있다. 이를 제외하
고는 국가수준에서 조사되는 교육 성과통계는 거의 없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있지만, 이는 국가교육통계가 아니
고, 또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 따라서 교육의 과정 및 성과에 대한 통계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정확한 교육 정책을 개발 및 평가가 가능해 질 것
이다.
∙ 유아교육통계의 개발: 현재 유아교육 관련 국가교육통계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
계연구센터에서 조사하고 있는 교육기본통계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유치원
통계로 주로 기관에 대한 통계가 주를 이루고 있고, 유아에 대한 데이터는 집계된
수준으로 통계가 수집되고 있다. 이를 통해서는 유아의 특성이나 유아교육의 과정
등을 살펴보기 힘들다. 또한 만5세 유아공통과정이 도입되면서 유아교육과 보육 전
체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통계에 대한 요구가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에 대한 통
계의 개발이 필요하다.
5) 정기적인 수요조사
앞에서 제안한 국가교육통계 내용체계의 개선 방안들을 실행하기 앞서, 먼저 실행되

어야 하는 것이 정기적인 수요조사이다. 기존 조사항목들을 개선하거나, 연계･통합하거
나, 교육지표와 신규통계의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자들의 요구를 살펴야 하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 정기적인 수요조사의 형태는 설문의 형태를 가질 수도 있고,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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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과 교육정책 담당자들 간의 정례회의를 만들어 통계 사용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국가교육통계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

나. 국가교육통계 생산체계 발전 방안
국가교육통계에 있어서 핵심 사항은 품질 높은 통계를 생산하고 이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다. 국가의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평가하는데 통계의 활용이 점차 늘고 있는
데, 이 때 사용된 통계의 질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통계의 품질의 문제가 치명
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국가교육통계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일은 매우 중
요하며 국가교육통계에 있어서 필수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국가교육통계의 품질은 통
계의 생산과정과 관련이 된다. 국가교육통계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생산체계를 개선
할 필요가 있다.
1) 국가교육통계 조사 개선
국가교육통계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국가교육통계의 조사가 개선되
어야 한다. 조사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사수집 방법을 다양화하고, 낙후되어 있는
조사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 조사수집 방법의 다양화: 통계 조사 환경이 점차 변화면서 적절한 조사방법을 선택
해야 한다. 최근 교육관련 조사가 늘어나면서, 조사통계의 경우에는 통계조사 대상
의 중복 응답의 부담이 커지고, 보고통계의 경우에는 통계담당자들의 업무가 과중
하다는 비판이 생겨나고 있다. 새로운 통계조사가 필요하더라도 다른 어떤 유사한
조사나 업무자료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료를 얻을 수 없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NEIS
와 같은 시스템의 행정자료들을 활용하는 것은 조사대상자들에게 직접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권한이 필요하다.
∙ 조사시스템 개선: 국가교육통계 중 패널조사는 설문지를 통해 대부분의 조사가 이
루어지고 있지만, 교육기본통계 조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통계조사는 전산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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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운영된다. 현재 교육통계조사,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등 국
가 교육통계의 근간을 생산해내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시스템은 조사시스템
과 서비스 시스템으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웹서버(WAS서버 포함)와
DB서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트워크 장비들로 연결되어있다. 그러나 내용연한이

경과하여 시스템 유지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계속되는 데이터의 축적으로
인해 시스템 용량의 부족이 나타나고 있어 정상적인 조사 및 서비스가 어려운 상황
이다. 또한 서버 등과 같은 장비뿐만 아니라, 장비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프
트웨어의 경우에도 제품 단종으로 기술지원이 중단된 경우가 있어 장애 발생시 해

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내용연한이 3년 이
상 경과한 시스템을 위주로 시스템을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구입 및 교체하여야
한다.
국가교육통계 조사 시스템의 또 다른 문제는 교육통계의 도구가 기술의 발전을 따
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까지도 많은 통계조사들이 문서나 엑셀파일, 단
순한 홈페이지를 조사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

운 조사도구의 등장으로 높아진 사용자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스마트 폰이
나 패드 등 조사도구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조사도구의 선진화를 통해 조사 응답자
의 만족도 및 결과의 신뢰도를 기대할 수 있다.
2) 통계생산과정의 표준화
많은 통계를 적시에 생산해 사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무
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계의 정확성이다. 얼마나 사용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가이다.
통계의 정확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국가교육통계 생산 과정을 표준화
하는 것이다.
많은 국가들에서 국가교육통계 생산 과정을 표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핀
란드의 경우에는 통계생산과정을 기획단계, 실행단계, 추산과 분석, 통계자료의 발간,
고객서비스로 구분하여 각 과정을 표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독일은 법에 기초
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유럽통계시스템(ESS)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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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회원국의 통계청에 업무지침을 내려주는데, 이를 통해 통계의 독립성, 완전성, 책무
성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SS의 업무지침은 스스로 규제하는 장치
의 역할을 하며, 업무지침에는 제도적 환경, 통계 생산과정, 통계 생산물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교육통계도 생산과정을 표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
다. 국가교육통계 생산과정의 표준화를 위해 통계작성을 위한 표준 지침을 개발하여 이
를 조사과정에 적용해야 한다.

∙ 통계작성 표준 지침 개발: 미국 NCES는 통계표준을 작성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통
계 작성기관 스스로 업무지침이나 통계표준을 지킴으로써, 통계 작성 환경을 개선
하고, 작성된 통계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확한 국가교육통
계를 제공하기 위해서 통계작성에서부터 서비스, 평가까지 기준을 표준화한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 국가교육통계 작성 표준 지침에는 통계의 기획, 조사, 분석, 서비스
등에 대한 상세한 지침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통계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통계 정보
를 제공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 자료제공의 범위, 자료의 상세범위 등에 대한 자세
한 규정이 필요하다. 국가교육통계 작성 표준 지침은 어느 한 기관에서 작성할 것이
아니라, 국가교육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실제 국가교육통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표준 지침은 실행가능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3) 통계 생산과정에 대한 평가 강화
국가교육통계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은 통계 생산과정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것이다. 국가교육통계가 생산되는 과정들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이 결과를
다음 조사에 반영하는 것이다. 핀란드 통계청에서는 DESAP(Development of a SelfAssessment Programme)이나 EFQM(European Foundation for Quality Management)
과 같은 자가 진단 도구들을 활용하여 평가를 통해 통계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통계청에서 통계 품질 관리를 위해 정기 통계품질진단을 실시
하고 있고, 자체 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형식적인 측면에서 품질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조사에 그 내용이 반영되기 어렵다. 따라서 국가교육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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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생산하고 있는 기관에서 통계의 품질에 대한 인식을 환기하고, 이를 위한 노력이 필
요하다. 따라서 체계화된 평가체계를 개발하고, 이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평가결과를 조사내용 및 조사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다. 국가교육통계 활용체계 발전 방안
지금까지 국가교육통계는 조사에 역량이 집중되어 있어, 통계의 서비스 측면에 대해
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지만, 최근 국가교육통계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서비스 방식이 공급자 중심이었다면, 수요자의 입장에서
서비스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수요자 지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
다. 통합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은 수요자 유형별로 맞춤형 통계분석서
비스의 제공, one-stop 통계서비스 구축, 사용자 만족도 조사, 국가교육통계에 대한 홍
보강화 등이다.

1) 수요자 맞춤형 통계서비스
국가교육통계 서비스가 공급자 중심에 주로 이루어져 오면서, 사용자들의 불만이 존
재해 왔다. 최근 국가교육통계 서비스가 기본적인 통계표를 제공하는 인쇄물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석이 들어 있는 분석자료집을 출판하고 있고, 교육통계 블로그, SNS
등을 활용해 다양한 경로로 국가교육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인쇄물 형태의 서비
스에서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가 변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공급자의 입장에 주로 국가교
육통계가 제공되고 있다. 국가교육통계 서비스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 유형별 맞춤형 통계분석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국가교육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고,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교육통계 사용자 집단 분석, 서비스 비용 정책 등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하고, 수요자집단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다양화하고, 제공하는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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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제공 기준 및 책임의 명확화 : 교육통계 홈페이지 및 서비스에 사용되고 있는
정보 제공의 기준은 통계법과 교육통계센터의 지침을 기준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
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에
따라 같은 자료일지라고 상황에 따라 제공될 수도 있고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외부에서 요청하는 데이터의 제공에 대한 책임권한도 명확히
명문화 되어있지 않아 담당자 및 담당 부서장 또는 통계 책임관의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 자료 제공의
범위, 자료 상세 범위 및 자료 제공시 보고선 등에 대한 자세한 명문 규정이 필요하
며 필요한 명문 규정은 반드시 실행가능하게 작성이 되어 상황에 따라 적용 방법이
일정해야한다.

∙ 특성에 따른 사용자 그룹 설정: 국가교육통계 조사 결과를 보급할 때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바로 사용자들의 필요 사항이다. 독일의 경우, 더 효율적인 서비
스 제공을 위해 통계 사용자 집단을 확인하고 분석해서 사용자 집단을 나누고, 집
단에 따라 제공되는 통계의 범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통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독일의 사례가 국가교육통계 사용자 그룹을 설정하는데 좋은 사례가 될 수 있
다(독일의 경우는 사용자 그룹을 일반대중, 전문가/기관사용자/특정사용자로 구분).
국가교육통계 사용자 집단을 그룹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교육통계 사용자들을 먼저
확인하고 분석해야 하는데, 통계정보 사용자가 누구인지, 그들이 원하는 정보의 형
태와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기초로 사용자를 어떤 기준에
의해 집단화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 사용자 그룹에 따른 서비스 차별화: 국가교육통계 사용자를 그룹화하고 나면, 어떠
한 수요자에게 어떠한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서비스 체제가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 방법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며, 사용자 그룹별로 원하는 통계의 제공 형태와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하다. 독일의 경우, 일반대중에는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데 브로셔나 리플렛 형태
로 간단한 형태로 이해하기 쉽게 통계를 제공하고 있고, 전문가/기관사용자들은 그
룹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통계 정보를 표준화해서 제공하고 있으며 생산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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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하고 있고, 특정사용자의 경우는 사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원하는 형태로 편집
해서 제공하고, 전문가 상담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고 이에 대한 별도의 비용을 부
과하고 있다. 국가교육통계 사용자를 특성에 따라 그룹화하고 통계정보를 차별화하
여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축적: 수요자 맞춤형 분석 서비스는 교육통계시스템
의 대외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핵심 분야의 서비스이다. 수요자 맞춤형 통계분석서
비스를 위해서는 교육통계 전문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계분야의 전문가를 확보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 또한 시스템적인 인프라의 확충도 병행되어야 한다.
교육통계 홈페이지는 Web기반의 비정형 분석이 가능한 OLAP 기능을 보유하고 있
음에도 하드웨어 시스템적인 한계로 인하여 기능을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
이다. 따라서 교육통계를 원하는 수요자층의 전반적 요구에 대한 사전 분석 후 시
스템을 확충하여 Web OLAP 시스템에 대한 전면 개방을 실시하는 것이 교육통계
시스템의 활용도 및 신뢰성 제고에 필요하다.

2) one-stop 통계서비스
사용자의 접근이 용이하고, 국가교육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용자 맞춤형
통계서비스와 함께, one-stop 통계서비스가 갖추어져야 한다. 분산형 통계체제를 취하
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가교육통계 조차도 여러 기관에서 분산되어 생산되고 있다. 국가
교육통계의 기본통계들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주로 생산하고 있지만, 한국교육개발원
외에도 여러 기관이 국가교육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국가교육통계를 자주 활용하는 사
용자가 아니면, 어떤 통계가 어떤 기관에서 생산하고 제공되는지를 인지하기는 쉽지 않
다. 특히 여러 종류의 통계 데이터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자신의 요구에 맞는
통계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기관의 웹사이트를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설사 찾
는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통계들 간의 연계도 쉽지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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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혜자
교육부 각부서
- 교육 및 인적자원 관련 각종 통계데이
터의 편리한 접근
- 도표 및 분석을 통한 통계활용도제고
- 현안조사 및 업무필요통계의 일원화
를 통한 데이터 정확성 보장
일선 학교
- 통계조사의 일원화를 통한 업무 경감
- 학교간 정확한 현황의 비교를 통한 경
쟁력 제고
교육연구자 및 대국민
-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연구의 효
율성 증진
- 고등교육기관에 관한 각종 정보 및 통
계 제공의 창구
- 국내외 고등교육의 현황 및 연구자료
에 대한 정보서비스

교육통계･정보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업무통계
정책통계

기관별통계
유관통계

정책통계

-

교육관련 통계 원스탑 서비스
검색, 분석기능 제공
부내 업무 전산화 시스템 연동
인터넷정보 수집 기능
각종 부가정보(국내외 동향, 정
책연구, 정책자료, 통계법령 등)
제공
- 국내외 유관통계정보 제공
- 국내외 유관정책통계정보 제공

유관통계
고등교육기관정보

[그림 Ⅵ-2] 국가교육통계 One-stop 서비스

따라서 국가교육통계 서비스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교육통계 DB가 서로 연계되어
사용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통계자료를 일괄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One-Stop 서비스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One-Stop 서비스를 통해 국가교육통계
사용자들 교육통계 정보를 얻기 위한 시간적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좀 더 많은 분석 차
원을 적용한 통계를 산출할 수 있다.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교육
통계 생산기관간의 연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3) 수요자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는 조사항목 개선 이외에도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행하기 위해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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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서비스에 대한 영역을 정의하고 적합한 설문 항목을 작성하여 전
체적인 만족도 지수를 산출하는 작업과 개선안 도출은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의 기초자
료로 활용될 수 있다.

4) 국가교육통계 홍보 강화
국가교육통계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와 전문가 진단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 중 하나
가 교육통계 사용자들이 현재 어떤 통계가 조사되고 있는지, 어디서 어떻게 구할 수 있
는지 등을 잘 모른다는 점이다. 따라서 교육통계에 대한 통계 사용자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통계 정보의 접근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통계의 홍보강화를 통해 교육통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교육통계에 대한 접근
성 및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 온･오프라인 홍보 정책 강화: 국가교육통계조사결과를 언론을 통해 알림으로써 홍
보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일반대중에게 국가교육통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사용자에게 국가교육통계 및 서비스를 알리기 위해 교육통계 블로그,
SNS 등을 활용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관련 단체
모임, 교육 관련 학회, 교육 관련 학회지 등에 국가 교육통계를 홍보하는 등의 오프
라인 홍보 정책의 강화도 홍보정책의 일환으로 활용해야 한다.

∙ 간접적인 홍보 정책 마련: 사용자들이 본인이 원하는 적절한 통계에 대한 접근이 가
능하도록 적절한 안내체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홍보 정책을 고
려해 볼 수 있다. 첫째, 뉴스레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기적(매월 혹은 분기별)
으로 각종 정보를 교육통계 수요자와 다양한 잠재적 이용자들에게 발송하여 홍보하
는 것이다. 뉴스레터에는 기존 통계연보 등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와 유관기관 혹은
타 부처에서 작성된 각종 통계를 수록하여 사용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맞추고, 교육
통계정보를 이용한 뉴스나 연구논문에 대한 간략한 소개의 글을 포함하면 더 효과
적일 것이다. 또 교육통계정보의 소개 및 활용에 관한 정기적인 설명회, 워크숍 및
세미나를 통해 홍보할 수 있다. 연 2~3회 정도의 정기적인 설명회, 워크숍 및 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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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통해 통계정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사용법 및 활용사례 등을 발표한다.
교육학회와 같은 대규모 학회가 개최될 때 교육통계서비스시스템 설명을 위한 부스
를 설치하고 자료 홍보회를 개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고 학회와 연계하여 교사,
일반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통계서비스시스템 자료 활용 우수
논문을 공모하고, 자료를 제공하여 홍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 국가교육통계 관리체계 발전 방안
국가교육통계 현황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 국가교육통계는 여러 기관
에서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부재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
는 국가교육통계에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가
교육통계를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국가교육통계 생산기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고, 이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기구(관)을 설치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1) 협력네트워크 구성
분산형 통계체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가교육통계 조차도 여러 기관에서 분산
되어 생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교육통계의 통계지표의 중복 생산, 이에 따른 예산･
행정력의 낭비, 신규통계 발굴 및 조사의 어려움, 통계 공유 미흡 및 통계정보 획득의
어려움, 그리고 상반되거나 불일치 통계생산에 따른 인재통계의 신뢰도 저하 등의 문제
가 노정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왔는데, 대표적인 것이
인재통계협력망이다. 협력망을 통해 인재통계를 생산하는 기관간의 통계 연계 및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 미흡 및 참여기관의 유인 부족 등으로 지
금은 거의 작동되고 있지 못하다.
국가교육통계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교육통계 생산기관간의
인재통계협력망과 같은 협력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운영되어야 하는데, 인재통계협력망
의 실패 사례를 거울삼아, 국가교육통계 생산기관을 협력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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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는 유인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협력 네트워크에는 국가교육통계에
관련된 시스템(행정시스템, 공시시스템 등)을 생산하고 있는 기관을 참여시켜 국가교육
통계와 국가교육통계 관련 시스템간의 연계 등을 검토해야 한다. 협력네트워크 기관간
의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이를 통해, 국가교육통계 생산 기관간 공동 연구를 수행하
고, 생산되는 통계에 대한 종합적인 연계분석을 통해 과학적 정책 개발을 위한 정보를
제공방안 및 통합서비스 방안 등을 추진해야 한다.

2) 국가교육통계 총괄관리기구(관) 설치
국가교육통계 협력네트워크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가교육통계를 총괄하는 관
리기구(기관)가 필요하다. 관리기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국가
교육통계 생산기관의 협력을 이끌고 조정하는 총괄관리기관을 지정하는 것이다. 총괄관
리기관을 교육과학기술부가 되었던, 국가교육통계 생산기관 중 한 기관으로 지정을 하
든 어느 한 기관을 총괄관리기관으로 지정해서 국가교육통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
가 있다. 이와 비슷한 것이 미국의 NCES로 국가교육통계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다른 방법은 국가교육통계 생산기관의 통계 책임자 수준으로 위원회
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통해 국가교육통계를 관리하는 방법이다. 국가교육통계 총괄관
리의 형태가 기관이 되었든 기구가 되었든 설치되고 나면, 국가교육통계에 대한 총괄적
인 관리 책임을 맡게 되고, 공동 조사, 공동 연구, 위원회 운영 등 실무를 총괄하는 기
능을 수행해야 한다.

3) 국가통계통계 지원체제 정비
앞에서 제안한 개선방안들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해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조사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해 행정자료를 활용하려
면, 먼저 나이스와 같은 행정자료에 접근하기 위한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야 가능한
일이다. 국가교육통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도 이를 위한 법･제도적 근거의 마
련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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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도 정비: 현재 교육과학기술부훈령으로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이 있는데,
이는 교육기본통계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령만으로는
현재의 국가교육통계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활용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
라서, 국가교육통계가 종합적으로 관리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
어야 한다. 현재의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을 되어있는 법적 근거를 특별법으로 재개
정하고, 교육통계 관리 제도를 명문화함으로써 국가교육통계의 전체적인 생산 및
서비스, 국가교육통계 생산 기관간의 협력 체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예산 및 인력지원: 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국가교육통계 생산기관의 조직을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예산 및 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지적되었듯이,
조사예산, 조사인력, 행정지원 등이 충분히 지원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는 국가교육통계를 위한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고, 그로 인해 통계조직 인력
이 조사 집중하게 되어, 결국 분석이나 서비스 부분에 충분한 인력이 배정되지 못하
고 있어, 이로 인한 통계사용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교육통계의
안정적인 조사와 분석･서비스를 위해서는 국가교육통계에 대한 정부의 예산 및 인
력지원이 시급하다. 지속적인 예산의 확충과 조직의 인력 안정화를 통해 국가교육
통계의 기반이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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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요약 및 결론
국가교육통계 체계 발전 방안

1. 연구의 요약
지금까지 국가교육통계와 유사한 시스템들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였고, 미국, 핀란드,
독일의 사례를 분석하여 이들로부터 국가교육통계체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정리하였
다. 또한 국가교육통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운영실태 분석내용과 전문가 의견조사 내용을 통해 국가교육통계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를 기초로 국가교육통계의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가. 국가교육통계의 개념
국가교육통계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통계의 개념과 국가통계의 개념의 정리하였
다. 이를 기초로 국가교육통계의 개념을 정의하였는데, 국가교육통계는 중앙교육행정기
관이나 지방공공단체 등에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알고자 하는 집단을 구성하는 있
는 개인이나, 기관 등 개개의 조사단위를 일정한 목적에 따라 관찰함으로써 필요한 정보
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얻기 위한 일련의 국가교육통계조사활동(박재윤 외, 2002)을
통해 생산되는 통계를 의미한다. 국가교육통계는 교육현상을 숫자로 계량화한 정보이지
만, 국가통계 체제에 의해서 생산된 통계를 의미한다.
국가교육통계는 내용체계, 생산체계, 활용체계, 관리체계로 나눌 수 있으며, 내용체계
는 교육통계가 담고 있는 내용과 관계되고 국가교육통계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평생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국가교육통계의 생산통계는 통계
생산 과정에 따라 체계화할 수 있는데, 기획, 조사, 분석, 품질평가 등이 포함된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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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통계 활용체계는 통계의 보급(서비스) 체계를 의미한다. 국가교육통계 활용체계는
통계가 최종적으로 수요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의미하고, 관리체계는 국가교육통계와
관련된 법과 제도 뿐 아니라 국가교육통계와 교육통계 관련 시스템들을 연계해서 관리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체계까지를 포함한다.

나. 주요국의 국가교육통계체제
미국, 핀란드, 독일의 교육통계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각 국가마다 정부조직
이나 역사적 전통이 다르므로 각 국가마다 독특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제
도는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환경의 차이에서 만들어져 온 것이기 때문에 그 국가
에서 이상적인 제도라 해서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성공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러한 점에서 다른 나라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기 보다는 다른 나라의 통계제도를 살
펴봄으로서 시사점을 얻고, 이를 참고로 국가교육통계를 우리 환경에 적합한 통계로 발
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 각각의 국가들이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교육통계를
국가공식통계사업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진다. 또한 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상태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고, 이 결과를 각종 자료집이나 홈페
이지 등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배포함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미국, 핀란드, 독일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먼저, 국가교육통계
와 관련된 조직구성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의 NCES는 우리나라의 국
가교육통계를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는데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둘째, 국가교육통계 조사 내용의 확대가 필요하다. 미국, 핀란드, 독일에서 조사
되고 있는 국가교육통계들을 보면, 교육기본통계 뿐 아니라, 교육의 과정과 성과, 학교
외 교육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어, 균형있는 국가교육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
가교육통계도 조사 대상의 범위와 항목을 점진적으로 확대･추가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
야 한다. 셋째, 국가교육통계의 품질관리에 좀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교육
통계의 질은 통계 사용자들의 만족도와 활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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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통계의 품질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 핀
란드와 독일의 국가교육통계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들은 우리나라 국가교육통계
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교육통계 분석 및 서
비스에 있어서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해야 한다. NCES는 그들이 산출하는 정보의 통합
성 및 활용성을 지상 목표로 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양한 수요자에게 일관된 통계정보
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NCES는 다양한 검색지원도구를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최대한 편
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세분화된 검색방법을 제공함으로서 사용자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응대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다. 국가교육통계의 운영실태 및 관련 시스템 현황
국가교육통계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사하고 있는 교육기본통계, 고등교육기관 졸업
자 건강보험 DB연계 취업통계, 평생교육통계, 평생학습 개인표집조사, 한국교육종단조
사, 교육과학기술부의 사교육의식조사와 특수교육실태조사, 통계청의 사교육비조사, 한
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
널조사 등이 있는데, 이들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먼저, 국가교육통계는 유초중등, 고등, 평생 통계 등의 조사에서
다양한 항목들로 조사되고 있지만, 조사되고 있는 세부항목들을 살펴보면, 학생수, 교원
수 등 수적인 조사들만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생산체제의 측면에서 보면, 국가
교육통계 조사가 너무 경직적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특히, 교육기본통계의 경우에는 조
사항목의 변경이 쉽지 않아, 새로운 항목을 조사시스템에 적용시키는데, 시간이 소요되
어, 적시에 필요한 통계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있다. 또한, 교육기본통계의 경우 내용이
지나치게 방대해서, 통계조사와 검증에 지나치게 많은 노동력을 투입하게 되고, 새로운
통계 수요에 신속하고도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또한,
방대한 양을 전수조사 하다 보니 검증과정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세 번째, 국
가교육통계의 활용체제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네 번째, 국가교육통계의 관리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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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통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없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국가교육통계
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교육통계 관련 시스템은 행재정시스템과 교육정보공시시스템, 정보기반 인재정책
지원서비스 시스템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나이스와 에듀파인은 행정을 위한 시
스템으로 나이스의 경우는 DB 정보의 접근에 제한을 두고 있어, 실제로 통계자료로 활
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기본통계의 일부를 나이스에서 가져오
고 있지만, 해마다 항목이 변경되거나 추가될 경우 이에 대한 반영이 어렵다. 에듀파인
시스템의 맞춤형 통계분석 기능은 사용자가 직접 통계자료를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기능으로 수요자중심의 서비스 패러다임을 구현하고 있지만, 통계분석의 대상이 되
는 시스템이 제한적이며, 통계지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교육정보공시시스템은 학
교의 교육정보를 공시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교육기본통계와 중복되는 항목들이 많다.
둘의 수치는 같은 항목이라 하더라도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불일치할 경우가 많다. 이
에 교육기본통계는 공시데이터와의 값을 맞추기 위한 작업을 추가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사용자들에게 공시자료와 통계의 차이를 정확히 인식
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기반 인재정책지원 서비스는 단위학교에서의 업무경
감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는 단계로, 이 서비
스는 정책기획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를 생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서비스 시스템과
국가교육통계 서비스 간의 관계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라. 국가교육통계 발전 방안
국가교육통계와 국가교육통계 관련 시스템들에 대한 현황 분석과 전문가 의견조사결
과를 토대로 국가교육통계의 문제점을 정리하였고, 이를 기초로 주요국의 시사점을 종
합하여 국가교육통계체계의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국가교육통계체제의 발전방안은 국
가교육통계의 네 가지 체계, 내용체계, 생산체계, 활용체계, 관리체계로 나누어 제시하
였다.
국가교육통계 내용체계 발전 방안은 정책통계의 강화 측면에서 기본의 통계 항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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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개선, 유사조사항목에 대한 연계 및 통합, 교육지표 개발, 신규통계의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먼저 조사항목 개선이 필요한데, 기존 국가교육통계조사의 조사항목의 개
선에 앞서, 새로운 조사항목의 신설 및 기존 조사항목의 삭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조사항목의 개선을 해야 한다. 두 번째로 기존 통계의 통합 및 연계가 필요하
다. 교육기본통계와 패널데이터의 연계, 행정데이터와의 연계 등은 신규조사를 하지 않
아도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들을 생산해 낼 수 있다. 기존 통계의 연계를 통해 예측데이
터의 개발 모델을 만들고, 이를 통해 다양한 교육 예측 데이터들을 개발해야 한다. 셋
째, 교육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교육지표는 국가 교육정책의 방향 설정 및 개발을 뒷
받침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 기술통계를 넘어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의 정책적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교육지
표를 개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핵심지표의 개발, 국제비교지표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넷째, 신규통계 개발이 필요하다.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다 다양하고 심
도있는 교육통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규통계의 개발이 필요하다. 신규통계 개발에는
개인 대상 통계조사의 확대, 과정 및 성과 통계의 개발, 유아교육통계의 개발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수요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앞에서 제안한 국가교
육통계 내용체계의 개선 방안들을 실행하기 앞서, 먼저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 정기적인
수요조사이다. 기존 조사항목들을 개선하거나, 연계･통합하거나, 교육지표와 신규통계
의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자들의 요구를 살펴야 하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 정
기적인 수요조사의 형태는 설문의 형태를 가질 수도 있고, 통계생산기관과 교육정책 담
당자들 간의 정례회의를 만들어 통계 사용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국가교육통계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
국가교육통계 생산체계 발전 방안은 국가교육통계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먼저 국가교육통계 조사의 개선이 필요하다. 국가교육통계의 품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국가교육통계의 조사가 개선되어야 한다. 조사를 개
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사수집 방법을 다양화하고, 낙후되어 있는 조사시스템을 개선
해야 한다. 둘째, 통계생산과정의 표준화를 제안하였다. 많은 통계를 적시에 생산해 사
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계의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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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얼마나 사용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가이다. 통계의 정확성을 담보해 줄 수 있
는 방안 중 하나가 국가교육통계 생산 과정을 표준화 하는 것이다. 통계생산과정을 표준
화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통계작성 표준지침을 개발하여 이를 국가교육통계 생산과정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통계 생산과정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국가교육통계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체계화된 평가체계를 개
발하고, 이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평가결과를 조사내용 및 조
사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교육통계 활용체계 발전 방안은 기존의 서비스 방식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의
중심으로 서비스체계를 개선해야 하고, 통합저인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통합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은 수요자 유형별로 맞춤형 통계
분석서비스의 제공, one-stop 통계서비스 구축, 사용자 만족도 조사, 국가교육통계에
대한 홍보강화 등이다. 먼저 수요자 맞춤형 통계서비스는 국가교육통계 사용자 집단 분
석, 서비스 비용 정책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수요자집단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다
양화, 제공하는 방법의 다양화를 포함하고 있다. 둘째, one-stop 통계서비스를 제공해
야 하는데, 이를 위해 국가교육통계 생산기관간의 연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수요자 만족도 조
사를 제안하였다. 만족도 조사는 조사항목 개선 이외에도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행하
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서비스에 대한 영역을 정의하고 적합한 설문 항
목을 작성하여 전체적인 만족도 지수를 산출하는 작업과 개선안 도출은 지속적인 서비
스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교육통계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다. 국가교육통계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와 전문가 진단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 중 하
나가 교육통계 사용자들이 현재 어떤 통계가 조사되고 있는지, 어디서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등을 잘 모른다는 점이다. 따라서 교육통계에 대한 통계 사용자들의 이해도 제
고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통계 정보의 접근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교육통계 관리체계 발전방안은 국가교육통계를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체계의 구
축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국가교육통계 생산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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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고, 이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기구(관)을 설치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협력네트워크 구성과 관련해서
는 국가교육통계 생산기관을 협력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유인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협력 네트워크에는 국가교육통계에 관련된 시스템(행정시
스템, 공시시스템 등)을 생산하고 있는 기관을 참여시켜 국가교육통계와 국가교육통계
관련 시스템간의 연계 등을 검토해야 한다. 협력네트워크 기관간의 정책협의회를 정례
화하고 이를 통해, 국가교육통계 생산 기관간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생산되는 통계에
대한 종합적인 연계분석을 통해 과학적 정책 개발을 위한 정보를 제공방안 및 통합서비
스 방안 등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국가교육통계 협력네트워크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서는 국가교육통계를 총괄하는 관리기구(기관)가 필요하다. 관리기구는 두 가지 차원에
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제안한 개선방안들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
는 이를 지원해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2. 결론
국가교육통계는 교육현상 설명하고 타인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기 위한 자료로서 객관
적이고 과학적인 교육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통계정보의 중요성
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통계 수요자들의 요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다양화되고 있
고, 통계에 대한 질적 요구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국가교육통계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연구에서 제
안한 발전 방안이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도록 하겠다.
먼저, 우리나라는 분산형 통계제도를 가진 나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분산되어 작
성되는 교육통계를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분산형 통계제
도는 영역별 전문성에 기초하여 시의성 있는 통계를 생산하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중복
통계조사 등 통계 조사적 측면과 분절적 서비스 등 통계 결과의 연계 활용 측면에서 문
제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보 연계를 위한 교육통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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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관들의 기능 강화에 무엇보다 초점을 두고 국가교육통계체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
다. 이는 실질적으로 교육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통계 정보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차원
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발전방안으로 제안했던 표준분류체계, 국가교육통계
협력 네트워크의 구성과 국가교육통계 총괄관리기구(관)의 설치 등은 교육통계 정보 연
계를 위한 중요한 선행 과제들이다. 또한 이들이 제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통계 정보 연계와 함께 통계 작성기관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하는데, 교육통계
작성기관의 통계 기획, 통계 조사, 통계 서비스, 분석 역량을 강화시켜주어야 하며, 각
기관의 성격에 맞게 교육통계를 특화시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교육통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구에서 제안한 발전 방안들이 체계적으
로 실행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당장에 필요한 것만을 개선해 나가다 보면,
국가교육통계의 다른 부분들과의 문제가 다시 발생하게 되고, 이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다. 발전 방안들 중 단기, 중장기 과제를 나누는 등 발전방안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하고, 이들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확보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발전
방안을 실행해 나감에 있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국가교육통계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여러 시스템과의 관계도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교육통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통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
요하다. 데이터에 기초한 과학적 정책결정 및 평가 등이 강조되면서 누구나 통계의 중요
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성이나 관심에 비해 통계에 대한 관심과 지원
은 미흡한 편이다. 교육통계 사용자들은 통계의 부족과 부정확성으로 인해 정책의 수립,
평가, 연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막상 통계개선을 위한 현실적
인 수단과 방법 즉, 인력, 조직, 예산 등에 이르면 논의가 깊이 있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통계가 사회간접자본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투자가치가 충분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국가교육통계는 국가교육통계 사용자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주기에는 많은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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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좀 더 체계적인 방향으로 국
가교육통계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내용, 생산, 활용, 관리의 측면에서 발전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에서 제안한 발전 방안들은 국가교육통계 개선을 위해 바로 쓰이기에는
개념적이고 당위적인 측면에서 제안된 것이다. 따라서 국가교육통계의 발전을 위한 기
본 방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제안한 발전 방안 하나하나는 매우
큰 개념들이어서, 이를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실행 전략은 따로 마련되어
야 한다. 일부의 방안들은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통계 공급자인 국가교육통계
생산기관들은 서비스의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통계 프로세스를 점검하여 개선 방안
을 찾고, 통계 수요자인 정부와 국민들은 통계를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하고 통계를 지
원하고, 국가교육통계 당사자들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도적인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때 우리 통계는 한 단계 더 진보하여 통계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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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BSTRACT

Development Strategy for
National statistical system for education
Eun-Bae Kong
Mi-Ra Lee, Ki-Jun Lee
Jae-Min Park, Ji-Yeon Oh
Sang-Ho Kim, Min-Sun Ju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national statistical system for education. In
preparation of knowledge-based and globalized society, Korean government
tries to enhance the national competitive power. To achieve this goal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cultivate and improve the human talent and capacity in
people. Korean government has settled education policy as one of the major
national policies. To establish a effective educational policies are necessary to
evaluate the current status, to diagnose the problems, and to seek the
alternatives. For this purpose the educational statistics have significant
meaning.
This study analyzed challenges and problems of the national statistics system
for education. In addition, the study intended to explore the policy tasks for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statistics system for education.
For studying the national statistical system for education, first of all, the
concepts of national statistical system are analysed from viewpoint of the
statistical process(from data collection to data dissemination). And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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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ed a framework to evaluate the current status of educational statistics.
Second, experiences of other advanced countries- USA, Finland, Germanywere explored. Third, the national statistical system for education and the
related systems such as NEIS and Edufine are reviewed on the basis of the
framework. We tried to find out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education statistics and related systems. Fourth, we suggested the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statistics system. We proposed strategies:
innovation of educational policy statistics, innovation of statistics service
system, innovation of quality standard, innovation of management system,
standardization of the statistics, and network of statistics producers, etc.
On the basis of research findings, suggestions are proposed for the
improvement of educational statistics as follows. First, since the educational
statistics are now produced in many institutions a network system and
cooperation should be constructed und and developed in order to promote the
efficiency of data use. Second, the educational statistics should be recognized
and accepted as social overhead capital. Together with many advanced countries
we should invest more to acquire high quality statistical data.

Keyword : Statistics, Educational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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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교육관련 통계청 승인통계 목록
[부록 2] 차세대 나이스 시스템의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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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2
(2007)

11214
(2008)

33401
(1963)

사교육 교육과학
의식조사 기술부

특수교육 교육과학
실태조사 기술부

교육기본 한국교육
통계
개발원

1년
(매년 9월)

우리나라 교육현황 전반에 대한 - 유치원: 연령별원아수, 직위별교원
과학적･종합적 진단을 가능케
수등
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비롯한 - 초등학교,중학교,일반･실업고,각종
제반 교육 기획･시행･평가･연
(중･고)학교: 학급수 및 학생수, 입
구 등에 주요 정보를 제공, 국
학･졸업상황, 직위별교원수, 학교용
내 교육현황의 해외소개 및 교
지등
육정책의 기초자료 제공
- 사설학원: 직업별, 학력별수강자수,

-

3년
(조사년도
익년 1월)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 - 특수교육기관: 특수교육기관관리자
특수교육교원의 수급 계획 등
만족도, 교육과정운영, 기관운영실
일반
특수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실
태관련
표본
- 특수교육수혜자: 특수교육수혜아동의
조사
태파악
성별, 연령, 장애유형, 장애정도, 장애
원인, 특수교육이용실태 및 만족도등

지정
보고

1년
(익년 2월)

작성주기
(공표시기)

- 사교육비 실태와 연계하여 사 - 학생용: 방과후학교 참여여부･이유･
교육 원인, 사교육 경감대책효
과목, 개선사항, EBS교육방송이용
여부･방법, 사교육여부･이유 등
과 등에 관한 의식조사 실시
일반
- 사교육관련 학생, 학부모 의 - 학부모용: 자녀의 방과후학교 참여
표본
조사
식의 추이 변화 및 정책효과
여부･이유･시간, 자녀의 EBS 교육
방송이용여부, 자녀의 어학연수 여
를 분석하여 지속적, 효과적
인 사교육 정책수립의 기초자
부, 사교육결정자, 사교육정보취득,
사교육증가원인 등
료로 활용

조사항목
1년
(익년 5월)

-

조사목적
학생들의 건강검사를 실시, 분 각급학교의 학생에 따른 키, 몸무게 등
석하여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 체격, 체질, 체력검사, 신체발당 상황,
자료로 활용
신체능력, 건강검진 결과 등

일반
보고

승인번호 통계
대상
(승인년도) 종류

11202
(1975)

기관명

학생건강
교육과학
검사
기술부
통계보고

통계명

[부록 1] 교육관련 통계청 승인통계 목록

교육통계연보
(매년 9월)

특수교육실태
조사보고서
(조사년도 익년
1월)

미발간

교육통계연보
(익년 9월)

간행물명
(발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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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6
(2006)

33408
(2006)

평생교육 한국교육
통계
개발원

한국교육 한국교육
종단조사 개발원

조사목적
직업별, 학력별이수자수, 교직원및
시설현황등
- 대학(교): 재적학생수, 입학상황, 졸
업상황, 재직교원수등
- 대학원: 재적학생수, 학위취득상황,
산업별취업자수등

조사항목

일반
표본
조사

일반
보고

기관개황, 프로그램 및 학습자 현황,
교강사현황, 사무직원 현황, 대학부설
추가조사, 평생교육사 양성현황, 금빛
평생교육봉사단현황

- 학교교육에 관한 종단적 교육 - 산출요인
자료를 수집하여 교육정책효
학생수준: 인지적 발달, 자기주도적
과의 실증적 분석을 위한 자
학습능력, 정의적 발달, 진로, 직업
료 수집
지위의 획득, 수입, 직업능력 수준,

평생학습에 대한 국가, 사회적
관심과 참여가 증대됨에 따라
평생교육 부분의 현황 및 추이
변화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
정보 파악을 위함.

- 대학졸업자의 취업통계정보 취업자(건강보험DB연계), 진학자(국내,
를 조사하여 사회 및 노동시 국외), 입대자, 취업불가능자, 기타,
장이 필요로 하는 유능한 인 미상 등
재를 양성･배출하는데 필요
한 정보 및 대졸취업난의 구
일반
조적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전수
조사
정보를 제공
- 진학, 진로, 취업탐색 등의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의
주요 정책수립에 직･간접적
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함.

승인번호 통계
대상
(승인년도) 종류

33403
(2004)

기관명

고등교육
기관
졸업자
한국교육
건강보험
개발원
DB연계
취업통계
조사

통계명

간행물명
(발간시기)

1년
(익년12월)

1년
(매년10월)

한국교육종단
연구2005
(익년12월)

평생교육
통계연보
(매년10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취업통계
1년
(매년 9월)
연보
(매년 9월)

작성주기
(공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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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평생학습
한국교육
개인실태
개발원
조사

통계명

33409
(2007)

조사항목
생활 및 직무만족도
학교수준: 상급학교 진학률, 학생수
준지표의 평균값
- 투입요인
학생수준: 인구통계적 특성,가정배
경, 개인적 특성
학교수준: 학교의 인구통계적 특성,
학교시설 자원, 교장 및 교사특성
- 과정요인
학생수준: 포부수준, 가정생활, 학
습심리적 요인, 수업요인, 학교생활,
교우관계
학교수준: 교장의 학교운영, 교육과
정 편성 및 운영, 교육평가, 진학진
로지도, 교수활동
형식교육 참여실태, 비형식교육 참여
실태, 무형식학습 참여실태, 장애요인
및 접근성, 학습패턴, 학습역량, 사회･
문화 참여, 학습에 대한 태도 등 8개
영역별 지표에 관련된 사항과 응답자
통계적 배경 질문으로 구성

조사목적
- 종단적 학교교육자료의 보급
을 통한 관련 연구지원하고
교육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학습사회성숙도 가늠을 위한,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양상 및
학습의 활동패턴 이해
- 평생교육과 노동시장과의 이
행과정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일반
통해 모든 연령대에 걸친 효과
표본
조사
적인 인적자원 개발계획 수립
- 우리나라 현황 진단 및 국가
간 비교를 위해 OECD등 국
제기구표준과 호환가능한 조
사실시

승인번호 통계
대상
(승인년도) 종류

1년
(매년12월)

작성주기
(공표시기)

한국성인의평생
학습실태
(매년12월)

간행물명
(발간시기)

188

기관명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

통계명

한국아동
청소년
패널조사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40201
(2009)

40202
(2010)

조사목적

조사항목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의 인 - 생존･보호권(홀수년도)
권의식과 태도에 대한 전반적인
생존권: 질병, 빈곤, 영양, 신체충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임
도, 건강, 치료, 안전, 사고, 자살,
사회보장, 행복감
보호권: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부모의 방임, 경제적착취, 성･민족･
지역･연령･장애차별, 기타유형의 차
별, 범죄･가출･청소년유해시설･매
체･교내인권침해로부터의 보호
- 발달･참여권(짝수년도)
일반
발달권: 인지적발달기회, 정서발달
표본
조사
환경, 정서적안정, 사회성발달기회,
사회성발달정도, 진로준비기회, 직
업능력, 신체발달기회
참여권: 가정･학교･사회에서의 의견
존중정도, 사적취향의표현, 학교에
서의 표현의 자유, 매체를 통한 표현
활동, 학교･사회에서의 집회･결사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사생활
보호,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을권리,
사회참여, 참정권, 참여관련인식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 신체발달, 지적발달, 사회정서발달,
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성
가정환경, 또래환경, 교육환경, 지역
장･발달의 과정을 종축으로, 그
사회 및 청소년활동환경, 매체환경
리고
각
시기의
변화양상과
실
등
일반
표본 태를 횡축으로 하여 아동･청소
조사
년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각
적으로 관찰할 수 종단자료를
구축하고자 함.

승인번호 통계
대상
(승인년도) 종류

1년
(익년3월)

1년
(익년12월)

작성주기
(공표시기)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익년3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기초
분석보고서(익
년 12월)

간행물명
(발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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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02
(2004)

32704
(2006)

대졸자
한국고용
직업이동
정보원
경로조사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

조사목적

조사항목

2년제 대학 이상 대학졸업자의 - 1차조사: 현재 경제활동상황, 현직
경력개발 및 직업(직장)이동경
장, 첫직장, 재학중인 학교, 재학중
로를 장기 추적조사하여 DB로
경험한 일자리, 어학연수, 졸업전 취
구축함으로써 교육-노동시장
업목표, 졸업후취업준비, 직업교육
대졸자직업이동
간 신뢰성있는 인력수급정보 제
및훈련, 취득자격증, 시험준비, 현재
일반
공 및 인력수급 불일치 완화 도
구직활동, 인턴제및청년고용대책,
1년
경로조사기초
표본
(익익년2월)
분석보고서
조사
모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
인적사항및가족 등
료로 제공
- 추적조사: 현재 경제활동상황, 현직
(익익년2월)
장, 구직활동, 지난조사당시일자리,
지난조사이후경험한일자리, 졸업후
경험한 학교생활, 직업훈련경험, 시
험준비, 인적사항및가족 등

한국교육고용
패널기초분석
보고서
(익익년5월)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구 - 학교생활, 대입준비 사교육경험, 신
일반
성원과 그 배경을 함께 고려하
입생･편입생 부문 등
1년
표본
조사
고,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익익년5월)
학교 환경을 객관적으로 제시

간행물명
(발간시기)

사교육비
조사보고서
(익년 4월)

작성주기
(공표시기)

1년
(익년 2월)

-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 - 지역구분, 시도구분, 학생성별구분,
학생들의 사교육비 실태를 체
학생성적구분
계적으로 조사하여 사교육비 경 - 부모교육정도, 부모연령, 부모의 경
감대책 및 공교육 내실화 등 교
제활동,
육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 - 방과후 보충교육비, EBS교재비 및
10168 지정
는 공신력있는 통계를 작성･
어학연수, 일반교과관련 사교육비,
표본
(07.6.1) 조사
제공
예체능관련사교육비, 취업목적 사교
- 사교육 원인 및 사교육비 경감
육비, 학생의 인적사항, 부모인적사
대책의 효과 등을 병행 하여
항 및 가구소득 등
분석할 수 있는 사교육에 대
한 의식항목을 포함하여 조사

승인번호 통계
대상
(승인년도) 종류

한국교육 한국
고용패널 직업능력
조사
개발원

기관명

통계명

국가교육통계 체계 발전 방안

[부록 2] 차세대 나이스 시스템의 법적 근거
■ 교육시스템의 운영 근거
◦ 교육기본법 제23조의2(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의 전자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
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교육기본법 제23조의2(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의 전자화)
①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처리･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제1항의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를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생정보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
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
는 아니 된다.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
스템운영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업무를 교육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접속방법 및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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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5(정보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소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 학교의 장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 및 ｢학교보건법｣ 제7조
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기록을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외에 소
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수집 관련 근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개인정보의 수집)
① 공공기관의장은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 목적
및 이용범위,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하여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가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자적 처리
◦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② 학교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교육정보시
스템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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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5. 교과학습발당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

■ 학생건강기록부의 전자적 처리
◦ 학교보건법 제7조의3(건강검사기록)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결과를 작성･관리할 때에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인적사항
2.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3. 그 밖에 교육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공무원의 인사기록의 전자적 처리
◦ 교육공무원법 제23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교육공무
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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