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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등학교에서는 교육활동 과정에서 생성된 성  자료, 찰·상담 자료, 심리검사 자료 등의 다양한 

정보를 여러 형태로 축 하여 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다차원 으로 진단하고 악하

는 데 필요한 분석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용 정보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마치 환자에 한 각종 

검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임상 경험에만 의존하여 환자를 진료하는 상황을 연상시킨다. 교

육부가 ‘제5차 교육정보화 기본계획(2014∼2018)’의 ‘교육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책’에서 지 하 듯이, 

교육용 정보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이 분야에 한 기  연구뿐만 아니라 종합 이고 체계

인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 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분석정보시스템의 

개념을 교육 분야에 도입하여 맞춤형 학생지도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용 정보시스템을 설계하고 로토타

입을 구 하는 것이다. 이를 해 직무분석과 표 집단면 조사를 통해 교육용 정보시스템의 핵심 기능과 

내용을 정의하 으며, 네이버 로토나우를 사용하여 로토타입을 구 하 다.

■ 중심어 :∣교육 정보시스템∣직무분석∣FGI∣ESS∣NEIS∣
Abstract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various information, such as grade results, observation and 

counseling materials, and psychological examination results which are generated in the course 

of educational activities, are accumulated and managed in various forms. Nevertheless, there is 

no educational information system that provides the analytical information for diagnosing and 

grasping students in a multidimensional manner. This is reminiscent of situations in which 

doctors rely solely on clinical experience to treat patients without using the results of various 

tests on patients. As pointed out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Educational Big Data 

Utilization Measures’ of the 5th Basic Plan of Educational Informatization(2014 ～ 2018), the 

reason why educational information systems do not exist is because there are no basic research 

as well as comprehensive and systemic research on this fiel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esign and implement a prototype for educational information system that enables customized 

student guidance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analytical information systems that are used in 

various fields. We defined the core functions and contents of educational information system 

through job analysis and focus group interview, and implemented the prototype using Naver 

Proto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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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교육 장에는 양질의 데이터가 생성·축 되고 있다. 

매 학년말이 되면 국의 · ·고등학교 교사들은 법

령( · 등교육법 제25조 등)에 따라 구축된 정보시스

템에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입력하느라 많은 시간을 

들인다. 그들은 교육법에 따라 교육 활동에 한 사항

을 학교에 보 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기록· 장해

야 하고, 그 결과는 자  방법으로 보존해야하기 때

문이다[1].

입력 자료는 학생들의 인 사항, 학 사항, 출결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자격증  인증 취득상황, 행동특성 

 종합의견이 있다. 여기에 교육부령으로 정한 학교정

보, 학생의 수상경력, 자유학기 활동상황, 학생의 진로

희망사항, 독서활동상황, 학생의 창의 체험활동 상황 

이 추가된다. 이 외에 체격(력)검사, 심리검사, 성검

사, 성취도 평가 결과, 모의고사 결과 등 의 자료가 있다.

이 데이터들은 교원 상호간의 검과 결재 과정을 거

쳐 장·축 되고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들은 정형화된 

양질의 우수한 교육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장하는 역할뿐

만 아니라 정보 분석을 해 재사용 되어야 한다. 애써 

모아둔 데이터베이스는 목 에 맞는 략에 활용되어

야 의미가 있다. 학교 장에 축 된 데이터는 OLAP 

등 다차원 분석으로 요한 추세나 문제 을 발견하는 

등 충분히 정 으로 활용될 수 있다[2].

늦었지만 교육부도 ‘교육 통계 자료 등 다양한 데이

터들이 축 되고 있으나, 교육의 질 개선  행정 업무 

효율성 제고를 한 목 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음을 인

식하고, 교육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한 거버 스 

체제 구축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과 기반 

마련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3].

교육 분야에도 의사결정지원시스템과 같은 정보시스

템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 분야에 한 

연구는 미미할 뿐만 아니라, 지 까지의 연구는 주로 

교육 행정 분야에 집  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진로 

교육을 한 정보시스템 연구는 아  존재하지 않는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4][5].

· 등학교에서는 십 수 년 에 설계·구축하여 보

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시스

템을 통해 양질의 데이터가 축 되고 있다. 데이터의 

축 ·보존만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처

할 수는 없다. 지  교육계 외부에서는 인공지능, 빅데

이터, 사물 인터넷, 스마트 환경,  연결성 등 제4차 산

업 명의 거센 물결이 일고 있다. 

그러나 · 등학교에는 축 된 데이터들을 분석하

여 학생 교육에 활용하도록 분석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정보시스템이 없다. 교육 데이터를 수집하여 장·보존

하는 수 을 넘어서 축 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생의 

성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에 한 연구가 실히 필요한 시 이다.

2. 연구 목적 및 절차

이 연구는 교육 데이터를 활용하여 · 등학교 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모형을 설계하고 구

하는 것이다. 연구 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장에서 생성·축 되고 있는 데이터 종

류를 악하고 그 유형을 분석한다.

둘째, 정보시스템으로 구 해야 할 교육활동의 핵심 

가치와 교원의 역할을 악하기 해 교원의 직무에 

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정보시스템 개발 목 의 교원 

핵심 직무를 정의 한다.

셋째, 재 · 등교육 장에서 운용 인 NEIS(교

무업무시스템)에 구 된 기능과 교원의 핵심 직무를 비

교하여 교원의 직무 지원 정도를 분석한다.

넷째, · 등 직교원을 상으로 한 문가집단인

터뷰를 통해 행 시스템의 문제 을 진단하고 정보시

스템의 새로운 방향을 탐색한다.

다섯째,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장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기능을 정의하고, 교육 데이터를 

활용한 정보시스템 로토타입을 설계·구 한다.

정보시스템 개념도는 [그림 1]과 같이 학습 분석, 

성에 따른 진로 정보, 진학정보, 상담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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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보시스템 개념도

Ⅱ. 관련연구

1. 교육 빅 데이터

교육 빅 데이터란 온·오 라인의 교수·학습 과정에서

의 투입>과정>산출을 통해 생산되는 국가·지역·학교·

교사·학생 수 의 자료를 말한다[6].

교육 데이터 유형은 학습자의 성과를 평가· 리하는 

학습 분석과 국가단 의 교육 환경에 한 효율  리

와 정책 개발을 목 으로 하는 교육 리 분석으로 분

류할 수 있다[7].

교육 장에 축 되고 있는 데이터는 법령에 근거하

여 생성되는 학교생활기록부 련 자료, 국가 수  학

업 성취도 평가 자료, 입 모의고사와 수학능력 시험 

결과와 같은 입시 련 자료, 학교단 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생의 각종 진단을 한 심리· 성 검사 결과 자

료 등을 들 수 있다.

교육 데이터의 분석 방법에 한 연구는 2000년  

반의 ‘교육 데이터 마이닝(educational data mining; 

EDM)’, 2007년 학업 분석학(academic analytics; AA)’, 

2010년의 학습자 심 자료 분석을 표방한 ‘학습 분석

학(learning analytics; LA)’, 분석과 요약 결과의 효과

인 달을 한 ‘시각 자료 분석학(visual data 

analytics; VDA)’이다[8].

UNESCO의 학습 분석에 한 보고서는 ‘학습 랫폼 

분석 시 보드(LMS/VLE Analytics Dash board), 

측 분석(Predictive Analytics), 응형 학습 분석

(Adaptive Learning Analytics), 소셜 네트워크 분석

(Social Network Analytics), 담화 분석(Discourse 

Analytics, 그리고 ICT를 활용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

다. 한 이들을 서로 연계하여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9].

빅 데이터를 사용하면 시스템이 제공하는 지능화된 

서비스, 축 된 개인의 정보와 상황 정보를 결합한 개

인별 특화된 고도의 개인화 서비스, 교원의 교육 의사

결정 지원, 학습 결과 피드백 제공 등의 다양한 교육 서

비스 제공이 가능하다[10].

교육 데이터의 유형은 IMS Global 백서의 [그림 2] 

‘Edu Graph’ 데이터 모델에서 시사 을 찾을 수 있는데, 

이 모델은 재 추  가능한 교육 데이터 부분을 포

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백서는 학습 분석 측면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 

유형을 ‘디지털 콘텐츠가 발생시키는 데이터(Learning 

Content Data), 학습 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학습 활

동 데이터(Learning Activity Data), 교육기 에서 교육 

로그램 운  에 발생하는 데이터(Operational 

Data), 학습자의 경력과 인맥에 한 데이터(Career 

Data), 학습자 는 교수자의 로 일링 에 발생하

는 데이터(Profile Data)’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9][10].

그림 2. Edu Graph 데이터 모델(IMS Global)

학습 분석을 한 워크 로우는 데이터 수집, 가공, 

분석, 시각화의 4 단계로 나타낼 수 있다. 학습 분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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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주요 기능
교육과정 
업무

교육과정편제 및 시간 배당표·담임편성·과목개
설·학사 일정·시간표·학교일지 등

학적 업무
기본학적·전출입·출결관리·졸업처리·졸업생자
료·대외 기관 자료 제공 등

표 2. 교무업무시스템의 메뉴와 기능[18]

피드백이 가능한 ‘ 응형 학습 분석’을 지향 으로 주변 

기술과 디지털 자원들을 연계해 나가는 것이 당하며, 

특히 ‘학습 분석에서는 수집 단계부터 정제한 데이터

(qualified data)를 상으로 해야 데이터의 품질과 분석 

결과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11]. 

그림 3. 학습 분석을 위한 워크플로우[11]

2. 교사의 직무

행정학에서의 직무란 각 직 에 배당된 업무(일) 즉, 

직업상 담당자에게 맡겨진 임무를 말 한다[12].

교사 직무 역 연구(2005년 이후 연구)에 나타난 공

통 은 ‘수업, 학생지도, 학 경 , 학교교육과정 운 , 

학부모  지역사회와의 계, 학교경  참여, 문성 

개발 역 등을 핵심’으로 한다([표 1]참조)[13].

연구자 교사 직무 역

김이경
한만길 
박영숙
홍영란 
백선희
(2005)

① 수업지도(수업 계획 및 준비, 수업 실시, 학습 평가)
② 학생지도(생활 지도, 특별 활동 지도)
③ 학급경영(학급 환경 조성, 학급 자치 활동 지도)
④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교육계획 수립 참여, 학교 교육과
정 편성운영)
⑤ 학부모 및 대외 관계(학부모 관계, 대외 관계)
⑥ 학교 경영 지원(학교 의사결정 참여, 경영 지원 업무)
⑦ 전문성 신장(전문가적 사명감, 연수 활동, 연구 활동)

강경석
김영만
(2006)

① 교사로서의 자질 ② 학습지도 능력 
③ 학급경영 능력 ④ 업무수행 능력

한유경
박상완
서경혜
전제상
(2008)

① 수업 계획 및 준비 ② 수업(실시) 
③ 수업 외 학생 과제 검사 및 평가 
④ 수업 전 후 학습지도 ⑤ 학생 생활지도 
⑥ 특별활동 지도 ⑦ 학급경영
⑧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⑨ 학부모 관계 ⑩ 대외관계
⑪ 교무 분장 업무 수행 및 학교 운영 관리 
⑫ 교내 연수 참여 ⑬ 교외 연수 참여
•핵심영역 
① 교과학습 지도 ② 학생 지도 
③ 전문성 신장 ④ 학교 경영

표 1. 연구자별 교사의 직무 영역 정의[13]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교사의 직무 역이 학생 수

의 학습 분석, 진로·진학·상담 등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 설계 지원 역’까지 차 확  되어가고 있는 추

세이다. OECD, World Back, EC 등의 국제기구들도 진

로지도 정책을 분석하는 등 국가의 핵심 과제로 진로교

육을 차 강조하고 있다[14].

3.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NEIS는 자정부 구 의 일환으로 1997년 ｢학교행

정 리시스템｣으로 개발되었다. · 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내지 제30조의4(교육정보시스템의 구

축·운  등), · 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학교생활

기록의 작성기 ), 교육부훈령 제169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리지침 등에 근거하여 구축·운  인 정보

시스템으로 법으로 정한 기능을 구 하고 있다[15].

이 시스템은 1만 여개 · ·고·특수학교, 각 시·도교

육청  교육부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모든 교육행정 정

보를 자 으로 연계 처리하는 종합 교육행정정보시

스템이다. 2002년 22개 역에 한 일반 행정 역의 

서비스, 2006년 교무학사 등 3개 역의 시스템 개통, 

2011년의 차세  나이스 서비스와 같은 단계별 추진과

정을 거쳐 재에 이르고 있다[16][17].

NEIS는 교무업무 역, 학교행정업무 역, 일반 행정

업무 역, 국민서비스 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3.1 교무업무시스템

교무업무시스템은 NEIS 역  하나로, 교무업무 

리를 해 교사별 시수 계, 학생 이동부, 출결 통계, 

문항 분석표, 성취도 도수분포표 등 교무 업무 반에 

한 통계 생성과 온라인상으로 상 기 에 필요한 정

보를 보고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업무별 주요 메뉴

와 기능은 [표 2]와 같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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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주요 기능

학생생활 
업무

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 봉사, 진로활동)·학교스포
츠클럽·자격증상황·수상경력·행동특성·독서활
동·교외 체험활동·자유학기(진로탐색, 주제선택, 
예술체육, 동아리)·국가학업성취도 등

성적업무
지필평가·수행평가·성적통계·성적자료분석·학
업성취도·학교생활 통지표 관리 등

학교생활기
록부

자료반영·개인별 조회·출력·마감 등

PAPS 업무
측정종목 관리·측정결과입력·신체활동처방·분
석·통계 등

학생학부모
서비스

가정통신·상담관리·심리검사·문자 메시지 관리 등

보건 업무
건강기록부관리·건강검사관리·건강기록부 전송 
등

NEIS의 교무업무시스템에 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 번째 연구 방향은 주로 설문 조사와 같은 방법을 

택해 ‘일반 인 사용 황, 사용의 편리성, 업무 차 간

소화, 종이문서 감축, 업무효율성, 업무경감, 사용자 만

족도 등을 조사’하여 결과를 분석하는 형태의 연구이다. 

이 방향에서의 연구들은 주로 구 된 기능에 한 내용

을 다루는 특징을 보인다. 이 방향에서의 선행 연구들

은 주로 이미 구 되어 있는 기능이나 효과 분석, 사용

상 개선이 필요한 내용 등에 한 연구를 하고 있다

[19].

두 번째 연구 방향은 교육정보시스템의 기능을 행정 

역 산화에 한정하지 않고 ‘교육의사결정지원 역’

까지 확 하여 이해한다.

이 방향에서의 연구는 교육 황분석시스템의 기능과 

교육의사결정지원 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을 갖추어야 하

고, 학생 개인 는 집단을 상으로 한 단과 분석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고 이해한다[4][20].

이 시스템은 그 상과 규모가 국가  차원이기 때문

에 정보의 수집· 리·검색 기능과 함께 분산된 정보시

스템의 통합을 한 메타 정보 시스템 특성을 함께 갖

춰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다[21].

그러나 재 운  인 교육정보시스템은 다양한 데

이터가 축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통합이나 

조회·분석 등의 기본 기능 미비로 인해 학생별 맞춤형 

교육을 한 시스템으로는 거의 활용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5].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정보시스템에 필요한 

기능에 한 연구자들의 공통 인 논의는 각종 교육 통

계 자료 제공, 정책 결정 기능, 학생 개인을 단할 수 

있는 분석 기능, 분산된 정보시스템의 통합 기능, 학생 

개인의 맞춤형 지도에 필요한 기능들을 요구하고 있다.

연구자
교육정보시스템에 
필요한 기능

요구되는 세부 기능들

천세영
(1999)

•교육현황분석시스템 기능
•교육의사결정지원 기능

•교육에 관한 분야별(학생, 교원, 
학교, 재정, 시설) 등의 통계자료 
제공 기능

•각 분야별 정책결정 기능

신현경
(2005)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기능
•개별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판단 기능(예; 영재아 판단)

이장익
(2002)

•메타정보시스템 기능
•통합적 데이터 및 정보의 수집, 
관리, 검색 제공 기능 포괄, 분산
된 정보시스템의 통합

안재민
박대우
(2010)

•학생들의 진로 교육을 위
한 의사결정지원 기능

•개별 학생의 맞춤형 진로 교육을 
위한 시스템

표 3. 교육정보시스템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연구

당연한 결과이지만 교무업무시스템은 다수의 연구자

들로부터 학생 교육 활동 지원 기능이 미비하다는 지

을 받고 있다. 

이들은 학생 진로·진학 지도 측면에서 ‘다양한 포트

폴리오 탑재가 불가능하다’, ‘학사 년도 종료 후 성  데

이터를 조회할 수 없다’, ‘학생 자료의 공유가 제한 ’인 

 등을 문제 으로 보고 있다[5].

교육 평가의 목 은 학생 개개인이 성취(도달)해야 

할 교육 목표에 어느 정도 도달 했는가를 검하고 그 

결과를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의 당사자들에게 제공함

으로써 이들의 교육  의사 결정을 도와주는 것이다

[22].

평가 측면에서 보아도 교무업무시스템에는 ‘학생 정

보와 평가 결과 자료’가 장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 등

과 련하여 다각 인 분석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실

시간 응답 처리’가 필요하며, ‘학생 성 을 단순히 집계

하여 보고하는 수 을 넘어 자료 통합과 분석  통계’ 

등의 기능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기능마  

제공되지 않고 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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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주체
생성기
(시스템)

데이터

학교
(Operational 

Data)

•NEIS
(교무업무시스
템)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및 보조자료
  - 교수-학습 평가 기초 및 결과 자료
  - 창의적체험활동 자료 등
  - 행동발달 관련 자료 등
  - 통계 자료 등

교육기관
(Operational 

Data)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시·도교육청
/교육부 

•국가수준 학업성취 평가 자료 등
•수능모의평가 자료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
•진로정보 / 학교정보 / 직업교육정보 
등

외부 
교육(협력)

기관

•심리·적성검
사 기관

•진학정보제공 
기관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커리
어 넷 등

•정량·정성적 진로 심리검사결과 자
료

•직업․진학․예술(음악, 미술) 적성검사 
결과 자료

•직업 학과 탐색 자료 등
•대학 입시정보 자료 등
•대학학과정보/직업정보 등

학습자
(Learning 

Activity Data)

•스마트기기
•소셜 미디어

•웹기반 학습자료
•스마트 기기 및 소셜 미디어 활용 학
습자료 등

표 4. 생성 주체별 교육 데이터

Ⅲ. 교육 데이터를 활용한 정보시스템

1. 교육 현장의 데이터 종류

우리나라의 교육 장에서 다양하게 생성·축 되고 

있는 데이터를 생성 주체별로 살펴보면 [표 4]와 같이 

학교, 교육기 , 외부 교육( 력)기 , 학습자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데이터는 통합과 공유를 거치고 데이터마

이닝, 분석 등의 기술  방법을 이용하여 학습자 분석, 

진로 추천, 진학 추천 등에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은 이 데이터들을 표 화된 방법으로 교

환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이질  시스템 간의 데이터 

교환을 한 표 화 과정, 데이터 수집과 제공자 간의 

공감  형성 문제, 실효성 있는 데이터 교환 모델의 완

성이라는 과제의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9].

2. 교사 핵심직무 정의

앞 장의 선행 연구를 종합 분석하여 정보시스템 

의 교사 핵심 직무 역을 [표 5]와 같이 8개의 역으

로 정의할 수 있다. 

각 역은 ① 수업 비  수업, ② 평가  환류, ③ 

학습  진학 지도, ④ 진로・ 성 지도, ⑤ 학  운 , 

⑥ 연찬・연구 활동  참여, ⑦ 학교생활기록, ⑧ 행정 

사무 역이다.

학생 지도 역
담임
업무

문
성
신장

행정업무
교과지도

학습  
진학·진로지도

수업*
평가·
분석*

학습·
진학
지도*

진로·
적성
지도*

학급
운영*

연찬·
연구 
활동

학교
생활
기록*

행정
사무

*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축적된 교육 데이터 활용 가능 요소

표 5. 교사의 핵심 직무 

3. 교무업무시스템의 교원 핵심직무 지원 여부

교무업무시스템에 교사의 핵심 직무가 어느 정도 반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교육부에서 발간한 교무업무시스템(교무·학사 역) 

매뉴얼에 나와 있는 메뉴(기능)와 [표 5]의 교사 핵심 

직무 역 8개를 비교 분석하 다.

교사의 세부 직무요소 정의에 사용된 기 자료는 강

경석, 김 만(2006)의 ‘교사 발달 단계와 교사의 직무 

능력  직무 만족 간의 계 연구’, 한유경(2008) 외 3

인의 ‘교사직무 수행 실태 분석’, 남순명(2002)의 ‘ 등

학교 담임교사의 직무 분석’ 연구, 그리고 학교 장의 

일반 인 ‘업무분장표’를 사용하 다[24-26].

[표 6]은 교무업무시스템의 교사 핵심직무 반  정도

를 보여주고 있다. 이 [표 6]을 보면, 학습 지도  진학 

지도에 필요한 기능과 진로· 성 지도에 필요한 기능이 

매우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무

업무시스템의 기능 미흡을 지 한 선행 연구 결과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분석 결과는 ESS(Educational Support System, 

이하 ESS : 이 용어는 연구자가 명명한 것으로 교원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의미한다.) 기능 

정의의 제1차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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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핵심직무 
역

교사 직무 요소
NEIS 기능 
구  여부
(<표2>참조)

수업 준비 및 
수업

•교과별 연간 교육 과정 편성
•진도 계획 및 조절
•수업 계획과 설계
•수업 자료 준비
•수업 평가







평가 및 환류

•문제 출제 기능
•이원목적분류표 작성
•학생 답안 채점
•수행 평가
•평가결과 개인별 종합(강·약점) 분석







학습 지도 및 
진학 지도

•학습 영향 요인 분석
•학습 과정 및 결과 분석
•미 도달 학생 지도 기능
•우수 학생 지도 기능
•진학 자료 수집 및 분석
•진학 정보 및 진학 지도








진로·적성 
지도

•진로(탐색) 지도
•적성 발견 지도
•각종 검사 결과 관리 및 조회
•관찰 및 기록
•특기·적성 지도
•동아리 활동지도
•창의적체험활동 지도






△
△

학급 운영

•상담 자료 수집 및 분석
•학생·학부모 상담
•보건과 건강 지도
•자녀교육 상황 정보 제공
•학급 커뮤니티 운영
•생활지도








학교생활기록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주) -구현 됨 / -구현 안 됨 / - 구현 불필요 /△- 기능 미흡 

표 6. 교무업무시스템의 교사 핵심 직무 반영 정도

4.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 

NEIS는 국단  시스템으로 크게 등학교용, 학

교용, 고등학교용으로 구분 된 시스템이다.

NEIS에 한 다수의 선행 연구들은 설문 조사법으로 

연구를 진행한 사례가 많았다. 

이 연구에서는 시스템을 일상 으로 사용하는 직 

교사들의 심층  의견을 청취하기 해 표 집단면

(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을 진행 하 다. 

이 연구에서의 FGI는 정보시스템 개발 차에서의 

‘사용자 요구 분석 단계’와 같은 의미가 있다.

FGI 상자는 서울특별시에 근무하고 있는 · 등

학교 직 남·여 교사로 선정 기 은 두 가지이다. 첫째, 

NEIS의 학교 최고 권한 리자(담임교사 겸임 경력자) 

경험이 있는 교사, 둘째 일반 사용자로 교직 경력과 학

 담임의 경력이 많은 교사이다. 담임 경력이 많다는 

것은 NEIS 사용 경험이 풍부함을 말한다. 이와 같은 조

건을 지닌 7인의 교사로 그룹을 구성하 고 그들의 인

구통계학  특성은 [표 7]과 같다. 

구분 성별 학교 급별 NEIS 관련 담당업무 교직경력

참여자1 남
고등학교
교사

NEIS 최고 권한 
관리자(진학·진로지도)

20년

참여자2 여 중학교 교사 NEIS 담임 사용자 26년

참여자3 여 중학교 교사 NEIS 담임 사용자 17년

참여자4 여 중학교 교사 NEIS 최고 권한 관리자 28년

참여자5 남 중학교 교사 NEIS 최고 권한 관리자 29년

참여자6 여 중학교 교사 NEIS 담임 사용자 08년

참여자7 여
초등학교 
교사

NEIS 담임 사용자 24년

표 7. FGI 참여 구성원의 배경 속성 

FGI의 원활한 진행과 상자들의 사  질문 숙지, 인

터뷰의 질  향상을 해 사 에 화 는 개별 인 

만남을 통해 질문의 요지를 설명하 고, 다른 분야의 

정보시스템 등을 로 들어 설명하여 정보시스템에 

한 기 인 이해를 도왔다. E-Mail로 질문지와 참고 

자료를 송하여 사 에 숙고할 시간을 두었다. 

FGI 진행은 인터뷰 형식으로 2016년 8월, 략 2시간 

정도 진행하 다. 인터뷰 진행은 1단계: 소개 단계

(Warm-up Stage), 2단계: 분 기 조성 단계(Bridge 

Stage), 3단계: 본 주제 토의 단계(Main Stage), 4단계: 

마무리 단계(Ending Stage)로 진행하 다[27].

인터뷰 내용은 노트북 PC의 유틸리티 로그램을 이

용하여 참석자의 발언 내용의 핵심을 기록·정리한 후 

나 에 다시 종합하여 최종 정리하 다.

질문은 [표 8]의 NEIS에서의 교원 핵심 직무 반  정

도를 악할 수 있도록 큰 주제에 해당하는 평가 역

을 정하고, 탑다운(Top down) 방식으로 평가 역에 

맞는 10개 항목을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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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능 세부 기능 요소

학습지도 
지원 기능

•학습자의 성취 과정에 대한 정밀 분석 자료
•학습 결과 분석
•외부 기관의 분석자료 참고하여 다양한 정보 제공

적성에 맞는 
진학지도 
지원기능

•학생의 적성 등 심리검사 자료 조회
•적성에 맞는 진학 지도 조언 자료 제공
•상급 학교 진학에 필요한 자료 제공
•외부 기관의 자료 연계 조회 기능

표 9. FGI 결과 교육 정보시스템에 필요한 기능

No 평가 역 질문 내용

1 호감도 평가
NEIS를 사용하면서 좋았던 경험을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2 편의성 평가
NEIS를 사용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직무 반영도
NEIS에 교사의 핵심 직무가 잘 반영되어 있
다고 생각하십니까?

4 미흡 원인
NEIS에 교사의 핵심 직무가 잘 반영되지 않
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학습지도 기여도
(효능인지)

학급 학생들의 학습 지도를 위한 취약점 분
석 자료는 어떤 방법으로 얻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진로·적성지도 
기여도(효능인지)

학급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진로 지도를 위
한 분석 자료는 어떤 방법으로 얻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진학지도 기여도
(효능인지)

학급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 지도를 위한 
분석 자료는 어떤 방법으로 얻고 있는지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학부모 상담 기여
도(효능인지)

학급 학생들의 학부모 상담을 위한 분석 자
료는 어떤 방법으로 얻고 있는지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9 기능 개선
NEIS를 사용하면서 보강되었으면 하는 기능
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NEIS 평가
평소 동료 교사들이 NEIS에 대해 자주 이야
기 한 내용을 한 가지만 이야기 한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8. 평가 영역별 질문 내용

FGI를 진행한 결과 NEIS로 표되는 · 등 교육

기 의 정보시스템은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은 매우 충실하지만, ‘개별 학생을 정 하게 진단하

고 악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에 직 인 도움을  수 

있는 기능이 없다’라고 요약할 수 있었다. 

FGI 결과에 한 몇 가지 주요 내용을 약술하면 다음

과 같다. 

학생들의 학습 지도를 한 취약  분석 자료 수집 

방법에 한 질문에서는 

(참여자 원) 이구동성으로 NEIS에는 담임 입장에

서 학생 지도과정에 쓸 만한 기능이 거의 없다.

(참여자 5) 학생 개인의 학습 취약 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석해 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다. 실제 ‘학

생 개인에 한 분석 자료 제공이 가능한가?’라고 의문

을 표하고 있다.

학생 성에 맞는 진로 지도 자료 수집 방법 질문에서

(참여자 4) 각종 심리( 성)검사를 해도 세부사항을 

NEIS에 입력할 수가 없다. 한 각종 검사에 한 내용

은 기록하지 않고, 검사 날짜나 검사 종류 같은 것만 기

록하기 때문에 나 에 조회하여 활용할 수가 없다.

(참여자 1) 진로 지도는 강조 되고 있는데, 학생 개인

을 체계 으로 악하고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없다.

학생 진학 지도를 한 자료 수집 방법 질문에서 

(참여자 1)은 진학지도에 정보시스템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을 지 하며, ‘ 재는 학생의 수능 성 이 

나오면 외부 사설기 의 분석 로그램을 이용한다. 이

는 공교육 기 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실’이다.

FGI를 통해 수집한 정보시스템의 기능 도출에 필요

한 시사 은 다음과 같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기능은 충실하다.

∙교사의 문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시스

템이 필요하다.

∙학생의 학습 결과를 분석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없다.

∙학생의 성을 악하여 진로·진학 지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없다.

∙학생과 학부모 상담 시 종합 인 정보의 활용이 가

능한 시스템이 없다는 것은 문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 연구자들의 NEIS에 한 연

구 결과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FGI를 통해서 얻어낸 교육 정보시스템에 필요한 기

능을 요약하면 [표 9]와 같다. ‘학습 지도를 지원하는 기

능, 성에 따른 진학 지도 지원기능, 성에 맞는 진로

지도 지원기능, 종합 인 상담을 지원하는 기능’이 필요

하다로 압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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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능 세부 기능 요소

적성에 맞는 
진로지도 
지원기능

•적성에 따른 진로 트랙 제공
•진학과 연계한 직업 적성 분석 자료
•차 상급 학교 및 전공 적성 등의 자료
•지속적인 진로 적성 탐색 기능

상담에 
필요한 지원 

기능

•각종 분석기능
•조회기능
•외부 데이터 활용 기능

연구
단계

도출된 기능 요소

교원
핵심
직무
분석

교과지도
진학
진로지도

담임업무 행정업무

•학업 지도
•평가 분석

•진학지도
•진로·적성지
도

•학급운영
•상담업무

•학교생활기록
부

교무
업무
시스템
분석

평가 및 환류
학습 지도 및 진
학 지도

진로·적성 지
도

학급 운영

•평가결과 개인
별 종합(강·
약점) 분석

•학습 과정 및 
결과 분석

•미 도달 학생 
지도 기능

•우수 학생 지
도 기능

•진학 자료 수
집 및 분석

•진학 정보 및 
진학 지도

•진로(탐색) 지
도

•적성 발견 지
도

•각종 검사 결
과 관리 및 조
회

•관찰 및 기록
•특기·적성 지
도

•상담 자료 수
집 및 분석

•학생·학부모 
상담

•보건과 건강 
지도

•자녀교육 상황 
정보 제공

데이터
생성
주체별
자료 
분석

초·중등학교 교육 관련기관 외부 기관 학습자

•학교생활기록
부 자료 및 보
조자료

•교수-학습 평
가 기초 및 결
과 자료

•창의적체험활
동 자료 등

•행동발달 관련 
자료 등

•통계 자료 등

•국가수준 학업
성취 평가 자
료 등

•수능모의평가 
자료

•대학수학능력
시험 자료

•진로정보 / 학
교정보 / 직업
교육정보 등

•정량·정성적 
진로 심리검사 
결과 자료

•직업․진학․예술
(음악, 미술) 
적성검사 자료

•직업 학과 탐
색 자료 등

•대학 입시정보 
자료 등

•대학학과정보/
직업정보

•웹기반 학습자
료

•스마트 기기 
및 소셜 미디
어 활용 학습
자료 등

FGI 
결과
분석

학습지도 기능
적성에 맞는 진
학지도 기능

적성에 맞는 진
로지도 기능

상담에 필요한 
기능

•학습자의 성취 
과정에 대한 
정밀 분석 자

•학생의 적성 
등 심리검사 
자료 조회

•적성에 따른 
진로 트랙 제
공

•각종 분석기능
•조회기능
•외부 데이터 

표 10. 연구 단계별로 도출된 정보시스템 요소

료
•학습 결과 분
석

•외부 기관의 
분석자료 참고
하여 다양한 
정보 제공

•적성에 맞는 
진학 지도 조
언 자료 제공

•상급 학교 진
학에 필요한 
자료 제공

•외부 기관의 
자료 연계 조
회 기능

•진학과 연계한 
직업 적성 분
석 자료

•차 상급 학교 
및 전공 적성 
등의 자료

•지속적인 진로 
적성 탐색 기
능

활용 기능

Ⅳ. ESS 설계 및 구현 

1. ESS의 핵심 요소 

각 연구 단계를 통해 확인 된 정보시스템의 기능에 

한 요구 사항들을 종합하면 [표 10]과 같다. 

지 까지 도출된 정보시스템 기능 요소를 종합하여 

ESS에 필요한 핵심 기능을 6개 역[표 11]으로 정의

할 수 있었다.

ESS의 6개 핵심 기능은 학업정보 분석 기능, 진로지

도지원 기능, 진학지도지원 기능, 상담서비스 지원 기

능, 유 기  연계 서비스 기능, 가정통신 기능이다.

ESS 기능 내용

학업 정보 분석 기능 학생 학습 지도에 도움을 주는 기능

진로 지도 지원 기능 학생의 적성에 맞는 진로 지도 지원 기능

진학 지도 지원 기능
학생의 적성과 성적을 참고하여 진학 지도
를 지원할 수 있는 기능

학생·학부모 상담 지원 기
능

학생의 학업 정보, 적성 기반의 진로지도, 
진학 지도 등을 용이하게 하는 상담 정보 
제공 기능

유관 기관 연계 서비스 기능
유관기관 또는 동료 교원들과 정보를 교환
하고 수집하는 데 필요한 연계 서비스 기능

가정 통신 기능
학부모와 소통이 원활하게 하는 가정통신
(학부모 서비스) 기능

표 11. ESS 핵심 기능

2. ESS 설계

이 연구의 목 은 교육 데이터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지도가 가능한 <교사 >의 교육정보시스템을 설계

하여 앞 의 ESS의 핵심 요소를 구 하는 것이다. 즉, 

교육 데이터인 ‘학습 데이터’와 ‘비교과 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시각화 하여 교사가 학생에게 학습 조언

과 성에 맞는 진로·진학 등의 교육의사결정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교육 데이터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을 교육 분석

(Education Analytics)이라고 하며, 분석 내용에 따라 

학습 분석(Learning Analytics)과 교육 리 분석

(Academic Analytics)으로 구분한다. 

ESS에서는 UNESCO의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분석 수   개별 학습자나 그룹의 학습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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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생성기 (시스템) 데이터

학습 
분석

∙학교(교무업무시스템)

∙교수-학습 평가 자료
∙학업성취 기준 및 수준
∙이원목적 분류표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각종 통계 자료

∙교육과정평가원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
∙수능 모의평가 자료

∙학습자
∙EBS 학습 자료
∙WEB 학습 자료

적성 
발견

∙커리어 넷
∙워크 넷
∙기타 민간부문검사 

∙학과적성검사
∙진로성숙도검사
∙직업흥미검사
∙직업적성검사
∙직업가치관검사
∙강·약점 검사 등

표 13. 학습 분석 및 적성 발견을 위한 데이터

유형 생성기 (시스템) 데이터

진학·
진로
지도

∙진학정보제공 기관
∙전로정보제공 기관

∙입학 정보
∙학과 정보
∙학습 진단 정보
∙직업 정보
∙취업 정보 등

데이터를 분석하는 마이크로 수  분석(Micro-level 

analytics)을 수행 한다[28].

앞 의 ‘ESS 핵심 기능’ 구 은 교육 리 분석이 아

닌 마이크로 수 의 학습 분석 분야이다. 

교육 데이터는 엄격한 구분이 쉽지는 않지만 유형에 

따라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로 분류되며, 속성에 

따라 학습 데이터와 비교과 역의 데이터로 분류할 수 

있다.

ESS의 분석 상 데이터는 ‘[표 4]생성 주체별 교육 

데이터’와 [표 12]에서의 ‘비교과 역 데이터’들도 비  

있는 분석 상 데이터이다. 이 데이터들은 엄격한 구

분이 쉽지는 않지만 [표 12]와 같이 유형별로 분류할 수 

있다[29].

유형 데이터

정형
(Structured)

학교 현황 정보, 교사 및 학생 정보, 인사-급여 
정보, 교무업무 정보, 급식 및 보건 정보, 학업 
성취도 등

반정형
(Semi-Structured)

평가 문항, 이러닝 콘텐츠, e-book, 학습지도안, 
e-교과서 등

비정형
(Unstructured)

이메일, 블로그, SNS, 에듀테인먼트, 디지털교과
서, 이미지/동영상/음성 데이터 등

표 12. 교육 빅데이터 분류[29]

학습 과정에 생성된 데이터는 주로 학습 분석에 사용

되며, 비교과 역 데이터는 학생의 성 발견  진로, 

진학 지도 목 으로 사용 될 수 있다[표 13].

ESS는 앞 장에서 살펴본 ‘학습 분석 서비스를 한 

로우워크[그림 3]’를 참조하여 설계하 다. 이 로우

워크는 데이터 수집, 장  처리, 데이터 분석, 시각화 

4 단계이다. [그림 4]는 ESS 설계 차로 각 단계별로 

용되는 기술과 주요 과업을 보여 다.

그림 4. ESS 설계 절차

데이터의 수집 단계에서는 FTP와 Open API 기술을 

용할 수 있다. 데이터 장과 처리에서는 하둡

(Hadoop Distributed)과 HDFS(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 기술의 응용이 필요하다. 데이터 분석에

서는 피드백 제공이 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 응

형 분석 기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보의 시각화 단

계에서는 , 기호화, 차원, 계, 피드백을 제공하는 

인터랙션과 사용자 상호작용이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

3. ESS 개념도

ESS에 요구되는 6개 핵심 기능을 구 하기 해서는 

학교 장과 유  기  등에서 생성·축 되고 있는 각

종 상세 데이터, 심리· 성 검사 결과 자료, 진로·진학·

상담에 필요한 자료 들이 유기 으로 공유·결합되고 분

석되어서 사용자에게 시각 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피

드백이 가능해야 한다.

[그림 5]은 ESS의 개념도로 데이터 수집, 데이터 공

유와 결합, 장과 처리, 분석, 시각화 분석, 정보의 시

각  제공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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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ESS 개념도

4. ESS 프로토타입 구현 

정보시스템 개발에는 ‘계획  선정–분석–설계-구

  운 ’ 4단계의 시스템개발생명주기(System 

Development Life Cycle: SDLC)가 리 사용 된다[30].

이 연구에서는 SDLC와 데이터 분석 결과의 이해를 

돕는 데이터 시각화(data visualization) 에서 기능 

표 이 수월하고 Web 뷰어 기능이 있는 ‘네이버 로

토나우’로 ESS의 로토타입을 구 했다[31].

ESS 로토타입은 웹 기반으로 NEIS와 유  기  

시스템 연동을 제로, 교원의 핵심 직무를 지원하도록 

련 기능 요소들을 그룹화 하여 분석 정보를 시각 으

로 표 하도록 설계하 다. 시각  분석은 량 데이터

와 추상  데이터를 그래 나 차트 형식으로 표 하여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 분석은 다차원 정보 분석을 해 OLAP의 기

본  ‘데이터 근 방식인 드릴다운(Drill-Down), 드릴 

업(Drill-Up), 드릴 어크로스(Drill-Across), 드릴 쓰루

(Drill-Through)’ 등의 기법 활용을 제로 했다[32].

ESS 로토타입 구 에는 DW, OLAP, DM, BI 기술

들을 고려할 수 있다. ‘다차원 DB는 데이터간의 계를 

입체화, 는 시각화 해 으로써’ 데이터 세트 안에 담

긴 패턴에 한 이해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

의 출처를 악할 수 있도록 심층 분석 기능

(Drill-down)과 What-if 분석 기능, Goal-seeking 기능’

을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다양한 각도로 문제를 분석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는 을 고려했다[33].

4.1 ESS 프로토타입 메뉴

ESS 로토타입은 데이터의 심층 분석과 시각화를 

고려하여 총 일곱 개의  메뉴로 구성했다. 각각의  

메뉴는 네 개 내외의 부메뉴를 포함하고 있다. 각 부메

뉴는 3∼8개가량의 하  메뉴가 있다[표 14].

구분 메뉴 부메뉴(명) 하  메뉴

메뉴 7개 4개 3∼8개

메뉴
이름

주요
기능

•Home
· 소개
· 공지사항
· 관련 사이트 링크 등

•학업정보

· 학급별 조회 대상 학생 
선택

· 성적 집계 표
· 이원목적분류표기반 분석
· 학년별 성적 종합
  (SWOT)분석

· 학급/번호/성명 선택
· 시험/과목 선택 등
· 시험/과목/분석유형 등
· 분석유형/학습전략추천 등

•적성진로

· 학급별 조회 대상 학생 
선택

· 심리검사 결과
· 적성 진로 검사 결과
· 적성별 진로 추천

· 학급/번호/성명 선택
· 검사선택/결과보기
· 적성/직업검사선택/보기
· 계열학과/직업추천 등

•진학정보

· 학급별 조회 대상 학생 
선택

· 학과(계열) 적성
· 직업적성
· 대학(학과) 입시

· 학급/번호/성명 선택
· 검사선택/추천 결과보기
· 검사선택/추천 결과보기
· 성적확인/추천학과보기 등

•상담지원

· 학급별 조회 대상 학생 
선택

· 학업성적
· 적성 진로
· 상담 기록

· 학급/번호/성명 선택
· 성적/유형별 강약점 분석
· 진로 추천 등
· 과거기록보기/상담진행 등

•연계
 서비스

· 심리검사(기관)
· 학업 성취도
· 진학진로(기관)
· 대학정보

· 관련 기관 연계
· 관련 기관 연계 / 링크
· 관련 기관 연계 / 링크
· 대학정보 포털 링크 등

•가정통신

· 학급별 조회 대상 학생 
선택

· 통신문
· 피드백
· 게시판, 공지사항

· 학급/번호/성명 선택
· 통신문 발송
· 학부모 상담 기능
· 공지사항 게시 등

표 14. ESS 프로토타입 메뉴와 주요 기능

4.2 ESS 프로토타입 구현 결과

[그림 6]은 [표 14]의 메뉴가 구 된 ESS 로토타입 

기 화면이다. 각 해당 메뉴로 이동하는 기능, 련 사

이트로 연결되는 링크 기능, 공지사항  도움말 등의 

편의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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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ESS 초기 화면

[그림 7][그림 8]은 학생 개인의 학업정보 련 기능

이다. 교무업무시스템에 장되어 있는 성  자료와 이

원목 분류표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학생 개인별 학습

정보, 오답 분석, 학업성취 수 , 강·약  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교사가 학생의 학습 략을 조언 할 수 있게 

하며, 학생 개인별 맞춤식 지도를 지원한다.

그림 7. 학업정보; 성적집계 

그림 8. 학업정보; 오답·성적 분석

[그림 9]는 성진로 메뉴로 학생의 성에 따른 진

로 지도의 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학년별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 성·진로검사 결과 조회, 성별 진로 추천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데이터는 외부 검사 기 의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는

데 하둡, HDFS 등의 기술을 응용할 수 있다.

재 학교에서의 각종 심리 검사와 성 검사 결과는 

종이 인쇄물로만 제공되어 학년별 연계 지도가 힘들었

는데, 이러한 문제 을 개선할 수 있다.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장하거나 외부 기  연계 시

스템에서 조회하여 학생의 성에 맞는 진로탐색  지

도에 활용할 수 있다[34][35].

그림 9. 적성진로; 학과·직업추천

[그림 10][그림 11]은 진학지도 지원을 한 메뉴와 

기능이다. 학과·계열 성 검사, 직업 성 검사, 성  

데이터를 연계·분석한다. 학과(계열) 성과 직업 성에 

맞는 진학 지도가 가능하다. 재 고등학교에서는 학생

들의 진학 지도용 시스템이 없다. 학교에서는 사설 학

원 등의 정보에 의존하여 진학 지도를 하고 있는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다.

Open API와 개인별 입수능시험 결과  내신 성

분석 자료 등을 종합 분석하고, 각 학의 학과정보 등

을 연계하여 학생 개인별로 맞춤형 진학지도를 지원할 

수 있다[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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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진학정보; 학과(계열)적성

 

그림 11. 진학정보; 진학지도

[그림 12-14]는 과학 이고 분석 인 학생과 학부모 

상담을 지원한다. 학업성 의 변화, 강 과 약  분석, 

학생의 성에 맞는 진로 정보 제공, 학과 성에 맞는 

학과 추천, 학 입시에 필요한 정보 등을 시각 으로 

제공한다. ESS의 각종 기능을 종합하여 학생·학부모와

의 정 하고 깊이 있는 분석  상담과 상담 결과의 

 리를 가능하게 한다[37].

[그림 15]는 교원의 업무 네트워크를 한 메뉴이다. 

교원은 직무 수행  문 이고 체계 인 정보에 신속

하게 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유  기  연계 서비스

는 이와 같은 정보의 통로가 된다[35][36].

문가 집단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고, 동료 교원

들과의 정보 교류, 학부모와의 통신이 가능하다.

그림 12. 상담지원; 학업성적 상담

그림 13. 상담지원; 적성에 맞는 진로 상담

그림 14. 상담지원; 학생·학부모 상담 누가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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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유관기관 연계서비스

Ⅴ. 결론 및 논의

재 · 등학교에서 운  인 NEIS(교무업무시

스템)는 십 수 년 에 설계·구축되었다. 이 시스템은 

기 설계 단계부터 교육활동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기 

한 ‘학교생활기록부의 산화’ 목 으로 도입된 시스

템이다. 따라서 이 시스템에는 처음부터 교원의 핵심 

교육활동을 지원할 목 의 분석  정보 제공 기능은 아

 고려되지 않았다. 가장 큰 단 은 교무업무시스템이 

사용자인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 목 이 아니라 교육행

정 심의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교원들은 시스템으로부터 학생 지도에 필요

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 기 에서 정의해 

놓은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일만을 하고 있었던 셈이다. 

학교는 교육기 이므로 교육 행정 이 에 학생 지도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시스템에서 만큼은 

행정업무가 앞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본 연구는 교육 장

에 다양하게 축 되어 있는 교육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사 ’에서 학생 개인에 한 맞춤 교육 활동을 

한 정보시스템 모형을 찾아 제시하 다.

ESS는 첫째, 학생의 학업 성 을 분석하여 학생의 

취약 을 악하고, 학생 개인의 강·약  분석과 성

에 맞는 진로·진학 지도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정보

시스템 모형을 제시했다.

둘째, 재 고등학교에는 학 진학지도를 한 학교 

내부 정보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외부 사설(**스터디, 

진*학사, 유*이 등)기 의 정보 시스템에 의존하여 진

학 지도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는 학생의 성에 맞는 진학 지도용 정

보시스템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교육 데이터를 활용

한 ESS는 의료계의 의료정보시스템이나 융계의 

융정보시스템처럼 교원들에게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

육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교육정보시스템으로서의 역

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SS는 외부 기 에 의존해 왔

던 진학 지도용 정보시스템 부재의 문제를 해결하여 학

생 개인의 성에 맞는 진학  진로 지도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교원의 문성을 뒷받침하는 정보시스템

의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정보시스템이 교육의 발

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새로운 방향도 제시 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은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난제도 산 해 

있다. 교육 장의 데이터가 갖고 있는 비정규화 문제, 

이기종간의 데이터 교환 문제, 각  교육 기  간의 데

이터 폐쇄성, 정보 활용의 법  제약, 개인 정보 보호, 

보안 체계 문제 등 아직 넘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이와 

같은 과제는 정 한 후속 연구를 통해 해결해 갈 것이다.

▪ ESS 로토타입 URL & QR 코드

https://protonow.navercorp.com/view/VJg7RBEtgQ/

 열람기간 : 2017.07.30.까지(protoNow 퍼블리싱 

   정책에 따름)

 문의 : ys87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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