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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의 대표적인 전자정부 사업으로 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가 구축되
었다. NEIS는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며 발전하여 2006년도부터 전국의 초중등학교 및 교육행정
기관이 사용하는 대형 시스템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NEIS를 전자정부의 평가모델인 KISDI
성과평가 모델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인식을 평가하고자 한다. 전국에서 교원, 교육행정가, 정보
전문가, 학부모를 지역별 무선표집으로 2081명을 선정하여 설문지 조사 및 인터뷰를 수행하여
NEIS 활용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NEIS 사용자 구룹의 인식을 NEIS 평가 모델의 계층별
(투입계층, 프로세스계층, 업무계층)로 분석하여,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를 분석하였
다. 대체로 변인들이 계층별로 정적인 인과관계를 보였으니, 개인정보보호 관련 변인들은 다음
단계 수행에 부적인 인관관계를 보이기도 하였다. 전반적으로 정보전문가, 교육행정가, 학부모,
교원의 순으로 NEIS 사용에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교원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NEIS 사용
의 빈도 및 경험의 질을 혁신확산 모델의 단계별 전략에 따라 차별화하여 제공하는 교육 홍보
전략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주제어: NEIS, 평가모델, 전자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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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80년 말부터 시작된 국가기간전산망 사업 중 행정전산망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전자정
부 사업은 지난 20여년 동안 국가의 IT 산업을 일으키는 동력으로 작용하였다(김창곤, 2008).
정부는 5대 국가 기간망 설치를 통해 IT 인프라의 시설을 지원하였고, IT의 활용을 위해 전
자 정부 사업을 국가적 아젠다로 추진해왔다. 이에 한국의 전자정부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
전하여 UN의 전자정부 준비도 조사에서 세계 5위권 안에 들게 되었다(전자정부특별위원회,
2007). 이제 지난 전자정부의 활용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전자정부의 재도약을 기해야 할
시기이다.
교육부문의 전자정부 사업 중 대표적인 교육정보화 사업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추후 NEIS로 칭함)을 들 수 있다. NEIS는 그간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며 발전하여 부분적으로 개발되어 오다가, 2006년부터 전체 시스템이 전국의 교육기관에
보급되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신영진, 2006). NEIS의 사용은 학교장의 재량권한이나, 실
제 대학 입시 업무 처리를 위해서 NEIS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현재 전국의 거의
모든 학교가 NEIS를 사용하고 있다.
NEIS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입시 관련인들이 사용하는 대형 교육시스템이 되었
으나, NEIS개발과 관련하여 치룬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다면 NEIS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관련
인들의 인식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특히 NEIS의 최대 사용자이며 일차 수혜자는
교원이므로 교원의 인식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는 전자정부의 평가를 위해 2005년부터 국가적 차원의 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해 오고 있다(차후 이를 KISDI 모델로 칭함). KISDI 평가 모델은 정보
화의 성과를 투입 자원대비 효과의 재무적 성격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문화, 일하
는 방식의 변화, 인적 자원의 역량 등 변인들의 시차적 변화를 보는 등 정보화를 총체적으
로 보는 대표적인 전자정부의 평가모델이다(정국환 외, 2005).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의 일
반적인 평가 모델인 KISDI 모델을 교육정보화의 환경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NEIS 성과평가
모델로 사용하고자 한다.
NEIS가 초기에 도입과 관련된 많은 사회적 논란을 딛고 2006년도부터 전국적으로 활용되
기 시작하였는데, 2여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NEIS 사용이 어떻게 인식되고 정착되고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표적인 교육정보화 사업인 NEIS가 사용자 그룹 간
에 어떻게 인식되고 활용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부모, 교원, 교육행정직,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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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의 정보 관리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연구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
행정정보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NEIS 평가모형에서 사용하고 있는 변인들
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둘째, NEIS 사용자인 학부모, 교원, 교육행정가, 정보 관리자 그룹
간의 NEIS 활용에 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관
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지표간의 관계를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결론에 NEIS 활착을 위한 전략적 제안을 하였다.

Ⅱ. 연구의 배경
1. 교육행정정보화 사업개요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은 고등학생이 대학에 가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처리 및 전달을 위
하여 시작되었다. 수기로 정보를 정리하고 대학에 전달하던 방법을 간소화하고 객관화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의 도입을 시도하였다. 이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 고려되었고, 정보의 처리
방식 정보의 접속방식, 서버에 관리 방식 등에 따라 클라이언트/서버 방식, 인터넷기반의 중
앙처리방식 등이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 등의 사회적 이슈를 일으키며 논의되다가 현재는
NEIS로 정착되었다.
NEIS은 교육 관련 정보를 공동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16개 시도 교육청 및
180개 지방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그리고 전국 1만여개의 초중등학교를 인터넷으로 연
결하는 통합적인 정보관리 시스템이다. 교육청, 학교 등의 주요업무 중 일반 행정 22개 영역,
학교행정 5개 영역 등 총 27개 영역의 업무를 대상으로 2001년부터 전자정부 11대 과제의
하나로 추진되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이옥화, 조부경, 고영미, 2006).
NEIS 보급이전에는 고등학교 3학년의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관리를 위하여 보급된 학생생활
기록부시스템과 학사, 교무, 행정업무 등을 종합 처리하는 C/S 기반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
템이 개별학교 단위로 설계 운영됨에 따라, 학교 및 교육청, 대학 등 관련 교육기관의 상호
연계를 통한 정보 공유 불가능, 학교별 전산 시스템 관리로 인한 전문성 저하, 보안 취약성에
따른 정보유출 및 해킹 우려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을 기반으로 하는 전국적 NEIS 교육행정정보화사업이 시작되었다(송희준, 이옥화,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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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교육행정정보화는 27개 교육행정 전체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연계하였는데 이 중
대표업무인 교무학사는 학교의 교무업무와 학생지도 관련 업무로서 학교정보, 학교교육과정,
학적, 학생생활, 성적,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용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7개 업무 중 인사,
예산, 회계, 시설 등 22개는 2002년 11월에 개통되고, 교무학사 등 5개는 2003년 3월에 완료
개통되었다(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7).
초기 C/S 버전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보급 운영되자 전교조 등 시민단체는 2003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2003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무학사, 입학, 보건
영역에 대한 NEIS 진정사건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행중지를 권고하였다.
또 국무총리실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건의 결과도 영향을 미쳐, 2004년 3월 새로운 시스템
NEIS를 구축하는 정부방침이 발표되었다(신명호, 2006). NEIS의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을 묶
어서 초중학교는 15개 학교당 한대의 그룹서버, 고등학교는 개별학교별 단독 서버를 운영하
는 형태로 절충하여 우선 개발하였고, 이어 디지털 교육재정사업과 Home-Edu 민원 서비스를
별도로 개발하여 추가하였다(이옥화 외, 2007) ([그림 Ⅱ-1] 참조).

[그림 Ⅱ-1] NEIS 구성도 (교육인적자원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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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ISDI 성과평가 모델
지난 20여년간 정자정부 사업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평가 모델이 개발․적용되었다. 이
중에서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2005년부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포괄적인
전자정부 상과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각 부처별 대표적인 전자정부 사업에 적용하면서 계속
보완해 오고 있다. 송희준과 이옥화는 2007년도에 KISDI의 지원으로 KISDI 성과평가 모델을
NEIS 사업에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송희준, 이옥화, 2007). KISDI 성과평가 모델은 전
자정부 평가 모델로 많이 활용되는 미국 연방정부의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FEA)의 5개 구
성요소 중 최상위단위인 성과참조방법론(Performance Reference Model: PRM)에 토대를 두고 우
리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이다(정국환, 김혜정, 2007). KISDI 방법론은 정보화사업의 성
과평가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방법으로서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등 정보화평가를 위한 기존의
프로세스별 평가방식이 아닌 특정 사업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종합적인 성과를 포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KISDI 방법론의 강점은 미국 PRM에서 거의 간과한 조직관행과 문화가 정보화에 어떤 영
향을 미치고, 또한 정보화를 통하여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측정하는데 많은 통찰력을 부여한
다는 점이다. 이는 아직도 학술적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조직(구조, 관행, 문화 등) 요소와
정보기술요소 사이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정리된 입장을 제시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기 때
문이다. KISDI 평가방법과 미국 PRM 방법과의 차이를 <표 Ⅱ-1>에 비교하였다.
특히 KISDI 방법론에서는 정보화 성과창출을 정보기술 투자가 투입, 프로세스, 산출, 성과
로 연결되는 인과적 관계를 시차적 흐름으로 포착하려는 시차방법론을 제시되고 있다. 이것
은 사회적 요소(Social Factors)와 기술적 요소(Technical Factors)의 복잡하고 동태적인 상호작용
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보화투자의 성과를 가시적 경로(Line of Sight)로 표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동시에 KISDI 방법론은 정보화사업투자의 화폐적 가치 산출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
것은 종래의 투자수익율(ROI)이나 편익비용분석의 정보화투자효과 분석에 적용하려는 방법론
으로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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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KISDI 방법론과 미국 PRM 방법론의 비교
KISDI 방법론
측정그룹/지표(예시)
영역/부문

ㆍ효율성
ㆍ투명성

계층

업무
업무계층

ㆍ고객혜택
ㆍ서비스만족도
ㆍ생산성
ㆍ업무품질
ㆍ규정준수
ㆍ사업관리
ㆍ재무정보
ㆍ재무비용

고객

업무
관리

처리계층

재무

미국의 PRM방법론
평가지표(예시)
ㆍ대민 서비스
임무와
ㆍ서비스전달 지원
업무결과
ㆍ정부자원 관리
ㆍ고객편익
ㆍ서비스 범위
고객결과 ㆍ적시성과 반응성
ㆍ서비스 품질
ㆍ서비스 접근성
평가영역

ㆍ재무적
ㆍ생산성/효율성
프로세스와 ㆍ회전시간/적시성
활동
ㆍ품질
ㆍ보안/프라이버시
ㆍ관리 및 혁신

ㆍ시스템 품질
ㆍ재무적
ㆍ정보 품질
ㆍ품질
ㆍ시스템 활용도
정보기술
기술
ㆍ능률성ㆍ정보
ㆍ사용자 만족도
ㆍ신뢰성/활용성
ㆍ정보공유 및 공용
입력계층
ㆍ효과성
ㆍ정보화리더십
인적자원
인적자본
ㆍ사용자역량
ㆍ조직구조
기타
조직관행
ㆍ조직문화
고정자산
자료: US FEAPMO(2003), Performance Reference Model, ver. 1.0 ; 정국환 외(2006).

3. NEIS 성과평가 모델
KISDI 모델은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전자정부의 평가모형이므로, 교육적 환
경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조작적 수준에서 NEIS의 평가를 위한 모형으로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KISDI 전자정부 상과평가 모델은 투입(Input), 프로세스(Process), 업무(Business), 성과
(Performance)의 네 계층(layer)으로 분류되어 변인들을 개발하였다. NEIS 평가 모형을 위해
KISDI 평가 모델을 수정 보완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1).

1) 각 평가 항목 layer별 수정 보완 사항은 본 연구자의 선행연구로 구체적인 내용은 이옥화, 이화현, 나
재준(2008)의 연구를 참조하면 좋다.

- 86 -

KISDI 전자정부 성과평가 모델에 기반한 교직원 그룹 및 학부모의 NEIS 활용 인식 분석

가. 성과계층의 지표
KISDI 성과평가모형은 투입 중심적인 성과관리모형으로 볼 수 있다. 4개의 계층 중 성과
계층은 측정영역-부문-그룹-지표가 정의되지 않았고, 업무계층과 처리계층에는 측정영역이 없
으나, 투입계층에는 IT, 인력, 조직 등 3개의 측정영역이 있다. 따라서 KISDI 모형이 정보화
의 종합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모형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산출 및 성과)보다는 투입 중심으로 개발된 평가모형으로 보인다. KISDI 모형의 성과계층은
구체적인 측정영역과 부문 및 측정지표를 포함하지 않았으나, 정보화도 하나의 시스템
(system)이라면 성과관리는 그 자체로 피드백 활동으로 주요 평가 항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성과계층은 정보화사업을 통하여 얻은 사회적 파급효과(impact)를 포함하는 항목으로 NEIS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화사업의 성과계층을 구체화하려면, 첫째, NEIS가 다른 교육 정보화사업에 어떤 교훈
과 학습효과를 제공하는가, 둘째, NEIS는 교육정책의 방향과 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하는
가, 셋째, NEIS는 사회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 오는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업무계층의 성과 지표
KISDI 모형은 정부업무기능에 대한 분류체계를 수용하여 부처 간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 업무 지표로 구성되어있지만, 업무계층의 구체 지표내용을 살펴보면 고객 서비스
부문을 논외로 하고 업무부분에서는 업무효율성/효과성과 업무의 투명성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KISDI모형이 정부업무기능 분류체계를 수용하였으나, 그 활용을 위한 구체적 지표체
계 개발은 미흡하다. 업무계층을 프로세스 혁신을 통하여 성취하는 업무 결과로 정의하지 않
을 경우 업무계층은 처리계층과 크게 차별화되지 못한다.
따라서 정보화 사업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 결과물로써 특정 사업이나 서비
스, 고객 부문의 성과 지표 체계로서 업무결과와 대민 서비스 지표에는 효율성, 효과성, 투
명성 이외에도 민주성(참여와 상호소통), 책임성, 신뢰성 등 정부업무 프로세스 혁신의 기본
가치 및 이념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프로세스계층의 리스크 지표
정보화 프로세스에 정보화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모두 묶어 처리계
층에만 포함시키는 방법이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NEIS의 개발 역사가 갖는 특수성으
로 인해 사회적 위험요소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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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른 국가정보화사업 또는 전자정부사업과위험요소
관리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제1차 NEIS사업(2001.2-2002.12)이 종료된 직후부터 성적
등 일부 정보내용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에 직면하였다. 둘째, 이러
한 NEIS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도출된 새로운 전략을 수립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부
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리눅스 오픈 소스 프로그램(open source)를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오픈 소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정보보안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인정보 보호와
시스템의 보안문제, 이 두 가지는 정보화사업에서 위험관리 차원에서 취급할 필요를 제기하
였다.

라. 투입계층의 평가지표
KISDI 모형은 투입계층에 정보기술과 인력 이외에 조직관행과 문화를 중요한 요소로 포함
하고 있으나 NEIS에서 이의 인과관계 설정 및 조작적 정의에 문제가 있다. 첫째, 교육 관련
기관이라는 공유된 특성 속에서 공공부문, 시장부문, 공동체/네트워크부문의 조직관행과 문화
적 특성과 원리가 혼합되어 있을 것이다. 우선 관행과 문화의 차이를 보려면 대상조직의 범
위(scope)와 수준(level), 그리고 고객환경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조직의 범위를 공
공부문(정부관료제)과 민간부문(시장 및 시민사회) 분류 관점에서 보면, 교육과학기술부와 교
육청의 교육행정 공무원과 국공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이지만, 사립학교 교원은 원칙적으로 민
간인이다. 이는 NEIS의 주된 이용자가 공무원과 비공무원을 포함하는 복합체라는 것이다.
NEIS 이용조직은 정부관료제와 시장 기재가 그대로 작동하기보다 공동체/네트워크 기재가
혼재되어 있다.
둘째, 조직의 수준 관점에서도 NEIS의 대상조직은 복합적이다. 대상 조직이 최정점의 교육
과학기술부로부터 시도교육청 및 지방교육청을 거쳐 일선 학교에 연결되는 수직적 연계체계
를 구축하고 있고, 단위 학교 내에서도 교장 - 교감 - 주임(부장)교사 - 일반교사로 연결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행정은 수직적, 계급적 명령통제 관계보다는 수평적 준전문직업적, 동료 관
계(semi-professional peer group relations)의 특성이 강하다. 또 지방교육 자치로 인하여 교육과학
기술부와 교육청도 상당히 느슨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마. 수정 보완된 NEIS 성과평가 모델의 항목들
수정된 NEIS의 성과평가 모델을 각 계층별로 설명한다. 투입계층은 정보기술, 재정지원, 인
적자원, 조직 관행, 법제도의 5개 부문, 처리계층은 업무관리, 사업관리, 위험관리의 3개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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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계층은 업무결과와 고객만족의 2개 부문, 그리고 성과계층은 피드백과 파급효과 등 2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선정된 NEIS 성과 평가 모델은 투입계층에 60개(정보기술 17, 재정지원 4,
인적자원 14, 조직관행 16, 법제도 9), 프로세스계층 18개(업무관리 10, 위험관리 8), 업무계층
36개(업무결과 25, 고객만족 11), 성과계층 5개(피드백 3, 파급 2)의 총 119개의 항목으로 구
성된다. 이 중 설문지로 입력되어야 하는 항목은 95개로 압축된다(<표 Ⅱ-2>, <표 Ⅱ-3>,
<표 Ⅱ-4>참조) (조작적 수준의 내용은 이옥화, 이화현, 나재준 (2008) 연구 참조).
<표 Ⅱ-2> 성과 및 업무계층
계층

측정부문

측정그룹

측정지표에 대한 평가

성과점검과 평가 및 피드백, 교육정책 비전과 임무 반
영, 차기 정보화 학습효과 보강

성과계층
효율성/효과성
업무

투명성

업무계층
고객
만족

고객 혜택

성과계층의 효율성/생산성/효과성 지표와 중복
투명성 이외에 민주성(참여), 신뢰성, 책임성 등은 신공
공관리(NPM) 등 핵심 행정가치 및 이념으로서 업무결
과지표에 반드시 포함
시간과 비용절감, 고객요구사항 처리 포함

서비스 만족도 서비스 적시성과 정확성, 접근성, 통합성

<표 Ⅱ-3 > 프로세스계층
측정부문

업무
프로세스

사업
프로세스

측정그룹

측정지표에 대한 평가

생산성

효율성과의 중복 정리

효율성

생산성과 측정지표의 통합

업무대응

효율성/생산성 개념에 통합

업무품질

품질보증, 업무품질 평가로 축약

규정준수

입력계층(법제도)으로 통합

혁신활동

업무계층을 업무결과로 이전, 위험관리는 위험관리에 통합

지식관리

NEIS에는 지식관리 시스템이 없고, 다른 시스템으로 관리하므로
평가에서 제외

관리보안

처리계층(위험관리)에 포함

사업관리
재무
프로세스

재무정보

NEIS는 재무관리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삭제

예산 및 결산

NEIS는 재무관리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삭제

재무비용

입력계층(재정자원)에 포함

재무수익

NEIS의 사업대상이 아니므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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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투입계층
측정부문

IT

하부측정부문

측정그룹

시스템 구축
성과

시스템 품질

정보 시스템
서비스 품질

정보화 리더십
인적
자원

정보화 역량

IT 인식 수준

조직구조

정보 품질

데이터 및 정보 품질

시스템 활용도
사용자 만족도
정보공유 및 공용
보안 및 인증체계
정보화 리더십
CIO의 리더십
조직(원) 역량
사용자 역량
신기술 방법론 활용능력
유용성
용이성
계층성
집중성
공식성
전문성
표준화
업무 정보화
정보화조직 구축

조직
관행

조직 문화

정보화 비전

법제도

측정지표에 대한 평가

의사결정

정보공유 및
업무연계

제도 구축
관료주의
신뢰성
자율성
혁신성
책임성
조직목표 공유성
정보화 계획의 적정성
법제도 개선노력
민주성
상호성
적시성
품질
정보공유
업무연계

고객만족도 영역
Input Layer(조직관행)에 통합
Process Layer(보안관리)로 통합
정보화 리더십으로 통합
정보화 리더십으로 통합
정보화조직(원)역량으로 통합

정보화역량에 통합
집중성에 통합
분권성으로 명칭변경하고 계층성지표 통합

데이터 및 정보 품질로 통합
중복 지표로서 삭제
정보화조직구축은 조직구조 및 문화측정그룹
과 문제의 본질 및 특성이 다르므로, 법제도
측정영역으로 통합
독립된 법제도 영역으로 이전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로 대체
업무결과 측정영역으로 통합
업무결과 측정영역으로 통합
업무결과 측정영역으로 통합
정보화 법제도 측정영역으로 통합
정보화 법제도 측정영역으로 격상
Business Layer(업무결과)로 이전
Business Layer(민주성)로 이전
고객 만족도로 통합
삭제
부서간 의사소통과 업무협조로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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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2007년 9월 10일부터 9월 21일까지(12일간) 전국의 시․도교육청 및 지
역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초․중․고․특수학교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인적자원
부의 공문으로 인터넷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정보관리자, 교육행정직, 교원,
학부모의 그룹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및 16개 시도교육청의 NEIS
관리자로서 NEIS를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프로그램적으로 관리하는 정보관리자 그룹, ②
NEIS의 하위 시스템 중 교무업무시스템 영역을 제외한 일반 행정 업무 영역을 통괄하는 교
육행정직으로서 서기관, 장학관(사), 서기보, 주사(보) 등의 교육행정직 그룹, ③ NEIS의 하위
시스템 중 교무업무시스템 영역을 주로 담당하는 자로서 그 직급으로는 교장(감), 부장교사,
교사로 구성된 교원 그룹, ④ 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학부모로서 NEIS의
학부모서비스, 민원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부모 그룹으로 구성된다(<표 Ⅲ-1>).
<표 Ⅲ-1> 설문조사 대상자의 정의
구분

설문조사 대상

정보관리자

KERIS 및 16개 시․도교육청의 NEIS 관리자로서 NEIS를 업그레이드하거나 프로그램
적으로 관리하는 자

교육행정직

NEIS의 하위 시스템 중 교무업무시스템 영역을 제외한 일반 행정 업무영역을 통괄하
는 교육행정직원으로서 서기관, 장학관(사), 서기보, 주사(보) 등이 이에 해당됨

교원

NEIS의 하위 시스템 중 교무업무 시스템 영역을 주로 담당하는 자로서 직급으로는 교
장(감), 부장교사, 교사 등으로 구분

학부모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학부모로서 NEIS의 학부모서비스, 민원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설문조사 그룹별 조사대상자 표집은 정보 관리자와 교육행정직은 지역별 할당표집을 하였
고, 교원 및 학부모는 3단계 표집 과정(1단계: 지역별 학교 분포 비례 할당, 2단계: 지역별
학교 수 비례 학교 체계적 표집, 3단계: 학교별 최종 조사대상 교원 및 학부모 무선 표집)을
거쳐 표본을 추출하였다.
표집된 설문조사 대상 그룹별 표본의 수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정보관리자 130명, 교육행
정가 710명, 교원 2004명, 학부모 668명으로 총 3,512명이다(<표 Ⅲ-2>). 표본의 총대상인
3,512명중 응답자는 2,081명(59.3%)으로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응답자현황은 <표 Ⅲ-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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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교육정보화 성과분석 설문조사 설계
구 분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지역
표본

표본추출

조사방법

내 용
2007년 9월 10일～9월 21일
－ KERIS 및 전국 시․도교육청 정보관리자
－ 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 및 시․군 교육청 교육행정직
－ 각급 학교 교원 및 학부모(초․중․고․특수학교)
전국
3,512명
조사 대상
표집 방법
정보관리자
지역별 할당표집
교육행정직
지역별 할당표집
1단계: 지역별 학교 분포 비례 할당
교원 및
2단계: 지역별 학교 수 비례 학교 체계적 표집
학부모
3단계: 학교별 최종조사대상 교원과 학부모 무선표집
인터넷 설문

<표 Ⅲ-3> 교육정보화 성과분석 설문 응답자 특성

성별

연령

근무
년수

응 답
남(1)
여(2)
합 계
10세 미만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합 계
10년 미만
10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30년 미만
30년 이상～40년 미만
40년 이상
합 계

학부모
교원
교육행정직 정보관리자
70(19.9%) 794(55.1%) 118(62.8%)
64(62.7%)
281(80.1%) 646(44.9%)
70(37.2%)
38(37.3%)
351(100.0%) 1440(100.0%) 188(100.0%) 102(100.0%)
5(1.4%)
0(0%)
0(0%)
0(0%)
12(3.4%)
0(0%)
0(0%)
0(0%)
2(0.6%) 163(11.4%)
17(9.1%)
20(19.8%)
102(29.1%) 339(23.7%)
63(33.9%)
53(52.5%)
221(63.0%) 551(38.5%)
78(41.9%)
14(13.9%)
9(2.6%) 357(24.9%)
27(14.5%)
13(12.9%)
0(0%)
23(1.6%)
1(0.5%)
1(1.0%)
351(100.0%) 1433(100.0%) 186(100.0%) 101(100.0%)
－
292(27.8%)
27(18.4%)
42(59.2%)
－
284(27.0%)
69(46.9%)
18(25.4%)
－
343(32.6%)
41(27.9%)
7(9.9%)
－
130(12.4%)
10(6.8%)
4(5.6%)
－
2(0.2%)
0(0%)
0(0%)
－
1051(100.0%) 147(100.0%) 71(100.0%)

합계
1046(50.3%)
1035(49.7%)
2081(100.0%)
5(0.2%)
12(0.6%)
202(9.8%)
557(26.9%)
864(41.7%)
406(19.6%)
25(1.2%)
2071(100.0%)
361(28.4%)
371(29.2.%)
391(30.8%)
144(11.3%)
2(0.2%)
1269(100.0%)

설문지의 항목은 총 74개로 선택형과 자유 진술형으로 나뉜다2). 문항의 내용은 다음의 구
조도와 같다(<표 Ⅲ-4>).
2) 구체적인 설문지 문항은 본연구자의 선행연구를 참조할 것(이옥화, 이화현, 나재준(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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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설문지 문항 구조도
설문지 항목 내용

설문지 항목 번호

일반배경

별도번호

항목수

정보기술(시스템/데이터 품질, 시스템 활용도)

1-6

6

인적자원(정보관리자 역량, 사용자 역량)

7-16

10

조직관행(조직구조와 문화, 의사결정, 의사소통과 업무 협조)

17-30

14

법제도(정보화 법제도)

31-37

7

업무관리(생산성, 활용성, 업무품질)

38-43

6

위험관리(프라이버시 보호 및 정보 보안과 인증 체계)

44-49

6

업무결과(민주성, 효율/효과성, 신뢰성, 투명성, 책임성)

50-65

16

사용자만족(사용자 혜택, 서비스 만족도)

66-72

7

자유 진술

73-74

2

계

74

NEIS 성과평가 모델 중 교원들에게 설문지를 통해 얻어야 하는 개별 질문 중 교원, 교육
행정직, 정보관리자 등 세 집단에게 공통으로 물은 질문 문항만을 추출하여 상관관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투입, 프로세스, 업무계층별 변인간에 존재하는 인과관계를 구명하였
다. 세 집단에 공통된 질문 문항, 즉 성과지표로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수는 투입계층에
서 데이터와 정보품질(정보기술), IT 유용성 인식과 의사결정절차개선(조직관행), 법령절차 중
시(법제도), 프로세스계층에서 생산성 증가(업무관리), 개인정보 암호화수준(위험관리), 그리고
업무계층에서 시스템개발 목표 달성도(업무결과), 만족도(고객만족)이다. 이들 간의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교차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계층간 변인들의 인과 관계 분석
NEIS의 일차 사용자는 교원이고, 이들의 인식은 NEIS 평가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계층간
변인들의 인과관계는 교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문항수를 고려할 때,
지표 또는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 또는 인과관계를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너무 복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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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각 계층별로 상관계수가 높은 지표들을 추출하여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도출하
는 방식으로 인과 분석 모형을 단순화하였다. 투입계층에서 정보기술(데이터와 정보의 품질),
인적자원(사용자의 IT 유용성 인식), 조직관행(의사결정 절차개선), 법제도(법령절차의식), 프
로세스계층에서 업무관리(업무생산성 증가), 위험관리(개인정보암호화수준), 업무계층에서는
업무결과(시스템 개발목표 달성도)와 고객만족도(서비스 전반적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Ⅳ-1]).

[그림 Ⅳ－1] NEIS 평가 모델의 계층간 상관관계 (교원)

상관관계분석 결과에 따라 형성된 각 계층들의 지표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하
여 투입 지표를 독립변수로 하고 프로세스 지표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 회귀분석과, 프로세
스 지표를 독립변수로 하고 업무 지표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0.01% 유의수준에서, 입력계층의 데이터와 정보품질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처리계층의 업무의 생산성 증가와 개인정보 암호화 수준에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가
져오고, 이것은 다시 업무계층의 사업목표 달성도와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긍정
적인 인식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수의 값은 다르지만 사용자의 정보기술 유용
성에 대한 좋은 인식도 같은 인과경로를 통하여 프로세스와 업무결과에 좋은 방향으로 영향
을 미치고 있다. 조직관행 중 의사결정 절차 개선이나 법제도 중 법령 및 절차준수 의식도
같은 경로로 프로세스와 업무계층상에 선정된 지표들에 시차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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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변인들은 서로 정의(+) 관계를 보이나, 이 중 크게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개인
정보보호의 보호와 관련한 변인은 업무계층 변수에 부의(－) 관계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개인정보보호로 인해 의사소통 원활화(-.10), 개인정보보호인식이 고객직원간 의사소통 활성화(-.11), 사업목표달성도(-.06), 직원-부서간 신뢰도 증가(-.06)을 보였다.
NEIS를 활용하는 사용자들은 NEIS의 통합 업무 처리는 시간과 경비를 아끼고, 정확성을 높
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시간과 경비의 절감, 업무의 정확성 향상은 업무의 결과에 긍정적
인 효과를 가져 오고, 이로 인해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변인들간의 관계가 수치상 높게 나오지 않은 것은 아직 NEIS의 활용이 초기 단계인지
라, 데이터를 수집하던 시점에서 1년 반의 NEIS의 활용 경험이 어떤 영향을 체험하였다고
보고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

[그림 Ⅳ-2] 계층간 회귀분석 (교원)

2. NEIS 사용자 그룹간의 인식 차이
NEIS 사용자 그룹간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동일한 설문에 대한 학부모집단, 교
원, 교육행정직, 정보관리자 등 네 집단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네 집단 간에 공통의 질문인
투입계층에서 9개(학부모 포함은 한 개 항목), 프로세스계층에서 4개(학부모 불참은 1개 항
목), 업무계층에서는 11개 항목(학부모 불참은 4개 항목), 총 24개의 항목을 사용하여 그룹간
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각 항목은 5점 만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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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분석 결과, 각 계층별 NEIS의 성과 지표들에 대하여 정보 관리자, 교육행정직, 교원
의 순서로 높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학부모의 경우 동일한 질문에 답할 기회가
많지 않았으나 교원보다 높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표 Ⅳ-1, Ⅳ-2, Ⅳ-3>). 교원은 특히
전반적으로 낮은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낮은 반응은 NEIS의 기대성과에 대하여 교원들이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함을 반영
하는 것이다. 반면 정보 관리자들의 높은 인식은 이들 중 일부는 시스템 개발 과정에 의견
제시 등의 방법으로 참여하였고, 현재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NEIS가 창출하는 성과를
인식하기 용이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 보인다. 즉 NEIS의 성과에 대하여 교원들은 상대적으
로 사회적 맥락에 따라 인식하고 있고, 정보 관리자들은 기술 종속적 관점에서 정보기술 도
입에 전향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특히 처리계층에서의 차이는 두드러져(<표 Ⅳ-2>) 일반 교
사들은 일하는 방식이나 그로 인한 조직의 문화 변화를 다른 그룹에 비해 더 긍정적으로 인
식하지 않고 있다 보여 진다. 예를 들면, NEIS의 도입이 조직의 관행과 문화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정보 관리자들은 크게 인식하는 반면, 교원들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다. 이것
은 교원들이 NEIS의 진정한 성과를 인식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시
차적 관점에서 정보기술 투자성과는 정보 관리자에게는 단기적, 유형적, 가시적으로 인식되는
반면, 교원에게는 장기적, 무형적, 비가시적 형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표 Ⅳ-1> 투입계층에서의 NEIS 사용자 집단간의 반응 (편차)
변수

데이터․정보 품질에 대한 만족
조직구조의 공식성(표준화): 온․
오프라인 업무분장 일치
조직의 문화: 업무처리 절차 중시
업무 의사결정 소요시간 감소
의사결정의 품질향상
직원․부서 간 의사소통 활성화
타 부서와의 원활한 업무협조
정보화 법령 및 절차에 대한 인식
정보화 법령 및 절차의 준수
평균값

학부모
3.670
(0.935)

교원
3.533
(0.959)
3.497
(0.998)
3.398
(0.967)
3.258
(1.019)
3.279
(0.980)
2.867
(0.999)
2.932
(1.001)
3.175
(1.053)
3.515
(1.036)
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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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직 정보관리자
3.617
3.804
(1.056)
(0.912)
3.654
3.784
(1.004)
(1.040)
3.537
3.824
(0.861)
(0.883)
3.484
3.775
(1.072)
(1.024)
3.516
3.833
(0.978)
(0.934)
3.207
3.569
(1.000)
(0.970)
3.165
3.441
(0.964)
(1.140)
3.489
3.941
(0.868)
(0.830)
3.649
4.118
(0.874)
(0.787)
3.480
3.788

합계평균
3.577
(0.964)
3.531
(1.004)
3.438
(0.957)
3.313
(1.033)
3.337
(0.987)
2.946
(1.014)
2.987
(1.104)
3.254
(1.041)
3.565
(1.016)
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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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계층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나온 인식은 부서간의 소통에 관한 항목이다. NEIS가 부서
간의 직원간의 의사소통에는 기여를 많이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표준화나 법
제화에는 비교적 높은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2> 프로세스계층에서의 NEIS 사용자 집단간의 반응 (편차)
변수

개인정보보호정책 반영

학부모

교원

3.843
(0.954)

높은 개인정보 암호화 수준

교육행정직

정보관리자

합계평균

3.621
(0.952)

4.128
(0.922)

4.304
(0.952)

3.738
(0.970)

3.743
(1.006)

4.186
(0.897)

4.284
(0.813)

3.823
(1.000)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4.573
(0.817)

4.394
(0.927)

4.575
(0.769)

4.618
(0.690)

4.452
(0.889)

낮은 개인정보 오남용 가능성

3.519
(1.087)

3.342
(1.031)

3.798
(1.105)

4.167
(0.966)

3.454
(1.065)

3.978

3.775

4.172

4.323

3.867

평균값

사용자들은 처리계층에서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고 있고, 특히 NEIS 개발 중에
보였던 엄청난 사회적 파장 때문인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인식이 다른 항목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4.4) (<표 Ⅳ-2> 참조). 업무계층에 관한 인식이 대체로 긍정적인데, 특히 행정직 및
정보관리자 집단에서 시간단축, 업무의 정확성, 정보의 적시 제공, 권한 내 접근용이, 전반적
인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인식이 특히 높았다(<표 Ⅳ-3>).
모든 계층에서 평균이상의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는데 프로세스계층, 업무계층, 그리
고 투입계층 순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계층별 반응 중 투입계층에서 보인 사용
자의 평균 점수가 3.3인 것에 비해 프로세스계층에서는 3.8, 업무계층에서는 3.4로 나타났다.
즉 NEIS 사용자 그룹은 교육행정 정보화의 혜택을 프로세스계층에서 가장 많이 느끼고 있다
는 것이다. 업무계층에서의 혜택을 느끼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흘러 조직의 문화나 관행의
변화를 피부로 느껴야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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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업무계층에서의 교원 집단간의 반응 (편차)
구분

고객과 직원간 의사소통 활성화

학부모
3.282
(1.041)

업무처리에 드는 비용 절감
업무처리 소요시간 단축

3.661
(0.995)

업무처리의 정확성
설정된 시스템 개발목표 달성

3.484
(1.014)

직원간․부서간 신뢰관계 형성
NEIS 서비스의 적시 제공
서비스의 정확성

3.578
(0988)
3.590
(0.955)

권한내 서비스에 접근 용이
통합서비스 제공 정도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평균값

3.536
(0.989)
3.630
(0.950)
3.537

교원
2.738
(0.980)
3.151
(0.972)
3.328
(1.043)
3.583
(0.974)
3.165
(0.943)
3.020
(0.929)
3.383
(0.967)
3.408
(0.950)
3.653
(0.900)
3.451
(0.921)
3.391
(0.935)
3.297

교육행정직
3.245
(0.950)
3.601
(0.979)
3.723
(0.980)
3.840
(0.863)
3.622
(0.926)
3.468
(0.961)
3.803
(0.913)
3.803
(0.913)
3.984
(0.910)
3.580
(0.981)
3.718
(0.997)
3.672

정보관리자
3.578
(0.979)
3.853
(0.969)
4.059
(0.899)
4.039
(0.911)
3.931
(1.037)
3.677
(0.946)
4.020
(0.815)
3.922
(0.875)
4.206
(0.762)
3.922
(1.002)
4.098
(0.839)
3.937

합계
2.914
(1.023)
3.242
(0.994)
3.456
(1.043)
3.638
(0.967)
3.298
(0.982)
3.108
(0.954)
3.485
(0.973)
3.499
(0.962)
3.721
(0.907)
3.500
(0.946)
3.495
(0.956)
3.396

기술혁신 확산 모형에 의하면(Rogers, 2003), 확산 과정은 시차를 두고 S자의 형태를 이룬
다고 한다. Rogers의 확산이론에 의하면 초기에 2.5% 정도에 의한 혁신가들에 의해 시작되고
이어 13.5% 정도의 초기 수용자가 생기며 느린 성장을 하게 된다. 이후 혁신은 34% 정도가
참여하는 다수의 느린 성장 후 34% 정도의 후기 다수자에 의해 빠른 성장이 이루어지다가
16% 정도의 최후 수용자가 수용하게 되는 고원단계에 이르면 확산이 마감된다. 이러한 확산
단계는 지식 단계, 설득 단계, 결정 단계, 실현 단계, 수용 단계에 이른다고 본다. 확산은 상
대적 유익성, 복잡성, 사용가능성, 부합성, 관찰성과 같이 여러 가지 속성에 의해 이루어진다
(Rogers, 2003). 이는 NEIS 사용자 그룹간의 인식에 관한 시차를 설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정보 관리자 집단은 가장 수용 정도가 크게 나타나 평가 모델의 계층별로 고르게 다 적극
적인 양상을 보인다. 이에 비해 교육행정가, 그리고 교원 그룹의 순으로 NEIS 수용에 관한
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학부모의 경우 NEIS 사용으로 인한 상대적인 유익성이 확연하다. 이전에 학교를 직접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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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하여 학생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온라인상에서 클릭 하나로 알 수 있
게 되었다. 또 시스템의 통합으로 인해 사용이 간편한 일괄서비스(One Stop Service)가 지원되
어 확산이 쉽게 수용되는 그룹이 된다.
교원들은 학생 교무 및 학교 자원 관리 자료 처리를 위한 시간과 노력이 많이 향상되었
다. 그러나 학부모보다 복잡한 시스템의 기능을 사용해야 하는데, 가끔 사용하는 시스템의
사용이 복잡하고 이에 비해 얻는 유익성이 그다지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NEIS를 관리하고 매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교육행정직들의 경우 잦은 사용
으로 NEIS 사용법에 능통하게 되고 NEIS 사용으로 인한 업무 경감을 확연히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에게 상대적 유익성은 매우 높고, 업무와의 부합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시스템
관리자들은 NEIS가 도입되어 만들어진 새로운 직종이므로 이전과 비교할 근거가 없으나 이
들은 NEIS 도입에 깊게 개입하여 주인의식을 가지게 된다.
NEIS 사용의 대다수를 점하는 교원들이 NEIS 사용에 관하여 다른 사용자 그룹보다 NEIS
수용에 덜 적극적인 것은 다음의 이유라고 추정된다. 교원들에게 NEIS 사용법은 가끔 사용
하는 시스템인데 비해 통찰적이지 못하다. NEIS의 사용의 빈도는 매일 일어나는 것이 아니
라 업무가 발생할 경우에만 일어나, 학기말에 주로 사용이 대폭 증가한다. 이런 정도의 사용
빈도로는 NEIS의 복잡한 사용법을 익히는데 충분치 않다. 사용법을 익히는데 드는 투자에
비해 그 효과가 높지 않다고 본다. 또 NEIS 사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교원의 업무는 교
사 업무의 아주 적은 부분에 해당되는 일이다. 따라서 교원들은 NEIS 활용으로 자신들의 업
무 경감에 효과가 있다고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NEIS에서 다루는 데이터의 성격에도 기인한다. 교원들은 NEIS에 초기 데이터를 입력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들에게는 데이터의 처리가 목적이기보다는 자료 기록이 더 중요한
목적이다. 교원들에게 NEIS에서 다루는 데이터는 기록 보존의 의미가 큰 자료이다. 그러나
교육행정직들은 입력된 원자료들을 이용하여 자료처리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교육행정
직 업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일이다. 교육행정직들은 NEIS를 활용하여 업무 경감에 많
은 혜택을 보고 있다. 따라서 원 자료를 만들어 입력해야 하는 교원들보다 자료를 처리해야
하는 일반 행정직은 NEIS의 효과를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그룹간에 NEIS
를 인식하는 인식에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 보여 진다. NEIS 사용이 2006년도 3월에 본
격적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시스템임을 감안하면, NEIS 수용은 단기간내에 긍정적으로 잘 이
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NEIS 사용자 그룹간의 목적과 효용성의 인식 차이 때
문에 긍정적 수용을 위한 인식의 차이를 단기간내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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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NEIS 활용에 관한 확산을 위한 전략 제시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NEIS 성과평가 모델의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또 NEIS 이용 당사자를 학부모, 교원, 교육행정직원, 정
보관리자 등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간의 활용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NEIS의 평가 계층상의 대부분의 변인들은 서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개인정보
보호인식은 업무계층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NEIS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개인정보보호는 직원들간에 정보 공유나 신뢰도가 낮추고, 정보처리
비용과 시간의 증가 및 고객과 직원간의 의사 소통에 제한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는 기대했던 바로, 정보보호와 정보 소통은 서로 상반된 목적을 가진다. 따라서 개인정보보
호에 관하여 그 수위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서로 모순인 둘 간의 관계 설정을 하는 것이 필
요하겠다. 개인정보보호가 지나치게 되면 자칫 사용상의 불편을 초래하여 NEIS 사용을 저지
하게 되는 요소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평가모델의 변인중 인식의 수준이 높은 변인은
정책.법제, 법령 지원이다. 공무원 조직은 모든 활동이 정책과 법에 따라 일괄적으로 정보활
동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NEIS의 대부분의 사용자는 법과 정책에 의해 지원을 받으며 NEIS
를 사용하고 있어 일견 NEIS의 확산이 단 시간 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그룹 간 차이를 살펴보면, 이들 사이에 수용의 단계에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NEIS의 활용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법적 정책적 제도의 확립으로 나타났
다. 향후 전자 정부의 정보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그 어느 요소보다 정책.법제, 법령의
지원을 먼저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집단간에 NEIS 활용에 관한 명확한 인식의 차이도 나타났다. 학부모, 교원, 교육행정가, 정
보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 및 분포에서 집단간에 통계
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한 차이는 NEIS의 긍정적 성과에 대하여 교원이 상
대적으로 낮은 반응을 보이는 반면, 정보 관리자는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학부
모가 교원보다 NEIS 서비스의 성과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많다. 이와
같은 교원의 상대적으로 낮은 반응과 시스템관리자의 높은 반응은 일견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집단간 반응의 차이로부터 KISDI 방법론의 시차적 접근방
법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첫째, 교원의 낮은 반응은 내부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NEIS의 최종이용자로서 기술혁신 및
확산의 마지막 단계에 위치한 특성으로부터 나타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즉 정보 관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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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R/ISP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그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효
과를 먼저 체감할 수 있으나, 교원은 그러한 체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NEIS 활용에 대한 교육훈련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활용도도 학기말에 폭주하는 사용주
기로 인하여 그 편의성을 잘 인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점에서 NEIS의 성과에 대한
인식은 정보 관리자－교육행정가－교원의 순서로 순차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간의 시차적 적용단계가 다름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는 지원도 달라져야 할 것
이다. 교원이 가장 많은 사용자가 있는 그룹이나 활성화가 가장 늦은 그룹이다.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NEIS의 적극적인 이용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아날로그적 지원 프로그램(전화서비스나 동료 지원 커뮤니티 등)과 다양한
인센티브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NEIS의 조직관행과 문화는 사립학교와 공무원이 다양하게 포함되는 느슨한 조직으로 볼
수 있다. NEIS 관련 조직관행과 문화는 관료 조직적 관점보다는 거버넌스적 관점으로 접근
할 필요가 있다. 즉, 조직관행이 교육기관의 상부 관료조직의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가 아
니라 학교 현장의 조직원들인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거버넌스적 문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조직요소, 특히 조직문화를 측정하도록 제시된 많은 KISDI 지표들은 교육
행정조직 내부는 물론 외부고객과의 관계(intra-and inter-organizational relationship)를 구성하는
공공 가치나 행정 이념의 변화를 사용자간에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직의 신뢰성, 자율
성, 책임성, 혁신성과 의사결정적 특성의 민주성(참여)은 중요한 장기적 조직 문화의 업무 결
과로 인식해야 한다(송희준, 이옥화, 2007).
둘째, 교원집단 내에서도 NEIS의 성과는 프로세스, 투입, 투입 계층 순으로 나타난다. 교원
집단도 정보기술이나 인력, 재정 등 투입요소의 성과는 단기적, 유형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
나, 민주성(참여), 책임성, 신뢰성 등 업무결과 지표들의 성과는 중장기적, 무형적으로 인식하
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데이터와 정보의 품질, 시스템의 장애 등에 대한 인식은
즉각적이고 현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조직 내에 신뢰구조나 구성원의 책임성의 제고
등에 대한 인식은 한참 뒤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 특히 조직관행과 문화의 변화는 투입요소
로서보다는 오히려 프로세스, 업무결과 등 이후에 변화할 가능성도 크다. 즉 BPR/ISP를 통하
여 법․제도적으로 도입되는 조직혁신조치들을 제외하고, 조직관행이나 문화가 변화하는 것
은 느리고 비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조직관행과 문화의 변화가 시차를 두고
최종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에 이와 같은 효과를 보기위해서는 정보화를 어떤 관점에서 받아
들이는지 관점을 정해야 할 것이다. 정보기술, 인력, 조직, 그리고 법제도 사이에는 명확한
인과적 선후 관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이론들이 혼재해 있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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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면, 정보기술과 조직구조 사이의 관계는 정보기술 도입(공급)이 조직을 변화시킨다는 기술
결정론(technological determinism), 조직의 필요성(수요)이 조직변화와 정보기술 도입을 가져온
다고 주장하는 조직수요론(organizational imperative), 정보기술과 조직구조 사이의 관계에 초점
을 두는 상호작용론(interactionist) 등이 존재한다(Crowston and Malone, 1994:254 ; Sampler,
1996:9 ; Markus and Robey, 1988). 이러한 다양한 관점중 NEIS는 어떤 관점으로 활착되어야
하는지에 따라 정보화의 활착을 위한 전략을 다르게 선택해야 할 것이다. 관점의 선택에 따
라 NEIS 확산 속도나 소요 요소에 관한 교사그룹간의 인식의 차이, 관점의 정립과 현상에
대한 이해가 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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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rception Analysis of Groups of Teaching Staff and Parents for NEIS
Application Based on KISDI e-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Lee, Okhwa (hungbu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as the representative comprehensive national
e-Government system for the education sector, has been deployed in educational administrative
institutes and schools at the national level after serious social dispute over individu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ssue raised by teachers union group. Teacher groups' participation can make a big
influence in achieving the goals of NEIS. Based on KISDI evaluation model, four NEIS user groups
of 3512, parents, teachers, educational administrators, information experts were asked to fill survey
and respond to the interviews. Variables from each layer showed positive causal effects except the
individual information protection negative to the process time and cost. In general, information
expert, educational administrators, parents, and teachers show their positive perception in that order.
Strategies based on the resolution diffusion model should apply differently to each group.
Key words : NEIS, evaluation model, e-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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