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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자료포락분석과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해 효율적 지방교육재정 예측모형을 개발한다. 지
방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지방교육재정은 효율적인
지출이 필요하며, 비효율적 지출의 차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지방교육의 재정 지출
효율여부를 예측한다. 재정지출 효율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교육청
을 도출한다. 그 뒤 효율적 교육청과 비효율적인 교육청의 재정변수를 데이터 마이닝 분석을 실시하
며, 어떤 재정운용양식을 가진 교육청이 효율적인지 예측한다. 데이터 마이닝 분석 중 의사결정나무,
로지스틱 회귀분석, 서포트 벡터 머신, 인공신경망 방식으로 분석하였으며, 의사결정나무가 가장 높은
예측력을 보였다. 분석결과, 6개의 변수를 통해 효율적인 지방교육청을 예측할 수 있었다. 교육재정
효율예측모형을 통해 효율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용이 가능할 것이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을 타
분야에서도 적용가능 할 것이다.
핵심어 :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자료포락분석, 데이터마이닝

Abstract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method for predicting efficient local education finance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and data mining. Local education finance plays an important role in local
development and national development. Therefore, local education financing requires efficient expenditure,
and ineffective spending needs to be blocked. Therefore, this study predicts the efficiency of financial
expenditure of each local education. In order to predict the efficient financial management technique, this
study uses data envelopment analysis to analyze an effective education office and data mining to analyze
the financial management style of efficient local education office. Decision tree among four data mining
techniques showed the highest prediction power.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ix financial variables were
able to predict efficient local education offices. It will be possible to operate the local education finances
efficiently through the revealed management style, and the method will be applicable in other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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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방교육재정이란 지방 경쟁력 증진을 위한 교육투자 재원이다[1]. 성공적인 지방교육은 개인이
지식, 노하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나아가 국
가 및 사회 발달의 기초가 된다[2][3]. 즉,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한 교육 서비스 전달 기능뿐만 아니
라, 지역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제발전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2]. 지방교육재정은 국민의 복
리 증진을 위해 지출·운영되는 재원이며, 따라서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는 우리나라 교육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지방재정운용 및 국가 경쟁력 증진과 직결된다[3].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필요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 중앙 정부는 급속도로 변화
하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가 야기하는 모든 문제에 대응할 수 없다[4]. 중앙정부에서 모든 문제에
대응할 수 없기에, 지방행정기관이 즉각적이며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시스템의 구축을 갖추길 원하
고 있다[5]. 둘째, 지역 내 유능한 인적자원의 개발과 지역민의 기초학력 상승을 위해서는 지속적
투자가 동반된 교육이 필요하나[6], 정부의 자원은 제한적이다. 제한적인 자원의 확장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나,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 및 국내 조세저항의 심화, 그리고 증세가 국내 경제 환경
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지출적인 측면에서 재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
따라서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
다. 행정·재정 측면에 맞춰, 시·도교육청 본청 및 지역교육청, 단위학교에 대한 효율적 조직 및 재
정 재설계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7]. 이러한 기조에 맞춰, 시·도 교육청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6][8][9], 효율적인 지방교육청과 비효율적인 지방교육청을 예
측하는 연구는 부족하다. 효율적 또는 비효율적 지방교육청을 예측할 수 있다면, 효율적인 지방교
육청 분석을 통해 비효율적인 지방교육청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효율적인 교육청
에 대한 개선 실시를 통해 부족한 지방교육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예측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
해

먼저

지방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시·도교육청을

자료포락분석(DEA;

Data

Envelopment Analysis)기법을 이용하여 도출한다. 도출된 효율적 교육청을 바탕으로, 데이터 마이
닝 기법을 이용하여 효율·비효율 교육청의 재정운용양식을 분석한다. 분석을 바탕으로 비효율적인
교육청을 예측하여 지침제공을 통해 비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지출을 차단하고자 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실시된다. 첫째,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투입요소
와 산출요소를 설정하여 효율적인 교육청을 판별한다. 둘째, 여러 변수를 이용한 데이터 마이닝 분
석을 통해, 효율적 또는 비효율적인 지방교육청을 예측한다. 이와 같은 지방교육재정의 운영 및 지
출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지방교육재정의 재정적 가치 창출방안을 마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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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모형을 개발한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Ⅱ. 이론적 배경
2.1 지방교육재정 효율성에 대한 연구
교육 분야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표 1>과 같이 교육 분
야의 재정지출효율성을 연구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각 학교와 기관을 대상으로 효율성에 대한 평가
가 이루어져 왔다. <표 1>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 시·도 교육청의 효율성 평가를 실시하여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증대시
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표 1] 교육 효율성 기존 연구
[Table 1] Existing research for educational efficiency

연구자

분석대상

[10]

충청지역 일반계
상업계고(63개)

[11]

서울시 고등학교
(195개교)

[12]

서울시 고등학교
(195개교)

[13]
[5]
[6]

전국 중학교
(150개교)
충북 고등학교
(42개교)
시·도
지역교육청(16개)

투입변수
학급당 학생 수, 교사평균 경력,
석사이상 교원비율, 자격시수율,
학생당 수익사업비
학급당 학생 수 , 교사 경력, 교사
학력, 학생당 부지, 학생당 복리비
학급당 학생 수, 교사평균경력, 17년
이상 교사비율, 학생당 부지, 학생당
복리비
학생당 교원 수, 교사 학력, 학생 이전
성취도, 가구소득, 교수학습 활동비
1급 정교사 비율, 학생100명당 교원
수, 학생당 교육비

산출변수

학업성취도(국, 영, 수),
학교만족도(학부모, 교사, 학생)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

직원 수, 예산

학생 수, 학교 수, 교원 수

학생100명당 교원 수, 교사1인당
주당 수업시간 수, 학생 과거 성취도,
가정 배경, 학생1인당 총 세출
주당 수업시간 수, 주당 비수업 시간
수, 교사경력, 교사학력 허가수준,
부모교육수준

비정규직 교사 비율,
총세출대비 교수학습활동비 비율,
총세출대비 장학금 비율
진학자수, 졸업생수,
수학시험보충점수,
수학시험부과점수

4년제 대학진학률,
정서성과
4년제 대학진학률
4년제 대학진학률

[14]

전국 일반고등학교
(1490개)

[15]

핀란드 상급
중등학교(450개교)

[16]

영국 중등학교
(2657개교)

교원자격증 소지, 사회경제적 배경

GCSE 시험점수, 출석률

[17]

독일 공립대학

관리비, 직원 수, 교육관련 예산

SSCI급 논문 수, SCI급 논문 수,
AHI급 논문 수

Private
educational
설비, 고정자산, 운영비
institution(30개)
1인당 전체 예산, 1인당 장비예산,
중국 상하이
[9]
구교육청(17개)
학생/선생 비율
자료 : 본 표는 나민주 외[14]의 표를 확장시킴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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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학생 수, 연당 졸업자 수, 총
수입
학급당 할당량, 학교당 할당량,

 당 학생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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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과 데이터마이닝 결합 연구
자료포락분석이란 선형계획법의 일종이며, 활용이 용이하고 해결책을 얻기 용이하다는 장점으로
조직의 성과평가를 위한 방법으로 국내외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분석방법이다. 자료포락분석은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동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효과적인 업무추진 방법의 예를 제시함
으로써 정부 및 기업 서비스 제공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유용하게 활용한다. 데이터마이닝은 과거
나 현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예측을 통해 의사결정에 도움을 제공한다. 효율성을 예측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은 두 가지 기법을 결합하여 사용해왔다. 특히, 기존의 자료포락분석과 데이터
마이닝 결합연구는 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많이 실시되었다[19-21]. 자료포락분석과 데이터 마이
닝 결합 연구는 데이터를 분석한 후 결과를 도출하는 실증적 연구뿐만 아니라, 효율성 예측 모델
을 제공하는 연구로도 실시되었다[21-24]. 본 연구에서는 자료포락분석과 데이터 마이닝을 결합하
여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요인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자료포락분석으로 분석된 효율적인 교육청을 데이터마이닝 분석을 통해 예측 및 판
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도구로는 교육청 효율성 분석을 위해 EMS ver1.3을 사용하고, 데
이터마이닝을 위해 Weka 3.711을 사용한다. 본 연구는 예비분석단계, 효율성 분석단계, 데이터 마
이닝 분석단계, 모델 비교 및 평가의 네 단계로 구성된다. 연구 모형은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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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여러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주제선정 후,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효율적인 시·도 교육
청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www.eduinfo.go.kr/)에 공시되어있는 2013년
부터 2014년까지 모든 교육청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공시데이터를 이용하여 변수의 신뢰도
를 상승시켰다. 데이터 중 각 교육청 별로 분류가 되어있는 데이터를 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서 자료포락분석과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분석을 위해 사용한 변수는 <표 2>와 같다.
[표 2] 변수정의
[Table 2] Definition of variable

분류
주요
교육
활동
지원

변수
교육과정
창의인성 및
특색교육

정의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습자료 개발 등을 위한 투자액 비중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한 투자액 비중

특수교육

특수학급 운영 및 특수교육대상자 교수학습활동 지원 등을 위한 투자액 비중

외국어교육

원어민교사 지원, 영어체험교실 운영 등 외국어 교육을 위한 투자액 비중

특성화고
교육

특성화고 교육과정 내실화, 마이스터고 운영, 취업역량 강화 지원 등을
위한 투자액 비중

무상급식

무상급식

학기 중 무상급식지원을 위한 지원액 비중

누리과정

누리과정

누리과정 세출대비 비중

방과후 학교

방과후 학교

방과후 학교 지원 투자액 비중
운영비 비중

공립학교
지원금
(4개변수)

목적사업비 비중
인건비 비중
학교환경개선사업비 비중

학교지원경비

인건비재정결함보조 비중
사립학교
지원금
(4개변수)

목적사업비 비중
운영비재정결함보조 비중
사립학교시설지원 비중

학교
교육
여건
개선

학생수용시설

안전예산

안전예산

교육환경
개선시설
학교일반시설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등 시설확충을 위한 투자액 비중
학교 화장실 개선, 노후 창호 교체, 냉난방 시설 등 안전하교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액 비중
학교 다목적강당, 기숙사, 특별교실 등 확충을 위한 투자액 비중
교육환경개선, 안전교육, 안전관련 사업 등에 투자하는 예산
중앙정부이전수입 비중

지방
교육
재정

지방자치단체이전 수입 비중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자체수입 비중
지방교육채 비중

추이

기타 비중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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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비 비중
이전지출 비중
자본지출 비중
상환지출 비중
전출금 등 비중
예비비 및 기타 비중

특별회계
세출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사회적 기업을 도출하기 위해 자료포락분석모델을 사용하였으며, 각 교
육청별 예산의 차등이 있기에 VSR를 반영한 BCC모형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BCC 모형의
식은 수식 (1)과 같다.


Max  

 


    



S·T

 




 





    


 



 

≤     
(1)

   ≤    
   ≤    
  산출물 의 벡터   투입물 의 벡터
  산출물 의 가중치   투입물 의 가중치
     
           
 ≥ 
  아주 작은 양수

3.2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마이닝은 과거나 현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을 제공하
는 분석방법이다[29]. 데이터마이닝의 세부적인 분석기법은 의사결정나무(DT; Decision Tree), 로지
스틱 회귀분석(LR; Logisitic Regression), 서포트 벡터 머신(SVM; Suppot Vector Machine), 그리고
인공신경망(NN; Neural Network)이 있다[30].
의사결정나무(DT)는 가지구조로 되어있는 모형을 말한다. 모형의 가지들은 규칙과 수직적 구조
의 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31], IF-Then 규칙을 이용하여 시각화를 통해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하
다는 장점이 있다[32].
로지스틱 회귀분석(LR)은 가장 많이 쓰이는 데이터마이닝 기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비선형 로지스틱 변환 모델과 종속변수의 발생 확률을 추정할 수 있다. 확률은 수식 (2)와 같은 공
식으로 나타난다.



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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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포트 벡터 머신(SVM)은 감독자 학습방법(Supervised learning)을 통해 여유 거리를 최대화 하
는 초평면(hyperplane)을 구성 후 데이터를 분류하는 방법이며, 많은 분야에서 기존 데이터 마이닝
모델보다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33][34].
인공 신경망(NN)은 상호 연결된 뉴런(신경단위)을 사용하여 입력되는 정보를 처리하는 기법이다

[35][36]. 인공 신경망은 단계별 알고리즘이나 복잡한 논리적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책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비알고리즘적이고 비구조적인 형태로 망 속의 뉴런들을 연결하는 가중치를 조정함으
로써 해결책에 도달한다[37]. 기본적으로 H=0의 값을 가지는 인공 신경망모델은 로지스틱 회귀분
석모델에 해당하며, 높은 H값의 인공 신경망모델의 경우 비선형관계를 학습한다[32]. 인공 신경망
의 중요한 두 가지 장점은 정규분포를 이루어야한다는 기본제약이 없다는 점과 복잡하고 비선형적
인 패턴을 통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점이다[35][38]. 인공 신경망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구조는
다중 인식(Multiple Perception)이며[39], 본 연구 또한 다중 인식을 사용하였다.

3.3 모델 평가
데이터마이닝은 의사결정나무, 로지스틱 회귀분석, 서포트 벡터 머신 그리고 인공 신경망과 같
이 다양한 분석기법이 존재한다. 따라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석할 때, 4가지 분석기법
중 가장 적합한 기법을 선별하여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4가지 분석기법 중 주어진
연구 설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기법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민감도(Sensitivity), 특이도

(Specificity), 정확도(Correctness Accuracy), 기하평균 그리고 AUC(Area Under the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었다[40][41][42]43].
민감도, 특이도, 정확도를 통해 분석기법을 평가를 할 때, 보통 예측을 ‘참’으로 설정한다. 실제
분석결과가 참으로 나올 경우 TP(True Positive)가 도출된다. 반대로 실제결과가 거짓으로 나올 경
우에는 FP(False Positive)가 도출된다. 만약, 예측을 거짓으로 하였으나 실제결과가 참으로 나올 경
우에는 FN(False Negative)을 얻게 되며, 실제결과가 거짓으로 나올 경우 TN(True Negative)이 도
출된다. 위를 바탕으로 민감도와 특이도, 정확도의 식을 정리해보면 수식(3)과 같다.

민감도(Sensitivity) = 
  

특이도(Specificity) = 
  
  
정확도(Correctness Accuracy) = 
      

(3)

민감도와 특이도의 경우, 데이터에 개수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특징이 있으며, 정확도는 예
측과 실제 결과의 정도가 얼마나 밀접한지를 보여주며, 개수의 영향을 상쇄시킨다[41]. 따라서 정
확도를 통해 기법에 대한 평가가 가장 우수하다. 기하평균 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기하평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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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최근의 많은 연구에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평가하기 위해 많이 쓰이고 있다[40][43]. 5번
째 방법은 AUC는 ROC 곡선 아래 면적을 고려한 것이며 모델의 민감도와 특이도의 균형을 나타
낸다. 그래프에서 x축은 FP 비율이며, y축은 TP 비율이다. ROC curve는 그래프가 y축에 편향될수
록 데이터 마이닝 기법의 분류성이 우수하다. 즉, ROC 곡선 아래 면적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성
능이 우수하다.

Ⅳ. 분석결과
4.1 자료포락분석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www.eduinfo.go.kr/)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변수를 추출하였다. 추출
한 데이터를 통해 이전 연구자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시·도 교육청을 분석하였다. 시·도
교육청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으며, 투입물로는 주로 학생 1인당 투입금액이었
으며[9][11][13][14], 산출물로는 시험점수와 같은 성취도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5][13][15][16].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투입변수로는 학생 1인당 투자규모를 설정하였다. 또한 학교교육의 목적
은 최저 수준의 기본학습 능력을 갖출수록 노력하는 것이며[44], 따라서 학력신장 투자액 비율 또
한 투입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하여 총 두 개의 투입변수를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투입변수에 절
대성과 상대성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산출변수로는 중·고 학업성취도 국어, 수학, 영어평가의 보통
학력 이상비율로 설정하여 총 6개의 산출변수를 설정하였다. 자료포락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4.2 데이터 마이닝
효율적인 시·도 교육청을 예측하기 위해 데이터마이닝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정확한 데이터 분
석을 위해 분석이 기준이 되는 데이터만을 선별해주는 10 fold cross-validation을 사용했다. 또한
앞서 언급한대로, 데이터마이닝을 활용하여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의사결정나무, 로지스틱
회귀분석, 서포트 벡터 머신, 인공 신경망 등이 있는데 이 중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가장 잘 설명
할 수 있는 방법은 민감도, 특이도, 정확도, 기하평균, AUC등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결과, 민감도는 의사결정나무가 0.929로 매우 높게 도출되었으며, 그 뒤로 인공 신경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뒤를 이었다. 특이도에서는 의사결정나무, 로지스틱 회귀분석, 인공 신경망이

0.667로 동률을 이루었으며, 서포트 벡터 머신은 가장 낮게 도출되었다. 정확도는 의사결정나무가
88.2353%로 가장 높게 도출되었다. 정확도에서 두 번째로 높게 도출된 인공 신경망과는 약 12%의
큰 차이를 보였다.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효율적 시·도교육청을 분석 시에 88%만큼의 정확도
를 보이므로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기하평균에서는 0.7872가 도출되었으며, 차순위로 높
은 인공 신경망에 비해 0.06이상 높게 평가되었다. 또한 마지막 평가항목인 AUC는 로지스틱 회귀

126

Copyright ⓒ 2017 HSST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7, No.9, September (2017)

분석이 가장 높게 분석되었으나, 의사결정나무와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따라서 의사결정나무가 타
분석기법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서포트 벡터 머신, 인공 신경망보다 판별능력 및 예측능력에서 우
수하다고 볼 수 있다.
판별과 예측에서 가장 우수한 모델로 도출된 의사결정나무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각화가 가능하
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각화를 하였으며, 시각화 결과 <그림 2>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3] 자료포락분석 지수
[Table 3] Data envelopment analysis score
2013년
효율 지수
0.9909
서 울
0.8936
부 산

효율 여부
비효율

2014년
효율 지수
1.0000

효율 여부
효율

대 구

1.0000

비효율
효율

인 천
광 주

1.0000
0.9959

효율
비효율

0.9763
0.9586

비효율
비효율

대 전
울 산

1.0000
0.9150

효율
비효율

1.0000
0.8826

효율
비효율

세 종
경 기

0.2482

비효율

1.0000

효율

1.0000
0.5795

효율
비효율

1.0000
0.5905

효율
비효율

0.7144
0.7422

비효율
비효율

0.7172
0.7694

비효율
비효율

0.6756
0.5502

비효율
비효율

0.6821
0.5149

비효율
비효율

0.6994
0.7868

비효율
비효율

0.7061
0.8027

비효율
비효율

0.7317

비효율

0.7610

비효율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0.8885
0.9678

비효율
비효율

[표 4] 데이터 마이닝 분석 결과
[Table 4]Result of data mining

의사결정나무

로지스틱 회귀분석

서포트 벡터 머신

인공 신경망

민감도

92.9%

64.3%

57.1%

78.6%

특이도

66.7%

66.7%

33.3%

66.7%

정확도

88.2%

64.7%

52.9%

76.4%

기하평균

78.7%

65.4%

43.6%

72.4%

AUC

.798

.833

.452

.762

의사결정나무를 해석한 결과 교육환경개선시설에 대한 투자액 비중이 0.3보다 낮으면 효율적으
로 분석되었다. 교육환경개선시설에 대한 사립지원목적사업의 비율이 0.3보다 높고 사립지원목적사
업에 대한 지원금비중이 34.4보다 작거나 같을 시에는 비효율적으로 분석되었으며, 교육환경개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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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 대한 비중이 0.3보다 작으며, 사립지원목적사업에 대한 비중이 34.4보다 많으며 시랍지원 인
건비에 대한 비중이 51.6보다 많을 시에는 효율적이 되며, 51.6보다 작을 시 비효율적이 된다고 분
석되었다. 위의 변수를 대상으로 상관관계분석결과, 교육환경개선시설에 대한 투자액 비중은 자본
지출비중(r=.638, p<.01)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사립지원 목적사업에 대한 비중은
방과 후 학교 지원 투자액 비중(r=-.537, p<.01), 사립지원 인건비 비중은 자체수입비중(r=-.606,

p<.01)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림 2] 효율적 지방교육청 의사결정나무
[Fig.2] Decision tree for efficient local education office

Ⅴ.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자료포락분석과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방교
육재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을 선별한 뒤, 이들의 재원할당방법을 면밀히
분석하여 효율적 교육청과 비효율적인 교육청을 예측하여 정책전략적시사점과 경영전략적시사점을 제
공하는 것이었다.
데이터 마이닝을 실시하고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지방교육재정
알리미에 공시되어있는 변수를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33개의 변수를 추출하였다. 효율적
교육청은 자료포락분석을 사용하여 분류하였다. 각 데이터 마이닝 기법 중 본 연구를 가장 잘 설명
할 수 있는 기법을 도출하기 위해 민감도, 특이도, 정확도, 기하평균 그리고 AUC를 기준으로 분석
하였고, 그 결과 AUC를 제외한 민감도, 특이도, 정확도, 기하평균에서 의사결정나무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판별되었다. 즉, 지방교육재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을 선별하는 데
이터 마이닝 기법으로는 의사결정나무의 판별예측력이 가장 우수하였다. 의사결정나무를 기준으로
결과를 해석한 결과, 효율적 교육청을 예측하기 위해 교육환경개선시설과 사립목적지원사업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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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지원인건비 비중이 매우 중요한 변수로 도출되었다.
교육환경개선시설에 대한 비중이 낮을수록 효율성이 높았으나, 이 변수는 자본지출 변수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효율성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교육환경개선시설에 대한 투자를 0.3이
하로 낮추면서, 각 교육청의 자본지출 또한 감소시켜야한다. 사립지원목적사업과 사립지원인건비가
줄면 비효율적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즉,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비중이 줄어들면 비효율적
이었다. 변수들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지원과 자체수입과 매
우 높은 역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자체수입을 늘리면 효율적
인 지방교육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총 6개의 변수만으로도 효율적인 지방교육청을 분석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예측모형을 통해 효율적 시·도교육청을 분석하는 판별예측능력은 88%이상으
로 우수하다. 예측모형을 통해 비효율적 시·도 교육청을 예측하여 개선을 실시할 수 있으며, 효율예
측모형을 통해 정책 전략적 시사점을 이끌어내기에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자료포락분석과 데이터 마이닝 분석방법을 혼합하여 효율적인 시·도교육청의 패턴을
분석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는 차후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기타 영역으로까지 확장하여 의
사결정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한 차후 연구에는 더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교분석하는 연구 또한 실시하여
본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해야 할 것이며, 변수의 선택에 대한 좀 더 심도 높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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