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1

1.1 연구의 배경
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교

육행정의 생산성 극대화 및 대국민 만족도를 높이
기 위하여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축사업
을 추진 중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1- 1). 이 사업
은 교육행정을 (1) 기획행정 및 인사, 급여분야,
(2) 장학, 학사관련분야, (3) 평생교육, 예산, 학교

＊ 정회원, 공학박사, 교육부 기획관리실, 시설서기관
＊＊ 정회원, 주식회사 매피스 대표이사

회계분야, (4) 재산관리 및 시설기자재분야, (5) 비
상계획분야 등 5개 분야로 분류하고, 초고속국가
정보통신망과 인터넷을 활용하여 각 분야별 행정
정보를 교육인적자원부, 16개 시도 교육청, 180개
지역교육청, 각급학교 및 타 행정기관에서도 활용
가능토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개발사업 중 교육시설분야사업은 시설현황
관리시스템, 공사관리시스템, 학교시설건축승인관
리시스템 등 3개 정보시스템 개발로 구성된다. 이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교육시설관리 업무효율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학부모를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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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시설설계자, 시공자 등이 교육시설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다 신
중한 교육시설사업계획 수립 및 공사집행 투명성
확보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시설분야 정보시스템 개발
사업은 현재 그 방향은 설정되어 있으나 각 시스
템의 통합적 연계와 제공해야 하는 기능 및 정보
의 범위가 아직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
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시스템개발사업자와 함께
2000. 12월부터 2002. 1월까지 3차에 걸쳐 시도교
육청 시설정보화 실무자를 중심으로 웍샾을 개최
하면서 시스템의 세부내용을 마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체계 구축사
업에서 설정된 3개 교육시설분야 정보화영역 중
시설현황관리시스템에 응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실험적으로 개발하고 그 활용성 검증과 개선내용
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교육시설정보화시스템 구축
사업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1) 전국단위 교육행

정정보체계구축사업이 설정하고 있는 교육시설분
야 정보화방향 및 범위를 살펴보고 (2) 교육시설
정보화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2000. 12월 이
후 실시했던 웤샾과정에서 논의된 교육시설정보화
시스템의 필요사양을 바탕으로, 시설현황관리시스
템 개발의 물리적 요구환경을 정의하며 (3) 그 환
경에 적합한 응용프로그램을 선정하고 방대한 교
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P교육청 시설을 대상으로
교육시설현황관리시스템을 개발한다. 개발된 시
스템의 활용성에 대하여 P교육청 및 교육인적자원
부 시설정보화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스
템 개선필요사항을 도출한다.

2.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상의 시설정보화 방향 및 대상시설

2 .1. 교육시설정보화 기본방향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상의

시설정보화 범위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
학교시설건축승인관리시스템, (2) 공사관리시스템,
(3) 시설현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
되어 있다. 그림 1은 교육시설정보화 범위 및 내
용을 개념적으로 보여준다. 학교시설건축승인관리

시스템은 교육시설사업의 기획단계, 설계단계, 구
매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단계 중 시설기획단계
에 포함되는 학생수용계획, 예산신청 및 승인, 사
업계획 승인업무프로세스의 정보화를 의미한다.

공사관리시스템은 건축, 토목, 전기, 설비 공종
의 신증축 및 개보수공사 설계, 구매, 시공, 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조달 업무프로세스의 정보
화를 포함하며 시설현황관리시스템은 공사완공 후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자료의 시스템화를 말한
다. 이 3개 시스템은 교육시설관리업무를 지원하
는 발주자 PMIS (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로서,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넷기반의 웹환
경을 기본으로 구축될 계획이다.

그림 1.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체계구축사업 상의
교육시설정보화시스템 개발개념도

2 .2 교육시설정보화 대상시설
현재 우리 나라에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산

하에 초등학교 5,323개, 중학교 2,785개, 고등학교
2,035개가 있고 중앙행정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
관리 하에 374개의 고등교육기관이 있어, 총
13,517개의 단위교육기관에 80,000동이 넘는 건물
이 전용교육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
부 2001- 2). 이러한 시설 모두 교육시설정보화의
대상이 되며 이와 함께 매년 공공교육시설사업계
획에 따라 새로이 신증축 및 개보수되는 교육시설
역시 정보화대상에 포함된다.

공공교육시설사업은 국립대학교 시설사업과 교
육청 시설사업으로 대별된다. 국립대학 시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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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49개 국립대학의 강의실, 실험실 등 교사기본
시설과 각종 연구 및 지원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매년 3,000억 규모의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01년 이후 약 2조 5,000억의 재원이 추가 투자
되어 약 200동의 건물 (156만m2 )이 신축될 예정이
다 (옥종호, 한승헌 2001).

교육청 시설사업은 16개 시·도교육청의 초·
중·고등학교 교육시설 신·증축사업과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을 포함하며 '98년 3조 5,000억, '99
년 2조 8,000억, 2000년 3조 7,400억 규모의 건설
시장과 매년 100개교 정도의 신규 설계시장을 형
성해 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공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 동안 제7차 교
육과정 시행에 대비한 시설확충비 2조 4,000억,
OECD국가 수준으로 학급 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1,202개 초·중·고교 신축건설비 12조 5,000억,
노후교육시설 개·보수를 위한 교육환경개선비 3
조5,000억 등 총 18조 4,000억원을 교육시설 확충
및 품질개선에 투자할 계획이다.

3. 교육시설정보화시스템 개발방향 설정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시설정보화를 위하여 중
앙 및 일선 교육행정기관 (16개 시도교육청)의 시
설정보화 업무실무자 18명을 대상으로 2000. 12월
이후 현재까지 3차례의 웤샾을 운영하여, 시설정
보화방향의 타당성과 시설업무프로세스 표준화방
안, 3개 시스템이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 및
형태 등을 논의하였다. 이 웤샾은 교육시설정보화
의 골격마련을 위해 2002.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다음은 교육시설정보시스템이
제공하여야 할 기능으로서 웤샾에서 논의된 내용
을 정의한 것이다.

(1) 중앙정부를 비롯한 각 시도 및 지역교육청
에서 단위학교 시설문서정보의 전자적 공유가 가
능하여 각종 보고자료작성 시 중복작업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2) 정확한 시설위치 및 현황을 문서정보 뿐 만
아니라 지형 및 공간정보로도 제공함으로써 단위
학교의 시설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설담당자가 매번 학교현장을 방문할 필요없이
학교시설현황 및 이력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

(3) 교육행정기관뿐 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교
육시설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도
시계획수립 시 학교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원
할 수 있는 시스템

(4) 시설 신증축 및 개보수에 따른 도면, 시방
서, 내역서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기관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사한 공사집행 시
빠른 공사발주가 가능토록 하며 시설자료의 분실
및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5) 기본적으로 사용하기 쉬워 그 숙달에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현재 교육
행정기관에서 많이 운용하고 있는 정보화 도구들
과 상호 호환이 용이한 시스템

(6) 교육시설설계자, 시공자, 자재납품자들이 인
터넷을 통하여 학교시설 보수현황, 진행중인 시설
공사, 향후 보수 및 신축계획, 입찰정보 등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행정 간소화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4. 교육시설현황관리시스템 개발도구 선정

4 .1 시스템 개발도구 선정의 전제
상기와 같은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개발도구의 선정이 필
수적이다. 본 연구는 개발도구 선정의 기본 전제
로서 다음의 4가지 요소를 설정하였으며 그림2는
이러한 기본전제와 선정된 개발도구가 지원해야
하는 시설업무의 상관관계를 개념적으로 도시한
것이다.

(1) 시설기획에서부터 설계, 구매, 시공, 유지관
리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시설문서정보와 시설의
위치적, 시각적 지형정보 및 도면정보를 경제적으
로 통합할 수 있는 개발도구일 것

(2) 시설이외의 타 행정정보와 시설정보를 유기
적으로 연계하며 전국단위 정보활용을 위하여 인
터넷웹 환경을 제공하는 개발도구일 것

(3) 기 활용중에 있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
스 (DB)를 수용할 수 있고 부속 응용프로그램을
최소화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개발도
구일 것

(4) 전자문서의 등록 및 공유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도구를 제공할 수 있는 개발도구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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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스템 개발도구와 교육시설 업무간의 관계

4 .2 . 기존 교육시설정보화 시스템 내용검토
교육시설관리 분야에 컴퓨터 사용은 그리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시설도면관리의 전산
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93년 초등학교 시설
관리 전산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단위학교별 일반
현황, 교지현황, 시설현황 등의 현황관리를 하고자
하였으나 도면수정 및 부분확대가 불가능하고 데
이터 입력량 대비 출력분의 효용성이 떨어져 개발
후 곧 사용치 않게 되었다 (교육부 1992). 교육시
설정보화의 또 다른 시도로서 '94년 국립대학교의
시설도면, 예산, 대학시설현황의 통합관리를 위해
대학시설관리시스템을 개발코자 하였으나 예산부
족으로 도면관리는 완성하지 못하였고 예산 및 현
황관리부분만 완성 사용하다가 데이터입력의 문제
점때문에 '98년부터 사용치 않고 있다 (교육부
1994).

위와 같은 교육인적자원부 중심의 교육시설정
보화작업과는 별도로, '97년부터 경북대학교, 부산
대학교, 강원대학교 등 국립대학은 지리정보체계
(GIS: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기반의
교육시설관리시스템과 도면전산화를 추진하였다
(김응철 1998). 그러나 이 시스템들은 단순히 GIS
를 기반으로 하는 단위캠퍼스 정보체계로서 광역
시설정보통합시스템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할 뿐 만
아니라 인터넷과 웹환경에서 운용되지 못하며 전
자문서관리도구 등의 기능을 제공치 못한다.

4 .3 . 시스템 개발도구의 선정
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개발도구 선정기준을

전제로, GIS에 기반을 둔 교육시설 DB구축시스템
과 전자문서관리 등의 정보통신기술(ICT : Informa
- tion & Communication T echnology)을 통합할
수 있는 도면자동화 및 시설물관리 (AM/ FM:
Automated Mapping and Facility Management )
개발용 응용프로그램을 선정키로 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국립대학교에서 시설전산
화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GIS는 지형공간정보 (통
신망, 수도망, 상하수도망, 도로, 건물 등)를 전산
처리가 가능하도록 수치적으로 획득, 저장, 갱신,
처리, 분석하며 이 과정을 시각적, 위치적으로 가
시화하는 컴퓨터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관련자료
의 조직적 집합체를 말한다. GIS는 현재 토지,
기상, 환경, 교통, 도시계획, 해양 등 여러 분야의
정보화시스템 개발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다.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업용 GIS구축도구
는 Mapinfo, Arcinfo, Mapis 등이 있으나 Mapinfo
와 Arcinfo는 미국에서 제작된 GIS전문프로그램으
로서 고가이며 한글지원에 문제가 있고 도면 이외
의 계약관련서류, 내역서, 시방서 등에 대한 DB
관리기능이 없어, 별도의 DB시스템이 필요하며
GIS와 여타 ICT의 통합기능을 제공치 못하는 문
제가 있다 (안병환 2000).

그림 3. Mapis보유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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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하여 Mapis는 국내에서 개발된 한글 기
반 GIS 구축도구로서,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 (EUC: End User
Computing)와 공간비공간 DB, 멀티미디어 등의
통합환경에서 전자지도 (Digital Map)를 기반으로,
(1) 다양한 공간정보 및 시설정보지원 DB기능,
(2) 전자화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하는 EDMS (Enterprise Database
Management System) 기능, (3) 별도의 CAD 시
스템을 설치하지 않아도 도면을 볼 수 있는 도면
뷰어 기능, (4) 다양한 통계자료 제공 기능, (5) 시
설의 정확한 위치관리를 위한 시설별 레이어
(Layer) 수치지도 기능, (6) 동영상 화일 연계기능,
(7) 네트웍이 구성된 환경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기능을 제공한다. 본 연
구는 이 개발도구를 이용하여 시설현황관리시스템
을 개발한다.

5. 교육시설현황관리시스템의 개발

본 연구는 P광역시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교육
시설현황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P교육청은 총
970개 초중고 교육기관에 3,000동이 넘는 교육시
설을 보유하고 있으나, 소관 교육시설의 발주 및
유지관리를 위 한 인력이 115명에 불과하여 시설
규모와 업무량 대비 시설관리인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보다 효율적인 시설현황관리체계가 필
요한 지역이라 할 것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1- 2).

그림4. 교육시설현황관리정보시스템 기능 구성도

5 .1. 시스템 기능구성

P교육청 시설관리팀은 시설현황관리시스템이

제공하여야 하는 현황정보의 주요 내용으로서, 학

교별 기본시설현황, 유지보수 이력 및 내용, 안전

진단과 하자관리 등의 조사평가이력과 결과, 학교

별과 시설별로 다양하게 추출 가능한 통계자료 등

을 언급하였다. 그림 4는 개발된 시설현황관리시

스템의 주요 기능구성을 보여준다. 좌측열은 시

설현황을 제공하기 위한 기능군인 반면, 우측열은

시스템의 운용에 필요한 기능군을 보여준다.
이 교육시설현황관리시스템은 그림5의 교육시

설사업추진 5단계 중 시설기획관리와 시설유지관

리단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도구로서, 웤샾에서 요

구된 바와 같이 정확한 시설위치 및 현황을 문서

정보, 지형 및 공간정보로 제공하여 신속하게 새

로운 보수개축신축 사업계획수립을 지원할 수 있

도록 개발되었다. 또한 설계자와 시공자, 자재납

품자 등도 인터넷을 통하여 향후 어떤 교육시설의

설계 및 공사 발주가 필요한 지를 예측할 수 있고

지자체에서도 교육시설의 위치를 쉽게 파악하여

도시계획입안에 활용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였

다.

그림 5. 교육시설사업의 관리절차 및 관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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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 시스템 개발결과

그림 6은 교육시설현황관리시스템의 주화면을

보여준다. 좌하단의 지도는 GIS 기반의 전자수치

지도 공간이며 이 지도 상에서 시설관련 데이터

입력, 수정, 삭제는 물론 자료검색 및 조회, 출력,
통계분석, 공간정보 수정 및 편집 등을 종합적으

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전자지도 상

단의 레이어 뷰잉공간은 교육시설 뿐 만 아니라

지자체를 비롯한 각종 민간조직에서도 시설현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 철도, 하천을 비롯한 도시

계획법 상의 각종 지구, 지역과 도시계획시설 등

이 차별적으로 화면 상에 탑재된다.

그림 6. 교육시설현황관리시스템 주화면

그림 6의 우측은 단위 학교의 운동장과 각종

교사시설을 공간지도화한 것이다. 이 지도상에서

드랙- 인(drag- in), 드랙- 아웃(drag- out) 기능을 활

용하면 좌측 하단의 지도에서부터 단위학교의 개

개 시설까지 확대축소 뷰잉이 가능하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시설관리

DB의 구성에 있어 관리대상객체 (건물, 상하수도,
저수조, 옥외급배수 소방, 위생, 냉방, 난방, 정화

조, 도시가스, 저장시설, 지하수개발, 전기, 공중전

화, 동상, 편의시설, 조경시설, 운동장, 부지)를 그

림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상위레벨 (학교)에서부

터 최하위레벨 (각 실별 재료마감) 까지 체계적으

로 정리하여 다양한 비공간정보 (시설기본정보, 시

설이력정보, 시설유지관리정보, 도면정보, 전경사

진 등)와 공간정보가 유기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

록 하였다.

그림 7. 교육시설현황관리시스템의 데이터 계층 구조

그림 8은 DB계층구조를 기반으로 교육시설현황
관리시스템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단위시설 현황정
보의 예를 보여준다. 특정학교에 대한 시설현황을
검색하기 위해 그림8 최상단의 학교기본정보를 선
택하고 학교명을 입력하면 그림 9와 같이 학교 일
반현황, 학생현황, 학급현황, 직원현황, 교지보유현
황, 학교별 시설현황 등의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그림 8의 우측열에서 제공되는 기능을 이용
하여 특정시설의 위치, 시설기본정보, 시설증감정
보, 안전정보, 보수정보, 이력정보, 외부마감정보,
사진정보, 도면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검색은 그림8 우측열의 기능을 선택하지
않고도 그림6의 지도 상에서 단위학교의 개별시설
을 선택함으로써 각 시설에 대한 건축년도부터 실
별 마감재, 전기 및 설비의 인입위치 등 건물별,
실별 세부이력까지 직접 검색할 수 있다.

그림 8. 교육시설현황관리시스템 서브화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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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학교 검색결과 현황조회

그림 10, 11은 시설검색결과 사진정보와 도면정
보를 보여준다. 시설관리자는 사진정보 뿐 만 아
니라 주요 시설공사의 공정진행사항을 동영상으로
기록하여 많은 기관에서 추후 공사정보로 활용토
록 할 수 있으며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AutoCad
도면에 직접적으로 시설보수를 위한 도면수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시설관
리담당자는 시설현황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
하고 설계도면을 포함한 각종 시설자료의 분실 및
훼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0. 시설검색결과 사진정보

그림 11. 시설 검색결과 도면정보

상기 기능 외에도 교육시설현황관리시스템은
각종 시설 및 비공간정보에 대한 교육청별, 학교
별 통계분석과 통계분석자료를 통한 시설정보검색
및 상세시설정보를 조회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한다. 그림 12는 분류검색 (부지별, 건물의 종류별
등), 지역검색, 문자검색, 교육청별 검색 등, 시스
템이 제공하는 통계자료검색기능을 보여준다.

그림 12. 통계검색 화면

지역검색이란 수치지도 공간상에서 임의 영역
설정 또는 반경설정을 한 후 해당 영역 안에 있는
각종 교육시설에 대한 공간분석을 할 수 있는 기

韓國敎育施設學會誌 第9卷 第2號 通卷 第31號 2002年 3月 11



玉鍾鎬·安秉煥

능을 말한다. 이 기능은 공동주택을 비롯한 다양
한 주거용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특정지역에, 어
느 정도의 교육시설이 있고 교육여건이 어떠한가
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으로써, 교육시설 소요를
반영하는 도시계획입안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능
이라 할 것이다. 이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지자체
와 지역주민들은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시설의 과
부족 상황을 쉽게 인식할 수 있어 현재 문제가 되
고 있는 개발사업자들의 난개발에 따른 학교시설
부족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3 . 시스템 개발 절차
선정된 개발도구 Mapis는 (1) 컴퓨터 운영체계

(Operating System)와의 인터페이스, (2) 공간 및
비공간정보를 저장관리하는 DB 관리 인터페이스,
(3) 도형정보 (수치지도)를 제어 및 관리하는 프로
세스, (4) 컴퓨터 내부에 저장된 공간데이터를 표
현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5) 각종 응용 프로그
램 (Visual Basic, Visual C+ + , Java)으로 구성된
개발도구 군으로 구성된다. 이 구성요소들을 바탕
으로 교육시설현황관리시스템은 5단계 작업으로
개발되었다.

첫번째 단계는 측량 및 지형지물조사 등 현장
조사단계이며 두번째 단계는 탐사된 시설물에 대
한 원도작성과 CAD화 작업단계이다. 이 단계는
시설물 탐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CAD를 이용한
교육시설물의 원도작성과 각 시설과 시설간의 이
격거리를 실제 거리대로 입력하는 작업을 포함한
다. 세번째 단계는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
한 단계로서 편집용 도구에서 편집이 완료된 도형
정보를 Mapis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포맷변환하
고 DB를 생성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작업
완료 후 시설물도와 각종 조서를 출력하여 탐사원
시자료와 비교 및 확인 작업을 수행한다.

네번째 단계는 데이터 로딩 및 입력단계로서
확인된 시설물대장/ 조서를 이용하여 직접 데이터
를 입력하거나 문서작성기 (Excel)로 작성된 시설
물 비공간 정보를 DB에 일괄 (Batch) 로딩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다섯번째 단계는 DB유지
보수 및 활용단계로서, DB에 저장된 도형 및 비
공간정보의 화면조회와 수정을 수행하며 신규로
발생된 도형, 즉 시설물에 대해 직접 추가, 삭제,
편집하여 지리정보를 유지관리 및 활용하는 단계
이다.

5 .4 . 시스템 운영환경
그림 13은 교육시설현황관리시스템이 교육청과

각급 학교, 현장시공업체와 어떻게 전자적으로 연
결되는가를 보여준다. 교육청 본청의 서버 상에
는 1/ 5,000축척의 국가지리정보데이타와 공간 및
비공간 DB, 문서정보 등이 탑재되어 있고 각 기
관, 지역에서 시스템을 운용하는 시설관리자는
Mapis개발도구가 제공하는 운용도구 (Mapis Client ,
Mapis Browser)를 이용하여 윈도우 98 환경에서
네트웤으로 연결된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청과 각급학교, 현장, 시공업
체를 연결하는 시스템 개발로 한정하였지만 본 연
구에서 개발한 시스템 구축개념과 개발도구를 활
용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교육청을 연계하는
시스템도 쉽게 개발할 수 있다.

그림 13. 교육시설현황관리시스템의 네트웤 연결

6. 교육시설현황관리시스템의 활용성 검토

연구자는 P교육청 본청 소속 시설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시스템 시연회를 실시하고 개발된 교육
시설현황관리시스템의 (1) 필요한 데이터 공급 적
정성, (2) 단위학교 현장에서의 활용 용이성, (3)

12 韓國敎育施設學會誌 第9卷 第2號 通卷 第31號 2002年 3月



全國單位 敎育行政情報體系 構築事業 適用을 위한 實驗的 敎育施設現況管理 시스템 開發에 관한 硏究

시설현황관리 도구로서 지속적 시스템 유지용이
성, (4) 광역 시설정보 공유도구로서의 활용성 등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대부분의 시연회 참
석자들은 위 (1)과 (2)에 대하여는 만족할 만하나
(3)과 (4)에 대하여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음은 교육시설현황관리시스템에 대
한 의견수렴시 도출된 주요 문제점을 정리한 것이
다.

(1) 개발된 시스템은 각 단위학교별 건물의 기
준층 시설정보와 시설개보수 이력정보 등은 제공
하지만 각 층별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능이 없어
시스템 사용성이 떨어진다. 실제적으로 시설개보
수는 기준층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노후된 시설에 따라 층별로 진행되므
로 각 단위학교의 교육시설 전층에 걸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
다.

(2) 교육시설정보화를 위해 기 개발된 시스템이
실패한 것은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상의 문제점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시스템 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번
개발된 시스템도 실제 시설관리업무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시설정보의 입력을 정기적이며 강제적으
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시스템 상에 마련하여
야 할 것이다.

(3) 시설현황을 네트웤 상에서 공유하기 위해서
는 단위학교 현장에서 입력되어지는 시설정보가
정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선 학교의 시설관리자
는 대부분 시설용어 및 시설관리에 익숙하지 못하
여 입력데이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체계를 시스템 상
에 마련하여야 하고 데이터 입력이 용이하도록 구
성하여야 한다.

7. 결 론

교육을 지원하는 하드웨어로서의 기능과 품질
만족을 위하여 교육시설관리는 필수적이다. 교육
시설 관리대상의 방대함에 비하여 교육시설관리자
의 수적인 부족은 시설유지관리 면에서 많은 문제
점을 야기시킨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도
구로서 본 연구는 응용GIS도구를 활용하여 방대
한 교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P광역시교육청 교육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현황관리시스템을 실험적으

로 개발하였고 시스템의 사용성과 문제점을 도출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1)
교육시설관리담당자 들의 업무수행 시 정보공유단
절로 인한 중복업무 수행문제와 (2) 시설현황 조
사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던 문제, (3) 시설자료
의 분실 및 훼손문제, (4) 건물이력관리의 부재로
시설노후도 판단이 미흡했던 문제, (5) 시설의 정
확한 위치 및 장소 파악이 어려웠던 문제, (6) 상
기와 같은 문제들로 인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
른 예산수립의 적정성 판단이 미흡했던 문제, (7)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입안 시 학교시설을 간과하였
던 문제들이 개선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시스템은 전국단위 교육행
정정보체계 구축사업 중 교육시설정보화에 적용할
수 있는 한 대안으로 제시될 것이며 연구결과 도
출된 시스템 상의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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