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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습니다. 집필 초안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정책기획위원은 물론 국정과제위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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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보고서는 국민은 물론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쉽게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전 과제를 PDF 파일 형태의 CD로 제작 배포할 것입니다. 청와대 브리핑 및 정책기획위원회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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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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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참여정부 초기 교육리더십의 난맥상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하 NEIS) 구축에 대한 입장은 단호했다.
그것은 시대적 요청이며, 개인 인권침해를 빌미로 정보입력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것은 아날로그식 사고방식이라는 것이다. 물론 정보인권이라는 가치론적(價値論的)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정보보안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발언이 있었던 2003년 5월 27일 국무회의로 되돌아 가보자.

“ ... NEIS 본질 문제에 관해서 하나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인권 문
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이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에 개인의 정보
일부를 국가적으로 집중된 시스템에 저장하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것은 이것은 아날로그 시대의 사고방식입니다. 지금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전산 정
보는 그야말로 방대하고 어마어마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직 제대로 관리
되고 있지 않고 중앙 집중화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보통 사람들이 어느 날, 지난 1
주일 동안 어디에서 무슨 물건을 쇼핑하고 어디에서 밥을 먹고 무엇을 했다는 것을
추적하면 거의 다 추적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 속
에서 회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건복지부장관 말씀하셨지만, 모든
국민들의 질병 기록과 투약 기록이 전부 지금 국가 전산망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디지털 시대를 꾸려 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보안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느냐 하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지금 국세청의 전산 정보
는 보안이 거의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 정보
그거 하나 어떻게 뽑아내 보려고 갖은 노력을 해 봤던 시민들의 경험을 우리가 많
이 얘기 듣고 있는데, 안 됩니다. 접근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정확하게 확인
은 안 했지만 보건 의료 정보도 정책에 필요한 수준 이상 개인의 사생활이 건강 보
험 정보에서 터져 나와서 개인의 사생활을 어렵게 했던, 비밀 침해를 했던 일이 없
습니다. 문제는 학교 학사 관리 정보도 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 나갈 생각을
해야지, 입력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 버리는 이런 사고방식은 아날로그 시대의
사고방식입니다. ... ”

대통령이 NEIS를 둘러싼 갈등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된 것은 전교조를 비롯한
반대집단의 대응이 최고조에 도달하고 국가인권위의 권고결정이 전교조의 손을 들
어준 시점에서였다. 당시는 NEIS 갈등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NEIS 사업의 주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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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 교육부의 손을 떠나 ‘정치적 타협’에 의존하고 있던 시기였다. 정책의 정당성
을 적극 홍보하고 반대자들에게 당당하게 맞서 이들을 설득하고 주도적으로 협상을
이끌어 가야할 정책 당국이 반대집단에게 끌려 다니는 형국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NEIS는 전교조의 주장대로 폐지해야 할 만큼 문제투성이의 정책이었는
가? 그렇지는 않았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즉흥적으로 추진된 ‘뿌리 없는’ 정책
도 아니었다. NEIS는 ‘국민의 정부’ 시절 중장기적인 국가 과제로서 설정된 「전자
정부 11대 과제」중의 하나였다. 또한 1990년대 이후 급속도로 보급된 인터넷과 정
부 주도적으로 구축한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는 NEIS가 요구하는 든든한 환경
적 기반이 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이 사업이 안고 있는 기술적(技術的)
문제에 미리 대비하는 한편, 이 사업의 기초공사로서 기존 교육행정업무를 재설계
(BRP)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이미 수립한 바 있었다. 그러나 교
육부의 이러한 NEIS 구축 행보는 전교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면서 비틀거리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NEIS는 구축되지만 그 과정에서 출범초기 참여정부의 교육리
더십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그 상처는 다시 갓 출범한 참여정부의 대국민 이미지
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다.

이 정책보고서는 참여정부 출범초기 추진된 NEIS 구축 정책 추진과정을 중심으
로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보이던 이 정책이 왜 그토록 많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이었으며, 향후 정책추진과정에서 도움이 될 시사점은 무
엇인지를 도출해 보자는 목적에서 집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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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NEIS의 탄생과 성장과정
1. 환경조성으로서 ‘학교 정보인프라 구축’
NEIS는 이미 참여정부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탄생을 위한 환경적 요건과 정책적
연속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즉, NEIS 구축 사업은 무엇보
다 ‘국민의 정부’(1998. 2 ~ 2003. 2) 시절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인터넷 보급에
힘입은 긍정적 환경에서 출발하였다.

2002년 11월 6일 서울 광화문에서는 김대중 대통령과 정보통신부 장관 및 각계
주요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초고속 인터넷 1,000만 회선 돌파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
렸다. 1998년 6월 초고속 인터넷 보급이 개시된 지 불과 4년만의 일이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의 성장 추이는 실로 경이로운 것이었다. 1998년 6
월 두루넷에서 케이블 모뎀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99년 4월 하나로통신의 세계 최
초 ADSL 서비스, 2001년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초고속 인터넷 보급
률 세계 1위 공인을 거쳐 2002년 10월 가입자 1,000만 명을 돌파하기에 이른 것이
다. 영국 「Guardian」지(紙)(2002년 10월 17일자)는 이에 대해 ‘기적’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가능했던 것일까? 물론 1차적으로는 적극
적인 정부의 정책적 노력 때문이었겠지만, 그 실질적인 배경에는 인터넷 환경에 있
어서 저변 확대에 대한 국민의 열광적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배경에 대한
사회문화 ‧ 심리적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이 국민 삶에서 차지
하는 위치는 관련 통계 자료를 통해 분명히 확인된다. 21세기 벽두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라는 시대 진단은 정보화 기반 확충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충분히 설득
력 있는 대의명분을 제공했다. 이러한 국가발전의 미래 비전은 구체적으로 디지털
행정을 통해 일하는 방식을 개편하고 정책의 입안이나 결정이 분석적이고 실험적인
과정을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다. 이에 ‘국민의 정부’는 2001년
5월 17일 ‘전자정부 11대 중점과제’를 발표하는데, 통합적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
축은 그 핵심과제 중의 하나였다.1)
1) ‘전자정부 11대 중점과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을 포함하여, 민원서비스 혁신, 정부조달
시스템 구축, 4대 사회보험 연계, 인터넷 종합국세서비스, 국가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구축, 표준 인사관리시스템 구축,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 유통, 전자관인 ‧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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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까지 전국의 초중등학교에 컴퓨터 실습실이 완비되었고 인터넷도 보급되
었다. 또한 모든 교원들에게 1인당 한 대의 PC가 보급되었다. 2000년 ‘교육정보화종
합계획’에 따르면 연내 완결될 ‘학교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국 1만개 학교에
컴퓨터 실습실과 학내전산망을 구축하고, 약 21만개에 달하는 교실에 멀티미디어
기자재를 설치하며, 33만에 달하는 교원에게 PC가 보급되도록 되어 있었다. 아울러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및 PC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소년소녀가장과 같은 저소득층
학생 약 50만 명에게 컴퓨터 무료교육을 실시하며, 우수학생 5만 여명에게 PC를 무
료로 보급하며, 5년간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도록 계획되었다. 2000년 당시 보고서
에 따르면 이러한 교육정보화를 위하여 4,737억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 및 PC
보급’ 사업을 위해 415억원, 도합 5,152억원을 예정하였는데, 일부 사업추진 과정에
서 차질이 있기는 했지만 대체로 당초 계획된 대로 추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NEIS 구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던 2000년 9월 당시 집계된 학교 정보인프라 구
축 현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서명 확대, 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 등이다.
(참조. 한국전산원, 한국의 정보화정책 발전사, 2005. 정보통신부, 한국의 정보화 전략,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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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정보인프라 구축 현황>
(2000.9.8 현재)
세부 사업명
컴퓨터실습실용 PC보급(대)

목표물량

누적 보급현황
%

물량

408,901

343,883

84.1

10,003

5,351

53.4

교실멀티기자재설치(실)
(교단선진화사업)

214,083

132,212

61.7

교원용PC 보급(대)2)

333,197

268,697

80.6

학내전산망구축(교)1)

1) 통폐합, 중고병설 및 재배치 계획 예정 학교 제외
2) 초등담임분 교단선진화와 중복(제외시 237,268대)

2.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BPR-ISP) 수립
교육정보화를 위한 인프라가 완비되면서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건이 갖추어졌다. 이러한 교육 환경적 조건에서 국민을 고객으
로 인식하는 서비스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도 NEIS 구축을 촉발하는 요인이 되었다.

국가가 제공하는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고 그 정보의 통제 또한 국민적
합의 하에서 개방의 수준과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 참여적 의식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화 네트워크를 통한 통합적 운영이 가져다주는 예
산의 절감 및 경영 효율성은 행정업무의 합리화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인식도 확산되었다. 정부로서는 미국의 ‘e-government initiative’나 영국의 ‘UK
online’ 등과 같은 것을 벤치마킹하여 단지 행정 업무를 전산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개혁하여 통합적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계획을 가졌던
것이다.

이러한 행정업무시스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업무절차와 방식을 재설계
(BPR :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해야 하고, 또한 정보기술을 효과적으로 활
용할 수 있는 경영전략을 수립, 실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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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개발이 필요했다. 이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정보화전략계획(ISP :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이라고 부르는데, 이를 교육행정 분야에 적용한 것
이 바로 NEIS, 즉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었던 것이다.

교육부는 먼저 NEIS 구축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2000년 9월에서 2001
년 3월 사이에 시‧도교육청 중심의 업무처리절차를 재설계(BPR)하기 위한 진단이 있
었다. 전문기관이 교육행정의 업무를 분석하고,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를 통하여 활용할 수 있는 업무 영역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
해 진단하였다. 이 시스템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문은, 교육행정 및 정보유통의 근
간인 시‧도교육청과 이와 관련된 교육부, 지역교육청, 학교 등의 업무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교육행정정보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업무재설계에 기초한 IT 활
용 업무처리 개선 영역 및 방법을 제언하고, H/W, S/W, 서식, 코드 등 시스템 전
(全)과정에 대한 표준안을 작성하며, 그 파급효과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행범위를
결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행정정보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기 위해 먼저 2000년 7월
정보화 지원 사업 정책과제의 신청을 완료하고 그 사업 책임자로 한국전산원을 확
정하였다. 9월 5일 한국전산원은 시범사업을 위한 대상기관으로서 서울, 광주, 대전,
경기, 경북 등 5개 시‧도교육청을 선정하였다. 교육부는 이 사업의 전담사업자로서,
한국전산원과 함께 삼성 SDS를 추가 선정하고 이들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
약상 사업은 2000년 8월 28일 시작하여 9월 8일까지 완료하기로 하였다. 그런 다음
9월 28일 실무 추진단이 구성되고 착수 보고회가 개최되었으며, 10월 25일부터 교
육행정정보화 사업관리시스템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10월부터 11월까지 시범 교육
청을 대상으로 업무 현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이듬해 1월까지 교육부, 불광중,
서울고, 경북교육청 실무전담자 면담이 있은 다음, 그밖에 경북, 서울, 광주, 경기 등
교육청(시설, 재산 등 일부) 면담이 차례로 있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구축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총괄보고회가 2001년 1월 19일에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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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R / ISP수립사업 개요〉
가. 사업 개요
"열린교육사회, 평생교육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여러 분
야에서 정보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교육행정 부분에 있어서는 아
직도 정보화와는 거리가 먼 실정임. 교육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일선학교에서는 단순
반복적인 행정업무를 거의 수작업에 의존함으로써 교사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없는
실정에 있으며, 교육부, 시ㆍ도 교육청, 지역교육청 등의 교육행정기관에서도 기관별
로 인사, 예산, 입시관련업무 등 내부 단위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단순 전산화 수준에
머물러 있음.
이와 같이 열악한 전산화 환경 하에서는 자원의 배분, 정보의 공유, 업무의 활용
측면에서 비효율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사업은
교육 행정기관의 조직과 업무의 상호 연관성을 파악하고, 교육 행정 관련 정보화의
현황을 분석하여,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을 전제로 한 종합적인 정보화 계획을 수립하
고, 교육행정기관의 행정능률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보화 방안을 구체
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것임.
나. 사업 목적
21C 창조적 인재 계발을 통한 지식 강국"을 실현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행정 정보화 추진으로 교육행정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
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업무재설계(BPR)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절차 개선에 의한 교
육행정의 생산성 향상, ISP를 통한 교육부 산하 기관간의 정보화 시너지 효과 제고
및 기관별 비효율적인 중복투자의 원천적 배제, 정보 공동 활용 활성화 등을 위한 것
임.
2. 사업 내용
가. 개요
• 교육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조와 이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적인 실행계획을 수립
• 교육행정의 대내 외 환경 분석을 통하여 비전과 전략 수립
• 현재의 제반 업무처리형태를 바탕으로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과제 도출
• 현재 업무를 지원하는 정보인프라를 분석하여 개선할 방향 제시
나.
•
•
•
•
•
•

추진과제
교육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분석
업무절차개선 방안 도출
연계시스템 구축방안 제시
교육행정에 필요한 법 제도 정비 방안 수립
서식, 데이터코드, DB 등에 관한 표준화 방안 수립
기술, 서비스, 예산 측면의 세부실행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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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상황 보고>
1. 제안요청서 작성방법 설명회 개최
o 일 시 : 2000. 8. 16. 15:00
o 장
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층 연수실
o 주
관 : 교육부․한국전산원(오승현 팀장 등 참석)
o 내
용 : 사업소개 및 제안서 작성요령 설명
- 1단계 사업인 BPR(사업기간 6개월, 사업비 6억8천만원) 대상
o 참가업체 : 총 16개 업체
- 삼성SDS, 대우정보시스템, LG-EDS 시스템, 데이콤ST 등 굴지의 시스템
개발업체 참가
2. 향후 일정
o 입찰(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마감) : 2000. 8. 26(토)
o 제안설명회 및 기술평가 : 2000. 8. 28(월)～8. 29(화)
o 우선협상 대상업체 통보 : 2000. 8. 30(수)
o 협상 및 계약체결 : 2000. 8. 31(목)～
o 사업시작 : 2000. 9월 중순
3. 참가업체 명단
한국사이버피아, (주)한국컴퓨터통신, (주)(KCOM), 한전, KDN(주) 미래넷, 시엔
아이에스, 대우정보시스템, (주)LG-EDS 시스템, 3R, (주)한국토비스, (주)다우기
술, K4M, 삼성SDS, 한국정보공학, (주)(KIES)데이콤ST, (주)선텔레콤, (재)충청지
역정보원
(2000. 8. 16. 교육정보화 추진기획단)

2001년 6월 26일엔 NEIS 구축을 위한 토론 및 공청회가 전자정부특위, 교육청,
한국전산원, 각급 학교 교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공청회 참석
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교육정보시스템을 학교 단위로 구축하는 것(14.3%)보다 시‧
도교육청 단위로 구축하는 것(64.3%)이 더 나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2001년
7월 10일 드디어 NEIS 구축 계획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2001년 10월부터 2002년 10
월까지 NEIS의 분석, 설계, 개발이 진행되었다. 특히 2001년 8월 21일에는 교육정보
시스템을 개발하는 비용 명목으로 ‘정보화촉진기금’ 약 95억원의 지원이 확정되었
다. 시스템의 프로그램 개발 기간인 2001년 5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교원, 일반직
교육공무원 등이 참여했고 교육청, 학교 등 관련 기관의 방문 및 협의가 진행되었
다. 그 과정에서 총 437회에 걸친 업무회의가 있었으며 32개교 학교 방문을 통해 현
장 교원 연인원 2,456명이 참여했다. 행정정보 서비스에서 다루어질 내용구성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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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이 대영역과 중영역으로 정리되었다.
<교육행정업무서비스 내역>
대영역

중영역

내 용

기

획 기

획 ․기획, 교육통계, 감사, 학생수용계획 등 교육행정 관리

교
인

원 교
사 인

원
사

․교원인력정책의 기본이 되는 교육공무원의 인사정보 및 통계자료 관리, 교육공무원
의 임용 및 발령, 교원연수, 자격연수 및 관리, 교육장학과의 연계 등 교육공무원
인사 전반을 지원(국․공립․사립 교원 및 교육전문직 등)

일 반 직 일 반 직 ․일반직 공무원인력관리를 위해 정․현원관리, 인사기록 및 통계관리, 임용, 복무 등
인
사 인
사 의 일반직 공무원 인사 전반을 지원(국․공립․사립 등)

급

여 급

여

․급여, 연말정산, 연금, 보험 등 보수관련업무 지원
․호봉제와 연봉제를 모두 지원(국․공립․사립 등)

장

학 ․학교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지도관리를 지원하는 업무

시

험

․초등학교 취학 및 중․고 진학을 관리
․검정고시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지원

교육장학
교무/학사

․학교단위에서 발생하는 학교교육과정편성, 성적, 학적, 학생생활지도, 교과용도서,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절차에 대한 관리 체제 지원

평생교육 ․평생교육운영, 평생교육시설, 학원(교습소)에 대한 관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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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역

중영역

보건체육 보건체육

재

내 용
․보건, 전염병, 급식, 위생정화구역 등 포괄적인 보건업무 지원
․체육특기자 및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지원

예

산

․예산편성, 예산에 의거 경영활동이 실시되는지 관리, 예산과 경영활동의 비교
/검토/원인분석과 관련되는 일련의 활동을 지원

회

계

․세입․세출 등 회계자료의 초기발생부터 마감까지의 전 과정을 관련법령에 맞게 관리
하며 관련부처 등과 연계시키도록 지원

정
학교회계 ․학교예산회계제도에 적합하도록 학교의 예산 및 회계 업무 관리지원
재

산 ․재산현황, 변상금, 재해복구공제회 관리를 통해 국․공유 재산을 관리

물

품 ․각 기관별 물품과 기자재 정보에 대한 통합관리 지원

시

설 시

설 ․공사, 시설현황, 학교시설건축승인 등 교육시설관리업무전반을 지원

법

인 법

인 ․법인정보 및 법인재산 등에 대한 관리 지원

비상계획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 관리지원
․차량, 위원회, 신분증 등 행정업무관리 지원
기타행정 기타행정 ․민원의 One-stop, Non-stop 서비스 지원
시스템
․코드, 사용자 권한, 로그 등에 대한 관리 지원
관리

NEIS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주관사업자의 제안사항을
토대로 삼성SDS에서 보유하고 있는 INNOVATOR를 채택하여 적용하였다.
INNOVATOR는 삼성 SDS가 수많은 대형 프로젝트 수행 경험과 다수의 개발방법
론을 벤치마킹하여 국내환경에 적합하게 개발하여 활용 중에 있는 것으로서, 국제
표준인 ISO 9001 인증규격을 획득하였다. 한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조직체
계를 마련하였는데, 교육부총리를 정점으로 하여 자문기구로서 시․도교육감 협의회
의와 추진사업단장으로서 교육부 차관과 그 아래 단원에 실‧국장과 부교육감을 두
었다. 다음은 그 조직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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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조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시‧도교육감
협의회

교육행정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장 : 차관
▪위 원
- 부내실‧국장, 부교육감

자문위원회
- 관련부처 실․국장
- 민간전문가 등

교육행정정보화추진팀(총7명)
사업지원반

(한국전산원)

▪팀
▪팀
-

장 : 서기관 1명
원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1
연구사1, 전산주사 1, 행정주사(보)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명

실무전담반

협조기관
(KERIS)

시범 운영기관
(5개 시‧도교육청)

적용 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본부 실무전담반
▪시․도 실무전담반

각
급
학
교

지
역
교
육
청

시
‧
도
교
육
청

교
육
인
적
자
원
부

- 광주광역시교육청
- 대전광역시교육청
- 경기도교육청
- 경상북도교육청

3. NEIS의 개통과 갈등의 잉태
2001년 7월 NEIS 구축을 위한 계획이 확정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NEIS는 자체
의 진화과정을 겪게 된다. 모두들 앞날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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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9월 28일 교육부 소속 12명과 삼성 SDS 인력 76명, 총 88명으로 구성된
개발 사업팀이 꾸려졌다. 이와 동시에 NEIS 구축을 위해 분석, 설계 구축 등과 같은
제반 과정에 대한 지원을 맡을 실무전담팀도 구성되었다. 실무전담팀에는 중앙실무
전담반 약 700명과 시‧도 실무전담반 5,400여명이 참여했다. 10월 10일엔 NEIS 구축
개발 사업을 위한 계약이 성사되었는데, 계약자는 교육부, 한국전산원, 삼성SDS이
며 금액 규모로 94억 8,900만원에 달했다. 계약 다음 날 착수보고회가 있었으며
NEIS 사업을 위한 관리시스템으로서 홈페이지(http://edusys.moe.go.kr)가 구축됨
으로써 향후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업에 대한 각종 안내, 홍보, 구축사업
참여자들 사이의 의견 수렴 및 정보공유를 위한 의사소통의 통로로 활용될 수 있게
되었다. 10월 19일부터 구축 사업의 초기 과업으로서 업무분석이 행해졌다. 삼성
SDS에서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를 방문함으로써 전체적인 교육행정 업무에 대한
현황 조사 및 평가가 진행되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비롯하여 총 80여 회의 현장
방문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현장 방문은 구축 초기 과제인 업무 분석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 전(全)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업무절차 재설계(BPR)
를 이행하면서 각종 법적 서식의 목록을 정리하고 법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지
에 대해서도 연구되었다. 이와 동시에 16개 시‧도교육청을 방문하면서 사업에 대한
홍보 ‧ 순회설명회도 개최되었다. 특히 국제교육정보화기획단 및 담당자가 교육청을
순회하면서 행한 사업홍보는 12월 초까지 실시되었다.

원래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설정했던 NEIS 추진 방안은, 먼저 지역‧단위업무 중심
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다음 이를 통합된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확대
전환하는 것이었다. BPR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고 표준화한
다음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앞서 구성된 실무전담팀(중앙 및
시‧도)을 통하여 교육부, 교육청, 학교 단위 등의 업무담당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동 작업을 도모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교무, 학사, 시설, 인사, 물
품 등 이미 구축된 전산자료는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기존 데
이터는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NEIS 구축으로 인해 초래될지도 모르는 업무의 중단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 통합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포함될 교육행정
분야로 선정된 10대 대영역에는 기획, 교육장학, 보건체육, 교원인사, 일반직 인사,
재정, 시설, 법인, 기타행정이 포함되었다. 동시에 교육부는 2002년 10월 이전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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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업무, 각종 민원행정, 교직원 인사 및 시설물 관리 등과 같은 대국민 서비스 관련
업무를 우선적으로 개통할 것을 내부 방침으로 세워두었다. 2003년까지 진행되었던
NEIS 구축사업에 투여된 사업비는 다음과 같이 산정되었다.
<NEIS 구축을 위한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정보화기금

1단계(‘00)

680

2단계(‘01)

9,503

2단계(‘02)

20,426

3단계(‘03)
합 계

국 고

지방비

비 고

680 BPR 및 ISP 실시(기집행)
1,478

10,981 소프트웨어 개발(확정)
40,779

10,241
30,609

합 계

11,719

61,205 H/W등 물적 기반(예산확보)
10,241 프로그램 보완 및 추가 개발

40,779

83,107

교육부는 2002년 10월 중 개통을 목표로 추진할 사업 내용으로서, 교무업무, 학생
생활기록부, 졸업대장 등과 관련된 민원 서비스, 교직원 인사와 관련된 인사기록카드
데이터 입력 등의 민원 서비스, 각종 학교 교육시설물 관리대장에 대한 데이터 입력
등을 설정했다.

2002년 7월엔 NEIS를 직접 사용하게 될 학교 행정정보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연
수가 있었다. 기존의 시스템인 CS/SA를 8월까지 종료하고 9월 신학기부터 새로 구
축된 NEIS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NEIS 문제를 둘
러싼 기나긴 갈등과정을 시발하는 조그만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용자 연수 과정에
서 시스템 과부하로 인해 원활한 연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교육정책 당국
은 한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시스템을 실험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시스템 과부하 문제라고 해명했지만, 전교조는 이를 NEIS가 지니고 있는 시스
템 자체의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연수 과정에서 발생한 ‘돌발
사태’는 사실 단순히 기술적인(technical) 측면에 제한된 것, 즉 중앙시스템 허브의
용량과 회선수를 늘림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전교조가
NEIS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던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
대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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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9월 교육부는 전교조, 교총, 한교조로 대표되는 교직 3단체 관계자를 초청
하여 NEIS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9월 13일에 있었던 교직 3단체와 교육정책
당국 사이의 협의에 따라, NEIS 개통 시기를 2002년 9월에서 2003년 3월로 연기하
고 일부 학생정보(15개에서 5개로 축소2))와 학부모 정보(15개 항목에서 3개 항목으
로3))를 축소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전체적으로 NEIS에 대한 교직 단체의 입장을 정
리하자면, 교총과 한교조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보였으며, 전교조는 NEIS 자체에 대
해서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교원의 업무과중을 예상하며 반대하였다. 이에 전교조는
향후 계속 협상을 요구하였으며 교육부는 그 요구를 수용하였다. 교직 단체와의 협
의를 거친 다음, 참교육학부모회, 학사모 등 학부모 단체 초청 설명회도 있었다. 경
기‧서울지역 학교운영위원회, 학사모, 인간교육실천학부모연대 등은 NEIS에 대체로
찬성한 반면, 참교육학부모회는 일부 항목 조정 후 시행에 찬성을 보였다. 이것으로
NEIS 구축과정의 초기에 있었던 ‘교육공중에 의한 여론 수렴과정’은 일단락되었다.
이 시점까지 NEIS 구축에 대해 반대를 하는 단체는,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지적과
업무과중과 같이 교사조합원의 업무환경에 대한 이의제기 이외엔 대체로 저항이 크
지 않았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대를 위한 확고한 ‘정당화 무기’는 이후 펼쳐질
상황변화에서 등장했다.

2) 학생신상정보와 관련된 당초 15개 항목에서 성명, 주민번호, 성별, 주소, 사진으로 줄였다.
3) 3개 항목은 성명, 생년월일, 직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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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NEIS를 둘러싼 갈등의 전개
1. 전교조의 격렬한 저항 - 새롭게 쟁점으로 떠 오른 인권문제
2002년 11월 교육부가 1차적으로 NEIS를 개통한 다음 달, NEIS를 둘러싼 본격적
인 갈등이 시작되었다. 12월 26일 전교조가 NEIS 구축에 공식적으로 반대를 통보해
온 것이다. 그 반대 주장의 논거는 “학생, 학부모 정보가 시‧도 교육청에 집적될 경
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인권침해와 NEIS를 통한 국가 통제의 우려가 있다”는 것
이다. 그와 함께 전교조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기했다. 첫째, NEIS에서 운영되는
27개 전(全) 업무영역 중 인사, 회계, 시설 등 22개 일반행정업무는 NEIS로 운영하
고, 둘째, 교무/학사업무(보건 포함)는 종전의 C/S시스템(즉, 학교단위 분산 연계시
스템)을 활용하고, 셋째, NEIS의 운영을 저지하기 위해 지부별 교사 결의대회, 불복
종 운동(인증거부 및 폐기, 자료 입력 거부 등),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등 법적 투쟁,
인권위 농성 및 학부모 반대서명운동 등의 집단행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전교조, 'NEIS 폐기' 첫 카드
"정보 중앙 집중화는 국가 통제 강화 수단".
교육부, "문제점 보완 수준에서 마무리 돼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하 NEIS)의 교사등록
비율을 학교 평가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한데 이어 최근 교무, 학사, 보건 부
분에 대한 폐지를 교육부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NEIS 문제가 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는 문제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급선회한 것으로 종
전의 요구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것이다. 특히 새 지도부가 선출된 이래 첫
사업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협상에서 강경 노선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다.
전교조는 지난 23일 이후 교무, 학사, 보건 부분에 대한 폐기를 교육부에 공식
요청하면서 정보 보완 누출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고, 교육부는 이에 대해 이미
관련 조치를 취한 만큼 위험성은 없다는 판단을 되풀이했다. (중략)
내년 3월 개통 예정인 NEIS의 파행 운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양측의 극한 대립이 빚어질 것이고 모두가 상처만 입게 될 것이라는 추측이다.
(오마이 뉴스, 200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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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폐기 요구 전교조 삭발(연합뉴
스 | 기사입력 2003-06-11)
11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경기도지부 소속 교사들이
NEIS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며 삭
발하고 있다.

학생인권침해와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 통제라는 이전(2002년 9월 협상시기)과는
전혀 다른 반대 논거의 등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해석이 필요하다. 이미 보았듯이,
이전의 협상에서 반대 논거는 NEIS 시스템의 기술적(技術的) 차원과 교직 업무 과
중이라는 다분히 노동조합의 조합원 업무량 방어의 성격이 강했다. 이 논거에 비해
학생인권침해 및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 통제는 사회 윤리적 가치의 문제를 띠고 있
다. 이렇게 다분히 형이상학적 토대를 지니는 반대논거의 등장을 위해 약 3달 이상
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가치 철학적 논거는 상황 및 맥락에 따라서
등장하거나 혹은 등장하지 않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안의 내용에 본래적
으로 뿌리박혀 있는 것이기에 제기하고자 했다면 즉각적으로 제기했어야 했던 성격
을 지닌다. 말하자면 생래적(生來的)이며 선험적(先驗的)인 측면을 갖고 있다. 이러
한 의미에서 전교조 내부의 정치적 국면의 변화와 같은 상황적 측면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하다.

이 시기에 발생한 특이한 상황변화는 2002년 12월 12일에 있었던 원영만 교사의
새 전교조 위원장 선출이었다. 이에 따라 NEIS에 대한 반대 투쟁으로의 변화를 전
교조 집행부의 정치적 투쟁(즉, 선거 국면)과의 관련성에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
다. 이러한 분석이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가진다면, NEIS 반대의 논거가 그 진정성을
가지기 힘들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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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NEIS 반대투쟁을 본격진행키로.
한 가운데 9일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NEIS 반대 정
보인권 공동수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3. 6. 9)

이러한 전교조의 강경 투쟁 선언과 그에 따른 집단행동이 정점에 있었던 2003년 5
월 노무현 대통령이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발표하면서 NEIS를 둘러싼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5월 27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김효순
편집국장)에서 NEIS 문제를 그 동안 교육부총리에게 맡겨놓고 직접 간섭을 하지 않
았음을 밝히면서, 당시의 갈등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개입을 해야겠다고 말한다.

“ ... NEIS 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최초 발언이 언제입니까? ... 최초 발언이 일주일
전 국무회의였고 ... 이제는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침을 준 것
이지요. ... 지금 이렇게 집단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이런 경향에 관해서 단
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지침을 한번 준 것이죠. 그것 이외에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처음으로 지침을 줬다는 국무회의는 5월 20에 개최되었다. 여기서도 대
통령의 강경대응 입장은 분명했다. 윤덕홍 교육부총리에게 대통령은 분명히 “저는
그 동안에 충분히 대화와 협의를 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상 더 정책을
흔들면 강경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어 “벌
은 예고되어야 합니다. 벌은 예고되어야 되고, 예고된 벌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
다. 예고는 신중하게 하고 그리고 예고된 것은 반드시 실천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의 강력한 의중은 다음의 발언에서 분명히 읽을 수 있다.

- 17 -

“ ... 소위 독선적인 또는 극단주의적인, 독단적인 집단의 주장에 굴복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자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다 마련해야 됩니
다. 선생님의 부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인력 충원계획까지 다 마련해서 그렇
게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대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계 장관들과 사전에 협의를
준비해 주시고, 일면에 있어서는 진지하게 대화를 해 주시구요.”

한편 교육부는 전교조 등의 이러한 반대논거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입장을 마련하
기도 하고, 교무행정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현장 실무 교사들에 대한 의견을 물으면
서 NEIS의 정당성을 옹호했다. 전교조의 반발에 대한 교육부의 반박논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NEIS 구축에 대한 반대는 정보화시대로의 변화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간주되는데, 국가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전자정부 차원의 정보화 사업이 부정
되거나 향후 추진될 국가적 차원의 정보화사업 추진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
이다. 둘째, 학생과 학부모의 신상정보에 대한 자료 수집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 혹은 다른 법률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 가
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의 수집 및 관리는 합법적이다. 이를테면 NEIS의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학생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부 작성을 위한 정보가
수집 및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개인신상정보의 과다입력이라는 논란은 이
미 2002년 9월 협의에 따라 충분히 축소했으므로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예컨대 부
모의 재산 상태, 신용상태, 이사 횟수, 전과기록 등을 입력한다는 전교조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넷째, 개인신상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는 보안에 취약
한 C/S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보완하여 최고 수준의 보안장치를 갖춘 NEIS를 통해
근본적으로 불식하였다. NEIS는 방화벽, 침입차단시스템, 서버보안, 암호화 등 4중
보안장치를 구축함과 동시에 24시간 보안전문가에 의한 감시체제 유지가 가능하다
는 것이다. 이 점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극히 높은
C/S시스템으로 돌아가자는 전교조의 주장은 개인정보유출을 우려하는 자신의 주장
과 논리적으로 모순으로 보인다. 다섯째,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 통제는 사실상 불가
능하다는 점이다. NEIS 시스템을 통해 국가나 시‧도교육청이 교사의 활동을 통제한
다는 주장은, NEIS가 권한설정방식을 통해 학급 담임, 교과 담임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현장 교원만이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도교육청이나 교육부는
원자료에서 생성되는 2차 통계자료에만 접근할 수 있으므로 시스템을 통한 교사 통
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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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아울러 교육부는 교무/학사영역, C/S시스템 환원시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1. 심각한 개인정보유출 우려 때문에 직무기피로 C/S시스템 유지 및 관리가 힘든
점
2. 자료이관 완료학교가 C/S 시스템으로 환원 시 학교현장에 혼란 가중. 3. 대학
입시업무의 정상 처리 차질
4. NEIS의 타 영역 업무와의 연계 불가능
5. NEIS와 C/S시스템 병행 운영으로 인한 과다한 추가비용 소요
6. 시스템 시행 일정에 맞추어 시스템을 준비하면서 이를 기대해온 적지 않은 교
사들의 반발
7. NEIS의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해온 교총 및 한교조의 반발 예상
8. 국민과의 약속 파기로 인한 거센 비난 예상. 특히 NEIS와 C/S를 단위학교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때, 대입 전형자료 제공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며 전‧출입
및 입‧진학 업무 처리가 원활할 수 없고 C/S 사용학교의 학부모 및 대민 서비
스가 불가능한 점

인권활동가들, NEIS 폐기요구 무기한 단식농성 (오마이뉴스 2003. 6.18)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NEIS 강행 철회를 위한 단
식농성에 돌입할 것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전교조의 반대 투쟁 선언 이후 교육부로서는 자체적으로 NEIS에 관한 오해
와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현장 학교를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교
조와 교육부 사이의 본격적인 ‘대중투쟁’ 국면이 시작된 것이다. 2003년 1월부터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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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해 3월까지 개최된 설명회는 16개 시‧도 교육청을 순회하며 학교장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전교조 등을 비롯한 시민단체(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들도 이에 대응한 조치들을 취했다. 그 결정적인 ‘대중 정치투쟁’의 분수령이 될 만
한 사건은 바로, 2003년 2월 19일 국가인권위에의 진정서 제출이었다고 볼 수 있다.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문화연대,참여연대 등 사회단체 대표들은 5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정책감사를 청구할 것이
라고 밝혔다.(NEIS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2003. 6. 5)

이러한 본격적인 대립국면에서 교육부총리는 나름대로 직접 현장방문, 교원단체
및 시민단체 면담, 학교장 면담 등과 같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의견 수렴을 시도했
으며, 이를 토대로 2003년 3월 2일 마침내 교육부는 독자적으로 NEIS 시행을 강행
하여 단위 학교별 개통을 시작하였다.

NEIS 개통 첫날 파행

'개인정보 유출',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핵심 영역이
각급 학교가 일제히 개학한 3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으나, 전교조 소속 교사들
의 인증서 폐기 및 관련 업무 거부 등 집단 반발로 파행을 거듭했다. 교육부는 이
날 전국의 모든 교육행정기관과 초·중·고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해 교육행정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NEIS를 개통했다.
〈한국일보 2003. 3. 4〉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변수가 생겼다. 즉, 한편 2003년 3월 7일 새 교육부총리
에 윤덕홍 전 대구교대 총장이 지명된 것이었다. NEIS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교조와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는 시점에서 ‘NEIS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윤덕홍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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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교육부총리의 발언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켰고 학교 현장에도 동요가 일어
났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취임직전인 3월 8일 오전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해서 NEIS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시행에 들어간 곳은 중단시키고 문제점을
파악, 보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교직단체의 의견을 들어
보고 논의한 뒤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전교조 측은
교육부가 처음으로 NEIS의 부작용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
에 따라 사태는 더욱 수습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이 사건은 외견상 신임 교육부총리의 사소한 말실수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단순히
교육부 수장과 행정 실무팀 사이의 의사소통의 문제로 치부할 수는 없으며, NEIS를
둘러싼 대립과정에서 교육부 수장의 리더십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시점에 교육부와 전교조 사이에 있었던 NEIS를 둘러싼 쟁점은
아래와 같이 분명히 구체화 되어 있었지만, 수장의 이러한 ‘말실수’가 일거에 쟁점
을 흐리게 하면서 협상의 내용을 불분명하게 만들게 되었다는 사실은 NEIS 사태의
전반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 쟁점1: 보안 문제
전교조는 기존의 ‘학교종합 정보관리시스템(CS)’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성적증명
서나 졸업증명서 등 인터넷 서비스에 필요한 일부 정보만 NEIS와 공유할 것을 주
장
교육부는 NEIS는 해킹에 대비, 방화벽 등 최신 보안장비와 함께 공인인증서 없
이는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침입탐지시스템을 갖췄다고 반박
전교조의 지적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이뤄지는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
며, 특히 교육부는 CS체제는 보안 관리자를 학교별로 배정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들고 보안도 훨씬 취약하다고 강조
□ 쟁점2: 정보 유출
전교조는 또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개인정보 200여 가지가 NEIS에 입력·관리되
어 개인 정보의 유출 위험이 크다고 비판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신상 정보를 15가지씩 입력할 예정이었으나
전교조 등의 주장을 수용해 학생은 성명·주민등록번호·성별·주소·사진 등 5개 항목,
학부모는 성명·생년월일·직업 등 3개로 줄였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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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되었든 이를 계기로 전교조의 NEIS 반대투쟁은 한층 가속화되어 바야흐로
교육부와 전교조와의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게 된다.

NEIS갈등 법정 비화 / 전교조 "시행중단 가처분신청 낼 것"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을 둘러싼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이 법정으로 확
대될 전망이다. 전교조는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NEIS인증
을 거부한 전국 8만여명의 교사를 대신해 '인증 및 입력명령 취소 청구소송'과
'NEIS 시행중단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2003. 3.18)

전교조 NEIS 저지 오늘 연가투쟁
교육부 "참가자 징계방침" 복무지침 하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소송제기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논쟁이 법정으로
확대된 가운데 교육부가 전교조의 NEIS저지 대규모 집회 참가자를 징계키로 하는 등
NEIS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전교조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NEIS 시행 저지 및 WTO 교육개방 반대를 위한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하면서 이날 하루
동안 연가투쟁을 벌이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경향신문, 2003. 3.27)

한편 이 시기 교육부와 전교조 사이의 갈등은 사안의 쟁점을 벗어나 불필요한 감
정싸움이나 ‘기싸움’으로 번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
중의 하나는 바로 영어식 약어인 NEIS의 한글 표기에 관한 ‘사소한’ 대립이었다.
즉, 교육부와 학교측은 NEIS를 독일어식으로 읽은 ‘나이스’를, 전교조는 영어 발음
대로 ‘네이스’를 고집했는데 이러한 한글 표기방식을 둘러싼 논쟁은 다른 이해당사
자들에게도 그대로 투영되어 언론 등에서도 사안을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NEIS를
‘나이스(찬성)’, ‘네이스(반대)’, ‘NEIS(중립)"로 표기하는 웃지 못 할 상황으로까지
발전한다. 이러한 표기방식은 당시 NEIS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던 사회적 갈등의
양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렇게 교육부에 의한 문제해결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정부는 난국타개를 위
한 ‘제3의 기구’로서「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2003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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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이 기구엔 교육부, 교직 3단체, 학부모단체, 교수로 이루어진 교육전문가, 시
민단체 등을 대표하는 15인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 위원회에 전교조가 사실상 불
참을 선언함으로써 전체 교직단체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지만, 일부 항목이
조정된 상태에서 4월 11일 위원회 구성원 간 NEIS의 전면적인 시행이 합의되었다.

이어서 5월 3일엔 부총리의 주재로 모든 단체가 참여한 상태로 현장 교사 NEIS
운영 관련 토론회가 개최(교육부 추천 5인과 전교조 추천 교사 6인 참석)되어 장기
토론이 있었으나 역시 합의 도출에는 실패하였다.

이슈와 현장 / NEIS 교육행정정보화 시스템
"뭐가 좋다고 '나이스'입니까? 영어 약자니까 영어식으로 당연히 네이스지, 왜 독일식
으로 부릅니까. 나이스는 교육부가 자기도취에 빠져 붙인 이름입니다."(전교조 소속교
사)"네이스라뇨? 교육부에서 공식명칭을 나이스라고 했고 교장회의에서도 그렇게 부
르는데,

누구 마음대로 네이습니까?"

(D초등학교 교감)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

'(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은 한글표기에서부터 갈등이 심각하
다. 교육부와 학교측은 '나이스'를, 전교조는 '네이스'를 고집하는데 최근 전교조 일부
교사들은 NEIS가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정보유출 바이러스'라며 '네이즈'라는 별명
을 붙였다.
(한국일보, 2003. 3.17)

NEIS권고안 수용촉구 집회 (연합뉴스 2003. 5.19)
국가인권위의 NEIS 권고안 수용촉구 집회가 19일 오후 세종로 청사 후문에서 시민사회
단체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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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찬.반단체 기자회견으로 세과시 (연합뉴스 2003. 5.30)
류명수 한교조 위원장(우측2번째) 김동주 한교조 서울본부장(우) 등 한교조 대표들
이 30일 오전 서울시교위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육부총리 퇴진 및 CS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발족을 공식 발표하고 있고(오른쪽 사진) NEIS 문제
의 올바른 해결과 정보인권 수호를 촉구하는 민주시민사회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이 30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열리고 있다(왼쪽사진).

2. 국가인권위의 결정 - 전교조의 손을 들어주다
이러한 팽팽한 대치상황에서 NEIS 사태전개의 분수령을 이루는 중대한 계기가
발생한다. 2003년 5월 12일 전교조와 일부 교육 및 시민단체가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 결정문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NEIS의
27개 개발영역 중에서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영역을 제외하고, C/S 보안을 충
분히 보완하여 적용할 것이며, 교원 인사기록 중 일부사항도 사생활의 비밀침해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입력항목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委 "NEIS 인권 침해", 27개 항목 삭제 권고...전교조 주장 사실상 수용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와 전교조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의 일부 영역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이를 삭제할 것을 권고, 파
장이 예상된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전교조 측 주장을 사실상 모두 수용한 것
이어서 NEIS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경향신문, 2003.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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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결정문>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제 목 : 교 육 행 정 정 보 시 스 템 (N EIS) 관 련 권 고
주

문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운영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1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27개 개발영역 가운데
가.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교무/학사, 입(진)학 및 보건 영역은 입력 대
상에서 제외하고,
나. 교원인사 기록 중 별지목록 기재 항목은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
로 입력항목에서 제외되도록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2.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한 사생활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가 없도록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에 대한
보안체계 강화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각 권고한다.

◀ 5월 12일 강명득 국
가인권위원회 인
권정책국장이 권
고안 내용을 기자
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2003. 6. 4)

전교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국면 전환의 계기로 전폭적으로 환영하였던
반면, 교육부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일부 교육부 공무원은 국가인권위 방문에서
그들에게 싸늘하게 대했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울분을 토
로하기도 했고, 갑작스런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당황하면서 추후 대책마련에 골몰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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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NEIS 유지'' 물밑작업
교육부가 현실적인 여건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
분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서
범석 교육부 차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NEIS 관련 현
안을 보고하면서 "인권위가 권고한 CS(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로 전환할 경우
학사일정 차질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영탁 위원장 등
의원들은 "교육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전교조와 인권위의 의견을 물어야
하느냐"며 "CS로 전환되면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NEIS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
혔다.
(세계일보, 2003. 5.17)

교육부 “NEIS 일부 보완 후 강행”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일부 영역을 보완해 강행하는 방안을 전
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연가투쟁 돌입 전인 26일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부
는 2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NEIS에서 교무학사, 입학진학, 보건 등 3개 영역을
떼 내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했지만 이를 그대로 수
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당초 10일 정도 시간을 갖기로 했지만
현장의 혼란이 심해 26일 전국 16개 시도교육감회의를 소집, NEIS 시행 방안을
논의해 발표하고 27일까지 전교조 설득 작업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2003. 5.22)

하지만 결국 교육부는 5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전교조와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해 합의를 한 후, NEIS 중 교무/학사 업무 등 3개
영역의 시행 계획을 발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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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타결 / 교육부, 전교조에 NEIS 굴복
교육부가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갈등을 빚어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의 핵심 영역을 NEIS에서 즉각 제외하기로 하는 등 NEIS 시행을 전면 재검토하
기로 결정, 사실상 전교조의 협상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그러나 전국 16개 시·
도 교육감들이 정부안에 대한 집단거부를 선언하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
교원노동조합 등은 교육부총리 퇴진 운동을 주장하고 나서 큰 파문이 예상된다.
(국민일보, 2003. 5.27)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따르면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는 NEIS 시스템을
적용하고, 고등학교 2학년 이하는 NEIS 이전의 체제로 운영하며, 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하여 NEIS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교육부가 한발 물러
서게 된 데는 교육부총리와 이미경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문재인 청와대 비서관, 원
영만 전교조 위원장의 회동이 중요한 계기가 된다.

高2 이하도 NEIS 전격허용 의미 배경...''현실''고려…불가피한 선택
교육부는 당초부터 CS 운영의 어려움을 고려, 인권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NEIS
시행' 방침이 확고했으나 석연치 않은 청와대의 권고로 지난 26일 전교조와 "고
3은 NEIS체제로 운영하되 고2이하는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3개영역은 내
년 2월까지 NEIS 이전 체제로 시행한다"고 합의했다.
(세계일보, 2003. 5.31)

전교조와의 전격적인 회동과 합의가 있은 직후인 2003년 5월 27일 노무현 대통령
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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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정부 정책의 일관성…… 이번에 제가 이번 전교조, 이것만은 어느 것
이 원칙이든 간에 국가의 정책이 ‘전교조’라는 단체의 밀어붙이기 투쟁에 굴
복 못한다, NEIS는 양보 못한다 이렇게 하고, 교육부장관 뒤에서 딱 받쳤는데,
우리 이미경 의원께서 중간에 중재를 서 가지고 떡 타협을 하셔서 제가 ‘안
된다’ 말을 못했습니다. 우리 이미경 의원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핑계로
슬그머니 대어 봅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말이 원칙이지 수백 명 징계하
고 해고하고, 경우에 따라 사법 처리하고, 그렇게 가하기라는 게 쉬운 일도 아
닙니다. 그리고 딱 원칙이 있는 것 같아도 사실 꼭 그런 원칙이 반드시 있는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 재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아주 자주 쓰는 법언
중의 하나가 ‘아무리 좋은 판결도 화해보다는 못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기회에 이미경 의원…… 어떻든 당에서 위임을 받아 나서서 하셨는데, 이
렇게 해서 일단 원만히 합의를 보아주신 데 대해서 저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
니다.”
(제23회 국무회의, 2003. 5.20)

한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협상을 중재했던 국회 교육위 이미경(李美卿.민
주) 의원은 5월 29일 '선생님께 드리는 글'이란 공개서한을 통해 "NEIS는 그대로 시
행하되 27개 항목 중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3개 영역에 대해서만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이므로 NEIS의 폐기나 예산낭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마경 의원은 "NEIS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더 커져버린 느낌이어서 중재에 나섰던
사람으로 책임을 느끼면서, 선생님들과 저의 생각을 나누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 6개월간 정보화위원회에서 3개 영역에 대해 NEIS를 보완 운영할지,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을 보완 운영할지, 제3의 대안이 있는지 결정할 것"이라며 "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적‧인권적 관점을 우선해 네트워크상에 있어도 좋을
정보와 선생님들 수첩에 있어야 할 정보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교조와 교총 등 교원단체들에 대해 "주장을 강하게 하더라도 대화와 설득
의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기 바란다"며 "누구 편을 들어줬다, 누구의 일방적
승리라는 등 힘의 논리에 의한 말은 사라지고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사태발전에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보
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무엇보다 권고 결정사항 중에 인권
과 관련된 지적 이외에 시스템 보안과 같이 상당히 기술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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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이후 두고 두고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특히, 국가인권위의 권고 결정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도 섭섭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은 “인
권위가 가지고 있는 권위” 및 “인권위의 고유한 업무이고 또 소관”이라는 전제를
부정하지 않고 인권위에 충분한 존중심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 판단의 무리함에 대
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표명했던 것이다. 즉 대통령의 지적은 인권위가 갖고 있는
고유한 권한을 벗어나 기술적으로 판단할 사항(“보안체계 강화조치”)에까지도 개입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중략] 인권위원회의 권고는 확정력을 갖는 행정 행위가 아닌 만큼 계속해서 대화로
써 권고 자체를 시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
랍니다. [중략]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인권의 측면에 있어서 권위가 있는데, 지난번 이라크 파병 결
정 때 파병을 직접 반대하는 의사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전쟁 반대라는 표시를 통해
서 정부의 파병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인권위원회의
고유한 업무이고 또 소관이라고 생각해서 존중했습니다. 정책이 따라가지는 못했지만
성명에 대해서 존중하고 아무런 시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육 정보 시스템이
라는 것은 대단히 많이 기술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위원회에서 의
사 표시를 한다면 어느 어느 부분에 인권 침해의 위헌이 있다라고 지적하면 되는 것
이지, 시스템 자체를 폐기하라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권
고할 수 있지만, 너무나 복잡한 기술적인 문제에 관해서 단정적 권고라는 것은 좀 과
하다는 판단도 듭니다.”
(제23회 국무회의, 2003. 05. 20)

아울러, 이러한 합의 과정에서 교육정책 수장으로서 교육부총리의 리더십 부재
문제 그리고 정책 당국자와 교직단체 사이의 ‘비정치적 의사소통 과정’의 결여 등도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야할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교육정책을 교육논리에
따라 교육부 수장이 결정하지 못하고 정치권의 타협에 의존하게 되었다는 것은 참
여정부 출범초기 교육리더십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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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NEIS혼란 정부가 키운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혼란을 둘러싸고 정부가 볼썽사나운 갈짓자 걸음을 하
고 있다. 분명한 원칙과 중심을 잡지 못하고 상황변화에 떼밀려 이리저리 표류하
는 모습이다. '인권위 권고 존중' '선(先) 시행 후(後) 보완' 'NEIS 전면재검토'
'NEIS 병행' 등 종잡을 수가 없다. 정부 차원의 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경향신문, 2003. 6. 2)

3. 교육부의 조정능력 한계-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의
활동 개시
2003년 5월 26일 전교조와의 극적인 타결이 있은 후에도 혼란은 지속되었다. 한
국교총과 한국교원노조가 5월 30일 윤덕홍 교육부총리 퇴진을 위해 공동전선을 펴
기로 하는가 하면 전교조와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NEIS 합의안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NEIS 파문이 세싸움 양상 속에 날이 갈수록 확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NEIS 문제와 관련, 새로 구성되는 정보화위원회가 최
종결론을 내리는 연말까지 고2 이하에 대해 수기(手記)로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을
처리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NEIS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선 학교 대부분이 이
미 NEIS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연말까지는 물론
장기적으로도 NEIS가 사실상 전면 시행될 것으로 보이면서, 전교조는 이러한 교육
부의 방침을 합의안 파기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6월 2일 윤덕홍
교육부총리와 서범석 차관 등 교육부 관료 4명을 고발하고, 연가투쟁을 선언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가 이렇게 교육부의 NEIS 사실상 전면 시행 결정에 반발하여 당시 고3에
한해 NEIS로 운영하는 데 협조한다는 약속을 철회키로 함으로써 2004년 입시업무
에 비상이 걸리는 등 사태는 또 다시 악화일로로 치닫게 된다. 당시 송원재 전교조
대변인은 2003년 6월 2일 "교육부의 NEIS 합의안 파기로 당시 합의 자체가 백지화
한 상황에서 고3 NEIS 협조 약속은 무의미해졌다"며 "4일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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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교조와의 갈
등이 날이 갈수록 증폭되는 상황에서 6월 3일에는 NEIS 중 교무/학사 업무 등 3개
영역 세부 시행 지침이 발표되었다. 당초 전교조와 협의한 대로 당시 고교 3학년생
은 NEIS로 운영하되, 인권 관련 항목은 삭제한 후 시행할 것이며, 고등학교 2학년생
이하는 수기(手記), SA, CS, NEIS 중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NEIS운용 이원화 모색 / 인권관련 3개영역 학교별 서버로 관리
교육현장을 대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를 풀기 위
한 새로운 절충안이 교육계에서 적극 모색되고 있다. 3일 일선 교육현장의 정보
화담당 교사 등이 활발하게 논의 중인 이 방안은 NEIS를 인터넷 기반으로 전면
시행하되, 문제가 되고 있는 교무·학사, 진·입학, 보건 등 3개 영역은 학교종
합정보시스템(CS)의 서버를 이용, ‘학교별로 폐쇄적으로 NEIS를 운영하자’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이원적 NEIS 운영 안이 NEIS 전면시행이라는 명분
을 갖는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우려하는 정보인권 보장도 충족시킬 수 있다
고 보고 검토 중이고 전교조 교사들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방안
에 대해 4일 청와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문화일보, 2003. 6.3)

전교조는 이러한 교육부의 시행지침에 반발하여 연가투쟁, 공동수업, NEIS 불복
종 운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투쟁을 전개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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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반대투쟁 돌입, 교총은 장외집회 철회 - 시민단체 "NEIS 손배訴"
전교조가 4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지침에 항의, 분회별 비상총회를 개
최하는 등 본격적인 NEIS 반대투쟁에 돌입한 반면, 한국교총은 7일로 예정됐던
대규모 장외집회를 이날 철회하기로 하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전교조는
이날부터 이틀간 전국 초.중.고교에서 NEIS 시행지침에 항의하는 학교별로 '전국
분회 비상총회'를 개최하는 한편 오는 10일 전국 시.도지부별로 대규모 결의대회
를 열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NEIS 반대투쟁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오는 9일부터
학생들을 상대로 NEIS 문제 등 정보인권에 관한 공동수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한
편 11∼14일까지 1,000명 규모의 교사들이 상경투쟁을 펼치는 데 이어 20일에는
전조합원이 참여하는 연가집회를 강행할 방침이다. 한국교총은 오는 7일 한국교
원노동조합과 공동 개최키로 한 장외집회를 일단 유보한다고 이날 밝혔다.
(경향신문, 2003. 6. 5)
시민단체, NEIS 국민감사 청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관련, 교육부는 본격적으로 정보화위원회의 구성에
나선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연가투쟁을 강행하기로 결의하는 등 갈등이 계
속되고 있다. 전교조는 5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5·26 합의안 타결로 유보됐
던 연가투쟁을 오는 20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NEIS 반대 시·도 지부 결의
대회와 학생 대상 공동수업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1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1000명 교사 상경투쟁은 일단 유보하고 지역별로 학교 현장에서
NEIS 불복종, 인증거부운동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신문, 2003. 6. 6)

한편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자 정부는 NEIS를 둘러싼 갈등과정에서 정책조정
능력에 한계를 보인 교육부 차원을 넘어 국무총리실 산하에 법률, 정보, 교육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정보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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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정보화委 총리실에 설치
심각한 교단 갈등을 초래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해결에 국무총리실이
직접 나선다. NEIS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위원
회’도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 운영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NEIS에 대한 조
정 능력 상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돼 앞으로 정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 2003. 6.18)

이에 따라 2003년 7월 1일 교육정보화위원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는데, 간
담회 참석자는 정부측에서는 국무조정실장, 교육부차관, 교육문화심의관, 국제교육
정보화기획관, 정보화지원 담당관 등이었고 시민단체 측에서는 박영선(참여연대 사
무처장), 박경양(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조희주(전교조 부위원장) 등이었다.

이날 정보화위원회에 참석한 각 단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먼저 참교육학부
모회는 원칙적으로 합리적인 토론회 등을 통해 해결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며, 현장
의 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인권분야 위원을 선정하여야 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신상정보의 수집·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참여연
대의 주장에 따르면, 인권단체가 프라이버시권을 나름대로 끌어올린 것을 인정하고
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인권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 보장할 수 있는 위원회 구
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NEIS 투쟁과정에서 있었던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
한 사법처리는 이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정치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한편 전교조는 위원회 참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
고 사항을 명백히 존중해야 하며, 현 위원회 구성으로는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위원
회는 공청회 등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성되어야 하고, 전교조 연가투쟁과 관련
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된 7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구체
적으로 7월 3일까지 위원회 구성과 체포영장 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이
에 대해 교육부는, 위원회는 각본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단계부터 검
토할 계획이므로, 여러 가지 문제를 위원회에 먼저 참여하여 논의하여야 할 것이며,
민변 추천, 정보 분야 미선정 1인, 참여연대 추천인사 등 3인은 인권전문가로 구성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전교조 교사에 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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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처리 문제에 관여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다만 그 뜻을 전달할 수는 있
을 것이라는 입장만을 표명했다.
이렇게 우여곡절을 거쳐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구성된 「교육정보화위원회」는
2003년 7월 7일 세종로 청사에서 첫 회의를 가진 이후 2004년 2월 29일까지 NEIS
구축을 둘러싼 문제해결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총 25명으로 구
성된 위원(위원장: 이세중)은 교육, 제도, 정보 등의 분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위원
회 출범이후 초기단계에서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사법처리와
관련하여 극심한 대립을 겪게 되고, 이러한 와중에서 이세중 위원장은 진보 쪽 단체
의 합류를 설득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어 마침내 9월 8일 제3차 전체
회의에서부터는 전교조의 참여를 이끌어 내게 된다.

전교조, 오늘 NEIS회의 참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해법을 찾기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
회(위원장 이세중)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참여 결정으로 일단 정상적인 진행
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NEIS의 해결 실마리를 찾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출범한 위원회는 전교조를 비롯, 전교조와 성
향을 같이하는 참여연대·참교육학부모회·민변 등의 참여 거부로 사실상 ‘반
쪽회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서울신문, 2003. 9. 8)

전교조의 참여로 교육정보화위원회가 정상화된 이후에도 NEIS 운영을 둘러싸고
장외에서는 여전히 전교조와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그 중에서도 특히 2004 대
입과 관련한 전교조와의 갈등은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2003년 11월 10일 서울지역 입학관련처장 협의회 소속 11개 대학은 2004학년도
정시모집부터 학생부 전산자료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형태로만 받기로 했다
고 밝혔는데, 전교조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섬으로써 2004 대입을 둘러싸고
NEIS 갈등이 다시 재점화된 것이었다.

- 34 -

"정시모집 학생부 NEIS로만 접수"서울지역 11개대 확정
서울대 연세대 서강대 등 3개 대학은 10일 NEIS 단독접수원칙을 지키겠다는 입
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앞서 서울대와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중앙대, 상
명대, 성균관대, 인하대, 서울여대, 동국대, 숭실대 등 협의회 소속 11개 대학 입
학관련처장들은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NEIS에 의한 학생부 접수 원칙을 결정했
다. 이 밖에 삼육대, 성신여대, 명지대도 원칙적으로 NEIS 자료만 접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 2003.11.11)

특히 법원이 2003년 11월 28일 성열호(17)군 등 수험생 3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대학입시 전형자료 CD 제작·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파장은 일파만
파로 커지게 되었다. 당장 대입 정시모집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는데다 논란에
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도입에
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2003년 12월 9일,
2004학년도 대입전형 학생부 CD제작에 관한 방침을 발표했다.
〈2003년 12월 5일 당시 대입전형용 CD 제작 학교의 현황〉
대상 학교수

완료 학교

제작 거부학교

미제작 학생이 있는 학교

2,044개교

2,039개교

5개교(1,102명)

22개교(2,613명)

이와 함께 교육부는 CD 제작을 거부하는 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 ‘04학년도 대입
전형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동시에, 대학입시를 앞두고 펼
쳐질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했다. 즉, 기존에
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예정자 전체의 대입 전형용 CD를 제작하여 모든 대학에 제
공해 왔지만, 대학별로 지원한 학생의 전산자료만 추출하여 해당 대학에 제공하기
로 절차를 변경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중앙센터를 두고, 11개 시·
도교육청에 지역 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하였다. 한편 각 대학은 원서 접수 후 지
원자 명부를 전산자료로 작성한 후, 인근 지정 센터에서 해당 대학 지원자 자료만
추출하여 대입 전형에 활용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일단 파국으로 치닫던 상황을 수습
하는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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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파국을 겪은 후 NEIS를 둘러싼 논란은 결국 해를 넘겨서 2004년까지 이
어진다. 2003년 11월 29일 제6차 전체회의에서 NEIS에 입력된 정보를 3단계로 분류
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합의해 놓고도 서버 운영방식 등 세부적인 사항에서 합의
를 보지 못해 결국 2004년 2월 9일 제9차 전체회의에 가서야 비로소 가닥을 잡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제9차 전체회의(’04.2.9, 22명 참석, 18명 표결, 2명 기권)에서 도 전원일치
의 합의는 성립되지 못하여 결국 다수의견(10명 찬성)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즉, 특수학교와 고등학교는 단독서버, 초․중학교는 15개 학교를 기준으로 그룹서버
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감독기구의 심의를 거쳐 단독 또는 그
룹 서버를 설치․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여기서 비용절감 원칙을 고
수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새로운 시스템 초기 구축비용은 NEIS 초기 구축비용인
520억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반면에 교육부는 추가 비용을 사회적
갈등비용으로 간주하면서 애초의 쟁점들 중의 하나인 ‘보안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지금까지 전교조가 금과옥조로 삼아왔던 중요한 항목이었던 보안
문제는 이 시점에 이르러 비용문제의 뒷전으로 밀리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서부터
전교조는 보안문제라는 이슈에서 비용절감 원칙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
며, 사실상 전교조와 교육부와의 NEIS를 둘러싼 오랜 논란이 마침내 가시적으로 종
착점을 향해 달리게 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이렇게 제9차 전체회의(2004년 2월 9일)를 마지막으로 활동
을 종료하고 국무총리에게 그 동안의 활동결과를 보고하였다. 보고결과는 아래에
요약된 바와 같다.

<교육정보화위원회 활동 최종 보고>
I. 위원회 활동 개요
1. 활동기간 : ’03.7.7～’04.2.29
2. 구성 : 26명(위원장 이세중 외 25명)
3. 주요 활동 사항
전체회의 9회, 분과회의 20회, 분과별 합동회의 7회,
토론회․공청회․워크숍 각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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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합의사항
1.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가. 기본 방향
◦ 기존의 NEIS로부터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의 DB 분리하여 16개 시▪도 단위로
단독 또는 그룹서버 운영
◦ 독립적인 감독기구 설치․운영
◦ 장기적으로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하되, 현 단
계에서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단독 또는 그룹별 서버 운영
나. 감독기구의 설치▪운영
◦ 국무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내에 교육정보보호분과 설치
◦ 조치사항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개정
다. 시스템 운영 원칙
◦ 정보수집․관리 및 기술적 관리권한의 학교장 보유 보장
◦ 정보주체의 정보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
◦ 필요시 감독기구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학교장에게 시스템에 관한 기술
적 보완 요구 가능
라. 시범운영기간의 서버운영 평가 및 결과의 적용
◦ 새로운 시스템은 도입 후 최소 1년 이상 시범운영함
◦ 시범운영기간 중 서버운영결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단독 및 그룹서
버의 확대 또는 축소 운영
2. 법․제도 개선사항
◦ 장기적으로는 정보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또는 학
생정보보호에관한특별법 제정 검토
◦ 단기적으로 교육정보화 근거를 보완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
- 교육기본법 제23조의 2,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보건법 제7조
3. 개인정보 항목 조정 관련
◦ 항목의 공유범위를 검토하여 분류
- 가등급(담당교사 관리), 나등급(학교수준 관리), 다등급(법정항목으로 타학
교, 상급학교 또는 업무관련 공공기관 정보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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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교조와의 합의와 교총･한교조 등의 반발
교육부는 결국 2004년 3월 3일 교육정보화위원회 건의 사항을 전폭적으로 수용하
기로 하고,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팀을 교육부 소속으로 구성하기로 한다.
이 추진팀은 2006년 3월까지 활동을 하게 된다. 교육부는 내부적으로 새로운 시스
템 개발을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3.6억원, 프로그램 개발비로 46억원, 시험운영용
서버 도입비용으로 24억원 그리고 본격적인 시스템 운영(1차년도 시범실시)을 위한
기반구축 비용으로 45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또한 새로운 시스템 개발을 위해
팀장 외 9인으로 구성된 추진팀을 발족시켰다. 특히 시스템의 조기구축을 위하여
긴급입찰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학교현장 정착시점(2006년 3월 1일)까지 실제 업무
처리는 기존 시스템 (NEIS, CS, SA)을 활용하도록 했다. 한편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 NEIS 구축을 위한 컨설팅이 있었는데, 교육부는 컨설팅 추진 일
정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앞서 말했듯이, 여기서 전교조는 더 저렴한 장치 구성
을 주장하고 교육부는 안전성 확보에 초점을 두면서 대립이 발생하기도 했다.

<단계별 추진 계획>
가. 제1단계(2004.4월～2005.2월)
◦ 시스템 구축 관련 컨설팅 수행 : 2004.4월～6월
◦ 교육관련 법․제도 정비 연구용역 수행 : 2004.3월～6월
◦ 정보보호관련 법․제도 정비 및 감독기구 설치 : 2004.6월～2005.2월
◦ 시스템 개발 및 시험운영용 시스템 구축 : 2004.6월～2005.2월
나. 제2단계(2005.3월～2006.2월)
◦ 시스템 시험운영 : 2005.3월～2006.2월
◦ 시험운영결과 평가 및 물적기반 구축 : 2005.9월～2006.2월
◦ 시스템 전면 시행 : 2006.3월
◦ 감독기구의 평가 : 2006년 3월부터 1년간

2004년 5월 21일에 착수하여 8월 20일까지 3개월 동안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에
대한 NEIS 구축과 관련하여 진행된 컨설팅은 효율적이고 안전한 새로운 시스템 구
축을 위한 취지에서 시행되었다. 사업의 관리를 맡은 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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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컨설팅 사업자로서 베어링포인트 컨소시엄(베어링포인트, 인터젠, 스캐닝글
로벌)이 선정되었다. 이들이 맡을 컨설팅 범위는 현행 정보화 현황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방향의 수립, 새로운 시스템 구조의 설계
와 그에 대한 원가산정, 새로운 시스템 구축 및 이행계획의 수립 그리고 정보화 추
진계획의 수립이었다. 사업기간 동안 최적의 새로운 시스템 구현을 위한 정보 전략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주요 작업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워크샵 3회, 자문위원회 3회,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설명회 2회, 착수․
중간․최종보고회 등이 개최되었다. 이와 아울러 애초에 사업 목표로 정한 바 있는
‘단독 또는 그룹서버 구축원칙’과 ‘NEIS 초기구축비(520억원) 기준 범위’를 충족시
키기 위해 최소비용·최적시스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었
다. 이에 따라 공개 S/W의 적용가능성이 검토되었고 교육정보화위원회의 다수안을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학급 수 및 사용자 수를 기준으로 한 재설계도 추진되었다.
그 결과 컨설팅 사업 관리업체에서 제안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컨설팅 주요과제 수행결과>

1. 새로운 시스템의 물리적 위치 및 소요인력
◦ 법적 적합성, 사용자 편의성, 학생정보인권 보호, 학교현장에서의 신뢰성
측면에서 시․도교육청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 시스템 관리에 대한 슈퍼유저의 권한 : 시․도교육청 관리
- 학교장의 책임하에 직접 보유 및 관리할 수 있으나, 전문성 부족 및 교사
업무부담 등으로 학교장의 위탁하에 위임받은 시․도교육청에서 보유․관리하
는 방안이 바람직
◦ 시․도교육청 추가 소요인력 : 총 262명
- 추가 최소 전문인력 충원 : 104명
-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른 지원 인력 충원 : 158명

2. 단독/그룹서버 구축 기본모델 및 성능검증 결과
◦ 단독서버의 경우 리눅스 및 유닉스 적용이 가능
- 개인식별 정보를 암호화할 경우 리눅스 서버 사양 증설 필요
- 암호화 전 20,000tpmc～40,000tpmc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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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 적용을 고려한 적정 tpmc 사양 결정은 제안업체가 성능검증 후
제안함이 타당
◦ 그룹서버의 경우 유닉스 서버 활용이 적절
- 교무/학사 업무의 특성상 특정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므로 사용자수 증가에
따른 안정적 응답시간 및 암호화 적용을 고려하면 일정한 성능을 유지하는
유닉스 서버 활용이 적절
- 암호화 전 30,000tpmc～110,000tpmc 적절 (시도별, 서버별 차이 있음)
※ 암호화 적용을 고려한 적정 tpmc 사양 결정은 제안업체가 성능검증 후
제안함이 타당

3. 단독/그룹 서버 구축 모델별 소요예산
◦ 교육정보화위원회 다수 건의안에 따른 예산과 서버 확보 문제
- 교육정보화위원회 건의안 중 다수의견에 따를 경우 NEIS 초기 구축비인
520억원 범위 내에서 2,732대의 서버 확보 필요
◦ 서버물량(2,732대) 기준 : 약 700억원 소요
- 단독서버 2,168대 (고등학교 2,031교, 특수학교 137교)
- 그룹서버 564대 (초: 5,463교, 중: 2,850교, 초중학교 15개교당 1대 서버)
◦ NEIS 초기구축비 520억 기준 : 단독서버 1,435대, 그룹서버 398대
- 단독서버: 31～60학급 규모를 기준으로, 30학급이하 학교 그룹핑(1개교～3
개교/1서버)
- 그룹서버 : 대규모 시․도는 교원 800명을 기준, 중소규모

시․도는 교원 400

명을 기준으로, 초중학교 그룹핑 (15개교～50개교/1서버)

하지만 새로운 시스템 구축일정에 대하여 교육부(안)과 전교조(안)간의 차이가 있
어 이에 대해 다시 구체적인 일정 협의가 있어야만 했다. 이에 따라 2004년 9월 14
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중재로 교육부와 전교조의 이견
을 좁히기 위한 협의가 있었다. 구논회 의원실에서 있었던 제2차 협상에는 열린우
리당 구논회 의원 및 보좌관을 포함하여 교육부 박경재 국제교육정보화국장, 양열
모 교육행정정보화추진팀장, 전교조 쪽에서 차상철 사무처장, 이강훈 교육국장, 교
육학술정보원(KERIS)장, S/W진흥원 공개소프트웨어센터소장 외 각 기관 수행원 5
명 등이 참석했다. 협상 결과 교육부와 전교조 사이에 합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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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중 교무/학사등 3개영역 새로운 시스템 구축 합의문>
□ 새로운 시스템 개발 일정과 관련,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고 학교현장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전교조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학교현장을 고려하여 2005년 1학기 학사업무 마감을 위해 2005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개통하여 2005년 9월 1일에 전국적으로 전면 개통
한다.
○ 2005년 9월에서 2006년 2월까지를 시스템 안정화 기간으로 설정, 시스템의 완성도
를 높여 나가며, 2006년 3월 1일부터는 최종 시스템이 학교현장에서 정착되도
록 한다.
○ 새로운 시스템 개발에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며, 교원노조
는 새로운 시스템 개발에 적극 협조한다.
□ 새로운 시스템 개발 시 운영체제를 공개 소프트웨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결정 및 정부방침을 존중
하여 NEIS, CS, SA를 사용해 학교현장의 불편과 갈등을 없애도록 한다.
2004년 9월 23일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

병

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원

영

만

교육부·전교조, 3년 끈 NEIS분쟁 합의 (국정브리핑 2004. 9.23)
김영식 교육부 차관이 원영만위원장과 합의서를 교환하고 있다.

2004년 9월 23일 교육부와 전교조 사이에 전격적으로 새로운 NEIS 시스템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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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일정 등에 대한 합의가 있은 다음 날, 교총, 한교조 등은 합의과정에서 자신들이
배제된 것에 대해 “제2의 NEIS 밀실야합”이라고 비판하며 교육부총리를 항의 방문
하게 된다. 보수 언론들도 이러한 비판에 가세하여 한 때 사태가 다시 악화되는 것
처럼 보였다.

교총 "NEIS 타결은 밀실야합"/교육부. 전교조 새시스템 합의에 강력반발
23일 합의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새 시스템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
총),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학사모) 등 교원·학부모단
체가 ‘밀실야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 등은 NEIS 새 시스템 전면 재검토
등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교육부총리 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NEIS를 둘러싼 교육계 갈등이 또다시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
체는 24일 “교육부와 전교조간 NEIS 새 시스템 합의는 당사자의 합의를 배제한 밀
실야합”이라며 안병영 교육부총리를 항의방문했다.
(세계일보, 2003. 9.25)
[사설] 교육부는 전교조만 상대하나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도입 일정을 확정하면서 전교조하고만 합의문
을 교환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NEIS 문제는 교원단체들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교육계
에 큰 파문을 불러왔다. 이 문제는 결국 교육부에서 국무총리실로 넘겨졌고 한국교
총, 전교조, 한교조 등 3개 교원단체가 논의에 참여해 왔다. 따라서 이 문제를 처리하
려면 교원단체들의 합의를 동시에 이끌어 내는 것이 불가피하다.
(동아일보, 2003. 9.26)

2004년 9월 24일 오전 9시 30분경 윤종건 교총회장, 류명수 한교조 회장, 고진광
학사모 회장 등 20여명이 교육부 청사의 본관을 진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소란이 있
었고, 결국 10시 20분부터 11시까지 윤종건 교총회장, 류명수 한교조 위원장 등 11
명이 안병영 교육부총리와 면담을 하게 되었다. 이들은 전교조와의 합의과정에 한
국교총, 한교조 등이 배제된 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충
분한 시험운영과 준비기간 없이 시행할 경우 학교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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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전교조 NEIS 합의’에 대한 성명서>
제2의 NEIS 밀실야합을 강력히 규탄한다! “교육부 개혁의 계기로 삼을 것”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23일, 교육부가 NEIS 시스템을 2005년 9월
부터 전면 시행키로 전교조와 단독 합의한 것은 한국교총을 포함한 관련 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배제한 밀실야합으로 교육부 스스로 참여정부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특히, 충분한 시험운영과 준비기간 등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교
육현장에서의 엄청난 혼란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부가
져야할 것이다.
2. 2005년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시스템 안정화 기간으로 설정한 것은 전국 40만
교원을 NEIS의 새로운 시스템의 시험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이는 일부 학교
를 대상으로 하는 충분한 검증기간의 미확보로 운영상의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
생할 소지가 매우 크다. 이 경우 전국 11,000여개 학교의 학사 운영에 심대한 영
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지난해 NEIS 파동에 이어 또다시 충분한 논의와 합
의도 없이 갑자기 특정 단체와 합의한 것은 ‘제2의 밀실야합’으로, 아직도 교육
부가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4. 이에, 한국교총은 이 나라 교육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특정단체와 협의하고 합의했다면서 주요 교육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앞으로 모
든 교육정책들을 특정단체만 동의하면 그대로 끌고 가도 된다는 생각을 저변에 깔고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이 나라 교육의 장래를 생각할 때 심히 우려되는 행위
이다.
둘째, 명실 공히 이 나라의 최대 교원단체를 협상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현 정부의 정치적 편향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며, 이는 교육부 스스로 교육정책 결
정의 안정성과 균형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치명적인 과오를 범한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총리는 이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이번 사건을 주도한 인물을 엄중 문
책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교육부총리 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앞으로 어떤 교육정책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 아울러 이
후에 야기될 모든 사태의 책임은 교육부가 져야 할 것이다.
5. 한국교총은 이 같은 뜻을 전달하기 위해 내일(9.24) 오전 9시 30분, 한국교총 회장
단 및 전국 시․도교총회장단, 정보화담당교사 등과 함께 교육부총리를 공식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일을 구
태를 거듭하고 있는 교육부의 개혁을 위한 계기로 삼을 것임을 밝힌다. 끝.

이에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합의시 교총․학부모단체 등을 의도적으로 배제할 생각은 전혀 없었으며, 단지 기술
적․실무적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모든 이해당사자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데에 대해 이해를 당부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향후 새로운 NEIS 구축 추진
일정 등은 교총, 한교조 등을 포함한 교원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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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자칫 또 다른 갈등으로 발전될 수도 있었던 이 ‘작은 소동’은 큰 문제없
이 막을 내렸다.

NEIS 합의안 '갈팡질팡'
교육부와 교총은 7일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교무 및 학사, 입ㆍ진학 등 핵심 3개
영역 새 시스템 구축 추진 일정 등은 교총이나 한국교원노조(한교조) 등과 합의해 최
종 결정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측은 “이는 지난달 교육부가 전교조와 단독 합
의한 일정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안이 훼손될 경우 NEIS 반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혀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일보, 2004.10. 8)

5. 새로운 NEIS 업무시스템 구축과정과 갈등의 해소
2004년 11월 20일 드디어 새로운 NEIS 교무업무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획이 확정
되었다. 확정된 기본 방침은 먼저 서버 운영에 있어서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을
NEIS로부터 분리하여 16개 시․도 단위로 단독 또는 그룹 서버로 운영하며, ‘단독 또
는 그룹서버 구축 원칙’과 ‘NEIS 초기구축비(520억원) 기준 범위’를 충족하는 최소
비용․최적시스템을 구현하고, 특수학교와 고등학교는 단독서버, 초․중학교는 15개 학
교 기준으로 그룹서버를 운영함을 원칙으로 삼았다. 한편 개인정보의 항목을 조정
하는 기본적인 방침으로, 학생정보의 공유범위를 가, 나, 다 등급으로 분류한 것을
바탕으로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부를 전산화하기로 했다. 이에 구체적인
구축일정을 다시 조정했다. 이와 함께 2004년 11월 9일 드디어 교원 3단체(한국교
총, 전교조, 한교조)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정을 조정‧합의함으로써 교육 현
장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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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단체와의 협의된 일정
1. 충분한 기술적 검토를 통한 물적 기반 구축 : ‘05. 3 ～ ’05. 8
2. 시험운영(‘05.3～’06.2)을 통한 응용S/W 개발 및 시스템 최적화 : ‘05. 9 ～ ’06. 2
3. 학교현장 정착․운영(전면시행) : ‘06. 3

이후에 현장 설명회도 이어졌다. 이를테면 2005년 2월엔 16개 시․도교육청 대상의
설명회가 개최되었고, 전국 각급 학교 교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개최되었다. 새
로운 시스템 운용 소프트웨어 개발은 2005년 1월 31일에 계약하여 2006년 2월 28일
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하였다.

삼성SDS，NEIS 새 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
삼성SDS가 3개 영역으로 분리해 새로 구축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범사업
주사업자로 선정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의 교무·학사 등 3개영역 시스템 응용소프트웨어(SW) 개발을 위한 우선협상대
상자로 삼성SDS를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파이낸셜 뉴스, 2005. 1.26)

시스템의 물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은 협의회, 설명회 공청회, 전
문가 자문회의 등을 비롯하여 2005년 8월까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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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스템 전국단위 물적기반 구축 사업 일지
○ 2005. 2. 23: 시․도 정보화 과장 대상 교무/학사 등 3개영역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착수보고회
○ 2005. 3. 29~30: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업무분석 및 요구사항 수렴을 위한 워크샵
○ 2005. 4. 28: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 전국 단위 물적기반 구축 예산 및 소요 운영 인력 확보 협조
○ 2005. 5. 3. : NEIS 중 3개 영역 새로운 시스템 구축 관련 기본 자료 제출
○ 2005.5.19: 교무/학사 등 3개 영역 새로운 시스템 구축 현황 수합
○ 2005. 6. 3: 새로운 시스템 구축관련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협의
- 새로운 시스템 물적기반과 운영시스템 구성안 검토
(H/W 및 S/W 구성, 연계, 분배, 통합자원관리, 백업, 네트워크 구성 등)
○ 2005. 6. 7: 새로운 시스템 구축 추진 시⋅도교육청 의견서 제출
- 통합공동입찰 방식 및 사업 위탁 동의서 제출, 시⋅도교육청별 DB서버 소요물량 요
청서
○ 2005. 6. 17~23: 새로운 시스템 전국단위 물적기반 구축 사업 조달청 사전 규격 공개
○ 2005. 6. 28: 새로운 시스템 전국단위 물적기반 구축 사업 조달청 입찰 공고
○ 2005. 6. 30: 새로운 시스템 전국단위 물적기반 구축 사업 제안요청 설명회(총 43개
업체 참여)
○ 2005. 7. 19: 새로운 시스템 전국단위 물적기반 구축 사업 입찰 제안서 접수(총 3개
업체 참여: LGCNS, KT, 삼성SDS컨소시엄)
○ 2005. 7. 21: 새로운 시스템 전국단위 물적기반 구축 사업 제안서 기술평가 결과 조
달청 송부
○ 2005. 7. 25: 새로운 시스템 전국단위 물적기반 구축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삼성SDS컨
소시엄) 선정
○ 2005. 7. 25: 새로운 시스템 전국단위 물적기반 구축 사업 낙찰자 선정(삼성SDS컨소
시엄)
○ 2005. 8. 18: 새로운 시스템 전국단위 물적기반 구축 사업 낙찰자와 계약

교육부는 이 새로운 시스템의 개발과정에서 수시로 전교조 위원을 초청하여 설명
했다. 전교조는 이 시스템이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보이게끔 해달라고 요구했다. 당
초 NEIS 구축․운영을 반대했던 전교조가 이제 와서 전혀 새로운 시스템으로 보이게
끔 해달라는 주장에 대해 교육부로서는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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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새로운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또 다시 비판적인 제동을 거는 데에는 나
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로서는 그 동안 ‘일관되게’ 주장했던
NEIS 반대 논리를 스스로 저버렸다는 오해를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순회 교사가 생기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교무․학
사 분리를 유지하기 위해 시스템 로그인을 별도로 하도록 하는 등과 같은 시스템
운영방식을 고집하게 된 것이다. 전교조는 이 시기 NEIS시스템의 운용 효율성보다
는 그 동안 반대해 왔던 NEIS를 수용하는데 따른 대외 명분을 찾는 데에 고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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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마침내 교육정보화의 닻을 올리다
1. 오랜 진통 끝에 다시 개통된 NEIS
2006년 3월 14일 서울시 교육청 교육정보센터.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총리를 비롯하여 교육 관련 여러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이른바 NEIS의 개통식이 열렸다. 150여명이 참석한 개
통식엔 교육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성향의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교총, 전교
조, 한교조로 대표되는 교직단체와 학부모단체가 모처럼 한 자리에 모였다. 2003년
3월 교육부가 1차적으로 개통을 한 후 그리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NEIS’가 이
날에야 새롭게 정비되어 전국 1만여 곳의 학교에서 개통식을 맞이한 것이다.
김진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시스템 개통을 기점으로 투명한 교육행정을 통해
학교 현장의 학습을 최대한 지원하고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
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NEIS 전국 모든 학교 개통…신상정보 암호화로 보안강화

2003년 인권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빚었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일부
수정을 거쳐 전국 모든 학교에서 개통됐다. 교육부는 14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보센
터에서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NEIS 교무업무 시스템 개통식을 열었다. 새롭게 개통된 NEIS는 교무·학사와 입·진학
‧보건 업무 등 3개 영역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 통합 서버에서 분리됐다. 특수
학교와 고등학교는 단독 서버로, 초·중학교는 그룹 서버로 운영된다. 학교별로 데이
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침입차단 장치 등의 보안장치를 추가했으며 주민등록번호 등
학생 신상정보가 암호화돼 정보 보안이 크게 강화됐다. 또 전자업무승인(결재) 기능
이 추가돼 교사들의 업무 부담도 줄게 됐다. 교육부는 올해 8월까지 시스템 안정화에
주력한 뒤 말레이시아 등 NEIS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들에 수출 여부를 검토할 계획
이다. 김 부총리는 “시스템 개통을 기점으로 투명한 교육행정을 통해 학교 현장의 학
습을 최대한 지원하고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2006.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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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6년에 걸친 작업에서 숱한 우여곡절을 경험한 교육관계공무원들의 표정에서
오랜 산고를 거쳐 출산에 성공한 산모의 지친 모습과 같은 기쁜 마음을 동시에 읽
을 수 있었다. 교육 정책 당국에 의한 나름대로의 마스터플랜에 입각하여 제시된 사
업이 ‘교육공중’의 여론을 통해 적지 않은 대립과 갈등을 거치고 난 다음 드디어 세
상의 빛을 보게 된 것이다.

2. NEIS의 서비스 내용: 무엇이 달라졌나?
2006년 3월 개통된 ‘교무업무시스템’은 NEIS 27개 영역 중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3개 영역의 DB를 분리하여 구축한 시스템으로, 교사의 업무 편의를 도모하
고 교육지원 기능을 강화해 교육업무 전반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필수 기능 위주의 통폐합과 단순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향상을 통하여
업무의 편리성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7단계 보안체계, 학교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권한 분리, 학생의 주요 신상정보 암호화 등을 통해 논란이 되었던 안전성과 신
뢰성을 어느 정도 고려했다고 판단된다.

새로 구축된 NEIS의 가장 큰 특징은 인터넷 기반의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국
정보공유체제가 확립되었고 사용자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데에 있다. 그동안 취약점
으로 간주되었던 NEIS 보안 문제도 접근 권한설정 체계 도입, 강력한 방화벽 설치,
사용자 규정 등과 같은 개선된 인프라와 보안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그 신뢰도를 크
게 높였다. 또한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을 통한 전산자원 통합관리로 장애예방체제를
확립해 보안성을 높였다. 특히 학생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일반 행정 관련 DB
와 교무업무 관련 DB를 분리해서 구축했다.

- 49 -

<NEIS 보안 구성도>

이는 NEIS의 보안상 문제점에 대한 그 동안의 꾸준한 문제제기를 반영한 것이라
고 볼 수 있는데 예컨대 2004년 국회 교육위 소속 안상수 의원은 다음과 같이 NEIS
의 보안상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보안상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2004년 국회 교육위 소속 안상수(安商守.한나라당) 의원에 의해 제기되었던 바, 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2004년 10월 19일 안상수 의원에게 제출
한 자료에 따르면, KERIS가 2003년 말과 2004년 8월 2차례에 걸쳐 실시한 `보안 취
약점 점검 컨설팅`에서 NEIS는 두 번 모두 국제표준기준인 80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
아 `보안상 취약` 판정을 받았다. NEIS의 보안 점수는 2004년 말 61.42점에서 2004년
8월에는 70점으로 상승했으나 완벽한 보완 환경을 구축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국제
표준기준인 `BS7799` 인증 10개 영역 127개 통제항목에 걸쳐 이뤄진 컨설팅에서
NEIS는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등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대부분 합격점을 받았으나
정보보호 정책 등 정보관리 부분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당시 안
의원은 "NEIS의 재해복구시스템 부재와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보안문제 등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와 KERIS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한 바
있다.”
(제일경제. 2004년 10월 19일 판)

이 시스템 구축으로 교무업무는 대폭 간소화됐다. 예컨대 업무 승인을 위한 종이
문서 85종이 사라졌으며, 전자화된 문서관리 등 교무업무의 처리절차가 간소화됐으
며 교육행정관련 업무통계 자료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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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문서 감축 방안>
문서 구분

적용 방법

비고

- 졸업생은 졸업과 동시에 NEIS 교무업무시스템에서 업무승인(결
학교생활기록부
(법정장부)

재) 후 출력하여 보관(전자문서와 종이문서로 동시 관리)
- 재학생은 업무승인(결재) 후 전자문서로 보관하되, 학적 변동(전
출, 자퇴, 퇴학 등)시에는 출력 보관

법정장부는

공공기

(법정장부)

관의기록물관리에관
- NEIS 교무업무시스템에서 업무승인(결재) 후 학기중에는 전자문 한법률에 따라 준영
서로 관리하다 학년말 처리가 종료되는 시점에 출력하여 보관 구 문서로 관리

졸업대장

- 졸업과 동시에 NEIS 교무업무시스템에서 업무승인(결재) 후 출

학교생활기록부정
정대장

(법정장부)
학교장 장부
(학교일지 등)

력하여 보관(전자문서와 종이문서로 동시 관리)
- 법정장부를 제외한 학교장 장부는 NEIS 교무업무시스템에서 전자문서는

학년도

“업무승인(결재)” 기능을 이용하여 문서를 전자적으로 승인 변경시에도 조회 가
처리한 후 출력하지 않고 전자문서로 보관

능

특히 증명 발급 등 오프라인 민원처리가 인터넷을 통한 신청 및 발급으로 바뀌면
서 민원인들의 편리함도 향상되었으며, 종합적 교육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정확한 데
이터 조회 및 활용이 가능해져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있어 정확성도 높아졌다.

또한 NEIS에서는 국민에게 인터넷 기반의 종합 교육민원시스템인 ‘Home-Edu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 관련 민원서류를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자료로도 제공하고 있다.
<Home-Edu 서비스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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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온라인 대입전형서비스’도 주목할 만한 NEIS의 서비스 중 하나로 평가된
다. 이 서비스의 취지는, 대입전형 시 대학에 제출하여야 하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을 온라인으로 고교에서 대학으로 직접 제공함으로써 업무 효율성과 자료의 신뢰
성, 학생 및 학부모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고등학교와
대학 간 대입전형자료를 직접 송ㆍ수신하게 함으로써 대입전형업무의 효율성과 투
명성을 높였고 전송하는 대입전형 자료에 철저하게 암호화를 적용하여 안정성과 신
뢰성을 확보한 전자정보유통체제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온라인 대입전형서비스 개념도>

NEIS는 학부모가 그 자녀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
의 교육과정, 성적, 출결사항, 학사일정, 학교생활기록부 정보를 인터넷으로 조회해
볼 수 있게 해 준다. 물론 NEIS 시행 초기에 접속 장애를 비롯한 시스템 운영의 오
류가 없진 않았지만, 이른바 ‘안방 클릭’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정보 접근성이 높아지
게 되었다. 교육부 내에서 운영하는 ‘사용자 지원서비스(http://helpsys.moe.go.kr)’
는 사용자를 위한 종합상담서비스, NEIS 기능개선서비스, NEIS 사용자 노하우 공유
및 동호회 활성화 지원서비스, NEIS 활용을 위한 교육연수서비스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를 통해 NEIS 이용을 활성화하고 사용자들이 시스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3. NEIS의 기대효과: 그 유형, 무형의 잠재력
NEIS는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숫자나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다양한 기타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NEIS 구축 운영을 통해 예상되는 경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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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2010년까지 총 1조 28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초기 구축비 1천
억원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양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긍정적인 효
과로서 NEIS가 지식정보사회형 전자정부 확립에 기여한 점을 들 수 있다. NEIS는
종합적인 교육정보의 구축을 통해 국가정보의 체계적인 이용과 원활한 정보 연계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는 교육부 자체에 의한 NEIS 영향력 평가 연구
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NEIS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학교와 교사 중심의 시스템 운영으로 교사의 업무를 줄이고 그 체계적인 종합관
리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수기 처리 통계 업무와
같은 교사의 단순 반복 업무(‘수기 작업’)가 줄어들었고, 학생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전자화함으로써 매체를 활용한 학생지도를 가능하게 했다. 또한 NEIS는 대입전형
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통해 데이터 오류를 최소화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하지만 업무의 전산화를 통한 장점 이외에도 문서
의 조작이 가능해져 회계부정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경고도 있음에 유의해야만 한
다. 특히, 어느 지방일간지에서 제기한 것처럼 아이디만 있으면 NEIS 체계를 악용
한 지출·수입의 변조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지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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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 일선교육기관이 사용 중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횡령 등 회계부정
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장부에 수기를 통해 회계업무를 할
경우 수정한 흔적이 나타나지만 이 시스템은 아이디를 가지고 접속하면 언제든지 지
출이나 수입에 대한 정정이나 삭제, 원상복구 등 공문서 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강원도]교육청이 도내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행정실 8급 직원의 횡렴(강원일보 25,
26일자 5면 보도)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2년 여간 무려 4,6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난 25일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하고 금명
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한다는 방침이다. 횡령한 공금은 모두 변상 조치됐다.
도교육청 감사결과 수시로 시스템에 들어가 공문서를 조작해 돈을 인출한 뒤 월말 학
교자체 점검 때 시스템과 통장의 잔고를 맞추는 방법을 이용해 감독자의 눈을 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내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은 “나이스 도입으로 수기장부가 아예
사라지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지출에 대한 삭제나 수정 등이 가능하다”며 “하지
만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이 같은 부정행위는 발각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나이스를 통한 회계업무 처리 시 쉽게 조작이
가능하는 등의 문제가 파악됐다”며 “교육부 등과 협의해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강원일보. 2006.10.31)

한편 교육부는 NEIS와 관련해 학생정보 보호를 위해 향후 학생정보보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교무업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
하고 그 보급 및 활용을 보편화하기 위해 초‧중‧고 및 특수학교 등 총 20개 시범학교
를 지정해 2006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운영할 예정임을 밝혔다. 시범학교에서
는 응용 소프트웨어의 적정성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검증, 종이 문서 감축에 따른
업무 경감 및 예산 절감 효과 검증 등이 이루어지며 효율적 운영 방안 모색과 일반
화 자료 개발 및 보급을 검토하게 된다. 아울러 서버의 운영 방안도 연구 중에 있다.
이 연구결과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2008년에 가서 단독 및 그룹서버 운영 방향을 다
시 설정할 계획으로 있다.

4. NEIS의 법적 근거 구축: ‘관치’에서 ‘법치’로
정부는 NEIS 구축 작업과 함께 그에 필요한 제반 법령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교
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가 업무처리를 전자화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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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교육기본법”에 NEIS 업무와 관련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교육자치 단체(즉,
시․도 교육청)의 관련 조례 및 규칙도 개정하였다. 아울러 증명서 발급과 같은 각종
민원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고 학부모 및 이해 당사자가 개인의 성적을 포함한 행
정정보의 열람을 할 수 있는 데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초․
중․고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등과 같은 규칙과 지침을 마련했다.
기타 시스템 운영 및 16개 시․도 교육청간의 표준화를 위한 지침도 제정하였다.
NEIS 운영을 뒷받침해 주는 법적 근거 내용들은 2005년 개정된 교육기본법, 초․중
등교육법 및 학교보건법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마련되었다. 2002년 이전에 이미 학
교 생활기록부를 전자 처리할 수 있는 관리지침(2000년 9월)과 이를 개정한 훈령이
있었으나(2001년 3월) NEIS 시스템 구축과 직접 관련된 법적 근거는 새로운 NEIS
의 개통이 가능해진 2005년에 그 본모습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NEIS 운영 법적근거 마련

불명확했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교육부
는 2일 교육기본법 등 NEIS 관련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
라 본인의 동의 또는 법률의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학생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이번에 국
회 본회의를 통과한 NEIS 관련 법률개정안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등이다.
(내일신문, 2005. 3. 3)

먼저, 2005년 3월 교육기본법을 개정한 취지는, 교육정보화시스템(NEIS) 추진과
정에서 다양하게 제기되었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전산망을 통한 학생정보의 처리
가 가능한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고, 학생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함
으로써 학생정보에 관한 보호원칙을 규정하는 데에 있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인데(제23조의2), 개정안은 학교 등에서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으로 처리되는 교무‧학사․보건 등 학생정보 관련 업무가 교육기본법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행정업무”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사회적 쟁점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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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됨에 따라 이러한 법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전자
화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종전에
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상 업무를 “행정업무”
로 하였지만, 앞으로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업무”로 규정했다. 이로써 교육정보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화의 범위와 관
련한 소모적 논란이 해소되었다.

학생정보를 보호하는 원칙이 새로 도입(제23조의3 신설)되었다. 이를 도입한 취지
는, 교육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 강화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학교생
활기록을 비롯한 학생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외부에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
기 위해서이다. 이 조항은 학생정보를 수집‧처리․이용․관리할 때에는 언제나 교육적
목적에 근거하도록 하고, 당해 학생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과 학교보건법에서는 교육부총리 및 교육감이 교육정보시스템
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생활기록부, 학생건강기록부 등을 포함하여 학
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NEIS의 구축․운영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법적 근거의 불충분성에 대한 지적을 해
소하였다. 이와 함께 교육부총리 및 교육감이 학교의 학생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
나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정보를 본인의
동의 또는 법률의 근거 없이 외부에 유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벌칙조항도 마련하였다. 사실 교육부는 그 동안
전자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교육정보화를 적극 추진하여 전국 단위의 교육행정망인
NEIS를 구축하는 등 교육정보화의 측면에서는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으나, 학생
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 노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이제는 그 우려를 불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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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基本法中改正法律案>(개정부분)
敎育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3조의2의 제목 “(교육행정업무의 전자화)”를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업무
의 전자화)”로 하고, 동조중 “행정업무”를 “업무”로 한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①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
으로 수집․처리․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정보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
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교육부총리와 교육감이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것과 학생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있어서 그 제한에
관한 근거(제30조의4 내지 제30조의7 신설)를 신설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육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과정에서 그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관련 자
료가 오․남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아울러 개정 법률안은, 교육부총리 및 시․도교육감이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
를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산자료를 보유하는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
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생활기록 및 건강검사에 관한 자료 제공을 당해 학생과 그 부
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교육정보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통하여 학생
관련 자료제공에 학생과 부모 등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학생관련 자료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初․中等敎育法中改正法律案>
제25조(학교생활기록) 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
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각호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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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
료를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5. 교과
학습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교육인
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교육정
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
료를 전입하는 학교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30조의4(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
(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
스템 운영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업무를 교육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접속방법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 운영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
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5(정보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소
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 및 학교보건법 제7
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기록을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외에 소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0조의6(학생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①학교의 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학
교생활기록 및 학교보건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에 관한 자료를
당해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
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이용하기 위
하여 제공하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경우
②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때에
는 당해 자료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당해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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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의7(정보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
및 제30조의6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공 또는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67조제1항에4. 제30조의6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여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집적할 수 있는 자료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교육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학생관련 자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학생의 건강검사 결과를 작성․관리할 때 교육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
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었다. 구체적인 개정 조항은 제7조 3
의 2에 신설된 건강검사기록의 작성․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학생관련 자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학생의 건강검사 결과
를 작성․관리하는 때에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결과를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관리하도록
하되,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는 항목을 명시
하고, 학생이 전출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에게 신체검사
기록을 이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건강검사기록을 교육정보시스템에 의하
여 작성․관리하게 되어 신체검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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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校保健法中改正法律案>

제7조의3(건강검사기록) ①학교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실시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
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검사 결과를 작성·관리하는 때에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의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자
료는 다음과 같다.
1. 인적사항 2. 체격검사 3. 체력검사
4.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거나 고등학교까지의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이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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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NEIS 갈등이 남긴 것 - 회고와 반성
1. NEIS 쟁점의 이동
교육정보화의 첨병인가, 인권을 침해하는 ‘빅브라더’(Big Brother)인가? 이 질문을
통해 NEIS를 둘러싼 최대 쟁점이 요약될 수 있다. 교육부 등 교육행정기관은 NEIS
가 각종 학사민원 서비스와 통계처리를 편리하게 해주고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교생
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훌륭한 교육정보화 도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교
조로 대표되는 반대 입장에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통제
시스템이라고 반박한다.

교육부는 초기 단계에서 전교조와 일부 학부모 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NEIS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전교조에 의해 문제가 제기된 당
시 이미 총 521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고, 1996년 이후 구축된 학교
생활기록부 등 각종 정보 자료는 전체 학교의 97%에서 이미 NEIS로 이관되었을 뿐
만 아니라, 43만 전 교직원의 90%에 달하는 39만 여명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상
태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교육부는 ‘선도입 후보완’을 주장했던 것이다. 우선 전면 시
행하고 그런 다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교조를 포함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
하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논의를 통하여 보완해 가면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 전교조는 정보인권을 내세워 강력하게 반대했다.
NEIS는 학생 및 학부모의 인권을 침해하고 교사를 통제하는 ‘반인권적(反人權的)
국가통제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전교조는 학생의 민감한 각종 개인 정보를 개별 당
사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가가 수집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더
욱이 집적적 중앙관리시스템인 NEIS체제하에서는 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더 커진다
는 것이었다. NEIS는 학생 상담 내용뿐만 아니라 성적, 각종 행동 특성, 몸무게, 키,
학부모 주소 및 이름 등과 같이 학생과 학부모 2000만 명의 개인정보 200여 항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정보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 등에 의해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또한 국가가 이를 국민통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
국 전교조는 NEIS의 반인권적인 측면을 문제 삼아 2003년 2월 참여연대, 참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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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회 등 24개 교육 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교육부총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데 이어 3월에는 서울지방법원과 행정법원에 NEIS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에 이른다.

교육부는 강력한 방화벽과 권한설정방식 등의 조처를 통하여 전교조가 우려하는
인권침해와 정보유출을 사전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권한 설
정방식이란 학급 담임, 교과 담당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만이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처이다. 이 권한 설정에서는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학생개인의 자
료에 접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이들 기관들은 원자료(raw data)에
는 접근할 수 없고 익명으로 그리고 집단으로 분석되는 2차적인 통계 자료에만 접
근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모든 자료가 익명으로 처리되는 상황에서 학생개인의 신
상정보 유출과 개별교사의 국가통제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교조가 처음부터 NEIS의 반대논리로 인권침해와 국가통제를 들고 나온 것은
아니었다. 전교조의 최초의 반대논거는 NEIS가 교사들의 업무를 가중시킨다는 것
이었다. 이 쟁점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전교조의 성격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다. 전교
조는 NEIS가 교사들의 잡무를 줄여주기는커녕 오히려 가중 시킨다는 입장이었다.
NEIS 체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새롭게 발생하는 막대한 자료의 가공과 입력업무는
차치하고서라도, 잦은 기술상의 오류 때문에 기존의 CS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가 가중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쟁점은 전교조의 NEIS 투쟁과정에서 상대적
으로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전교조의 NEIS 투쟁은 전교조의 세력 확장전략과 내부권력 투쟁의 산물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참여정부가 새롭게 출범하여 채 진용을 갖추기도 전에 전
교조는 강대한 조직력과 이념적 친화성을 내세워 참여정부를 전 방위로 압박하기
시작한다.
결국 대통령의 전교조에 대한 “단호한 조처”에 대한 지시가 무력화 된다. 그 지
시를 서로 협력하여 수행하고 집행해야 할 정부의 각료, 청와대의 비서진, 여당 국
회의원이 전교조의 벽을 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편에 서고 말았기 때문이다. 이
는 윤덕홍 교육부총리, 이미경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 문재인 청와대 수석, 원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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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위원장의 2003년 5월 26일 음식점 회동에서 절정을 이룬다. 이 때 이루어진
4자 합의는 이후 NEIS문제 처리의 기본지침이 된다.

전교조가 초기에 내세운 NEIS 반대 논거는 업무부담 가중이었다. 그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전교조의 지도부가 교체되자 NEIS에 대한 투쟁쟁점도 인권침해와
국가통제로 전환하게 된다. NEIS의 쟁점을 전 국민적 관심사로 확대한 것이다. 만
약 NEIS가 업무부담 가중이라는 쟁점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이 사안이 주요언론
의 지속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전교조는 NEIS를 인
권과 국가통제 문제로 새롭게 정의하여, 이를 독점함으로써 대 교육부 교섭에서 다
른 교원단체보다 상대적 우위를 점하게 된다. 즉 NEIS의 인권쟁점은 전교조의 지도
부로 하여금 그들의 세를 내외로 확장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 상황에서 교육부는 전교조의 반대투쟁에 대응하느라 골몰하지 않을 수 없었
고, 이 과정에서 논리적 우위에 서지 못하고 교육부가 전교조에 끌려 다닌다는 비판
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교육부가 전교조의 전 방위 압박공세 앞에서 얼마나 무력했
는가는 다음의 언론보도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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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2시께 정부중앙청사 교육부 기자실에 이날 오전에 열린 교육행정정보시
스템(NEIS) 관련 당정협의 내용을 담은 자료가 배포됐다.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CS) 환원은 불가능하며, 각 교육단체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할 필요성이 있어 당초 20
일로 예정됐던 국가인권위원회 NEIS 삭제 권고안 수용 여부 결정을 22일로 늦춘다."
는 게 골자였다. 2시간30여분 뒤 교육부는 '당정협의 결과'라는 똑같은 제목의 자료를
다시 내놓았으나 내용은 판이했다. "당이 NEIS 시행 관련 발표를 10일 정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것이다. '재 연기' 배경과 구체적인 발표 시
기를 묻는 질문에는 "교육단체와의 협의 진척 사항을 감안해 확정하겠다."는 대답이
전부였다. 하지만 비슷한 시각,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국회에서 "NEIS는 시행해야 한
다."고 밝혔고,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도 이날 저녁 "교무 및 학사 등 3개 핵심 영역의
CS 환원은 안 된다."고 결정해 대조를 보였다.
오락가락한 이 같은 결정의 이면에 NEIS 시행을 둘러싸고 전교조와 대립중인 교육
부의 절박한 사정이 깔려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다. 이번 사안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정부를 질책하는 당과 아예 'NEIS 폐기'를 주장하는 전교조 사이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온 '고육책'이라는 것도 안다. 그러나 불과 3시간
도 채 안 돼 말을 바꾼 교육부의 처사는 명분이나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설령 당이
요청했더라도 'NEIS 시행 여부 20일 결정' 방침을 밀고 나갔어야 옳았다. NEIS 결정
이 지연될수록 일선 학교 혼란은 더욱 커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혹은 “교육부, 전교
조에 NEIS 굴복” 등과 같은 시평을 게재하기에 이르렀다. NEIS를 둘러싼 대립 국면
에서 사실 전교조는 NEIS 인증서 폐기 지침과 같은 구체적인 투쟁방안을 일선 조합
원 교사들에게 내려 보내기는 했지만, 정작 학사일정 차질 등 학생의 피해가 우려되
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틀리지 않다.
(한국일보 2003. 5.21)

전교조는 NEIS투쟁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자 정보인권에 요구되는 보안장치보다
는 비용절감원칙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입장변화의 배경은 분명
하지 않다. 공개된 운영프로그램을 고집한 것은 국가가 NEIS를 위하여 별도의 운영
프로그램을 구축한다면, 그 과정에서 혹시 교사 통제를 획책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제기했던 정보인권의 문제가 전교조 지도부의 내
면적 윤리로 정착하지 못한 채, 그것의 정치적 파괴력에만 이끌린 탓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인권의 문제가 역사적으로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리고 신자유주의적인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격렬하
게 저항해 온 전교조의 그간의 행태를 감안할 때, 정보인권이 지향하는 이념은 전교
조의 이념과 반드시 조화롭게 어울린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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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추진과정에서 전교조의 입장변화>

전교조

교육부 입장

NEIS는 유지하되 교원의 업무가중을

NEIS를 통해 교사의 업무 효율성과

예상하고 반대

자원 절약이 가능

⇩

⇩

국가정보통제와 개인정보 유출에

적절한 보완을 통해 정보 인권은

따른 인권침해를 근거로 반대

충분히 해결 가능

⇩

⇩
(전교조와 합의 사항)

고3은 인권관련 항목 삭제 후 NEIS로
운영하고 고2 이하는 수기, SA, CS,
NEIS 중에서 선택적으로 사용
⇩

⇩

‘보안문제’보다 ‘비용절감의

새로운 NEIS 구축에 소요되는 별도의

원칙’이 중요(공개소프트웨어 활용,

비용은 일종의 사회적 갈등

단독/그룹서버 동시 활용)

비용이므로 주요한 이슈가 아니며,
보안문제에 중점을 두어야 함.

2. 갈등의 정점에서 대통령의 입장
노무현 대통령은 NEIS를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점인 2003년 6월 갈
등의 과정에서 대화부재 및 국민적 공론형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립 세력 사
이에서 충분한 타협과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을 피력했다. 이 같은 대통
령의 생각은 다음 6월 2일 제35회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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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우리가 토론 문화를 많이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각 분야와
영역에서 토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 요 근래에 있어서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갈등의 해소 과정에서 토론을 통한 국민적 합의, 국민적 공론 형성 과
정 같은 것을 우리가 제대로 해 내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
다. 예를 들면 과거에 의약 분업 문제를 가지고 했을 때보다 오늘의 교육 문제가 국
민적 공론에 더 붙여지고 있는가……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의약 분업
도 여전히 당사자 간의 싸움으로 시종일관했듯이, 지금 교육에 관한 문제도 이것은
국민적 공론의 장에 이것을 내놓고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드러내지를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의미에서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당사자 쌍방이 정부만
을 몰아붙이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되어 있다……. NEIS가 교단 갈등을 만든 것인가,
교단 갈등이 NEIS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든 것인가에 관해서 얘기를 우리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관해서 국민적 공론의 장으로 이 큰 문제를 끌어
내는 프로그램이 없지 않냐는 아쉬움이 하나 있고, 그리고 부분 각 영역이 빠르게 국
정 과제라든지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충분
한 토론들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되어 가느냐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35회 수석․보좌관 회의, 2003. 06.02)

그러면서도 NEIS 추진과 그를 둘러싼 갈등 중재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주체들
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이를테면 아래의 발언은 교육혁신위의 역할과 기대에
대한 대통령의 제한적인 이해를 구하는 부분이다.

“교육혁신위원회를 만들긴 만들지만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교육 문제에 대해 머리
를 싸매고 지혜를 모아야 할 사람들은 교육 주체들입니다. 학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입니다. 그런데 교단 내부에서 싸움이 나서 누구하고 대화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도 대통령인데 교단의 대표자들 한 번 모아서 만나보고 싶다 이러는
데,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대화가 될 것 같지 않은 분위기 때문인지 참모들이 못 나
서게 합니다. 이번 나이스 문제에 관해 타협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생긴 점에 관해서
교육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중앙부처 실․국장급 공직자와의 대화, 2003.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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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동일한 생각이 2003년 6월 16일 전국 경찰지휘관과의 대화(특강)에서도 엿
보인다.

“인류 사회가 수천 년 또는 수백 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쳐서 확정해 놓은 불변의 원
칙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NEIS 채택해 놓고도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으면 몇 개의
필드를 막아 버리면 됩니다. 그것 막을 수 있는 합의를 해 낼 수 있어야 우리 한국
사회가 가는 것입니다. 채택 안 하고도 다른 방법으로 하고 몇 년 뒤에 NEIS 해도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합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 가지고는. 그래서 대화
와 타협의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우리 한국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넘어서야 합니다.”
(전국 경찰지휘관과의 대화, 2003.06.16)

그러면서 대통령은 NEIS와 관련된 협상 주체들에 대해 비판하면서 의사결정 및
타협과정의 혼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이번 나이스 문제에 관해서 중간에, 예를 들면 교육부 공무원들의 입장과 달리 당이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타협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생긴 점에 관해서는, 저는 교육부 직
원 문제가 아니라 당과 청와대 장관 수준에서의 문제점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
니다.”
(중앙부처 실․국장급 공직자와의 대화, 2003.06.20)

이와 동시에 NEIS 반대의 선봉에 서있었던 전교조에 대해, “교육계의 강력한 기
득권”을 가진 전교조가 이미 교육계에서 “도덕적 리더십”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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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의 강력한 기득권, 그리고 그 교육 개혁의 흐름을, 개혁하겠다고 나섰던 전교
조 조직, 이 양쪽 다 이미 강력한 기득권 세력과 이 사이의 갈등, 전교조는 이미 이런
저런 전략적 과오로 말미암아 교육계의 도덕적 리더십을 못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싸
움판이 되었지 않습니까? 교육 개혁의 모든 과제가 선생님들의 기득권과 다 관계되어
있습니다. 또 말썽이 될는지 모르지만, 이것은요, 청와대 문제 아닙니다. 교육부장관의
문제 아니고 교육부가 여기까지 만드는 데 기여는 했는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승복하지 않고 오늘 내가 반론을 제기했으니까 다음에 한 번 다시 토론하십시다.”
(정책기획위원회 오찬 간담회, 2003.06.19)

여기서 갈등의 원인을 규정하는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이 드러난다. 말하자면 청
와대, 당, 교육부 수장 및 공무원들이 매끄럽지 않은 협상 과정을 거쳤다는 잘못은
있지만, 교단의 커다란 실체인 전교조의 극단주의적인 태도와 성향의 탓에 갈등이
증폭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단체’에서 인권 문제를 쟁점화 하는 데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분명히 표명된 시기는 2003년 5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였으며, 이러한 대통령의 입장은 그후에도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NEIS 사태에서 인권이 쟁점화되고 있지만 사실 문제의 본
질은 인권이 아니라 교육현장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교단갈등’이 그 핵심이라
고 규정하고 있다.

“본질은 따로 있고, 세력 싸움과 체면 싸움에 걸려 가지고 이 문제를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이후 이런 점에 유의해서 우리가 교단의 대단합을 한번 새롭게 시도해야
됩니다. 이 NEIS를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가치와 이념 갈
등에 가장 예민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단입니다. 어느 곳도 그만큼
이념과 가치에 관한 대립 상태가 심각한 곳이 없습니다. 또 조직 간의 세력 싸움도
그만큼 첨예한 데가 없습니다. 이 갈등을 풀어내지 못하는 한 우리 교육 문제는 절
대 풀어내지 못합니다. 무슨 NEIS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을 근본적으로 치유해 나가는 프로그램 중에서 교단 갈등을 어떻게 풀 거냐에
관해서 우리 모두가 지혜를 다시 한 번 모아야 합니다. 남은 6개월 동안 NEIS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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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고 토론하고 해서 문제를 풀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모두
한 발씩 물러서서 교단 갈등을 어떻게 풀 거냐에 관해서 정부도 최선을 다해야 하고,
교육 당사자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새로운 전기를 우리가 한번 마련
해 보십시다. 이 점에 관해서 교육부총리께서 심기일전하셔서 한 번 더 노력하시고
우리 정부도 함께 협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국무회의, 2003. 05.27)

“ ... 정보화 시대에 개인의 정보 일부를 국가적으로 집중된 시스템에 저장하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것은 이것은 아날로그 시대의 사고방식입니다...문제
는 학교 학사 관리 정보도 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 나갈 생각을 해야지, 입력하
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 버리는 이런 사고 방식은 아날로그 시대의 사고 방식입니
다. ... ”
(국무회의, 2003. 05.27)
“궁극적으로 정보의 집적이라는 것은 이상 더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게 개인 사생활
정보인데 이것 설치하는 데 근거법 만들어야지요. 나이스인지 네이스인지 모르지만,
교육부총리도 계시지만, 그게 우리 교육에 무슨 승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문제입니까?
인권, 저도 인권 변호사입니다. 인권 변호사인데, 법적 근거가 있고, 없으면 우리가
그 동안 정부가 일을 해 오면서 조금 소홀했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서 법적 근거
가 없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정보의 집적이라는 것은 이상 더 막을 수 없습니
다. 여러분 카드 쓰고, 아침에 점심 뭐 먹고, 그리고 낮에 백화점 가서 뭐 사고, 병원
에 가서 무슨 주사 맞고, 다 이미 다 집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대구 테크노 파
크에서 우리가 봤던 자동차 번호 인식기 갖다 붙여 논다는 것 아닙니까? 정보 집적
입니다. 어느 차가 몇 시에 어느 검문소 어느 인터체인지를 통과했다는 게 그냥 1000
분의 1초 만에 인식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개인 사생활 정보 아닙니까?”
(대구지역 인사 오찬 간담회, 2003. 06. 12)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은 2003년 6월 3일 유한양행에서 있었던 ‘노사관계
모범업체 방문’에서도 피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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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에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데, 많은 부분
에서 많은 사람들의 저항에 부닥쳐서 꺾어집니다. 꺾어지면서 효과가 줄어들고 오히
려 역효과가 나는,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관념과 문화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나이스 때문에 교단에
갈등이 생긴 것이 아니고 교단의 갈등 때문에 나이스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서 이 여러 영역에 있어서의 자기 목소리가 강한 집단들 간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해
내느냐 하는 것이 교육 문제의 핵심입니다. [중략] 나이스(NEIS)가 좋은 거냐 나쁜 거
냐는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나이스 때문에 교단에 갈등이 생긴 것이 아니고 교단의
갈등 때문에 나이스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영역에 있어서의 자기
목소리가 강한 집단들 간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해 내느냐 하는 것이 교육 문제의 핵
심입니다.” 또한 2003년 6월 1일 방미방일 수행 경제인 초청 오찬 무임에서도 “나이
스 문제는 저건 노사문제가 아니고요. 교단갈등입니다.”라고 말했다.
(유한양행-노사관계 모범업체 방문시, 2003. 06.03)

이렇게 대통령은 NEIS를 둘러싼 갈등의 본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
서도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경우를 방지하는 법적 근거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아울
러 국가의 합리적 의사결정들을 포함한 국가적 기능들을 일방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이러한 관점은
나름대로 합리적이면서도 현안에 대처하려는 분명한 태도를 보여준다.

“한겨레신문에 ‘NEIS는 위헌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 택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
을 했어요. 무슨 지금 우리가 이것보다 훨씬 더 민감한 정보들을 방대하게 축적해 놓
고 있는데 정보의 축적과 통합을 지금 이것을 가지고 문제삼는다니 진짜 아날로그
시대의 사고라고 어제 제가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 실제로 국세청[도] 통합했는
데 정보를 통합하는 법적 근거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교육 부분에 관해서 정보
통합의 근거가 있는지, 나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정보의 가치로
봐서 이미 의료 기관, 보건 기관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는
데, 그래서 정보의 통합, 축적, 유통, 공유, 보호, 그런 보안 시스템에 관련된 이 제반
법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갖추어 놓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NEIS 문제 이것 6개월 시간 유예를 받아두고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검토
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수석 보좌관 회의. 2003.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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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은 예고되어야 합니다. 벌은 예고되어야 되고, 예고된 벌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예고는 신중하게 하고 그리고 예고된 것은 반드시 실천되어야 합니다....그리
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성의 있게 대화하고, 또 대화로써 문제를 풀고, 그 대화에서
정부가 수용한 국민의 일부 집단의 요구 조건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대화로써 문제를 풀려고
하고, 또 성실하게 대화에 임해 왔습니다...조금 전에 교육부장관님께서도 보고하실
때도 말했지만 열 몇 번씩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먼저 국가 제도를 폐기하고 그 다
음에 대화하자, 이것은 굴복을 요구하는 것이지 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살펴서 소위 독선적인 또는 극
단주의적인, 독선적인 집단의 극단적 주장에 굴복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자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다 마련해야 됩니다. 선생님의 부족
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인력 충원 계획까지 다 마련해서 그렇게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대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계 장관들과 사전에 협의를 준비해 주시고,
일면에 있어서는 진지하게 대화를 해 주시구요.
(제23회 국무회의, 2003. 05. 20)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전교조에 대한 단호한 대처방침이 이미경 의원 등의
중재로 한 발 물러서게 된 후에 대통령은 “우리 이미경 의원께서 중간에 중재를 서
가지고 떡 타협을 하셔서 제가 ‘안 된다’ 말을 못했습니다”라고 섭섭함과 불편한 심
기를 감추지 않으면서도, “‘아무리 좋은 판결도 화해보다는 못하다’는 법언을 들어
사실상 이를 추인함으로써 유연한 자세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들을 살펴볼 때 NEIS 사태 전반에 걸쳐 노무현 대통령은 시종일관
문제의 본질과 해결방식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
만, 참여정부의 출범에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보여지는 전교조 등 진보세력과 여러
모로 맥이 닿아 있던 윤덕홍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각료, 이미경 열린우리당 의
원, 문재인 수석 등 핵심참모들의 의견을 좇아 기본지침의 선언적인 표명 이외에 대
통령 자신이 사태해결을 위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일은 가급적 자제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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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EIS 표류의 원인들
NEIS 정책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고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는, 일차적으로 정책 형성 과정에서 정책 개발 및 입안자가 교원, 학부모 등 시
스템 사용자 및 수혜자와의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지 못했다는 데에 있다. 이를테
면 NEIS 추진 당시 교육행정정보화추진팀 담당자들은 특별한 협의와는 별개로 정
책실무 당국이 당연히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했다. 이미 학교종합정보시스
템이 있었고 NEIS 구축 사업이 교원노조법에 제시된 교직단체와의 협상 대상이 아
니었기 때문이라는 근거가 그 주된 이유였던 것이다. 따라서 심지어 공청회와 같은
여론 수렴과정 및 시스템과 관련된 당사자들 사이의 공감대 형성과정은 통과의례로
형식적인 구색만 갖추면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
의 정보 보호 문제와 같은 근본적인 쟁점을 미리 주도면밀하게 준비하지 않고, 단지
NEIS가 충분한 기술적,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의 업무 경감과
사용자 편리성만이 핵심적인 사안이며 여기에 중점을 두어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별
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또한 정책 실무 당국자들(교육행정정
보화추진팀)은 NEIS에 대한 여론이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자체 판단하면서,
이해관계자인 교사, 학부모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정책집행자의 입장에서 거
의 일방적으로 NEIS 구축 사업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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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4월 경 전교조의 자체 여론 조사 결과, 학부모 집단이 NEIS에 대해 알고 있
는 정보는 예상보다 미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여론 조사의 결과를 보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를테면 학부모의 과반수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으며, 80%이상이 NEIS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초·중·고 학
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NEIS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NEIS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51.8%가 ‘모른다’, 36.3%가 ‘들어봤는데 잘 모른다’고 답했다.
반면 ‘알고 있다’는 응답은 11.9%에 그쳐 NEIS에 대한 학부모 홍보나 여론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부모 82.0%는 NEIS로 학생·학부모 개
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반대했다. NEIS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49.6%
가 ‘매우 높다’, 36.8%가 ‘다소 높다’고 답해 우려의 목소리가 절대적으로 높았다.
NEIS의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보완 후 시행결정’이 68.1%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윤
덕홍 교육부총리는 25일 전교조 간부진과 만난 자리에서 “설문조사에서 당신 아이의
성적이 인터넷에 떠돕니다.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라는 식으로 물으니 당연히 반대
가 많은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문화일보. 2003. 4.26)

이렇게 정책형성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빠르고 쉽게 보이는 길을 선택
한 결과는 결국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정책
추진에 있어서 안이함은 시행초기 연수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한 시스템 과부하
로 이어졌으며, 그 이후 전교조에 의해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도 초기
단계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만
든 것이다.

NEIS 정책이 표류하게 된 또 하나의 원인으로 무리한 사업 일정을 꼽을 수 있겠
다. 전자정부 확립이라는 목표달성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짧은 사용일정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 시스템 점검은 물론이고 제대로 된 사용자 교육조차 실시할 수 없
게 되었다. 그 결과 NEIS 개발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NEIS를 지지하던 교사들마저
NEIS를 비판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NEIS의 장점은 가려진 채 부정적인 시각만 확산
되었다. 애초에 교육부가 NEIS 구축을 위한 사업기간으로 2001년 10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설정했다. 교육행정업무 대부분을 정보화 하는 사업에 주어진 시간치고는
너무 짧았다. 감사원 역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해 무리한 사업기간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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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보안대책 부족 등을 들어 시스템 구축 과정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음으로 일부 교원단체가 NEIS를 정치투쟁의 도구로 삼았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사업 진행 중이던 2002년 9월 교직 3단체 초청 설명회 및
협의회를 통해 NEIS 개통 시기를 2002년 9월에서 2003년 3월로 연기하면서 일부 학
생 정보와 학부모 정보를 축소하여 시행키로 협의했다. 교총과 한교조는 원칙적으
로 찬성했지만 전교조는 NEIS는 유지하되 교원의 업무가 증가하지 않도록 ‘입력 항
목에 대한 계속적인 협의’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학생신상정보는 15개에
서 5개로, 학부모 정보는 15개에서 3개로 축소하고 교원의 업무가 증가하지 않도록
입력 항목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어 교육부, 교직 3단체, 학부모단체,
교육전문가, 시민단체 등 15명으로 구성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가 2003년 3월 25
일부터 4월까지 일부 항목을 조정한 후 2003년 4월 11일부터 NEIS 전면 시행할 것
에 합의했으나 2차에 걸친 협의회에 전교조 등 반대단체가 불참해 결국 합의가 무
산됐다. 2003년 5월 3일, 부총리 주재 ‘현장 교사와의 NEIS 운영 관련 토론회’ 역시
NEIS 운영에 대한 상반된 의견으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결국 '교육정보화위원회'
의 구성과 제안으로 논란은 일단락되었으나 합리적인 협의보다는 힘으로 주장을 관
철시키려 했던 교원단체의 이런 행태도 NEIS를 표류하게 한 요인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NEIS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최고 기구인 교육부
의 역할과 그 수장인 교육부총리의 리더십 난맥상 노출이다. 교육부와 교육부총리
는 이해당사자들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정책을 적절히 조율․관철시키지 못함으로써,
초기단계에서 NEIS가 표류하는데 빌미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당인 열린우
리당의 지지도 하락과 정권 차원의 국정수행 능력에도 상처를 낳았다. 아마도 NEIS
와 같은 단일 정책으로 인해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급격히 추락한 경
우는 이전에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NEIS 갈등’을 통해서 드러난 정책추진 주체
로서 교육부와 교육부총리의 리더십 문제는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윤덕홍 새 부총리의 지명과 그 취임 직전에 불거져 나온 언론보도(“NEIS
재검토 여지”)는 가뜩이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NEIS 정국에 기름을 붓는 격
이 되었다. 예비수장으로서 상황에 대한 냉정하고 면밀한 검토가 결여되었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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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정당한 정책으로 제안한 단일 교육정책을 반대세력에게 자신감 있고 일관
되게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대신에, 일방적으로 굴복하는 모양새를 보임으로써 반대
세력에게 더 강력한 반대 명분을 제공하는 빌미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로써 NEIS
정국은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정보제공이 사라진 채, 혼란스런 ‘세(勢)싸움’
상황으로 빠져들고 만 것이다.

둘째, 결국 NEIS 갈등의 해법이 추진 주체인 교육부의 손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로 넘어갔다는 사실은, 교육정책 당국자의 고유한 역할과 기
능이 실종된 사례로 지적할 만하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교육부가 반대세력인 전교
조의 존재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대응한 데에 있다. 이미 당시 대통령도 NEIS 정책
을 추진하고 있던 정책 당국자들의 태도에 대해 분명한 비판을 한 바 있다. 또한 많
은 언론들이 ‘전교조의 손에 휘둘리고 있다’ 혹은 ‘전교조 눈치 보기’ 등으로 비판했
던 것도 이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교육부가 대표적인 교원노조를 협상파트너로서
존중해야 하는 것은 옳지만, 정책추진 과정에서 대등하고 주체적인 메시지 전달은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셋째, ‘NEIS 대타협’의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이미경 의원, 문재인 수석 등의 역
할은 특정한 교육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가급적 피했어야 했던 ‘정치적인 사안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타협을 중재한 정치가의 공헌은 인정할 수도 있지만, 교육정책이
정치적 대립에 처하게 되고 이를 다시 정치력으로 해결하는 악순환은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정당한 법 적용과 원칙준수는 깨지고 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이러한 중재과정을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로 간주하고
다음과 같이 자기 비판적으로 정리한 바 있다.

“저는 기회에 이미경 의원 ... 어떻든 당에서 위임을 받아 나서서 하셨는데, 이렇
게 해서 일단 원만히 합의를 보아주신 데 대해서 저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외 다른 기회에 법과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정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 흐름 속에서 기준을 지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뢰를 잃지 않는 정부로
서의 필요한 일관성, 그것은 제가 꼭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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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지나간 ‘NEIS 갈등’에 대한 대통령의 고뇌를 읽을 수 있으며 동시에 앞으
로 정책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원칙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4. NEIS가 우리에게 남긴 것
우여곡절 끝에 정착한 NEIS 제도는 비록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교육 정책에 주
는 의미는 적지 않다. 교육계는 다양한 교육 수요자와 교육 공급자가 존재하는 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다양성이 때로는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
다. 따라서 갈등이 표면화되기 전에 갈등 요소가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또한
정책에 대한 반대 가능성이 있는 단체 등에게는 정책 수립 단계부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설득하여 이해를 구하는 정책 형성의 자세가 필요하
다. 특별히 민감한 사안의 교육정책은 충분한 홍보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교육정보화나 시설공사 등과 같이 절대적 시간과 인력이 필
요한 정책은 정치적 또는 정책적 입장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시간, 인력, 예산 등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을 확보하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NEIS를
둘러싼 극심한 대립을 통해 우리는 국가 예산의 추가 지출이라는 비용을 치러야만
했지만, 이것이 우리 사회 구성원에게 남긴 의미는 적지 않다.

NEIS는 국가 기관의 사회 공학적 접근 방식과 이에 대한 가치 윤리적 문제 제기
가 맞부딪힌 사안이었다고 볼 수 있다. 국가를 경영하는 입장에선 단일한 정책이 분
출하는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그 적용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다. 그
러한 점에서 NEIS라는 교육정책의 탄생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미 ‘국민의 정부’ 시
절부터 한국의 강점인 IT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추진한 전자정부 프로젝
트는 NEIS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었다.
국가 정책은 거의 예외 없이 사회 공학적인(social engineering) 속성을 지닌다.
국가 정책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국민들의 삶 깊숙이 뿌리 막고 있는 서로 다른 개
별적 특성들을 모두 고려하기엔 너무 포괄적이며 일방적이기 때문이다. NEIS 도입
의 취지는 분명히 교육 업무의 효율성에 있다.4) NEIS는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행
정가의 일상의 삶은 물론 국가의 교육운영 방식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될
4) 적지 않은 업무 전산화 전문가들은 NEIS의 목적 및 취지가 업무의 효율성임에 동의한다. “우
리에게는 정보인권을 보호하는 선진교육행정도 좋지만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사업도 시급하다.”
는 서이종 서울대 교수의 생각이 이를 잘 대변해준다.(동아일보. 2004년 1월 20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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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NEIS체제의 진화와 함께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학생과 학생, 학생과
학부모 사이의 전통적인 관계도 거기에 대응하여 서서히 변화해 갈 것이다. NEIS의
진화는 당사자들의 삶의 체험, 지각방식, 인식태도 등을 십분 고려할 수 있는 방향
으로 나아가겠지만, 그것이 가진 사회공학적인 속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실존적 사
안에 대한 고려는 항상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전교조의 NEIS의 대한 반대 명분이 업무과중에서 조합원을 보호한다는 복지 차
원에서 인권 및 국가통제라는 가치 윤리적 명분으로 변화함으로써 그 진정성이 적
지 않게 손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제기의 정당성과 그 내용의 타당성은 결코 과
소평가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정보인권과 개인의 삶에 대한 국가 기구의 침해 가능
성 문제를 제기하고, 국가 시스템적 발상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을 각인시킨 것은 성
과라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이 기폭제가 되어 NEIS구축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련법규들이 정비된 것도 또 다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 사
회가 ‘관치(官治) 중심’에서 ‘법치(法治) 중심“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
례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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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NEIS 관련 언론 보도 및 주요 내용(발췌)
(2002년 9월 24일 ～ 2007년 8월 30일)
[사설] 문제 많은 ''교육정보망''
[세계일보]2002-09-24 50 판 02 면 820 자
교육부가 수백억원을 들여 추진해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교사 학생 학부모의
신상정보를 지나치게 상세히 요구함으로써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생 성적과 주민등록번호 가족사항 개인 상담내용까지 입력하게 돼 있고 가족사항에
도 학부모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학력 직업까지 적어야 하므로 구시대의 학적부
에 비해 지나친 점이 많다.
교육정보화 혈세낭비 이권 때문?
[시민의신문]2002-10-28 00 면 2879 자
애초 9월 시행 예정되어 있던 교육부 NEIS(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가 도입반대 교
사서명·전자인증거부 등 교사들의 반발에 부?H혀 내년 3월로 시행이 연기된 가운데, 기
존 CS(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서 NEIS로 변경된 경위, CS 사업업체 선정 과정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개통 학업성취도등 인터넷 열람
[한국일보]2002-11-05 42 판 29 면 554 자
교육부는 4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인터넷으로 교육부와 전국 1만여 개 초·중등학교, 16
개 시도 교육청간 각종 교육 관련 업무를 연계 처리할 수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을 개통했다.
교사 4만 개인정보 유출 논란 / 서울교육청, 전산망 통해 학교에 공개공문 발송
[한국일보]2002-12-18 30 판 31 면 815 자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내 교직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3만8,000여명의 소속 학교명·이
름·생년월일·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보안장치 없이 학교전산망을 통해
공개공문 형식으로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와 교사들은 교원의 개
인정보 유출과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17일 "시교육청이 10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인증서 미발급 교직원 3만
8,580명의 개인정보가 첨부된 공문을 각 급 학교 등에 발송했다"며 "해당학교 교직원뿐
아니라 전체 미발급 교직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공문형식으로 일제히 발송한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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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학생 2,000만 명 정보가 한곳에 "NEIS 정보유출 우려"
[한국일보]2003-01-22 30 판 29 면 810 자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인사 예산 등 22개 영역의 교육관련 행정업무를 전자 처리하는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개통한데 이어, 3월부터는 교무 및 학사 등 5개 업무까지
포함시키려 하자 전교조가 "정보유출과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강력 반대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NEIS는 학교별 서버에 자료를 축적하는 CS방식과 달리 시·도교육청에
메인 컴퓨터를 두고 모든 초·중·고생의 성적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건강상태, 개인 상
담내용 등 정보를 입력토록 하고 있다. 학생 700여만 명과 학부모 1,400여만 명 등 2,000
여만 명의 개인 정보가 한곳에 모이는 셈이다.
로그인 안 되고 학생 신상자료 누락 등 오류 새 학기 "NEIS 대란" 비상
[한국일보]2003-02-18 45 판 31 면 1544 자
"이전의 관리자용 프로그램에서는 학생 이름이 보였는데 NEIS에서는 빠져 있군요.""출
석·결석기록이 2002년도만 나오고 이전 자료는 모조리 0으로 표시되는 데 웬일입니까?"
새 학기를 앞두고 교육부가 도입키로 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놓고 일선 학교가
시끄럽다. 가장 큰 문제는 기존 교무지원 프로그램인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에서
NEIS로 학생생활기록부 자료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이다. 교육부 NEIS지원서
비스 홈페이지에는 15일 하루만 해도 수십 여건의 문의가 쏟아졌다.
"NEIS 인권委 제소" 전교조등 24개 단체
[한국일보]2003-02-19 30 판 29 면 310 자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국가인권위
원회에 제소키로 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교육부를 잇따라 항의 방문하는 등 NEIS
시행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NEIS 정면 반발
[문화일보]2003-03-01 03 판 22 면 457 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1일부터 개통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업무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 당국과 갈등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이날 원영만 위원장
명의의 ‘조합원 행동지침’을 통해 “NEIS는 인권침해, 예산낭비 등 문제점을 안고 있
다”며 NEIS 관련 업무를 모두 중단하고 8일까지 비상총회를 열어 이미 발급받은 인증서
를 폐기하도록 지시했다.
교육부 NEIS 불법논란
[한국일보]2003-03-01 41 판 22 면 1048 자
교육부가 3월부터 시행하는 학교행정정보화시스템(NEIS)이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
가 제기되고 있다. 학생, 학부모의 동의 없이 방대한 개인정보를 인터넷상에 장시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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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NEIS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서 명시한 경우에만 정보수집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교조는 28일
"NEIS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어떤 조건도 충족하지 못했다"며 "교육부가 근거로 들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25조에도 이처럼 방대한 항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NEIS 개통 첫날 파행
[한국일보]2003-03-04 41 판 07 면 842 자
'개인정보 유출',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핵심 영역이 각 급
학교가 일제히 개학한 3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으나,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인증서
폐기 및 관련 업무 거부 등 집단 반발로 파행을 거듭했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의 모든
교육행정기관과 초·중·고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해 교육행정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NEIS
를 개통했다.
윤교육 ‘NEIS 중단·유보’ 발언 파문, 교육부 - 전교조 마찰
[서울신문]2003-03-10 20 판 11 면 839 자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교조와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나이스)의 운영과 관련, ‘중단, 유보 방침’을 밝혀 NEIS 시행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윤 부총리는 지난 8일 오전 KBS1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NEIS에 대해 “문
제가 있는 것 같다.시행에 들어간 곳은 중단시키고 문제점을 파악, 보완하겠다.”는 의견
을 밝혔다.
이슈와 현장 / NEIS 교육행정정보화 시스템
[한국일보]2003-03-17 30 판 19 면 4154 자
"뭐가 좋다고 '나이스'입니까? 영어 약자니까 영어식으로 당연히 네이스지, 왜 독일식으
로 부릅니까. 나이스는 교육부가 자기도취에 빠져 붙인 이름입니다."(전교조 소속교사)"
네이스라뇨? 교육부에서 공식명칭을 나이스라고 했고 교장회의에서도 그렇게 부르는데,
누구 마음대로 네이습니까?" (D초등학교 교감)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은 한글표기에서부터 갈등이 심각하다. 교육부와 학교측은
'나이스'를, 전교조는 '네이스'를 고집하는데 최근 전교조 일부 교사들은 NEIS가 에이즈보
다 더 무서운 '정보유출 바이러스'라며 '네이즈'라는 별명을 붙였다.
NEIS갈등 법정 비화 / 전교조 "시행중단 가처분신청 낼 것"
[한국일보]2003-03-18 42 판 06 면 622 자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을 둘러싼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이 법정으로 확대될 전망
이다. 전교조는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NEIS인증을 거부한 전국 8만
여명의 교사를 대신해 '인증 및 입력명령 취소 청구소송'과 'NEIS 시행중단 가처분신청'
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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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모임’ 기자회견 “전교조 NEIS 거부투쟁 중단하라”
[동아일보]2003-03-21 45 판 29 면 437 자
학부모 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
로1가 덕수빌딩 학사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행정정
보시스템(NEIS) 거부 투쟁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
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NEIS저지 오늘 연가투쟁 - 교육부"참가자 징계방침" 복무 치침 하달
[경향신문]2003-03-27 45 판 17 면 546 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소송제기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논쟁이 법정으로
확대된 가운데 교육부가 전교조의 NEIS저지 대규모 집회 참가자를 징계키로 하는 등
NEIS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전교조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NEIS 시행 저지 및 WTO 교육개방 반대를 위한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하면서 이날 하루
동안 연가투쟁을 벌이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NEIS 11일 전면시행
[세계일보]2003-04-02 50 판 22 면 656 자
교육부는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반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행정정보
시스템(NEIS)을 오는 11일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 등 일부 교
육단체들이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참여까지 거부하며 여전히 NEIS 시행에 반발
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NEIS 대입 때만 정보제공″ 인권위 청문회
[국민일보]2003-04-09 05 판 25 면 843 자
대입제도를 개선하기 전까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대학에 정보를 제
공하되 정보종류와 사용방법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육개발원 박재
윤 선임연구원은 8일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NEIS 쟁점과 대안’ 청문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NEIS 도입 문제의 원천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정보를 요구하는 현행 대
입제도”라며 “현실적으로 NEIS를 활용해야 한다면 응시를 원하는 자에 한해 꼭 필요한
정보만을 지원하고 일단 제공된 정보는 입학사정 종료와 동시에 폐기하는 등의 추가 조
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학한 기획국장은 “NEIS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아 사전 동의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진보네트워크 황규만 기술국장은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계 핫이슈 NEIS 긴급점검 / NEIS란 무엇인가…‘정보화 첨병―反인권’
[국민일보]2003-04-24 05 판 08 면 3736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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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보화의 첨병인가, 인권을 침해하는 ‘빅브러더’인가. 교육부가 2000년 9월부터
추진해온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이 지난 3월 전면 개통됐으나 파행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는 NEIS가 각종 학사민원 서비스와 통계 처리를 편리하게 해주고 학부모들이 자녀
의 학교생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훌륭한 교육 정보화 도구라고 주장하는 반면, 전
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학생,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통제 시스템이라고 반박
하고 있기 때문이다.
NEIS 가정통신문 학부모 혼란
[국민일보]2003-04-26 05 판 19 면 1324 자
‘재앙같은 NEIS에 동의하시겠습니까’(전교조) ‘교원단체의 왜곡된 주장을 믿지 마세
요’(교육부) 교육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해 서로 유
리한 입장을 쓴 가정통신문을 학부모들에게 보내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여 학부모들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학부모 88% "NEIS가 뭔지···"
[문화일보]2003-04-26 03 판 22 면 600 자
학부모의 과반수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으며, 80%이상이
NEIS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초·중·고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NEIS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NEIS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51.8%가 ‘모른다’, 36.3%가
‘들어봤는데 잘 모른다’고 답했다. 반면 ‘알고 있다’는 응답은 11.9%에 그쳐 NEIS에
대한 학부모 홍보나 여론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NEIS 해결’ 절충안 제시
[국민일보]2003-05-07 05 판 25 면 784 자
교육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파행을 빚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관련, 실
무협의에 나서 이번 주가 NEIS 해결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전교조는 6일 교육부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NEIS 총 27개 영역 중 학생,학부모 신상정보와 관련된 교무·학
사, 보건, 입학·진학 3개 영역만 기존의 CS 체제로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NEIS 갈등' 10일 고비, 교육부-전교조 부총리 참석회의 열기로
[경향신문]2003-05-08 45 판 22 면 1194 자
교육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0일 윤덕홍 부총리와 일선 학교 정보화 담당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해 이 자리가
NEIS 문제를 둘러싼 갈등 해결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교
육부 NEIS 추진 담당자와 전교조 관계자들이 부총리에게 NEIS에 대한 입장을 직접 설명
하고 양측에서 추천한 일선 학교 정보부장 교사들이 참석해 그동안의 실무협의회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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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NEIS 갈등' 공은 인권위로, 교육부 - 전교조 토론회 입장차만 확인...
[경향신문]2003-05-12 45 판 17 면 968 자
윤덕홍 교육부총리와 일선 학교 정보담당 교사들 간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토론이 별 소득 없이 끝남에 따라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 인권침해 여부 결정이 사
태 해결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윤부총리는 1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NEIS 현안 관련
부총리와 학교정보부장과의 대화'를 갖고 NEIS 중단 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전교조 및
교육부 추천 교사들의 의견을 들었다.
인권委 "NEIS 인권 침해",27개 항목 삭제 권고...전교조주장 사실상 수용
[경향신문]2003-05-13 45 판 01 면 858 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와 전교조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일
부 영역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이를 삭제할 것을 권고, 파장이 예상된다. 인권
위의 이번 결정은 전교조측 주장을 사실상 모두 수용한 것이어서 NEIS의 대폭 수정이 불
가피하게 됐다.
'NEIS권고' 교육부 수용 미뤄 갈등 계속 - 초중고 학사업무 마비 지경
[문화일보]2003-05-14 03 판 28 면 1028 자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수정시행권고에 대해 교육부가 수용을 미
루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일선학교에서는 NEIS와 기존시스템인 학교종합
정보관리시스템(CS) 모두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등 갈등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 ''NEIS 유지'' 물밑작업
[세계일보]2003-05-17 45 판 17 면 627 자
교육부가 현실적인 여건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분간 교육
행정정보시스템(NEIS)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서범석 교육부 차관
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NEIS 관련 현안을 보고하면서 "인권위가
권고한 CS(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로 전환할 경우 학사일정 차질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영탁 위원장 등 의원들은 "교육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전
교조와 인권위의 의견을 물어야 하느냐"며 "CS로 전환되면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NEIS
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NEIS’ 또 대책 없는 표류
[문화일보]2003-05-19 03 판 28 면 1070 자
교육부가 20일로 예정됐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미루
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일선 학교의 혼란과 이를 둘러싼 교단 갈등이 더욱

- 84 -

악화하고 있다. 민주당과 교육부가 19일 당정협의회에서 NEIS 시행에 대한 최종 결정을
미루고 기존의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보다 광범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폭넓게 의
견수렴을 하기로 한 것은 뾰족한 해결책이 없자 시간을 벌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NEIS강행 전만과 파장 / 대입 학사일정 대혼란 예고
[문화일보]2003-05-20 03 판 03 면 1549 자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을 강행키로 함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집단행동과 교육 단체 간 대립으로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인한 물류대란에 이어 교육대란
이 우려된다. 물류대란이 정부가 문제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돌출 사
태였다면 이번 NEIS문제는 수개월을 끌어온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이익단체들을 상대로 행
정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자의 눈]교육부 "NEIS 눈치작전"
[한국일보]2003-05-21 30 판 03 면 851 자
19일 오후 2시께 정부중앙청사 교육부 기자실에 이날 오전에 열린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관련 당정협의 내용을 담은 자료가 배포됐다.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환원
은 불가능하며, 각 교육단체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할 필요성이 있어 당초 20일로 예정됐
던 국가인권위원회 NEIS 삭제 권고안 수용 여부 결정을 22일로 늦춘다"는 게 골자였다.2
시간30여분 뒤 교육부는 '당정협의 결과'라는 똑같은 제목의 자료를 다시 내놓았으나 내
용은 판이했다. "당이 NEIS 시행 관련 발표를 10일 정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해 이를 받
아들이기로 했다"는 것이다. '재 연기' 배경과 구체적인 발표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교
육단체와의 협의 진척 사항을 감안해 확정하겠다"는 대답이 전부였다.
교육부 “NEIS 일부 보완 후 강행”
[동아일보]2003-05-22 45 판 29 면 563 자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일부 영역을 보완해 강행하는 방안을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전교조)의 연가투쟁 돌입 전인 26일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1일 “국가인
권위원회가 NEIS에서 교무학사, 입학진학, 보건 등 3개 영역을 떼 내 학교종합정보관리시
스템(CS)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했지만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당초 10일 정도 시간을 갖기로 했지만 현장의 혼란이 심해 26일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회의를 소집, NEIS 시행 방안을 논의해 발표하고 27일까지 전교조 설득 작업을 계속하기
로 했다”고 밝혔다.
NEIS 타결 / NEIS 시행 및 협상 일지
[국민일보]2003-05-27 05 판 04 면 387 자
2001.5.17=NEIS를 전자정부 11대 업무 중 중점과제 선정2002.11.4=인사, 예산, 회계 등 22
개 영역 개통 2003.2.19=전교조, 인권위에 NEIS 인권침해 진정 3.1=교무,학사 등 5개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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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 3.27=전교조,NEIS 반대 분회장 연가집회 3.28=교육부,NEIS 관련 교육행정정보화위원
회 구성 4.11=교육부,NEIS 일부 영역 수정뒤 전면 개통 강행 4.28=인권위,NEIS 결정 유보
5.12=인권위, 교무, 학사 등 3개 영역 폐기 권고 5.17=교육부총리, 전교조위원장 면담에서
NEIS 보완 후 강행 입장 전달 5.20=전교조 연가투쟁 선언 5.22∼24=교육부, 전교조 협상
재개, 5.25=청와대 주재로 막판 심야협상 5.26=교육부, 인권위 권고 사실상 수용 및 전교
조 연가투쟁 철회
NEIS 타결 / 교육부, 전교조에 NEIS 굴복
[국민일보]2003-05-27 05 판 01 면 994 자
교육부가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갈등을 빚어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핵심
영역을 NEIS에서 즉각 제외하기로 하는 등 NEIS 시행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 사실상
전교조의 협상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그러나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이 정부안에 대
한 집단거부를 선언하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원노동조합 등은 교육부총리 퇴진
운동을 주장하고 나서 큰 파문이 예상된다.
교육부 전교조요구 수용 NEIS 재검토 결정, 이번엔 교육감. 교총 반발
[경향신문]2003-05-27 45 판 01 면 1111 자
교육부는 26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관련, 문제가 된 NEIS 핵심영역에 대한 시행
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전국교직원노동조
합의 요구를 거의 수용한 것이나 다름없어 그동안 NEIS 시행을 요구해온 한국교원단체총
연합회와 학부모단체, 일선 학교 정보담당교사 등의 반발을 사 학교현장의 혼란과 행정
업무의 파행이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련 궁금증·용어 문답풀이/전국서 16개校 빼곤 NEIS체제
[한국일보]2003-05-28 42 판 03 면 1531 자
교육부와 전교조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3개 영역 재검토에 합의함에 따라 NEIS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NEIS 문제를 얘기하면 항상 함께 거론되는 학교종합정보
관리시스템(CS)에도 궁금증을 갖게 된다. NEIS 사태와 관련된 각종 용어와 의문점을 문답
식으로 풀어본다.Q: NEIS와 CS는 어떻게 다른가.
盧대통령, “NEIS 합의 다행… 과정엔 아쉬움”
[국민일보]2003-05-28 05 판 02 면 456 자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협상타
결과 관련,“아무리 좋은 판결도 화해보다는 못하다”면서 “합의가 이뤄진 것을 다행으
로 생각하며 이 합의를 기준으로 전문가와 국민들의 중지를 모아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
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NEIS폐지 결정한 것 아니다" "尹부총리-文수석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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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2003-05-29 40 판 05 면 810 자
정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전면 재검토 결정에 따른 사회적 파문으로 정치권까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여권은 “NEIS 폐지를 결정한 것이 결코 아니다”며 뒤늦게 사태
진화에 나섰고, 한나라당은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의 사퇴 및 교육부와 전국교직원노
동조합(전교조)간의 NEIS 협상에 개입한 문재인(文在寅)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책임론
을 제기했다.
″전교조 반대해도 6개월 후 NEIS 간다″
[국민일보]2003-05-30 05 판 01 면 885 자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폐기 여부와 관련해
"NEIS를 6개월 동안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NEIS의 우수성이 입
증되리라 본다"며 "6개월 후 NEIS로 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윤 부
총리의 발언은 NEIS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방침이 NEIS 폐기가 아닌 한시적 유보에 불과하
다는 것으로, 전교조가 즉각 반발하고 나서는 등 또 다른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NEIS협상 중재 이미경의원 공개서한 "힘의 논리 아닌 아이들 입장서 생각을"
[경향신문]2003-05-30 45 판 04 면 625 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협상을 중재했던 국회 교육위 이미경(李美卿.민주) 의원은 29일
'선생님께 드리는 글'이란 공개서한을 통해 "NEIS는 그대로 시행하되 27개 항목 중 교무.
학사, 보건, 입‧진학 3개 영역에 대해서만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이므로 NEIS의
폐기나 예산낭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의원은 "NEIS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더 커져버린 느낌이어서 중재에 나섰던 사람으로 책임을 느끼면서, 선생님들과 저의 생
각을 나누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高2 이하도 NEIS 전격허용 의미 배경...''현실''고려…불가피한 선택
[세계일보]2003-05-31 45 판 03 면 637 자
교육부는 당초부터 CS 운영의 어려움을 고려, 인권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NEIS 시행' 방
침이 확고했으나 석연치 않은 청와대의 권고로 지난 26일 전교조와 "고3은 NEIS체제로
운영하되 고2이하는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3개영역은 내년 2월까지 NEIS 이전 체
제로 시행한다"고 합의했다.
NEIS 파문 세대결 확산 - 교총. 한교조 공동전선..1,000여개 시민단체 '합의시행'촉구
[경향신문]2003-05-31 45 판 02 면 873 자
한국교총과 한국교원노조가 30일 윤덕홍 교육부총리 퇴진을 위해 공동전선을 펴기로 하
는가 하면 전교조와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NEIS 합의안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NEIS 파문이 세싸움 양상 속에 확산되고 있다./관련기사 18면 교총과 한교조는 이날 기자
회견을 갖고 NEIS 파문과 관련, 공동투쟁위원회를 발족하고 윤부총리 퇴진과 학교종합행
정관리시스템(CS) 업무복귀 저지에 공동 대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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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사실상 전면시행 / "연말 최종 결정 때까지 高2이하도 허용"
[한국일보]2003-06-02 50 판 01 면 666 자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와 관련, 새로 구성되는 정보화위원회가 최종결
론을 내리는 연말까지 고2 이하에 대해 수기(手記)로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을 처리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NEIS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선 학교 대부분이 이미 NEIS를 시행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연말까지는 물론 장기적으로도 NEIS
가 사실상 전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번 방침을 합의안 파기로 받
아들이면서 연가투쟁 강행 입장을 다시 밝혀 갈등이 예상된다.
尹부총리등 4명 고발 - 전교조 "NEIS강요 직권남용"...교단갈등 증폭
[문화일보]2003-06-02 03 판 30 면 828 자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을 사실상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자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2일 교육부 관료 4명을 고발하고, 연가투쟁을 선언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
섰다. 교육부의 방침은 분쟁의 소지를 각 학교에 떠넘기는 것이어서 NEIS를 둘러싼 교육
현장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전교조는 2일 윤덕홍 교육부총리와 서범석 차관,
김동옥 정보화기획단 국장, 김두연 과장 등 4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
발했다.
<사설> NEIS혼란 정부가 키운다
[경향신문]2003-06-02 45 판 07 면 836 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혼란을 둘러싸고 정부가 볼썽사나운 갈짓자 걸음을 하고 있다.
분명한 원칙과 중심을 잡지 못하고 상황변화에 떼밀려 이리저리 표류하는 모습이다. '인
권위 권고 존중' '선(先) 시행 후(後) 보완' 'NEIS 전면재검토' 'NEIS 병행' 등 종잡을 수가
없다. 정부 차원의 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전교조 "高3 NEIS협조 철회"
[한국일보]2003-06-03 42 판 09 면 852 자
전교조가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사실상 전면 시행' 결정에 반발, 현재의 고
3에 한해 NEIS로 운영하는 데 협조한다는 약속을 철회키로 해 올해 입시 업무에 비상이
걸렸다. 송원재 전교조 대변인은 2일 "교육부의 NEIS 합의안 파기로 당시 합의 자체가
백지화한 상황에서 고3 NEIS 협조 약속은 무의미해졌다"며 "4일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
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달 26일
교육부와 'NEIS 3개 핵심 영역 전면 재검토'에 합의하면서 고3에 한해 NEIS 체제(3개 영
역 포함)로 입시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키로 했었다.
<사설> ‘고3 NEIS 거부’ 안 된다
[문화일보]2003-06-03 03 판 06 면 776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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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합의 파기 결정’에 반발해 고3 대학 입
시 NEIS 시행을 거부키로 결정한 것은 옳은 일로 볼 수 없다. 전교조가 자신들의 제자
입시까지 관련된 교무행정의 시행을 막겠다는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
다. 학생들의 사생활 노출과 인권 침해의 우려를 막겠다는 것이 그 첫째이고, 그리고 교
육부의 무원칙과 무기력한 행정력에 일침을 가하겠다는 한 방법으로 불가피하게 ‘NEIS
입시 거부’를 선택했을 것이다.
NEIS운용 이원화 모색 / 인권관련 3개영역 학교별 서버로 관리
[문화일보]2003-06-03 03 판 01 면 1045 자
교육현장을 대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를 풀기 위한 새로운
절충안이 교육계에서 적극 모색되고 있다.3일 일선 교육현장의 정보화담당 교사 등이 활
발하게 논의 중인 이 방안은 NEIS를 인터넷 기반으로 전면 시행하되, 문제가 되고 있는
교무·학사, 진·입학, 보건 등 3개 영역은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의 서버를 이용, ‘학
교별로 폐쇄적으로 NEIS를 운영하자’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이원적 NEIS 운영
안이 NEIS 전면시행이라는 명분을 갖는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우려하는 정보인권 보
장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고 검토 중이고 전교조 교사들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NEIS 해법’ 공감 속 예산 쟁점
[문화일보]2003-06-04 03 판 03 면 1376 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인터넷 기반으로 시행하되, 문제가 되고 있는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3개 영역은 학교별 서버를 이용해 폐쇄적으로 운용하자는 NEIS이원화
방안(6월 3일 문화일보 1면 참조)에 대해 4일 청와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추진
에 탄력을 받고 있다. NEIS이원화 방안이 제기된 배경과 예산문제, 향후 전망 등을 알아
본다.
졸업생이 NEIS 제소
[문화일보]2003-06-04 03 판 30 면 713 자
20∼30대 고교졸업생 50명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졸업생의 개인정보가 들어가
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한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11개 시민단체가 참여
한 ‘프라이버시 보호-NEIS 폐기 연석회의’는 이들 졸업생이 자신들의 개인신상정보가
NEIS에 입력되는 것은 위법이라며 이르면 5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배상요구액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안해 1인당 100만원으로
결정했다.
300만 졸업생정보 NEIS입력
[문화일보]2003-06-05 03 판 23 면 1175 자
2001년 2월 고교를 졸업한 서울대 방현영(여·20)씨는 지금까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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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문제는 자신과 상관없는 교육계 내부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기자로부터
“NEIS에 고교 재학생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고교를 졸업한 사람도 생활기록부 전체가
입력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방씨는 “성적과 교사평가, 진로상담
등 고교시절의 내 모든 프라이버시가 누군가에 의해 함부로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하다”며 가능하다면 “NEIS 입력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5일 교육부에 따르면 NEIS에는 현 고교 재학생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고교를 졸
업한 300여만 명의 생활기록부가 본인 동의 없이 인터넷을 통해 입력되고 있다.
전교조 반대투쟁 돌입, 교총은 장외집회 철회 - 시민단체 "NEIS 손배訴"
[경향신문]2003-06-05 45 판 18 면 976 자
전교조가 4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지침에 항의, 분회별 비상총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NEIS 반대투쟁에 돌입한 반면, 한국교총은 7일로 예정됐던 대규모 장외집회를
이날 철회하기로 하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전교조는 이날부터 이틀간 전국 초.중.고
교에서 NEIS 시행지침에 항의하는 학교별로 '전국 분회 비상총회'를 개최하는 한편 오는
10일 전국 시.도지부별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NEIS 반대투쟁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오는 9일부터 학생들을 상대로 NEIS 문제 등 정보인권에 관한 공동수
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한편 11∼14일까지 1,000명 규모의 교사들이 상경투쟁을 펼치는 데
이어 20일에는 전조합원이 참여하는 연가집회를 강행할 방침이다. 한국교총은 오는 7일
한국교원노동조합과 공동 개최키로 한 장외집회를 일단 유보한다고 이날 밝혔다.
"NEIS 본격 시행땐 자녀정보 삭제요구".. 전교조, 내용증명 발송키로
[세계일보]2003-06-07 50 판 17 면
전교조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본격 시행될 경우 전교조 소속교사 자녀의 개인정
보를 NEIS에서 삭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해당 학교장에게 발송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학교별로 운영·개인정보 암호화…″…정보교사 NEIS 해법 ‘눈길’
[국민일보]2003-06-09 05 판 26 면 703 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향후 운영방안을 결정할 정보화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정보
담당 교사들이 NEIS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들을 잇따라 제시했다. 각 학교 정보담당 교
사들로 구성된 전국교육정보담당자협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NEIS 문제를 해결할 아이
디어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제시되는 해법은 크게 3가지로 학교별 NEIS 운영, 성적,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암호화, 학교단위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이다.
시민단체, NEIS 국민감사 청구
[서울신문]2003-06-06 15 판 07 면 872 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관련, 교육부는 본격적으로 정보화위원회의 구성에 나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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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연가투쟁을 강행하기로 결의하는 등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전
교조는 5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5·26 합의안 타결로 유보됐던 연가투쟁을 오는 20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NEIS 반대 시·도 지부 결의대회와 학생 대상 공동수업도 실시
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1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1000명 교사 상경투쟁은 일단 유
보하고 지역별로 학교 현장에서 NEIS 불복종, 인증거부운동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NEIS 교내갈등 본격화
[문화일보]2003-06-09 03 판 30 면 988 자
일선 초·중·고교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수기(手記)
등 3개 시스템 중 한 가지를 이번 주부터 결정할 예정이어서 NEIS를 둘러싼 학교 내 갈
등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교무·학사, 진학·입학, 보건 등 3개 영역에 대해 학교별
NEIS를 구축하는 이원화 방안(문화일보 6월3일 1면 보도), 학생정보 암호화, 폐쇄망인 가
상사설망(Virtual Private Network) 구축 등 NEIS 대안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NEIS 첫 공동수업’ 현장 / 수업 20분 쪼개 강의… 학생들 “NEIS 싫어요”
[서울신문]2003-06-10 10 판 09 면 1216 자
9일 오후 서울 공항동 송정중 3학년 6반 교실. 수업시작을 알리는 벨소리에 학생들이 제
자리를 찾았다. 물상시간이었다. 그러나 교단에 선 김승규(47) 교사는 ‘정보인권’에 대
한 얘기로 수업을 시작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반대를 위
해 전국 일선 학교에서 실시키로 한 공동수업 첫 날이었다.“요즘 NEIS 문제로 시끄러운
것은 다 알고 있지요? 예전에는 인터넷에 학습자료만 공개됐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신상
자료까지 모두 올라갑니다. 특히 이런 정보가 서울시교육청의 서버에 올라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용될지 모르지요.” 24명의 학생들은 최근 NEIS 논란에 관심이 적지 않은 듯
김 교사의 말에 귀기울였다.
"자녀들 신상 공개되도 괜찮습니까" 전교조, NEIS 반대유도 설문
[세계일보]2003-06-11 50 판 21 면 740 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
들이 조직적으로 학생들을 통해 학부모들의 NEIS 시행 반대서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
다. <세계일보 6월 6일자 23면 참조>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사회적
논쟁에 동원한 비교육적 처사라는 비난이 거세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NEIS 갈등 지방으로 확산
[국민일보]2003-06-12 05 판 26 면 549 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반대 투쟁을 본격화하면서 NEIS 갈등이
지방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NEIS를 시행하는 각 시?도 교육감, 학교장에
대한 형사고발과 손해배상청구소송 등도 잇따르고 있어 NEIS 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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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전교조 경기, 부산, 충북, 울산지부 등은 11일 일제히 NEIS를 반대하는 농성을 각
지역 교육청에서 시작했다. 전교조는 13일까지 조합원 선봉대투쟁과 지부별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16일부터 각 학교 분회별로 단식수업과 불퇴근 철야농성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NEIS 정보화委 총리실에 설치
[서울신문]2003-06-18 20 판 01 면 587 자
심각한 교단 갈등을 초래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해결에 국무총리실이 직접 나선
다.NEIS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위원회’도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 운영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NEIS에 대한 조정 능력 상실을 스스로 인정
한 셈이 돼 앞으로 정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일선학교 NEIS채택 압도적
[세계일보]2003-06-20 50 판 21 면 664 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문제와 관련해 일선 학교의 최종 결정을 중간 집계한 결과,
NEIS 채택을 결정하는 곳이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이나 단독컴퓨터(SA), 수기 등의
방식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교육부 등이 최근 조사한 '교무-학사영역 시스
템 선택결과에 대한 중간집계 현황'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NEIS 선
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에게 묻습니다 / "NEIS" 발음 어떻게?
[한국일보]2003-06-23 30 판 29 면 791 자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를 '나이스' '네이스' '엔이아이에스' 중 무엇으로 불러야 하는지
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NEIS'의 실제발음과 함께 한국일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정인식·서울 구로구 구로동 새로
생긴 조어를 어떻게 발음하느냐는 만든 측의 의향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
게 본다면 교육부가 NEIS라는 단어를 공모를 통해 처음 만들었고 '나이스'로 불러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나이스'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전교조는 'NEIS'를 영어식
으로 발음하면 '네이스'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TESOL(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을 '테솔'로 불러야 한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전교조는 '
나이스'가 '좋다'(nice)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언론계에
서도 입장이 통일돼 있지 않습니다.
발언]학생인권 관점서 NEIS 해법을
[한국일보]2003-06-25 10 판 30 면 1181 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장들은 교육
부의 의견을 좇아 NEIS를 학교에 도입하려고 하지만 전교조 교사들은 학생들의 개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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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가 보호돼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일부 학교는 학교장과 교사가 찬성한다는 이유로
NEIS를 도입하려다가 학부모와 학생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학
부모와 학생들은 왜 자신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느냐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NEIS 진학 등 3개영역 백지상태 전면 재검토″
[국민일보]2003-07-08 05 판 02 면 289 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재검토를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위원장
이세중)가 7일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첫 회의를 갖고 11월까지 NEIS의 교무학사, 진학 입
학, 보건 등 3개 영역의 시행 여부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일선학교 62% NEIS 채택운영
[경향신문]2003-09-03 45 판 18 면 367 자
교육부는 2일 국회 교육위 소속 김정숙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시도별 교육행정정보
시스템(NEIS) 운영현황'에서 지난달 25일 현재 전국 1만3백75개 초.중.고교 중 NEIS를 선
택한 곳이 6,450개교(62.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수기(手記)를 선택한 곳이 1,913개교
(18.4%)로 뒤를 이었고 학사운영시스템 결정을 유보한 곳은 1,168개교(11.3%), 학교종합정
보관리시스템(CS)이 535개교(5.2%),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단독컴퓨터(SA)가 309개교
(3%)로 조사됐다.
‘대입전형자료 NEIS출력’ 마찰
[문화일보]2003-09-04 03 판 23 면 1025 자
서울 관악구 S고교 3학년 11개 학급 중 6개 학급 담임교사들은 최근 학교 측에 담임 교
체를 요구했다. 지난주 교직원회의에서 학교 측이 고3 학생들의 1학기 성적을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으로 입력하는 작업을 방학 중 모두 마쳤기 때문에 2004학년도 2학기
수시모집 원서전형 자료는 NEIS로만 출력해야 한다고 통보했기 때문. 교사들은 이에 강
력 반발했으나 학교 측은 “담임의 개별 인증이 없더라도 교장 등 관리자가 NEIS 입력자
료를 출력하면 된다”며 무마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일부 교사들은 “담임이 아닌 관
리자가 NEIS를 인증받아 출력하는 건 편법 운영”이라며 “이런 식으로는 원서를 쓸 수
없으니 담임을 교체해 달라”고 맞섰다.
전교조, 오늘 NEIS회의 참여
[서울신문]2003-09-08 15 판 09 면 782 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해법을 찾기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위원장
이세중)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참여 결정으로 일단 정상적인 진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NEIS의 해결 실마리를 찾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출범한 위원회는 전교조를 비롯, 전교조와 성향을 같이하는 참여연대·참교육학부모
회·민변 등의 참여 거부로 사실상 ‘반쪽회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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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핵심 쟁점 첨예 대립
[서울신문]2003-09-09 10 판 12 면 1467 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해결을 위해 구성된 ‘교육정보화위원회’가 파행 2개월
만에 정상화됐다.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3차 전체회의에서다. 그러
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반대단체 대표들은 예상대로 주요 현안에 대해 기존
참석자들과 격론을 벌였다. 위원회가 전교조 등의 참여로 회의체로서 모양새는 갖췄지만
이처럼 NEIS 핵심쟁점에 대해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쉽게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NEIS 재인증률 48% '저조', 교육행정 갈등 '새 불씨'
[경향신문]2003-09-15 45 판 17 면 763 자
일선 학교 교사들의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 재인증 비율이 대상자의 절반에도 미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NEIS 재인증 문제가 NEIS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처음부터 인증을 거부한 교원을
제외하고 재인증을 거쳐야 하는 대상인원은 모두 44만3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지난달까
지 인증을 갱신한 사람은 21만6천명, 재인증률은 48%선이었다.
“NEIS 수정·보완해야”교육정보화위 첫 공개 토론회
[서울신문]2003-09-18 10 판 05 면 755 자
“NEIS를 수정·보완해야 합니다.”17일 국무총리 자문 교육정보화위원회 주최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첫 공개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NEIS의 기술 체계에서 법 제도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점검과 수정·보완이 이뤄져야 한
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NEIS 갈등 재연조짐…서울지역 대학들 "학생부 NEIS로" 교육부에 요구
[동아일보]2003-10-09 45 판 31 면 745 자
서울지역 대학들이 2004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작
성된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반
발해 NEIS를 둘러싼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이 지속될 경우 올해 대학입시
는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사설]또 NEIS 갈등인가
[한국일보]2003-10-10 30 판 31 면 867 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되면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서울지역 대학들이 올해 정시모집부터 고교 학생부 자료를 NEIS로 통일해줄 것을 교육부
에 요청하자 예상대로 전교조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이 정보입력을 거부
하면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해 정시모집 전형에는 학생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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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에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전제로 NEIS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다른 시스템도 병용했던 수시모집과 달리 정시모집은 수험생들이 훨씬 많고 전형
기간은 짧아 자료의 정확성과 동질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크다. 대학의 인력문제도 고려
해야 한다.
전교조 “NEIS 입력 거부” - 올 대입 관련 서울지부 5500명 공개선언
[문화일보]2003-10-17 03 판 31 면 492 자
2004학년도 대학입시와 관련, 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430개교 5500여명의 일선 교사들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입력 거부’를 공개 선언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17일 오전
10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NEIS 입력거부 운동을 전국단위로 확산
시키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부는 인권과 관련된 교무·학사, 전·입학, 보건 부문에 해당
된 학생정보의 NEIS입력을 거부키로 하고 두 차례에 걸쳐 일선 교사 55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학생정보 CD배포 인권침해" 전교조, NEIS관련 가처분… 尹부총리 고발도
[한국일보]2003-10-25 30 판 08 면 663 자
전국교직원노조가 올 대학입시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된 입시자료를 대학에
보내도록 한 윤덕홍 교육 부총리를 검찰에 고발하고, 고3의 신상정보를 담은 NEIS 형식
의 CD를 대학에 제출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는 등 입시를 앞두
고 NEIS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전교조는 24일 "교육부가 '고3에 한해서 NEIS체제를 운
영한다'는 지침을 각 시·도교육청에 하달해 학생들의 신상정보를 담은 NEIS 형식의 CD
를 대입전형용으로 대학에 일괄제공토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윤 부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전교조 NEIS거부 공식선언
[경향신문]2003-10-18 45 판 18 면 460 자
전교조 서울지부가 17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입력 거부를 공식 선언했다. 서울지부
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차례에 걸쳐
NEIS 입력 거부를 선언한 일선 교사 5,589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NEIS 입력 거부 선언
운동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 주요대 2004 정시모집 NEIS, CS 모두 접수
[경향신문]2003-11-01 45 판 18 면 463 자
서울지역 대학들은 200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 활용할 학교생활기록부 자료를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이든,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이든 입력방식에 상관없이 모두 접수
할 예정이어서 학생부 자료제출 방식에 따른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31일
건국대.경희대.고려대.동국대.서강대.서울대.숙명여대.연세대.외국어대.한양대 등 10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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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관리담당자들과 직접 면담한 결과 "학생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는 NEIS가 아닌
CS 자료도 접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국·공립대 “입시자료 NEIS로”
[서울신문]2003-11-08 10 판 09 면 451 자
전국 국·공립대 교무처장협의회는 7일 2004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지원자들의 전산자료
를 받지 못하면 정시모집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체제로
입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
서에서 전교조가 지난달 24일 ‘학생부 CD 제작 및 배포금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
에 낸 데 대해 “올 정시모집 업무는 이미 공시돼 일정에 따라 선발업무를 수행하려면
학생부 등 전산자료 제공이 필수적”이라면서 “교육부의 대입전형 기본계획에 따라 전
산자료를 대학 측에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시모집 학생부 NEIS로만 접수"서울지역 11개대 확정
[세계일보]2003-11-11 45 판 06 면 813 자
서울지역 입학관련처장 협의회 소속 11개 대학은 2004학년도 정시모집부터 학생부 전산
자료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형태로만 받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러나 전국교직
원노동조합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대입 정시모집을 코앞에 두고 NEIS 갈등이 재
연될 조짐이다. 서울대 연세대 서강대 등 3개 대학은 10일 NEIS 단독접수원칙을 지키겠
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앞서 서울대와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중앙대, 상명
대, 성균관대, 인하대, 서울여대, 동국대, 숭실대 등 협의회 소속 11개 대학 입학관련처장
들은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NEIS에 의한 학생부 접수 원칙을 결정했다. 이 밖에 삼육대,
성신여대, 명지대도 원칙적으로 NEIS 자료만 접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NEIS갈등 증폭…일선高 혼란
[국민일보]2003-11-12 05 판 06 면 885 자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시모집을 앞두고 교육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에 교
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전교조는 10일 서울대,서
강대 등 서울지역 14개 대학이 학생부 자료를 NEIS 형태로만 요구한 데 대해 11일 기자
회견을 갖고 “일부 대학들이 NEIS 자료 제출을 강행할 경우 고3생들에 대한 대입자료
NEIS 입력과 학생부 CD제작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NEIS CD 배포금지 가처분 결정 /교육부 "3명 빼고 CD 배포"
[한국일보]2003-11-29 42 판 05 면 1538 자
법원이 28일 성모(17)군 등 수험생 3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대학입시 전형자료 CD 제
작·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파장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당장 대입
정시모집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는데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강력히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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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도입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기 때문이다. NEIS 도
입 차질 예상 대입전형자료의 CD제작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교성적으로만 학생을 뽑
던 대입전형이 1997년부터 성적뿐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 내용까지 포함하는 형식으로
바뀌면서 필요한 정보의 양이 방대해짐에 따라 시행됐다.
NEIS ''先보완 後시행'' 가닥
[세계일보]2003-12-01 40 판 07 면 1224 자
법원의 고3 학교생활기록부 CD의 제작·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국무조정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는
내년부터 현행 NEIS를 ‘보완 후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교육정보화
위원회는 지난 29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NEIS의
지속적 실시는 불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우선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NEIS에 입력된 정보를 3단계로 분류해야 한다는 교육분과위원회의 제안을 수용키로 합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설>NEIS 법원 결정 이후
[경향신문]2003-12-01 45 판 04 면 808 자
고교생 3명의 NEIS CD 배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은 인권을 강조했
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다만 대학입시가 며칠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대입전형이 혼
란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NEIS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대립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점도 큰 걱정거리다. 일각에서는 벌써 '제2 NEIS 파동'이 일어날 조짐마저 보
이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을 함과 동시에 소송 당사자 세 학생 것
만 빼고 CD 제작. 배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CD 배포 금지대상이 세 학생의 것에 국
한되는 게 아니라는 담당 재판관의 의견을 거스르는 조치이지만, 대입 일정이 촉박한 상
황이라 이해 못할 바 아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에 정면 도전하는 자세는 결코 바람직
스럽지 않다. 가뜩이나 국론을 분열시킨 NEIS문제가 사법부와 행정부간의 갈등으로 비화
돼서야 되겠는가.
[한마당] 임항 / NEIS와 기술만능주의
[국민일보]2003-12-01 05 판 23 면 1143 자
모든 경제 활동의 핵심은 시간 절약이고, 특정 기술의 발전은 속도라는 척도에 의해 그
효율성이 평가되곤 한다. 방적기, 증기기관, 철도에서 인터넷 웹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까
지 인류 문명의 ‘진보’를 추구하는 데 쓰인 대부분의 기술이 될 수 있는 대로 더 많은
양을 더 빨리 하는 것이 더 낫다는 믿음 아래 이용됐다. 그러나 효율성을 속도가 아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기록 수단으로서 근대 이후의 펄프로 만든 종이나
현대의 CD롬 등이 보존 기간 측면에서는 고대의 파피루스나 중세의 양피지 등에 비해
터무니없이 취약하다는 점은 자주 지적되지 않은 역설이다. 파피루스의 보존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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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에 달했지만, 펄프로 만든 종이책의 수명은 기껏 150년이어서 현재 세계 유수의
도서관마다 서적을 장기 보존하는 방법을 찾느라고 법석이다.
“CD배포땐 손배소” “NEIS 완전 시행을”…교육계 갈등 심화
[동아일보]2003-12-02 45 판 29 면 591 자
법원의 학교생활기록부 CD롬 제작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을 둘러싸고 교육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21C 청소년교육 공동체 ‘희망’, 청소년독립신문 ‘바이러스’ 등 청소
년 단체는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고
교 3학년생들의 학생부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제작해 대학에 배포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단을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NEIS 인권영역은 학교별 운영 - 정보화위, 정보유출 막게 시행 이원화검토
[문화일보]2003-12-08 03 판 30 면 1455 자
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전면 시행하되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교무·학사, 진·입학, 보건 등 3개 영역을 학교별로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별 NEIS 시행안’(문화일보 6월3일 1면 보도)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은 교육부엔 NEIS 전면시행이라는 명분을, 전교조는 정보인권 보장이라는 실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어 1년여를 끌어온 NEIS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가장 현실
적 대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NEIS 서버 어디에" 이견 팽팽
[한국일보]2003-12-09 30 판 10 면 806 자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위원장 이세중)는 8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
과 관련, 교육부와 전국교직원노조,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
어 태스크포스팀이 최종 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3가지 방안을 상정, 집중협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대안으로 제시된 3개안은 교무·학사, 전·입학, 보건 등 3
개 영역의 DB 서버를 16개 시·도교육청에 두어 운영하되, 각 학교가 시·도교육청의
DB 서버를 빌려 관리하는 방식 16개 시·도교육청에 서버를 두어 운영하되 하나의 통합
시스템이 아닌 학교별 독립서버로 운영하는 방안 각 학교별로 독립서버를 운영하는 방안
등이다.
NEIS 인권영역 `학교별 서버`타결 - 시.도교육청이나 대행업체서 직접관리
[문화일보]2003-12-15 03 판 28 면 801 자
1년 동안 교단의 갈등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운영방식이 사실
상 타결됐다. NEIS 27개 영역 중 회계, 인사 등 24개 영역은 지금처럼 운영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교무·학사, 보건, 전·입학 등 3개 영역은 학교별로 서버를 구축, 이 서버를
시·도교육청 또는 민간대행업체에서 집적해 관리하는 방식이 채택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위원장 이세중변호사) 합동분과회의는 이 같은 내용의 NEIS 운영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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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고 15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정부안으로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사설] ‘NEIS 타결’ 큰 틀에서 봐야
[국민일보]2003-12-17 05 판 22 면 979 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논쟁이 일단 타결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
다.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는 15일 인권침해 논란을 부른 교무·학사, 보건, 진
학· 입학 등 3개 영역에 대해 16개 시·도 단위로 학교별 서버를 구축, 기존의 NEIS와
분리된 별개의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위원회는 또 중앙과 시·도
교육청 별로 독립된 감독기구를 설치, 시스템의 운영 및 학교장의 정보수집·관리 등을
감독하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NEIS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3개 영역의 운영
방식에 대한 합의를 끌어냄으로써 거의 1년여를 끌어온 논란이 종식될 계기를 마련한 것
이다.
서울시 교육청 NEIS서버 한 때 다운
[한국일보]2003-12-23 41 판 09 면 412 자
서울시교육청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서버가 22일 오후 다운돼 일선 학교의 행정
업무가 중단됐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부터 2시간여 동안 NEIS 서버운용
이 중단돼 본청과 관내 1,000여 곳의 학교, 지역교육청 등에서 NEIS를 이용한 업무가 이
뤄지지 못했다. NEIS 서버의 속도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크게 느려지는 등 로그인 작업
이 원활하지 못했다.
NEIS 논란 끝내 해 넘겨
[내일신문]2003-12-31 19 면 1210 자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를 둘러싼 논란이 해를 넘겼다. 국무총리실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지난 12월 30일 오후 8차 전체회의를 열어 NEIS 서버에서 분리, 개별서버를 구축하기로
한 교무·학사(생활기록부), 보건(건강기록부), 입학·진학 등 3개영역의 서버구축방안과
운영방식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교육정보화위원회는 1월 중 다
시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NEIS 서버, 고교·특수학교는 단독서버로 가닥
[아이뉴스24]2004-02-09 00 면 571 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서버 운영 방식이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단독서버를, 초·
중학교는 그룹서버를 운영하는 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았다. 교육정보화위원회는 9일 오
후 2시 NEIS 서버 운영과 관련한 전체 회의를 열고 2천31개 고등학교와 136개 특수학교
는 학교별 단독 서버로, 초·중학교는 15개 학교씩 묶은 그룹 서버로 운영한다는 다수안
을 10대4로 채택했다. 위원회는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단독 서버를 운영하고자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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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감독기구의 승인을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사들 NEIS처리 속 터진다..학기말 접속폭주 도중 끊기기 일쑤
[세계일보]2004-02-14 45 판 08 면 1298 자
13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 모 초등학교 4학년 교실. 종업식을 하루 앞둔 이
날 S교사(35·여)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접속, 학생들의 출결상황을 처리하느라
하루 종일 진땀을 뺐다. 종업식 날 학생들의 성적표를 나눠 주기 위해서는 이날까지 출
결처리를 마쳐야 하지만 오전에는 겨우 학생 4명의 출결상황만 처리했다. 접속 자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접속 도중 빈번히 접속이 끊기는 바람에 하루 종일 골탕을 먹었다. 겨
우 접속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생활기록부 항목을 열 때마다 ‘잠시 기다려 달라’ ‘접
속자가 많아 사용이 어렵다’는 메시지가 떠 속이 터졌다.
NEIS 서버 520억원 범위 내에서 결정
[서울경제]2004-03-03 00 면 841 자
학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데이터베이스(DB)를 분리해 운영하기로 한 NEIS(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의 교무ㆍ학사, 보건, 입학ㆍ진학의 3개영역 서버는 당초 NEIS 초기구축 비용인
520억원 범위에서 구축돼 2006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된다. 정부는 3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
로 `교육정보화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NEIS의 교무ㆍ학사(학교생활기록부) 및 보건
(건강기록부), 입학ㆍ진학의 3개 영역 서버구축 운영 방향에 대한 정부 방침을 확정했다.
NEIS 3개영역 새 시스템 2006학년도부터 전면시행
[서울신문]2004-03-04 15 판 09 면 594 자
학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데이터베이스(DB)를 분리해 운영하기로 한 교육행정정보시스
템(NEIS)의 교무·학사, 보건, 입학 및 진학의 3개 영역 서버가 NEIS 초기 구축비인 520
억원 범위에서 구축돼 2006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된다. 정부는 3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정보화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NEIS의 교무·학사 등 3개 영역 서버 구축·
운영 방향에 대한 정부 방침을 확정했다.
헌재 "NEIS반대 연가투쟁 처벌은 위헌"/교원노조법 위반교사 기소유예 취소결정
[세계일보]2004-07-17 45 판 06 면 600 자
전교조 교사들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반대 연가투쟁을 교원노조법에 의해 처벌하
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는 노조가 근로조건의 유지 및 향상
등 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쟁의를 벌일 경우 노조법에 의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NEIS 도입
에 반대, 연가투쟁을 벌여 교원노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박모씨 등 3
명의 교사가 검사를 상대로 낸 기소유예 처분취소 청구 헌법소원 사건에서 교원노조법
위반 혐의에 한해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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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구축에 공개SW 도입 전망
[머니투데이]2004-08-02 05 면 548 자
500억원 규모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구축에 공개소프트웨어인 리눅스가 도입될 전
망이다. 박경재 교육부 국제교육정보화국장은 2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마련한 공개
소프트웨어 관련 세미나에서 참석해 "테스트 결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리눅스를 적용
하는 것은 문제 없다는 결론을 잠정 내린 상태"라고 말했다.
NEIS 학생정보 인터넷전송 논란
[동아일보]2004-09-06 45 판 29 면 850 자
연세대 등 일부 대학이 1일 시작된 2005학년도 대입 2학기 수시모집에서 민간업체가 제
공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수험생의 고등
학교 성적 자료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5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연세대 홍익대 강남대
등 3개 대학은 올해 2학기 수시모집에서 민간 소프트웨어 제작사가 만든 프로그램을 이
용해 NEIS를 사용하고 있는 일선 고교 교사들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일부 수험생의 성적
자료를 제공받았다.
[사설] NEIS 보안의식 이 정도였나
[서울신문]2004-09-07 05 판 31 면 774 자
200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전형용 학생정보를 일선 고교와 대학이 인터넷을 통해 멋대로
주고받은 일은 아직도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의식과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고 위험천만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의 인권 침해적 문제점은 교육행정정보
시스템(NEIS)파동을 통해 알려질 만큼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교육부도 계획됐던 일정을 미
루면서까지 NEIS체제 보완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도 민간업체는 임의로 NEIS정보 전송용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학교는 이를 구입해 사용했다. 이해할 수 없는 정보 불감증이다. 교
과성적 등 전송된 학생개인정보는 암호화 등 보안처리가 전혀 돼 있지 않았다.
‘520억 NEIS’ 이용자 외면
[내일신문]2004-09-21 01 면 1138 자
교육부가 초기투자비만도 520억원을 투입, 원활한 학사처리와 연간 교육관련 증명서 800
만 건을 처리하겠다고 야심적으로 추진했던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가 제 기능을 못하
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NEIS 2006년 3월 전면시행
[국민일보]2004-09-24 05 판 07 면 1050 자
학생정보 보호를 위해 데이터베이스(DB)를 분리, 운영하기로 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의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3개 영역의 새 시스템이 2006학년도부터 전면 시
행된다. 김영식 교육부 차관과 장혜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은 23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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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차관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교총 "NEIS 타결은 밀실야합"/교육부. 전교조 새시스템 합의에 강력반발
[세계일보]2004-09-25 45 판 08 면 1368 자
23일 합의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새 시스템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학사모)

등

교원·학부모단체가

‘밀실야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 등은 NEIS 새 시스템 전면 재검토 등 자신들
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교육부총리 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NEIS를 둘
러싼 교육계 갈등이 또다시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체는 24일 “교육
부와 전교조간 NEIS 새 시스템 합의는 당사자의 합의를 배제한 밀실야합”이라며 안병영
교육부총리를 항의방문했다.
[사설] 교육부는 전교조만 상대하나
[동아일보]2004-09-26 41 판 02 면 841 자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도입 일정을 확정하면서 전교조하고만 합의문을
교환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NEIS 문제는 교원단체들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교육계에 큰
파문을 불러왔다. 이 문제는 결국 교육부에서 국무총리실로 넘겨졌고 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3개 교원단체가 논의에 참여해 왔다. 따라서 이 문제를 처리하려면 교원단체
들의 합의를 동시에 이끌어 내는 것이 불가피하다.
‘NEIS야합’ 관련자 문책요구 - 교총, 규탄집회.."1년간 시험운영 필요"
[문화일보]2004-09-30 03 판 10 면 451 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집회를 갖고, 지
난 23일 교육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총을 배제한 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구축에 합의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NEIS 합의안 '갈팡질팡'
[한국일보]2004-10-08 41 판 10 면 584 자
교육부와 교총은 7일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교무 및 학사, 입ㆍ진학 등 핵심 3개 영
역 새 시스템 구축 추진 일정 등은 교총이나 한국교원노조(한교조) 등과 합의해 최종 결
정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측은 “이는 지난달 교육부가 전교조와 단독 합의한 일정
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안이 훼손될 경우 NEIS 반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
혀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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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NEIS 보안 취약"
[제일경제]2004-10-19 00 면 569 자
2006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아직까지 보안상 취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19
일 국회 교육위 안상수(安商守.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ERIS가 지난
해 말과 지난 8월 2차례에 걸쳐 실시한 `보안 취약점 점검 컨설팅`에서 NEIS는 두 번 모
두 국제표준기준인 80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보안상 취약` 판정을 받았다.
NEIS 3개영역 분리 시스템 구축
[국민일보]2004-11-30 05 판 09 면 389 자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교무, 학사(학교생활기록부),보건(건강기록부)·입
학·진학 등 3개 영역을 분리해 16개 시·도교육청 단위로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
로운 교육정보 시스템 구축 방안을 확정,2006년 3월1일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새로운 3개 영역 시스템은 고교 및 특수학교는 단독 서버로, 초·중학교는 15개
교를 묶은 그룹 서버로 운영되며 다음 달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거쳐 내년 3월부터
2006년 2월말까지 서울·경기 등 2개 교육청과 132개교에서 1년간 시험 운영된다.
속터지는 NEIS…시험 때마다 '접속전쟁'
[경인일보]2004-12-22 884 자
“이건 NEIS 접속 전쟁입니다. 전쟁.”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가 또다시 말썽이다. 학
년말을 맞아 성적 처리 등 각종 정보입력을 해야 하는 교사들이 한꺼번에 NEIS에 접속,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처리속도가 느려지거나 아예 '접속 불능' 상태인 경우가 대
부분이기 때문이다.
NEIS 새시스템에 공개SW 도입, 물 건너가나
[아이뉴스24]2004-12-15 00 면 1806 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새 시스템을 앞세워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공개
SW 레퍼런스를 확보하려 했던 리눅스 진영의 열망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리눅스 관
련 업체들은 15일 교육부가 내놓은 NEIS 새 시스템 시범 사업 입찰제안요청서(RFP) 초안
에 대해 "사실상 공개SW를 배제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대로 가면 공개SW 기반 NEIS 새 시스템 구축이 물건너 갈 것"이라며 위기감
을 드러냈다.
"NEIS 새시스템 제안서 평가, 우리도 하겠다"...전교조
[아이뉴스24]2005-01-18 00 면 971 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새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가 업체들의 제안서 심사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교
조의 참여는 시스템 구축업체 선정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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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NEIS 새 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
[파이낸셜뉴스]2005-01-26 01 면 552 자
삼성SDS가 3개 영역으로 분리해 새로 구축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범사업 주사
업자로 선정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교
무·학사 등 3개영역 시스템 응용소프트웨어(SW) 개발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삼성
SDS를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청 '언론 성향분석' 파문, NEIS 통해 3가지로..평가기준도 멋대로 적용
[경향신문]2005-02-12 45 판 06 면 782 자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3개 교육청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교육관
련 언론보도 내용을 '긍정' '부정' '중립' 등 세 가지로 분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상당수 교육청은 해당청에 유리한 기사는 '긍정', 불리하면 '부정'으로 처리하는 등 평가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데다 파악된 언론사. 기자 성향을 NEIS 접속 인증을 받은 사
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 '언론 사찰'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자의 눈] 교육부 NEIS에 보도성향 분석이라니…
[동아일보]2005-02-14 40 판 30 면 1018 자
도입 과정부터 논란이 많았던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이번에는 언론 보도
성향에 대한 분류 때문에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서울 대전 경남을 제외한 13개 시도교
육청이 1년 전부터 교육 관련 보도 내용을 ‘긍정’ ‘부정’ ‘중립’ 등 3가지로 평가
하고 언론사와 기자 이름까지 게재해 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때문이다.
NEIS 운영 법적근거 마련
[내일신문]2005-03-03 19 면 661 자
불명확했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교육부는
2일 교육기본법 등 NEIS 관련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인
의 동의 또는 법률의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학생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NEIS 관련 법률개정안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등이다.
교무·학사업무도 NEIS 외면
[경남일보]2005-04-13 905 자
속보=정부가 수백억원을 투입, 운영하고 있는 학교회계정보시스템인 나이스 활용률이 저
조하다는 보도(본보 11일자 1, 3면 보도)와 관련 일선 학교의 교무·학사업무에서도 NEIS
를 활용하지 않은 학교가 80개 학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체육 확 바뀐다, 2008년부터 체력검사 NEIS 통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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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2005-05-27 45 판 08 면 1456 자
2008년부터 학생체력검사 결과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돼
개인별 '맞춤형' 운동처방이 가능하게 된다. 운동경기 종목 위주의 교육과정도 학생들의
흥미와 신체발달단계를 고려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개편된다. 학교운동부의
학기 중 상시합숙 금지가 강화되고, 학교당 1개의 구기 종목. 학생당 1종목의 운동을 정
해 실시하는 '1교1기.1인1운동'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체육 혁
신 방안'을 발표했다.
NEIS 운영체제 ` 리눅스` 채택
[제일경제신문]2005-06-13 00 면 728 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중 분리 운영되는 교무·학사, 입학·진학, 보건 등 3개 영역
의 단독서버 2천331대 운영체제로 공개소프트웨어, 즉 리눅스(LINUX)가 결정됐다. 전국단
위의 대규모 공공사업 중 리눅스가 적용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NEIS 3개 영역 새 시스템 물적 기반구축계획`을 확정, 13일 발표했다.
“NEIS 개인정보 수록 합헌”…헌재, 지루한 논란 종지부
[동아일보]2005-07-22 45 판 10 면 1238 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周善會 재판관)가 21일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
템(NEIS)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합헌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림에 따라 NEIS를 둘러싼
오랜 논란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교육부는 교원단체와 지난해 11월 NEIS 시행에 최종
합의했으며 내년 3월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늘과 내일] 다시 보는 NEIS 파동
[동아일보]2005-12-21 40 판 35 면 1811 자
2003년 큰 파문을 일으켰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3월 개통된다. 당시 ‘NEIS 파동’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교육
당국과 벌였던 정면대결이었다. 이 싸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NEIS에서 인권 침해 소지
가 있는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3개 영역을 삭제하라’고 전교조 손을 들어 주면서
전교조의 완승으로 끝났다. 전교조는 ‘학생의 정보인권이 중요하다’며 신상정보가 들
어간 3개 영역을 각 학교에 단독 서버를 두고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교육
부는 학교별 서버가 보안에 더 취약하며 조 단위의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고 맞섰다.
수능성적 대학에 온라인 전달
[서울신문]2006-01-06 20 판 08 면 389 자
2007학년도 대입부터 학생들의 수능 성적을 대학에 통보할 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전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5일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업무 효율성을 위해 올해부터 수능 성적을 온라인으로 대학에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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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위해 NEIS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과 협
의해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새 NEIS 전국 모든 학교 개통…신상정보 암호화로 보안강화
[국민일보]2006-03-15 05 판 07 면 581 자
2003년 인권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빚었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일부 수
정을 거쳐 전국 모든 학교에서 개통됐다. 교육부는 14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보센터에서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NEIS 교무업무
시스템 개통식을 열었다.
초·중학교 종이문서 사라진다
[서울경제신문]2006-04-20 692 자
초ㆍ중등학교에서 종이 문서가 사라져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새롭게 개통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초ㆍ중 등학교의 종이
문서를 대폭 없애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도교육청 NEIS 또 장애
[경기일보]2006-07-07 966 자
학기말을 맞아 경기도내 일선교사들이 학생생활기록부 정리에 나섰으나 대입전형(수시)이
겹치면서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접속이 자주 끊기거나 아예 접속조차 안 되는 등 업무
처리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더욱이 일부 학교에서는 접속이 어렵자 수작업 등으로 서류
를 만들어 결제 및 업무처리를 한 뒤 나중에 NEIS에 입력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아이 학교성적 안방서 ‘클릭’
[서울신문]2006-08-31 20 판 09 면 1104 자
‘아이의 학교생활, 인터넷으로 보세요.’ 교육행정종합시스템(NEIS)이 본격 가동돼 성적
이나 출결 등 자녀의 학교생활 전반을 인터넷으로 살펴볼 수 있는 서비스가 학부모에게
제공된다. 교육부는 다음달 1일부터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내 자녀 바로 알기’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속터지는 ‘내 자녀 바로알기’…안방서 성적·학교생활 알 수 있다더니 한 달째 먹통
[국민일보]2006-10-02 05 판 08 면 1440 자
초등학교 6학년·3년인 딸·아들을 둔 장모(45)씨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한
‘내 자녀 바로알기’ 서비스에 대해 황당해하고 있다.
‘NEIS’ 회계부정에 무방비
[강원일보]2006-10-31 935 자
-아이디만 있으면 언제든지 지출·수입 변조 가능해

속보=학교 등 일선교육기관이 사

용중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횡령 등 회계부정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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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시급하다. 장부에 수기를 통해 회계업무를 할 경우 수정한 흔적이 나타나지만 이
시스템은 아이디를 가지고 접속하면 언제든지 지출이나 수입에 대한 정정이나 삭제, 원
상복구 등 공문서 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NEIS 학생정보 유출 일부 시인
[한겨레신문]2007-8-30
NEIS에서 학생정보가 본인 동의 없이 사설업체로 유출된다는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 교사
들이 학생정보를 동의 없이 NEIS에서 내려 받아, 일부가 업체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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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EIS 사건일지
2000. 9 ~ 2001. 3 BPR/ISP 수립 단계
- 정보화 지원 사업 정책과제 신청 및 확정(00. 7) : 한국전산원
- 시범사업 대상기관 선정(00.9.5)
․ 대상기관 : 5개 시/도교육청(서울시, 광주시, 대전시, 경기도, 경상북도)
- 사업추진 전담사업자 선정 및 계약(00.8.28~9.8)
․ 용역계약 : 교육부, 한국전산원, 삼성SDS
- 사업 착수(00.9.20)
- 실무 추진단 구성 및 착수 보고회(00.9.28)
- 교육 행정 정보화 사업관리 시스템 서비스 개시(00.10.25)
- 시범 교육청 대상 업무 현황 분석
․ 교육부, 불광중, 서울고, 경북교육청 실무전담자 면담 : 10월, 11월
․ 경상북도 교육청 : 11. 8 ~ 11.11
․ 서울시 교육청

: 11.14 ~ 11.16

․ 광주 교육청

: 11.27 ~ 11.29

․ 경기도 교육청(시설, 재산 등 일부) : 12. 2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보고(01.1.19)
2001. 5. 17 전자정부특위 전자정부 11대 과제 중 중점과제로 선정
2001. 6. 26 NEIS 구축을 위한 토론 및 공청회 개최
2001. 7.10 NEIS 구축 계획 수립, 확정
2001. 8.21 2001년 시스템 개발비 95억원 정보화촉진기금 지원․확정
2001. 9. 28 개발 사업팀 구성
․ 인 원 : 총 88명(교육부 12명, 삼성SDS 76명)
․ 중앙실무전담반(700명), 시·도 실무전담반(5400여명)으로 구성
2001. 10. 10 NEIS 구축 개발사업 계약
․ 계 약 자 : 교육부, 한국전산원, 삼성 SDS(주)
․ 계약금액 : 9,489백만 원
2001. 10. 11 착수보고회
2001. 10. 12 사업관리시스템(홈페이지) 구축
‧ http://edusys.moe.go.kr
2001. 10. 19 ~ 업무분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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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방문 등을 통해 전 교육행정 업무에 대한 현황평가 진행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80여 회 현장방문)
․ BPR 이행 : 법정서식 목록 정리, 법제도 개선사항 도출 등
2002. 7 NEIS 사용자 연수
2002. 9 교직 3단체 초청 설명회
2002. 9. 13 교직 3단체와의 협의
‧ NEIS 개통 시기를 02.9에서 03.3월로 연기
‧ 일부 학생정보(15개에서 5개로 축소)와 학부모 정보(15개를 5개로)를 축소하여 시행
‧ 교총과 한교조는 원칙적으로 찬성, 전교조는 NEIS는 유지하되, 교원의 업무과중에 반
대하며 계속 협상 요구
‧ 교육부는 전교조의 요구를 수용
2002. 9 참교육학부모회, 학사모 등 학부모 단체 초청 설명회
‧ 경기 서울지역 학교운영위원회, 학사모, 인간교육실천학부모연대 등은 찬성, 참교육학
부모회는 일부 항목 조정 후 시행 찬성
2002. 11. 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통식
2002. 12. 12 새 전교조 위원장(원영만) 선출
2002. 12. 26 전교조 NEIS 반대 통보
2003. 1 ~ 3 NEIS 관련 순회 설명회 개최
‧ 16개 시 도 교육청을 순회하여 학교장 학부모 대상 설명회 개최
2003. 2. 19 전교조 등 시민단체(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인권위 진정서 제출
2003. 3. 2 교육부 독자적으로 NEIS 시행 강행
‧ 단위 학교별 개통
2003. 3. 7 새 부총리로 전 대구교대 윤덕홍 총장 지명
2003. 3. 8 새 부총리의 취임 직전에 NEIS 재검토 관련 기사가 나감.
2003. 3. 25 ~ 4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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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교직3단체(사실상 전교조 불참한 채 진행), 학부모단체, 교육전문가(교수), 시
민 단체에서 15인 구성
2003. 4. 11 일부 항목 조정 후 NEIS 전면 시행 합의
2003. 5. 3 부총리 주재 현장 교사 NEIS 운영 관련 토론회 개최
‧ 모든 단체 참여(교육부 추천 5명, 전교조 추천 6명 교사) 장기 토론, 합의 도출 실패
2003. 5. 12 국가인권위 진정 사건 결정 권고
‧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영역 제외하고 C/S 보안을 충분히 보완하여 적용
‧ 교원 인사 중 26개 항목도 제외 권고
2003. 5. 26 인권위 권고를 존중하는 시행 계획으로 전교조와 합의
‧ 합의 내용 : 고3은 NEIS체제 운영, 고2이하는 NEIS 이전 체제로 운영, 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하여 NEIS 전면 재검토
2003. 5. 27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인권위 결정에 비판적 지적
2003. 5. 30 NEIS 막후 중재에 나선 이미경 의원 언론 기자회견
2003. 6. 3 NEIS 중 교무/학사 업무 등 3개 영역 세부 시행 지침 발표
‧ 고3은 NEIS로 운영하되, 인권 관련 항목은 삭체 후 시행
‧ 고2 이하는 수기, SA, CS, NEIS 중에서 선택적으로 사용
2003. 7. 1 교육정보화위원회 구성 간담회 결과 보고
2003. 7. 7 ~ 2004. 2. 29 국무총리 소속 「교육정보화위원회」 구성 운영
‧ 교육, 제도, 정보 분과별 구성(총 25명)
2003. 12. 9 2004학년도 대입전형 학생부 CD제작 배표 관련 보고
‧ 전교조는 대학 정시 모집 시 제공되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CD)를 전체 대
학에 제공하고 있는 방식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반대
2003. 10. 25 성열호외 2인이 대입전형용 CD 제작·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2003. 11. 28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
2004. 3. 3 교육정보화위원회 건의 사항을 수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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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3. ~ 2006. 3 새로운 시스템 구축 추진팀(교육부 소속) 구성
2004. 5. ~ 8. 교육정보화위원회 권고 사항에 따른 NEIS 구축을 위한 컨설팅 실시
‧ 전교조는 더 저렴한 장치 구성을 주장하고 교육부는 안전성 확보에 초점을 두면서
대립 발생
2004. 9. 23 교육부와 전교조 NEIS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일정에 합의
2004. 9. 24

교총과 한교조 등 전교조와 교육부 사이의 ‘밀실 야합’ 항의하며 교육부
방문

2004. 11. 20 새로운 NEIS 교무업무시스템 구축 계획 확정
2005. 1. 31. 새로운 NEIS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약
2005. 2. 16개 시․도교육청 대상 설명회 개최 추진
2005. 4. ~ 5. 전국 각 급 학교 교감 대상 설명회 개최
2006. 2. 16 ~ 2. 28 교총, 전교조 등과 NEIS 교무업무시스템 개통 전 협의회 실시
2006. 3. 2. 전국 각 급 학교 100% 시행
2006. 3. 14 부총리, 교총, 전교조, 한교조, 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한 개통식
2006. 9. 1 인터넷 학부모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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