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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기관별 정보시스템 운영 : 운영 주체별로 분산

- 광역단위 평생교육정보망 부재

-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광역단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관심 고조

 평생교육 표준 부재로 인한 정보화 제약

- 평생교육 기관에 대한 범위 및 분류체계 부재

-  평생교육 메타정보 표준 부재 → 저장 및 전송 표준 부재 → 정보서비스 불가능 → 정보의 연계가 불가능

- 각 평생교육 정보시스템 간 호환성 및 확장성 부족

 평생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수합체계 부재로 DB화 불가능

- 전체 모집단 파악의 어려움

- 공공 영역의 평생교육기관은 네트워크 부재

- 민간 영역의 평생교육기관은 행정력 부재

  추진 개요

 기본 계획

-  평생교육정보망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연구진을 구성하여 수행

-  광역단위 DB구축은 시범적으로 공모에 의해 평생교육 정보시스템 구축 의지를 가진 시도를 선정

- 시범 도시 선정 후 평생교육 정보시스템 구축 ⇒ 전국 확산을 위한 모델 정립

 추진 경과

- ’14. 12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개통(11개 시·도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연계)

- ’15. 12   14개 시·도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연계(강원, 경남, 전남 추가)

1.   저장표준 개발 배경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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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2   17개 시·도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연계 완료(광주, 전북, 세종 추가)

 중기 계획

- 평생교육정보 메타데이터 규격서 발간 및 KS표준화

- 광역DB구축 지원 및 중앙-지방 중계시스템 구축

- 평생교육정보 표준 중계모듈 개발 보급 및 검색 어플리케이션 개발 보급

  추진 내용

 전국 단위의 정보수집체계 구축

-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평생교육정보를 다모아서 국민들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광역단위 정

보수집체계의 구축

- 수집대상정보 : 기관정보, 강좌정보 등 공개성 정보

 저장 표준과 가이드라인 제시

- 전국적으로 평생교육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공통된 DB표준을 제정

- 각 정보시스템간 평생교육정보를 연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  평생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정보를 저장, 유통, 서비스하기 위한 메타데이터의 범위, 용어, 규격, 프로토

콜 등 개발

 관리의 최소화 원칙

-  지자체에서 수집할 때 각 개별시설이 제출을 용이하도록 시스템 기능을 권고하고 다모아에서는 관리

정보를 최소화함

- 전산처리가 필요치 않은 부분은 모두 텍스트로 처리함

-  KEDI 조사나 평생교육계좌제에 추가 제출로 인한 중복민원을 줄이기 위해 향후 다모아에 제출된 자

료는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임(KEDI 조사는 과거 자료에 대한 통계 목적이며, 다모아는 현재 

또는 앞으로 개설될 강좌 정보를 수집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사업 추진 체계

- 평생교육진흥원 : 광역(시도) 단위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중계

- 광역(시도) 단위 : 지역(시군구) 단위에서 수집된 정보를 연계하여 DB구축

- 지역(시군구) 단위 : 직접 개별 평생교육시설의 정보를 조사하고 관리

1. 저장표준 개발 배경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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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기준 대상 및 범위

구분 적용 대상 및 범위 비적용 대상 및 범위

대상
• 평생교육기관 정보
• 평생교육프로그램(강좌) 정보

• 인적 정보

범위
• 저장 형식
• 유통 형식

• UI(사용자 인터페이스)
• 기능

  2.2. 기준 개발 준거

 저장 표준 모형 준거

- 평생교육정보 수집 및 관리의 목적에 부합한다.

- 평생교육정보 정보 입력자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 평생교육정보 관리 항목의 대상과 구분은 최소한으로 한다. 

-  다른 유사 관리 체제와의 중복성 제거와 호환성 확보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시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  평생교육정보 관리 대상의 자료형(data type)은 특별히 전산처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텍스트로 처리한다.

 유통 표준 모형 준거

- 모든 정보제공과 정보이용 간의 연계는 중계시스템을 통해야 한다.

- 중계시스템에 연결된 노드들은 상호 신뢰(trust) 관계를 형성한다. 

-  상위기관(수집관리기관)과 하위기관(자료제공기관)과는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즉, 중계시스템에  

연결된 모든 노드는 같은 권한을 갖고 상호간 자료 제공 요청 및 자료 제공을 할 수 있다.

- 평생교육정보 유통 주기는 실시간 또는 주기별 배치 작업 모두 지원한다.

- 연계 대상인 기관의 기존 시스템들의 ‘최소 수정 최대 활용’을 지향한다.

- 수신된 정보간의 이력 관리 책임은 정보수신(이용) 기관이 책임진다.

평생교육정보 연계 체제 모형(수평적 전개 개념도)

중앙 시도 시도 시군구 시설

중계

2.   기술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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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연계 원칙 및 표준

 연계 대상인 기관 기존(legacy) 시스템들의 ‘최소 수정 최대 활용’을 지향

 모든 정보제공과 정보이용 간의 연계는 중계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함

구분 제공서비스 정의

시스템 연계 표준
•웹 서비스(Web Services) : SOAP 1.2, WSDL 2.0 UDDI 3.0
•웹 서비스 보안: XML 전자서명, XML 암호화, WS-Security(권고)
•웹 서비스간 사용자 인증 연동(Single Sign On): SAML 2.0(권고)

개발 가이드 라인

•�웹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며, 웹 서비스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 
연계에는 개방형 표준 기술을 사용해야 함

•�웹 서비스를 통한 연계 시에는 표준 기술만을 사용해야 하며, ‘공공
부분 정보화 사업 웹 서비스 기술 적용지침’을 참고함

정보연계 및 
교환을 
위한 

데이터 
표준

문자셋 •�유니코드(ISO10646), UTF-8을 사용을 기본으로 하며, 문자셋에 
대한 메타 정보 반드시 표기

이 기종간 데이터 교관 •�XML 1.0, XML 스키마

하이퍼텍스트 교환 •�HTML 4.01, XHML 1.1

텍스트 교환 •�RTF, HTML, TXT, PDF

이미지 및 멀티미디어 •�PNG, JPEG, TIFF, MPEG-4

멀티미디어 동기화 및 표현 •�SMIL, SVG 1.1

GIS 데이터 교환 및 표현 •�GML 3.0, SVG 1.1

데이터 압축 •�zip, jar

메타데이터 정의 •�XML Schema, RDF(권고)

데이터 질의 및 조작 •�SQL3, SQLJ(자바 사용시)

  2.4. 연계기술 적용 우선순위

① Web Service

•  제공 및 이용기관 모두 
웹 환경인 경우

•  공동활용정보가 센터를 
경유할 필요가 없을 경우

•  단순 정보차조인 경우

①-1 URL link

•  단순 정보참조인 경우

•  이용기관에 관련 시스템
이 없는 경우

② EAI

•  제공 및 이용기관의 정보
환경이 다양한 경우

•  연계되는 시스템들이 동
일 전용망내 존재할 경우

•  연계에 대한 확장성이 예
상되는 경우

③ DB 공유 및 연계

•  연계대상 DB가 동일망낸
에 있을 경우

•  연계구성이 시급할 경우(
단, 추후 별도의 연계주
조로 전환되어야 함)

2. 기술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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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전산시스템 설정

 표준시각설정 

- 서버 시스템은 NTP를 이용, 시각 동기화 설정을 해야 함

 지역설정(locale)

-  시스템 OS 및 DBMS 등 로케일 정보를 성정하는 곳에서는 ‘한국’(korea) 또는 ‘한국어’(korean)로 

설정해야 함. 이는 통화, 날짜/시각, 정렬방식 등 모든 곳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함

 문자셋 및 인코딩

- 문자셋(characterset)은 유니코드(unicode)를 기본으로 함

- 문자 인코딩은 UTF-8을 기본으로 함

[예] Oracle의 경우

NLS_CHARACTERSET = UTF8, AL32UTF8 

NLS_NCHAR_CHARACTERSET = UTF8, AL32UTF8 

NLS_LANGUAGE = KOREAN_KOREA.UTF8, KOREAN_KOREA.AL32UTF8

(▶ UTF8은 8i 이상, AL32UTF8은 9i 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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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추가 관리 항목

개별 추가 관리 항목

카테고리A

카테고리B

카테고리C

Description(필드 설명)
입력 관리 항목 설명

Column(Field) Name
칼럼(필드) 식별자

Key
기관 구분을 위한 키

Is Null
필수 입력(Not Null) 항목 여부

Default Value(기본값)
별도 수동 입력없이 입력, 
수동 입력일 경우 개별시
스템별 UI 및 기능 서비스
로 입력편의성 제공

비고
필수/권장 관리 항목 여부

Data Type(자료형)
데이터 보관 형태 및 크기

[참고] 저장 형식 표현 형태

2. 기술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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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원칙 및 표준

 구성(안) 기준

- 코드성 필드는 char형 이용

· 블린형: char(1)

· 기타 코드성: char(2)

- 코드값은 연상코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그 이외 텍스트 정보성 필드는 varchar2형을 이용함

· 성명(이름) 관련은 varchar2(50)

 스키마 적용 기준

- Column(Field) Name은 일종의 예시로서, 각 평생교육정보망 DB시스템별로 별도 명명 가능함

- 각 Column(Field) Name은 해당 기관 DB에서 저장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규격임

·  경우에 따라 크기는 확장 사용 가능, 단 전송시는 저장 크기 기준에 따르므로, 손실 정보가 없도록 해

당 필드 크기를 준수하길 권고함

- 각 카테고리별 별도 테이블 구성 가능함. 즉, 각각의 필드는 모두 동일 테이블 내 존재할 필요는 없음

- 비고의 “필수”는 반드시 평생교육정보망 DB에 반영해야 할 Column(Field)를 의미함

- 필요에 의해 각 평생교육정보망 DB에 사용자 필드(칼럼)를 추가 사용할 수 있음

- 각 Column(File)에 입력되는 데이터는 어플리케이션 차원에서 최대한 입력 편의성을 제공해야 함

※ (예) ‘읍/면/동’ 명칭 키워드 검색에 의한 우편번호 및 주소 자동 입력

※ (예) 주소지에 의한 GPS 좌표(WGS-84) 자동 입력 등

-  입력 방법은 자율적이나, 본 기준에서 제시된 입력 기준은 평생교육정보망 정보 자원을 평생교육통계 

조사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참고 사항임

3.   저장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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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기관 정보

 테이블 구성

Description Column Name Data Type Key Is Null Default Value 비고

Institution(기관개요)

기관코드 VARCHAR2(16) PK NOT NULL 필수

광역(시도)코드 (▶행안부, KEDI) CHAR(2) FK,PK NOT NULL 필수

지역(시군구)코드 (▶행안부, KEDI) CHAR(4) FK,PK NOT NULL 필수

기관명 VARCHAR2(100) NOT NULL 필수

기관대표자명 VARCHAR2(50) 필수

기관설립주체 코드 (▶KEDI) CHAR(2) 필수

운영형태 코드 (▶KEDI) CHAR(2) 필수

기관 우편번호(▶우정사업본부) CHAR(6) 　 필수

기관 주소 (동단위) VARCHAR2(200) 　 　 (자동) 필수

기관 주소 (세부주소) VARCHAR2(200) 　 　 　 필수

도로명 코드 (▶행안부) CHAR(12) 　 　 　 필수

도로명 VARCHAR2(80) 　 　 (자동) 필수

건물번호 (본번+부번) CHAR(10) 　 　 　 필수

상세주소 VARCHAR2(40) 　 　 　 필수

업무담당자명 VARCHAR2(50) 필수

전화번호 VARCHAR2(20) 　 　 　 필수

팩스번호 VARCHAR2(20) 　 　 　 필수

이메일주소 VARCHAR2(50) 　 　 　 필수

홈페이지 주소 VARCHAR2(100) 　 　 　 필수

기관소개 VARCHAR2(4000) 　 　 필수

설립(개관)일 DATE 　 　 필수

기관 운영 상태 (▶KEDI) CHAR(2) 　 　 필수

기관 위치(WGS-84) 경도 VARCHAR2(20) 　 　

기관 위치(WGS-84) 위도 VARCHAR2(20) 　 　

정보 관리 기관 코드 VARCHAR2(20) NOT NULL 필수

정보 입력 기관 코드 VARCHAR2(20) NOT NULL 필수

정보 최초 생성자(ID) VARCHAR2(20) 　 　 (자동)

정보 최초 생성일 DATE 　 　 (자동) 필수

정보 최종 갱신자(ID) VARCHAR2(20) 　 　 (자동)

정보 최종 갱신일 DATE 　 　 (자동) 필수

Attribute(기관속성)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지정여부 CHAR(1) 필수

평생학습관(지자체/교육청)지정 CHAR(2) 필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여부 CHAR(1) 필수

학점은행제평가인정기관여부 CHAR(1) 필수

평생학습계좌제평가인정기관여부 CHAR(1) 필수

학부모지원센터지정기관여부 CHAR(1) 필수

기관정향성(기초문해교육 여부) CHAR(1)

기관정향성(학력보완교육 여부) CHAR(1)

기관정향성(직업능력교육 여부) CHAR(1)

기관정향성(문화예술교육 여부) CHAR(1)

기관정향성(인문교양교육 여부) CHAR(1)

기관정향성(시민참여교육 여부) CHAR(1)

Classification(기관분류)

기관분류(대분류) (▶NILE) CHAR(1) FK NOT NULL 　 필수

기관분류(중분류) (▶NILE) CHAR(3) FK NOT NULL 　 필수

기관분류(소분류) (▶NILE) CHAR(4) FK NOT NULL 　

3. 저장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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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필드) 설명

- 광역(시도)코드 및 지역(시군구)코드는 행안부 법정동 코드(10자리)중 앞 1~2자리 및 1~4 자리 사용

-  정보 관리 기관 코드 및 정보 입력 기관 코드는 해당 기관정보를 수집 또는 관리하는 기관코드 및 기관

정보 입력기관 코드를 의미함. 

-  정보 최초 생성자/정보 최초 생성일 및 정보 최종 갱신자/정보 최종 갱신일은 각각 해당 레코드 정보

를 최초 성성한 사용자/날짜 및 최종 업데이트한 사용자/날짜 정보로, 사용자 정보는 필요에 따라 아

이디 및 실명 등 입력 가능함

 입력 기준(권고 사항)

-  모든 칼럼(필드)의 값은 트림(trim; 앞 뒤 공백 제거)된 상태로 저장해야 함

-  광역(시도) 코드

·  행정안전부의 표준 코드(법정동)를 사용하며, 전체 법정동 코드중 앞의 2자리 해당

·   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156011000) ⇒ 앞에서 2자리(11)가 광역(시도) 코드 : 서울특별시(11)

-  지역(시군구) 코드

·  행정안전부의 표준 코드(법정동)를 사용하며, 전체 법정동 코드중 앞의 4자리 해당 

·   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156054000) ⇒ 앞에서 4자리(1156)가 지역(시군구) 코드 :  

서울특별시(11) + 영등포구(56)

[참고] 법정동 코드와 행정동 코드의 차이점

법정동 코드 : 법률로 지정된 행정구역(주민등록상)의 단위

   ▶ 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156011000)

행정동 코드 : 주민 거주지역을 행정 편의를 위해 설정한 구역의 단위

   ▶ 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156054000)

광역(시도)코드와 지역(시군구)코드까지는 법정동코드와 행정동코드가 모두 동일함

-  기관명

·  텍스트(문자)로 입력함

·  기관명은 관할청에 등록된 명칭을 사용함(설립등록증, 법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  본관(본부)과 분관(지부)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에는 본관을 기준으로 함

-  기관장

·  문자로만 입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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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성명은 중간에 띄어쓰기를 하지 않음

·  영어의 경우 성과 이름의 시작 글자는 대문자로 입력함

·  외국인을 한글로 입력할 경우에는 발음 표기로 함

·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쉼표로 구분함

·  시설의 대표자 또는 원장을 입력하며, 이사장과 원장이 다른 경우에는 원장으로 함

-  기관주소

·  본관과 분관으로 나뉘어 있을 때는 본관을 기관 주소로 함

·  사무실과 강의장이 다른 경우에는 사무실을 기관 주소로 함

·  새로운 도로명 주소체계와 기존의 지번 주소체계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음

·  2013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새로운 도로명 주소체계만 사용 가능함

-  전화번호

·  일반적인 전화번호 형식(지역번호-국번-번호)에 맞추되, 텍스트로 입력함

·  여러 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할 때는 쉼표 등으로 구분하며, 내선번호 표기 가능(괄호 사용)

-  기관 지정 여부

·  관련법규에 의해 인정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며, 인정 프로그램을 하나라도 운영하고 있으면 해당됨

·  인정기관이긴 하지만 인정프로그램을 하나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함

·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평생교육법에 의거 시도교육감의 추천에 의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정

된 기관임

·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시도교육감으로부터 평생교육시설로 지정된 기관임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된 기관임

·  학점은행제평가인정기관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평생교육진흥원

장으로부터 학점은행제 운영을 인정받은 기관임

·  평생학습계좌제평가인정기관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계좌제 등록 학습과정을 운

영하는 기관임

-  정보 관리 기관 코드 및 정보 입력 기관 코드

·  행정안전부 표준 기관 코드(9자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등록되지 않은 민간기관 및 기타기관

은 자체코드 활용함. 

·  자체코드 활용시 행안부 표준 기관 코드와 구별하기 위해 “_”를 접두어(prefix)로 활용 권장함.

3. 저장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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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부산광역시 남구 소재 ○○평생교육원(부산 남구교육지원청 등록 평생교육시설)을 부산 남구교

육지원청이 수집관리 주체이자 직접 입력한 경우

MAN_MANAGE_INS = 7180000 (▶ 행안부 표준 기관 코드=부산남부교육지원청)

MAN_CREATED_INS = 7180000

[예]  충청남도 ○○학습관을 충남발전연구원(광역 직접수집)이 수집관리하고, ○○학습관이 직접 입

력한 경우

MAN_MANAGE_INS = B551358 (▶ 행안부 표준 기관 코드=충남발전연구원)

MAN_CREATED_INS = 8140224 (▶ 행안부 표준 기관 코드=충남 ○○학습관, 또는 관리주체가 자체 부여한 기관 코드)

[예]  충청남도 ○○문화센터를 충남 천안시청(시군구 연계 수집)이 수집관리하고, ○○문화센터가 직

접 입력한 경우

     MAN_MANAGE_INS = 4490000 (▶ 행안부 표준 기관 코드=천안시청)

MAN_CREATED_INS = _4490A123456 (▶ “_” + 관리주체가 자체 부여한 기관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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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강좌 정보

 테이블 구성

Description Column Name Data Type Key Null Default Value 비고

Lecture (강좌 정보)

강좌 코드 VARCHAR2(32) PK NOT NULL 　 필수

기관 코드 VARCHAR2(16) FK,PK NOT NULL 필수

광역(시도)코드 (▶행안부, KEDI) CHAR(2) FK,PK NOT NULL 필수

지역(시군구)코드 (▶행안부, KEDI) CHAR(4) FK,PK NOT NULL 필수

강좌명(과정명) VARCHAR2(200) NOT NULL 필수

과정소개 VARCHAR2(4000)

인터넷URL(과정소개 URL) VARCHAR2(200)
교육방법(교육의 형태)
Online/Offline/Blended/…

CHAR(2) 'OF' 필수

수강료 NUMBER 필수

수강료외 부대비용 VARCHAR2(50)

교육주기 VARCHAR2(50) 필수

수강정원 NUMBER 필수

강좌시작일(yy:mm:dd) DATE 필수

강좌종료일(yy:mm:dd) DATE 필수

접수시작일(yy:mm:dd) DATE 필수

접수마감일(yy:mm:dd) DATE 필수

교육시간 VARCHAR2(150) 선택

교육장소 VARCHAR2(150) 필수

교육문의전화 VARCHAR2(20) 필수

강사명(강사이름) VARCHAR2(50) 필수

정보 관리 기관 코드 VARCHAR2(20) NOT NULL 필수

정보 입력 기관 코드 VARCHAR2(20) NOT NULL 필수

정보 최초 생성자(ID) VARCHAR2(20) 　 　 (자동) 선택

정보 최초 생성일 DATE 　 　 (자동) 필수

정보 최종 갱신자(ID) VARCHAR2(20) 　 　 (자동) 선택

정보 최종 갱신일 DATE 　 　 (자동) 필수

Attribute(강좌속성)

직업능력개발훈련비(수강료)지원강좌여부 CHAR(1) 필수

학점은행제평가(학점)인정여부 CHAR(1) 필수

평생학습계좌제평가인정여부 CHAR(1) 필수

Accessability(접근성)

언어 (▶ISO 639-1 Code) VARCHAR2(2) 　 　'KO' 필수

학습환경_운영체제
(WindowXP, Window7, Mac 등)

VARCHAR2(100) 선택

학습환경_웹브라우저
(Explorer, Firefox, Chrome 등)

VARCHAR2(100) 선택

학습환경_장치
(PC, 스마트폰, Pad, MP3 등)

VARCHAR2(100) 선택

시각장애지원여부(음성, 색맹지원 등) CHAR(1) 필수

청각장애지원여부
(문자메뉴, 수화, 자막 등)

CHAR(1) 필수

Classification( 강좌분류)

강좌분류(대분류) (▶NILE) CHAR(2) FK NOT NULL 　 필수

강좌분류(중분류) (▶NILE) CHAR(2) FK NOT NULL 　 필수

3. 저장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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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필드) 설명

-  수강료의 값이 0(zero)는 무료를 의미함

 입력 기준(권고 사항)

-  모든 칼럼(필드)의 값은 트림(trim; 앞 뒤 공백 제거)된 상태로 저장해야 함

-  대상 강좌 여부

·  동일한 강좌이면서 강사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강좌로 함

·  동일한 강좌이고 강사는 같으면서 요일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강좌로 하며, 요일은 같지만 오

전과 오후에 한 번씩 여러 개의 강좌로 운영될 때에도 각각 별개의 강좌로 함

·  동일한 강좌인데 수강인원이 많아서 단순히 분반한 경우에는 하나의 강좌로 함

·  강좌의 내용과 강사가 같은데 명칭만 다른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강좌로 함

·  동일한 강좌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동시에 개설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강좌로 함

·  운영상 온라인과 오프라인 혼합으로 진행되는 강좌는 하나의 강좌로 함

·  타기관의 강좌에 시설이나 장소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다른 기관에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됨

·  예산 지원기관과 강좌 운영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강좌 운영기관을 기준으로 함

·  폐강된 강좌는 해당되지 않음

-  강좌명

·  텍스트(문자)로 입력함

·  현재기준으로 운영되거나 개설될 강좌의 명칭을 사용함

·  약어나 기호가 아닌 강좌의 명칭 전체를 정확하게 입력함

·  한글, 영문, 숫자, 로마자의 사용이 가능하며, 특수문자는 사용이 불가함(단, 괄호는 사용가능)

-  수강료와 부대비용

·  수강료는 다른 부대비용(교재비, 재료비, 수수료 등)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등록비용을 의미함

·  수강료가 모든 수강자에게 할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할인된 수강료를 입력하고, 일부에게만 할인되

는 경우에는 원래의 수강료로 함

·  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거나 환급하는 과정의 경우에는 지원받거나 환급받기 이전의 원래 

수강료로 함

·  별도의 수강료를 받지 않고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해 수강하는 강좌는 무료인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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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개월 이상 선불로 인하여 할인되는 경우에는 할인되기 이전의 수강료로 함

·  부대비용은 수강료를 제외한 수강자가 부담해야 하는 모든 비용(교재비, 재료비, 수수료 등)을 의미

하며, 참고사항으로서 텍스트 형태로 입력함(필수사항은 아님)

-  강사명

·  문자로만 입력함

·  한글 성명은 중간에 띄어쓰기를 하지 않음

·  영어의 경우 성과 이름의 시작 글자는 대문자로 입력

·  외국인을 한글로 입력할 경우에는 발음 표기로 함

·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쉼표로 구분하여 입력하고 다수일 때는 대표강사 외 ○인으로 입력할 수 있음

-  평가 인정 여부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수강료)를 지원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강좌(예: 근로자수강지원금, 직업능력

개발계좌제, 내일배움카드제 등)인지의 여부

·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한 학점 취득이 인정되는 강좌인지의 여부

·  평생학습계좌제에서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인지의 여부

·  직전까지는 인정 강좌였으나 현재는 평가 인정이 안된 경우에는 대상이 아님

3. 저장 형식



20│국가평생교육진흥원

  4.1. 표준 XML 태그별 설명 

 강좌

순번 태그 태그한글명 설명 SIZE(Oracle)

1 evtLECNAME 강좌명 강좌이름 VARCHAR2(250)

2 evtLECAGENAME 기관명 기관이름 VARCHAR2(250)

3 evtLCATNAME 1차강좌분류 1차 강좌분류 VARCHAR2(50)

4 evtLSECTIONNAME 2차강좌분류 1차 강좌분류에 따른 2차강좌분류 VARCHAR2(150)

5 evtLATTRIBUTE 강좌속성 강좌속성 VARCHAR2(100)

6 evtLMONEY 수강료 강좌 수강료 NUMBER

7 evtLCONTENTS 교육내용 강좌에 대한 교육 내용 VARCHAR2(4000)

8 evtLTARGETNAME 교육대상 강좌에 대한 교육 대상 VARCHAR2(150)

9 evtVISITP 방문접수인원 방문하여 접수한 인원수 NUMBER

10 evtPHONEP 전화접수인원 전화로 접수한 인원수 NUMBER

11 evtONLINEP 인터넷접수인원 인터넷으로 접수한 인원수 NUMBER

12 evtLRECFROM 접수시작기간 접수 시작날짜 DATE

13 evtLRECTO 접수종료기간 접수 종료날짜 DATE

14 evtLTERMFROM 교육시작기간 교육 시작날짜 DATE

15 evtLTERMTO 교육종료기간 교육 종료날짜 DATE

16 evtLECFRQ 교육주기 강좌에 대한 교육주기 NUMBER

17 evtLECWEEK 교육요일 강좌에 대한 교육요일 VARCHAR2(50)

18 evtLECTIME 교육시간 강좌 교육시간 VARCHAR2(150)

19 evtLECDAILYTIME 일일교육시간 강좌 일일교육시간 NUMBER

20 evtLECPLACE 교육장소 강좌가 열리는 장소 VARCHAR2(150)

21 evtLASKNAME 문의담당자 강좌 문의담당자 VARCHAR2(100)

22 evtLASKPHONE 문의전화 기관 문의전화 VARCHAR2(100)

23 evtLMAPINFO 찾아오시는길 기관 찾아오시는길 VARCHAR2(4000)

4.   XML표준정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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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순번 태그 태그한글명 설명 SIZE(Oracle)

1 evtDNAME 기관명 기관이름 VARCHAR2(200)

2 evtDCATNAME 기관유형 기관의 유형 VARCHAR2(50)

3 evtDGUBUN 기관속성 기관의 속성 VARCHAR2(50)

4 evtDCHIEF 대표자 기관의 대표자명 VARCHAR2(50)

5 evtDEMAIL 이메일 기관대표 이메일 VARCHAR2(100)

6 evtDPHONE 연락처 기관 전화번호 VARCHAR2(20)

7 evtDFAX 팩스 기관 팩스 VARCHAR2(20)

8 evtDPOSTALCODE 우편번호 기관 우편번호 VARCHAR2(7)

9 evtDADDRESS 주소 기관  주소 VARCHAR2(200)

10 evtEHOMEPAGE 홈페이지 기관 홈페이지 VARCHAR2(100)

11 evtEOPENDATE 개관일 기관  개관일 DATE

12 evtEOPEN 운영시간 기관 운영시간 VARCHAR2(4000)

13 evtECLOSE 휴관일 기관 휴관일 VARCHAR2(4000)

14 evtEWAY 찾아가는길 기관 찾아가는길 VARCHAR2(4000)

15 evtEINFO 기관소개 기관 소개하는 내용 VARCHAR2(4000)

4. XML표준정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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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표준 XML 샘플 

 강좌 샘플

  <?xml version="1.0" encoding="euc-kr" ?> 

- <event>

 -<item>

   -<evtLECNAME>- <![CDATA[ 예절지도자 기본과정  ]]></evtLECNAME>- <!--강좌명 //  --> 

    <evtLECAGENAME>구미지역사회교육협의회</evtLECAGENAME> - <!--  기관명 //  --> 

    <evtLCATNAME>기타</evtLCATNAME> - <!--  강좌유형 1차분류 //  --> 

    <evtLSECTIONNAME>기타</evtLSECTIONNAME> - <!--  강좌유형 2차분류 //  --> 

    <evtLATTRIBUTE>해당사항없음</evtLATTRIBUTE> - <!--  강좌속성 //  --> 

    <evtLMONE>240000</evtLMONEY>- <!--  수강료 //  --> 

     <evtLCONTENTS>- 예절기본과정, 생활차 과정 - 예절지도자 과정(72시간) 추가(36만원) - 다도 지도자 과정

(72시간) 추가(36만원)</evtLCONTENTS> - <!--  교육내용 //  --> 

    <evtLTARGETNAME >성인</evtLTARGETNAME />- <!--  교육대상 //  --> 

    <evtLVISITP>0</evtLVISITP> - <!--  방문접수인원  --> 

    <evtLPHONEP>20</evtLPHONEP> - <!--  전화접수인원   --> 

    <evtLONLINEP>0</evtLONLINEP>- <!--  인터넷접수인원   --> 

    <evtLRECFROM>2010-04-22</evtLRECFROM> - <!--  접수시작기간   --> 

    <evtLRECTO>2010-07-31</evtLRECTO> - <!--  접수종료기간   --> 

    <evtLTERMFROM>2010-08-03</evtLTERMFROM> - <!--  교육시작기간   --> 

    <evtLTERMTO>2010-12-31</evtLTERMTO> - <!--  교육종료기간   --> 

    <evtLECFRQ>미정</evtLECFRQ> - <!--  교육주기 //  --> 

    <evtLECWEEK >월tLECWEEK />- <!--  교육요일 //  --> 

    <evtLECTIME>10:00~12:00</evtLECTIME>- <!--  교육시간 //  --> 

    <evtLECDAILYTIME>150분</evtLECDAILYTIME>- <!--  일일교육시간 //  --> 

    <evtLECPLACE>구미지역사회교육협의회</evtLECPLACE> - <!--  교육장소 //  --> 

    <evtLASKNAME>김상일</evtLASKNAME>- <!--  문의담당자 //  --> 

    <evtLASKPHONE>010-2513-3607</evtLASKPHONE> - <!--  문의전화 //  --> 

     <evtLMAPINFO>형곡동시립도관 옆(자세한 위치는 협의회 홈페이지 www.kacegumi.co.cc 참고하세요)</

evtLMAPINFO> - <!--  찾아오시는길 //  --> 

  </item>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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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샘플

 <?xml version="1.0" encoding="EUC-KR" ?> 

- <event>

- <error>

  <totalcount>2755</totalcount> 

  <Error>00</Error> 

  <ErrorMessage>No Error</ErrorMessage> 

  </error>

- <item>

    <evtDNAME>뉴코아아울렛괴정점문화센터</evtDNAME> - <!-- 기관이름 //  --> 

    <evtDCATNAME>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evtDCATNAME>- <!-- 기관유형  //  --> 

    <evtDGUBUN>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evtDGUBUN> - <!-- 기관속성   --> 

    <evtDCHIEF>윤여영</evtDCHIEF> - <!-- 대표자  //  --> 

    <evtDEMAIL>webmaster@newcore.co.kr</evtDEMAIL> - <!-- 이메일  //  --> 

    <evtDPHONE>051-209-5122</evtDPHONE> - <!-- 연락처  //  --> 

    <evtDFAX>051-209-5127</evtDFAX> - <!-- 팩스  //  --> 

    <evtDPOSTALCODE>604-083</evtDPOSTALCODE> - <!-- 우편번호  //  --> 

    <evtDADDRESS>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3동 961-1번지 뉴코아 아울렛 괴정점</evtDADDRESS> 

     - <!-- 주소  //  --> 

    <evtEHOMEPAGE>culture.newcore.co.kr/about/map_8218.asp</evtEHOMEPAGE>

      - <!-- 홈페  이지  //  --> 

    <evtEOPENDATE /> - <!-- 개관일  //  --> 

    <evtEOPEN /> - <!-- 운영시간  //  --> 

    <evtECLOSE />- <!-- 휴관일  //  --> 

    <evtEWAY /> - <!-- 찾아가는길  //  --> 

     <evtEINFO>- <![CDATA[ 비영리 평생교육기관입니다알뜰한 수강료로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양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사회환원과 문화보급을 기본으로 합니다]]> </evtEINFO>- <!-- 기관

소개  //  --> 

  </item>

</event>

4. XML표준정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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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1. 공통 코드

 광역(시도) 코드(행정안전부 법정코드)

코드값 코드값 의미

11 서울특별시 

26 부산광역시 

27 대구광역시 

28 인천광역시 

29 광주광역시 

30 대전광역시 

31 울산광역시 

41 경기도 

42 강원도

43 충청북도 

44 충청남도 

45 전라북도 

46 전라남도 

47 경상북도 

48 경상남도 

49 제주도

5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시군구) 코드(행정안전부 법정코드)

※  본 코드는 2011.11월 기준이며,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https://www.code.go.kr/)을 참조하여 현행화해야 함

코드값 코드값 의미 코드값 코드값 의미 코드값 코드값 의미

1111 서울특별시 종로구 4122 경기도 평택시 4571 전라북도 완주군 

1114 서울특별시 중구 4125 경기도 동두천시 4572 전라북도 진안군 

1117 서울특별시 용산구 4127 경기도 안산시 4573 전라북도 무주군 

1120 서울특별시 성동구 4128 경기도 고양시 4574 전라북도 장수군 

1121 서울특별시 광진구 4129 경기도 과천시 4575 전라북도 임실군 

112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4131 경기도 구리시 4577 전라북도 순창군 

1126 서울특별시 중랑구 4136 경기도 남양주시 4579 전라북도 고창군 

1129 서울특별시 성북구 4137 경기도 오산시 4580 전라북도 부안군 

1130 서울특별시 강북구 4139 경기도 시흥시 4611 전라남도 목포시 

부록.   (마스터) 코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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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값 코드값 의미 코드값 코드값 의미 코드값 코드값 의미

1132 서울특별시 도봉구 4141 경기도 군포시 4613 전라남도 여수시 

1135 서울특별시 노원구 4143 경기도 의왕시 4615 전라남도 순천시 

1138 서울특별시 은평구 4145 경기도 하남시 4617 전라남도 나주시 

11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4146 경기도 용인시 4623 전라남도 광양시 

1144 서울특별시 마포구 4148 경기도 파주시 4671 전라남도 담양군 

1147 서울특별시 양천구 4150 경기도 이천시 4672 전라남도 곡성군 

1150 서울특별시 강서구 4155 경기도 안성시 4673 전라남도 구례군 

1153 서울특별시 구로구 4157 경기도 김포시 4677 전라남도 고흥군 

1154 서울특별시 금천구 4159 경기도 화성시 4678 전라남도 보성군 

11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4161 경기도 광주시 4679 전라남도 화순군 

1159 서울특별시 동작구 4163 경기도 양주시 4680 전라남도 장흥군 

1162 서울특별시 관악구 4165 경기도 포천시 4681 전라남도 강진군 

1165 서울특별시 서초구 4171 경기도 양주군 4682 전라남도 해남군 

1168 서울특별시 강남구 4173 경기도 여주군 4683 전라남도 영암군 

1171 서울특별시 송파구 4175 경기도 화성군 4684 전라남도 무안군 

1174 서울특별시 강동구 4179 경기도 광주군 4686 전라남도 함평군 

2611 부산광역시 중구 4180 경기도 연천군 4687 전라남도 영광군 

2614 부산광역시 서구 4181 경기도 포천군 4688 전라남도 장성군 

2617 부산광역시 동구 4182 경기도 가평군 4689 전라남도 완도군 

2620 부산광역시 영도구 4183 경기도 양평군 4690 전라남도 진도군 

262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4211 강원도 춘천시 4691 전라남도 신안군 

2626 부산광역시 동래구 4213 강원도 원주시 4711 경상북도 포항시 

2629 부산광역시 남구 4215 강원도 강릉시 4713 경상북도 경주시 

2632 부산광역시 북구 4217 강원도 동해시 4715 경상북도 김천시 

263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4219 강원도 태백시 4717 경상북도 안동시 

2638 부산광역시 사하구 4221 강원도 속초시 4719 경상북도 구미시 

2641 부산광역시 금정구 4223 강원도 삼척시 4721 경상북도 영주시 

2644 부산광역시 강서구 4272 강원도 홍천군 4723 경상북도 영천시 

2647 부산광역시 연제구 4273 강원도 횡성군 4725 경상북도 상주시 

2650 부산광역시 수영구 4275 강원도 영월군 4728 경상북도 문경시 

2653 부산광역시 사상구 4276 강원도 평창군 4729 경상북도 경산시 

2671 부산광역시 기장군 4277 강원도 정선군 4772 경상북도 군위군 

2711 대구광역시 중구 4278 강원도 철원군 4773 경상북도 의성군 

2714 대구광역시 동구 4279 강원도 화천군 4775 경상북도 청송군 

2717 대구광역시 서구 4280 강원도 양구군 4776 경상북도 영양군 

2720 대구광역시 남구 4281 강원도 인제군 4777 경상북도 영덕군 

부록. (마스터) 코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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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값 코드값 의미 코드값 코드값 의미 코드값 코드값 의미

2723 대구광역시 북구 4282 강원도 고성군 4782 경상북도 청도군 

2726 대구광역시 수성구 4283 강원도 양양군 4783 경상북도 고령군 

2729 대구광역시 달서구 4311 충청북도 청주시 4784 경상북도 성주군 

2771 대구광역시 달성군 4313 충청북도 충주시 4785 경상북도 칠곡군 

2811 인천광역시 중구 4315 충청북도 제천시 4790 경상북도 예천군 

2814 인천광역시 동구 4371 충청북도 청원군 4792 경상북도 봉화군 

2817 인천광역시 남구 4372 충청북도 보은군 4793 경상북도 울진군 

2818 인천광역시 연수구 4373 충청북도 옥천군 4794 경상북도 울릉군 

2820 인천광역시 남동구 4374 충청북도 영동군 4811 경상남도 창원시 

2823 인천광역시 부평구 4374 충청북도 증평군 4812 경상남도 창원시 

2824 인천광역시 계양구 4375 충청북도 진천군 4815 경상남도 마산시 

2826 인천광역시 서구 4376 충청북도 괴산군 4816 경상남도 마산시 

2871 인천광역시 강화군 4377 충청북도 음성군 4817 경상남도 진주시 

2872 인천광역시 옹진군 4380 충청북도 단양군 4819 경상남도 진해시 

2911 광주광역시 동구 4413 충청남도 천안시 4822 경상남도 통영시 

2914 광주광역시 서구 4415 충청남도 공주시 4824 경상남도 사천시 

2915 광주광역시 남구 4418 충청남도 보령시 4825 경상남도 김해시 

2917 광주광역시 북구 4420 충청남도 아산시 4827 경상남도 밀양시 

2920 광주광역시 광산구 4421 충청남도 서산시 4831 경상남도 거제시 

3011 대전광역시 동구 4423 충청남도 논산시 4833 경상남도 양산시 

3014 대전광역시 중구 4425 충청남도 계룡시 4872 경상남도 의령군 

3017 대전광역시 서구 4471 충청남도 금산군 4873 경상남도 함안군 

3020 대전광역시 유성구 4473 충청남도 연기군 4874 경상남도 창녕군 

3023 대전광역시 대덕구 4476 충청남도 부여군 4882 경상남도 고성군 

3111 울산광역시 중구 4477 충청남도 서천군 4884 경상남도 남해군 

3114 울산광역시 남구 4479 충청남도 청양군 4885 경상남도 하동군 

3117 울산광역시 동구 4480 충청남도 홍성군 4886 경상남도 산청군 

3120 울산광역시 북구 4481 충청남도 예산군 4887 경상남도 함양군 

3171 울산광역시 울주군 4482 충청남도 태안군 4888 경상남도 거창군 

4105 경기도 부천군 4483 충청남도 당진군 4889 경상남도 합천군 

4111 경기도 수원시 4511 전라북도 전주시 4911 제주도 제주시 

4113 경기도 성남시 4513 전라북도 군산시 4913 제주도 서귀포시 

4115 경기도 의정부시 4514 전라북도 익산시 4971 제주도 북제주군 

4117 경기도 안양시 4518 전라북도 정읍시 4972 제주도 남제주군 

4119 경기도 부천시 4519 전라북도 남원시 501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4121 경기도 광명시 4521 전라북도 김제시 501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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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2. 기관 정보 코드

 기관설립주체 코드

코드값 코드값 의미

10 국가/지자체

20 법인

30 개인

40 기타

 운영형태 코드

코드값 코드값 의미

10 직영

20 위탁

30 병행

 기관 운영 상태

코드값 코드값 의미

10 운영중

20 연락두절

80 휴원

90 폐원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지정여부

코드값 코드값 의미

0 미지정

1 지정

 평생학습관(지자체/교육청) 지정 여부

코드값 코드값 의미

00 미지정

10 평생학습관(지자체)

20 평생학습관(교육청)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여부

코드값 코드값 의미

0 비훈련기관

1 훈련기관

 학점은행제평가인정기관여부

코드값 코드값 의미

0 비인정기관

1 인정기관

 평생학습계좌제평가인정기관여부

코드값 코드값 의미

0 비인정기관

1 인정기관

 기관 정향성 여부
※  정향성 분류(중복선택가능):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코드값 코드값 의미

0 해당 안됨

1 해당됨

 기관 분류(대분류) 코드

코드값 코드값 의미

1 평생교육법

2 기타 법령

부록. (마스터) 코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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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분류(중분류) 코드

코드값 코드값 의미

101 국가 및 지자체

102 학교, 학교 부설, 학교형태, 사내대학, 원격대학

103 문화센터

104 시민사회단체(NGO, NPO)

105 교육산업 관련 시설

106 사이버학습 관련 시설

201 도서관     

202 박물관·미술관

203 문화예술 관련 시설 및 단체

204 복지관

205 청소년 관련 시설 및 단체

206 직업훈련 관련 기관 및 시설

207 여성 관련 기관 및 시설

208 주민자치기관

209 다문화 관련 시설 및 단체

210 시민사회단체(NGO, NPO)

211 기타

 기관 분류(소분류) 코드

코드값 코드값 의미

1011 평생교육진흥원

1012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1013 시·군·구 평생학습관

1014 자치단체(광역·기초)

1021 학교의 평생교육

1022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1023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1024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1025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1031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1032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1041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1051 지식인력개발 평생교육시설

1061 원격평생교육시설

2011 공공도서관

2012 대학도서관

2013 학교도서관

2014 전문도서관

2021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

2021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2023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2024 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2031 지역문화복지시설 

2032 문화 보급·전수시설

203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41 종합사회복지관

2042 노인여가복지시설

2043 장애인복지·평생교육·지원시설

2044 아동복지시설

2051 청소년 시설

2052 청소년 단체 

206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062 평생직업교육학원

2063 산업교육기관

2064 공무원연수원

2065 기업체연수원

2071 여성인력개발센터

2072 여성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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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값 코드값 의미

2081 주민자치센터

2082 시·군·구민회관

209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92 다문화 관련 시설 및 단체

2101 비영리민간단체

2102 비영리사(재)단법인

2103 시민단체

2111 국방부

2112 보건소

2113 상담 시설 및 기관

2114 자원봉사단체 및 기관

2115 그 외 관련 시설 및 기관

부록. (마스터) 코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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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3. 강좌 정보 코드

 교육 방법 코드

코드값 코드값 의미

ON 온라인(Online)

OF 오프라인(Offline)

BL 혼합(Blended)

CR 우편통신(Correspondent)

  직업능력개발훈련비(수강료)지원강좌여부

코드값 코드값 의미

0 수강료 미지원

1 수강료 지원

 학점은행제평가(학점)인정여부

코드값 코드값 의미

0 미인정

1 인정

 평생학습계좌제평가인정여부

코드값 코드값 의미

0 미인정

1 인정

 시각장애지원여부

코드값 코드값 의미

0 미지원

1 지원

 청각장애지원여부

코드값 코드값 의미

0 미지원

1 지원

 강좌분류(대분류) 코드

코드값 코드값 의미

10 기초문해교육

20 학력보완교육

30 직업능력교육

40 문화예술교육

50 인문교양교육

60 시민참여교육

 강좌분류(중분류) 코드

코드값 코드값 의미

11 문자해독 프로그램

12 기초생활기술 프로그램

13 문해학습계좌 프로그램

21 초등학력보완 프로그램

22 중등학력보완 프로그램

23 고등학력보완 프로그램

31 직업준비 프로그램

32 자격인증 프로그램

33 현직직무역량 프로그램

41 레저생활스포츠 프로그램

42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43 문화예술향상 프로그램

51 건강심성 프로그램

52 생활소양 프로그램

53 인문학적 교양 프로그램

61 시민책무성 프로그램

62 시민리더역량 프로그램

63 시민참여활동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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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

부록. (마스터) 코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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