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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산업 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분별∙

수 별로 체계화한 것을 국가직무능력표 이고, 국가  차원에서 표 화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직무

능력표 의 능력단 별 학습모듈 기반으로 한 학습과정 설정과 학습을 구 했다.  

2.  련연구

2.1 국가직무능력표 (NCS)

  국가직무능력표 은 산업 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

부분별∙수 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국가  차원에서 표

화한 것을 의미한다[1]. 그림 1은 국가직무능력표  개념

도이다. 

(그림 1) 국가직무능력표  활용 개념도

  본 연구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 화 개발로 표 화된 능

력단 별 학습 모듈을 기반으로 학 과정별 수 을 설정

하고 학습을 진행하는 차를 구 했다. 그림 2는 국가직

무능력표  개발을 통하여 개발된 능력단  별 학습모듈 

 교육 훈련 과정을 도식화 한 것이다[2][3]. 

(그림 2) 학습모듈  교육훈련과정 매칭테이블

2.2 디지털 콘텐츠

  국내의 경우, 교과부는 2012년도부터 자책 표 인 

EPUB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교과서 뷰어  콘텐츠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4]. 디지털 교과서에는 기존 교과 

내용(서책형 교과서)에 추가 으로 용어 사 , 멀티미디어 

자료, 평가문항, 보충심화 학습 내용 등의 풍부한 학습 자

료와 이를 활용하기 한 학습지원  리기능이 추가되

고 있다. 한, 디지털 교과서는 각종 콘텐츠에 한 오

마켓 등의 외부 자료와의 연계가 가능한 학습용 교재로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민간에서 개발하는 교육용 콘텐츠

는 범용성, 표 화 등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이를 통합하는 

표 화된 규격의 제시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

가직무능력 표 을 기 으로 표 화를 통한 각종 콘텐츠

를 통합하고 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내의 경우에는 표 화된 교육 콘텐츠가 무한 상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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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민간교육기 이 각자 자체 기술을 통하여 제공하므로 

교육 콘텐츠 간의 호환성  연계성을 기 하기란 힘든 

실정이다. 재 이슈로 다가오는 빅-데이터를 통한 교육 

콘텐츠 제공 기술 역시 이를 효과 으로 이용하기 해서

는 정교한 모델링과 표 화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EPUB(electronic publication)은 국제 디지털 출  포럼

(IDPF, International Digital Publishing Forum)에서 제정

한 개방형 자유 자서  표 이다. EPUB은 자동공간조

정(reflowable)이 가능하게 끔 디자인 되었다. 이는 EPUB

으로 만들어진 내용을 볼 때 디스 이하는 기계의 형식, 

크기에 자동으로 최 화되어 보여  수 있다는 뜻이다. 

EPUB는 2007년 9월 이 에 있던 오  eBook 표 을 

체하기 해 국제 디지털 출  포럼에서 공식 표 으로 

채택되었다[5].

3.  국가직무능력표  학습 마법사

 국가직무능력표  학습 마법사는 교사용과 학습자용으로 

구분된다. 교사용의 경우 국가직무능력기반으로 작성된 학

습 모듈을 확인하고 학습자의 기술능력 수 을 기 으로 

학습 내용을 설정한다. 그림 3은 제안된 서비스 랫폼을 

융합하여 직무 능력에 합한 문가를 교육하고 양성할 

수 있는 스마트 교육 오  랫폼을 개발했다. 그림 2는 

연구 인 콘텐츠 제공 랫폼 서비스의 구성도이다.

(그림 3) 콘텐츠 제공 랫폼 서비스 구성도

3.1 국가직무능력 교사용 마법사

  국가 직무능력표  학습과정 설정을 한 교사용 마법

사는 학습자의 수   능력을 단해 설정한다.

 그림 4는 NCS 자동설정과 수동개설로 구분되어 있으며 

개설된 강좌는 학습자의 로그인시 자동으로 도식화되도록 

구했다. 

(그림 4 ) 교사용 마법사

NCS 자동설정 마법사는 마법사를 통해 NCS 기반 항목들

을 선택하면, 해당 항목들이 강좌의 수업 단 로 자동 설

정되고, 수동개설은 NCS 정보를 용하지 않고, 강좌 내 

수업 콘텐츠를 직  개설  설정한다. 

(그림 5 ) 마법사 Top-down과 Bottom-up
  

그림 5는 국가직무능력표 의 학습과정 설정방식을 

TOP-Down방식과 Bottom-Up 방식을 채택해 학습자의 

자율성을 극 화하도록 구 했다. 

(그림 6) 분류기  설정 

그림 6은 국가직무능력표 으로 분류된 분야로 분류, 소

분류, 세분류  능력단  형태로 선택해 사용자의 근성

을 극 화 했다. 그림 7,8은 설정마법사 2단계  결과로 

로서 학습모듈을 근거한 과목 선정하는 과정을 포함 하고 

있으며 학생의 수 에 맞도록 과정의 난이도를 선정하도

록 구 했다. 

(그림 7 ) 평가기   수  설정

(그림 8) 교육목표 설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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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교사용 수업 콘텐츠 작도구

  국가직무능력표 으로 작성된 문서를 실제 학습자에게 

학습을 진행하기 해서는 학습모듈의 기반의 수업자료를 

작성해야 된다. 학습모듈 기반으로 작성하기 쉽도록 작 

도구를 제작하고 EPUB형태의 디지털 학습 콘텐츠 작도

구를 제공한다. 그림 9는 강사용 작도구로 멀티미디어 

콘텐츠(1), 텍스트 작도구(2), code editor(3), 실행결과(4) 

 Right Answer Editor(5)로 UI를 구성했다. 본 시화

면은 C++활용 학습 콘텐츠 작성의 경우 강사 용 수업자

료 작도구이다. 

(그림 9) 교사용 수업 콘텐츠 작도구

3.3 국가직무능력 학습자 

  국가직무능력 표  기반으로 한 학습자용 구성은 최신 

개설된 강좌와 인기 강좌로 구성된다. 그림 10은 최신 개

선된 강좌로 교사가 작도구를 통하여 디지털화된 콘텐

츠이다. 학습자는 성취도  학습수 에 맞도록 강좌를 선

정하고 학습을 진행한다. 

(그림 10) 기 개설된 강의 리스트

3.4 국가직무능력 학습

   그림 11은 학습 과정  C++활용한 수업 진행과정으

로 교사용 마법사를 사용하여 학습자에게 수업을 진행한

다. 강사의 멀티미디어 상과 각종 텍스트 문서를 이용하

여 수업을 진행한다. 한 실제 코딩작업을 가능하도록 

UI가 구성되었고 학습자는 코딩 작업을 진행 후 실시간으

로 컴 일을 해  실습을 진행한다. 화면 구성은 학습자 수

별 Problem Windows(1), Source Code Editor(2), 

Result View Panel(3)으로 구성된다.   

(그림 11) 국가직무능력표  학습 진행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 에 맞추어 산업 장에

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한 학습과정을 설계하

고 실제 운용을 진행했다. 한 교사의 학습 콘텐츠 제작 

지원 도구를 이용하여 학습자 수 별 콘텐츠를 제작하도

록 유도했다. 향후 연구과제로 모바일 서비스를 통한 실시

간 학습 지원 방안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소기업청의 기술 신개발사업의 일환으

로 수행하 음. [S2410803, 소 트웨어 문가 실무 교

육/평가를 한 NCS 기반 지능형 스마트러닝 오  

랫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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