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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은 근로자가 자신의 직업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

구되는 능력을 도출하여 국가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이다. 4년제 대학의 경우 NCS를 활용한 교과과정 개편에 관한 가시적인 계획

은 없는 상황이나 대학교 교과과정의 현장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NCS에 기반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도입등

으로 4년제 대학교 교과과정에 NCS가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4년제 대학교 컴퓨터공학전

공을 참조하여 NCS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NCS를 활용하여 교과과정을 개편 방향을 제시하였다.

[ Abstract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 (NCS) is a national standard for competencies which are required of an employee to achieve 
his job successfully. For a university with four-year course, since there is no plan to redesign its subjects by applying NCS and 
some issues with regard to industrial aspects consistently incur, it should be verified that NCS can be applied to the curriculum of a 
university following the introduction to new National Qualification Test with the progress evaluation based on NCS. Thus, in this 
paper, we show the feasibility of applying NCS to the curriculum of a computer engineering department and present the redesign to 
curriculum using N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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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

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산업현장의 직무를 성

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지식․기술․태도)을 국

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을 의미한다. 그림 1은 국가직무

능력표준의 개념도이다[1]. 

국가직무능력표준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4]. 첫째, 

‘능력’은 근로자가 어떻게 업무를 수행했는지 보다는 업무에

서 우수한 성과를 도출(performance-based)하기 위하여 어떠

한 일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둔다. 둘째, 국가직무능력

표준은 단순히 지식, 기술 등을 아는 것 외에도, 산업현장에

서 이러한 지식, 기술 등이 우수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관

찰가능(activity-based)하고, 평가 가능한 행동으로 표현한다. 

셋째, 국가직무능력표준은 한 개인이 얼마나 많은 종류의 능

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보다는 그러한 능력의 질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는지(quality-based)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교육훈련기관에서는 

교육훈련과정 편성 및 평가도구 개발에 활용되고, 자격검정

기관에서는 자격제도 개선과 검정 및 출제기준으로 활용되

며, 기업체에서는 신규 및 재직자의 인사고과 및 경력개발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 표 1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활용영

역을 보여주고 있다. 

I. 서론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은 근로자가 자신의 직업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을 도출하여 국가차원에서 표준화한 것

이다[1,2]. 국가직무능력표준은 훈련-표준-자격의 연계를 위

해 교육훈련, 자격 등에 활발하게 활용되도록 권장되고 있으

며, 법적으로도 표준의 활용이 규정되고 있다[3]. 국가직무

능력표준은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고등직업교육(전문대학)에 

적용하려는 정책으로 2017년까지 84개 학교를 특성화 전문

대학으로 육성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특성화의 핵심에

는 NCS를 적용한 교과과정으로 교육의 현장성을 높이는 것

이다. 

4년제 대학의 경우 NCS를 활용한 교과과정 개편에 관한 

가시적인 계획은 없는 상황이나 대학교 교과과정의 현장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NCS에 기반한 과정평가

형 국가기술자격 도입 등으로 4년제 대학교 교과과정에 NCS

가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

문은 4년제 대학교 컴퓨터공학전공을 참조하여 NCS 적용 가

능성을 탐색하고, NCS를 활용하여 교과과정을 개편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2장은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

하고, 3장은 NCS기반의 교과과정 개발 모형을 기술하였다. 

4장은 교과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였

고, 5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제시하였다.  

II.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념

A.  NCS의 정의, 특징 및 기대효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

그림 1.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념도

Fig. 1. The concept of national competency standard (NCS).

표 1.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활용 영역

Table 1. Usage of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구분 활용 콘텐츠

산업 현장 근로자 평생경력개발경로, 자가진단도구

기업 직무기술서, 채용․배치․승진 체크리스트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과정, 훈련기준, 교육훈련교재

자격시험기관 자격종목 설계, 출제기준, 시험문항, 시험방법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2014).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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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단위명은 해당분야에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개별 능력의 명칭을 의미하며, 능력단위를 

활용한 수행업무가 무엇이며, 어떠한 목적에서 활용되는가

를 정의하여야 한다. 능력단위요소는 해당 능력단위의 핵심

적인 하위능력들을 기술한 것으로 능력단위와 직접적인 연

계성을 가지며, 행동 또는 수행양식으로 표현된다. 수행준거

는 해당 능력단위의 성취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척도이자 준

거를 기술한 것을 의미하며, 지식․기술․태도는 해당 능력단

위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를 기술한 것을 

의미한다. 

작업상황은 능력단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

이나 환경적 조건을 의미하고, 평가지침은 해당 능력단위의 

성취여부를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데 있어 고려되어야 할 점

을 기술한 것이다. 끝으로, 직업기초능력은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모든 직업분야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능력을 의미한다. 

III.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한 교과과정 개발 모형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그림 3과 같이 9단계의 교과과정 

개발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1단계로 내부 및 외부 환경을 분

석하고, 2단계로 교육기관의 스와트 분석(SWOT anlaysis)을 

B. NCS의 구성요소

직무수행능력은 해당 직무에서 요구하는 능력단위로 구

성되어 있으며, 직무수행능력을 구성하는 능력단위의 구체

적인 구성항목은 능력단위분류번호, 능력단위명, 능력단위

정의, 능력단위 요소, 수행준거, 작업상황, 평가지침이며, 해

당 능력단위에 필요한 직업기초능력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그림 2는 [1]에서 제시한 국가직무능력의 구성요소를 도식

화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구성요소

Fig. 2. Components of national competency standard (NCS).

그림 3. 교과과정개발 단계

Fig. 3. Curriculum development 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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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 새로운 인력양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선, 보

완, 신설 교과목을 탐색하는 단계이다. 6단계로 선정된 능력

단위를 기반으로 교과목을 도출하고, 교육 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교과목들을 교육훈련 대상자, 교육훈련 우선순위, 계열

성 들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순서대로 구조화시킨 교과과

정편성표를 작성하는 것이 7단계이다.  8단계는 도출된 교과

목의 프로파일을 작성하고, 마지막 9단계로 교재개발을 진행

한다. 

본 연구는 위 모델을 이용하여 교과과정을 개발하였다. 각 

단계를 세밀히 적용하기 보다는 1, 2, 3단계를 합쳐서 인근 

지역 산업에 적합한 인력 수요를 예측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4단계의 능력단위를 설정하고, 선정된 능력단위를 바탕으로 

5, 6, 7단계를 적용하였다. 

통하여 인력양성목표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3단계

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능력 단위 구조도의 직능유형(Skill 

Type)별 직능수준(Skill Level)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기관의 

해당 학과 인력양성 목표를 수립한다. 4단계는 능력단위 선

정 단계로 해당 교육기관의 인력양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능력단위를 중요도와 난이도를 기준으

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선정하며, 이를 위한 최소 교육훈련 

시간 산정한다. 능력단위 선정은 지역 관련 산업 기업의 관

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설문조사 또는 FGI(Focus Group Inter-

view) 등의 방법을 통해 선정하며, 지역 산업에서의 해당 능

력단위의 중요도, 난이도, 빈도와 지역 산업에서의 해당 능력

단위의 현재 수준 및 미래 중요도를 조사하여 우선순위를 결

정한다. 

5단계는 갭분석으로 기존 교과목 프로파일과 교육목표를 

표 2. 소프트웨어 분야 국가직무표준(NCS)

Table 2. National competency standard (NCS) for software field

‘14년 정보기술분야 NCS 구성
‘13년 이전 NCS 세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정보 통신 정보 기술 1. 정보기술 전략·계획 01. 정보기술전략

02. 비즈니스IT컨설팅

03. 비즈니스IT기획

04. SW제품기획

▪ 정보전략계획

▪ 비즈니스프로세스 재개선

▪ 제품SW계획

▪ 임베디드SW계획

▪ IT콘텐츠계획

2. 정보기술개발 01. SW아키텍처

02. 응용SW엔지니어링

03. 임베디드SW엔지니어링

04. DB엔지니어링

05. NW엔지니어링

06. 보안엔지니어링

07. UI/UX엔지니어링

▪ 정보서비스개발

▪ 제품SW개발

▪ 임베디드SW개발

▪ IT콘텐츠제작

3. 정보 기술운영 01. IT시스템관리

02. IT기술교육

03. IT기술지원

▪ IT기반기술운영

▪ 정보시스템운영

▪ 제품SW운영

▪ 임베디드SW운영

▪ IT콘텐츠운영

4. 정보 기술관리 01. IT프로젝트관리

02. IT품질보증

03. IT테스트

04. IT감리

▪ 프로젝트관리

▪ 정보시스템개발

▪ 제품SW개발

▪ 임베디드SW개발

▪ IT콘텐츠개발

▪ IT기반기술개발

▪ IT감리

5. 정보 기술영업 01. 기술영업

02. 마케팅

▪ IT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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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중요도가 높은 능력단위 20가지를 추출하여 종합한 결과

로서 이는 표 4에 나열되어 있다.

D. 자격종목별 능력단위 선정

본 학과에서 양성 목표로 하는 자격 종목으로는 SW개발

자_L3, SW개발자_L4, 임베디드SW개발자_L4, IT시스템 운

영자, SW테스터로서 해당 필수 및 선택 능력단위를 반영하

였다. SW관련 주요 자격증 12개에 대해 각각의 주요항목에 

대한 NCS 능력단위와 매칭을 수행하였다. 해당 자격증들은 

컴퓨터운용사, 스마트앱마스터,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정

보보안기사, 정보보안실무, 정보보안산업기사, 정보처리기

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전자계산기조직응

용기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사 총 11개의 공인 자격증과 사

설 자격증인 TOPCIT로 매칭하였다.

E. 교과목 도출

수요조사, 자격단위, SW관련 자격증에 대한 조사를 바탕

으로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단위를 선정하였다. 

NCS 능력단위에서 도출한 전공심화 교과목들을 학습하는데 

있어서 기초 지식이 될 수 있는 기초교과와 전공기반 과목을 

설계함으로서 전공심화 과정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

였다. 그림 4는 능력단위를 통한 교과목 설계를 나타내었다.

교과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기업에서 원하는 능력단위, 

소프트웨어 자격종목, SW관련 자격증 취득 가능하도록 유

도한다. 그림 5는 자격종목과 전공심화에 대한 매칭을 나타

IV. 교과과정 개발

A. NCS기반 일학습병행 컴퓨터공학과 

일학습병행을 위한 컴퓨터공학 전공의 학과명은 IT융합

SW공학과(가칭)로 지칭하였다. IT융합SW는 직업으로 정확

하게 정의된 것은 아니다. 융합이란 IT의 Sensing, Network-

ing, Computing, Actuating 기술이 부품 또는 모듈로서 내재

화(embedded)되어 다른 산업의 제품 혹은 서비스 및 공정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지역산업단지들이 반도체부품산업, 디스플레이부품사업, 

자동차부품사업들이 있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SW에 대한 기본 지식과 HW장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프트웨어 도구 및 기법을 활

용하여 SW설계, 구현,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실무 기술

을 습득하고 이를 통하여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장

비에 대한 SW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SW엔지니어 양성

을 목표로 한다.

강의위주의 교육 이외에 추가적으로 체계적 현장직무 교

육훈련(Structured On the Job Training: S-OJT)를 지원하고자 

한다. 숙련된 직원이 초보 직원에게 업무단위에 관한 역량 

개발을 위해 실제 일터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계획된 프

로세스로, 미리 작성된 정교한 모듈에 의해 학습 내용이 전

달되고, 훈련 단계 간 시간적 공백이 최소화 되어 있고 학습 

내용이 실제 수행하는 일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교육훈

련의 효과성 및 효율성이 높다.

B. 교육훈련수요분석 

소프트웨어 분야 NCS는 대분류(정보통신), 중분류(정보기

술), 소분류(정보기술전략계획 등 5개), 세분류(정보기술전략 

등 20개)로 구성되어 있다. 표 2는 소프트웨어 분야 NCS의 

기본 구성이며, 각 세분류 이하에 NCS능력단위가 존재한다. 

NCS 능력단위들을 선정하기 위하여 충청권 반도체 및 장

비 업체들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NCS 능력단

위를 기준으로 현재 IT인력에게 요구되는 역량 및 수준, 그리

고, 신규 채용 IT인력에게 요구되는 역량 및 수준을 조사하였

다[5]. IT융합·SW인력의 교육훈련 수요분석을 위한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기술하였다.

C. 수요조사 결과로 선정된 능력단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의 결과에서 각 조사 기준

표 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3. Features of respondents

구분 빈도수  백분율(%)

규모 50명 미만 56 93.3

50명 이상 100명 미만 1 1.7

100명 이상 3 5.0

산업 자동차 부품제조 5 8.3

반도체 장비제조 9 15.0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6 10.0

정보통신 서비스 3 5.0

기타 37 61.7

지역 천안아산 17 28.3

대전 25 41.7

충북 18 30.0

전체 6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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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수요조사 결과로 선정된 능력단위

Table 4. Selected competency unit by demand survey

기준              분야              요구 능력

-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신규 IT인력 요구 역량

- 반도체 장비 제조업의 신규 IT인력 요구 역량

-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업의 신규 IT인력 요구 역량

- 정보통신 서비스업의 신규 IT인력 요구 역량

- 기타 업종의 신규 IT인력 요구 역량

IT테스트 테스트 설계

테스트 관리

테스트 실행

테스트 분석

응용SW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설계

화면구현

어플리케이션 구현

데이터 조작 구현

SW아키텍처 sw 아키텍처 테스트

sw 아키텍처 요소기술선정

sw 아키텍처 요구분석

sw 아키텍처 이행

sw 아키텍처 설계

sw아키텍처 수행관리

sw아키텍처 비전수립

임베디드SW엔지니어링 애플리케이션 구현

하드웨어 분석

디바이스드라이버 구현

펌웨어 분석 설계

운영체제 이식

테스팅

기술문서 개발

보안엔지니어링 보안요구사항 정의

IT품질보증 품질보증교육 수행

제품품질 평가

조직품질관리계획 수립

시정조치 관리

조직 표준 프로세스 수립

조직품질관리정책 수립

품질보증활동 개선

IT프로젝트관리 IT프로젝트 인프라구축

IT프로젝트 기획관리

IT프로젝트 통합관리

IT프로젝트 범위관리

IT프로젝트 일정관리

IT프로젝트 원가관리

IT프로젝트 인적자원관리

IT프로젝트 품질관리

IT프로젝트 보완관리

IT프로젝트 위험관리

DB엔지니어링 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SQL활용

데이터 전환

데이터베이스 성능확보

NW엔지니어링 네트워크 프로토콜 설계

네트워크 토폴로지 설계

네트워크 QOS제어 설계

네트워크 품질 평가

네트워크 프로젝트 관리

네트워크 환경분석

네트워크 자원 관리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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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도출 결과로 나온 교과목들을 학년 수준에 맞게 편

성하여 해당 교과목 수준에 맞는 교과과정을 개발하였다. 표 

5는 교과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대학내의 강의와 별도로 매 학기별로 S-OJT 설계과목을 

편성함으로서 현장과 학습내용 간 거리감을 줄이도록 하였

다. 1, 2학년은 학습한 기초교과, 전공기반 과목들에 대해서 

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유도하는 OJT(on the job train-

ing)훈련을 실시한다. 3학년, 4학년 1학기는 전공심화에서 학

습한 능력단위들을 실습을 통해 현장에 적용하는 훈련을 실

시한다.  4학년 2학기는 교과과정들에서 습득한 능력단위들

낸다. 그림 6을 통해 교과과정 이수 시 자격종목 취득 예시를 

나타내었다.

능력단위를 기준으로 설계된 전공심화와 이를 배우기 위

한 기본 지식인 전공기반 이외에도 여러 직업에서 공통적으

로 필요로 하는 능력인 기초교과와 공정 장비에 대해 기본적

인 지식 습득을 위한 IT융합 영역을 추가로 편성함으로서 단

순 전공지식 습득 이외에도 현장에서 습득할 수 있는 능력에 

도움을 주도록 하였다. IT융합에 해당하는 과목들은 공정장

비에 해당하는 능력단위 매칭이 아닌 메카트로닉스 분야에

서 가장 필요한 기반교과들로 편성하였다. 

그림 4. 능력단위를 통한 전공 교과과목 설계

Fig. 4. Design of major subject using ability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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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전공심화와 목표 자격종목 간 매칭

Fig. 5. Mapping between major subject and target ceritifcation.

그림 6. 자격종목 취득을 위한 교과목 (예시)

Fig. 6. Subject to certification (example).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한 컴퓨터공학 교과과정개발

75 http://JPEE.org

교육체계를 4년제 대학에 직접적으로 반영하기에 다소 무리

가 있다. 이에 따라서 직업교육의 일환으로 활용할 수 있는 

NCS 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산업계 수요를 반

영한 계약학과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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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개편 모형을 검토한 결과, IT융합SW공학과 교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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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을 지향하고 있음으로 해당 직무 및 직업에 특화된 NCS 

표 5. 교과목 수준에 따른 교과 과정

Table 5. Curriculum following its difficulty

편성 교과             기초교과        전공기반        전공심화           IT융합

4학년 HRD개론

기업내교육론

기술과경영

임베디드응용및실습

시스템운용관리

소프트웨어테스트

실시간프로그래밍

컴퓨터비전및실습

센서및엑츄에이터실습

3학년 운영체제

컴퓨터구조

알고리즘

소프트웨어공학

데이터베이스

컴퓨터네트워크

모바일프로그래밍

마이크로프로세서및실습

PLC제어 및 실습

2학년 영어

영어회화

선형대수학

이산수학

객체지향프로그래밍

자료구조및실습

디지털공학및실습

정역학

동역학

시퀀스제어및실습

1학년 프리젠테이션이론과실습

창의적사고와글쓰기

창의적공학설계및실습

물리기초 및 실험

미적분학

대학 수학 기초

기초전기전자실습

프로그래밍 I &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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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2월 : 동경공업대학교 전기전자공학 박사

1998년 3월 ~ 현재：한국기술교육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관심분야> 임베디드 시스템, 센서 네트워크, 비젼센서

권 오 영 (Oh-Young Kwon)_종신회원

1990년 2월：연세대학교 전산과학과 (이학사)

1992년 2월：연세대학교 대학원 전산과학과 (이학석사)

1997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과학과 (공학박사)

1997년 4월 ~ 2000년 2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2000년 3월 ~ 현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관심분야> 고성능 컴퓨팅, 임베디드 시스템, 시스템 소프트웨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