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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지역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역량중심 인재양성과 학생들의 학습의 질 향상 등 글로벌화에 따른 대 내외ㆍ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고등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기반 교육과정 개발과 개선을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NCS . 
교육과정을 운영한 후 사전 사후 진단평가를 통해 교육성과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 를 적용한 교과목은 교육성과가/ , NCS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육성과와 운영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문헌정보학 전공 교과목의 적용에 있어. NCS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도서관 및 관련 업체의 이해관계자나 근로자 교육기관 및 훈련 기관 관계자. , 
및 학생 또 자격심사 관련자들이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수정 보완할 사안에 대한 다양한 피드백을, 
받아 차후 더욱 개선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키워드 국가직무능력표준 문헌정보학 교육과정 적용 효과 교육과정 개선: , , NCS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curriculum based on the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NCS) to raise
the higher professional staffs that can adapt to environmental changes due to globalization and local industry demands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learning and to accept policy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We conducted with the
measurement of Educational performance by pre/post, 3 dignosis test. As a result, There were improvements in
Educational Performance.  Based upon Educational performance and analysis, several new directions for NCS
education in the filed of LIS curriculum are suggested. We hope from this study that an application of NCS would
be activated fully in Library, educational institutes and qualifying examination institutes and that diverse feedbacks
from related parties would make a lead to a better updated version of NCS development in library.

Keywords: National Competence Standard), LIS Curriculum, Effectiveness of NCS, Curriculum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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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 Ⅰ

연구 목적 및 필요성1. 

지금까지 대학교육은 교원 등의 공급자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어 왔었고 산업계에, 

서 요구하는 직무수요를 학교 교육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기업. 

은 학교 교육을 불신하여 실제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학벌스펙에 의존하여 직원을 ․

채용하고 신입사원의 재교육에 많은 비용을 투입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낭비요인이 되는 악순

환을 반복해 오고 있다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필요 이상의 학력과 스펙을 쌓기 위해 .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 정부에서는 .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정과제로 국가직무능력표준 이하 ( NCS: National Competency 

을 개발하고 고교 이후의 직업교육을 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한 일자리 중심 교육으Standard) , 

로 전환할 계획이다 는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 NCS , , 

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하는 것을 의미하고 학교 교육과정에 , , 

반영하여 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를 교수학습하고 평가하여 현장직무수행능력을 , ,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관NCS . (NCS) 

련 과제는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두 중앙부처의 주도아래 주로 수행되고 있는데 현재 , NCS 

및 기반 학습모듈 개발의 연계 현장성 및 활용성 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 교육부 한국NCS , , , 

산업인력공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관련 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개발과 , , NCS NCS 

학습모듈 개발의 연계를 위한 공동 매뉴얼 보완 및 관련 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정향(

진 2013, 7-8).

문헌정보학 전공은 실용학문이라는 특성 때문에 교육기관에서 학습한 내용을 실제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에 적용통합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기술을 익히고 개발할 수 있․

는 교육철학 및 과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정보서비스의 비중이 점증하는 지식변화. 

의 중심에서 정보수집과 생산 및 서비스 전문가로서 정보수요에 신속히 대처하는 현장실무 

적응력이 확보된 사서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성이 보다 확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노영희 이와 같이 문헌정보학 전공교육의 ( 2012, 5). 

현장 적용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개 대학 등에서 연 여 명씩 배출되, 40 2,500

는 사서자격자에 대한 현재의 교육과정 구성은 과연 현장직무능력을 제고하고 첨단기술지식, 

과 주제전문성을 갖춘 전문사서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

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에서 문헌정보학 전공 학생들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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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응력을 높이고 현장 직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유용한 대안으로서 를 적용한 교육과NCS

정의 운영을 제시할 수 있다 현장 실무능력을 제고하고자 시도된 에 기반한 문헌정보학 . NCS

교육과정이야말로 문헌정보학 전공 학생들에게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도서관 분야 실무교육

을 통하여 장차 사서가 될 학생들에게 문헌정보학 및 사서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시키고 자아

인식의 개발을 돕는 필수적인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론과 실천이 조화를 이루어야하는 실천학문이자 전문직 학문으로서 문헌정보

학 분야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교육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학문적 요구를 

맞춰주는 기반 교육과정의 수행 모델 및 체계화된 기준과 지침 등이 필요할 것이다 하NCS . 

지만 문헌정보학 전공 분야에서는 근래 일부 년제 대학에서 를 교육과정에 제한적으로 2 NCS

적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것에 대한 정보나 연구사례 등이 공개되지 않고 , 

를 적용하고 있는 해당 대학 내부에만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문헌정보학 분야의 NCS . 

유일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문헌정보관리 직무’ 가 년에 발표된  NCS 2014

이래로 이에 대한 연구나 분석이 아직까지 활발하지 않은 실정으로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 

시행의 경험과 성과들은 거의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NCS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전공 분야의 교과과정에서 를 적용한 특정 교과목의 교NCS

육과정을 실제로 설계하여 운영한 후 그 교육과정의 운영 및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문헌정보, 

학 전공에서의 에 기반한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의 개선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NCS .

 

연구 내용2. 

본 연구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에 기반한 교육과정이 적용된 문헌정보학 전공의 한 교과목을 선택하여 그 교과, NCS , 

의 실제 운영 중 사전평가와 사후평가 및 번에 걸친 진단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국가직3

무능력표준이 적용된 교과목 수업에서의 적용의 실질적인 효과를 측정해 본다NCS .

둘째 국가직무능력표준이 적용된 문헌정보학 전공 교과목 교육의 운영 결과와 분석결과, , 

를 바탕으로 문헌정보학 교과목의 적용에 있어 향후 개선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NCS .

이론적 배경 . Ⅱ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념1. 

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NC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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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 자격기본법 제 조 항 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 ( 2 2 ) , 

화한 것을 의미한다 는 그간 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별도로 운영해왔던 국가직업능. NCS

력표준 과 국가직무능력표준(NOS: 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 (KSS: Korean Skill 

을 통합한 표준이라 할 수 있다 양혜련 유지선 Standards) ( , 2013, 64).

개발은 년부터 논의되어 준비기 도입기 정착기NCS 2002 (2003~2007), (2008~2012), 

의 단계를 거쳐 추진되어 오고 있다 년부터 전기전자분야 송변전설비 (2013~2020) 3 . 2002 ‧ ‧

등 분야의 개 표준이 개발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이후 매년 개의 표준을 개발하였으18 4~46

며 년에는 개 년 개의 표준을 개발하여 년 기준으로 천여 개의 표, 2013 254 , 2014 557 2014 1

준이 개발되어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 2015).

의 개발과 활용은 산업계의 요구 및 수요를 감안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의 개발 NCS NCS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산업계가 표준을 마련하게 되면 교육훈련기관 자격검정, , 

기기관 등이 이를 활용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국가는 부문별로 관계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의 개발 활용 적용 등에 있어 일관성 유NCS , , 

지와 제도의 개선 등 질 관리를 수행하게 된다 교육훈련기관은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수행능. 

력을 기준으로 를 개발하여 교육훈련과정과 자격기준으로 활용함으로써 산업계가 요구NCS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일과 학습을 연계시킬 수 있는 교육훈련과정을 개발운영하는 역할을 ․

한다 기업은 근로자의 채용 인사배치 경력개발 기준 등 인사관리에 를 활용하게 된다. , , NCS

주인중 조정윤 임경범 표 참조( , , 2010, 21-23)(< 1> ). 

구    분 활용 콘텐츠

산업현장
근로자 평생경력개발경로 자가진단도구, 

기  업 직무기술서 채용 배치 승진 체크리스트, ･ ･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과정 훈련기준 교육훈련교재, , 

자격시험기관 자격종목 설계 출제기준 시험문항 시험방법 , , , 

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활용< 1> 

출처 교육부 기반 교육과정 가이드라인 : NCS (2015, 9)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구조2. 

는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체계의 세분류 단위에서 개발되는 NCS ‘직무’를 중심으로 설정되

며 기본 구성요소로 , ‘능력단위’를 갖는다 능력단위는 한 직업 내에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개. 

별 역할인 직무능력을 단위 화하여 개발한다 는 여러 개의 능력단위 집합으로 구(unit) . NCS

성될 수 있으며 각 능력단위는 다시 능력단위요소별로 해당 능력단위요소의 직무에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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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준거와 지식 기술 태도를 정의하게 된다, , . 

한편 의 구체적인 능력단위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과서 수준의 교수학습자료, NCS ․

를 뜻하는 학습모듈이 있다 학습모듈은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교육훈NCS . NCS 

련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성취목표와 학습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의 역할

을 한다 교육부 학습모듈은 정부의 주도로 개발되는 것으로 년까( 2015, 18-19). NCS 2016

지 완료할 계획으로 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학습모듈은 교육훈련과정의 학습목표 이론 및 실습 선행학습 이수시간 교육훈련 NCS , , , , 

대상 및 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참조 를 적용하는 각종 교육기관 및 훈련기(< 1> ). NCS

관 직장교육기관에서는 이러한 학습모듈을 주교재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NCS . 

학습모듈 미개발 교과목은 정부의 학습모듈 개발 계획을 참고로 하여 유사 교재를 NCS NCS 

활용하되 학습모듈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는 학습모듈을 주교재로 활용하여야 한다 교육부 , (

2015, 164-165).

그림 학습모듈의 개념 교육부 < 1> NCS ( 2015, 18)

 

문헌정보학 분야 개요3. NCS 

문헌정보학과 관련된 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부처로 년에 초안이 작성된 적이 NCS 2011

있었고 년에 고용노동부가 주도하여 제 차안을 개발하여 발표하였다, 2014 2 . ‘문화 예술 디· ·

자인 방송· ’의 대분류 아래의 ‘문헌정보관리’라는 세분류로 개발된 문헌정보학 분야의 N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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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는 산업현장 교육훈련 자격 부문으로 나누어 총 명의 개발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렇, , 7 . 

게 개발된 ‘문헌정보관리’ 직무의 는 심의위원 검토위원 한국전 NCS WG(Working Group) , , 

파진흥협회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전문가 등 총 명의 관련 산업현장 전문가의 검증을 거, 30

쳤다고 밝히고 있다 고용노동부 ( 2014, 212). 

문헌정보학 관련 분야는 분류체계상 NCS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 · ’ 대분류에 속해 있으 

며 ‘문화예술경영’이라는 소분류 하에 세분류 수준에서 문헌정보관리 라는 단일 항목으로 ‘ ’

존재한다 표 참조(< 2> ).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세  분  류

문화 예술08. · ·

디자인 방송·
문화 예술01. · 문화예술경영01. 

문화 예술기획01. ·

문화 예술행정02. ·

문화 예술경영03. ·

문헌정보관리04. 

표< 2> ‘문헌정보관리’ 직무의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체계(NCS)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원칙적으로 분류체계의 세분류 단위에서 개발되어지고 직무는 NCS , 

분류체계의 세분류를 의미한다 현재까지 개발된 문헌정보학 분야의 직무는 NCS . NCS ‘문

화 예술 디자인 방송· · · ’ 대분류하의 세분류로 작성되어진 ‘문헌정보관리’ 개만이 존재하고  1

있다. ‘문헌정보관리’ 직무는  ‘이용자가 정보이용 조사 연구 학습 교양 평생교육 등의 활동을 / / / / /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의 문헌정보를 생성 수집 조직 보존 및 제공하는 일이다, , , ’라고 정

의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 2014, 26).

상의 NCS ‘문헌정보관리’ 직무는 년 개정판을 기준으로 문헌정보수집 문헌정보조직 2014 , , 

이용자 정보서비스 문헌정보시스템운영 도서관 정보센터 경영관리 문헌정보 실무 연구수, , , 

행 문헌정보 이용 분석 문헌정보 보존 문헌정보큐레이션 문헌정보 서비스 마케팅 독서문, , , , , 

화 프로그램 운영 등 총 개의 능력단위로 구분되어 있고 이러한 개의 능력단위는 총 11 , 11

개의 능력단위요소로 세분되어 있다 고용노동부 39 ( 2014, 26-28). ‘문헌정보관리’ 직무의  

학습모듈은 아직 미개발 상태이다 따라서 현재 문헌정보 분야에서 를 적용하고자 NCS . NCS

하는 경우 에 정의된 NCS ‘문헌정보관리’ 직무의 능력단위별 세부요소를 참고하여 개별 기관 

이 자체적으로 교육훈련 내용과 운영 방식을 설계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선행 연구 분석4. 

개발 및 동향 연구는 국가직무능력표준 그 자체의 기반 구축 및 제도화 방안을 넘어 NCS 

이제 각 학문별 자격별 분야에서 를 활용하여 실제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연구가 , N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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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공학 분야와 특정 자격과 연계된 학문 분야에서 교육과정을 개선하. 

기 위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의 구체적인 선행연구 사례를 보면. , 

기계산업 출판 항만물류 외식호텔조리산업 반도체 건축 조경 비서학 광고제작 등 다양, , , , , , , , 

한 분야에서 을 활용한 교육훈련과정 개발 절차 필수 교과목 도출 커리큘럼 개발 등에 NCS , , 

관해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 중에는 전문 직업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특성화고. 

등학교나 직업훈련기관 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년제 대학에서 교, 2 , 4

육과정의 현장적합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의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도 NCS

있다 이재원 윤석천 한주리 백정희 김규섭 이재근 백종면 박양근 ( , 2011; 2011; , , 2012; , 

변경숙 조영대 김창섭 장봉기 양해술 최영오 최재원 이호영 권오현 2012; , , 2012; , 2012; , , , 

김영규 2013; 2015).

한국의 연구 실태와 연구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년 년 월NCS 2001 ~2013 10

까지의 기간 동안 발표된 총 편의 연구 성과물들을 분석한 김동연 김진수 의 연구265 , (2013)

에 따르면 관련 연구의 방법으로서 비중이 높은 순서부터 나열하면 개발 연구 문헌 , NCS , 

연구 내용 연구 양적 연구 실험 연구 등의 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연구 대상별로는 , , , . 

기업체 년제 대학 년제 대학 고등학교 직업교육기관 기타의 순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 2 , 4 , ( ), 

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자체에 대한 연구가 의 실제 적용이나 성과 . NCS NCS

평가에 대한 연구 보다 비중이 높고 교육기관 중 년제 대학 보다는 년제 대학에서의 연구, 4 2

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활용 동향 조사 결과 김기용 길대환 석영미 조성웅 에 따르면 , NCS ( , , , 2014, 26)

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전문대학은 조사 대상 중 총 개교 에 달하고 있으며NCS 74.7%( 56 ) , 

이는 년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에서 로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2013 36.1% 74.7%

되었다 이는 전문대학에서 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향후 특성화 . NCS , 

전문대학 육성정책에 따라 더 많은 전문대학이 의 적용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NCS .

문헌정보학 전공 분야에서는 그동안 사서직 전문성연구 사서직제 연구 자격제도 연구 전, , , 

문사서에 대한 필요성 연구 교육시스템 연구 등의 사서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연구가 그 ,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의 추진 목표가 산업현장의 직무 수요를 체계적으. NCS

로 분석하여 ‘일 교육훈련 자격제도- - ’를 일원화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제

대로 양성 활용 평가하는 교육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때 문헌정보학 분야 , , ,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방안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광의적으로 의 추진목표와 그 맥을 NCS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은 직무분석을 통한 전문사서제도 개발 연구를 위해 (2007) DACUM 

을 통해 직무모형을 도출하고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Developing A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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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통해 직무분석을 수행하여 전문사서 요구 분야 및 능력프로파일을 설정하였다 이러. 

한 연구가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개발로 연계되기도 했다 노영희 안인자 최상기. , , (2011; 

의 연구는 능력중심의 교육과정 개발 방법을 이용하2012) (Competency Based Education) 

여 사회 및 업무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헌정보학 전공 영역별 교과과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또한 안인자 노영희 이종문 오세훈 은 전문성 인증 도구로서의 사서자격제도와 사, , , (2014)

서 양성체계로서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현행 사서자격구분을 위한 조건이 . 

자격자의 학력 근무경력 기간만을 평가함으로써 사서업무의 전문성과 업무 능력을 구분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해당 자격이 담당하는 직무의 지식 기술 태도에 관한 자세한 , , , 

규정이 없고 교육경력을 기준으로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능력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 

적하였다.

해외의 경우에는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직무능력표준을 다루고 있지는 않으나, 

직무능력과 교육과정의 연계를 논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최근 . Bronstein 

과 의 연구는 모두 급변하는 정보 기술 환경에서 문(2015) Bishop, Cadle, Grubesic(2015)

헌정보 전문직에 요구되는 기술 능력 태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을 구인 광고 분석 현장 , , , 

전문가의 의견 분석 등을 통해 밝히고 이러한 실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직무능력에 기반한 

전공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밝히고 있다. 

과 는 특히 지도와 지리 분야의 전문사서가 갖추어야 할 Bishop, Cadle Grubesic(2015)

핵심 직무능력을 설정하고 이를 새로운 교육과정 설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수행

하였다 또한 는 수요자 중심적인 직무능력 기반 교육의 효과와 방법에 대해 . Sanders(2015)

논의하면서 역시 직무능력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에 대해 논의하였다. 

연구설계. Ⅲ

연구 대상 및 연구 절차1. 

문헌정보학 전공 교과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실제로 설계하여 운영

한 후 그 교육과정 운영 및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시도된 본 연구는 

아래의 절차로 수행되었다.

먼저 가 제시한 능력단위요소를 중심으로 실무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NCS ‘문

헌정보시스템 전산화’ 교과의 수업 내용을 구성하고자 교수 학습안을 구성하기 전 현장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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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수자 등을 대상으로 서면 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능력단위요소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 , 

장 적합한 수준의 수업내용을 도출하여 적용하였다. 

그리고 국가직무능력표준이 반영된 교육과정의 수행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대학의 국가, S

직무능력표준이 적용된 교과목인 ‘문헌정보시스템 전산화’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 명을 대 106

상으로 사전 및 사후 평가 그리고 차례의 직무수행평가를 진행하였으며 그 조사 시기는 , 3

년 월 일 부터 월 일까지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학생 명은 비교적 균등하게 2015 3 2 6 8 . 106

나누어 명의 교수자에게 각 개의 반으로 분반되어 교육되었다 각각의 평가 시기는 사전평2 3 . 

가의 경우 교육 첫 주에 사후평가는 마지막 주에 수행되었고 차에서 차에 걸친 직무능력, , 1 3

평가는 주 주 주에 각각 실시하였다5 , 9 , 13 . 

교육운영을 위한 교수자는 명으로써 교수자 는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 현장의 실무 경험2 A

이 년 이상 강의경력이 년 이내으로 현장과 실무에 특화되어 있다 반면 교수자 는 도10 , 5 . B

서관 및 정보서비스 현장 경험은 교수자 에 비해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강의 경력이 년 A 10

이상이며 강의와 이론 및 연구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연구 대상 교과목 구성2. 

대학의 S ‘문헌정보시스템 전산화’ 교과는  ‘도서관전산화’ 교과로 진행되고 있었으나 이를  ,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맞추어 재구성하였다.1) 앞서 언급하였듯이 에서 문헌정보학과와  NCS

관련한 직무명은 ‘문헌정보관리’이며 이중 교과와 밀접한 세부 능력단위는 ‘문헌정보시스템 

운영 분류번호( : 0801010404_14v2)’이다 는 이 능력단위에 대해 . NCS ‘문헌정보시스템 운

영이란 필요한 문헌정보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환경을 분석하고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이를  

구축하는데 반영하고 구축된 시스템을 운영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라고 정의하고 . 

있다. ‘문헌정보시스템 운영’ 능력단위는  ‘문헌정보 시스템 환경 분석하기 , ’ ‘문헌정보 시스템 

기획하기 , ’ ‘문헌정보 시스템 구축하기 , ’ ‘문헌정보 시스템 운영하기 , ’ ‘문헌정보시스템 평가하

기’의 개의 능력단위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능력단위요소에 대해 세부적인 수행 준거를 4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태도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그 . , , . 

중 ‘문헌정보시스템 환경 분석하기’ 능력단위요소에서 제시되고 있는 세부 수행준거는 표  <

과 같다3> .

1)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적용한 교과목 도출과정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간략히 언급하 ,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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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단위 요소 수    행    준    거

문헌정보

시스템

환경 분석하기

(08010104

04_14v2.1)

문헌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정보 서비스 기관의 내부적 및 외부적 정보이용 환경을 분석할 1.1 

수 있다.

정보시스템에 필요한 현재 운영 가능한 정보기술을 조사 분석할 수 있다1.2 .

새로운 시스템이나 현재 시스템의 개선에 대한 이용자 요구를 분석할 수 있다1.3 .

지식 기술 태도

∙디지털 정보의 특성과 유형에 

대한 지식

∙문헌정보 시스템의 구성요소에 

대한 지식

∙문헌정보 관리업무에 대한 

지식

∙문헌정보 시스템의 기능에 

대한 지식

∙최신 정보기술에 대한 지식 

∙최신 정보기술 파악 능력

∙문헌정보 관련 정보기술 

활용 능력

∙분석 보고서  작성 능력

∙시스템 환경분석능력

∙문헌정보 시스템의 구축목적을 

이해하는 태도

∙문헌정보 시스템 이용자에게 

봉사하는 태도

∙정보 수집 가공에 필요한 , 

치밀성

∙종합적 사고능력

표 < 3> ‘문헌정보시스템 운영’ 능력단위의 능력단위요소 및 수행 준거 예시 

 

이 외에도 기반 교육과정 가이드라인 에서 제시된 각 능력단위요소별 적용범NCS (2015)

위 작업상황 및 평가지침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교육의 기본적 틀이 구성되, 

었다 본 연구를 위한 사례 교과목의 세부적인 교수 학습안은 아래 표 와 같다. - < 4> . 

기반 교과의 수업 진행은 일반적인 대학 교과의 수업진행 형태와 유사하다 하지만NCS . , 

수업의 내용이 가 제시한 능력단위 요소를 중심으로 실무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NCS

는 부분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은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를 위해 교수 학습안을 구성하기 전 . 

현장전문가 도서관 전문가 전문가 정보서비스 기획자 등 교수자 교 강사 및 연구자 등( /IT / ), ( / )

로 구성된 대학 문헌정보학과의 S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능력단위 

요소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수준의 수업내용을 도출하여 적용하였다 수업내용 도. 

출을 위한 조사는 구체적으로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차례에 걸쳐서 명의 2015 1 20 1 28 2 9

대학 문헌정보학과S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위원회’ 내외부 위원을 대상으로 한 체크리스트  ․

배점형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

일반적인 교과와 달리 를 활용한 교과에서는 능력을 학습하기 위해 적절한 수업 인원NCS

수를 권장하고 있다 물론 수업인원에 대해서는 교과의 특성이나 실제 현장의 상황에 따라 . ,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 교과에서는 명 내외로 산정하여 두 명의 교수자에게 임의 할, 20

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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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능력단위요소/

직업(Task)
수업내용 비고

1 수업운영방법안내 및 진단평가 사전 진단평가

2

문헌정보시스템 

환경 분석

정보서비스 환경의 이해

3 정보서비스를 위한 정보기술 하드웨어( )

4 정보서비스를 위한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

5 정보서비스 이용자 외부 환경분석기법/ 차 직무능력평가1

6

문헌정보시스템 

구축

제안요청서란 무엇인가?

7 프로젝트 관리 기획서 작성, (1)

8 중간시험기간

9 기획서 작성(2) 차 직무능력평가2

10 문헌정보시스템 구축 설치 및 사용( ) 

11 문헌정보시스템 운영 문헌정보시스템 관리 운영 업무 이용자교육, , 

12 문헌정보시스템 평가 정보시스템 평가 정보 수집 가공, /

13
환경분석 구축 운영 평가, , , 문헌정보시스템 기획 발표, 차 직무능력평가3

14

15 기말고사기간

표 주차별 교수 학습안< 4> -

앞서 언급하였듯이 두 명의 교수자 와 중 교수자 는 현장과 실무에 특화되어 있는 (A B) A

반면 교수자 는 강의와 이론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는 일반교과에 비B . 

해 훨씬 더 교수자의 차이가 학생들의 학습격차를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나 교육격차는 차후 다른 교과를 수강할 때나 진로의 선택 취업 후 현장에서의 실무의 , , 

능력과 활용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교육의 질적 균형을 위해 . 

학과나 학교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되는 측면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 

지만 그중 이 제시한 것처럼 완전학습 상황에서의 Broom(1968, 1976) (mastery learning) 

교수 학습방법은 유용한 방법이다 다만 완전학습에 도달되기 위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 

하는 것과 학습지속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잦은 , ‘피드백’과 개별 지도 설명과 예시가 요구된, 

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강의 전 두 명의 교수자가 동일한 교수 학습안(Broom 1968, 1976). /

을 구성하고 되도록 동일한 양과 질의 수준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표준학습모, . 

듈이 도출된 것이 아니고 설령 도출되었다 하더라도 교수자의 재량이나 배경에 따라 특정 상

황에 따라 어느 정도의 수업의 양적 질적 차이는 존재할 수도 있다, . 

다음으로 기존의 교과와 다른 차이점 중의 하나는 사전평가와 직무능력 평가가 반드시 포

함된다는 점이다 사전평가는 교육대상의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 

필요한 부분이다 직무수행능력 평가는 가 제시한 능력단위 요소의 수행준거를 기반하여 . NCS

지식 기술 태도 도구를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권고되고 있는데 일관성 있는 평가기준과 틀을 / / / , 

마련하기 위하여 평가 배점의 이상을 수행준거로 기반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지식 기70% , /

술 태도 도구를 기반으로 평가내용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능력단위요소의 수행준거/ / . 



1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권 제 호( 46 3 )․

- 152 -

를 수정하거나 다른 수행준거를 추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기준의 적절성을 충

족시킬 수 있다고 본다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위해서 . ‘포트폴리오 , ’ ‘문제해결 시나리오 , ’ ‘서

술형시험’ 등 가지의 방법이 권고되고 있는데 각 평가 차수에 따라 평가의 형태와 취지에  14 , 

맞게 복합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를테면 차 평가의 경우 . , 1 ‘서술형시험’으로 진행하였으며, 2

차 평가는 ‘포트폴리오 , ’ ‘문제해결 시나리오 , ’ ‘서술형시험’의 복합 형태를 적용하였다 차 . 3

평가의 경우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구두발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평가자 질문’

과 ‘평가자 체크리스트’를 통해 평가를 진행하였다 각각의 직무수행능력 평가는 능력단위요. 

소를 기반으로 한 세부 평가항목으로 진행하였다. 

  

연구도구 및 분석절차3.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한 평가지의 항목은 사전평가와 사후평가 모두 동일하게 문항으로 28 

구성하였다 평가지의 항목을 살펴보면 . ‘문헌정보시스템 환경분석’ 문항 6 , ‘문헌정보시스템 

구축’ 문항 9 , ‘문헌정보시스템 운영’ 문항 8 , ‘문헌정보시스템 평가’ 문항 총 문항이다 문 5 28 . 

항의 측정 방식은 ‘우수 점(3 ) , ’ ‘보통 점(2 ) , ’ ‘미흡 점(1 )’의 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차에서 3 . 1

차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평가는 수행준거를 기반 하여 지식 기술 태도 도구 측면으로 측정3 / / /

하였으며 각각의 평가결과를 비교하고 향상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동일한 측정기준을 적용 

후 표준화하였다.

분석도구는 을 사용하였다 먼저 교육을 받기 전과 받은 후의 효과는 유의수준 SPSS 20 . 0.05 

이하에서 평균 차이 검증인 검정 과 일원배치분산분석 로 검증하였다 능력T (t-Test) (ANOVA) . 

수준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차 차 차 평가에 따라 반복측정 분산분석1 , 2 , 3 (Repearted 

를 실시하였다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해서는 를 사용하였다Measure ANOVA) . Cronbach's . α

신뢰도 검정 결과 모든 항목에서 알파 값이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신뢰도를 검증했다고 볼 수 0.6

있다 표 참조(< 5> ). 

항목 문항수 Cronbach's α

문헌정보시스템 환경분석 6 0.897667

문헌정보시스템 구축 9 0.898444

문헌정보시스템 운영 8 0.896875

문헌정보시스템 평가 5 0.8964

표 평가지의 신뢰성 검정 결과 < 5> 

다음으로 교수자의 강의 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서 ‘대면면담’과 교수자에 의한 

강의 평가서를 활용하였다 강의평가서는 교수자에 의한 강의 평가서로써 학기가 끝난 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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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에 의해 진행되었다 항목은 크게 . ‘강좌 내 개선사항’과 ‘강좌 외 개선사항’ 으로 교수 자

기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교수 자기평가는 . ‘교육내용의 적절성 , ’ ‘평가방법의 적절성 ,’  ‘능력

단위 요소 수행준거의 적절성/ ’ 항목이다 . ‘대면면담’은 강의가 종료된 후 년 월 일에2015 6 8

서 일 사이에 한 시간씩 회에 걸쳐 진행되었다12 2 . 

연구결과 분석. Ⅵ

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수업을 수강한 학생 명을 대상으로 검정 과 106 T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대상에 대한 , . 

기술통계량은 표 과 같다< 6> . 

구분
평균

사전평가 사후평가
표준편차

교수자

가

(n=60)

평균 33.4167 55.7500

표준편차 7.59190 15.51120

나

(n=46)

평균 32.8913 58.1522

표준편차 6.03776 12.33237

합계

(n=106)

평균 33.1887 56.7925

표준편차 6.93386 14.20578

반

a

(n=15)

평균 31.9333 62.2000

표준편차 5.65012 13.64970

b

(n=15)

평균 36.2000 60.6667

표준편차 6.61384 11.20374

c

(n=19)

평균 36.6842 56.3158

표준편차 7.43903 16.41494

d

(n=20)

평균 30.5000 55.5500

표준편차 8.74492 18.00139

e

(n=16)

평균 30.6875 52.0000

표준편차 4.65788 10.10610

f

(n=21)

평균 33.2381 55.4286

표준편차 5.37499 12.60782

합계
평균 33.1887 56.7925

표준편차 6.93386 14.20578

표 사전 사후 평가 기술통계량< 6> , 

명의 연구 대상은 개의 반이 명의 교수자에 의해 각각 개의 집단으로 구성되었다106 6 2 3 .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집단의 동질성이 반드시 검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 

의 검증을 수행한 결과 교수자에 따른 구분은 반에 따른 구분의 경우 으로 Levene .830,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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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나타나 각 집단은 동질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사전 사후 평가 결과에 따른 교육 효과 분석1. , 

사전 평가와 사후 평가의 평가결과에 따른 효과 분석은 표 과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 7> . 

사전 평가에 비해 사후 평가의 점수는 점이 상승하였다 능력단위 요소별로 살펴보면 23.6 . ‘문

헌정보시스템 환경분석’이 4.90556, ‘문헌정보시스템 구축’이 8.66981, ‘문헌정보시스템 운

영’이 5.88679, ‘문헌정보시스템 평가’가 점이 향상되어 모든 항목에서 능력이 향상4.14151

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능력이 향상된 요소로는 . ‘문헌정보시스템 구축’ 부분이었으며  

반면 ‘문헌정보시스템 평가’ 요소의 경우 능력이 많이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유의도 값은 으로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을 받기 .000 p<0.05 . 

전에 비해 받은 후 교육효과는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응표본 검정

대응차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

오차

차이의 신뢰구간95% 

하한 상한

대응 1
사전 합 사_ - 

후 합_

-23.6037

7
14.74848 1.43250

-26.444

15

-20.763

39

-16.47

7
105 .000

대응 2
사전 환경 _ - 

사후 환경_
-4.90566 3.23531 .31424

-5.5287

4

-4.2825

8

-15.61

1
105 .000

대응 3
사전 구축 _ - 

사후 구축_
-8.66981 5.76148 .55960

-9.7794

0

-7.5602

2

-15.49

3
105 .000

대응 4
사전 운영 _ - 

사후 운영_
-5.88679 5.38308 .52285

-6.9235

1

-4.8500

8

-11.25

9
105 .000

대응 5
사전 평가 _ - 

사후 평가_
-4.14151 3.13639 .30463

-4.7455

4

-3.5374

8

-13.59

5
105 .000

 **p < .01, ***p < .001

표 사전 사후 평가 결과에 따른 교육 효과 분석< 7> , 

사전 사후 평가 결과에 따른 교육 효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반과 교수자, , 

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반 구분에 따른 차이(1) 

사전 사후 평가 결과에 따른 교육 효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개의 능력 , 4

단위 요소를 개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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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사전 사후 평가 결과에 따른 세부 항목별 교육 효과 분석 반 구분< 2> , ( )

분석 결과 개 집단 모두 개의 능력단위요소가 상승하였다 그러나 환경 운영6 4 . (66%), 

평가 요소는 경우 대체로 높은 상승폭을 살펴볼 수 있었던 반면 구축 부문의 (63%), (68%)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의 상승폭을 나타냈다11% . 

교수자 구분(2) 

두 번째로 교수자 구분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전 평가의 점수의 경우 교수자 . 

의 경우 평균 로 교수자 의 점수에 비해 높으며 사후 평가의 경우 교수A 33.4167 B 0.5254 , 

자 가 교수자 의 평균점수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B A 2.4022 . 

교수자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환경
A 60 7.4167 11.8833 1.93357 3.28371 .24962 .42393

B 46 7.5000 12.9783 1.89444 2.97014 .27932 .43792

구축
A 60 10.4167 18.8667 2.39556 5.06054 .30927 .65331

B 46 10.2609 19.2174 1.76930 6.13157 .26087 .90405

운영
A 60 9.3833 15.0667 2.39414 5.57800 .30908 .72012

B 46 9.2174 15.3696 1.86086 3.88935 .27437 .57345

평가
A 60 6.2000 9.9333 1.99830 3.54088 .25798 .45713

B 46 5.9130 10.5870 1.44262 2.29566 .21270 .33848

표 교수자 구분에 따른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의 점수 차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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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Levene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검정t-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
평균차

차이의 표준
오차

차이의 신뢰구간95% 

하한 상한

환경
등분산이 가정됨 .554 .458 -.222 104 .825 -.08333 .37563 -.82822 .66156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22 97.937 .824 -.08333 .37461 -.82674 .66007

구축
등분산이 가정됨 .021 .886 .370 104 .712 .15580 .42078 -.67862 .99022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385 103.878 .701 .15580 .40460 -.64654 .95814

운영
등분산이 가정됨 1.059 .306 .389 104 .698 .16594 .42712 -.68105 1.01294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402 103.973 .689 .16594 .41329 -.65363 .98552

평가
등분산이 가정됨 2.210 .140 .823 104 .412 .28696 .34870 -.40452 .97843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858 103.669 .393 .28696 .33436 -.37612 .95003

**p < .01, ***p < .001

표 교수자 구분에 따른 사전 평가 차이 < 9> 

의Levene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검정t-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
평균차

차이의 표
준오차

차이의 신뢰구간95% 
하한 상한

환경
등분산이 가정됨 .187 .666 -1.773 104 .079 -1.09493 .61768 -2.31982 .12996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1.796 101.125 .075 -1.09493 .60950 -2.30399 .11414

구축
등분산이 가정됨 .695 .407 -.322 104 .748 -.35072 1.08754 -2.50735 1.8059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314 86.318 .754 -.35072 1.11540 -2.56796 1.86651

운영
등분산이 가정됨 2.558 .113 -.314 104 .754 -.30290 .96400 -2.21454 1.60874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329 103.163 .743 -.30290 .92055 -2.12856 1.52277

평가
등분산이 가정됨 2.113 .149 -1.088 104 .279 -.65362 .60063 -1.84469 .53744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1.149 101.448 .253 -.65362 .56880 -1.78190 .47466

**p < .01, ***p < .001

표 교수자 구분에 따른 사후 평가 차이< 10> 

교수자에 따라 구분된 집단은 분석에 앞서 무엇보다 동질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먼저 사전평. 

가의 경우 검증을 통해 사전평가의 하위 항목 모두 유의확률이 보다 크기 때문에 Levene .005

등분산을 가정하였다 사전평가의 개 요소별 분석 결과 환경 구축 운영. 4 (.825), (.712), (.698), 

평가 로 교수자 와 교수자 의 집단은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참조 사후평(.412) A B (< 9> ). 

가 또한 하위 항목 모두 유의확률이 보다 크기 때문에 등분산을 가정하였고분석결과 유의.005

수준 에서 사후환경 사후구축 사후운영 사후평가 로 사후평가 0.05 (.079), (.748), (.754), (.279)

또한 모든 항목에서 교수자 와 교수자 의 집단은 차이가 없었다 표 참조A B (< 10> ).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사전평가의 경우 교수자 의 집단이 교수자 의 집단에 비해 점수A B

가 높았고 사후평가의 경우 교수자 의 집단이 교수자 에 비해 점수가 높았지만 이러한 ,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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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교수자 구분에 따른 집단 간의 성적 차이는 없다고 할 , 

수 있다 표 참조(< 9, 10> ). 

측정시기에 따른 능력 향상정도의 측정2. 

학생들의 학업 능력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번에 걸친 직무능력 평가결과에 대해 반복측정 3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번의 직무능력 평가에 대한 기술 통계량은 표 과 같다. 3 < 11> . 

의 구형성 검정 결과 유의수준 에서 로 구형성 가정을 충족하고 있으며 Mauchly 0.05 .001

이에 따라 개체 간 효과 검정 결과는 표 와 같다- < 12> .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차평가1 106    .00 100.00 70.3774 22.08962

차평가2 106 56.00  97.00 82.2604 10.93188

차평가3 106 60.00  99.00 82.8144 10.76463

유효수 목록별( ) 106

표 직무능력 평가 기술통계< 11>

측도: MEASURE_1 

변환된 변수 평균: 

소스 제 유형 제곱합III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절편 1958799.905 1 1958799.905 5252.223 .000

오차   39159.416 105      372.947

표 측정시기에 따른 능력 향상정도 < 12> 

분석 결과를 볼 때 직무능력평가 차 차 차 평가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1 , 2 , 3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능력의 변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앞서 교육의 효과에서 . 

구분하여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집단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구분 평균 표준편차 N

차평가1

a 88.3333  7.23747 15

b 84.0000  9.85611 15

c 70.2632 14.76423 19

d 56.2500 18.76973 20

e 85.6250 13.02242 16

f 49.7619 24.21137 21

합계 70.3774 22.08962 106

표 측정 시기에 따른 평가 결과 기술통계량<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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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평가2

a 83.8213  7.73006 15

b 82.1528  7.92146 15

c 79.1053 15.58808 19

d 86.2000  9.34486 20

e 80.0619 10.12279 16

f 82.0000 11.50652 21

합계 82.2604 10.93188 106

차평가3

a 84.4000  9.55286 15

b 82.5333  9.05433 15

c 81.4211 12.03844 19

d 79.9000 12.89594 20

e 85.6456  9.66361 16

f 83.7619 10.43985 21

합계 82.8144 10.76463 106

측도: MEASURE_1

소스 제 유형 제곱합III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측정시기

구형성 가정 7257.956 2 3628.978 36.225 .000

Greenhouse-Geisser 7257.956 1.610 4509.306 36.225 .000

Huynh-Feldt 7257.956 1.714 4235.239 36.225 .000

하한값 7257.956 1.000 7257.956 36.225 .000

측정시기 

*

반 구분_

구형성 가정 16755.011 10 1675.501 16.725 .000

Greenhouse-Geisser 16755.011 8.048 2081.949 16.725 .000

Huynh-Feldt 16755.011 8.569 1955.412 16.725 .000

하한값 16755.011 5.000 3351.002 16.725 .000

오차 측정시기( )

구형성 가정 20035.729 200 100.179

Greenhouse-Geisser 20035.729 160.955 124.480

Huynh-Feldt 20035.729 171.371 116.915

하한값 20035.729 100.000 200.357

표 측정시기에 따른 능력 향상정도 개체 내 효과 검정< 14> ( ) 

측도: MEASURE_1 

변환된 변수 평균: 

소스 제 유형 제곱합III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절편 1956461.007 1 1956461.007 6383.223 .000

반 구분_    8509.366 5    1701.873     5.553 .000

오차   30650.050 100     306.500

**p < .01, ***p < .001

표 측정시기에 따른 능력 향상정도 개체 간 효과 검정< 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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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측정 시기를 반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직무능력의 향상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측정 시기와 반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개 집단에서 차 평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p<.001). 6 1, 2, 3

났다 평가점수의 평균을 그림으로 나타낸 결과는 그림 와 같다 차 평가와 차 평가의 . < 4> . 1 2

점수를 살펴보면 개의 집단 를 제외하고 개의 집단의 점수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2 (b, e) 4

다 차 평가와 차 평가의 점수를 살펴보면 개 집단 를 제외하고 개의 집단의 점수가 . 2 3 1 (d) 5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평균 상승률을 살펴보면 개의 집단 이 음 의 상승률을 보이. 2 (a,b) (-)

고 있지만 와 로 매우 낮은 하락폭이며 개의 집단 의 경우 평균 -1.6% -0.5% , 4 (c,d,e,f) 9%

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측정 시기가 뒤로 갈수록 직무능력은 향상된 것. 

으로 볼 수 있다. 

그림 반 구분에 따른 평가 시기별 점수 비교 < 4> 

사전평가 및 사후평가와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3. 

사전평가 및 사후 평가와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과 같다<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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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평가_ 최종점수

수정점수

상관계수Pearson 1 .144

유의확률 양쪽( ) .339

N 106 106

사전 합_

상관계수Pearson .144 1

유의확률 양쪽( ) .339

N 106 106

**p < .01, ***p < .001

표 사전평가와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 16> 

먼저 사전평가와 학업성취도와는 유의확률 에서 로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05 .339

나타났다 반면 사후평가와 학업성취도의 경우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 . (< 17> 

참조 중간정도의 선형 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8) . 

사후 평가_ 최종점수

사후 평가_

상관계수Pearson 1 .408**

유의확률 양쪽( ) .005

N 106 106

수정점수

상관계수Pearson .408** 1

유의확률 양쪽( ) .005

N 106 106

**p < .01, ***p < .001

표 사후평가와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 17> 

본 연구에서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학업성취도 군을 상 중 하로 나누, , 

어 사후평가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과 같다 분석 결과 학업성취, < 18> . 

도가 가장 높은 집단에서는 비교적 높은 양 의 선형 관계 가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 (.608)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학업성취도가 중간 그리고 가장 낮은 집단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 , 

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사후 평가_ 최종점수

학업성취도

군 상( )

사후 평가_

상관계수Pearson 1 .608**

유의확률 양쪽( ) .047

N 30 30

수정점수

상관계수Pearson .608** 1

유의확률 양쪽( ) .047

N 30 30

학업성취도

군 중( )

사후 평가_

상관계수Pearson 1 .206

유의확률 양쪽( ) .544

N 51 51

수정점수

상관계수Pearson .206 1

유의확률 양쪽( ) .544

N 25 25

표 학업성취도 군에 따른 사후평가와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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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도

군 하( )

사후 평가_

상관계수Pearson 1 .185

유의확률 양쪽( ) .586

N 106 25

수정점수

상관계수Pearson .185 1

유의확률 양쪽( ) .586

N 25 106

**p < .01, ***p < .001

논의 사항. Ⅴ

기반 교과목 운영에 따른 논의1. NCS 

교과 운영에 대한 교수자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명의 교수자 모두 교육과정에 도입2 NCS 

의 취지와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실제 대학 수업에서의 교과의 적용에 대해서

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 중 주요한 논의사항을 내부적 교육 환경. ‘ ’

과 ‘외부적 환경’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먼저 ‘내부적 교육 환경’ 측면은 실질적으로 교수자와 학생들이 접하는 실제 교육현장에서  

바라본 다양한 논의사항이다.

첫째 명의 교수자는 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 2 NCS

부족하였던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나 를 근간으로 하는 교육과정은 전통적인 교육과정과. NCS

는 분명 다르게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선의 교수자는 막상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일부 . 

교육안은 기존의 교과와 큰 차이가 없는 형태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둘째 기반 교육과정의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육기자재가 잘 구비되지 않, NCS 

음을 지적하였다 특히나 직무 능력단위요소에 따른 수행능력 측정을 위해서 반드시 구비 해. 

야 한다 이를테면 본 교과의 경우 . , ‘구축’과 관련한 능력단위요소는 ‘구축’을 위한 일련의 기

자재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교육기자재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의 대안은 간단한 대체 프. 

로그램 설치나 제한적인 부수적 기자재의 사용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교수자 는 교육. A, B

기자재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확보시간의 촉박함 예산의 문제 등으로 인해 차선책을 선택, , 

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교수자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교육의 만족도 측면과 이해도 측. , 

면에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특히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직무능력의 가지 . 4

요소 중 유독 구축 부분만이 사후평가의 점수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부 학생들의 경우 ' ' . 

수업시간과 수업 후의 강의 평가에서 불만족을 표출한 경우도 발견되었다.

셋째 를 적용한 교과를 위한 표준 교재 및 로드맵의 부재 또한 언급되었다 대학의 , N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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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에 있어 교과에서 사용되는 교재는 전적으로 교수자의 선택이며 독점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전통적인 대학의 교과과정에 해당되며 국가직무능력표준. , , 

을 활용할 경우 각 능력 단위에 맞는 강의안과 교재가 개발되지 않을 경우 교육 격차가 생길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로드맵의 부재 또한 같은 이유로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다. . 

넷째 성적처리 관리시스템 산출물의 문제 또한 언급되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대학은 , , , . 

이미 성적처리와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하지만 연구를 위해 조사된 선행연구. , 

와 최근의 관련 교육에서 언급된 내용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학습지원을 위한 시스템이 NCS 

구축되어 있지 않은 곳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 

않음으로 인해 수작업으로 문서로 산출해야 되는 부분이 적지 않고 또한 이원화된 구조가 , 

되어 교수자 입장에서 관리가 복잡한 경우가 발생되고 있었다 특히나 성적처리에 있어 가장 . 

큰 문제가 언급되었는데 능력단위요소의 제시 수준을 달성하여 패스할 자격을 취득하였다 하

더라도 해당 교과목의 학점 제도가 상대평가에 해당될 경우 교수자 입장이나 학생 입장에서 , 

최종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도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다섯째 교육대상과 교육 학습안의 구조적 틀이 동일함에도 교수자에 따라 교육 효과가 차, 

이 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집단이 동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직무능력 평가의 점수가 . , 1

교수자 와 간 큰 차이가 났던 점을 살펴보면 교육 학습안의 구조적 틀을 동일하게 구성한A B

다고 하더라도 실제 교수자에 따라 교육내용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평가방법에 차이가 있을 , 

때는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학생들의 인식과 태도’ 측면을 언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가 적용된  . NCS

교과목은 일반 교과와는 달리 강의의 첫 시간대에 강의소개 뿐만 아니라 에 대한 개요 및 , NCS

의의 교육과정 적용 사례 등을 추가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교수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교육이 , . 

앞으로 현장에 배치되었을 때 바로 사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임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루어지던 수업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였으

며 오히려 사전평가와 세 번의 직무평가에 대한 언급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 

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업이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직무능력표준의 중요성을 . 

인식하고 활발한 수업참여 커뮤니케이션 등 를 비롯하여 적극적인 수업 태도를 나타냈다( ) . 

다음으로 ‘외부적 환경’ 측면은 실제 교육 환경의 문제는 아니나 및 제반 환경 등에  , NCS 

대한 여러 가지 논의사항을 포함한다.

첫째 적용 교과목의 능력단위요소별로 실무경험이 전무한 학생들에 대한 직무수행능, NCS 

력평가의 어려움이 언급되었다 교수자들은 에 대해 상당부분 공감하고 교과의 적용에 . NCS

대해서 의미 있는 시도임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비록 현장전문가와 교육전문가를 통한 조사. 

와 연구를 통해 능력요소를 도출하였다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교과에 적용될 때는 또 다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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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직무능력표준이 실제 현장의 실무자들의 직무능력을 측. 

정한다고 보았을 때 실무를 전혀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의 직무능력을 측정한다는 것은 상당

히 큰 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문헌정보시스템운영’ 요소에서 요구되는 직무수준  

레벨은 정도에 해당되며 가장 높은 단계가 레벨임을 감안하였을 때 중급관리자 정도의 3, 4 7 

수준임을 짐작해볼 수 있다 반면 학생들은 기초적 수준 즉 레벨 정도에 해당할 것이며 설. , 1 , 

령 수료를 하였다 하더라도 약간의 실습과 어느 정도의 이론 수업만으로는 능력 상승을 기대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자 입장에서는 능력단위요소 만으로는 어느 정도 . 

기대되는 수준의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지 모호한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

둘째 교수자들은 교육을 진행하면서 이 기반의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직무수행능력을 , NCS 

보유하였을 경우 어떠한 분야로 취업이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직군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적지 않게 받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사실상 에는 이 부분이 직접. , NCS

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물론 능력단위요소와 관련지어 볼 때 . ‘전산사서’ 또는  ‘정보사서’

가 이에 해당된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업무 현장과 환경에 따라 그들의 업무 범위가 차이가 , 

있기 때문에 다소 애매한 대답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셋째 능력단위요소나 수행준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아쉬운 부분을 언급할 수 있다, . ‘문

헌정보시스템 운영’의 하위요소에는 ‘구축’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 ‘제안요청서에 따라 구축

할 수 있음’이 수행 준거로 제시되고 있다. ‘구축’이라는 의미가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가는 의

미인 것인지 아니면 실제 프로그래밍을 통한?  ‘구축’인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교수자 

입장에서는 교육범위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문헌정보학 전공 교육과정에서의 적용 개선방안2. NCS 

를 적용한 특정 교과목의 운영을 통해 도출된 분석결과 및 성과와 교과를 운영한 교수NCS

자의 다양한 논의사항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교육과정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적어도 한 학기 전, . , 

가능하다면 두 학기 전에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교수자에게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와 학과 입장에서는 이를 위한 교육시간을 마련하여 교수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것

이다 한편으로 시범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선행하였던 교과의 사례에 대한 콜로키엄이나 세미. 

나를 마련하여 노하우를 전달하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울러 . 

수행되었던 교과의 경우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여 한다, . 

둘째 교육기자재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전문가 그리고 실제 교육을 담당할 교수자가 직접 , 

참여하여 실질적인 교육기자재를 조사하고 학과 학교 차원의 예산과 조율하여 가장 현실적, , 

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고가의 장비라고 하여 잘 사용되지 않거나 저가의 장비라고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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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성이 떨어지는 문제들이 생길 경우가 없어야 될 것이다. 

셋째 를 활용한 교과의 로드맵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NCS .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과에서는 교과의 로드맵이 구비되어 있다 그렇지만 를 활용한 교. NCS

과의 경우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모든 교과에 적용된 것이 아니라 일부 교과에 적용되었고, 

결과 효과 등이 아직 나타나있지 않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작성되기는 힘들, 

다 실제로 문헌정보시스템 운영교과의 선행후행 교과를 가정해보면 학생들이 습득한 능력수. , ' ' ․

준을 감안해 볼 때 문헌정보학 교과 이외에도 여러 전공의 다양한 교과가 필요함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특히나 이 모든 로드맵의 구조를 대학의 교과로만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기 . 

때문에 거시적 관점에서의 로드맵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또한 표준학습 . 

모듈이 구비되어 공통적인 교수학습안을 비롯하여 표준화된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성적 처리 평가 관리 산출물 관리의 경우 적절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 경, , , . 

우 현장 교수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시범 시스템을 운영한 뒤 문제점 등을 분석보완하․

여 체계적이고 완벽한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수자들은 평가 및 피드백 커뮤니케이션 을 위한 시간이 부족에 대해서는 다양한 , ( )

방법을 통해 평가와 피드백을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교수자의 자체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적절한 수업인원이 배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

여섯째, ‘학생들의 인식과 태도’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입학 시부터 주지시키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최근 청년실업과 취업난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현장. 

에서 요구하는 실무 수행능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학과 그리고 학생과 , 

가장 근접하여 지도할 수 있는 교수자의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물론 마치 대학의 교육. , 

이 취업으로만 귀결되는 것으로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대학교육도 주위 환경 및 수요자의 , 

요구의 변화에 맞추어갈 필요성이 존재한다.

일곱째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반복적인 직무평가의 경우 직무 교육에 상당, 

히 효과적이었으므로 각 교과마다 반드시 활용될 필요성이 있다 사전평가의 경우 교육대상. 

자의 수준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자칫 학생들이 이해하지 . , 

못하는 개념과 용어로 문항을 구성할 경우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사후평가는 교육의 질을 파악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불성실하. , 

거나 무성의하게 평가한다면 의미가 무색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정확한 측정이 . 

될 수 있도록 문항이 구성되어야 하며 학생들에게 주의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 . 

여덟째 기반 교육과정의 , NCS ‘외부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에서 제시된 요소를 바, NCS

탕으로 교과가 진행하기 위해서는 분명 어느 정도의 정형화된 구조적 틀이 제시되어야 할 것

이며 아울러 좀 더 상세한 수행 준거 및 평가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각 대학의 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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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로 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 개발에 있어 각 대학마다 중복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여 컨트롤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구조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나 현행 의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는 교수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상당히 NCS

형식적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를 도출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은 인정해야겠지만 실무 현장. , , 

과 학계의 발전 그리고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좀 더 현실적인 측면으로의 개선과 보완이 , 

필요하다 특히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직업과 연결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이 제. 

시될 경우 더욱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결론. Ⅵ

를 제정하고 이를NCS 대학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는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과 기술을 국가적인 표준으로 설정하고 대학에서는 그에 맞는 교육과정을 설

계하여 수행함으로써 산학간의 연계성을 높이는 것이다 문헌정보학 분야 또한 그간 현장이 . 

필요로 하는 전공 지식과 업무 능력을 갖춘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제도 마련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현재 최대의 화두는 무엇보다 를 적용하는 문헌정보학 교육과NCS

정 편성과 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소수의 몇몇 대학에서 를 적용하고 있. , NCS

고 여전히 그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대학에서의 를 활용한 교과의 운영 결과S NCS

와 효용성에 대한 입증은 향후 본격적으로 적용될 문헌정보학 분야의 를 활용한 교육과NCS

정의 개발을 앞둔 시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다만 앞 절에서 언급하였던 내 외부적 문제점. , , 

들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거의 교육과정과 비교해 볼 때 교육과정의 명칭만 , 

바뀌고 실상은 그대로인 형태로 다시금 회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를 활용한 교과개발에 대한 연구로는 거의 최초로 시NCS

도된 것이며 선행연구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특히 한 개 대학, . 

의 특정 교과를 대상으로 한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 

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앞으로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도 를 도입하여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그에 따르는 현장 NCS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를 기반으로 한 교육, NCS

과정의 개발 운영 평가 질 관리 등 운영방안 전반에 걸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 , , 

요가 있다 특히 전국의 대학이 현재 계속해서 를 활용한 교육과정의 개발 도입을 확대. NCS ·

하고 있는 만큼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 기반 교육과정의 지속적 보완 및 발전을 NCS 

이룩해 나가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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