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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중소제조업의 NCS 기반 교육훈련이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NCS적용

교육훈련이 직무수행을 높이는 데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집체교육이 직무지식(p<.001, β =5.130), 현장훈련이 직무기

술(p<.01, β =3.783), 현장훈련이 직무태도(p<.05, β =-2.448)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NCS

기반 교육훈련이 직무수행 상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직무기술과 직무지식(p<.01, β =.740), 직무기술과 집

체교육(p<.01, β =.459), 직무지식과 집체교육(p<.01, β =.575)과 직무태도와 현장훈련(p<.05, β =-.320), 집체교육과

현장훈련(p<.05, β =.268)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반적 특성의 연령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대(3.44), 30대(3.26), 40대(3.63)보다 50대(3.75)가 직무태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중소

제조업의 NCS 기반 교육훈련이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성과 분석에 관한 연구의 폭을 넓히고 학습형태에

따른 효과성을 규명하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중소기업, 국가직무능력표준, 직무수행, 교육훈련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NCS - based education and training of small and medium 
manufacturing on job perform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s of NCS 
education and training on job performance(p<.001, β =5.130) were analyzed. As a result, (p<.01, β =3.783) 
and on-the-job training had a significant effect on job attitude (p <.05, β = -2.448). (P <.01, β = .740), job 
skill and collective education (p <.01, β = .459), and job skill (P <.01, β = .575), job attitude and field 
training (p <.05, β = -. 320), collective education and field training (p < .268) were found to be correlated. 
Third, the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age of general characteristics on job attitude showed that the fifties 
(3.75) had higher attitude than the 20s (3.44), 30s (3.26) and 40s (3.6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NCS - based education and training on the job performance of small and medium 
manufacturing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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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회와 노동시장에서의 변화되는 속도는 상상을 월

할 만큼 변화 되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의 변화는 기

회를 정면으로 맞이하는 지혜로운 선택이 학벌과 지식보

다 우선하는게 능력이며 능력의 화두는 국가직무능력표

이다.

NCS에서는 직업기 능력과 직무수행능력을 함양하

도록 하는데, 학생들은 NCS 기반 직업교육과정을 통해

서 직업기 능력과 련 직무의 수행능력을 습득하게 된

다. NCS에서는 직업기  능력과 직무수행능력을 합하여 

직무능력으로 칭하고 있다. 직업기 능력이란 일반 으

로 부분의 직종에서 직무를 성공 으로 수행하는데 필

요한 문 인 지식, 기술, 태도, 경험으로 정의 하는 것

이 일반 이다. 직업기 능력은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원 리능력, 인 계능

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등 10가

지이고 하  34개의 하 능력으로 구성된다(함승연, 

2016)[1]. 이에  한국은 직원채용 시, NCS를 기반으로 직

원을 선발하는 방안을 공공기 부터 확 ㆍ추진하고 있

으며, 이미 많은 기 에서 NCS 채용을 본격 으로 도입

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NCS에 한 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실이다.

생산 장의 직무수행을 성공 으로 하기 해 필요한 

능력을 국가  차원에서 표 화시킨 것으로 맞춤형 교육

훈련으로 인력 양성 기여는 물론 근로자를 상으로 채

용, 배치, 승진 등 체크리스트와 자가진단도구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제조업의 NCS 기반 교육훈련

이 직무수행시 직무지식, 직무기술, 직무태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그 효과성을 악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첫째, NCS 기반 교육훈련이 직무수행을 높이는 데 어

떠한 향이 미치는가?

둘째, NCS 기반 교육훈련이 직무수행 향상에 어떤 상

계가 있는가?

셋째, 일반  특성의 연령이 직무태도에 어떠한 향

을 미치는가?

2. 이론적 배경

NCS의 개발은 1996년 ‘5･31 교육개 방안’을 통하여 

교육훈련과 노동 시장의 연계 기능 강화를 한 자격제

도 개편의 추진으로부터 출발하 다. 2002년부터 교육과

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가 각각 국가직무능력표 (KSS; 

Korean Skill Standards)과 국가직업능력표 (NOS; 

NationalOccupational Standards)라는 명칭으로 개발해 

오다가 교육훈련 기 과 산업 장에서의 혼란을 막기 

해 2010년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 조정 회의를 열

고 ‘ 국 가 직 무 능 력 표 ( N C S ; N a t i o n a l 

CompetencyStandards)이라는 명칭으로 통합하 다. 유

럽을 포함한 선진국에서도 산업 인력의 장성 제고와 

국가 간 이동을 진하기 해 우리나라의 국가직무능력

표 과 유사한 제도를 오래 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

은 국가직업능력표 (NOS; 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을 통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시켜 등 교육 이후 직업능력 개발을 해 활용하고 있

으며, 독일도 산업 장의 지식  기술에 기반 한 교육

훈련 과정 개발과 운 의 기 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 

한 각 주별로 다양한 직무능력표 을 개발하여 다양한 

직종의 직무 수행과 자격 증명을 한 기 으로 활용하

고 있다(김태우.정철 , 2016)[2].

NCS(Naional Competency Standards)는 직무 성과에 

을 둔 것으로서 한 근로자가 자신의 직무를 효과 , 

성공 으로 수행하기 하여 요구되는 능력을 국가차원

에서 표 화한 것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한 개인이 

산업 장에서 자신의 담당업무를 효과 으로 수행하기 

하여 요구되는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과학 이고 

체계 으로 도출하여 표 화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NCS기반 역량 교육은 인지  역 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지식, 기술, 태도가 통합된 역량 심교육으로 

환하는 것이다. 이는 학교 교육과정이 직무에서 강조하

고 있는 이 가능한 핵심 역량과 련한 교양 교과로의 

개편을 의미한다(유용태, 2016)[3]. 한, 교육훈련이란 

교육(Education)과 훈련(Training)의 합성오로서 교육과 

훈련이란 용어는 구분되어 사용되어 왔다. 교육이란 개

인의 일반 인 잠재능력을 종합 으로 개발하는 것이고 

훈련은 직무를 한 기술이나 능력을 개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게 볼때 교육훈련이란 행정의 목표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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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효과 으로 성취하기 해 조직원에게 직무수행에 필

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행 라고 할 수 있으며, 교

육과 훈련 모두가 능력발 의 요체이지만, 교육은 장기

간 노력인 반면에 훈련은 반복  행 나 기술의 통한 형

상의 문제해결에 목 을 두는 단기 인 직무기술의 향상

이라고 볼 수 있다. 한, 직무수행능력에서 사용된 직무

(Job)의 개념에 해 살펴보면 흔히 직무라는 용어는 일. 

업무, 과업, 직업 등과 혼용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은 일상 으로 리 사용되는 생활용어로 사용되며 과

업(Task)은 직무보다 좀 더 구체 이고 한정 인 의미로 

사용된다(이세한 외2, 2009)[4].

한국은 재직자에 한 공식훈련 비 이 높고 기술변

화 속도가 빠른 만큼 짧은 기간의 직장 외 교육을 실시하

고 있으며, 단기간 집체교육훈련의 비 이 크게 높아지

고 있다. 이것은 비공식 인 내부 직장내 교육(OJT)으로 

형성된 숙련을 집체교육으로 이론화․체계화하는 상호

보완 인 방법이 교육훈련의 성과 극 화를 가져오기 때

문이다(김국희, 2010)[5].

본 연구에서는 소제조업의 NCS 기반 교육훈련  

집체교육(Off-JT), 장훈련(OJT) 2가지를 포함시켰으

며 직무수행 측정의 측면에서 직무지식, 직무기술, 직무

태도로 3가지 요인을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 다.

3. 선행연구

소제조업의 NCS 기반 교육훈련이 직무수행에 미치

는 향에 한 기존의 주요 선행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

이 요약할 수 있다.

김동연 외(2015)는 국가직무능력표 (NCS)을 도입한 

배경은 산업 장의 요구를 극 반 한 실무 심의 특

성화고 인재를 양성하기 해서 국가 차원에서 표 화하

고자 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NCS를 도입한 주요 목

은 직업교육훈련  자격 제도를 연계하기 해서 산업 

장에서 요구하는 개인의 직무수행능력에 맞게 국가직

무능력표 을 개발하고자 함에 있다[6].

구자길(2015)은 NCS의 특성은 첫째, 한 사람의 근로

자가 해당 직업 내에서 소  업무를 성공 으로 수행하

기 하여 요구되는 실제 인 수행능력을 의미하기에 

‘무엇을 이해할 수 있다’가 아닌,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둘째,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한 모든 종류의 수행능력을 포 하여 제시하고 있다. 특

정업무를 수행하기 해 요구되는 작업능력과 다양한 작

업을 계획하고 조직화하는 작업 리능력 뿐만 아니라, 

돌발 상황 처능력과 미래지향  능력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셋째, 산업계 단체가 주도 으로 참여하여 개발하

다. 해당분야 산업별 인 자원개발 의회(SC)와 련 

단체 등이 참여하여 NCS를 개발하 고 산업 장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장 문가 는 교육훈련 문

가가 NCS 개발 단계마다 참여하여 개발하 다[7]. 

김혜련.이인희(2014)는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는 속하게 변하는 산업 장의 요구에 가

장 합한 인력을 즉각 이고 체계 으로 양성하는 것을 

우선과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일과 직업교육훈

련  기본자격을 연계하고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체제를 

기 존의 학벌 심에서 능력 심으로 환하여 인 자원

개 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인 자원 발 체계를 내실

화 하고자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추진되고 있다[8].

임정연.이 민(2015)은 집체교육훈련의 성과인식에 

향을 미치는 개인수 의 변인들은 학력, 직무만족도, 

교육훈련 참여동기로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문 인 

업무에 근무할 확률이 높고 도  업무를 수행하는 사

람들은 자기의 업무에 한 심과 이를 잘 수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높아 학습효과에도 정 인 향을 주고 

있다. 한 직무만족은 근로자 스스로가 인식하는 자신

의 직무에 한 정  태도로 일반 으로 직무만족도가 

높으며 직무몰입을 가져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해 

노력한 결과로 단할 수 있다[9]. 한, 강순희(2010)는 

근로자는 교육훈련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고 변화

하는 환경에 응하며 실질 인 직무능력을 강화하여 궁

극 으로는 조직성과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 으며[10], 

체계 이고 효과 인 교육과정과 행정, 강의능력이나 교

육내용으로 더 높은 직무수행과 교육훈련만족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직무능력에 한 본격 인 학술  연구가 시작된 

것은 최근으로 선행연구가 충분치 않았으며 교육훈련에 

한 직무수행에 해 연구한 논문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제조업의 NCS 기반 교육훈련

이 직무수행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Fig. 1]과 같

이 연구모형을 도출하 다. 독립변인은 집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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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 N %

성별
남자 48 81.4

여자 11 18.6

나이

20 29 49.2

30 15 25.4

40 11 18.6

50 4 6.8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직

사원 39 66.1

리 6 10.2

과장 6 10.2

과장이상 8 13.6

치

학습근로자 39 66.1

장교사 5 8.5

직장선배 7 11.9

리자 8 13.6

부서
사무직 8 13.6

생산직 51 86.4

(Off-JT), 장훈련(OJT) 2가지 유형으로 설정했으며 종

속변인은 직무지식, 직무기술, 직무태도로 3가지 요소를 

하 요인으로 설정하 다.

[Fig. 1] Research Model

4.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충남지역 소기업 근로자를 상으로 

2016년 10월 12일부터 10월 28일까지 설문지를 배포하여 

총 60부를 수거하 으며 응답이 미비한 설문지를 제외 

한 최종 59부를 분석에 활용하 다.

설문문항은 응답자의 인구통계  특성 5문항, 집체교

육 5문항, 장훈련 5문항, 직무지식 5문항, 직무기술 5문

항, 직무태도 5문항 등 총 30문항을 설문하 다. 

통계 패키지로는 IBM SPSS Statistics 19를 사용하여 

기술통계량  빈도를 구하고,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

계분석, 회귀분석과 개인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차

이 분석을 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 다.

5. 연구결과의 분석 및 해석

5.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 과 

같다. 교육훈련 근로자의 성별은 남자 81.4%, 여자 

18.6%, 연령 는 20  49.2 %, 30  25.4% 순으로 나타났

으며, 직 은 사원 66.1%,, 치는 학습근로자 66.1%, 담

당업무는 생산직 86.4%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5.2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직각회 (Varimax) 방식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

과 25개 문항에서 13개 문항을 제거하여 최종 으로 12

개 문항을 사용하여 5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분산이 80.449%로 설명력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

으며 KMO 측도가 .627로 한 수 이었고 Bartlett 구

형성 검정 결과 역시 유의확률 p=.000로 타당성이 검증되

었다. 신뢰도 분석 결과 각 항목의 Cronbach’s Alpha값은 

직무태도 (.970), 직무기술(.831), 장훈련 (.671)은 신뢰

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무지식 (.468), 집체교

육(.408)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Variables 직무태도 직무기술 집체교육 장훈련 직무지식

Factor

1

직무태도4 .915

직무태도5 .912

Factor

2

직무기술2 .881

직무기술4 .649

직무기술3 .773

Factor

3

집체교육2 .766

집체교육1 .811

집체교육4 .744

Factor

4

장훈련3 .744

장훈련4 .780

Factor

5

직무지식2 .888

직무지식5 .830

Eigen Value 3.132 2.632 1.771 1.537 1.386

Cronbach’s α .970 .831 .408 .671 .468

Variance(%) 24.094 44.342 57.963 69.785 80.449

KMO-Bartlett .627 / 452.529***

***p<.001

<Table 2> Factor and Reliability Analysis

5.3 상관관계분석

상 계분석 결과 Pearson 상 계수를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변인들 간의 상 계는 비교  높

은 상 성을 보 다. p<.01 유의수 에서 유의한 상

계 변수는 직무기술과 직무지식(.740), 직무기술과 집체

교육(.459), 직무지식과 집체교육(.575)이었으며,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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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수 에서 유의한 상 계 변수는 직무태도와 장

훈련(-.320), 집체교육과 장훈련(.268)으로 나타났다.

Categories M SD
Correlation

a b c d e

직무태도 3.45 .527 1

직무기술 1.22 .398 .156 1

직무지식 1.23 .429 .159 .740** 1

집체교육 1.63 .440 -.080 .459
**

.575
**

1

장훈련 1.76 .484 -.320* .117 .131 .268* 1

*p<.05 , **p<.01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5.4 회귀분석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소제조업의 NCS 기반 

교육훈련이 직무지식, 직무기술, 직무태도에 유의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NCS 기반 교육훈련이 직무지식에 미치는 향을 분

석한 결과 집체교육이 직무지식(p<.001, β =5.130)에 통

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훈련은 직무지식에 부(-)의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

났다.

NCS 기반 교육훈련이 직무기술에 미치는 향은 

장훈련이 직무기술(p<.01, β =3.783)에 유의한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집체교육은 부(-)의 향을 미

친 것으로 나타났다.

NCS 기반 교육훈련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향은 

장훈련이 직무태도(p<.05, β =-2.448)에 통계 으로 유의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집체교육은 직무태

도에 부(-)의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선성 진단 결과 Durbin-Watson 값이 순서 로 각

각 1.968, 2.180, 2.398로 나타나 잔차들 간의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독립성에 문제가 없으며, 모든 변인

의 공차한계가 0.1 이상, 분산팽창요인(VIF)이 10 이하로 

나타나 다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Independent Dependent β t R2 F VIF

집체교육
직무지식

.582 5.130
***

.331 13.876
*** 1.077

장훈련 -.025 -.220 1.077

집체교육
직무기술

.461 -.050
.211 7.471**

1.077

장훈련 -.006 3.738
**

1.077

집체교육
직무태도

.006 .043
.103 3.198*

1.077

장훈련 -.322 -2.448* 1.077

*p<.05, **p<.01, ***p<.001

<Table 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5.5 집단 간 차이분석

집단 간 차이 분석을 한 ANOVA 실시 결과를 살펴

보면 <Table 5>와 같다.  분석결과 연령에 따른 직무지

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 (1.25)보다 50

(1.87)가 직무지식이 높게 나타났으며(p<.05), 직무기술

도 20 (1.27)보다 50 (1.50)가 높게 나타났고, 직무태도 

한 40 (3.63)보다 50 (3.75)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는 NCS 기반한 교육훈련이 직무수행에 50 이상

의 연령이 더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Spec. M SD F
Post 

Analysis

직무

지식
연령

20 1.25 .435

4.316**
a<d

(Dunnett)

30 1.10 .280

40 1.13 .233

50 1.87 .750

직무

기술
연령

20 1.27 .389

1.328
a<d

(Scheffe)

30 1.13 .169

40 1.12 .308

50 1.50 1.000

직무

태도
연령

20 3.44 .506

1.529
c<d

(Scheffe)

30 3.26 .562

40 3.63 .504

50 3.75 .500

*p<.05

<Table 5> Group Differences of the Respondents

6. 결론

소제조업의 NCS 기반 교육훈련이 직무수행에 미치

는 향에 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NCS 용 교육훈련이  직무수행을 높이는 데 미

친 향을 분석한 결과 집체교육이 직무지식(p<.001, β 

=5.130), 장훈련이 직무기술(p<.01, β =3.783), 장훈

련이 직무태도(p<.05, β =-2.448)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NCS 기반 집체교육 

 장훈련이 직무수행에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NCS 기반 교육훈련이 직무수행 상 계에 미

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직무기술과 직무지식(p<.01, β 

=.740), 직무기술과 집체교육(p<.01, β =.459), 직무지식

과 집체교육(p<.01, β =.575)과 직무태도와 장훈련

(p<.05, β =-.320), 집체교육과 장훈련(p<.05, β =.268)

이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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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일반  특성의 연령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향

을 분석한 결과  20 (3.44), 30 (3.26), 40 (3.63)보다 

50 (3.75)가 직무태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NCS 기반 교육훈련이 50 이상의 연령이 직무수행에 더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 으로 소제조업의 NCS 기반 교육훈련이 직무

수행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기존 학습과정

에서 표 으로 운 되는 집체 교육훈련이나 장훈련

이 직무수행 향상에 효과성을 요하게 인식하고 있어 

다양한 훈련 로그램을 극 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

다고 제안할 수 있다. 

연구의 한계 은 충남지역 소제조업에 종사하는 근

로자를 상으로 조사하여 일반화하기에 다소 한계성이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기업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교

육훈련 근로자의 의식여부도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구

체 인 기업별 연구로 맞춤식 교육훈련을 통해 NCS 기

반 훈련 근로자의 학습 만족도와 개인역량강화에 따른 

효과 분석과 기 직업능력의 효율 인 학습 방안에 한 

연구도 진행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소제조업의 NCS 기반 교육훈련이 직무

수행에 미치는 향을 분석함으로써 성과 분석에 한 

연구의 폭을 넓히고 학습형태에 따른 효과성을 규명하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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