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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스포츠계열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중요도 우선순위를 알아봄으로써 체육계열 학생들의 공공기
관 취업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스포츠계열 교수 4명, 스포츠분야 NCS 전
문위원 3명, 스포츠 공공기관 심사위원 2명, 공공기관 채용 담당자 2명 등 총 11명을 유목적 표집
(purposeful sampling)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2020년 1월 3일부터 3월 12일까지 NCS 직업기초능력 주요 항목 요인을 사용하
여 계층구조분석을 이용해 중요도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모든 자료는 통계처리를 하기 위해 Window 용 
SPSS/PC (ver. 21.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EC-2000을 이용하여 계층구조분석 하였다. 첫째, 스포츠계열 
공공기관 채용 대영역에서 의사소통능력(.231), 조직이해능력(.177), 자원관리능력(.128), 대인관계능력
(.110), 직업윤리(.082), 문제해결능력(.061), 정보능력(.056), 수리능력(.054), 자기개발능력(.052), 기술능
력(.049) 순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평가항목에 있어서는 의사소통은 의사표현능력(.442), 수리능력은 기초
연산능력(.512), 문제해결능력은 사고력(.722), 자기개발능력은 자기관리능력(.587), 자원관리능력은 시간
관리능력(.531), 대인관계능력은 팀웍크능력(.382), 정보능력에서는 컴퓨터 활용능력(.677), 기술능력에서
는 기술이해능력(.599) 순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 국가직무능력표준, 스포츠계열, 공공기관, 채용 중요도,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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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purpose is to increase the likelihood of physical education students for employment 
in public institutions by examining the priority for hiring sports-related public institutions. The subject 
of the study was purposeful sampling of a total of 11 persons including 4 sports professors, 3 NCS  
experts in sports field, 2 judges from public sports institutions, and 2 personnel in charge of hiring 
public institutions. Through this process, from January 3 to March 12, 2020, the importance of 
priority was analyzed using hierarchical structure analysis using the main factors of NCS vocational 
basic competency. All data are coded so that statistical processing can be performed. Using SPSS/PC 
(ver. 21.0) for Windows, the hierarchical structure analysis was used for frequency analysis and 
priority determination. First, communication skills (.231), organizational comprehension skills (.177), 
resource management skills (.128), interpersonal skills (.110), vocational ethics (.082), problems in the 
major areas of recruitment of sports-related public institutions Solving ability (.061), information 
ability (.056), mathematical ability (.054), self-development ability (.052), and description ability 
(.049) were analyzed in order. Second, in terms of evaluation items, communication is communication 
skills (.442), mathematical skills are basic computation skills (.512), problem solving skills are thinking 
skills (.722), self-development skills are self-management skills (.587), Resource management ability 
was analyzed in order of time management ability (.531),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s 
teamwork ability (.382), information ability in computer use ability (.677), technical ability in 
technology understanding ability (.599).

Keywords : AHP, NCS, Priority, Sports Affiliate Institution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많은 구직자들은 공공기관 취업을 위해 학력, 
전문자격증 취득, 어학성적, 봉사활동 등의 스펙
을 쌓는데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스펙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역량과는 
차이가 있으며, 실제로 현장의 채용담당자들은 기
업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인재를 
찾기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실정이다[1]. 즉,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직무능력
과는 차이가 있으며, 결국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이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이와 관련되어 신입사
원을 재교육시키는 기간은 18.3개월이 소요되며, 
이에 따른 비용은 1인당 약 6천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2]. 한편 취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기
업 내에서의 적응 문제로 인해 빈번한 이직 문제
가 발생하고 있다. 신입사원이 조직 내 적응을 
위해 걸리는 시간은 약 3년이 소요되며, 이러한 
조직 적응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88%가 
이직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이에 
2014년도부터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학벌보다는 능력위주의 사회를 만들고,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여건 
조성을 만들고자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제도를 도입하여 
중·고등교육기관(고등학교, 대학교 등)에서 현장위
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4]. 특히 NCS 제도
를 기반으로 학습모듈을 제작하여 2016년부터 
17개 교과군 47개 기준학과와 실무과목 293개, 
기초과목 179개(전문공통과목 1개 포함) 총 472
개 과목으로 구성된 전문교과체제 교육과정 개편
을 실시하여 초·중·고 그리고 대학에 이르기까지 
NCS 과정을 보급함으로써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
를 양성하고 있다[5]. 따라서 정부는 직무수행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능력을 체계적이고 
쉽게 평가하며, 채용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불
필요한 스펙을 쌓는데 몰입하는 문화를 개선하고, 
능력위주의 사회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NCS 제도
를 도입하였다[6]. 특히 공공기관의 인력 채용은 
점차 NCS 제도로 변경되고 있으며, 2019년 모든 
공공기관이 NCS 제도를 도입했고 순차적으로 일
반 기업에서도 NCS를 기반으로 한 채용을 적용
할 계획이다. 현재 NCS제도를 도입한 스포츠계
열 공공기관은 대한체육회, 한국체육산업개발, 국
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마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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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진흥재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국제무예
센터, 스포츠안전재단, 경기도 체육회, 서울시설
공단,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대전광역시시설공단, 
포항시시설관리공단,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등이 
있다. 이렇듯 대부분 스포츠계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준공공기관까지도 NCS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상태이다. 
  NCS 제도는 기존 면접 및 인적성검사 시험 등
과는 다른 채용 방식으로 현장 실무를 성공적으
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태도, 기술, 지식)을 국
가차원에서 표준화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변화된 
채용방식은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에게 영향
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
는 구직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NCS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주로 대학 교육과정에 대
한 NCS 제도 활용 방안 및 개선방안[7,8,9], 교
과목 개발 및 개편 등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
루고 있다[10,11,12]. 그 중 스포츠 분야(관광·레
저 분야 포함)에서는 카지노운영관리 직무에 대
한 NCS 개발[13], 체육지도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NCS 활용방안[14],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근
거한 태권도학과의 교육과정 개발[15] 등 타 직
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연구되었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im, Moon 
[7]은 디자인학과의 성공적인 NCS 적용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Yun, Jung[8]은 전문대학
의 세무 및 회계 관련 학과의 NCS 기반 교육과
정 활용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Min[10]은 NCS 기반 비서교육과정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NCS를 적극 활용하는 수행 중심의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하였고[12], Oh, 
Lee(2014)는 NCS 기반 교육과정과 기존 교육과
정과의 차이를 통해 향후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
을 분석하였다. 스포츠 분야의 연구로는 Shon, 
Lee, Choo[14]가 연구한 체육지도자의 경쟁력 제
고를 위한 NCS 정책 활용방안으로 체육지도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장 우선시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Lee, Choi[15]는 NCS
에 근거한 태권도학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에서 
실습 및 실험 중심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하
였다. 위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구직자 입장에서
의 NCS 채용 항목 중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두
고 개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다
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NCS 채용 
항목 중 어떠한 항목에서 채용담당자들이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채용담당자들이 중요시 여기는 항목에 대
한 연구는 스포츠계열 공공기관, 기업, 구직자, 
그리고 NCS 기관의 의견을 정리하는데 있어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각 분야 별 각
기 다른 직업의 실무 능력 평가는 NCS의 학습모
듈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주어진 상황
에 대한 대처 부분이 숙련도 차이라고 가정할 경
우 변별력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은 직업기초능
력에 대한 평가가 된다[1]. 이에 직업기초능력 중 
어떠한 항목을 채용담당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지를 도출해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따라
서 이 연구에서는 스포츠 분야에서의 NCS 관련 
연구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그동안 연구되지 않은 
스포츠 계열 공공기관 채용담당자의 의견을 살펴
보며, 이를 바탕으로 구직자에게 관련조직이 요구
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
가 정책적 차원에서는 NCS 제도를 통한 실무형 
인재양성 방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2020년 1월 3일부터 3월 12일
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NCS 직업기
초능력 주요항목을 이용하여 스포츠계열 교수 4
명, 스포츠분야 NCS 전문위원 3명, 스포츠 공공
기관 심사위원 2명, 공공기관 채용 담당자 2명 
등 총 11명을 유목적 표집(purposeful sampling)
하였으며,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Variable Categories n %

education 
College graduate 2 18.2

Graduate 9 81.8

age
40 to younger than 50 4 36.3
50 years old or older 7 63.7

job

Sports major 
university professor

4 36.3

Sports field NCS expert 
committee member

3 27.3

Judge of public 
sports institutions

2 18.2

Public institution 
hiring manager

2 18.2

11 100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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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사절차

  이 연구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NCS 직업기초능력 주요항목을 활용하여 우선순
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전문가들에게 사전에 유선으로 이 연구에 대한 
목적 및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 후 전문가들에게 
직접 방문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여 직접기입하
는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
으로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법(AHP)을 이용해 중
요도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2.3. 분석모형 및 측정항목

  이 연구의 분석모형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
고 있는 NCS 직업기초능력 주요항목 10개 (대영
역)와 34개의 하위항목을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항목들을 선정하였다. 이를 도식해 
보면 <Fig. 1>과 같다. 측정항목을 살펴보면, 수
리능력, 의사소통능력, 자기개발능력, 문제해결능
력, 정보능력, 대인관계능력, 조직이해능력, 기술
능력, 직업윤리 등 10개의 대영역으로 구분이 되
어 있고 34개의 세부항목을 선정하였다. 

   Fig. 1. NCS vocational basic competency 
          structure diagram

2.4. 일관성 검증 및 자료처리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하였
기에 응답내용에 있어 신뢰성이 떨어지는 자료는 
없었다. 전문가들의 논리성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일관성지수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신뢰도 검
증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일관성지수는 10%이내 

경우에만 판단의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일관성지수 10% 초과되면 상대비교를 다시 하거
나 설문지를 수정하였다. 모든 자료는 통계처리를 
하기 위해 Window 용 SPSS/PC (ver. 21.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EC-2000을 이용하여 계층
구조분석 하였고, 기하평균(geomean) 값이 1이하
인 경우를 선별하기 위해 MS-Office Excel 
2018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평가영역의 우선순위

  스포츠계열 공공기관 채용 대영역의 중요도 지
각 우선순위는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조직
이해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직업윤리, 
자기개발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수리능력 순
으로 나타났다. 
  우선순위에 대한 중요도 지각의 <Fig. 2>와 같
이, 채용 상위요인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
과 의사소통능력(.231), 조직이해능력(.177), 자원
관리능력(.128), 대인관계능력(.110), 직업윤리
(.082), 문제해결능력(.061), 정보능력(.056), 수리
능력(.054), 자기개발능력(.052), 기술능력(.049) 
순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일관성 지수(consistency 
index: CI)는 (.09) 값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의 
문항에 대한 지각이 일관성을 충족한 것으로 나
타났다. 

Fig. 2. Priority on the importance of hiring 
major sports-related public institutions.

3.2. 평가항목의 우선순위

  <Fig. 3>과 같이, 스포츠계열 공공기관의 채용 
우선순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계층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사소통에서는 의사표현 능력(.442), 문선
이해능력(.268), 문서작성능력(.104), 경청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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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6), 의사표현능력(.091), 의 가중치 순으로 나
타났고, 일관성 지수(consistency index: CI)는 
(.07) 값으로 나타나, 일관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 Priority of importance of communication.

  <Fig. 4>과 같이, 수리능력에서는 기초연산능력
(.512), 도표분석능력(.203), 기초통계능력(.149), 
도표작성능력(.135)의 가중치 순으로 나타났고, 
일관성 지수(consistency index: CI)는 (.03) 값으
로 나타나, 일관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4. Priority of importance of math ability.

  <Fig. 5>과 같이, 문제해결능력에서는 사고력
(.722), 문제처리능력(.278)의 가중치 순으로 나타
났고, 가중치 순으로 나타났고, 일관성 지수
(consistency index: CI)는 (.00) 값으로 나타나, 
일관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5. Priority of importance of problem solving 
ability.

  <Fig. 6>과 같이, 자기개발능력에서는 자기관리
능력 (.587), 자아인식능력 (.213), 경력개발능력 
(.200)의 가중치 순으로 나타났고, 가중치 순으로 
나타났고, 일관성 지수(consistency index: CI)는 
(.01) 값으로 나타나, 일관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6. Priority of importance of 
            self-development ability

  <Fig. 7>과 같이, 자원관리능력에서는 시간관리
능력(.531), 인적자원관리능력(.231), 물리적자원
관리능력(.129), 예산관리능력(.109)의 가중치 순
으로 나타났고, 가중치 순으로 나타났고, 일관성 
지수(consistency index: CI)는 (.08) 값으로 나타
나, 일관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7. Priority of importance of resource 
         management capability.

  <Fig. 8>과 같이, 대인관계능력에서는 팀웍능력
(.382), 고객서비스능력(.265), 협상능력(.122), 갈
등관리능력(.112), 리더십능력(.119)의 가중치 순
으로 나타났고, 가중치 순으로 나타났고, 일관성 
지수(consistency index: CI)는 (.06) 값으로 나타
나, 일관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8. Priority of importance of interpersonal 
        skills.

  <Fig. 9>과 같이, 정보능력에서는 컴퓨터 활용
능력(.677), 정보처리 능력(.323)의 가중치 순으로 
나타났고, 가중치 순으로 나타났고, 일관성 지수
(consistency index: CI)는 (.00) 값으로 나타나, 
일관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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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Priority of importance of information 
capability

  <Fig. 10>과 같이, 기술능력에서는 기술이해능
력(.599), 기술적용능력(.241), 기술선택능력(.159)
의 가중치 순으로 나타났고, 가중치 순으로 나타
났고, 일관성 지수(consistency index: CI)는 
(.05) 값으로 나타나, 일관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0. Priority of importance of description 
          competence.

  <Fig. 11>과 같이, 조직이해능력에서는 업무이
해능력(.425), 경영이해능력(.205), 국제감각
(.195), 체제이해능력(.175)의 가중치 순으로 나타
났고, 가중치 순으로 나타났고, 일관성 지수
(consistency index: CI)는 (.04) 값으로 나타나, 
일관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1. Priority of importance of organizational 
comprehension ability.

  <Fig. 12>과 같이, 직업윤리에서는 공동체윤리
(.511), 근로윤리(.489)의 가중치 순으로 나타났
고, 가중치 순으로 나타났고, 일관성 지수
(consistency index: CI)는 (.00) 값으로 나타나, 
일관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2. Priority of importance of vocational 
ethics.

4. 논 의

  NCS(국가직무표준능력)란 산업현장에서 직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태도·기술·지
식)을 국가가 수준별, 산업부문별로 체계화한 것
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구현과 전문인재양성을 위한 직업교육강화라
는 국정철학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직무표준능력
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에 평가기준으로는 직업기
초능력을 선정하여 구직자가 해당 직무에 갖춰야
할 능력을 갖고 있는지 측정한다. 예를 들면 10
개의 직업기초능력 중 해당기관의 업무에서 요구
되는 직무능력, 핵심가치 및 인재상 등을 고려해 
실제로 직업기초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선정해 능력을 측정한다. 
  이처럼 모든 공공기관 채용에 있어 NCS를 도
입하였고, 모든 스포츠계열 공공기관에서도 적용
하였기에 이 연구에서는 스포츠계열 공공기관 채
용에 대한 중요도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체육계열 
학생들이 공공기관 취업을 위한 통찰력을 제공하
여 취업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
다. 이 장에서는 연구결과에 대한 의미를 조명하
고 시사점을 중심으로 논의 하였다. 
  첫째, 스포츠계열 공공기관 채용 대영역의 중
요도 지각 우선순위에서는 의사소통능력, 조직이
해능력, 자원관리능력과 같은 공직자로서의 기본
적인 조직 내 구성원 및 소양을 갖춘 인재상을 
우선 채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능력보다는 조직 구성원과 조직 시스템과 
같은 이해도가 높은 인재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중간순위와 하위순위에서는 대
인관계능력, 직업윤리,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수리능력, 자기개발능력, 기술능력 등 조직적응과 
관련된 요소가 우선순위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는 스포츠관련 공공기관인 국민체
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한국프로
스포츠협회, 스포츠윤리센터 등 대부분 각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무엇보
다도 조직에 필요한 인재는 의사소통능력이 필수
적으로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스포츠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를 이해하지 않을 
경우 조직이해능력이 부족할 경우 채용이 되었을 
경우에도 조직 적응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
위우선순위에 나타난 것 같다. 
  조직이란 대인관계 능력뿐만 아니라 직업윤리, 
어떠한 업무를 해결하는 문제해결능력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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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체육계열 학과에서는 NCS의 중요성에 대
하여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한 이유로는 대부분의 
체육계열 학과에서는 스포츠와 관련된 전공만이 
있기에 의사소통 역량을 함양 할 수 있는 과목이 
없어 스포츠계열 공공기관에 취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체육계열 학과에서도 NCS 관련 직업기
초능력을 선택과목이나 필수과목으로 이수해야 
졸업 할 수 있도록 교과목을 개편해야 할 것이
다. 그러한 이유는 학생들이 졸업 한 후 공공기
관 입사를 위해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의 시간
을 투자해야 NCS 직업기초능력에 대해 이해 할 
수 있다. 
  둘째, 스포츠계열 공공기관 채용 소분류의 중
요도 우선순위에서는 의사소통에서는 의사표현능
력, 수리능력에서는 기초연산능력, 문제해결능력
에서는 사고력, 자기개발능력에서는 자기관리능
력, 자원관리능력에서는 시간관리능력, 대인관계
능력에서는 팀웍능력, 정보능력에서는 컴퓨터 활
용능력, 기술능력에서는 기술이해능력, 조직이해
능력에서는 업무이해능력, 직업윤리에서는 공동체
윤리 등 상위요인으로 나타났다. 
  Jung[16]은 임파워먼트가 많을수록 조직 구성
원의 혁신행동도 많이 하기 때문이라 하였고, 
Kim, Kim, Lee, Kim[1]은 신입 사원 채용 전형
에 있어 최근 인턴십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체로 조직을 잘 이해하고, 조직 시스템에 적응
과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호한다고 
하였으며, Park, Oh, Park[17]은 공기업과 사기
업에서 선호하는 직원은 팀워크, 고객지향성, 전
무지식이 주요 인재상이라 하였다. Ryu[18]는 의
사소통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의미구
성능력과 맥락이해능력을 통해 자신의 의사소통 
행위를 돌아보고 주변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능력
을 키워주어 올바른 의사소통 행위를 할 수 있도
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와 같
은 이유에 있어 스포츠계열 공공기관 취업을 위
해 체육계열 학과에서는 NCS 체계와 교육과정을 
일치시키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인재상에 대한 미
래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NCS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가치 있는 방향성이
라 하였다. [19]. 또한, Lee, Kim[15]은 문서기안
하기, 문서기안 자료조사, 문서기안 자료 정리하
기처럼 사무행정 직무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요인
이라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와 있듯이 스포
츠계열 공공기관에서도 문서해결 능력이 상위에 
있는 것처럼 체육계열 학생들이 기초능력 향상을 

위하여 문서를 기안하고 완성하여 업무를 완성하
는 교육과정을 교과목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각 시도 체육회 
등 직업능력에 있어 현장 실무에 있어 정보능력
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사항으로 Kwon, Baek, 
Cha[21]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적용한 특
정 교과목을 대학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제로 설계
하여 운영 하였을 경우 공공기관 취업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에 체육계열 학생들에게 의
사소통 역량 교육과 국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교양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여 학생들에게 
소통하는 역량을 증진 시킬 필요가 있으며, 무엇
보다도 고용노동부의 NCS 정책의 협업과 일관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체육계열 학
과에서는 NCS 기반 채용 제도에 있어 공공기관
이 지향하는 인재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스펙이나 개인화 보다는 
조직 문화에 적응 할 수 있는 실제 직무에 적용 
가능한 직무능력을 검증 할 수 있는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서 체육계열 
학생들이 타과 학생들에 비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체육계열 학과뿐만 아니라 
전공교수들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NCS가 도입된 현 시점에서 스
포츠계열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인재상에 대한 우
선순위를 분석함으로써 체육전공 학생들에게 필
요한 기초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 있어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제
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NCS를 도입한 스포츠계열 공공기관의 
모든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못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우 연구에 있어서는 NCS 도입을 하고 
있는 스포츠계열 공공기관 중 학생들이 가장 선
호하는 공공기관을 선별 한 후에 그들이 원하는 
인재상에 대한 직업기초능력을 확인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부분 학과에서는 취업 특강을 실시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장에 적용 가능한 NCS 특
강을 지속적으로 진행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스포츠계열 공공기관 맞춤 인재상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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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NCS 기반 채용에 대하여 대한체육회나 국
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직무능력 중심 및 직무능력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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