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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평생직업개발에 대한 중요성 인식, MOOC의 확산과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시스템 마련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기술공학분야의 역량기반 평가 도구와 시스템에 대한 설계·개발에 대한 연구는 미
진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기술공학분야의 직무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Competence-

based Assessment System for Lifelong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 CBAS-LVCD)을 설계 및 구축하였다. CBAS-LVCD는 
NCS 기반 루브릭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학습자를 평가하고 기술공학분야에서 사용할 시뮬레이션 도구를 제공한다. 이는 실습

과 온라인 시험이 제한적인 기술 엔지니어링 분야의 실무에 필요한 역량을 평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Abstract ]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lifelong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the proliferation of MOOC, and interest in 
online education have increased. As a result, efforts are continuously being made to develop an education system for lifelong voca-
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However, research on design and development of competency-based evaluation tools and systems 
in the field of technology engineering is still insufficient. In this paper, we designed and implemented a Competency-based Assess-
ment System for Lifelong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CBAS-LVCD). CBAS-LVCD utilizes NCS-based rubric-based 
assessment tools to evaluate learners and provides simulation tools for use in technology engineering. This is expected to be of great 
help in assessing the competencies required for practical affairs in the field of technology engineering, where practical work and 
on-line testing are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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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온라인 학습자 평가도구 도출을 위하여 [3]을 먼저 수행

하였으며, 그 결과 표 1과 같은 10개 평가도구가 선정되었다. 
평가 도구 타당화를 위한 중요도-활용도 분석을 분야별 전

문가 20인을 대상으로 5점 척도로 실시한 결과, 활용도에서

는 필기시험 4.09, 문제해결 시나리오 3.68, 온라인실습 3.65, 
실험보고서 3.58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중요도에서는 포트

폴리오 3.96, 온라인실습 3.86, 사례연구과제 3.82, 문제해결 

시나리오 3.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B. 역량기반 학습자 평가 도구 특징 및 활용 방안 

www.e-koreatech.ac.kr(e-koreatech)은 기술공학분야 재직

자 및 구직자의 평생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확대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e-koreatech은 NCS를 기반으로 기술공학분야 직

무 역량 달성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학습자들의 직

무에 필요한 역량을 서비스하기 위한 과정이수체계도를 제

공하고 있으나, 해당 직무의 역량들을 펼쳐놓은 것에 불과

하므로 학습자의 직무 역량 달성 정도 및 추후 달성해야 하

는 역량을 과정이수체계도에 표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e-koreatech의 평가는 학습자가 속한 또는 취업하고자 하는 

조직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달성했는가를 평가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하여 역량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이 가능해야 한

다. 이를 위하여 [3]의 연구가 선행되었으며, [5]의 연구에서 

개발된 역량기반 학습자 평가 도구들을 살펴본 결과, 기술공

학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평가 방법은 과제인 것으로 나타

났다. 과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더 중요한 평가 방

법이기 때문에 CBAS-LVCD는 학습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피드백, 온라인 실습, 포트폴리오 등 학습자의 학습 과정 

및 학습 내용을 면밀히 관찰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I. 서 론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기반으로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시스템 마련을 위한 노력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기존의 논문은 특정 대학, 특정 전공에 한

정하여 그에 맞는 NCS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에 주로 초점

을 맞추고 있다[1,2]. NCS와 같은 역량기반 교육 과정이 증가

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평가 도구와 시스템에 대한 

설계·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직업능력개발 분야

의 교육 효과성과 학습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라인 교육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을 위한 평

가시스템이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여전히 과제, 지필고

사와 같은 평가 도구에 한정되어 있어 공학분야에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3]. 현재 온라인 평가 도구는 학습 결과의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고, 학습 과정이나 내용 관찰을 통한 

지속적인 학습 관리 및 지원 부분에는 미흡한 실정이다[4]. 
본 논문은 기술공학분야의 직무능력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NCS 기반 평가 도구를 활용하고 온라인 실습 및 실험 환경

을 제공함으로써, 기술공학분야의 실무 능력을 평가하기 위

한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II.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온라인 평가시스템 

설계 및 구축

A. 역량기반 학습자 평가 도구 도출 및 타당화

CBAS-LVCD에 적용하기 위한 공학분야 직무능력평가를 

표 1. 공학 직무능력평가를 위한 온라인 평가도구 (강민석 외, 2016, p. 280)

Table 1. Competency based assessment tools for online in engineering disciplines (Kang et al., 2016, p.280) 

평가도구 정의

문제해결시나리오 문제(problem)를 해결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문제 해결에 이르는 과정을 평가

필기시험 주어진 질문 유형에 맞는 답을 작성하도록 하여 단순 회상 또는 인지만을 평가

사례연구과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유사한 이전의 사례 들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을 선정하여 그 성공이나 실패 요인을 분석, 적용하여 평가

일지/저널 매일 또는 장기적으로 평가 대상자의 학습과정이나 결과를 기록한 것을 평가

캡스톤 디자인 보고서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과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 전문기술, 태도 등 전문역량을 최종적, 종합적으로 평가

에세이 하나의 이슈나 주제에 대해서 학습자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진술한 결과를 평가

온라인 실습 과제 및 교과에서 요구하는 일련의 실습 과정과 결과를 온라인상에서 평가 

실험보고서 과제 및 교과에서 요구하는 일련의 실험 절차를 설계하고 적용한 과정/결과를 평가

포트폴리오 교육과정에서 수집된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노력과 성과를 모니터링하여 전반적인 학습 능력을 평가

상호작용 지수
온라인 학습 참여자(교수자, 학습자 등)와의 의견 및 정보 교류의 빈도와 방향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호작용 지수(SNA)를 산출하여 개

인별, 팀별 참여 정도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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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개발 교육 시스템)과 SSO 및 Rabbit MQ 연동, NCS 기반 

자료 저장, 평가모듈 등을 구현하였으며, php 및 html, css, 
javascript, ajax를 이용하여 node.js 기반으로 구현하였다. 

수 있는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개발하였다.
그림 1은 각 평가 항목 별 상세 정보를 표시하는 화면으로 

평가 대상자 별 응시 여부, 완료여부, 점수 획득 현황 등을 확

인할 수 있고, 각 항목 클릭 시 제출물 내용을 확인하명서 점

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온라인 실습은 그림 2와 

같이 시험을 응시하는 화면에는 왼쪽에는 문제가, 오른쪽에

는 실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편집기가 제공되며 시험에 

응시한 후에 피평가자 스스로 제출물을 확인하고, 자동 채 

결과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결과 화면을 구현하였으며 시

험 결과를 포트폴리오에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시켰다.

C. 역량기반 온라인 평가 시스템 설계 및 구축

1) CBAS-LVCD의 설계 및 구축

C B A S - LV C D는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기능, 

e-koreatech(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 평생능

그림 1. 평가 항목 생성 화면

Fig. 1. View for creating assessment items.

그림 2. 온라인 실습 시험 응시 및 결과 확인 화면

Fig. 2. View for taking the online practicing test and checking the result of test.

그림 3.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역량기반 평가 시스템 구조도

Fig. 3. Architecture of CBAS-LV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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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루브릭(Rubric) 기반 역량 평가 도구 및 평가 주체

기술공학은 전공 분야 별 학습 주제가 광범위하고, 수강생

의 이해도를 평가하는 데에 있어 객관식, O/X, 단답형, 서술

형 형식의 문항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CBAS-LVCD는 

루브릭 기반의 논술형 및 모의 실습형 평가 유형을 제공한다. 
학습자들이 학습 결과로 무엇이 구체적으로 요구되는지 파

악이 가능하고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장려에 이점이 있

는 루브릭은 공학 직무능력의 성취 정도를 측정하여 종합적

인 평가를 하는데 목적이 있고 추후 교육목표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기능 및 역할을 하는 총체적 루브릭과 평가자의 주

관성을 최대한 배제하여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

을 하는 분석적 루브릭(채점기준)이 있다.
표 3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루브릭은 학습자의 평가결

과에 대한 수준을 제시하는 기능 및 역할을 한다. 루브릭은 

평가도구에 따라 평가 채점 주체가 달라지는데, 평가 채점 

주체는 크게 4가지로 나뉜다. 기술공학분야 온라인 교육 운

영 기반 관점에서 도출된 평가 도구별 활용 가능한 평가 채

점 주체는 표 4와 같다.
CBAS-LVCD에서 사용된 평가 채점 주체 중 시스템 자동 

채점은 미리 마련해 둔 채점기준인 단어 및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 채점하도록 설계하였으나, 구현은 단어(키워드) 기반으

로 자동 채점하도록 구현하였으며 추후 문장형태의 자동 채

점도 가능하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시스템 자동 채점은 키워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CBAS-LVCD는 PUT(Restful 
API) 및 UPDATE시 LMS에 API를 호출하여, 동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였다. CBAS-LVCD의 데

이터베이스는 역량기반 학습자 평가시스템에서만 활용되었

기 때문에 학습자 평가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사용자, 과정정보, 콘텐츠 정보, 평가항목 정보를 최소한으로 

저장하고 있어 LMS으로부터 요청 시 유효성 검사에 사용된

다. 즉, e-koreatech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하지 않고, API를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만 요청하고 이 

정보들을 활용해 사용자 유효성, 과정의 유무 등을 확인한다. 
공학분야에서 기초 및 전공 능력 강화를 위한 문제해결 시

나리오, 온라인 실습 등에 많이 사용되는 동료평가는 학습자 

전체 또는 특정한 학습자를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시
스템 자동 채점을 활용할 경우 미리 마련해 둔 채점기준(키
워드 매칭)을 기반으로 자동 채점하는 것이 가능하다. 문제

해결 시나리오는 필요 시 교수자 및 학습자가 평가 루브릭을 

직접 생성하여 채점이 가능하도록 개발하였다. 또한, 온라인 

실습에 대한 시나리오는 프로그래밍 코딩 역량을 제고하는 

목적을 사례로 해서 평가범위, 평가문제, 평가목적, 평가방

법, 평가문제 출제방법, 평가 응시, 채점 방법, 결과보기를 제

공하도록 개발하였고, 포트폴리오의 경우는 별로도 교수자

가 출제하는 문제는 없으나 학습자의 직무능력 기반 평가지

표를 재설정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표 3.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수행준거 및 루브릭 예시

Table 3. Exemplification of rubric and performance criterion for problem solving ability

평가도구 문제 해결 시나리오, 사례연구과제, 캡스톤 디자인 등

수행준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문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하여 이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다.

루브릭

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문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여 이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적절히 해결한다.

중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문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여 이를 일부 인식하고 일부만 해결한다.

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문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여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다.

평가항목

사고력 업무와 관련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함에 있어 창조적, 논리적,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문제처리능력 업무와 관련된 문제의 특성을 파악, 대안을 제시, 적용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피드백

채점기준

하 중 상

0 1 2 3 4

사고력

과제를 수행하

지 않았다.

과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

하였으나, 창조적, 논리적, 

비판적인 면에서 아주 부족

하게 수행하였다.

과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

하였으나, 창조적, 논리적, 

비판적인 면에서 조금 부족

하게 수행하였다.

과제와 관련된 문제를 창조

적, 논리적, 비판적으로 수

행하였으나, 일부 논리적인 

오류가 있었다. 

과제와 관련된 문제를 창조적, 

논리적, 비판적으로 올바르고 적

절하게 수행하였다.

문제처리  

능력

과제를 수행하

지 않았다.

과제에서 제시한 문제의 특

성파악, 대안제시, 적용, 평

가 및 수정 등의 활동을 수

행하지 못했다.

과제에서 제시한 문제의 특

성파악, 대안제시, 적용, 평

가 및 수정 등의 활동을 일

부만 수행하였다.

과제에서 제시한 문제의 특

성파악, 대안제시, 적용, 평

가 및 수정 등의 활동을 대

부분 수행하였으나 일부 오

류가 있다.

과제에서 제시한 문제의 특성파

악, 대안제시, 적용, 평가 및 수

정 등의 활동을 정확히 수행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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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에서 설계 및 구축한 NCS 기반의 다양한 루브릭 

기반 역량 평가 시스템인 CBAS-LVCD은 온라인 직업교육에

서 활용할 수 있는 평가도구 및 루브릭을 적용한 평가 시스

템을 만들어서 적용해 봄으로써, 학습자들의 직무역량 평가

에 필요한 요소 및 평가 방법을 찾기 위한 일환으로 구축되

었다. 현재 본 시스템은 www.e-koreatech.ac.kr에서 테스트에 

연결하여 테스트 중에 있다. 1차 테스트 결과, 온라인 직업교

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 평가도구 및 루브릭으로 자기

평가, 동료평가, 포트폴리오를 활용하면 이론적 사실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습득된 역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

로 기대된다. 또한 평가와 동시에 평가 결과에 대한 교수-학
습자, 학습자-학습자 간 피드백 기능이 도입됨으로 인해 교

수-학습자간의 의사소통 도구로서의 활용서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온라인 환경에서는 시스템 구현을 통해 자기평가

와 동료평가를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고, 평가 결과를 자동

적으로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교실 환경에서 접근

이 어려운 다양한 평가를 실시가 가능함으로 다양한 이론과 

실습으로 직무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일 경우 철저하게 직업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

는 계기 마련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CBAS-LVCD는 기술공학분야에서 사용하는 학습성과를 

위해 활용되는 포트폴리오 및 온라인 실습 환경을 제공함으

로써, 교수자, 운영자, 학습자들에게 평가도구 및 활용에 대

한 이해를 도모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실습 및 온라인 시

험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기술공학분야의 실무능력 

평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 실

제 개발된 직무역량 기반 평가시스템인 CBAS-LVCD의 적용

에 따른 효과성 비교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드 기반 자동 채점한 후 운영자과 교수자가 확인 및 보정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자와 교수자의 업무 경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공학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

고 있는 문제해결 시나리오 및 온라인 실습에서 사용되는 채

점 주체인 동료평가는 학습자의 제출물을 같은 과정 내 다

른 학습자들이 평가한 점수가 절대평가 점수로 반영되며, 해
당 평가항목을 응시 한 학습자들이 동료평가에 대상이 된다. 
동료평가 점수는 같은 과정 내 학습자들이 준 점수의 평균값

이 최종 점수에 반영된다. 학습자의 학습참여 정도를 평가하

는 상호작용지수 평가의 경우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는 다른 

학습자의 제출물을 평가하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 점수를 받

는 방법으로, D라는 학습자가 동일한 교과목을 듣고 있는 A, 
B, C라는 학습자에게 배점을 주는 행위 및 피드백을 작성한 

행위를 함에 따라 D의 점수가 부여된다. 상호작용 행위에 따

라 배정된 점수의 합을 D라는 학생이 상호작용 행위를 한 학

생들의 수로 나눈 값이 최종 점수에 반영된다. 그림 4는 이를 

도식화한 것이다.

표 4. 평가 채점 주체 및 활용가능 평가 도구

Table 4. Subject of assessment scoring and usability assessment tools

채점 주체 설명 활용가능 평가 도구

시스템 자동 채점 키워드를 통한 자동 채점
문제해결시나리오, 일지/저널, 캡스톤디자인 보고서, 에세이, 온라

인 실습, 실험보고서

동료 평가 다른 학습자들이 평가한 점수로 절대 평가
문제해결시나리오, 사례 연구 과제, 일지/저널, 캡스톤디자인보고

서, 온라인 실습, 포트폴리오, 실험보고서, 참여지수

자기 평가 내 평가를 본 자신이 평가 일지/저널, 캡스톤디자인 보고서, 에세이, 포트폴리오

상호작용 지수
학습자가 다른 학습자의 평가를 참여했는지의 여부에 따른  

참여지수평가
참여지수

그림 4. 동료평가와 상호작용지수

Fig. 4. Peer-assessment and interaction ind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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