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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공의 교육과정에서 NCS를 용한 교과목을 실제로 운 한 교수자들의 경험을 FGI 조사를 통해 

심층 으로 분석하여, 향후 NCS 기반의 교육과정 설계  운 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는 첫째, 교육 장에 

도입된 NCS에 해 교수자들은 반 으로 NCS의 취지와 배경을 잘 알고 있었고, 문헌정보학 NCS 교과과정에 해 직무요소 

도출의 비 성, 실제 교육  실무 장의 의견 미반 , NCS 분류체계의 문제 등을 제시하 다. 둘째, NCS 교과 운  경험에서는 

산출물 서류 작업의 부담감, 평가의 방법이나 시기의 차별성, 학생과의 의사소통 필요성에 한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셋째, 

NCS 교과 운 의 문제 에 해서는 한 수업인원  교육시간의 부여 필요성, 추가 교육시간  재평가의 필요성, NCS 

교육과정 운 을 한 지원시스템의 구축 필요성, 실습기자재의 구비 필요성, 상 평가제도와 NCS 평가제도와의 불일치 문제, 

교육 장  실무에 용될 수 있도록 능력단 와 수행 거의 보완 필요성 등을 제기하 다. 넷째, 향후 NCS 교과의 개선방안에 

해서는 수업인원의 한 배정, 실습기자재의 충분한 지원, 문헌정보학 분야의 특수성  장 실무와 경험을 반 한 능력단  

 능력단 요소의 개선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문헌정보학 공에서 향후 NCS에 기반을 둔 한 

교육과정 설계  운 을 한 몇 가지 시사 을 제시하 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in depth the personal experience of Instructor during National 

Competence Standards(NCS) Curriculum at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We conducted in 

depth interview(FGI) with participants who had recently experienced and data analysis was undertaken. We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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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s leading to a 

better updated version of NCS development. As a result, First, The instructor had generally familiar with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NCS. and they issued the inadequacies of job elements, non-reflection of the 

opinion on field education, the problems of classification of NCS. second, In the experience of NCS curriculum 

operating, There were the paperwork burden, Problems of methods of evaluation, evaluation period discrimination, 

the need to well communication with students. Third, In the problems on the NCS Curriculum operating, we 

found that there were The need on the proper Class size/hour, additional education, re-evaluation, Support 

system for NCS Curriculum operation, tools for practice, discrimination between relative evaluation and NCS 

evaluation, Enhancement for Competence/Standards. Fourth, On The ways of improving for NCS curriculum, 

We found that There were Class size, Support tools for practice, The improvement Competence/elements/standards 

based on LIS characteristic. The result of this study may contribute for improving the overall environment 

Based upon FGI analysis, several new directions for NCS education in the filed LIS curriculum are suggested.

키워드: 국가직무능력표 (NCS), 문헌정보학, NCS 기반 교육과정, 교육 경험, FGI
National Competence Standard(NC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NCS-based Curriculum, 
Educational Experience, Focus Group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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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목   필요성

국가직무능력표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은 산업 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 별로 체계화한 것(자

격기본법 제2조 제2호)으로, 산업 장의 직무를 

성공 으로 수행하기 해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  차원에서 표 화한 것을 

의미한다. NCS는 산업 장의 직무수요를 체계

으로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일-교육․훈련-

자격’을 연결하는 고리로 작용하여, 교육훈련기

은 장에서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기 으

로 교육훈련과정, 직업능력개발 훈련기   교

재 개발 등에 활용하여 산업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고, 기업은 근로자를 상

으로 경력개발경로 개발, 직무기술서, 채용․배

치․승진 체크리스트, 자가진단도구 등으로 활

용할 수 있다(교육부 2015). NCS를 학교 교육

과정에 반 하여 장에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를 교수학습하고 평가하여 장직무수행능

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NCS 교육과정

이라 할 수 있다(정향진 2013, 7-8).

문헌정보학 공은 실용학문이라는 특성 때

문에 교육기 에서 학습한 내용을 실제 도서  

 정보서비스 제공기  장에 용․통합하

여 문 인 능력과 기술을 익히고 개발할 수 

있는 교육철학  과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

로 재의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에서 문헌정보

학 공 학생들의 실무 응력을 높이고 장 

직무능력을 제고하기 한 유용한 안으로서 

국가직무능력표 (NCS)을 용한 교육과정의 

운 을 제시할 수 있다. 재 문헌정보학 공 

분야와 련된 국가직무능력표 은 NCS의 분

류체계상 ‘문화․ 술․디자인․방송’의 분류 

아래 ‘문화․ 술’ 분류, ‘문화 술경 ’ 소분

류 체계를 거쳐 가장 하 단계인 ‘문헌정보 리’

라는 세분류로 2014년에 개발되어졌다. NCS 

‘문헌정보 리’직무는 ‘문헌정보수집’, ‘문헌정

보조직’, ‘이용자 정보서비스’ 등 총 11개의 능

력단 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11개의 능력

단 는 총 39개의 하  능력단 요소로 세분되

어 있는 상황이다(노동부 2014).

하지만, 2014년에 개발되어진 NCS ‘문헌정보

리’ 직무는 그것이 재 도서  장에서 실질

으로 이루어지는 직무 활용성  장 수요, 

교육 장인 학에서 필요로 하는 문헌정보학 

교육의 효과성과 실용성, 실증  요구 등을 제

로 반 하고 있는 지에 한 검증  분석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 NCS ‘문헌정

보 리’ 직무 구성요소를 학 교육 장에서 반

하여 문헌정보학 공 교과목에서 용하여 

검토한 실증  경험  사례를 NCS 기반 교육

과정 개발에 반 한 연구도 거의 존재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문헌정보학 공 분야의 교육

과정에서 국가직무능력표 (NCS)을 용한 교

과목을 실제로 설계하여 운 한 후 그 교과 운

에서 체득된 경험  운 의 시사 을 실증 으

로 연구,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공에서 NCS 

‘문헌정보 리’ 직무를 용한 특정 교과목의 교

과과정을 실제로 운 한 교수자들의 경험을 FGI

를 통해 심층 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문

헌정보학 공에서 NCS에 기반을 둔 교육과정 



문헌정보학 공에서의 국가직무능력표 (NCS)을 활용한 교과목 운 에 한 연구  131

설계  운 의 개선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1.2 연구 내용

본 연구의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NCS 기반 교육과정이 용된 문헌정

보학 공 교과목을 실제로 운 해 본 경험이 

있는 문헌정보학 공 분야 교수자들을 상으

로 FGI 조사방법을 통해 실증  교수 경험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심층 으로 분석한다. 

둘째, FGI 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NCS

를 용한 문헌정보학 교과목의 설계  운

에 있어 향후 개선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2. 이론  배경 

2.1 국가직무능력표 의 개념  황

국가직무능력표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이란 산업 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하여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분야별, 수 별로 체계화한 것을 말

한다(한국산업인력공단 2010). NCS는 그간 노

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별도로 운 해왔던 

국가직업능력표 (NOS: 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과 국가직무능력표 (KSS: Korean 

Skill Standards)을 통합한 표 이라 할 수 있다

(양혜련, 유지선 2013). NCS 개발은 2002년부

터 기․ 자분야 송․변 설비 등 분야의 18개 

직무능력표 이 개발된 것을 시작으로 2015년 

12월 재 1천여 개의 직무능력표 이 개발되

어 있다(한국산업인력공단 2015). NCS 련 과

제는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의 주도아래 주로 수

행되고 있는데, NCS  NCS 기반 학습모듈 개

발의 연계, 장성  활용성 확보를 해 고용

노동부, 교육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직업능

력개발원 등 련 기 이 업체계를 구축하고, 

NCS 개발과 NCS 학습모듈 개발의 연계를 

한 공동 매뉴얼 보완  련 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이다(정향진 2013).

직업기 능력을 포함한 NCS의 도입은 정부

가 학생들의 취업능력 향상과 취업 후 응

력 향상을 한 체제를 구축하기 한 것으로 

산업계가 요구하는 수 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핵심 인 역할을 담당하리라 기 되고 있다. 

그리고 학은 산업체에서 원하는 수 의 인재

를 양성하기 해 문지식  기술과 함께 직

업기 능력을 교육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허

주 2016). NCS는 업무의 과정보다는 업무의 

성공  수행에 을 가지고 있으며 찰 가

능한 행동에 을 두며 개인 보유 능력의 양

보다는 능력의 질이 일정 수 에 도달했는지 

여부에 집 하고 있다(김도  2016).

NCS는 체계 인 개발과 활용을 해 산업

장 직무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수 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NCS에 기반을 둔 훈련과정 개발 시 

훈련 직종(세분류)과 상자(수 ) 선정의 기

 정보로 활용된다. 이러한 분류 체계는 한국

고용직업분류(KECO)에 부합되고 분류되어 있

는데 ‘ 분류(24) ￫ 분류(80) ￫ 소분류(238) 

￫ 세분류(887)’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분

류는 ‘직무’를 의미하며 이 단 에서 표 이 개발

된다(한국산업인력공단 2015). ‘직무’는 기본 요

소로 ‘능력단 ’를 갖는데 능력단 는 한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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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가직무능력표 (NCS) 능력단  구성(교육부 2015)

내에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개별 역할인 직무능

력을 단 (unit)화하여 개발한다. NCS는 여러 

개의 능력단  집합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각 

능력단 는 다시 능력단 요소별로 해당 능력

단 요소의 직무에 필요한 수행 거와 지식, 

기술, 태도를 정의하게 된다(권선 , 백지원, 

차성종 2015).

2.2 문헌정보학 공 분야 NCS

문헌정보학 공 분야의 NCS는 2011년 

안이 작성된 후 2014년 고용노동부 주 으로 

2차안을 개발하여 발표하 다. 문헌정보학 분야

는 NCS 분류체계상 ‘문화․ 술․디자인․방

송’ 분류에 속해 있으며 ‘문화 술경 ’이라

는 소분류 하에 세분류 수 에서 ‘문헌정보 리’

라는 단일 항목으로 존재한다(<그림 2> 참조). 

NCS 개발에는 산업 장, 교육훈련, 자격 부문

으로 나 어 총 7명의 개발 문가가 참여하

으며 WG(Working Group) 심의 원, 검토

원, 한국 진흥 회,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문가 등 총 30명의 련 산업 장 문가의 

검증을 거쳤다(고용노동부 2014).

국가직무능력표 은 원칙 으로 NCS 분류

분류 7. 사회복지․종교 8. 문화․ 술․디자인․방송 9. 운 ․운송

분류 1. 문화․ 술 2. 디자인 3. 문화콘텐츠

소분류 1. 문화 술경 2. 실용 술 3. 공연 술 4. 문화재 리

세분류 01.문화․ 술기획 02.문화․ 술행정 03.문화․ 술경 04.문헌정보 리

<그림 2> ‘문헌정보 리’ 직무의 국가직무능력표 (NCS) 분류체계(차성종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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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의 세분류 단 에서 개발되어지고, 직무는 

NCS 분류체계의 세분류를 의미한다. 재까지 

개발된 문헌정보학 분야의 NCS 직무는 ‘문화․

술․디자인․방송’ 분류하의 세분류로 작

성되어진 ‘문헌정보 리’ 1개만 존재하고 있다. 

‘문헌정보 리’ 직무는 ‘이용자가 정보이용/조사

/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의 문헌정보를 생성, 수집, 조

직, 보존  제공하는 일이다’라고 정의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2014).

‘문헌정보 리’ 직무는 2014년 개정 을 기

으로 문헌정보수집, 문헌정보조직, 이용자 정

보서비스, 문헌정보시스템운 , 도서  정보센

터 경 리, 문헌정보 실무 연구수행, 문헌정

보 이용 분석, 문헌정보 보존, 문헌정보큐 이

션, 문헌정보 서비스 마 , 독서문화 로그램 

운  등 총 11개의 능력단 로 구분되어 있고, 

이러한 11개의 능력단 는 총 39개의 능력단

요소로 세분되어 있다(고용노동부 2014). 2016

년 7월 재 ‘문헌정보 리’ 직무의 NCS 학습

모듈은 아직 미개발 상태이다. 따라서 문헌정보 

분야에서 NCS를 용하고자 하는 경우 NCS에 

정의된 ‘문헌정보 리’ 직무의 능력단 별 세부

요소를 참고하여 개별 기 이 자체 으로 교육

훈련 내용과 운  방식을 설계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3 NCS 교육과정에서 교수자의 역할과 경험

NCS 련 연구는 지 까지 체로 자체의 기

반 구축  제도화 방안이 주로 연구되었지만 최

근 들어 NCS 활용에 있어 교수자의 역할이 강

조되고 있다(권선 , 백지원, 차성종 2015; 김

연경, 송해덕, 이지  2015). 김연경, 송해덕, 이

지 (2015)은 NCS의 실제 인 문제를 해결하

기 한 방법  하나로 교육 문가의 역할  

역량을 강조한바 있다. 교수자는 교육 문가로

써 교육과 련된 문 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

고 교육 장에서 자신들의 역할과 직무를 효과

으로 수행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NCS 기반 교과의 수업 진행은 일반 인 학 

교과의 수업진행 형태와 유사하다. 하지만 무엇

보다 실무에서 활용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기 

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교수방법을 필요로 한

다. 최근까지 이루어진 NCS 연구와 동향을 살

펴볼 때 NCS의 효과 인 교수방법으로 자원기

반학습(RBL: Resource-Based-Learning)과 문

제기반학습(PBL: Problem Based Learning)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자원기반학습은 교수자가 제공하는 강의만을 

듣고 학습하는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학습자원

을 필요로 한다. 이 자원기반학습 환경에서 교

수자는 학생이 독립 인 학습자가 되도록 학습

을 지원하고 멘토하는 역할을 가진다. 특히나 

‘무엇을 하여야 한다’가 아닌 ‘무엇을 할 수 있다’

는 NCS 환경에서는 특히나 이러한 학생의 독립

, 주도  학습은 매우 요하며, 이를 한 교

수자의 역할이 요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 

과정에는 학습자가 스스로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메타인지 략이 필요하며 

교수자의 역할이 요하다(Lester 1985). 교수자

의 역할로 인해 진된 메타인지 략의 향상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학업 성취를 향상시

킬 수 있으며 교수자가 맹목 으로 략을 사용

하도록 가르치는 방법에 비해 효과 이었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강명희, 김민경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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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문제기반학습은 문제해결능력과 

동학습능력이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 부분의 

교육 분야에서 그 용가능성에 해 활발히 논

의되고 있는 교수 학습방법이다(장정아 2005). 

문제기반학습은 학습자들에게 실제 인 문제

(authentic problem)를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개별학습과 동학습을 

통해 해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

어지는 학습방법이다(장정아 2005). 특히나 문

제기반학습에서는 교과에서 강조하는 내용을 학

습하는 것과 함께 문제해결능력을 기르는 것이 

주요한 교육목표라는 은 앞서 자원기반학습과 

마찬가지로 ‘무엇을 하여야 한다’가 아닌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과 동일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  배경을 기반으로 교육환경에서 

교수자의 경험은 체제  교수설계(Instructional 

System Design: ISD)의 바탕이 된다. 특히나 

교수 패러다임은 시 의 변화에 따라 개체 심

의 행동주의로부터 인지주의를 거쳐 계 심

의 구성주의로 변화되어 왔다. 구성주의는 주

 경험에 근거한 개인  의미를 창출하는 것에 

학습의 목 을 두고 있으며 이를 도와주는 것이 

교수자의 역할이라는 이다(김희  2009). 

이 같은 은 비단 NCS 교육환경에서도 다

르지 않다. 특히나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목표

를 달성하기 해서는 교수자의 경험이 반 된 

교수설계가 요할 것으로 단되며 한편으로 

과거의 학자  이론가가 아닌 문제해결을 한 

컨설턴트, 성찰  참여자  창의  교수자로

서의 역할이 요구된다(김희  2009). 

김연경, 송해덕, 이지 (2015)은 NCS 교육

문가의 역할과 역량을 ‘NCS 교육과정개발자’, 

‘NCS 교육설계자’, ‘NCS 교재개발자’, ‘NCS 교

수자’, ‘NSC 교육훈련 평가자’, ‘NCS 직무능력

평가자’ 등으로 나 어 살펴보았다. 이  교육

장과 가장 한 ‘NCS 교수자’는 NCS지식, 

NCS 기반 수업에 한 지식, 공․직무분야 지

식을 갖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만, 실제 교육 장에서는 교수자가 교육설계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가되는 역량으

로 교수 설계 지식도 포함된다. 

지 까지 살펴본 바 교수이론과 교수자의 역

할은 분명 NCS 교육환경에서 요하게 살펴보

아야 하며 교수 설계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

분이지만 이와 더불어 실제로 교수를 설계하기 

해서는 NCS 교과의 교육경험이 반 될 필요성

이 있다. 특히나 NCS는 교수자의 복합  경험이 

실제 교과에 반 되는 것이 효과 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통 인 교과의 이론 연구자가 

아닌 실무경험자가 교수자일 경우 실무의 경험, 

반성  성찰 등이 비교  잘 달될 가능성이 있

기 때문이다(권선 , 백지원, 차성종 2015).

2.4 선행 연구

2002년도에 시작된 NCS는 국가직무능력표

 그 자체의 기반 구축  제도화 방안을 넘어 

이제 각 학문별, 자격별 분야에서 NCS를 활용

하기 한 연구로 확 되고 있는 실정이다(차

성종 2016). 지 까지 NCS와 련한 석, 박사 

학 논문,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살펴보

면 기계, 건축, 디자인, 회계, 호텔, 비서, 애니메

이션, 피부미용, 패션, 실용음악, / , 문

헌정보 분야 등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공분

야 연구는 아니지만 NCS 직업기 능력의 교양

교육에 한 연구도 이루어진 바 있다(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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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한편 국내 NCS 연구 실태와 연구 동향을 

종합 으로 분석한 김동연, 김진수(2013)의 연구

에 따르면, NCS 련 연구의 방법으로서 비 이 

높은 순서부터 개발 연구, 문헌 연구, 내용 연구, 

양  연구, 실험 연구 등의 순인 것으로 악되

었다. 한 연구 상별로는 기업체, 2년제 학, 

4년제 학, 고등학교(직업교육기 ), 기타의 순

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악되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NCS 자체에 한 연구가 NCS의 실

제 용이나 성과 평가에 한 연구보다 비 이 

높고, 교육기   4년제 학보다는 2년제 학

에서의 연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권선 , 백지

원, 차성종 2015). 이는 2년제 학의 경우 4년제 

학에 비해 학문 심교육과정에서 실무교육

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NCS 

활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년제 학의 경

우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26.1%에서 74.7%

로 NCS를 극 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 향후 더 확 될 것으로 단된다. 문헌정보

학 분야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황은 비단 다르지 

않다. 실제로 문헌정보학 공 분야의 2015년 

재 NCS활용 동향을 살펴보면, 문헌정보학 

공이 개설된 문 학 5개교  4개교가 NCS

가 용된 교육과정을 운  인 것으로 악되

었고, 1개교는 교육과정 개설을 비 인 것으

로 분석되었다. 4년제 학 에서는 1개교만이 

NCS가 용된 일부 교과목을 운  인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학에서는 교육과정에 NCS의 

용을 검토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차성종 2016). 

하지만 NCS의 추진 목표가 산업 장의 직무 수

요를 체계 으로 분석하여 ‘일-교육훈련-자격제

도’를 일원화함으로써 산업 장에서 요구하는 인

력을 제 로 양성, 활용, 평가하는 교육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때, 향후 2년제 

학뿐만 아니라 4년제 학에서도 NCS를 극

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문헌정보학 분야의 NCS 연구는 최근 들어 두 

편의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권선 , 백지원, 차

성종(2015)은 특정 교과목의 교육과정을 NCS

를 용하여 설계, 운 하여 분석결과를 바탕으

로 교과과정의 효용성을 입증한 바 있으며 차성

종(2016)의 연구는 NCS 기반의 문헌정보학 

장실습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기   지침을 구

체화한 바 있다. 이 두 연구는 각기 다른 측면으

로 근한 연구로써 비교  다른 분야에 비해 잘 

연구되지 않은 문헌정보학 분야의 NCS 도입에 

한 기 연구로써 가치를 지닌다. 

종합해보면  분야에 걸친 NCS 련 연구

를 살펴볼 때 주로 NCS 과목 도입과 련한 

략, 구축 련 연구가 비교  많이 이루어진 반면 

실제 교수 사례에 해서는 상당히 드물게 연구

되고 있으며 교수자의 역할을 다룬 연구 한 드

물다(김연경, 송해덕, 이지  2015). 비록 김연

경, 송해덕, 이지 (2015)의 연구는 NCS 교육

문가의 역할  역량을 의미 있게 제시하고 있기

는 하지만 실제 교육 장의 NCS와 련한 교수

경험을 반 하지는 못하 으며. 그러한 에

서 본 연구의 교수자의 경험은 NCS 교과 설계

를 해 매우 유용한 연구가 될 수 있다.

3. 연구설계

3.1 연구 상  연구 차

본 연구를 수행하기 해서 먼  의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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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선정법(purposeful sampling)을 이용하여 

한 학기 이상 문헌정보학 공의 NCS 기반 교

과과정을 운 한 교수자 5명을 FGI 상자로 

선정하 다. 인터뷰는 2016년 2월 17일 서울시 

구 소재 회의실, 2016년 3월 11일 S 학 회의

실에서 2차에 걸쳐 각각 실시되었다. 인터뷰 상

자들은 모두 문헌정보학을 공하고 련 강의와 

연구를 진행하는 학계의 연구진  실무자로 구

성되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한 5명의 

상자에 한 일반  사항은 <표 1>과 같다.

NCS 교과과정을 운 한 교수자들은 체로 

문헌정보학 련 교과의 교수 경험뿐만 아니라, 

실제 도서   정보센터 장에서의 경험을 갖

고 있었다. 교수자의 교수경험  장 경험은 

사실 일반 교과에서도 요하게 고려되는 사항

이다. NCS 교과과정 한 이와 다르지 않지만, 

교수 경험 이상으로 실제 실무 경험이 상당부분 

요구된다. 하지만, 통 인 교수방법으로는 

장의 실무지식을 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

기 때문에 교과에 한 이해, 이론  배경, 그

리고 실제 장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교수자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능력을 가진 교수자의 경

우 학생들에게 보다 효과 으로 지식을 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교수자의 장 실무에 

한 경험은 매우 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

며 S 학에서는 교수자의 교육경험  실무 경

험을 면 히 검토하여 NCS 교과목의 강의 배

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상 NCS 교과

NCS에서 문헌정보학 공과 련된 직무명

은 ‘문헌정보 리’이며 본 연구에서 교수자들이 

진행한 교과목  기반한 직무 능력단 명은 

<표 2>와 같다.

이들 교과는 NCS 기반 교육과정 가이드라인

구분 성별 연령 직업 경력 NCS활용경험

A 남 48 교수 16년
2NCS 제도․자격설계

NCS 교육과정 개발․운

B 남 43 연구원 11년 NCS 교육과정 개발․운

C 여 43 교수 10년 NCS 교육과정 개발․운

D 여 49 강사 18년 NCS 교육과정 개발․운

E 남 47 강사 15년 NCS 교육과정 개발․운

<표 1> 인터뷰 상자의 일반  사항 

구분 교육 기간 상 인원 교과목명 능력단 명

A 2015년 8월 24일 ∼ 2015년 12월 4일 S 학 1학년 20 정보서비스 이용자정보서비스

B 2015년 3월  2일 ∼ 2015년 12월 4일 S 학 2학년 20 도서 자동화시스템입문 문헌정보시스템 운

C 2015년 8월 24일 ∼ 2015년 12월 4일 S 학 1학년 20 문헌정보조직: 분류실습 문헌정보조직

D 2015년 8월 24일 ∼ 2015년 12월 4일 S 학 1학년 40 독서․문화 로그램운 독서문화 로그램 운

E 2015년 8월 24일 ∼ 2015년 12월 4일 S 학 2학년 40 정보검색 문헌정보 큐 이션

<표 2> 담당 NCS 교과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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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에서 제시된 각 능력단 요소별 용범 , 

작업 상황  평가지침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교육의 기본  틀이 구성되었다.

NCS 기반 교과의 수업 진행은 일반 인 

학 교과의 수업진행 형태와 유사하지만 수업 

내용이 NCS에서 제시된 능력단  요소를 기반

으로, 실무에서 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

용으로 구성되었다는 은 기존의 수업과 가장 

큰 차이 이다. 본 연구의 NCS 기반 교과의 수

업은 먼  교수 학습안을 구성하기  장 문

가(도서  문가/IT 문가/정보서비스 기획

자 등)  교수자(교/강사  연구자 등)로 구

성된 S 학 문헌정보학과의 ‘교육과정개발  

운 원회’ 원들을 상으로 NCS 문헌정보

리 직무의 능력단   능력단 요소를 충족

시킬 수 있는 가장 합한 수 의 수업과정  

내용을 도출하여 용되었다.

일반 인 교과와 달리 NCS를 활용한 교과

에서는 능력을 학습하기 해 한 수업 인

원수를 권장하고 있다. 최근 권선 , 백지원, 차

성종(2015)의 연구에서는 20명 내외로 구성된 

수업인원을 상으로 NCS의 효과성을 밝힌 바 

있지만, 교과의 특성이나 실제 장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다룬 각각의 교과 수강인원의 차이는 동일하지 

않음을 미리 밝힌다. 한 각 교과는 기본 으

로 제시된 능력단  요소를 기반으로 구성되었

지만 교과별로 교수자에 따라 구체 인 교수방

법은 달랐다. 평가횟수, 평가방법, 커뮤니 이

션 방법의 경우도 다소 차이가 있었다. 를 들

어 직무능력평가 횟수는 최소 2회 이상을 시행

하도록 제시되었는데 2회 는 3회, 4회에 이르

기까지 다양하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고, 평

가방법 한 국가직무능력표 에서 제시하는 

평가방법은 11가지에 이르고 있는데 교수자들

은 그 에서 주로 ‘서술형 시험’과 ‘논술형 시

험’, ‘구두발표( 별평가)’ 등의 평가방법을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연구도구  분석 차

본 연구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 조사기법으로 수행하 다. 

본 연구를 하여 Krueger, Casey(2000)의 연

구방법에서 제시된 방법론을 바탕으로 인터뷰 

내용을 작성하 고, 연구자가 재직 인 학

의 교수와 연구자들을 심으로 모의테스트를 

실시하여 질문을 수정하 다. 수정된 질문을 

토 로 FGI를 실시하 으며 녹취 후 내용을 분

석하 다. 인터뷰의 내용은 <표 3>과 같다.

질문유형 분류 질문 내용 인터뷰 번호

Opening question NCS에 한 인식  태도 NCS에 한 인식 정도
Q1

Introductory question 문헌정보학교과 NCS에 한 견해 문헌정보학교과 NCS에 한 인식

Key question 실제 교과 운 에 한 경험

교과에 한 설명

기존교과와의 차이

교수자로서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

Q2∼Q6

운 상의 문제 (환경, 내  어려움) Q7∼Q11

Ending question 개선 방안 문헌정보학 교과 NCS의 개선 방안 Q12∼Q14

<표 3> 인터뷰 질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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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분석 

4.1 NCS에 한 인식  태도

본 인터뷰의 도입단계인 NCS에 한 인식 

 태도에 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인터뷰

는 ‘NCS의 취지와 배경은 무엇인가?’에 한

질문을 시작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반 으로 NCS의 취지와 배경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질문인 ‘NCS 시행에 

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해 ‘취업난

을 한 실 인 방안으로서의 한 방법

론’, ‘국가의 교육정책 방향에 부합되는 교육방

법’, ‘능력 주 사회를 한 인재 양성’ 등과 같

은 정  인식이 있는 반면 ‘ 학의 기능 상실 

 변질’, ‘교수자의 역할 변화’, ‘교수자의 부담’ 

등과 같은 부정 이거나 다소 우려하는 인식 

한 살펴볼 수 있었다. 세 번째로 ‘문헌정보학 

NCS 교과과정에 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가?’에 해서는 단순히 ‘익숙하지 않다’는 의

견뿐만 아니라, ‘직무요소 도출의 부 성’, ‘실

제 교육․실무 장의 미반 ’, ‘NCS 분류체계

의 문제’ 등으로 종합해볼 수 있었다. 인터뷰 결

과에 한 요약은 <표 4>와 같다. 

질문 인터뷰 내용 요약

Q1. NCS는 무엇

인가?

∙NCS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큰 차이 이라고 생각함. (연구참여

자 1)

∙‘NCS라는 건 산업 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해 요구되는 지식이나 기술 

등의 내용을 분야별로 표 화시켜놓은 것임.’ (연구참여자 2)

∙‘ 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며 직업 훈련과 유사하다고 생각

됨.’ (연구참여자 3, 4)

- NCS의 취지, 배경 등에 

한 높은 인식

Q1-1. 취지, 배경

은 무엇일까?

∙‘능력 심 사회 이런 틀 하에서 본격 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음.’ (연구참

여자 3)

∙‘취업난을 타개하기 한 효과 인 방법이라고 생각됨.’ (연구참여자 4)

Q1-2. NCS 시행

에 해 어떻게 생

각하고 있는가?

∙‘NCS 용  도입은 의미가 있지만 실 으로 가능한지에 한 의문이 

듬.’ (연구참여자 1)

∙‘직업훈련에 치 되어 학본연의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음.’ (연구참여

자 2)

∙‘한시 인 도입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리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지속 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 (연구참여자 4)

∙‘실무 교육을 가르쳐야 되는 만큼 학의 교수자 역할의 변화가 있을 것이나 

한편으로 부담스러움.’ (연구참여자 1, 3)

∙‘공기업이나, 사기업 등에서 NCS 기반의 인재를 채용하겠다고 하니까요, 사교

육 기 들이 생겼다고 함. NCS의 정  효과 외에도 여타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음을 고려해야 될 것임.’ (연구참여자 5)

- 취업난 타개를 한 

한 방법론 

- 교육정책에 부합

- 학기능상실

- 교수자 역할 변화

Q1-3. 문헌정보학 

NCS 교과과정에 

해 어떻게 생각

하고 있는가?

∙‘교육 장 경험자가 개발했다고 생각이 들지 않음. 그 다고 실무 장을 반

했다고 보기에도 의아한 부분이 있음.’ (연구참여자 1)

∙‘능력단 요소가 좀 많이 복되는 것 같음.’ (연구참여자 2)

∙‘사용되는 용어나, 능력단 요소 등. 확실히 익숙하지 않음.’ (연구참여자 3)

∙‘문헌정보 리 분류가 왜 문화 술 경 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음.’ (연구참여

자 4)

- 익숙치 않은 용어, 

교육내용

- 직무요소도출의 

부 성

- 장과의 차이 존재

<표 4> NCS에 한 인식  태도에 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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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교과운  경험

교과운 과 련한 인터뷰는 교과운 의 

반 인 경험담, 기존의 교과와의 차이 , 교수

자로서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의 인식, 핵심

인 교과활동, 성공/실패 활동, 에피소드 등의 

질문으로 진행하 다. 교과운 의 반 인 경

험을 종합해 보면, 서류 작업의 부담감, 평가 

련(평가의 방법이나 시기, 횟수 등), 그리고 커

뮤니 이션 련 경험 등이 주로 언 되었다. 

기존의 교과와의 차이 에 한 의견은 체로 

교수자들은 기존의 교과와 내용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하 다. 다만, ‘～를 할 수 있

다’는 수행 거를 가지고 어떤 직무 능력을 가

르치고 평가한다는 에서 기존의 교과와 차이

이 있다고 하 다. 다른 한편으로 교수자들

은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원활한 커뮤니 이션

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 다.

교수자로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에 

해서는 NCS에서 학생들에게 제시되는 지식, 기

술, 태도와 동일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내기는 

했지만, 그에 비해 좀 더 구체 으로 제시될 필

요성이 있음이 언 되었다. 

핵심 인 교과활동은 실습활동(기자재의 활

용), 학습지도를 한 교수자의 극 인 활동 

등과 같은 부분이 주로 언 되었다. 성공 인 활

동에 해서는 NCS과정에서 ‘성공을 정의내리

기는 어렵다,  상 평가 제도에서는 이를 정확

히 단하기 힘들기 때문이다.’와 같은 근본 인 

문제제기를 한 교수자도 있었지만, ‘반복되는 평

가를 통해 능력이 향상된 것은 분명 성공 인 활

동’이라고 강조한 교수자도 있었다. 반면 비교  

잘 진행되지 않았던 교과활동에 해서는 평가

시기나 횟수, 교수자와 학습자간 소통 부재 등과 

같은 문제 이 제기되었다. 인터뷰 결과에 한 

요약은 <표 5>와 같다.

질문 인터뷰 내용 요약

Q2. 교과운 에 한 

반 인 경험은 어

떠한가?

∙‘ 련 산출물, 서류 등 작성해야 될 것이 지 않음.’ (연구참여자 1, 3)

∙‘NCS 교과라고해서 특별히 다르게 진행하지는 않았음.’, ‘직무평가도 같이 

간, 기말의 지필고사로 수행했고 서류 제출, 입력의 차이는 있었지만 교육과정

의 내용상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음.’ (연구참여자 2)

∙‘실무 교육을 받는 것인 만큼 긴장이 되기도 함.’ (연구참여자 5)

∙‘수강 인원이 많으니 리하기 벅참.’ (연구참여자 3)

∙‘다양한 평가방법의 이 이 있다고 생각됨.’ (연구참여자 4)

∙‘색다른 것 같음. 학생들하고 가까워진 것 같기도 함.’ (연구참여자 1)

- 산출물 작업의 불편함

- 다양한 평가 방법

- 커뮤니 이션에 한 

의미 부여

Q3. 기존의 교과와 비

교해 볼 때 차이 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를 가르친다는 이 가장 큰 차이 이며 그것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른 이라고 생각함.’ (연구참여자 1)

∙‘학생과의 긴 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 ‘많은 피드백, 검토 등.’ (연구참여자 

2, 3)

∙‘능력이 수  이하일 경우 보충교육을 통해 수 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 

(연구참여자 4)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극 인 커뮤니 이션을 필요로 함.’ (연구참여자 5)

∙‘실습 측면이 강조되어야 함. 실습교구  기자재 등의 사  구축 필요성.’ (연구참여

자 3)

- 기존 교과에 비해 커뮤

니 이션이 강조됨

- 이론에 비해 실습 수행 

강조됨

<표 5> NCS 교과운 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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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교과운  문제

교과운 과 문제  련 인터뷰는 ‘교과운

시의 문제 ’, ‘외  교육환경의 문제 ’, ‘내  

문제 ’, ‘평가방법’, ‘능력단  요소나 수행 거

의 용 문제 ’의 순서로 진행하 다. 교과운

시의 문제 에 해서는 한 수업 인원구

성의 필요성이 가장 많이 언 되었으며, 아울

러 지식을 달하기 해서 부여된 시수 이외

에도 추가의 교육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

시되었다. 교육인원과 교육시간은 상당히 복합

인 문제로 나타났는데, 인원이 비교  은 

20명 내외 교과의 경우, 수업시간 내/외 커뮤니

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하 다. 반면 

40명 내외의 수업은 그 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한 교육환경 특징상 개인차가 존재하

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을 분배하여 교육하기 

쉽지 않은 문제 한 있었다고 하 다. 교수자

들의 경험을 종합해보면 한 수업인원일 경

우 교수자  학습자 모두 효과 인 교육이 진

행되고 만족도가 높아지는 반면 그 지 않은 

경우에는 NCS의 교육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경

우도 발생하지 않음을 가늠해볼 수 있다. 

외  교육환경의 문제 은 크게 NCS 교육과

정 운 을 한 지원시스템의 미비 문제와 실습

기자재의 부족 문제가 주로 언 되었다. 이는 

충분한 교구  실습기자재가 우선 으로 확보

가 되어야만 교육목표에 충족할 수 있는 NCS 

기반 교과운 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제시된 것이라 보여진다. 

질문 인터뷰 내용 요약

Q4. NCS 교수자로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

도는 무엇인가?

∙‘NCS의 과목의 특성상 교수자는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 기술, 태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됨.’ (연구참여자 1)

∙‘도서 이나 정보센터 이외에도 다른 장의 근무를 고려한다면 재보다 더 

융통성 있는 지식, 기술, 태도를 필요로 할 것 같음.’ (연구참여자 2)

- 장 경험의 필요성 

Q5. 핵심 인 교과활

동은 무엇이 있었는

가?

∙‘교과 련 실습 기자재를 직  구비하여 보여주고 실습에 활용하 음. 개인 으

로 소유하고 있는 기자재를 챙겨서 직  보여주고 실습하기도 하고 했던 시간이 

기억에 남음.’ (연구참여자 2)

∙‘다각도의 커뮤니 이션  다양한 실습을 진행해보니, 기존 수업에 비해서 

확실히 의견을 나타내거나 극성을 띄는 학생들이 늘어남. 능력도 상당부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개인 으로도 멘토와 컨설턴트, 교수자 등 다양한 

역할로 도움을 주고자 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됨.’ (연구참여자 4)

- 실습 기자재의 한 

구비  활용

- 의견제시, 별 활동 등

의 용

Q5-1. 성공 인 교과

활동은 무엇이었는

가?

∙‘NCS 도입 기인 만큼 무엇이 성공 이었는지 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음. 하지만 어도 학생들 입장에서 ‘할 수 있다’란 자신감을 가졌다고 생각됨.’ 

(연구참여자 1)

- 성공 인 교과활동은 

능력의 향상과 함.

Q5-2. 비교  잘 진행

되지 않았던 교과활

동은 무엇이었는가?

∙‘성 에 반 되지 않는 실습의 경우 참여율이 다소 떨어지기도 할뿐더러 집 을 

잘 하지 않음.’ (연구참여자 1)

∙‘실습횟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님.’ (연구참여자 3)

- 실습시기

- 실습횟수

Q6. 기억나는 에피소

드는 무엇이 있었는

가?

∙‘수업 이외에도 공 련, 진로 련하여 질문하는 학생들이 이 보다 많음.’ 

(연구참여자 1)

∙‘발표시 학생들 간의 다면평가 용, 흥미 있어 함.’ (연구참여자 2)

∙‘ 반에는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이 많았지만, 다양한 실습  참여 그리고 그에 따른 

독려, 격려 등으로 인해 후반부로 갈수록 많은 변화가 생김.’ (연구참여자 1)

- 활발한 참여  다양한 

평가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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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에 한 문제 에 앞서 상당히 ‘부

담스러운 양’의 산출물을 언 되었는데 일부 

교수자는 당시 그런 산출물을 생산하는 시간

을 교수학습을 제 로 운 하는 데에 할애하

는 것이 훨씬 효율 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

하 다. 이와 더불어 평가횟수와 방법에 한 

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상 평가제도와 

NCS 평가제도와의 불일치 문제를 제기하기

도 하 다. 

능력단 요소와 수행 거 용시 문제에 

해서는 교수자 모두, 능력단 요소와 수행 거

의 보완이 시 함을 강조하 다. 부분의 교수

자들은 강의 시에 능력단 요소와 수행 거를 

강조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능

력단 요소와 수행 거가 구체 이지 않을 뿐

더러, 장의 수 이나 실제 업무와는 잘 맞지 

않는 경우 는 능력단 요소가 많이 나열되어 

있어 그 에서 필요한 것을 선택하여 용하는 

데의 어려움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 기 때

문이다. 

마지막으로 교수자의 내 (심리  등) 어려

움에 해서 가장 많이 언 된 사항은 교과과

정과 실무 내용과의 차이에 한 괴리 다. 최

근 변하는 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문헌

정보학 공 분야이 교과과정의 개편은 지속

으로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NCS 기반 교육과

정의 개편은 통 으로 학 교육에서 추구해

온 학문의 진리 탐구와 창의 인 사고의 개발

을 목표로 하는 기존 교육과정의 목표와는 간

극이 있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NCS 기반 교육과정은 무엇보다 학문의 아카데

믹한 측면보다는 산업 장에서 용되는 실무

능력이 강조되고 어떤 특정 수행 거를 수행할 

수 있는 결과론  기술  능력만이 강조되기 

때문에 기술 습득을 한 한 시간의 학문

 배양, 어떤 결과에 이르는 과정, 기존 결과와

는 다른 의 생각이나 아이디어, 근방식, 

창의  사고 등이 제 로 고려되지 않을 수 있

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 교육당국에서 학

에 강요하는 교과목 성 평정에서의 상 평가

제도와 NCS 기반 교육과정에서의 평가제도가 

서로 충돌하는 문제  한 지 되었다. NCS 

기반 교육과정의 수행 거의 평가에서는 ‘충족’

과 ‘미충족’의 기 이 요하며, 직무능력평가

에서 ‘미충족’을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교육이 

완  종료된 시 에는 향상 재교육과 같은 방

법을 통해서 ‘충족’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궁극 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수

강 학생들의 성 을 상 인 등 으로 나 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수행 거에 충족하냐 미충

족 하냐라는 평가 으로 평정하는 것이 

평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의 다수

의 학에서는 교육당국의 지침 로 상 평가 

성 부여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작 의 상황으

로는 학생들의 성 을 상 으로 간을 나

는 데 평가의 우선을 둘 수밖에 없는 실에 직

면해 있는 것이다. 수행 거에 기반한 실습교

육을 진행한 후 모든 학생들이 상당히 우수한 

기술을 지니게 되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상 으로 등 을 나 어 학 을 부

여받게 되는 상황에 직면한다는 은 교육 장

에서 교수자와 학생 모두를 아주 곤혹스럽게 

한다. 이러한 상황은 교수자에게 있어 NCS 교

과목 운 에 한 열의를 떨어뜨리게 되는 요

인이 된다는 것이 언 되기도 하 다. 인터뷰 

결과에 한 요약은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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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터뷰 내용 요약

Q7. 교과운 시 어

떠한 문제 이 있

었는가?

∙‘과목명만 바  것 같다는 생각도 듬.’ (연구참여자 1)

∙‘NCS의 취지가 학생들에게 잘 달이 안 되고 있음.’ (연구참여자 2)

∙‘할 수 있다는 능력을 기르게 하려면 추가 시간 필요’ (연구참여자 4)

∙‘제 생각에는 원활한 수업이 진행되기 해서는 한 인원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생각됩니다.’ (연구참여자 5)

∙‘각 능력단 의 직능수 과 실제 교육 장의 수 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이를테

면 4, 5의 수 을 요구하는 교육의 경우 장으로 보면 견 리자인데, 이것을 

학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됨.’ (연구참여자 5)

- 더 많은 수업시간의 

필요

- 한 수업 인원구성 

필요

- 능력단 의 개정 필요

Q8. 외  교육환경

의 문제 은 무엇이

었는가?

∙‘강의계획서나 평가횟수 등에 한 지침이나 서류작성 방법이 변동됨으로 혼란을 

야기함.’ (연구참여자 1)

∙‘산출물들이 지 않았다는 은 큰 문제.’ (연구참여자 3)

∙‘문헌정보학 분야의 가이드라인은 아무리 도 실 이지 않음.’ (연구참여자 4)

∙‘성  입력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음.’ (연구참여

자 3)

∙‘실습하기 한 기자재도 없고, 컴퓨터도 성능이  좋지 않음.’ (연구참여자 3)

- 교육지원시스템의 

미비

- 실습을 한 기자재  

지원의 미비

Q9. 평가방법의 문

제 은 있었는가?

∙‘할 수 있다는 능력을 측정하기 해서 여러 번의 평가는 취지도 좋고 학생들의 

반응도 좋을 수도 있고, 궁극 으로도 능력향상에도 정  향을 미치나, 시간이 

부족함. 수업 시간 내에 평가를 하기는 시간이 짧고, 달리 시간을 내기에는 실 으

로 어려움.’ (연구참여자 1)

∙‘ 수가 미달인 경우 재교육 취지는 좋지만 비 실 .’ (연구참여자 3)

∙‘ 체 으로 무 낮은 수가 나와서 지 않은 인원에 해 향상교육을 실시하

으나 향상교육과 재평가를 거친 학생들이 성 에 한 이의를 제기함. 향상교육까지 

참여하는 등 엄청난 노력을 기울 고, 재평가에서도 향상된 것 같은데, 성 은 

왜 오르지 않았냐는 요지. 상 평가로 수를  수밖에 없는 제도  문제가 있음.’ 

(연구참여자 5)

- 지원시스템의 미비

- 평가횟수  방법 가이

드라인의 문제

- 상 평가제도와 NCS 

평가제도와의 불일치

Q10. 능력단  요소

나 수행 거를 용

하는데 어떠한 문제

이 있었는가?

∙‘좀 더 세부 인 수행 거의 필요성.’ (연구참여자 1)

∙‘능력단  요소를 용하기 한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함. 무엇을 선택해서 

용해야 할지 혼란스러움.’ (연구참여자 3)

- 능력단  요소  수행

거의 보완 필요

Q11. 교수자의 내

(심리  등) 어려움

은 무엇이었는가?

∙‘과연 실무에서 사용될 수 있는 지식, 기술을 가르치는 것인가? 에 한 의문. 

메뉴얼화해서 가르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걸 가르쳐야 하는 문제임.’ 

(연구참여자 1)

∙‘NCS가 지향하는 바를 실천한다는 것은 시간상으로, 도구 상으로 불가능함. 제가 

볼 때는…….’ (연구참여자 4)

∙‘솔직히 요즘 사회 실을 학생들에게 직  달하기 힘든 교수자의 괴리가 있음.’ 

(연구참여자 2)

∙‘능력은 향상 는데 성 은 안 나오는……. 그걸 학생들에게 설명해주어야 하는 

갈등은 분명히 있음.’ (연구참여자 1)

- 실무와 교과의 차이에 

한 괴리

- 실 달의 어려움

- 평가제도의 문제

<표 6> NCS 교과 운 의 문제  

4.4 교과운  개선안

교과운  개선안과 련한 인터뷰는 ‘NCS 

교과의 개선방안’, ‘문헌정보학 NCS 교과만의 

개선방안’, ‘문헌정보학 NCS로 한 교과와 

그 지 않은 교과는 무엇인가?’에 한 질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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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로 진행하 다. 먼  ‘NCS 교과의 개선방

안’에 해서는 수업인원의 한 배정의 필

요성, 실습기자재의 지원, 그리고 실제 실무 내

용과 경험을 반 한 능력요소의 필요성(개선)

과 같은 부분이 주로 언 되었다. 

다음으로 ‘문헌정보학 NCS 교과만의 개선

방안’에 해서는 연구자들 부분이 문헌정보

학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실무에 한 이

해를 바탕으로 실무자  연구자들의 심도 깊

고 면 한 작업을 통해 능력단   능력단

요소를 재도출할 필요성을 강조하 다. 이러한 

기 인 부분이 제 로 정비되어야 교육 장

에서 NCS 기반 교육과정이 제 로 정착될 것

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문헌정보학 공에서 NCS로 

한 교과와 그 지 않은 교과’에 한 질문에 

해서는 주로 실습을 필요로 하는 교과의 경

우에는 NCS가 매우 유용할 것으로 단하 으

며 연구자들 모두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 다. 

이외에도 도서  장이외에도 확장된 범 로

써 취업을 해 다각도로 진행되는 교과들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고 하 다. 특히 ‘기획’

과 같은 능력단 의 경우 어떤 직무, 어떤 분야

를 막론하고 매우 요한 능력단 로 작용하는 

만큼 필수 인 교과목 도출로 연결되어져야 할 

것으로 언 하 다. 인터뷰 결과에 한 요약

은 <표 7>과 같다.

질문 인터뷰 내용 요약

Q12. NCS 교과

의 개선방안은 무

엇이 있을까?

∙‘인원이 무 많음. 실상 15명 정도도 은 인원이 아닌데 30명 정도 그 이상이면 

상당히 벅차다고 생각됨.’ (연구참여자 1)

∙‘실습 기자재가 지원되는 게 선무임.’ (연구참여자 3)

∙‘실제 교육 장에서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수집해서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

함.’ (연구참여자 4)

- 한 수업인원배정

Q13. 문헌정보학 

NCS 교과만의 개

선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문헌정보학’ 분야의 실무라는 것이 사실 양 으로는 측정하기 힘든 것들이 있음. 

그런데, 그것을 직무로 규정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측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 (연구참여자 1)

∙‘ 재 만들어져 있는 것에 해서 심층 으로 검토 후 수정해야 함.’ (연구참

여자 3)

∙‘직무요소뿐만 아니라, 지식, 기술, 태도 부분도 체계 으로 만들고 구체화시켜야 

됨.’ (연구참여자 5)

∙‘ 장에 한 이해  조사가 필요하며 연구자와 장의 실무자의 공동 력 

작업을 통해 도출해야 됨.’ (연구참여자 4)

∙‘형식 인 직무평가가 아닌, 제 로 된 평가 방법을 고려해야 함.’ (연구참여

자 5)

- 문헌정보학 분야의 

요소에 한 재검토 

 도출

- 장에 한 재 이해 

 용의 필요성

Q14. 문헌정보학 

NCS로 한 교

과와 그 지 않은 

교과는 무엇인가?

∙‘실습을 요구하는 과목의 경우에는 NCS를 용하기 좋다고 생각됨.’ (연구참여

자 1)

∙‘개론 과목 같은 경우는 굳이 NCS 과목으로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됨. 물론, 

실습도 요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의 평가도 요하긴 하지만, NCS 과목으로 

편성하게 되면, 잘 맞지 않는 직무요소와 수행 거의 틀에 넣어버리는 문제가 

생김. 이는 혼란을 야기할 것임.’ (연구참여자 2)

- 실습을 요구하는 과

목의 경우 유용

<표 7> 교과 운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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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5.1 연구의 결과

문헌정보학 공 분야의 교육과정에서 NCS

를 용한 특정 교과목을 실제로 운 한 교수

자들의 경험을 FGI 조사를 통해 심층 으로 분

석하여, 향후 NCS 기반의 문헌정보학 교육과

정 설계  운 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장에 도입된 NCS에 한 인식 

 태도에 해 조사한 결과, 교수자들은 반

으로 NCS의 취지와 배경을 잘 알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는데, ‘NCS 시행에 한 인식’은 

정 인 답변으로는 취업난을 한 실 인 

방안으로서의 한 방법론, 국가의 교육정책 

방향에 부합되는 교육방법, 능력 주 사회를 

한 인재 양성 등을 언 하 고, 부정 인 답

변으로는 학의 기능 상실  변질, 교수자의 

역할 변화, 교수자의 부담 등이 주로 제시되었

다. ‘문헌정보학 NCS 교과과정’에 한 인식으

로는 직무요소 도출의 부 성, 실제 교육  

실무 장의 의견 미반 , NCS 분류체계의 문제 

등의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둘째, NCS 교과 운  경험에 한 인식을 조

사한 결과, ‘교과운 의 반 인 경험’으로 산

출물 서류 작업의 부담감이 가장 많이 언 되

었고 그 다음으로 평가의 방법이나 시기의 차

별성, 학생과의 의사소통 필요성에 한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기존 교과와의 차이

에 한 인식’으로 체로 내용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의견을 보여주었지만, ‘～를 

할 수 있다’는 수행 거를 가지고 어떤 직무 능

력을 가르치고 평가한다는 에서 기존의 교과

와 차이 이 존재한다고 언 하 다. ‘교수자로

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에 해서는 장 

실무경험에 기반하여 NCS 직무에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

을 보여주었고, ‘핵심 인 교과활동’으로는 교수

자로서의 극  참여, 실습기자재의 구비  

활용, 학생과의 원활한 커뮤니 이션과 같은 부

분이 주로 제시되었다.

셋째, NCS 교과 운 의 문제 에 한 인식

을 조사한 결과, ‘교과목 운 시의 문제 ’에 

해서는 한 수업 인원구성의 필요성, 부여된 

시수 이외의 추가 교육시간  재평가의 필요성, 

한 교육인원과 교육시간의 부여 필요성에 

한 의견이, ‘외  교육환경에 한 문제 ’으

로는 NCS 교육과정 운 을 한 지원시스템의 

구축 미비와 실습기자재의 구비 문제에 한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다. ‘평가방법’에 해서

는 산출물 양의 성에 한 문제, 평가횟수

와 방법에 한 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상 평가제도와 NCS 평가제도와의 불일치 문

제를, ‘능력단 요소와 수행 거 용 시 문제’

에 해서는 능력단 요소와 수행 거가 교육

장  실무에 제 로 용될 수 있도록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 다. ‘교수자의 내 (심리  

등) 어려움’에 해서는 교과과정과 실무 내용

과의 차이에 한 괴리, 성 평정의 상 평가

제도와 NCS 교과과정 평가제도와의 충돌로 인

한 문제  등이 제시되었다.

넷째, 교과운  개선안과 련한 인식을 조

사한 결과, ‘NCS 교과의 개선방안’에 해서는 

수업인원의 한 배정 필요성, 실습기자재의 

충분한 지원 등이, ‘문헌정보학 NCS 교과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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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에 해서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특수

성을 감안하고 장 실무와 경험을 반 한 능력

단   능력단 요소의 개선 필요성이 제시되

었다. ‘문헌정보학 공에서 NCS로 한 교

과와 그 지 않은 교과’에 한 인식으로는 주

로 실습을 필요로 하는 교과의 경우에 NCS 기

반 교육과정 운 이 매우 유용할 것으로 단하

으며 도서  장이외의 확장된 범 로써 취

업을 한 교과들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5.2 제언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등을 통해 문헌정보학 

공 분야에서 향후 NCS에 기반을 둔 한 

교육과정 설계  운 을 한 몇 가지 시사

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교육 장에 도입된 NCS에 한 인식 

 태도에 해 교수자들은 학의 기능 상실 

 변질, 교수자의 부담 등을 부정 인 답변으

로는 제시하고 있는 만큼 무 실용 이고 기

술 인 부분에만 경도된 NCS 교육과정이 아니

라 어떤 학문분야의 철학, 이론, 배경지식, 창의

 사고 등이 동시에 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 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헌정

보학 NCS 교과과정’에 한 인식으로 직무요

소 도출의 부 성, 실제 교육  실무 장의 

의견 미반 , NCS 분류체계의 문제 등의 의견

들이 제시된 만큼 재 개발된 NCS ‘문헌정보

리’ 직무에 한 교육과정 개발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한 방안으로 도서   정보센터의 

장 실무자들이 실질 으로 요하게 생각하

고 우선 으로 요구하는 직무 구성요소들을 도

출하여 NCS ‘문헌정보 리’ 직무에 정확하게 

반 하여 NCS의 직무 구성과 장에서 수행되

는 실무가 보다 긴 하게 연계될 수 있는 NCS 

직무 구성요소를 설계하고, 한 이를 교육

장의 NCS 기반 교과과정으로 연결하여 제 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 학습모듈이 시 하게 

개발되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NCS 교과 운 의 반 인 인식으로는 

NCS 교육과정 운 을 한 산출물 서류 작업의 

부담감, 평가의 방법이나 시기의 기존 교과와의 

차별성에 한 의견이 제시된 만큼 교수자들이 

NCS 교육과정 운 에 있어 강의와 평가에 념

할 수 있도록 제반 서류  행정처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평가방

법이나 시기에 있어서도 표 인 방안을 최

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무 형식 인 틀에 얽

매이지 않는 교수자의 자율성이 부여될 수 있도

록 하는 국가직무능력표 (NCS) 기반 교육과

정 가이드라인: 개발, 운 , 평가  교육품질

리 의 개선이 필요하리라 보여진다. 한 NCS 

기반 교과 운 의 핵심 인 교과활동으로 실습

기자재의 구비  활용, 학생과의 원활한 의사

소통 필요성 등이 주로 제시된 만큼 먼  NCS 

교과운 의 핵심목표인 ‘～를 할 수 있다’라는 

능력단 별 수행 거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되는 실험․실습에 활용할 수 있는 충분

한 장비  도구가 우선 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고, 각 교과의 능력단   능력단 요소별 

수행 거를 ‘충족’ 단계로 모든 수강 학생들을 

견인하기 한 교수자와 학생과의 긴 한 계 

설정 노력이 이 의 교과운 에 비해서 훨씬 더 

요구되어진다.

셋째, NCS 교과 운 에 있어 ‘교과목 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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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 ’으로 한 교육인원과 교육시간의 

부여 필요성에 한 의견이 제시된 만큼 일반

으로 한 학기에 부여된 15～16차시 동안 교과

목에서 포함하는 능력단 별 수행 거를 제

로 ‘충족’시키기 한 한 강좌당 20명 이내의 

정한 교육인원의 부여가 선행되어져야 하고, 모

든 직무능력평가 후 향상교육과 재평가를 수행

할 수 있는 충분한 추가 교육시간의 확보도 필

요할 것이다. ‘외  교육환경에 한 문제 ’으

로 NCS 교육과정 운 을 한 지원시스템의 

구축 미비에 한 의견이 제기된 만큼 각 교육

장에서 NCS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 하기 

해서는 국가직무능력표 (NCS) 기반 교육

과정 가이드라인  등의 NCS 교육과정 운 을 

한 지침  차가 체계 으로 세 된 지원시

스템의 구축  운 이 요구되어진다. 한 ‘교

수자의 내 (심리  등) 어려움’으로 상 평가

제도와 NCS 교과과정 평가제도와의 충돌로 인

한 문제 이 제시된 만큼 재 교육당국에서 

학에 강요하는 교과목 성 평정에서의 상 평

가제도를 직무별 능력단 의 수행 거에 한 

‘충족’하는 정도를 평가하고자 하는 NCS 기반 

교육과정 운 의 기본 취지를 살리기 해서는 

성 평정 방법을 평가제도로 과감하게 

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교과운  개선안과 련된 인식으로 문

헌정보학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장 실무 

내용과 경험을 반 한 능력단   능력단 요

소의 개선 필요성이 제시된 만큼 재 문헌정보

학 공의 NCS인 ‘문헌정보 리’ 직무 구성요

소의 요도  활용도 등을 평가하고 분석함으

로써, ‘문헌정보 리’ 직무상의 능력단   능

력단 요소를 실제로 도서  장 업무에 용

했을 때 도서   정보센터 근무자들이 실질

으로 요하게 생각하고 우선 으로 요구하는 

구성요소들을 도출하여 NCS 직무 구성요소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문헌정보학 

공에서 NCS로 한 교과와 그 지 않은 교

과’에 한 인식에서는 주로 실습을 필요로 하

는 교과가 NCS 기반 교육과정 운 이 더욱 유

용할 것으로 단하고 있는 만큼, 문헌정보학 

공에서 NCS 기반 교육과정 운 의 효과성을 

보다 제고하기 해서는 먼  교과목을 이론과 

실습 교과로 각각 명확하게 구분하여 나 고 이

론 교과목 보다는 주로 실습이 요구되는 교과목 

주로 NCS 교과과정을 운 해 나가는 차별화

된 략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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