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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사회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사회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의 개발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공학교육인증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도 사회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일환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학교육인증과 NCS

를 동시에 만족하는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방법

으로 공학교육인증의 학습성과와 NCS의 직무능력을 연관시켜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그간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과 NCS 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먼저 NCS 기반 교육과정에 대

한 동향 분석(김동연·김진수,  2013), 인식조사(박은경 외, 

2015), 교육과정 개발(권선영 외, 2015; 권오영 외, 2017), 교

육과정 활용방안과 개편(백종면·박양근, 2012; 양영근·정원희, 

2015) 등 NCS를 교육과정에 적용하려는 다양한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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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공학교육인증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발(Shen 

et al., 2017; 한국공학교육인증원, 2020)에 관한 노력이 있다. 

마지막으로 공학교육인증과 NCS를 모두 고려하는 연구로 이

들 모두를 반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민동균 외, 2015), 

고찰(민동균, 2015) 등이 연구된 바 있다. 그러나 NCS와 공학

교육인증을 동시에 충족하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개발에 대

한 연구는 아직 초기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학교육인증의 학습성과와 NCS의 직무능력

을 서로 연관시킴으로써 NCS의 직무능력을 만족시키면 연관

관계에 의해 공학교육인증의 학습성과가 달성될 수 있음을 보

임으로써 공학교육인증과 NCS 기반 교육과정을 동시에 만족

하는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의 구체적 적용 방법을 보이기 위해 컴퓨터·정보공

학인증을 위한 컴퓨터공학 프로그램 개발을 활용한다. 본 논문

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공학교육인증의 학습성과와 

NCS의 능력단위에 대해 소개한다. 3장에서는 NCS와 공학교

육인증을 동시에 만족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 절차를 소개한

다. 4장에서 학습성과와 능력단위를 연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마지막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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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the association method for the program outcomes of engineering education accreditation and the competency units 
of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NCS). This association method can be used to efficiently develop an engineering curriculum that 
is based on both of the NCS and the engineering education accreditation. The association method consists of an analysis phase, an 
association phase and a checking phase. We also  deals with the curriculum development procedure that uses the proposed association 
of program outcomes and competency units.  Also, we provide the application of this method to the computer engineering program 
for NCS-based engineering education accreditation. Thus we can systematically and efficiently develop curriculums for the NCS-based 
engineering education accreditation by using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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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공학교육인증과 NCS

이 장에서는 공학교육인증의 학습성과와 NCS의 능력단위와 

컴퓨터공학 분야에서의 현황을 조사한다. 

1. 공학교육인증과 학습성과

공학교육인증(한국공학교육인증원, 2020)은 인증 받은 프로

그램을 이수한 졸업생이 공학실무에 효과적으로 종사할 수 있

는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공학교육인증은 기본적으로 수요지향 교육 및 성과중심 교육

을 지향하고 있다. 성과중심 교육을 위한 핵심 개념은  프로그

램 학습성과(PO, Program Outcome)이다. 프로그램 학습성과

란 그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이 졸업하는 시점까지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그리고 태도를 나타낸다. 

Table 1 Program outcomes for accrediting computing 
programs 

번호 학습성과(PO)

1
수학, 기초과학, 인문 소양 및 컴퓨터·정보(공)학 지식을 컴퓨팅 
분야의 문제 해결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

2
이론이나 알고리즘을 수식 또는 프로그래밍 등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능력

3 컴퓨팅 분야의 문제를 정의하고 모델링할 수 있는 능력

4
컴퓨팅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신 정보, 연구 결과, 프로
그래밍 언어를 포함 한 적절한 도구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5
사용자 요구사항과 현실적 제한조건을 고려하여 하드웨어 또는 소
프트웨어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6
컴퓨팅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팀 구성원으로서 팀 성
과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7 다양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8
컴퓨팅 분야의 해결방안이 안전, 경제, 사회, 환경 등에 미치는 영
향을 이해할 수 있 는 능력

9
컴퓨터정보(공)학인으로서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10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자기계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는 4년제 대학의 경우 공학교육인증

(EAC)과 컴퓨터·정보공학교육인증(CAC)을 두고 있으며, 인증

된 모든 프로그램은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 제시한 학습성과

와 프로그램에서 추가한 학습성과를 설정하고 그 프로그램을 

졸업한 학생들이 이 학습성과를 만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구

체적으로 컴퓨터·정보공학교육인증기준 2015(KCC2015)에서

는 학습성과에 대해 프로그램 교육목표와 부합하도록 학습성

과를 설정하여야 하며,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 요구하는 

Table 1의 학습성과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정의한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정보공학인증의 모든 프로그램은 최소한 

Table 1의 모든 학습성과 내용을 포함하는 학습성과를 설정하

여야 한다.  또한 그 프로그램으로 졸업한 모든 학생들이 이 학

습성과를 달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 NCS와 능력단위

NCS(한국산업인력공단, 2020)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

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의미한다. 즉, 산업현장의 직

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 즉 지식, 기술, 태

도를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이다. NCS는 산업현장, 교

육훈련기관, 자격시험기관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NCS를 4년제 대학의 교육과정 개발에 적용하

는 내용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가. NCS 직무능력

NCS에서 직무능력은 한 사람의 근로자가 해당 직업 내에서 

소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실제적인 

수행능력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이다. 

직무능력은 크게 직업기초능력(기초교양능력)과 직무수행능

력(전공능력)으로 구분된다. 직업기초능력은 모든 산업 혹은 

직업에서 기업체의 특성, 성별, 직급 등에 관계없이 직무를 성

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으로 의사소통능력, 수

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

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및 직업윤리 영역이 

있다. 직무수행능력(전공능력)은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도출된 전공 능력에 해당한다.

나. NCS의 분류체계와 능력단위

NCS의 분류체계는 직무의 유형을 중심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

의 단계적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 분류는 한국고용직업분류

(KECO, Korean Employment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를 중심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을 참고하

여 분류하였으며 크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및 세분류의 순

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 세분류에는 여러 능력단위

(competency unit)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능력단위는 해당 

직업에서 요구되는 전체 직업능력을 구성하는 개별 직업능력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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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etency unit for the field of information 
technology development

세분류 능력단위(competency unit)

SW아키
텍처

SW아키텍처 수행 관리, SW아키텍처 비전 수립, SW아키텍처 요소
기술선정, SW아키텍처 설계, SW아키텍처 이행, SW아키텍처 테스
트, SW 개발 지원, SW 아키텍처 변경 관리, SW아키텍처요구사항 
명세화, 후보 SW아키텍처 명세화, SW아키텍처 문서화

응용SW

엔지니
어링

요구사항 확인, 데이터 입출력 구현, 통합 구현, 정보시스템 이행, 

제품소프트웨어 패키징, 서버프로그램 구현, 인터페이스 구현, 애플
리케이션 배포,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응용 SW 기초 기술 활용, 

애플리케이션 리팩토링, 인터페이스 설계,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 
분석, 기능 모델링, 애플리케이션 설계, 정적모델 설계,  동적모델 
설계, 화면 설계, 화면 구현,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 애플리케이
션 테스트 수행, 소프트웨어공학 활용, 소프트웨어개발 방법론 활용

임베디
드SW엔
지니어

링

하드웨어 분석, 임베디드 시스템 테스팅, 기술문서 개발, 펌웨어 
분석, 펌웨어 설계, 펌웨어 구현 환경 구축, 펌웨어 구현, 운영체제 
커널 분석, 운영체제 이식,  디바이스 드라이버 분석, 디바이스 드라이
버 설계, 디바이스 드라이버 구현 환경 구축, 디바이스 드라이버 
구현, 임베디드 애플리케이션 분석, 임베디드 애플리케이션 설계, 

임베디드 애플리케이션 구현 환경 구축, 임베디드 애플리케이션 구
현, 오픈 플랫폼 활용, 임베디드 SW 요구사항 분석

DB엔지
니어링

데이터베이스 요구사항 분석, 개념데이터 모델링, 논리 데이터베이
스 설계, 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데이터베이스 구현, 데이터 품질관
리, 데이터베이스 성능확보,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전환 설계, 데이
터전환, SQL활용,  SQL응용

NW엔
지니어

링

네트워크 환경 분석, 네트워크 토폴로지 설계, 네트워크 자원관리 
설계, 네트워크 QoS 제어 설계,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수립,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수립,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구현, 

네트워크 품질 평가, 네트워크 프로젝트 관리, 네트워크 프로토콜 
분석, 네트워크 프로토콜 설계

보안엔
지니어

링

보안계획 수립, 보안위험 평가, 보안요구사항 정의, 관리적 보안 
구축, 물리적 보안 구축, 보안체계 운영관리, 보안위협 관리통제, 

보안감사 수행, 보안인증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구축, 데이터베
이스 보안 구축, 시스템 보안 구축, 네트워크 보안 구축

UI/UX

엔지니
어링

UI/UX 환경 분석, UI/UX 계획 수립,  사용자 리서치, UI/UX 요구 
분석,  UI/UX 콘셉트 기획, UI 아키텍처 설계, UI 디자인, UI 구현, 

UI 테스트, UI/UX 가이드 제작

시스템S

W엔지
니어링

시스템SW 요구사항 분석, 시스템SW 아키텍처 설계, 시스템SW 상
세 설계, 시스템SW 통합 구현,  시스템SW 테스트, 시스템SW 기술문
서 작성, 시스템SW 배포,  시스템SW 단위 모듈구현, 시스템SW 

인터페이스 구현

빅데이
터플랫
폼구축

빅데이터 플랫폼 요구사항 분석, 빅데이터 플랫폼 아키텍처 설계, 

빅데이터 수집시스템 개발, 빅데이터 저장시스템 개발, 빅데이터 
처리시스템 개발,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개발, 빅데이터 품질관리시
스템 개발, 빅데이터 플랫폼 테스트

그리고 각 능력단위는 능력단위 코드(competency unit 

code), 능력단위명(competency unit title), 능력단위 정의

(competency unit description), 능력단위 요소(competency 

unit element), 수행준거(performance criteria) 및 지식ㆍ기

술ㆍ태도, 작업 상황(working situation), 평가 지침(guide of 

assessment) 등으로 구성된다.  

다. 정보기술 개발 분야의 능력단위 

능력단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NCS의 정보통

신 대분류에서 정보기술 중분류의 정보기술개발 소분류에 대

한 세분류들에 속한 능력단위들을 모두 모아 도출하면 Table 

2와 같다. 단, 이 표에서는 정보기술개발 소분류에서 컴퓨터공

학 학문 그 자체 보다는 융합교육 성격이 강한 핀테크엔지니어

링과 아직 능력단위가 개발 중에 있는 데이터아키텍트 세분류

는 제외하였다.

III. 교육과정 개발 절차

NCS와 공학교육인증은 수요지향 교육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는 큰 방향을 함께 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접근방

법 면에서는 차이점이 있다. 그 중 가장 큰 차이점은 공학교육

인증이 학습성과 중심인데 반해 NCS는 직무능력 중심이다. 

따라서 NCS 기반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의 개발은 이 접근 

방법 면에서 차이가 있는 학습성과와 직무능력을 모두 고려하

는 교육과정의 개발 절차가 필요하다. 

NCS와 공학교육인증을 고려한 NCS기반 교육과정 개발 과

정을 도출하기 위해 NCS 교육과정 가이드라인의 교육과정개

발 단계(교육부·한국연구재단, 2015)를 기반으로 하여 Tyler

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 따른 NCS형 교육과정 모형(김혜영, 

2015)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9단계 교과과정 개발 단계(권오

영 외, 2015)를 고려하고 공학교육인증을 위한 인증기준(한국

공학교육인증원, 2020)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 절차는 Fig. 1

과 같다.  

기존의 교육과정 개발 절차와 비교할 때 Fig. 1의 교육과정 

개발 절차의 특징은 공학교육인증이 학습성과 중심의 포괄적

인 교육과정을 지향하는 한편 NCS는 구체적인 능력단위의 개

별 직업능력에 기초한 교육과정을 요구하는 점을 반영하여 공

학교육인증을 고려한 큰 단계(1, 2, 3 단계)를 두고 그 하위에 

세부단계로 NCS를 고려한 단계를 두고 있다는 점과 학습성과

와 능력단위의 연관관계표를 활용하기 위해 2.3단계를 추가하

였다는 점이다.

교육과정 개발 절차의 1단계인 교육목표 설정에서는 환경 및 

요구분석, 교육목표 수립을 세부 단계로 하고 있는데 이는 

NCS 및 공학교육인증이 공통적으로 갖는 개발 절차이다. 

다음 단계인 학습성과 및 직무체계 정립 단계는 모두 교육

목표에 기반하여 도출되는 공학교육인증의 학습성과와 NCS

의 직무모형을 두었으며, 2.3 세부단계에서 학습성과와 능력

단위의 연관관계표에 의한 연관관계를 설정함으로써 NCS의 

능력단위들을 만족하면 이 연관관계표에 의해 공학교육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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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성과가 달성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 교육과정 개발 단계에서는 직무모형에 따른 교과목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단계이다.  NCS의 능력단위에 기

초하여 교과목을 도출하고 교과목 프로파일을 작성하여 교육

과정을 개발한다. 

따라서 Fig. 1의 교육과정 개발 절차를 따를 경우 학습성과

와 능력단위의 연관관계표를 사용함으로써 NCS의 직무능력을 

만족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면 이 연관관계에 의해 공학교육

인증의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효과

가 있게 된다. 

단계 세부 단계 및 개발 내용

1 단계
교육목표 

설정

1.1 환경 및 요구분석

∘ 구성원의 요구사항 분석
∘ 내ㆍ외부 환경 분석
∘ 사회 환경 변화 분석

1.2 교육목표 수립

∘ 인력양성유형 설정
∘ 교육목표 설정
∘ 교육목표 평가 체계 수립

2 단계
학습성과 및 

직무체계 
정립

2.1 학습성과 설정

∘ 교육목표와 인력양성유형 반영
∘ 공인원 기준 반영

2.2 직무모형 정의 및 설정

∘ 인력양성유형에 따른 직무정의
∘ 직무에 따른 능력단위 개발
∘ 직무모형 검정

2.3 학습성과와 능력단위 연관 설정

∘ 연관관계표로 연관관계 설정 기법 적용

3 단계
교육과정 

개발

3.1 직무별 교육과정 개발

∘ 직무모형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
∘ NCS와 교과목 연계성 기술

3.2 교과목 도출

∘ 능력단위 내용을 반영한 교과목 도출
∘ 교과목 프로파일 작성

Fig. 1 Curriculum development procedure

IV. 학습성과와 능력단위의 연관 방법

공학교육인증의 프로그램 학습성과와 NCS의 능력단위를 

대응시켜 동일 증빙을 공학교육인증과 NCS에 모두 활용하려

는 노력의 일환으로 능력단위와 학습성과의 대응 가능성을 

제안(민동균 외, 2015)한 바 있으며, 능력단위에 기초한 NCS 

기반 정보기술분야 교육과정의 개발 노력(김혜영, 2015)이 

있었다.

본 장에서는 공학교육인증의 프로그램 학습성과와 NCS의 

능력단위를 구체적으로 대응시키기 위한 학습성과와 능력단위

의 연관관계표에 의한 연관 기법을 보인다. 

1. 연관관계표에 의한 연관 방법

공학교육인증에서는 인증된 프로그램을 졸업한 학생들이  한

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 제시한 학습성과와 그 프로그램에서 추

가한 학습성과를 모두 만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편 NCS에

서는 프로그램의 인력양성유형에 따른 직무를 정의하고 이 직

무에 따른 능력단위들에 기초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공학교육인증과 NCS를 모두 충족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학습성과와 능력단위의 연관관계표의 개발은 크게 학습

성과 분석 단계, 능력단위 연계 단계 및 검토 단계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가. 학습성과 분석 단계

공학교육인증의 프로그램 학습성과는 NCS의 능력단위에 비

해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연관관계표의 머리글 열에 

할당한다. Table 3은 Table 1의 컴퓨터‧정보인증의 학습성과

들을 연관관계표의 머리글 열에 할당한 결과이다.  

공학교육인증에서 프로그램의 학습성과는 인증된 프로그

램을 졸업한 모든 학생들이 졸업 시 만족하도록 요구하는 요건

이다. 따라서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의 각 학습성과에 대해 졸

업 시 달성하여야 할 능력을 구체적으로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

하다.

학습성과 분석의 핵심은 각 학습성과에서 제시한 능력을 모

두 달성하여야 하는지(AND), 또는 그 중 하나만 달성해도 되

는지(OR)를 분석하는데 있다. 예를 들면 Table 1의 학습성

과 1은 “수학, 기초과학, 인문 소양 및 컴퓨터·정보공학 지식

을 컴퓨팅 분야의 문제 해결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되

어 있으므로 각 능력의 AND를 요구하고 있다. 즉 “수학 지

식을 컴퓨팅 분야의 문제 해결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 “기

초과학 지식을 컴퓨팅 분야의 문제 해결에 응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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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인문 소양 지식을 컴퓨팅 분야의 문제 해결에 응용

할 수 있는 능력” 및 “컴퓨터·정보공학 지식을 컴퓨팅 분야

의 문제 해결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는 AND 능력이다. 한편 그 능력 중 일부만 달성하면 해당 학

습성과를 달성하게 되는 경우는 OR에 해당한다. 학습성과 분

석 단계에서는 이러한 AND와 OR 능력을 분석하여, AND 능

력의 경우 능력별로 별도의 행으로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그 행에 해당하는 모든 NCS 능력단위를 달성하면 해당 

학습성과가 달성됨을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Table 3

의 학습성과 1을 보면 각 능력별로 별도의 행으로 분리되어 있

음을 볼 수 있다. 한편 학습성과 7의 경우 “컴퓨팅 분야의 해

결방안이 안전, 경제, 사회,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등에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OR관계로 

볼 수 있다. 

나. 학습성과에 능력단위 연계 단계

NCS에서는 프로그램이 목표로 하는 인력양성유형에 따른 직

무를 정의하고 이 직무에 따른 능력단위들에 기초한 교육과정

을 개발한다. 따라서 연관관계표에서는 인력양성유형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NCS 세분류의 각 항목을 머리글 행으로 설정

한다. Table 3을 살펴보면  Table 2의 컴퓨터‧정보인증에 있

는 NCS 세분류들이 연관관계표의 머리글 행에 할당된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각 세분류에 속하는 NCS 능력단위를 학습성과에 

할당하는 단계이다. 이 때 각 능력단위는 하나의 학습성과에 

위치함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그 능력의 내용을 볼 때 여러 

곳에 있을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복수의 학습성과에 할

당할 수 있다. 이는 하나의 NCS 능력단위가 다양한 학습성과

와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연관관계를 살펴보면 컴퓨터‧정보인증의 학습성과

인 Table 1과 NCS의 정보통신개발 소분야에 대한 9개 세분

류에 속하는 능력단위들을 나타낸 Table 2의 연관관계를 보

여주는 연관관계표는  Table 3과 같다. 이 연관관계표를 살

펴보면 각 학습성과에 능력단위들이 균등하게 할당되지 않음

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각 교육과정마다 다루고자 하는 학습

성과의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각 직무수행

능력의 능력단위에서 요구되는 직업기초능력을 도출하여 해

당 학습성과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연관관계표에 

추가할 수도 있다.  

다. 학습성과 달성 검토 단계

이 단계에서는 공학교육인증의 모든 학습성과가 할당된 

NCS 능력단위들에 의해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달성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즉 각 학습성과별 각 행에 할

당된 직무능력들을 달성하면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단계이다. 이 검토 

단계는 프로그램별 학습성과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그리고 Table 3의 연관관계표는 전공영역과 관련한 직무능

력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특정 학습성과와 관련된 직

무능력 단위가 적을 수가 있다. 이 때 각 직무수행능력의 능

력단위에서 요구되는 직업기초능력을 도출하여 교양 또는 기

초과학 및 수학(BSM)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도출하여 그에 

해당하는 직업기초능력의 능력단위를 추가하여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연관관계표의 각 행에 해당하는 NCS의 능력단위들을 달성함

으로써 공학교육인증의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일 

수 있을 때까지 학습성과와 직무능력들의 연관관계를 검토하

는 단계이다.  

2. 연관관계표의 활용 방법

공학교육 프로그램에서 공학교육인증과 NCS를 동시에 만족

하는 교과과정 개발을 위해 연관관계표를 활용하는 방법은 다

음과 같이 진행될 수 있다.

① 프로그램의 교육목표와 인력양성 유형을 반영하고 한국

공학교육인증원에서 제시하는 학습성과의 기준을 고려하여 프

로그램의 학습성과를 설정한다.  

② 설정한 학습성과를 연관관계표의 머리글 열에 할당한다. 

이는 그 프로그램을 졸업한 모든 학생들이 졸업 시 만족하여야 

할 학습성과이다. 

③ 인력양성 유형에 따른 직무를 정의하고 직무에 따른 능

력단위를 개발한다.

④ NCS 분류에서 프로그램에서 정의한 직무와 관련되는 

NCS의 세분류 항목을 선택하여 연관관계표의 머리글 행에 할

당한다.  

⑤ NCS의 세분야 별로 프로그램에서 개발한 NCS 능력단위

를 연관관계표의 해당 열에 할당한다. 

⑥ 연관관계표의 각 학습성과에 대해 프로그램에서 요구하

는 수준까지 능력단위가 할당되었는지 검토한다. 이 때 해당 

프로그램의 직업기초능력과 관련한 교양 또는 기초과학 및 수

학에 해당하는 능력단위를 추가할 수 있다. 

⑦ 공학교육인증의 각 학습성과에 대해 프로그램에서 요구

되는 수준이 될 때까지 위의 6단계를 반복한다.

⑧ 할당된 능력단위 또는 능력단위들의 내용을 반영하여 교

과목을 도출하고 각 교과목 프로파일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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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NCS와 공학교육인증을 동시에 충족하는 교

육과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공학교육인증의 학

습성과와 NCS의 능력단위를 연관관계표에 의하여 연관시키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연관 방법은 크게 학습성과 분석 단계, 능

력단위 연계 단계 및 검증 단계로 구성되었다. 또한 공학교육

인증과 NCS를 동시에 만족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교

육과정 개발 절차와 그 과정에서 연관관계표를 활용하는 방법

도 보였다. 

학습성과와 능력단위의 연관관계표를 사용할 경우 연계된 

NCS 능력단위들을 만족하는 교육과정의 개발로 연관관계표에 

의하여 공학교육인증의 학습성과와의 대응관계에 의해 학습성

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NCS기반 공학교

육인증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학교육인증 요건을 

만족함과 동시에 NCS 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 학습성

과와 능력단위의 연계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둘째, 공학교육

인증의 학습성과와 NCS의 능력단위의 연계를 사용함으로써 

NCS기반 교육과정 개발만으로 연계관계에 의해 공학교육인증

의 학습성과 요건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셋째, 공학교육 분야애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연관관계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공학교육인증

의 최근 동향인 교과기반 평가에서도 학습성과와 능력단위의 

연관관계표가 교과기반평가를 위한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연구할 분야는 학습성과와 능력단위의 연계에 연관관

계 정도를 고려하여 연관관계표를 보다 세분화하는 일과 연관

관계를 보다 다양화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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