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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 목 적 

ㅇ NCS기반 훈련기준을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 적용함에 있어 훈련기관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편성 예시와 운영 가이드 제공을 통해 

NCS 훈련 운영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안내

ㅇ 이 매뉴얼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 NCS를 활용하여 훈련과정을 

편성하는데 필요한 “NCS기반 훈련기준”[국가직무능력표준 누리집

(www.ncs.go.kr) 교육훈련과정설계-훈련기준]에 따라,

- 이를 활용한 훈련과정 편성방법을 제시하고자 함 

▣ 매뉴얼 구성

ㅇ NCS기반 훈련과정 편성 및 평가도구 활용에 대한 훈련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 Ⅰ장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대한 개념과 정책방향

- Ⅱ장에서는 “NCS기반 훈련기준”에 대한 이해

- Ⅲ장에서는 “NCS기반 훈련기준”을 활용한 훈련과정 편성 방법

- Ⅳ장에서는 NCS기반 훈련과정 작성방법

- Ⅴ장에서는 NCS기반 훈련과정 평가방법을 제시함

- 아울러, 별첨 자료로 1. 훈련과정 편성 양식 및 작성 예시, 2. NCS 평가도구 

개발사례 3. 훈련과정 편성 Q&A, 4. 직업교육훈련과정 수요조사서(예시)

5. NCS기반 훈련기준 개발현황을 제시함

▣ 훈련과정 편성에 대한 문의

ㅇ 훈련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에 문의



주요 변경사항(‘21년 1월)

내역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매뉴얼명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훈련

기준 활용 훈련과정 편성 매뉴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훈련

과정 편성 · 평가도구 활용 매뉴얼

분류체계 최신화

분류체계 :  대분류(24개)

- 중분류(78개) 

- 소분류(241개) 

- 세분류(948개)

분류체계 : 대분류(24개) 

- 중분류(80개) 

- 소분류(257개) 

- 세분류(1022개)

페이지 4

NCS기반 

훈련기준 

개발현황 및 

계획

- 18년도 기준 작성 - 19년도 개발내역 추가
페이지

16

NCS 적용 및 

활용기준 안내

(통합심사  시)

○ 실업자 국기

- NCS 편성비율 70% 이상

○ 재직자 훈련 

- (40시간 미만 단기과정) 40%이상

- (법정직무교육) 40%이상

(통합심사  시)

○ 실업자 국기

- NCS 편성비율 60% 이상

○ 재직자 훈련 

- (40시간 미만 단기과정) 자율적용

- (법정직무교육) 자율적용

-

NCS 기반 

훈련과정 평가
- - (신설) Ⅴ. NCS 기반 훈련과정 평가 

페이지

111

<별첨2> - 평가유형별 문항(예시) - (변경) NCS 평가도구 개발사례
페이지

319

※ 본 개정판에서는 상기 주요변경사항 외에도 “서식 및 예시변경, 문구 수정”

등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19년 4월)

내역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분류체계 최신화

분류체계 : 대분류(24개)

- 중분류(78개) 

- 소분류(241개) 

- 세분류(948개)

분류체계 : 대분류(24개) 

- 중분류(79개) 

- 소분류(253개) 

- 세분류(1001개)

페이지 

4

NCS기반 훈련기준 

개발현황 및 계획
- 17년도 기준 작성 - 18년도 개발내역 추가

페이지

16

훈련시간

적용기준 

- 훈련과정 편성시 능력단위별 

훈련시간 편성은 훈련기준의 

과정/과목(능력단위)에 제시

된 훈련시간의 ±50%이내에

서만 조정하여 편성 가능

- 훈련과정 편성시 능력단위별 훈련시간 

편성은 훈련기준의 과정/과목(능력단

위)에 제시된 훈련시간의 최대 +50%

까지 편성가능하며, 최소시간은 제한 

없이 편성 가능

페이지 

26

훈련수준 적용기준 

- 선택한 주 직종의 훈련수준 포

함 하위 능력단위 모두 편성

- 주 직종 훈련수준의 상위수준 

능력단위 편성시 NCS 전공교과 

훈련시간 50%미만으로 편성

- 선택한 주 직종 및 유사/타직종에서의 

능력단위 자유롭게 편성 가능 

페이지

80

NCS 비적용 주요 

훈련과정
- - NCS 비적용 주요 훈련과정 변경

페이지 

81

NCS 누리집을 

활용한 훈련과정 

편성

- -내용 변경
페이지

85

비서 신규 구직자 

양성과정 

훈련운영계획서 및 

학습안내서

- -내용 변경
페이지

142

※ 본 개정판에서는 상기 주요변경사항 외에도 “서식 및 예시변경, 문구 수정” 등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18년 9월)

내역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NCS기반 훈련기준 

개발현황 및 계획
- 16년도 기준 작성 - 17년도 개발내역 추가

페이지

16

교수학습방법 예시 -
- ‘기타’ 및 ‘혼합형’유형 추가 및 

기존 유형 내용변경

페이지

63

평가유형별 설명 - - ‘기타’ 및 ‘혼합형’유형 추가 
페이지

66

NCS 비적용 주요 

훈련과정
- - NCS 비적용 주요 훈련과정 변경

페이지 

82

향상(재직자)과정 

훈련운영계획
- - 향상(재직자)과정 예시 형식 추가

페이지

162

※ 본 개정판에서는 상기 주요변경사항 외에도 “서식 및 예시변경, 문구 수정” 등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17년 6월)

내역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훈련과정 편성시 

수행준거 준용 여부

양성, 향상 훈련 모두 해당 

능력단위내 수행준거는 변경 

없이 준용하여 활용

○ 재직자 훈련의 경우 기업이나 재직자 

업무 특성상 수행준거를 100% 준용 

하여 교육훈련이 어렵다면 사유를 

명기하여 수행준거를 조정하여 활용 

가능하도록 조치 

○ 실업자훈련은 현행 준수

-  다만 NCS 내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의견 수렴 및 NCS위키를 

통해 개선 의견 수렴

페이지 

44, 50, 

80

수행평가서 

평가방법
-

수행평가서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 추가 

(참고)

페이지 

68

NCS기반 훈련과정 

편성시 고려사항
-

NCS적용 훈련과정 필수기준
페이지

81

NCS 비적용 허용과정 안내
페이지 

82

직무습득(기초 기술, 기능이 포함된) 

훈련과정 편성 방법

페이지 

83

자격증 취득과정에서의 훈련과정 편성
페이지 

83

훈련시간 내 평가시간 관련 안내
페이지 

83

프로젝트 실습

교과목 편성
- 프로젝트교과목 편성에 대한 예시 추가

페이지 

84

NCS기반 훈련과정 

수행평가 예시 변경 

추가

- 별첨 2 참조

페이지

162~ 

217

※ 본 개정판에서는 상기 주요변경사항 외에도 “서식 및 예시변경, 문구 수정” 등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16년 3월)

내역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신규구직자(양성) 

훈련 목표수준의 

상위수준 능력단위 

활용 또는 능력단위 

일부 제외

과정/과목(능력단위) 수준을 1~4 

수준으로 권장

※ 단, 기업체의 요구, 인력양성 

목표, 훈련대상자에 선수능력 

등을 제시한 경우 NCS전공교과 

시간의 50%미만으로 상위 

수준의 능력 단위 활용 가능 

과정/과목(능력단위) 수준을 1~4 

수준으로 권장

※ 양성과정에서 기업체의 요구, 

인력양성 목표, 훈련대상자에 

선수능력 등을 제시한 경우 

목표수준의 상위 수준 능력 

단위를 활용하여 훈련과정 편성이

가능 하나 이 경우, NCS 전공 

교과 시간의 50%미만으로 상위

수준의 능력 단위(유사 직종 또는

타직종 포함) 활용 가능

능력단위요소 

누락에 대한 NCS 

과정 인정 가능 여부

능력단위내 일부 능력단위요소를 

누락하여 활용하는 경우 해당 능력 

단위만 NCS기반 교과목으로 인정 

되지 않음

○ 양성훈련

능력단위내 일부 능력단위요소를 

누락하여 활용하는 경우 해당 능력 

단위만 NCS기반 교과목으로 인정 

되지 않음

○ 재직자직무능력향상훈련

‘능력단위’만으로 훈련과정 편성이 

어려운 경우, ‘능력단위요소’를 포함 

하거나 ‘능력단위요소’만으로 훈련 

과정 편성 가능

NCS 적용 및 

활용기준 안내
70% 이상

70%이상

40~70%미만 과정으로 구분

NCS누리집을 

활용한 훈련과정 

편성 방법 설명 

-
NCS 누리집 내 과정설계지원- 

훈련과정설계 설명자료 추가

NCS기반 훈련과정 

편성 예시 추가
- 별첨 1의2 참조

※ 본 개정판에서는 상기 주요변경사항 외에도 “서식 및 예시변경, 문구 수정” 등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15년 2월)

내역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양성(구직자)훈련  

목표수준의 

상위수준 능력단위 

활용

과정/과목(능력단위) 수준을 1~4 

수준으로 권장

※ 단, 기업체의 요구, 인력양성 

목표, 훈련대상자에 선수능력 

등을 제시한 경우 목표수준의 

상위 수준 능력단위를 활용하여 

훈련과정 편성 가능

과정/과목(능력단위) 수준을 1~4 

수준으로 권장

※ 단, 기업체의 요구, 인력양성 

목표, 훈련대상자에 선수능력 

등을 제시한 경우 NCS전공교과 

시간의 50%미만으로 상위 

수준의 능력단위 활용 가능 

능력단위요소 

누락에 대한 NCS 

과정 인정 가능 여부

능력단위내 일부 능력단위요소 

또는 수행준거를 누락하여 활용 

하는 경우 NCS 미반영

능력단위내 일부 능력단위내요소를 

누락하여 활용하는 경우 해당 능력 

단위만 NCS기반 교과목으로 인정 

되지 않음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방법 설명 추가
-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방법 설명 추가

훈련과정 운영 및 

평가 설명 추가
- 훈련과정 운영 및 평가 설명 추가

서식 추가 -

별첨2. NCS 평가유형별 활용서식 

예시

별첨3. 평가문항 예시

※ 본 개정판에서는 상기 주요변경사항 외에도 “서식 및 예시변경, 문구 수정” 등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14년 10월) 

내역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양성(구직자)훈련  

목표수준의 

상위수준 능력단위 

활용

과정/과목(능력단위) 수준을 1~4 

수준으로 제한

과정/과목(능력단위) 수준을 1~4 

수준으로 권장

※ 단, 기업체의 요구, 인력양성 

목표, 훈련대상자에 선수능력 

등을 제시한 경우 목표수준의 

상위 수준 능력단위를 활용하여 

훈련과정 편성 가능 

향상(재직자)훈련  

목표 수준의 

상하위수준 

능력단위 활용

재직자 향상과정은 4수준 이상으로 

편성

재직자 향상과정은 4수준 이상으로 

편성 

※ 단, 전직 등 기업의 수요에 따라 

필요한 경우 4수준 이하의 

훈련과정 편성 시 목표 수준의 

상․하위수준 능력단위를 활용하여 

훈련과정 편성 가능

타직종의 능력단위 

활용
유사직종의 능력단위 활용으로 제한

필요한 경우 타직종의 능력단위 

활용 가능

통합심사(훈련사업 

통합에 따른 내용 

변경)

Ⅳ. 훈련사업별 NCS 활용 방안

1.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2. 내일배움카드제훈련

3. 핵심직무능력향상훈련

4. 직업능력개발컨소시엄훈련

5. 취업사관학교

Ⅳ.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NCS 

훈련과정

1. 통합심사 NCS 훈련과정 

신청방법

2. NCS 훈련과정 심사․신청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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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요

ⅠⅠ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훈련과정 편성․평가도구 활용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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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CS 개발 및 활용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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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요

Ⅰ

1.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개요

NCS의 개념 및 도입배경1.1

○ (개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 산업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을 의미 

○ (도입배경) 그간 직업교육․훈련-자격이 연계되지 않은 상태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괴리되어 실시됨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이 비효율적

이라는 비판1)을 해소하기 위해 NCS를 도입하게 되었음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념도 】

1) 인적자원개발의 비효율 문제제기 사례

  a. 기업이 원하는 교육훈련이 아닌 공급자 위주의 교육훈련으로 인한 높은 재교육비용 부담 

   * 대졸 신입사원 재교육기간 및 1인당 재교육비용(경총) : 18.3개월(‘13년 기준),  5,659만원(’13년 기준)

   * 청년층의 첫 일자리 전공불일치 비율(한국노동연구원) : 4년제 대학 80.7%, 전문대78.1%, 전문계고 68.1%

  b. 취업에 대한 불안감을 스펙으로 보충하려는 심리로 스펙취득비용 급증(휴학 일반화 등), 최초 취업시기 지연

   * 대졸청년 휴학경험(통계청) : (ʼ10년) 39.7%, (ʼ11년) 43.0%, (ʼ12년) 42.7%

   * 과잉학력으로 인한 기회비용(SERI, '12) 대졸자 120백만원, 전문대졸 5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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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의 체계1.2

◇ NCS의 체계적인 개발과 활용을 위해 산업현장 직무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수준을 설정

→ NCS에 기반한 훈련과정 개발시 훈련직종(세분류)과 대상자(수준) 선정의 기초

정보로 활용

1.2.1. 분류체계

○ 일터 중심의 체계적 NCS개발을 위해 산업현장 전문가의 직종구조 분석결과

반영을 위한 산업현장 직무를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에 부합하게 분류한 것

- 분류체계 : 대분류(24개) - 중분류(80개) - 소분류(257개) - 세분류(1,022개)

※ 상기 분류체계는 ‘20.1.1 기준으로 산업현장 직무 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

- 훈련과정에서의 직종은 NCS 분류체계상 원칙적으로 세분류를 의미함 

☞ NCS 분류체계 는 산업계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

【 NCS 분류 체계도(예시) 】

대분류 13. 음식서비스 14. 건설 15. 기계

중분류 01. 건설공사 관리 02. 토목 03. 건축 04. 플랜트

소분류 01. 건축 설계감리 02. 건축시공 03. 건축설비설계 시공

세분류 01.건축목공시공
02.조적
미장시공

03.
방수시공

04. 타일시공

1.2.2. NCS 수준체계

○ 산업현장 직무의 수준을 체계화한 것으로,

- NCS 개발시 8단계 수준체계에 따라 능력단위별 수준을 평정하여 제시

- ‘산업현장-교육․훈련-자격’ 연계, 평생학습능력 성취수준 및 자격의 등급

체계 구성에서 활용되며, NCS기반 훈련기준에서 제시된 수준은 NCS 능력

단위 수준을 준용하여 평정된 바, 교육훈련과정 편성시 훈련수준과는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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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개  념

8수준

- 해당분야에 대한 최고도의 이론 및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이론을 창조할 수 있고,

최고도의 숙련으로 광범위한 기술적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조직 및 업무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수준

- (지식기술)해당분야에 대한 최고도의 이론 및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이론을 창조

할 수 있는 수준, 최고도의 숙련으로 광범위한 기술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 (역량)조직 및 업무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수준

- (경력)수준7에서 2-4년 정도의 계속 업무 후 도달 가능한 수준

7수준

- 해당분야의 전문화된 이론 및 지식을 활용하여, 고도의 숙련으로 광범위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타인의 결과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이 필요한 수준

- (지식기술)해당분야의 전문화된 이론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근접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 고도의 숙련으로 광범위한 작업을 수행하는 수준 

- (역량)타인의 결과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이 필요한 수준

- (경력)수준6에서 2-4년 정도의 계속 업무 후 도달 가능한 수준

6수준

- 독립적인 권한 내에서 해당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일반적인 

숙련으로 다양한 과업을 수행하고, 타인에게 해당분야의 지식 및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는 수준

- (지식기술)해당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수준, 일반적인 

숙련으로 다양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 (역량)타인에게 해당분야의 지식 및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는 수준, 독립적인 권한 

내에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 (경력)수준5에서 1-3년 정도의 계속 업무 후 도달 가능한 수준

5수준

- 포괄적인 권한 내에서 해당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사용하여 매우 복잡하고 비일상적인

과업을 수행하고, 타인에게 해당분야의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수준

- (지식기술)해당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 매우 복잡하고 비일상적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 (역량) 타인에게 해당분야의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수준, 포괄적인 권한 내에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 (경력) 수준4에서 1-3년 정도의 계속 업무 후 도달 가능한 수준

【 NCS 직무수준별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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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개  념

4수준

- 일반적인 권한 내에서 해당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제한적으로 사용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

- (지식기술) 해당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 복잡하고

다양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 (역량) 일반적인 권한 내에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 (경력) 수준3에서 1-4년 정도의 계속 업무 후 도달 가능한 수준

3수준

- 제한된 권한 내에서 해당분야의 기초이론 및 일반지식을 사용하여 다소 복잡한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

- (지식기술) 해당분야의 기초이론 및 일반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 다소 복잡한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

- (역량) 제한된 권한 내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

- (경력) 수준2에서 1-3년 정도의 계속 업무 후 도달 가능한 수준

2수준

- 일반적인 지시 및 감독 하에 해당분야의 일반 지식을 사용하여 절차화되고 일상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

- (지식기술) 해당분야의 일반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 절차화되고 일상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

- (역량) 일반적인 지시 및 감독 하에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

- (경력) 수준1에서 6-12개월 정도의 계속 업무 후 도달 가능한 수준

1수준

- 구체적인 지시 및 철저한 감독 하에 문자이해, 계산능력 등 기초적인 일반지식을 

사용하여 단순하고 반복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

- (지식기술) 문자이해, 계산능력 등 기초적인 일반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 단순하고

반복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

- (역량) 구체적인 지시 및 철저한 감독 하에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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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NCS의 기본 구성(능력단위)1.3

○ ‘능력단위’는 NCS의 세분류를 구성하는 기본단위

○ 능력단위 설정기준은

- 한 사람이 수행 가능해야 함

- 명확한 성과(outcome)를 도출해야 함

- 교육훈련 및 평가가 가능해야 함

- 일정한 기능(function)을 해야 함

- 수행하는 직무가 독립적이어야 함

【 NCS 능력단위 구성 】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

1. 능력단위 지식․기술․태도적용범위 및 작업상황

평가지침

직업기초능력
세 분 류

(직 무 )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

적용범위 및 작업상황 지식․기술․태도2. 능력단위

평가지침

직업기초능력

○ 능력단위는 능력단위분류번호, 능력단위정의, 능력단위요소(수행준거, 지식

기술 태도), 적용범위 및 작업상황, 평가지침, 직업기초능력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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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S 능력단위 설명 】

구 성 항 목 내       용

능력단위명칭 (competency unit title) ㆍ능력단위의 명칭을 기입한 것

능력단위분류번호

(competency unit code)

ㆍ능력단위를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일련번호로서 

14자리로 표현

능력단위정의

(competency unit description)

ㆍ능력단위의 목적, 업무수행 및 활용범위를 개략적으로

기술

능력단위요소

(competency unit element)
ㆍ능력단위를 구성하는 중요한 핵심 하위능력을 기술

- 수행준거

(performance criteria)

ㆍ능력단위요소별로 성취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인이

도달해야 하는 수행의 기준을 제시

- 지식ㆍ기술ㆍ태도

(knowledge skill attitude)
ㆍ능력단위요소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적용범위 및 작업상황

(range of variable)

ㆍ능력단위를 수행하는데 있어 관련되는 범위와 물리적 

혹은 환경적 조건

ㆍ능력단위를 수행하는 데 있어 관련되는 자료, 서류,

장비, 도구, 재료

평가지침 

(guide of assessment)

ㆍ능력단위의 성취여부를 평가하는 방법과 평가시 고려

되어야 할 사항

직업기초능력

(key competency)

․능력단위별로 업무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직업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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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능력단위 분류번호 체계1.4

○ NCS의 능력단위에 대한 식별번호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능력

단위 및 개발연도로 구성

- 대 분 류 : 대분류 체계의 2자리 숫자(2 digits)

- 중 분 류 : 해당 대분류 내 중분류 체계의 2자리 숫자(2 digits)

- 소 분 류 : 해당 중분류 내 소분류 체계의 2자리 숫자(2 digits)

- 세 분 류 : 해당 소분류 내 세분류 체계의 2자리 숫자(2 digits)

- 능력단위 : 해당 세분류 내 능력단위 연번으로 2자리 숫자(2 digits)

- 개발연도 : 능력단위 개발 보완 연도 2자리 숫자(2020년 → 20)로 작성

하되, 앞의 분류와 구분하기 위하여 “ _ ” 이후에 연도 기입

- 버    전 : 표준 개발 순서 2자리(첫번째 → v, 두 번째 → 숫자)/(2 digits)

【 NCS 능력단위 분류번호(코드) 체계 】

0101010101_20v1

01 01 01 01 01 _ 20 v1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능력단위 개발연도 버전

○ NCS를 활용하여 교육 훈련과정을 편성하는 경우 능력단위명과 함께 능력

단위 분류번호를 반드시 제시 

- 훈련과정 편성상 능력단위 적정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기초정보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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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CS 개발 및 활용

NCS의 개발2.1

○ 현장의 직무수요를 정확히 반영한 NCS가 되도록 체계적 개발 시스템 마련

- (개발주체) 산업별 단체가 개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제반사항 지원

- (개발전문가 구성) 관계부처 추천을 받아 부문별로 표준 개발을 담당할 현장

교육훈련 자격 전문가 Pool 구축(세분류별 11명 내외)

- 개발과정에서 NCS의 현장 적합성을 점검하는 점검회의 구성 운영

○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조기 개발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부처 기관간 협업 

시스템 구축

- (NCS 운영위원회) 정부부처 노사단체 학계 등의 참여하에 추진상황 점검 및 

주체별 협업방안 협의 

- (유관기관 협의회) NCS 개발(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직업교육과정 개편(한국

직업능력개발원)이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정례적 업무 협의 

NCS 활용 확산2.2

�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의 활용

○ (훈련기준) ‘20년까지 NCS 개발 개선과 연계하여 1,022개 직종을 “NCS

기반 훈련기준”으로 개발 완료

- 훈련기준 구조를 모듈형으로 개편하여 훈련과정 개발 시 활용도 제고

- 훈련기준은 NCS를 개발하는 산업단체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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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활용

- ’15년 운영과정부터 이수자 평가 결과에 따라 훈련비 추가 지원 실시 및  

‘16년 하반기 이후 NCS 활용 가능 직종(과정)에 대하여 NCS를 전면 적용

� 국가기술자격에서의 활용

○ (출제기준) NCS 개발과 연계하여 능력단위별 모듈형 출제기준 개발

※ 국가기술자격 출제기준을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맞도록 전면 정비중

○ (자격 재설계) NCS를 토대로 국가기술자격 종목 단계적 재설계

※ 대분류별 ʻ직종구조도ʼ를 작성하고, 직종구조도를 바탕으로 NCS와 국가기술자격을

비교 분석, 자격종목 신설 폐지 통합 세분화하여 자격의 효용성 제고

○ (검정방식) 산업현장의 일을 중심으로 직업교육 훈련과 자격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도입하여 ‘21년도 현재 금형 등 

167개 종목 시행(’15년도 기계설계 산업기사 등 15개, ‘16년도 이·미용 기

능사 등 15개 추가, ’17년도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등 31개 추가, ‘18년도 

조경 기사 등 50개 추가, ’19년도 화공기사 등 32개 추가, ‘20년도 금속재

료 기사 등 16개 추가, ’21년도 가스산업기사 등 8개 추가)

� 기업 및 근로자의 활용

○ (중소기업) 중소기업에 대하여 ISC(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RC(지역인적

자원개발협의체)를 통한 개별기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수요 기업에 대하여 

국가직무능력기반의 직무분석 등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 NCS개발자, 산업현장 교수단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개별기업에 맞게 NCS를 

적용한 인사 경력 관리 시스템 개편 지원

○ (근로자) 경력개발경로, 자가진단 도구 등을 개발 보급하여 현장 근무자가 

재직 중 능력개발을 통해 기업의 핵심인재로 성장토록 지원

○ (일·학습병행제) 일터에서 학습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일·학습 병행제”

도입시 활용 지원 

※ 일과 병행한 학습을 통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함양하고,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시간적․재정적 비용 경감을 통해 인적자원개발의 효율성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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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존 훈련기준 NCS기반 훈련기준

교과내용

입직자 수준의 훈련기준만 제시됨 1~8수준으로 설계되어 있는 능력단위를

활용하여 입직자 및 근로자 수준에 

따라 필요한 교육훈련 실시

3월 350시간 이상의 장기과정에 대한 

훈련기준만 제시됨 

필요한 능력단위를 선택하여 다양한 

훈련과정 편성 가능

1. 직업능력개발훈련과 훈련기준

NCS기반 훈련기준의 개념1.1

◇ (훈련기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의 대상이 되는 직종별로 훈련의 

목표, 교과 내용 및 시설 장비와 교사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것

* 근거규정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8조(훈련기준)

** 1967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직업훈련촉진법) 제정 이후, 1969년 훈련기준을 제정하여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으로 현재까지 운영

*** 현장수요에 부합한 훈련기준 개발을 위해 훈련대상 직종별로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훈련

기준을 개발하였으나, ‘13년도부터 일-직업교육훈련-자격을 상호 연계하는 NCS를 활용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현장수요에 부합하게 개발

○ “기존 훈련기준과 차이점”은 기존 입직자 수준에 국한하여 350시간 이상

지정된 훈련과정을 반드시 훈련해야 하는 형태에서 → 재직자를 포함한 근로자

경력개발단계별 훈련이 가능하게 모듈식 과정/과목(능력단위)으로 제시하여

훈련기관에서 수요에 부합하게 선택하여 다양한 훈련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제시

【 기존 훈련기준과 NCS기반 훈련기준의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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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존 훈련기준 NCS기반 훈련기준

훈련

교과목

훈련교과목별 훈련목표 및 세부훈련

내용 미제시

- 훈련단위명 만 제시

능력단위별 훈련목표 및 능력단위요소별로

수행준거(~할 수 있다)를 통해 훈련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훈련직종에 필요한 교과내용만 명시

훈련이수체계를 통해 연관직종 교과내용

(능력단위)을 함께 제시

→ 근로자 능력개발 경로 설정 가능

훈련기준

제시직종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의 수요가 있는 

직종에 한하여 개발

※ ’12년까지 208개 직종 개발

NCS분류체계에 맞춰 개발

※ ‘19년까지 1,022개 직종 개발

훈련방법 미제시
집체․원격․현장실습․현장견학 등으로

구체적 제시

효  과 현장-교육․훈련-자격 연계 미비
NCS기반으로 현장-교육․훈련-자격의 

체계적 연계 가능

○ “NCS기반 훈련기준” 개발현황 및 계획

구  분 훈련기준 개발현황 비 고

2013년 경영기획 등 240개 직종

1,022개 훈련기준 고시

(‘21.1.1)

2014년 기계설계 등 557개 직종

2015년 방송콘텐츠 기획 등 50개 직종

2016년 로봇지능개발 등 50개 직종

2017년 광학시스템제조 등 51개 직종

2018년 로봇안전인정 등 53개 직종

2019년 유전자변형 등 21개 직종

2020년 디지털포렌식 등 17개 직종 ‘22.1.1 훈련기준 고시(예정)

※ 개발된 NCS기반 훈련기준은 NCS누리집(www.ncs.go.kr) 공지사항 또는 자료실

(일반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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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NCS기반 훈련기준 구성1.2

○ NCS의 구성항목은 훈련기준의 구성항목과 상호연계 되도록 구성

NCS 훈련기준

• 직무(세분류)

해당 직무의 능력단위 집합

- 직종 및 기능(function)의 구분 단위

• 직종명

- NCS의 직무

• 직무정의

- NCS 직무(세분류)에 대한 정의 

• 직종정의

- 훈련기준 직종에 대한 정의 

• 능력단위

- 직무수행 시 요구되는 능력들의 단위

- 능력단위요소의 집합   

• 과정 / 과목명

- NCS의 능력단위

- 학습내용의 조합 

• 능력단위요소

- 능력단위를 구성하는 단위

- 능력단위를 세분화하여 작성

• 단원명(능력단위요소명)

- 세부 학습내용의 집합

- NCS의 능력단위요소별로 단원명 제시

• 수행준거

- 능력단위요소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

되는 수행수준

• 훈련내용(수행준거)

- NCS의 수행준거를 제시

• 평가지침 

- 해당 능력단위를 평가할 때 고려할 

사항, 기타 능력 등을 기술

• 평가시 고려사항

- NCS의 평가지침을 제시

• 직업기초능력 

- 능력단위별 해당 직업기초능력의

중요도를 평가

• 직업기초능력

- NCS의 직업기초능력을 하나의 과정

/과목명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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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훈련기준

분류번호 : 1203020201_13v1③

능력단위명칭 : 객실 예약접수④

능력단위 정의⑤ :  객실 및 부대시설 이용정보 파악, 예

약현황 및 고객이력 확인, 예약관련 자료작성 및 변경을 처

리하는 능력이다.

객실관리 직무

▣ 객실관리① 직무의 정의

②고객의 편안하고 안락한 투숙을 위해, 예약접수, 체크 

인/아웃 업무, 객실과 공용지역 정비 및 호텔세탁물 관리 등을

통해 최상의 객실상품을 창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이다.

1. 객실�예약접수

� 능력단위 기술서

능력 

단위요소
수    행    준    거

⑥ 

1203020

201_13v

1

객실 및 

부대시설 

이용정보 

파악하기

1.1 호텔의 객실 유형(위치, 평수, 객실 타입 

등)에 따라 객실 및 부대시설 정보를 구

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⑦

【지식】⑧

  ◦ 객실 상품 지식

  ◦ ~ ~

【기술】

  ◦ 컴퓨터 단말기 조작 기술(PMS & CRS)

  ◦ 정보 검색 기술 ∼ ∼

【태도】

  ◦ 고객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 의지

  ◦  고객에게 친절하고 상냥한 태도∼ ∼

� 적용범위 및 작업상황

  ∼ ∼

  장비 및 도구⑨

  • 컴퓨터 & PMS 시스템(데모버전)

   • 전화기

Ⅰ. 개� � 요

1. 직종명  객실관리①

2. 직종 정의 : ② 고객의 편안하고 안락한 투숙을 위해, 

예약접수, 체크 인/아웃 업무, 객실과 공용지역 정비 및 

호텔세탁물 관리 등을 통해 최상의 객실상품을 창출하는 

업무에 종사

ㅇ 과정/과목명 : 직업기초능력⑪ 

- 훈련개요

훈련목표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소양을 

함양

수    준 -

훈련시간 훈련과정 전체 교육시간의 10% 이내에서 
자율편성

훈련가능
시설 강의실, 컴퓨터실

권장훈련
방법 집체 또는 원격훈련

- 편성내용

단 원 명 학 습 내 용

의사소통

능력

문서이해능력, 문서작성능력, 경청능력, 

의사표현능력, 기초외국어능력

수리능력
기초연산 능력, 기초통계 능력, 도표분석 능

력, 도표작성 능력

∼ ∼ ∼ ∼

ㅇ 과정/과목명: ③1203020201_13v1 ④객실 예약접수

- 훈련개요

훈련목표

⑤ 객실 및 부대시설 이용정보 파악, 예약

현황 및 고객이력 확인, 예약관련 자료작성 

및 변경을 처리하는 능력을 함양

수    준 3수준

훈련시간 20시간

훈련

가능시설
강의실, 컴퓨터실, 객실실습실

권장훈련

방법
집체훈련

【 NCS를 활용한 훈련기준(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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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NCS 훈련기준

순 
번

직업기초능력

주요영역 하위영역

1
의사소통

능력

문서이해능력, 문서작성능력, 경

청능력, 의사표현능력, 기초외국

어능력

2 수리능력
기초연산 능력, 기초통계 능력,

도표분석 능력, 도표작성 능력

3 ∼ ∼ ∼ ∼

   • ∼ ∼

  재료 ⑫

  • 해당사항없음

� 평가지침

  평가시 고려사항⑩

• 평가자는 다음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 호텔상품, 종류 및 요금제도에 대한 지식

- 호텔시스템(Fidelio, Opera 등)에 대한 지식

- 적정요금(BAR)에 대한 지식 ∼ ∼

� 직업기초능력⑪

  

재 료 목 록

• 해당 사항 없음

  - 편성내용

단원명⑥

(능력단위 

요소명)

훈련내용⑦

(수행준거)
평가시 고려사항⑩

⑥객실 및 

부대시설 

이용정보 

파악하기

1.1 호텔의 객실 유

형(위치, 평수, 객실

타입 등)에 따라 객

실 및 부대시설 정보

를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

1.2 ∼ 적용할 수 있

다.⑦

•평가자는 다음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호텔상품, 종류 및 

요금제도에 관한

지식

- 적정요금(BAR)

에 대한 지식

-부대시설 관련 정보  

∼ ∼

  ∼ ∼ ∼ ∼

- 지식․기술․태도⑧

구  분 주요내용

지식

◦ 객실 요금제도

◦ 부대시설 관련정보

◦ 호텔 전산시스템의 예약절차 ∼ ∼  

기술
◦ 컴퓨터단말기조작기술(PMS & CRS)

◦ 고객과의 의사소통 능력∼ ∼

태도
◦ 정보이해에 대한 노력

◦ 고객요청에 대한∼ ∼

- 장비 ⑨

장 비 명 단위
활용구분
(공용/전용)

1대당 
활용인원

• 컴퓨터

• PMS시스템(데모

버전)

• 전화기

• ∼ ∼

대

세트

대

대

공용

공용

공용

공용

1

1

5

-

※ 장비는 주장비만 제시한 것으로 그 외의 장비와 공구는별도로 확보

- 재료 ⑫

※ 재료는 주재료만 제시한 것으로 그 외의 재료는 별도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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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기반 훈련기준 개발1.3

○ NCS를 활용하여 훈련기준(안)을 작성 검토하고,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후 전문가 검토를 통해 훈련기준 확정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 보급

- 훈련기준 시안 개발은 NCS 개발을 담당하는 산업단체에서 개발

【 훈련기준 개발 절차 】

NCS 조사 분석 ∙ 관련 NCS 조사 분석

↓

훈련기준의 ‘개요’ 작성
∙ NCS 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장 및 교육 훈련

전문가 회의를 통해 ‘개요’ 작성

↓

훈련기준의 ‘훈련과정’ 작성
∙ NCS 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장 및 교육 훈련

전문가 회의를 통해 ‘훈련과정’ 작성

↓

훈련기준의 ‘고려사항’ 작성
∙ NCS 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장 및 교육 훈련

전문가 회의를 통해 ‘고려사항’ 작성

↓

의견 수렴
∙ 개발된 훈련기준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

- 훈련기준(시안)에 대해 훈련기관 및 인터넷 등을 

통한 의견수렴

↓

검 토
∙ 수렴된 의견에 대한 직종별 관련 전문가 최종 

검토를 통해 훈련기준 확정 

↓

고시(보급)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 NCS 누리집(www.ncs.go.kr)에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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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준 설 명

6

수준

차

장

호텔 기획전략

호텔 프로젝트

5

수준

과

장

호텔 인적자원 
관리

호텔 교육

호텔 관리회계

호텔 마케팅

호텔 홍보

객실 매출관리
부대업장 
손익 관리

식음료 메뉴기획

식음료 직원관리

당직

4

수준

대

리

호텔 총무

호텔 영업회계

호텔 구매

호텔 판촉

객실 수납

객실 일일 마감

재실고객관리

하우스키핑관리

식음료 고객관리

휘트니스 센터 
회원관리

연회 판촉

연회 행사 외부
업체 관리

GRO

3

수준

주

임

체크 인

체크 아웃

객실 예약접수

하우스키핑정비

식음료 업장관리

델리숍 관리

휘트니스센터 
운영

연회 예약 상담

연회 기획

연회 행사 준비

웨딩

출장 연회

연회 행사 정산

연회 행사 사후 
관리

고객서비스
센터

비즈니스
센터

귀빈층 
라운지

컨시어지

2

수준

사

원

호텔 세탁물관
리

호텔 레스토랑 
서비스

호텔 음료 서비스

연회 행사 진행
벨 데스크

도어 데스크

발렛

- 직업기초능력

수준

       
직종

숙박기획ㆍ개발 객실관리 부대시설관리 연회관리 접객서비스

Ⅰ. 개  요

1. 직종명
①
: 객실관리

2. 직종 정의②: 고객이 편안하고 안락한 투숙을 위해,

예약접수, 체크 인/아웃, 객실과 공용지역 정비 및 호텔

세탁물 관리 등을 통해 최상의 객실 상품을 창출하는 

업무에 종사

3. 훈련이수체계③

① 직종명

-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분류체계의

세분류명과 동일

- 훈련과정 개발시 훈련기관의 훈련

직종명(학과명)으로 활용 가능

② 직종 정의

-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체계의 

세분류 정의와 연계하여 해당 직종

에서 수행하는 직무내용을 정의

- 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훈련직종의

훈련목표로 활용가능

③ 훈련이수체계

-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개발한『경력개발경로모형』의

수준별 유형별 토대에서 훈련과정을

제시한 모형

- 훈련기관에서 훈련과정 개발시

훈련과정명 설정시 활용가능

2. NCS기반 훈련기준 항목별 이해

훈련기준 직종개요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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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준 설 명

※ 해당직종(음영)의 훈련과정을 편성하는 경우 해당직종

에서 제시한 능력단위를 훈련과정 목표에 맞는 수준으로

과정/과목을 편성하고, 이외 직종의 능력단위를 훈련

과정에 추가 편성하려는 경우 유사(타)* 직종의 능력

단위를 추가할 수 있음

* 유사직종 : 동일 소분류 내 직종

타 직종 : 동일 소분류 외 직종

[훈련이수체계활용 과정명 개발방법]

- 훈련이수체계에서 음영색 부분은 

해당직종의 필수과정/과목으로 훈련

과정 편성에서 중심이 됨

- 해당직종명과 수준명을 결합하여 

훈련과정 편성

예) ʻʻ체크인ʼʼ, “체크아웃”, “객실 예약

접수“, ʻʻ하우스키핑 정비”, “호텔

세탁물관리ʼ 과정을 편성하는 

경우 → 객실관리 초급과정 등

으로 과정명 설정

훈련인원

시설명

기준

인원
면 적

기준인원 초과 시 

면적 적용

시    설

활용구분(공용/전용)

강 의 실 20명 45㎡ 1명당 1.5㎡씩 추가 공  용

컴퓨터실

(강의실 겸용가능)
20명 45㎡ 1명당 1.5㎡씩 추가 공  용

객실 실습실 20명 72㎡ 1명당 3.6㎡씩 추가 공  용

4. 훈련시설④

5. 교 사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름

④ 훈련시설

- 훈련실시에 필요한 시설

- 훈련과정 인정 심사시 시설기준

으로 활용

- 시설 중 공용은 해당시설을 반(班)

구분에 상관없이 활용하여도 가능

하고, 전용은 해당 직종의 훈련

장비가 설치된 장소로 타 훈련

직종에서 활용할 수 없는 시설을

의미

⑤ 교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33조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제시

- 훈련과정 인정심사시 훈련 교․강사

기준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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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준 설 명

단원명⑤ 학습내용⑥ 

의사소통능력
문서이해능력, 문서작성능력, 경청능력, 

의사표현능력, 기초외국어능력

수 리 능 력
기초연산능력, 기초통계능력, 도표분석 능력,

도표작성능력

문제해결능력 사고력, 문제처리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아인식능력, 자기관리능력, 경력개발 능력

자원관리능력
시간자원관리능력, 예산자원관리능력, 

물적자원관리능력, 인적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팀웍능력, 리더십능력, 갈등관리능력, 

협상능력, 고객서비스능력

Ⅱ. 훈련과정

ㅇ 과정/과목명 : 직업기초능력

- 훈련개요

훈 련 목 표 ①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소양을 

함양

훈련 시 간
② 훈련과정 전체 교육시간의 10% 이내로 

자율편성

훈련가능시설③ 강의실 또는 컴퓨터실

권장훈련방법④ 집체훈련 또는 원격훈련

- 편성내용

① 훈련목표

- ʻʻ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소양을 함양ʼʼ으로 제시

- 훈련기관의 훈련과정 편성시 직업기초

능력을 반영하는 경우 교과목표로

활용가능

② 훈련시간

- 훈련을 위한 시간 제시

- 직업기초능력은 350시간 이상 장기

훈련과정에서 NCS 인정교과 60%

이상 반영하여 훈련과정 편성 시 

전체 훈련시간의 10% 이내로 

편성가능

- 350시간 미만의 양성훈련 및 단기 

재직자 훈련의 경우 직업기초능력을

편성하여도 무방하나 NCS 인정

교과로 인정되지는 않음

③ 훈련가능시설

- 직업기초능력의 강의는 강의실, 컴퓨터실

등 집체훈련이 가능한 시설

④ 권장훈련방법

- 과정 운영을 위한 훈련방법으로 

집체훈련, 원격훈련 중 선택

직업기초능력 과정/과목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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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준 설 명

단원명
⑤

학습내용
⑥ 

정 보 능 력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능력

기 술 능 력 기술이해능력, 기술선택능력, 기술적용능력

조직이해능력
국제감각, 조직체제이해능력, 경영이해능력,

업무이해능력

직 업 윤 리 근로윤리, 공동체윤리

⑤ 단원명

- 해당훈련 직종과 관련된 NCS 직무의

직업기초능력을 토대로 제시

- 훈련기관에서 훈련과정을 편성하는 

경우 NCS에 제시된 “직업기초능력”을

토대로 10개 단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훈련과정 편성

⑥ 학습내용

- 직업기초능력의 하위영역

- 훈련기관에서 편성하는 훈련과정의 

직업기초능력 교과목 단원별 훈련내

용으로 활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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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준

ㅇ 과정/과목명① : 1203020201_13v1 객실 예약접수

- 훈련개요

훈 련 목 표② 객실 및 부대시설 이용정보 파악, 예약현황 및 고객이력 확인, 예약관련 자료작성 및

변경을 처리하는 능력을 함양

수       준
③

3수준

훈 련 시 간④ 20시간

훈련가능시설⑤ 강의실, 컴퓨터실(강의실 겸용 가능), 객실실습실

권장훈련방법⑥ 집체훈련

설   명

① 과정/과목명

- 훈련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직무의 NCS 능력단위와 능력단위 분류번호 제시

- 훈련기관에서 과정 편성시 훈련과정의 과정명 또는 교과목명으로 활용가능

* 단기훈련과정에서는 직종명과 결합하여 과정명으로 제시하고, 과목명으로 활용 

⇒ 예) 과정명 : 객실관리 초급과정(객실 예약접수), 교과목명 : 객실 예약접수

** NCS기반 훈련기준에서 제시된 과정/과목명을 반영하는 경우 해당 과정/과목의 능력단위 분류

번호는 편성하는 훈련과정에 반드시 제시 ⇒ 예) 1203020201_13v1 객실 예약접수

② 훈련목표

- 해당과정/과목의 훈련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NCS 능력단위 정의를 활용하여 

“~~하는 능력을 함양”으로 표현

- 훈련기관에서 편성하는 훈련과정 교과목의 훈련목표로 활용

전공 과정/과목2.3

2.3.1 전공 과정/과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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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준

③ 수준

- 해당 과정/과목의 수준으로, “훈련이수체계”의 수준을 토대로 제시

- 훈련과정 편성시 훈련생이 도달해야 할 성취목표 수준으로, 훈련생의 수준을 고려

하여 교과목으로 선택

* 양성(구직자) 훈련은 훈련목표 수준을 되도록 4수준 이하로 선택하여 훈련과정에 편성하도록

하고, 재직자 향상훈련은 훈련에 참여할 대상자의 수준에 부합하게 선택하여 훈련과정 편성 

④ 훈련시간

- 해당 과정/과목(능력단위) 훈련시간을 참고하여 제시

- 훈련기준의 과정/과목(능력단위)에 제시된 훈련시간의 최대 +50%까지 편성가

능하며, 최소시간은 제한 없이 편성 가능

※ 단, 재직자 훈련과정중 능력단위내 일부 능력단위요소를 선택하여 훈련과정으로 편성

하는 경우 제시된 훈련시간 이내에서 자율 편성 가능(적정훈련시간 여부는 과정심사시

별도 판단 실시)

⑤ 훈련가능시설

- 해당 과정/과목의 훈련가능시설은 훈련인원 대비 면적기준은 해당직종 훈련기준 

개요부의 ‘훈련시설’에 맞게 갖추어야 함

→ 단, 훈련 사업별로 시설기준을 별도로 제시한 경우는 해당 사업의 기준에 따름 

⑥ 권장훈련방법

- 과정 운영을 위한 훈련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집체훈련, 원격훈련, 현장견학,

현장실습” 중 선택하여 제시

- 훈련과정 편성시 해당 훈련기준 과정/과목에서 제시하는 훈련방법으로 훈련

→ 단, ‘현장실습’ 또는 ‘현장견학’은 가능한 기업 또는 기관의 시설을 제시해야

하며, 사업별 가능 훈련방법은 별도 확인 필요(일부 훈련사업에서는 현장실습,

현장견학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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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준 설 명

단  원  명⑦

(능력단위 

요소명)

훈 련 내 용⑧

(수행준거)
평가시 고려사항⑨

객실 및 

부대시설 

이용정보 

파악하기

1.1 호텔의 객실 유형(위치, 평수, 객실 타입 등)에 

따라 객실 및 부대시설 정보를 구분하여 파악

할 수 있다.

1.2 객실 요금 종류(공표요금, 특별요금, 계약요금 

등)에 따라 마켓별 요금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1.3 객실 판매 촉진 전략에 따라 패키지나 프로모

션 상품을 파악하여 상담 및 판매할 수 있다. 

1.4 당일에 적용된 적정요금 BAR(Best Available 

Rate)에 따라 고객에게 객실 상품을 설명할 

수 있다.

1.5 부대시설의 종류와 이용안내를 위해 호텔 정

보를 파악할 수 있다.

1.6 고객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 호텔 주변

의 정보(관광, 쇼핑, 식당, 극장, 공연 등)를 

조사하여 안내문을 작성할 수 있다. 

- 평가자는 다음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

다.

• 호텔상품, 종류 및 요금제도에 대한 지식

• 호텔 패키지나 프로모션 상품 정보

• 호텔시스템(Fidelio, Opera 등)에 대한 

지식

• 객실구조에 대한 지식

• 예약 확인에 대한 지식

• 고객숙박등록카드 작성 지식

• 예치금(예약보증금) 취소 및 반환 처리 

능력

• 매출액 확정 및 기록(Posting) 관련 업

무 지식

• 적정요금(BAR)에 대한 지식

• 초과 예약 관련 지식

• 캐셔 모듈 사용에 대한 지식

• 각종 문서, 자료, 카드 작성 지식

• 시스템 용어

• Comment, Trace, Alert, Remark 확인 

지식

• 부대시설 관련 정보

• 전화 응대 지식

• 호텔객실 현황 정보 파악 지식

• 관광 쇼핑 관련 주변정보

예약현황 

파악하기

2.1 호텔 예약 시스템을 기반으로 예약 가능한 객

실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2.2 당일 점유율에 따라 적정 객실요금 BAR(Best 

Available Rate)를 제시할 수 있다. 

2.3 객실 예약 초과 상황 발생 시 예약 처리 규정

에 따라 객실 종류를 조정할 수 있다.

2.4 멤버십 여부와 예약 경로(전화, 편지, 팩스, 

웹사이트, 여행사, CRS, GDS 등)를 통해 예

약을 확인할 수 있다. 

2.5 취소율과 노쇼(No-Show)율의 결정에 따라 초

과 예약을 받을 수 있다. 

고객이력

과 기호 

확인하기

3.1 고객정보를 통해 선호하는 객실(금연, 전망, 

장애인 등) 및 취향을 파악할 수 있다.

3.2 고객 요청에 따라 차별화된(침구류, 가습기, 

공기청정기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3 고객의 특별한 요청 사항에 따라 해당 서비스 

(Early Check-in, Late Check-out 등)를 제

공할 수 있다.

3.4 고객 정보의 관리를 통해 기존 이력 사항을 

수정 또는 보완 할 수 있다.

3.5 수정된 정보를 기반으로 고객 데이터를 확보

할 수 있다. 

예약관련

자료 

작성하기

4.1 예약카드 작성을 통해 투숙정보(도착, 출발 일

자, 객실 타입, 요금, 지불 방법, 요구 사항 

등)를 작성할 수 있다. 

4.2 작성된 예약카드를 통해 고객정보를 재확인할 

수 있다.

4.3 예약된 객실을 보증하기 위해 고객에게 예약

보증금(현금 입금, 신용카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4.4 시스템에 입력된 고객예약 사항을 기반으로 

예약 슬립을 작성 할 수 있다. 

4.5 고객에게 최종 예약 확인 시 예약 번호, 담당 

직원의 이름을 안내할 수 있다.

- 편성내용

⑦ 단원명(능력단위요소명)

- 해당 훈련과정의 단원명으로

NCS능력단위별 능력단위요소

- 훈련과정 편성시 편성한 

교과목의 단원으로 양성

훈련과정의 경우 훈련기준

과정/과목에서 제시한 모든

단원을 반드시 반영

- 재직자향상훈련과정의 경우 

능력단위내 필요한 능력

단위요소만으로 편성 가능

⑧ 훈련내용(수행준거)

- 단원별로 훈련하여야 할

세부적인 훈련내용으로,

NCS 능력단위요소별 수행

준거를 제시

- 훈련과정 편성시 편성한 

교과목의 단원별 주요 

훈련내용으로 활용

⑨ 평가시 고려사항

- 본 과정의 평가를 위한 평가

사항을 기재하되, NCS 능력

단위별 평가 시 고려사항을

참고하여 작성

- 훈련 교과목별 훈련생 평가시

핵심적인 평가사항 및 주의할

내용으로 활용

2.3.2 전공 과정/과목 편성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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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준 설 명

구  분 주요내용

지식
⑩

� 객실 상품 지식
� 객실 상품의 종류 및 요금제도
� 객실 요금제도
� 객실 타입과 내부 시설 정보
� 객실업무 운영지침 및 용어
� 고객 의사소통에 대한 지식
� 고객 이력(Data-base) 관리 정보
�
� <중간생략)
�
� 호텔 전산 시스템의 예약 절차
� 호텔 전산정보 처리 시스템
� 호텔 취소수수료 계산 방법
� 호텔의 지불 방법 정보

기술⑪

� 객실 현황 파악 능력
� 고객 유형 파악 능력
� 고객 정보 수집 능력
� 고객과의 의사소통 능력 
� 고객정보 시스템 활용 기술
� 대인 관계 능력
� 대인관계 능력
�
� <중간생략)
�
� 컴퓨터 단말기 조작 기술(PMS & CRS)
� 특별한 요청에 대한 사전 객실 배치 능력
� 호텔의 각종 문서, 자료, 카드 작성 기술
� 효과적인 의사전달 능력

태도⑫

� 고객 성향을 분석하려는 노력
� 고객 요청에 대한 적극적 수용 태도
� 고객 요청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노력
� 고객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 의지
� 고객에게 친절하고 상냥한 태도
�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려는 적극적인 태도
� 고객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려는 의지
�
� <중간생략)
�
� 정보 수집을 위한 정확하고 분석적인 태도 
� 정보 이해에 대한 노력
� 정확하고 신속한 기록을 위한 노력
� 호텔 고객에 대한 정보 습득과 정보 제공을 위한 의지 

- 지식 기술 태도
⑩ 지식

- 법규, 사실, 이론, 개념, 원리에 관한

사항으로 NCS 능력단위요소별 지식을

통합하여 제시

- 훈련 교과목별 이론교재 또는 교안

개발 시 활용

⑪ 기술

- 방법, 매체, 도구, 기구 등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NCS 능력단위

요소별 기술을 통합하여 제시

- 훈련 교과목별 실습교재 또는 교안

개발 시 활용

⑫ 태도

- 법적, 사회적, 도덕적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NCS 능력단위

요소별 태도를 통합하여 기재

- 훈련 시 훈련생이 갖추어야 할 태도로

지도

단  원  명⑦

(능력단위 

요소명)

훈 련 내 용⑧

(수행준거)
평가시 고려사항⑨

예약변경

하기

5.1 고객의 요청에 따라 예약 변경 또는 취소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할 수 있다.

5.2 고객의 예약 변경 또는 취소 시 사유를 확인

할 수 있다. 

5.3 예약규정에 따라 취소수수료(Cancellation 

Charge)  지불에 관한 안내를 할 수 있다.

5.4 고객과의 재확인을 통해 예약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5.5 예약 변경 시 변경된 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하

고 고객에게 메일, 팩스, 유선 등으로 확인

서를 제공할 수 있다.

2.3.3 전공 과정/과목 지식 기술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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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기반 훈련기준

Ⅱ

훈련기준 설 명

재 료 목 록

• 해당사항 없음

- 장비

장  비  명
⑬

단위
⑭ 활용구분

⑮

(공용/전용)

1대당 

활용인원⑯

• 컴퓨터

• PMS 시스템(데모버전)

• 전화기

• 빔 프로젝트

• 프린터 

대

세트

대

대

대

공용

공용

공용

공용

공용

1

1

5

-

-

※ 장비는 주장비만 제시한 것으로 그 외의 장비와 

공구는 별도로 확보

※ 장비내 단위 의미

장 비 명 단위 의미 해석

• 장비 (A, B, C) 대 장비 A, B, C 중 1가지 장비 구비

• 장비 (A, B, C 등) 대 장비 A, B, C, 기타 중 1가지 장비 구비

• 장비 (A, B, C) 세트 장비 A, B, C 중 2가지 이상 구비

• 장비 (A, B, C 등) 세트 장비 A, B, C, 기타 중 2가지 이상 구비

- 재 료⑰

⑬ 장비명

- 훈련내용에 필요한 주 장비 

- 훈련기준에서 제시된 훈련장비명은

특정회사의 상품명을 제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특정

회사에서 독점적으로 공급되는 특정 

장비명이 일반화된 경우에는 해당 

상품명 사용가능

- 훈련과정 심사시 유사장비 인정 

가능

⑭ 단위

- 주장비의 단위(대, 개, 세트, 식, 본 등)

⑮ 활용구분

- 공용, 전용으로 구분하여 제시

※ (공용) 훈련에 필요한 장비를 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타 반의 

훈련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비

※ (전용) 타 직종훈련 시 활용할 수 

없는 장비

⑯ 1대당 활용인원

- 주장비 1대당 활용인원 기재

- 훈련기관에서 편성하는 훈련과정 

교과목의 훈련장비로 훈련인원 

대비 장비수량을 확보해야 함

- 활용인원에 “-”의 의미는 훈련인원에

상관없이 1단위만 확보하면 가능한

것을 의미

- 단, 훈련사업별로 장비기준을 별도로

제시한 경우는 해당 사업의 기준에

따름

⑰ 재료

- 해당 능력단위를 교육훈련시 필요한

재료 기재

2.3.4 전공 과정/과목 장비 및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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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항2.4

훈련기준 설 명

Ⅲ. 고려사항①

1. 활용방법

∙ 훈련기준에서 제시한 이외의 과정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훈련기준의 훈련과정은 모듈식으로, 장-단기과정 

모두에서 활용가능하며, 훈련사업별로 요구하는 훈련

과정 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할 수 있습니다.

∙ 3월 350시간이상의 장기 훈련과정을 편성하는 경우,

수강생의 수준에 적합하게 훈련이수체계에서 제시한 

해당직종의 훈련과정/과목을 필수로 반영하고, 이외 관련

직종의 과정/과목을 선택하여 편성할 수 있습니다.

- 단, 훈련생이 ʻ필수과정ʼ의 일부 훈련 과정/과목을 

이수하거나, 직무수행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

과정/과목을 제외하고 훈련할 수 있습니다.

- 효율적으로 훈련하기 위해 둘 이상의 과정/과목을 

결합하여 대(大)과목으로 편성하거나, 하나의 과정/

과목을 둘 이상의 세(細)과목으로 편성하여 훈련할 

수 있습니다.

- 훈련과정/과목에서 제시한 훈련시간은 훈련생의 학습

능력을 고려하여 제시된 훈련시간의 최대 +50%까지 

편성가능하며, 최소시간은 제한 없이 편성 가능합니다.

2. 참고사항

가. 관련자격종목②

○ 호텔관리사          ○ 호텔서비스사

나. 직업 활동 영역③

○ 호텔업              ○ 휴양콘도미니엄

○ 숙박업              ○ 유스호스텔

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관련 직종④

○ 숙박기획개발        ○ 부대시설관리

○ 접객서비스

라. 관련 누리집 안내⑤

○ 훈련기준 및 국가직무능력표준 : http://www.ncs.go.kr

○ 훈련정보 : http://www.hrd.go.kr

○ 자격정보 : http://www.q-net.or.kr

① 고려사항 

- 훈련과정 운영을 위한 활용방법,

자격, 직업활동 영역, 국가직무능력

표준 관련 직무 및 관련누리집 

등에 대한 정보

② 관련 자격종목

- 해당 훈련과정과 관련된 국가자격

또는 국가기술자격 종목

③ 직업활동영역

- 직무 훈련 수료 후 취업 가능한 

직업 및 직업영역

④ 국가직무능력표준 관련 직종

- 해당 훈련과정과 관련된 NCS

세분류(직종)

⑤ 관련 누리집 안내

- 훈련기준 및 NCS, 훈련정보 및 

자격정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누리집 정보

-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개발한 “학습모듈”은 

www.ncs.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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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S활용 훈련과정과 활용전 훈련과정 비교  NCS활용 훈련과정과 활용전 훈련과정 비교  NCS활용 훈련과정과 활용전 훈련과정 비교

구  분 일반 훈련과정 NCS활용 훈련과정

훈련기준

제시직종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의 수요가 있는

직종에 한하여 개발

* ‘12년까지 208개 개발

NCS분류체계에 맞춰 개발

* ‘19년까지 1,022개 개발

실습비중 이론 비중이 큼 실습위주의 교육훈련

과 정 명 훈련 직종명만 포함한 과정명 작성
훈련 직종명 및 대상자를 포함한 

과정명 작성

자가진단 미제시
자기평가를 통해 훈련생 수준 파악

가능(학습활동과 연계)

훈련방법 미제시
집체․원격․현장실습․현장견학 등

구체적 제시

교 과 목 

구성내용 
훈련교과목별 단원명만 제시

훈련교과목별 단원명 및 단원별 훈련

목표를 통해 훈련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훈련내용

(수준) 입직자 수준의 훈련내용만 

제시

(수준) 능력단위별로 1~8수준으로 

설계되어 입직자 및 근로자 수준에 

맞는 훈련내용 제시

(시간) 3월 350시간 이상의 장기과정에

대한 훈련기준만 제시됨 
※ 350시간 미만 단기과정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어 공급자 위주의 훈련 과정 편성

(시간) 필요한 능력단위를 선택하여 

다양한 훈련과정 편성 가능

평  가 이론/실기 평가방식
포트폴리오 등 14가지 실무평가

방식 제시

교  재 

교재는 공단이 개발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범용교재나 자체개발하여 사용.

평가에 대해서는 훈련기준에 간략하게

명시

NCS능력단위별로 개발된 학습모듈이

교재로 사용되며, 학습모듈에 수행

준거별로 평가기준 제시

장  비 구직자(초보자) 중심의 수준

NCS능력단위가 1~8수준으로 개발

되었고, 신기술 반영 등에 따라 장비

수준 상향

효   과 현장-교육․훈련-자격 연계 미비

NCS기반으로 현장-교육․훈련-자격의

체계적 연계 가능

(과정평가형 자격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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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편성

Ⅲ

구성요소 세부 내용

훈련

운영

계획서

(교·강사용)

훈련과정

개요

∙훈련과정명 : 훈련 대상 과정명

∙훈련기간(시간) : 해당과정 훈련기간 및 전체 훈련시간

∙훈련수준 : 훈련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수준

∙훈련대상자(선수능력) : 훈련목적에 부하하는 대상자 및 훈련을 원활

하게 수강하는 데 필요한 훈련생의 교육훈련, 자격, 직무경험 등 

선행학습 및 선수 능력에 대한 조건 제시

∙훈련목표 : 훈련을 통해 양성하고자 하는 인력의 목표

∙훈련교과편성 총괄표 : 훈련과정을 구성하는 NCS 소양교과, NCS

전공교과, 비 NCS교과(이론, 실습)를 제시

- NCS 소양교과 : NCS 직업기초능력의 주요영역을 과목으로 편성

- NCS 전공교과 : NCS의 능력단위를 실습위주의 과목으로 편성

(훈련과정의 핵심)

- 비 NCS 교과 (이론, 실기) : NCS이외의 특정 산업체 또는 지역의

수요가 있는 경우 이론 또는 실습 과목으로 편성가능

∙훈련이수체계 : 훈련과목 이수 절차도

∙훈련과정 교과목 운영 로드맵

1. 훈련과정 편성 개요

훈련과정의 개념1.1

○ 훈련과정은 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학습방법 및 평가방법을 담은 

교 강사를 위한 “훈련운영계획서”와 훈련생을 위한 “학습안내서”를 포함

- 훈련운영계획서는 ① 훈련과정 개요, ② 교과목별 교수계획서(수행평가서

포함), ③ 훈련생별 훈련과정 종합평가표로 구성

- 학습안내서는 ① 훈련과정 개요 ② 교과목별 학습안내(자기평가서 포함)로

구성

【 훈련과정 구성요소별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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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세부 내용

교과목별 

교수계획서

∙교과목명, 지도목표, 훈련교재, 주요 교수계획 

∙세부교수계획 : 세부 지도목표. 지도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방법

∙수행평가서 : 교과목별 훈련생 수행평가 결과 제시

학생별 

훈련과정 

종합평가서

∙훈련생별 모든 교과목 평가 결과표 제시(최종평가일시, 평가결과 등)

학습

안내서

(훈련생용)

훈련과정

개요
∙“훈련운영계획서와 동일”

교과목별

학습안내

∙교과목 구성 능력단위 : 교과목을 구성하고 있는 능력단위목록과 

훈련시간

∙학습개요 : 능력단위별 훈련시간, 훈련목표, 단원명, 단원별 학습목표, 

선수능력 등

∙학습활동 : 학습활동, 특기사항

∙학습자료 : 보조자료, 사용장비 및 공구, 소요재료, 관련 지식·기술·

태도, 훈련교재

∙자기평가서 : 해당 교과목에 대한 성취수준을 학생 스스로 평가

NCS기반 훈련과정의 개념1.2

○ NCS기반 훈련과정은 NCS기반 훈련기준을 적용하여 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학습방법 및 평가방법을 담은 교 강사를 위한 “훈련운영계획서”와 

훈련생을 위한 “학습안내서”등을 개발한 훈련과정

- 훈련운영계획서에는 NCS기반 훈련기준에서 제시한 과정/과목별 수준에 

적합한 훈련이수체계를 제시(추후 구축하는 NQF자격과 연결을 고려)

- 훈련교과편성 총괄표에 반영한  NCS기반 훈련기준의 과정/과목(능력단위)은

능력단위 분류번호와 함께 제시

- 교과목별 교수계획서는 해당 NCS기반 훈련기준 과정/과목(능력단위)에서

제시한 능력단위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적정한 평가방법과 수행평가서를 제시

※ 단, 재직자 훈련의 경우 능력단위내 필요 능력단위요소를 선택하여 훈련과정으로

편성 가능

- 학습안내서의 훈련과정개요, 교과목별 학습안내(자기평가서 포함)를 교수계획서와

연계하여 NCS를 활용하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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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기반 훈련과정 편성원칙1.3

○ 산업현장 수요조사 실시

- ‘NCS기반 훈련기준’의 훈련교과에 반영할 ‘과정/과목’은 기업체의 수요조사

(교육훈련 요구분석)를 통해 선정

- 양성훈련과정은 훈련생의 취업목표 기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

하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훈련생이 충분하게 함양할 수 있도록 편성

- 향상훈련과정은 기업체 경영전략과 근로자의 경력개발 등을 함께 고려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훈련과정/과목 선정

○ 근로자의 효과적인 직업능력개발을 고려

- NCS와 활용패키지를 활용하여 제시하는 ‘근로자경력개발경로모형’, ‘NCS

기반 훈련기준’에서 제시한 ‘훈련이수체계’를 토대로 ‘일-교육․훈련-자격’이

연계되도록 훈련과정을 편성

○ 산업현장 요구를 반영한 ‘NCS기반 훈련기준’ 활용

- ‘NCS기반 훈련기준’은 NCS의 능력단위를 모듈형 과목/과정으로 제시

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훈련과정을 편성함에 있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과 능력의 평가를 위한 조직화된 내용이 변형되지 

않도록 훈련과정을 편성

☞ 양성훈련과정 편성을 위해 선택한 NCS기반 훈련기준의 과정/과목(능력단위)은

해당 단원(능력단위요소)을 100% 반영해야 함 

○ 'NCS기반 훈련기준‘의 훈련 이수체계를 기반으로 훈련대상자 및 인력

양성목표 등에 맞도록 수준별 훈련과정 편성가능

품질 중심의 훈련과정 편성 및 운영1.4

○ 훈련과정의 설계 운영에 따라 최종적인 ‘산출물 또는 이수자’의 “質”이 결정

되는 바, 직업훈련 과정의 이수자가 해당 훈련과 연계된 직종의 직업에 충분히

종사할 수 있는 직업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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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산업수요를 반영한 훈련직종 및 인력양성 수준 결정하고

- “質” 관리 중심의 훈련과정 편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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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훈련과정 요구분석

직종(학과)별 훈련목표설정 2.1

○ 직종(학과)별 훈련생 채용, 재직자훈련 참여 등 교육훈련에 협력할 기업 

및 현장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훈련교사가 NCS기반 훈련기준의 직종

정의를 활용한 훈련목표설정

【 객실관리분야 NCS 정의를 참고한 훈련목표(예시) 】

객실관리 직종(학과) 훈련목표

◇ 고객의 편안하고 안락한 투숙을 위해, 예약접수, 체크 인/아웃 업무, 객실과 공용지역 정비 및 호텔세탁물

관리 등을 통해 최상의 객실상품을 창출할 수 있다.

[참고] 숙박서비스(소분류) 관련 NCS기반 훈련기준의 직종별 정의

직종 직종 정의

숙박기획․개발
숙박기획 개발은 숙박 기획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마케팅, 판촉,
인적자원관리, 기획, 재무회계, 호텔프로젝트를 하는 업무에 종사

부대시설관리
숙박객 및 방문객의 이용목적에 따른 편의제공을 위하여 식음료와
판매시설, 레저 스포츠 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 ․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

00000000 -------- 업무에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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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학과)별 인력육성 방향 설정2.2

○ 직종의 훈련과정 개발을 통해 육성된 인력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과정 이수 후 산업현장에서 수행하여야 할 역할을 고려하여 작성

- NCS기반 훈련기준의 관련 직종 정의를 활용하여 작성

【 객실관리분야 NCS 정의를 참고한 인력육성방향(예시) 】

인력유형 역할

호텔 지배인
고객의 편안하고 안락한 투숙을 위해, 예약접수, 체크 인/아웃 업무, 객실과 공용지역

정비 및 호텔세탁물 관리 등을 통해 최상의 객실상품을 창출하는 업무에 종사

훈련과정 편성 수요조사2.3

○ 설정한 훈련직종의 NCS 능력단위목록 또는 NCS기반 훈련기준을 활용하여 

기업체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훈련이 필요한 능력단위를 선정 

- 훈련 참여 희망자의 수준과 훈련기관의 여건, NCS의 분류와 능력단위, 수행준거

및 지식 기술 태도 등을 현장전문가와 훈련전문가가 검토하여, 직종(학과)별

훈련이 필요한 능력단위를 선정하고, 훈련 방법을 결정

- 훈련과정 편성시 교과목 및 훈련내용을 구성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

○ 훈련과정 수요조사 시 NCS기반 훈련기준에 제시된 훈련이수체계의 과정/과목별

수준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 공유하여, 훈련과정의 목표수준을 설정

- 수준에 대한 개념은 p.5~6에 기술된 “NCS 직무수준별 개념” 참조

○ 훈련과정 수요조사 시 훈련방법 중 현장실습, 현장견학에 대한 가능성여부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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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서비스 훈련 필요 능력단위 및 훈련방법(예시1) 】

세분류 능력단위 능력단위 정의 능력단위 요소
훈련 필요성

훈련방법
중요도 빈도 난이도

객실관리

객실 예약접수 관련 내용 기재 관련 내용 기재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집체훈련

실습

체크 인(Check In) 관련 내용 기재 관련 내용 기재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재실고객 관리 관련 내용 기재 관련 내용 기재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 ~~~~ ~~~~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부대시설

관리

식음료 업장관리 관련 내용 기재 관련 내용 기재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집체훈련 실습

/

현장훈련 실습

호텔 레스토랑서비스 관련 내용 기재 관련 내용 기재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호텔 음료서비스 관련 내용 기재 관련 내용 기재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델리 숍 관리 관련 내용 기재 관련 내용 기재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000 ~~~~~~~~~~ ~~~~ ~~~~ ․․․

【 해면양식직종 훈련 필요 능력단위 및 훈련방법(예시2) 】

세분류 능력단위 능력단위 요소
훈련 필요성

훈련방법
중요도 빈도 난이도

해면양식

사료제조 관련 내용 기재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이론 강의 및 

현장견학

수하식 양식 관련 내용 기재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가두리 양식 관련 내용 기재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육상수조식 양식 관련 내용 기재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바닥식 양식 관련 내용 기재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000 ~~~~~~~~~~ ~~~~ ․․․

○ 수요조사 시 훈련방법은 집체훈련을 중심으로 조사하되, 현장실습에 대한

기업체의 가능여부를 파악하여 약정체결을 통한 현장실습 추진

○ 훈련수요 요구조사 시, 능력단위, 능력단위 정의(선택), 능력단위 요소 내용까지

기재하여 조사

○ 훈련 필요성 부분의 경우 중요도, 빈도, 난이도를 포함하여 조사할 경우, 훈련

시수, 훈련내용을 훈련과정 편성 시 반영 가능

○ 현장견학은 “해면양식”과 같은 거대 공간 등 훈련대체시설이 없거나, 실습에

따른 위험부담이 높아 집체훈련을 통한 실습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집체훈련을 통한 이론 강의와 함께 현장견학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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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훈련과정 설계

【 훈련과정 설계 단계별 주요내용 】

※ 상기 단계는 NCS기반 훈련기준을 기반으로 훈련과정 요구분석을

실시하여 선정된 능력단위를 훈련과정으로 설계하는 단계임

훈련사업별 훈련가능직종 확인3.1

○ 훈련기관의 훈련직종을 토대로 위탁훈련 사업별로 요구하는 조건과 훈련실시

가능성을 검토

-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사업에서 제시하는 요건과 NCS기반 훈련기준을 확인

- 훈련기관 소재지역의 기업체현황, 고용가능인력, 교육기관 및 훈련기관 현황,

훈련생확보 가능성 등을 충분하게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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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명 설정3.2

○ 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훈련직종(학과)을 중심으로, 양성훈련, 향상훈련 등 직업

능력개발훈련 사업별 특성에 부합하게 훈련과정명 설정

- 훈련과정명은 훈련의 특성이 함축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NCS기반 훈련

기준 직종명(NCS 세분류명)과 학습목표 또는 훈련대상자 특성을 반영하여

설정

훈련과정명 설정 방법(예시)

a. NCS 단일 직종(세분류)을 활용한 경우 해당 직종명을 토대로 학습목표 또는 훈련

대상자 특징이 나타나도록 제시 

     예) 객실관리 관련된 구직자 장기훈련과정 → 객실관리 구직자과정

b. 복수의 직종을 활용한 경우는 관련 직종명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과 학습목표 

또는 훈련대상자 특징이 나타나도록 제시

     예) 객실관리 부대시설관리직종을 결합하여 구직자과정을 편성한 경우 → 숙박

서비스 기초과정

c. 재직자 향상훈련과정 등 단일 직종의 NCS기반 훈련기준에서 단일 과정/과목을

편성한 경우는 직종명과 훈련대상자 또는 학습목표를 나타내어 제시하고 해당 

과정/과목명을 부제로 제시

     예) 객실관리 재직자를 대상으로 “객실 매출관리” 능력단위 하나를 훈련과정

으로 정하는 경우 → 객실관리 전문가과정(객실 매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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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교과목 도출3.3

3.3.1. 양성 훈련과정 교과목

○ 선정된 훈련과정의 능력단위를 바탕으로 NCS기반 훈련기준을 활용하여 훈련

교과목 도출

○ 훈련교과목당 훈련시간은 “훈련실시의 체계성”과 “훈련행정의 효율성”을 고려

하여 설정

※ 훈련과목이 지나치게 작은 시간으로 세분화 되면 훈련생 성적처리 등 훈련행정 

업무가 과중될 수 있고, 지나치게 많은 시간으로 통합되면 훈련교사의 강의 

배정 등 훈련의 체계성이 저하 될 수 있음

○ 훈련기준에서 제시한 훈련시간을 고려하여 관련성이 높은 능력단위를 그룹핑

하여 하나의 교과목으로 통합(예시 참조)이 가능하며, 장시간 훈련이 요구되는 

과정/과목(능력단위)의 경우 교과목을 분할하여 편성이 가능함. 즉 과정/과목

(능력단위) 시간이 100시간인 경우 교과목을 50시간 2과목으로 분할 편성 가능

- 훈련기준에서 제시한 과정/과목의 훈련시간은 과정/과목(능력단위)에 제시된 훈

련시간의 최대 +50%까지 편성가능하며, 최소시간은 제한 없이 편성 가능

○ 훈련기준의 과정/과목(능력단위)으로 교과목을 구성하는 방법 

① 1개 능력단위를 1개의 교과목으로 구성

② 2개 이상의 능력단위를 1개의 교과목으로 구성

③ 1개 능력단위를 2개 이상의 교과목으로 구성

【 예시 : 숙박서비스분야 수요조사를 반영한 교과목 편성 】

세분류 능력단위 분류번호 능력단위
훈련기준

훈련시간

편성가능

훈련시간
교과목 훈련시간

객실관리

1203020201_13v1 객실 예약접수 20 1~30

② 객실서비스 701203020202_13v1 체크 인(Check In) 15 1~22

1203020206_13v1 체크 아웃(Check out) 15 1~22

부대시설

관리

1203020301_13v1 식음료 업장관리 20 1~30 ①식음료업장관리 8

1203020303_13v1 호텔 음료서비스 45 1~67
③호텔음료서비스Ⅰ 30

③호텔음료서비스Ⅱ 30



PART

  ∙ 43

훈련과정 편성

Ⅲ

3.3.2. 향상 훈련과정 교과목 

○ 기업 및 재직근로자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능력단위 또는 능력단위요소를 

토대로 과정 편성

- 수요조사 시 근로자 경력개발을 고려하여, NCS(활용패키지)의 경력개발 경로

모형을 활용

* 기업에서 자체적인 직원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NCS기반 훈련기준의 훈련이수

체계를 참고하여 자사 특성에 부합한 직원 “인력육성체계도”를 편성·활용할 것을 권장

【 기계업종 00사 인력육성체계도(예시) 】

○ 기업체 업무수행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단일 능력단위를 하나의 훈련과정으로

편성하되, 훈련기준에서 제시한 훈련시간의 최대 +50%까지 편성가능하며,

최소시간은 제한 없이 편성 가능

- NCS기반 훈련기준에서 제시한 훈련시간은 준수하되, 기업의 연간 훈련계획에

의거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분할 훈련 가능 

○ 단기 직무능력향상훈련, 기업특수훈련 등 전면 적용이 어려운 재직자직무능력 

향상훈련과정(예, 사업주 자체, 사업주 위탁, 중소기업핵심직무, 컨소시엄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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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 가능

- ‘능력단위’로 훈련과정 편성이 어려운 경우, 필요한 ‘능력단위요소’를 선택하여  

훈련과정 편성 가능하며, 또한 기업이나 재직자 업무 특성상 능력단위 내 수행

준거를 100% 준용하여 교육훈련이 어렵다면 사유를 명기하여 수행준거를 조정

하여 활용 가능

※ 능력단위요소만으로 훈련과정이 편성되는 능력단위에 대해서는 추후 NCS 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개선 후에는 능력단위를 기반으로 훈련과정이 편성되도록 

안내 예정

예) 30시간의 훈련시간을 제시한 능력단위 안에 3개의 능력단위요소가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능력단위요소만으로도 훈련과정 편성이 가능하며, 이 경우 능력

단위에서 제시된 시간(30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훈련시간 편성 가능. 단, 편성된

훈련시간이 훈련내용에 비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내용심사시 불인정 될 수 있음

○ 능력단위의 훈련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훈련은 기업체와 협의를 통해 훈련

일정을 여러 차례로 분산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여 훈련과정 편성 가능

예) 객실관리 50시간 훈련과정을 능력단위별로 단축하여 30시간 과정으로 편성

하고, 4회차로 분할하여 과정 편성은 가능하되, 훈련생은 해당과정 전체를 

수강해야 해당 능력단위를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00호텔 객실관리 훈련과정 연간 운영계획(예시) 】

훈련기준 훈련과정 편성

연간 

훈련

계획

반영

객실관리 훈련 운영계획

1.22(금) 2.12(금) 3.4(금) 3.25(금)

객실 

예약접수(20시간)

체크인(15시간)

체크아웃(15시간)

객실 

예약접수(10시간)

체크인(10시간)

체크아웃(10시간)

예약접수

(8시간)

예약접수

(2시간)

체크인

(6시간)

체크인

(4시간)

체크아웃

(4시간)

체크아웃

(6시간)

50시간 30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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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Profile 작성3.4

○ 설정된 직종별 훈련과목 및 이수단위를 바탕으로 현장전문가와 훈련전문가가 

훈련과목 Profile을 작성하여 훈련과정 수립(교과목 Profile은 훈련과정을 체계적

으로 편성하기 위한 기초 설계자료)

- 교과목 Profile의 주요 항목은 ① 과목명, ② 학습목표, ③ 훈련내용, ④ 훈련

대상 및 이수단위, ⑤ 교수학습방법, ⑥ 선수과목, ⑦ 관련 능력단위, ⑧ 훈련

정보

【 교과목 Profile 구성요소 및 세부내용 】

구성요소 세부내용

과목명 ∙ 선정된 능력단위를 그룹핑한 교과목명을 제시

학습목표
∙ 선정된 능력단위의 정의를 토대로 “~할수 있다.” 의 형태로 학습 

목표를 제시

훈련내용
∙ 기존 교과의 경우, 기존 교과의 교과내용을 준용하거나, 신설된 교과의

경우, 선정된 능력단위 요소를 활용하여 교과내용을 제시

훈련대상 및 

훈련시간(이수단위)
∙ 훈련대상과 설정된 교과목의 훈련시간(이수단위)을 제시

교수학습방법
∙ 해당 NCS기반 훈련기준 과목/과정별 훈련내용(수행준거)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 제시

선수과목 ∙ 현 교과목의 이수 전, 이루어져야할 선행학습 교과목을 제시

관련 능력단위
∙ 교과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능력단위를 능력단위 분류번호와 능력

단위명 형태로 제시

훈련정보 ∙ 교과목의 구성과 특이사항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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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실관리과정 훈련과목 Profile 주요항목 작성(예시) 】

교과목 Profile

❏ 교과목명 : 객실 예약접수

❏ 학습목표

1. 객실 및 부대시설 이용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다.

2. 예약현황 및 고객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3. 예약관련 자료작성 및 변경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

❏ 훈련내용

1. 객실 및 부대시설 이용정보 파악

∙ 객실 및 부대시설 정보 파악하기

∙ 객실 요금종류 파악 및 적용하기

∙ ~~~~~~하기

2. 예약현황파악

∙ 예약가능한 객실현황 파악하기

∙ ~~~~~~하기

3. 고객이력과 기호 확인

∙ 고객이 선호하는 취향 파악하기

∙ 고객별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하기

∙ ~~~~~~하기

❏ 훈련대상 및 시간 : 신규 입직자 대상, 20시간

❏ 교수학습방법

가. 학생의 학업 성취 수준, 취업 사정을 고려하여 지도의 중점을 달리할 수도 있다.

나. 내용은 가급적 실습을 통하여 충분히 숙달되도록 한다.

다. 객실예약하기의 유형별 ------

❏ 선수과목 : 없음

❏ 관련 능력단위

1203020202_13v1 체크 인(Check In), 1203020203_13v1 재실고객 관리, 1203020206_13v1 체크 아웃

(Check Out), 1203020208_13v1 하우스키핑 정비, 1203020209_13v1 하우스키핑 관리

❏ 훈련정보

관련 훈련과정에 따라 체크인․아웃, 하우스키핑 정비 및 관리, 재실관리 등을 실시하고

점검 하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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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이수체계 작성3.5

○ 훈련이수체계는 훈련에 반영될 NCS기반 세분류별 훈련기준의 훈련이수체계를

편집하여 정리

- 필요한 경우 NCS능력단위 이외의 “비 NCS교과(산업체·지역 수요교과)”를 

반영할 수 있음

※ 비 NCS 교과 (이론, 실기) 란 NCS이외의 특정 산업체 또는 지역의수요 요구교과를 말함

○ 훈련과정 편성에 반영된 과정/과목(능력단위명)은 음영으로 처리

6수준
호텔 기획전략

호텔 프로젝트

5수준

호텔 인적자원
관리

호텔 교육

호텔 관리회계

호텔 마케팅

호텔 홍보

객실 매출관리
부대업장 
손익 관리

식음료 메뉴기획

식음료 직원관리

당직

4수준

호텔 총무

호텔 영업회계

호텔 구매

호텔 판촉

객실 수납

객실 일일 마감

재실고객관리

하우스키핑관리

식음료 고객관리

휘트니스 센터 
회원관리

연회 판촉

연회 행사 외부업
체 관리

GRO

3수준

체크 인

체크 아웃

객실 예약접수

하우스키핑정비

식음료 업장관리

델리숍 관리

휘트니스센터 
운영

연회 예약 상담

연회 기획

연회 행사 준비

웨딩

출장 연회

연회행사정산

연회행사사후관리

고객서비스센터

비즈니스센터

귀빈층 라운지

컨시어지

상 품 추 천

(여행상품

상담)

호텔객실관리
(실습)

마케팅(이론)

호텔경영(이론)

2수준
호텔세탁물관리

호텔 레스토랑 
서비스

호텔 음료 서비스

연회 행사 진행
벨 데스크

도어 데스크

발렛

-
직업기초능력

수준

       

직종

숙박기획ㆍ개발 객실관리 부대시설관리 연회관리 접객서비스 타 직종
비 NCS 교과

(이론, 실습)

NCS교과 NCS이외교과

【 객실관리 3수준 양성과정 훈련이수체계 작성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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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이수체계 작성법

직종 복사해올 능력단위 표기할 능력단위 표기법 설명

주(필수) 직종

모든 능력단위

편성한 능력단위만

능력단위명 음영처리

유사 직종 능력단위명 음영 및 사선 처리

타 직종 편성한 능력단위만
능력단위명

(직종명)

‘능력단위명(직종명)’작성

후 음영 및 사선 처리 

비NCS교과(이론/실습) 교과목명 작성 편성한 교과목명
교과목명

(이론/실습)
사선처리

※ 유사 직종의 의미 : 소분류가 같은 직종 

※ 타 직종의 의미 : 소분류가 다른 직종

훈련과정 운영 로드맵3.6

○ 양성훈련 훈련과정은 개발된 교과목을 훈련의 효율적인 진행을 고려하여 훈련

일정별로 배치

  【 객실관리 양성과정 교과목 운영 로드맵 작성 예시 】

<교과별 작성예시>

교과 구분
차수(일/주/월/분기/학기)

1월차(100h) 2월차(100h) 3월차(100h)

NCS 소양교과(직업기초능력) 의사소통능력(15) 대인관계능력(15) -

NCS 전공교과
호텔 세탁물 관리(20)
하우스키핑 정비(30)

객실 서비스(45)
고객 서비스센터(30)

객실서비스(25)
여행상품추천(30)

비 NCS 교과(이론)
마케팅(25)

호텔 경영(10)
호텔경영(10) -

비 NCS 교과(실습) 호텔 객실관리(45)

○ 향상훈련과정은 별도의 운영로드맵을 작성할 필요가 없으나, 산업단체 등에서

장기간에 걸쳐 2개 이상의 교과목(능력단위)을 훈련하는 경우에는 기업체 인력

육성체계를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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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별 훈련과정 편성3.7

3.7.1. 수준별 훈련과정 편성방법

○ 훈련수준은 훈련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수준이며,

○ 훈련과정 편성을 위한 능력단위 선정은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훈련내용과

연관이 있는 모든 직종의 과정/과목(능력단위)에서 선정·편성이 가능하나,

- 주(전공)직종내 편성된 과정/과목(능력단위)의 총 훈련시간 비율이 유사직종

또는 타직종에서 반영한 과정/과목(능력단위)의 훈련시간 비율보다 높아야 됨

○ 수준별 훈련계획(시간)은 훈련생의 수준 및 훈련기준에 정해진 능력단위별 훈

련시간을 고려하여 설정해야 함

○ (재직자 또는 학습 유경험 구직자 수준)해당직종에 대한 학습경험이나 직무

수행 경력이 있는 재직자 또는 구직자 과정은

- 훈련과정의 목표수준을 훈련대상자의 직무-학습경험을 파악하여, 특정한 목표

수준의 과정/과목(능력단위)을 선택하여 편성

- 2개 이상의 능력단위를 선택하여 훈련과정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동일 수준의 능력단위를 선택하여 편성. 만약 수준이 다른 2개 이상의 능력

단위를 활용하여 과정을 편성하는 경우 훈련시수 비중이 높은 능력단위의

수준으로 훈련수준 평정

  ※‘능력단위’로 훈련과정 편성이 어려운 경우, 필요한 ‘능력단위요소’를 선택하여  

훈련과정 편성이 가능하며, 또한 기업이나 재직자 업무 특성상 능력단위요소 내 

수행준거를 100% 준용하여 교육훈련이 어렵다면 사유를 명기하여 수행준거를 

조정하여 활용 가능

3.7.2. 수준별 훈련과정 편성․운영 시 고려사항

○ 원활한 훈련 진행과 훈련목표 달성을 위해 훈련 대상자의 학습수준을 동일한 

수준으로 그룹화

- 훈련생 모집시 훈련과정의 수준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선수학습(현재까지 받은

학습내용)과 직무경험에 관한 사항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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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대상자에게 사전학습 정도를 충분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NCS의 직능수준과

경력개발경로모형 또는 훈련이수체계를 함께 제시

<기업체의 요구조사를 제시한 경우>

○ 직업교육훈련 과정 수요조사서(별첨 4) 참고

<훈련대상자의 선수능력을 제시한 경우>

○ “훈련대상자” 작성란에 선수능력을 제시한 경우 해당 능력단위를 제외하고 

훈련과정 편성 가능

<인력양성목표를 제시한 경우>

○ “훈련목표” 작성시 목표수준 이하의 일부 능력단위를 제외하더라도 훈련목표

달성(취업)이 가능한 교육훈련내용으로 훈련과정의 목표를 작성하고 훈련과정을

편성한 경우. 다만, 훈련내용심사시 관련 직종 전문가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예 시

① 기업체의 요구 : 지역 및 산업계 등에서 특정 능력단위의 제외 및 편성을 요구할 경우

- (예시) ○○○ 지역, ○○○산업계의 기업을 대상으로 능력단위 수요조사 결과, “○○○”능력
단위는 수요가 적은 것으로 분석되어 제외하였으며, 상위수준 “○○○”능력단위는 수요가
높아 훈련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추가로 편성함

② 선수학습 : 제외한 NCS 능력단위를 이수한 훈련생을 훈련대상자로 설정한 경우

- (예시) 신청한 훈련과정은 “○○○” 능력단위를 이수한 훈련생을 훈련대상으로 설정
하였으므로 해당 능력단위는 제외하여 편성함

③ 인력양성 목표 : 훈련목표에 특정 능력단위의 제외 및 편성이 필요한 경우

- (예시) 해당 훈련과정은 “○○○ 자격증” 취득 훈련과정을 목표로 하고 있어 “○○○”능력
단위는 제외하여 편성하였으며, 상위수준 “○○○”능력단위는 추가하여 편성함

○ 훈련생의 학습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수준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면, 훈련생

대다수가 훈련목표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어 훈련의 품질은 저하

○ 훈련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음에 따라 다양한 훈련생이 참여한 경우에는 

훈련생의 학습능력별로 그룹을 구분하여 훈련실시



PART

  ∙ 51

훈련과정 편성

Ⅲ

6수준
호텔 기획전략

호텔 프로젝트

5수준

호텔 인적자원관리

호텔 교육

호텔 관리회계

호텔 마케팅

호텔 홍보

객실 매출관리
부대업장 손익 관리

식음료 메뉴기획

식음료 직원관리

당직

4수준

호텔 총무

호텔 영업회계

호텔 구매

호텔 판촉

객실 수납

객실 일일 마감

재실고객관리

하우스키핑관리

식음료 고객관리

휘트니스 센터 
회원관리

연회 판촉

연회 행사 외부업체
관리

GRO

3수준

체크 인

체크 아웃

객실 예약접수

하우스키핑정비

식음료 업장관리

델리숍 관리

휘트니스센터 운영

연회 예약 상담

연회 기획

연회 행사 준비

웨딩

출장 연회

연회 행사 정산

연회 행사 사후 관리

고객서비스센터

비즈니스센터

귀빈층 라운지

컨시어지

2수준 호텔 세탁물관리
호텔 레스토랑 서비스

호텔 음료 서비스
연회 행사 진행

벨 데스크

도어 데스크

발렛

- 직업기초능력

수준

        직종
숙박기획ㆍ개발 객실관리 부대시설관리 연회관리 접객서비스

훈련과정 이수체계 편성 예시3.8

3.8.1. 신규 구직자과정(4수준) 편성 예시

객실관리 직종(훈련이수체계)

& 객실관리 직종의 훈련기준에서 제시한 음영부분의 능력단위를 기준으로 과정/과목을 편성

하고, 이외 유사(타) 직종의 능력단위를 훈련과정에 추가 편성 가능

- 음영부분( )은 주직종과정, 음영 및 사선처리부분( )은 훈련기간(시간)에 따라 유사직종의

능력단위 반영

- (훈련대상자) 숙박시설 객실관리자로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숙박시설기획․개발,

부대시설관리, 연회관리, 접객서비스 직종의 음영색 부분내용을 학습할 수 있어야 하며, 구직

이후에 경력을 쌓은 후에 진로는 5수준과 6수준에 제시된 능력을 함양하며, 숙박서비스 

전문가로 성장함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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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수준
호텔 기획전략

호텔 프로젝트

5수준

호텔 인적자원관리

호텔 교육

호텔 관리회계

호텔 마케팅

호텔 홍보

객실 매출관리
부대업장 손익 관리

식음료 메뉴기획

식음료 직원관리

당직

4수준

호텔 총무

호텔 영업회계

호텔 구매

호텔 판촉

객실 수납

객실 일일 마감

재실고객관리

하우스키핑관리

식음료 고객관리

휘트니스 센터 
회원관리

연회 판촉

연회 행사 외부업체
관리

GRO

3수준

체크 인

체크 아웃

객실 예약접수

하우스키핑정비

식음료 업장관리

델리숍 관리

휘트니스센터 운영

연회 예약 상담

연회 기획

연회 행사 준비

웨딩

출장 연회

연회 행사 정산

연회 행사 사후 관리

고객서비스센터

비즈니스센터

귀빈층 라운지

컨시어지

2수준 호텔 세탁물관리
호텔 레스토랑 서비스

호텔 음료 서비스
연회 행사 진행

벨 데스크

도어 데스크

발렛

- 직업기초능력

수준

        직종
숙박기획ㆍ개발 객실관리 부대시설관리 연회관리 접객서비스

3.8.2. 신규 구직자과정(3수준) 편성 예시

객실관리 직종(훈련이수체계)

& 편성 수업시수가 가장 많은 직종이 주(전공)직종이 되며 주(전공)직종이 훈련과정의 수준을

결정하게 됨. 위와 같은 예시는 ‘객실관리’직종이 주(전공)직종이며, 과정편성의 필요한 

능력단위는 자유롭게 선택하여 편성이 가능하다.

수준의 경우 선택한 4수준(객실수납, 객실 일일마감, 객실고객관리)의 시수 총 합과 선택

한 3수준(체크 인, 체크 아웃, 객실 예약접수) 능력단위의 총 합을 비교하여 시수가 높은

수준으로 결정된다.(예: 객실수납 + 객실 일일마감 + 객실고객관리 = 120시간, 체크 인 

+ 체크 아웃 + 객실 예약접수 = 150시간일 경우 120시간〈 150시간 이므로 해당과정은 

3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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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수준
호텔 기획전략

호텔 프로젝트

5수준

호텔 인적자원 관리

호텔 교육

호텔 관리회계

호텔 마케팅

호텔 홍보

객실 매출관리
부대업장 손익 관리

식음료 메뉴기획

식음료 직원관리

당직

4수준

호텔 총무

호텔 영업회계

호텔 구매

호텔 판촉

객실 수납

객실 일일 마감

재실고객관리

하우스키핑관리

식음료 고객관리

휘트니스 센터 
회원관리

연회 판촉

연회 행사 외부업체
관리

GRO

3수준

체크 인

체크 아웃

객실 예약접수

하우스키핑정비

식음료 업장관리

델리숍 관리

휘트니스센터 
운영

연회 예약 상담

연회 기획

연회 행사 준비

웨딩

출장 연회

연회 행사 정산

연회 행사 사후 관리

고객서비스센터

비즈니스센터

귀빈층 라운지

컨시어지

2수준 호텔 세탁물관리
호텔 레스토랑 
서비스

호텔 음료 서비스

연회 행사 진행
벨 데스크

도어 데스크

발렛

- 직업기초능력

수준

     직종
숙박기획ㆍ개발 객실관리 부대시설관리 연회관리 접객서비스

3.8.3. 재직자과정(5수준) 편성 예시

객실관리 직종(훈련이수체계)

& (훈련과정편성)객실관리 NCS기반 훈련기준의 훈련이수체계에서 5수준에 해당하는 훈련

과정/과목을 선택하여 훈련과정을 편성

- 음영부분( )은 필수과정, 음영 및 사선처리 부분( )은 훈련기간(시간)에 따라 유사

직종의 능력단위 반영

- (훈련대상자) 객실관리 종사자로서 “객실예약접수, 재실고객관리”등 4수준 이하의 능력

단위에 대해 직무경험, 학습경험, 관련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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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시
훈  련 과  정 개  요

1. 훈련과정명① : 객실관리 양성과정

2. 훈련기간(시간)
②

: 3월 (350시간)

3. 훈련수준
③

: 3수준

4. 훈련대상자(선수능력)④ : 객실관리 분야로 취업을 희망하는 신규 구직자(어학능력 및 대인

관계 능력)

5. 훈련목표⑤ : 고객이 편안하고 안락한 투숙을 위해, 예약접수, 체크 인/아웃 업무, 하우스키핑,

호텔 세탁물관리 등을 통해 최상의 객실상품을 창출할 수 있다.

6. 훈련교과편성 총괄표⑥

가. 교과 훈련시간

총시간(%) NCS 소양 교과(%) NCS 전공 교과(%) 비 NCS 교과(%)

350 (100%) 30(8.6%) 230(65.7%) 90(25.7%)

4. 훈련과정 개발

◇ 훈련과정 요구분석을 통해 훈련교과목 도출 등 훈련과정 편성에 대한 개발안이 

마련되면, 이를 토대로 훈련운영계획서(교 강사용)와 학습안내서(훈련생용)를 작성함

※ 이 단원에서는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서식을 기준으로 작성방법을 설명하였으며,

훈련사업별로 제시된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형식에 맞게 작성

훈련운영계획서4.1

4.1.1 훈련과정개요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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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과목 구성

구분 교과목명 훈련시간 훈련교사
능력단위 분류번호

능력단위명(단원명)
훈련시간 비고

총계 350 350

NCS

소양 

교과

소계 30 30

직업기초능력 30 김소양
의사소통능력 15

대인관계능력 15

NCS

전공 

교과

소계 230 230

실습

객실서비스 70 홍길동

1203020201_13v1

객실 예약접수
30

1203020202_13v1

체크 인(Check In)
20

1203020206_13v1

체크 아웃(Check out)
20

고객서비스 50 ~~~

1203020508_13v1

고객 서비스 센터
40

1203020203_13v1

재실고객 관리
10

하우스키핑관리 80 ~~~

1203020208_13v1

하우스키핑 정비
40

1203020209_13v1

하우스키핑 관리
40

호텔세탁물관리 20 ~~~
1203020210_13v1

호텔 세탁물 관리
20

여행상품추천 10 ~~~
1203010202_13v1

상품추천
10

비 

NCS

교과

소계 90 90

이론

호텔경영 20 ~~~
객실관리의 개요 10

호텔 시설관리 안전관리 10

마케팅 25 ~~~
마케팅 기초 10

고객 유치 마케팅 방법론 15

실습 호텔객실관리 45 ~~~
침구류 세팅 20

객실 정리 정돈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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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훈련이수체계
⑦

6수준
호텔 기획전략

호텔 프로젝트

5수준

호텔 인적자원 관리

호텔 교육

호텔 관리회계

호텔 마케팅

호텔 홍보

객실 매출관리
부대업장 
손익 관리

식음료 메뉴기획

식음료 직원관리

당직

4수준

호텔 총무

호텔 영업회계

호텔 구매

호텔 판촉

객실 수납

객실 일일 마감

재실고객관리

하우스키핑관리

식음료 고객관리

휘트니스 센터 
회원관리

연회 판촉

연회 행사 외부업
체 관리

GRO

3수준

체크 인

체크 아웃

객실 예약접수

하우스키핑정비

식음료 업장관리

델리숍 관리

휘트니스센터 
운영

연회 예약 상담

연회 기획

연회 행사 준비

웨딩

출장 연회

연회행사정산

연회행사사후관리

고객서비스센터

비즈니스센터

귀빈층 라운지

컨시어지

상 품 추 천

(여행상품

상담)

호텔객실관리

(실습)

마케팅(이론)

호텔경영(이론)

2수준 호텔세탁물관리
호텔 레스토랑 
서비스

호텔 음료 서비스

연회 행사 진행
벨 데스크

도어 데스크

발렛

- 직업기초능력

수준

       

직종

숙박기획ㆍ개발 객실관리 부대시설관리 연회관리 접객서비스 타 직종
비 NCS 교과
(이론, 실습)

NCS교과 NCS이외교과

8. 훈련과정 교과목 운영로드맵
⑧

교과 구분
차수(일/주/월/분기/학기)

1월차(120h) 2월차(120h) 3월차(110h)

NCS 소양교과(직업기초능력) 의사소통능력(15) 대인관계능력(15) -

NCS 전공교과
호텔세탁물관리(20)
하우스키핑관리(40)

객실서비스(35)
고객서비스(30)

하우스키핑관리(40)

객실서비스(35)
고객서비스(20)
여행상품추천(10)

비 NCS 교과(이론)
마케팅(25)
호텔경영(20)

비 NCS 교과(실습) 호텔객실관리(45)

① 훈련과정명은 결정된 훈련과정명으로 표지와 동일한 과정명 작성

② 훈련기간(시간)은 훈련에 소요되는 전체기간과 시간을 제시

③ 훈련수준은 훈련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수준을 제시(3.7 수준별 훈련과정

편성 참고)



PART

  ∙ 57

훈련과정 편성

Ⅲ

④ 훈련대상자는 훈련과정을 원활하게 수강하는데 요구되는 훈련대상자의 선수

능력을 제시하는 것으로,

- 최하위수준부터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선수능력을 제시하지 않고,

- 하위수준 일부를 제외하고 훈련과정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외된 수준의 

능력단위에 대한 선수능력을 제시되어야 함

※ 해당 훈련직종의 최하위수준부터 목표 수준까지 모든 능력단위를 편성한 경우 

: “선수능력 필요 없음”

⑤ 훈련목표는 NCS기반 훈련기준의 직종정의 등을 토대로 훈련을 통해 훈련생

들이 도달하도록 할 성취목표를 기술

⑥ 훈련과정 총괄표는 NCS 소양교과(직업기초능력) 및 NCS 전공교과, 비 NCS

교과(이론 및 실습)로 구분하여 제시

- NCS 소양교과(직업기초능력)는 전체 훈련시간의 10%이내에서 자율 편성

- NCS 전공교과는 실습의 형태로 NCS기반 훈련기준에서 제시한 과정/과목을

중심으로 편성하되, 훈련과정 개발시 교과목으로 선정한 내용을 토대로 제시

◇ 주 의 사 항 

○ 훈련기준에서 선택한 능력단위(과정/과목)내 능력단위요소 100% 반영

- 일부단원(능력단위내 일부 능력단위요소)만을 사용하는 경우, 훈련사업별 과정 

신청․심사시 해당 능력단위는 NCS기반 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

- 단, 해당 능력단위가 NCS기반 과목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NCS인정 훈련과정

시간이 전체 훈련시간 기준에 충족될 경우 NCS적용과정으로 인정됨[참조 : Ⅳ

-1-2. NCS기반 훈련과정 인정기준]

※ 단, 사업주훈련의 경우 일부 능력단위요소만으로 훈련과정 편성 가능 

- 비 NCS 교과는 훈련기관 인근 지역기업 등의 수요가 있으나, NCS기반 훈련

기준에서 제시되지 않은 이론, 실습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할 경우 제시

- NCS 소양 및 전공 교과는 전체 과정(시간)의 60%이상(이때 NCS 소양교과는

전체 훈련시간의 10% 이내)으로 편성, 비 NCS 교과는 전체 과정(시간)의

40% 이하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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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수준 전체를 포함한 훈련과정] [하위수준 일부를 제외한 훈련과정]

3. 훈련수준 : 3수준

4. 훈련대상자 : 객실관리 양성과정 신규 

구직자(특별한 선수 능력 없음)

3수준

체크 인

체크 아웃

객실 예약접수

하우스키핑정비

2수준 호텔 세탁물관리

- 직업기초능력

수준

        직종
객실관리

3. 훈련수준 : 3수준

4. 훈련대상자 : 객실관리과정에 입직을 희망

하는 자로서 “호텔 세탁물관리”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이수했거나, 관련자격 취득 또는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

3수준

체크 인

체크 아웃

객실 예약접수

하우스키핑정비

2수준 호텔 세탁물관리

- 직업기초능력

수준

        직종
객실관리

* 음영 부분이 해당 훈련과정에 편성된 능력단위 

⑦ 훈련이수체계는 NCS기반 훈련기준의 “훈련이수체계”를 토대로 제시하되,

타 분야 훈련직종에서 과정/과목(능력단위)을 선택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

하고, 비 NCS 교과(이론, 실습)를 훈련교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제시

- 훈련과정에 교과목으로 편성하는 능력단위 모두를 음영으로 표시

- 양성․향상훈련과정의 상․하위 능력단위 사용은 매뉴얼 "3.7 수준별 훈련과정

편성”에 따름

⑧ 훈련과정 운영로드맵은 훈련과정개발 단계에서 훈련과목을 훈련 단계별(순서별)로 

훈련할 순서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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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교과목별 교수계획서 작성방법

√ NCS 전공교과 및 비 NCS 교과도 교수계획서를 작성해야 됨 

     ✎ 예 시

교과목별 교수계획서

교과목명 학 과 장 교학팀장

객실 서비스

대상 직종 교과 구분 훈련시간 교수성명

객실관리 NCS 전공교과 70 -

1. 지도목표 2. 훈련교재

고객의 편안한 투숙을 위해 체크인, 체크

아웃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객실 및 부대

시설 이용정보 파악, 예약현황 및 고객이력 

확인, 예약관련 자료작성 및 변경을 처리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

∙ 객실 예약접수 학습모듈교재

∙ 체크인 학습모듈교재

∙ 체크 아웃 학습모듈교재

3. 주요 교수계획

연번
능력단위분류번호 

능력단위명 
훈련시간 능력단위요소명 훈련시간 훈련시설 비고

1
1203020201_13v1

객실 예약접수
30

객실 및 부대시설 이용정보

파악하기
6 강의실

예약현황 파악하기 6 강의실

고객이력과 기호 확인하기 6 강의실

예약관련자료 작성하기 6 컴퓨터실

예약변경하기 6 컴퓨터실

2
1203020202_13v1

체크인(Check-In)
20

체크인 준비하기 2 객실 실습실

고객 응대하기 4 객실 실습실

등록카드 작성하기 4 객실 실습실

객실 키발급 및 정보 

제공하기
4 객실 실습실

고객정보 등록하기 4 객실 실습실

단체 체크인 하기 2 객실 실습실

3
1203020206_13v1

체크아웃(Check-Out)
20

체크아웃 준비하기 2 객실 실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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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시

세부 지도목표
①

가. 객실 및 부대시설 이용정보 파악, 예약현황 및 고객이력 확인, 예약관련 자료작성

및 변경을 처리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나. 고객의 편안한 투숙을 위해 체크 인 준비, 고객 응대, 등록카드 작성 및 객실 정보

안내를 제공하며 고객정보 등록 및 단체 체크 인을 수행하는 능력을 함양 할 수 있다.

다. 투숙객 정보 확인하기, 추가 사용 내역(Bill) 확인하기, 최종 내역 확인과 계산하기를
통해 최종 정산을 하며 따뜻한 환송 인사와 함께 재방문을 유도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지도내용
②

가. 객실 예약접수

∙객실 및 부대시설 이용정보 

파악하기

∙예약현황 파악하기

∙고객이력과 기호 확인하기

∙예약관련자료 작성하기

∙예약변경하기

나. 체크인

∙체크인 준비하기

∙고객 응대하기

∙등록카드 작성하기

∙객실 키발급 및 정보 제공하기

∙고객정보 등록하기

∙단체 체크인 하기

다. 체크아웃

∙투숙객 정보 확인하기

∙추가 사용내역 확인하기

∙최종내역 계산하기

교수학습방법③

가. 강의 및 시연

객실 예약접수시 객실 및 부대시설 이용정보, 예약현황 파악, 고객이력과 기호 확인,

예약관련 자료 작성, 예약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각각의 예를 들어

학습자들에게 보여준다.

나. 조별실습

객실 예약접수시 몇가지 상황(호텔에서 일어나는 예)을 제시하여 조별 토의하고 

결과물을 도출하게 한다.

4. 세부교수계획

① 지도목표는 교과목에 반영된 NCS의 능력단위를 활용하여 제시

② 훈련교재는 교과목에 반영된 NCS의 능력단위와 관련된 교재를 제시

- 훈련교재는 NCS기반 학습모듈형교재가 보급된 것은 이를 우선하여 제시하고,

보급되지 않은 경우 현재 활용중인 교재 중 관련성이 높은 것을 제시

③ 주요 교수계획은 교과목에 반영된 NCS의 능력단위 모두를 능력단위 분류번호와

함께 기재하고, 능력단위요소별 훈련시간 및 훈련시설도 함께 기재

4.1.2. 세부 교수계획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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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조별로 논의된 결과물에 대해서 발표를 시키고, 학습자들간에 의견을 상호 교환

하도록 한다

평가방법④

가. 평가시점 : 예) 교육중 질의응답시, 중간고사 시, 교과목 수업 종료시

나. 평가내용 

• 호텔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Fidelio, Opera 등)

(중간 생략)

• 객실 업셀링 능력 

• 고객정보 검색 능력 및 활용 기술

• 객실 배정 능력 

• 객실 키 발행 기술

다. 평가방법

(과정평가) : 문답법, 평가자 체크리스트

(결과평가) : 서술형 시험, 구두발표

※ 훈련과정 심사 신청시 반드시 1개 이상의 평가 방법을 선택하여 제시해야 되며, 제시된 평가 방법은 

과정 운영중에는 변경이 불가한바 면밀한 검토후 제시 필요

장비 및 공구⑤

훈련기준 장비 훈련기관 보유장비

장     비     명 단  위
활용구분

(공용/전용)

1대당 

활용인원

• 컴퓨터

• PMS 시스템(데모버전)

• 전화기

• 빔 프로젝트

• 프린터 

대

세트

대

대

대

공용

공용

공용

공용

공용

1

1

5

-

-

장     비     명 단  위
활용구분

(공용/전용)
보유수량

• 컴퓨터

• PMS 시스템(데모버전)

• 전화기

• 빔 프로젝트

• 프린터 

대

세트

대

대

대

공용

공용

공용

공용

공용

20

20

4

1

1

① 세부지도목표는 NCS기반 훈련기준의 과정/과목별 훈련목표를 활용하여 제시

② 지도내용은 훈련교과목에 반영된 NCS기반 훈련기준의 과정/과목명과 단원명을

활용하여 기술

③ 교수학습방법은 NCS기반 훈련기준에서 제시하는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핵심적인 훈련생 지도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훈련과정 개발시 작성한 교과목 

Profile 참조)

- 이론강의, 개인별 실습, 조별 실습 등의 교수학습방법을 포함하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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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의법

∙방법 :교사가 학생에게 설명하는 방법

∙장점 :①짧은 시간에 많은 학습자들에게 학습내용을 체계적으로 전달

할 수 있어 경제적 ②낮은 수준의 인지적 목표 달성 용이 ③교

과내용에 대한 보충, 가감, 삭제가 용이 ④교사의 언어적 표현력

이 강하면 강한 만큼 학습자를 자극할 수 있음

∙단점 :①교수 개인의 능력 및 기준에 전적으로 의존 ②교과서에 의존

하는 수업이 될 가능성 높음 ③개별 학습자의 특성(능력, 지식,

경험)을 반영하기 어려움 ④ 학습자의 특성, 능력이 다양한 경우

학습요구 충족 어려움 ⑤학습자의 창의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강의+시연’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교수학습방법도 ‘강의법’에 포함

되나, 학생 실습은 미포함. ‘강의+학생실습’ 교수학습방법 희망 시 ‘혼

합법’선택 후 [상세 교수학습방법]에 ‘강의법+학생 실습’ 입력

2 문답법

∙방법 :질문과 대답에 의해 전개되는 학습법

∙장점 :①질문을 통해 학습내용을 명백히 밝혀주어 초점이 분명한 학

습활동과 활기있고 적극적인 학습활동 가능 ②학습자의 흥미와 

동기 유발에 효과적 ③질문을 통해 학습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학생의 주체적인 학습이 가능

∙단점 :①학생들의 능력이 떨어질 경우 교사의 설명이 길어져 교사 중

심으로 흘러갈 수 있음 ②질문에 응답을 잘하는 우수생 위주의 

교육 우려 ③학생들의 응답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학습속도 

지연

3 토의법

∙방법 :교사와 훈련생, 훈련생간 상호 의견교환을 통한 학습

∙장점 :①참석자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 창조적인 사고능력 배양과 

협동적인 기술 및 태도 함양 ②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대화방법과 

사고방법 습득 ③적극적인 구성원 의식과 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 함양

∙단점 :①적극적인 몇몇의 훈련생에 의해 회의 주도 ②결과 도출에 많은

시간 소요 ③많은 양의 학습내용을 다룰 수 없고 사전준비에 많은 

시간 소요

※ 토의방식 : 패널토의, 대립토의, 세미나, 포럼 등

<교수학습방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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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 세부 내용 설명

4

문제

해결법

(problem

method)

∙방법 :학생이 생활하고 있는 현실적인 장면에서 당면하는 여러 문제들

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식, 기능, 태도, 기술 등을 종합적

으로 획득하도록 하는 학습방법. 문제가 제기될 경우 학습자는 

자신이 기존에 배운 내용이나 지식을 사용하여 주어진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하며, 문제의 해결책을 고안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자료를 모으며 학습을 진행

∙장점 :①학생중심교육 ②자신의 관점에서 문제를 재구성 할 수 있어 

문제해결능력의 향상 ③강의식 학습과 혼합하여 사용하면 고급 

문제 해결에 유용 ④결과 보다는 과정 중심형 교육

∙단점 :①문제해결 능력이 결여된 훈련생의 경우 학습이 어려움 ②교사 

주도의 학습에 익숙한 훈련생의 경우 적응이 어려움

∙특징 :이론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법으로 문제해결과정에서 

가지게 되는 반성적 사고과정을 중시

※ 자격취득과정 등의 단순 문제풀이는 문제해결법에 해당하지 않음

5

구안법

(Project

Method)

∙방법 :훈련생이 문제해결을 위해 스스로 계획을 세워 수행하는 방식

∙장점 :①학습자의 자발적 학습이 이루어짐 ②학습자의 구체적 경험을 

통한 학습이 가능 ③ 문제해결과정에서 사고력, 창의력 함양

∙단점 :①문제를 중심으로 학습이 진행되어 기초학습이 부실 ②교과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없음 ③능력이 부족한 학생에게는 시간 낭비

우려 ④무질서한 수업 우려

∙특징 :현실적, 물질적 장면에서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법으로 구체

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는 실천적인 면을 중시

6 탐구학습

∙방법 :교사의 정의 하에 수업이 진행, 교사 안내에 따라 학생이 가설을

세우고 방법을 탐색한 뒤 증명하는 과정까지 마친 후 수업 정리

부분에서 교사가 일반화하는 과정을 보여줌

∙장점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방향을 찾는 등 능동적 수업참여 및 학습

성과 책임감 증대 

∙단점 :①지도 시 많은 시간 소요 ②자료준비, 학습지도 및 평가에 대한 

교사의 많은 부담 ③단순한 개념을 전달하는데 비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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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 세부 내용 설명

7 협동학습

∙ 방법 :집단 구성원들이 공동의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역할을 분

담한 다음, 다른 구성원들과 도움을 주고받아 집단구성원 모두

에게 유익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수업방식

∙장점 :①여러 사람이 협동해서 지식을 얻기 때문에 혼자 학습하는 것

보다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음 ②도전하는 동기가 형성되어 과

제 도전에 필요한 성향, 기질, 태도 계발 ③다른 사람의 자원(능

력, 성향, 태도, 기능, 시간 등)을 활용하는 능력 배양 ④소집단 

활동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증진 ⑤자신의 자원(시간,

에너지, 능력, 성질 등)관리 능력 향상

∙단점 :①과정보다는 결과 중시 가능 ②잘못 이해한 내용이 굳어질 

위험성 ③학습보다 성이 더 강조될 가능성 ④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의 모멸감 초래 가능

8

개별지도 

교수법 

(Individually

Guided

Education)

∙방법 :팀티칭방식(2명 이상의 교수가 역할을 나누어 수업)으로 진행

되며 교과영역별로 무학년제를 실시하는 개별화 수업체계

∙장점 :학습수준과 학습동기 수준에 기초하여 학습목표를 설정한 뒤 

다양한 학습경험 제공에 따라 학습 성과가 높음

∙단점 :교육훈련인원에 제한이 있고 지도 시 많은 시간 소요

9

목표도달

학습 

(Mastery

Learning)

∙방법 :학습을 여러 작은 단원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각 단원마다 학습

종료 후 진단검사 실시, 검사결과가 불완전하면 다시 성취도를 

검사하여 완전 성취여부 확인

10

문제중심

학습 

(Problem

Based

Learning)

∙방법 :문제 제기단계 – 문제 재확인 단계 – 발표 단계 – 문제해결 후 

단계 

- 문제 확인하고 가능한 해결안을 찾기 위해 사실, 아이디어,

학습과제, 향후계획 4가지 관점에서 검토 문제에 대한 최적의 

진단과 해결안을 도출

- 공동학습 및 최종 결론을 전체 학생 앞에서 발표하고, 상대방의 

대안적 아이디어와 비교자신들의 학습결과를 정리, 자신의 수행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실시

※ 자격취득과정 등의 단순 문제풀이는 문제중심학습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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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유형 설 명 비고

1 포트폴리오
자신이 작성하거나 만든 작품 또는 지속적·체계적으로 모

아둔 개인별 작품집이나 서류철을 대상으로 평가
p.126

2
문제해결

시나리오

평가 대상자가 주체가 되어 문제해결을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해결에 이르는 과정을 평가
* 문제해결을 위해 주어진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원하는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사고의 흐름을 구상한 것

p.129

3 서술형 시험
주어진 질문에 대해 알고 있는 자신의 지식이나 생각을 

직접 작성하게 하는 방식
p.130

4 논술형 시험
주어진 질문에 대해 자신의 견해나 주장을 논리적 과정을 

통해 상대방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토록 하는 방식
p.130

구분 유형 세부 내용 설명

11

기타

(단일 

교수학습

방법)

상기에 제시된 유형 이외의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하고자 할 때, ‘기타’ 선택

※ 전산 ‘상세 교수학습방법’ 입력란에 교수학습방법과 상세 교수방법 

제시

12

혼합형

(복수 

교수학습

방법)

2개 이상의 교수학습방법을 혼합하여 활용하고자 할 때, ‘혼합형’ 선택

※ 전산 ‘상세 교수학습방법’ 입력란에 2개 이상의 교수학습방법 및 

상세 교수방법 제시

④ 평가방법은 NCS에서 제시하는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평가 시점(중간, 기말 

등)과 함께 평가방법을 제시

- 평가방법으로는 포트폴리오, 문제해결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시험, 사례

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수행평가서),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자기평가서), 일지/저널, 역할연기, 구두발표, 작업장평가 등 NCS에서 제시

하는 권장 평가방법을 참조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평가방법 제시

<평가유형별 설명>



NCS기반 훈련과정 편성ㆍ평가도구 활용 매뉴얼

66 ∙ 

구분 평가유형 설 명 비고

5 사례연구

현재 진행 중이거나 유사한 이전의 사례 들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을 선정하여 그 성공이나 실패요인을 분석·적용하

여 평가

p.131

6 평가자 질문
평가 대상자들에 대하여 얻고자 하는 자료나 정보를 질의· 응

답을 통해 수집하여 평가
p.132

7
평가자 

체크리스트

필요한 학습능력을 한눈에 알 수 있는 표를 만들어 평가 

대상자의 학습 과정이나 학습결과를 체크해 나가며 평가
p.132

8
피 평가자

체크리스트

특정 주제에 대하여 학습자 스스로 학습과정이나 작업결

과에 대해 자세하게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평가
p.137

9 일지/저널
매일 또는 장기적으로 평가 대상자의 학습과정이나 결과

를 기록하여 평가
p.142

10 역할연기
평가 대상자들에게 가상의 상황을 주고 주어진 상황속이 

특정 인물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여 평가
p.143

11 구두발표
특정 내용이나 주제에 대한 평가 대상자의 의견이나 생각

을 발표하도록 하여 평가
p.143

12 작업장평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공정이나, 일의 순서 등 작업장에서의 

학습수행과 행동을 관찰하여 평가
p.144

13

기타

(단일 

평가방법)

상기에 제시된 유형 12개가 아닌 별도의 평가방법을 입력

하고자 할 시 ‘기타’ 선택

※반드시 전산 ‘평가방법의 내용’ 입력란에 평가방법과 

상세 설명을 입력

p.145

14

혼합형

(복수 

평가방법)

상기에 제시된 유형 12개 내에서 2개 이상의 평가방법을 

혼합한 경우 ‘혼합형’을 선택

※반드시 전산 ‘평가방법의 내용’ 입력란에 2개 이상의 

평가방법 및 상세 설명 입력

-

- 평가문항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격 검정 등에서 제시되는 시험문제

등을 참고하여 적정한 문항을 별도로 개발하여 보관

⑤ 훈련장비 및 공구는 교과목별로 NCS기반에서 제시한 훈련기준 장비 및 훈련

기관에서 보유한 훈련 장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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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교과목별 수행평가서

학습자 명:

             

        반      번

평가자 명: 

                (인)

평가일시②

1차 201 년  월  일 (X)

교과목명 : 객실서비스
1203020201_13v1(객실 

예약접수)①
2차 201 년  월  일 (O)

3차 201 년  월  일

평가방법③ :

본 평가는 단계별 자기

평가의 학습과정이 완료된

학습자에 대하여 평가를 

합니다.

학습을 위한 준비에서부터

실습의 완료 후 동작확인

까지 아래사항의 수행

기준에 근거하여 학습자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본 능력단위의 평가방법

등을 안내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함)

전체평가④(고정내용으로서 임의 변경 불가)

성취

수준⑥ 수행정도

5. 해당 지식과 기술을 확실하게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토대로 주

도적으로 완벽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4. 해당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

술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토대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3. 해당 지식과 기술을 대부분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

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대부분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2. 해당 지식과 기술을 부분적으로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타인과 공동으로 작

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해당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데 부족함이 있어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평가자는 학습자의 달성정도를 성취수준에 표시한다.

평가영역

(단원명)
수 행 준 거⑤ 예 아니오

1203020201_13v1.1

객실 및 부대시설 

이용정보 파악하기

1.1 호텔의 객실 유형(위치, 평수, 객실 타입 등)에 따라 

객실 및 부대시설 정보를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

1.2 객실 요금 종류(공표요금, 특별요금, 계약요금 등)에 

따라 마케별 요금을 구분하여 적용할수 있다.

1.3 객실 판매 촉진 전략에 따라 패키지나 프로모션 상품을

파악하여 상담 및 판매할 수 있다.

1.4. 부대시설의 종류와 이용안내를 위해 호텔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4.1.4 수행평가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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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별 수행평가>

① 능력단위명은 NCS의 능력단위 분류번호와 함께 기록

② 평가일시는 학습자가 평가를 실시한 일자 기록

- 1차에 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x’ 표시를 하고, 학습자가 2차 평가에 

성취수준에 도달했으면 ‘o’표시

참 고

○ 4수준 교과목이 4개(A, B, C, D), 3수준 교과목이 2개(E,F), 5수준 교과목이

1개(G)로 구성된 훈련과정의 목표수준이 4수준이라고 할 때

- 3수준 교과목(E, F)과 4수준 교과목(A, B, C, D)에 대한 수행평가시 성취수준

목표를 3단계 수행정도면 성취수준에 도달가능하다고 기준을 설정할 수 있고,

훈련과정 목표수준(4수준)보다 높은 교과목(G)의 성취수준은 3단계 이하로

설정하여 교과목 성취수준을 평가할 수 있음

③ 평가방법은 학습자가 수행평가 시 받게 될 평가방법과 사항들을 제시

④ 전체평가는 성취수준과 수행정도를 기록, 평가시 교수자는 학습자가 달성한 

정도 앞에(√)표시

⑤ 수행준거

- 학습자 또는 작업자와 같은 주어로서 수행 준거들을 시작한다.

- 수행준거를 근거로 서술

- 관찰 가능한 항목만을 포함

- 단순히 행동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할 가치 항목 포함

- 작품, 과정, 안전사항을 포함한 작업자의 구체적인 행동을 평가 

- 수행평가는 학습안내서에서 제시된 능력에 대해서만 평가

- 수행준거에 있는 모든 항목들이『예』로 표시(확인)되어야 능력단위를 이수한 

것으로 간주

⑥ 성취수준

- 성취수준 확인은 교과목 평가 후 학습자의 수행정도 척도에 따라 교수자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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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별 훈련과정 종합평가서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학습자명 최종확인자(지도교사)

교과목명
능력단위분류번호

능력단위명
평가자명 최종평가일시

평가결과

(성취수준)

4.1.5 학생별 훈련과정 종합평가서 작성방법 

<훈련과정 종합 수행평가서>

○ 훈련과정에 수강한 학습자별로 교과목별 평가 결과를 지도교사가 종합제시

○ 평가 결과는 각 교과목별 성취수준 결과를 기재

<작성 예시>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학습자명
최종확인자

(지도교사)
객실관리 양성과정 3개월(350시간) 홍길동 이순신

교과목명
능력단위분류번호

능력단위명
평가자명 최종평가일시

평가결과

(성취수준)

직업기초능력 - 이직업 ‘19.4. 90(5)

호텔이론 - 김호텔 ‘19.4. 80(4

마케팅 - 박공단 ‘19.4. 85(4)

객실서비스

1203020201_13v1 객실 예약접수 이순신 ‘19.4. 57(4)

1203020202_13v1 체크 인(Check In) 이순신 ‘19.5. 72(3)

1203020206_13v1 체크 아웃(Check out) 이순신 ‘19.5. 83(4)

고객 서비스 1203020508_13v1 고객 서비스 센터 황인력 ‘19.5. 73(3)

하우스 키핑 관리
1203020208_13v1 하우스키핑 정비 서산업 ‘19.6. 75(3)
1203020209_13v1 하우스키핑 관리 서산업 ‘19.6. 75(3)

호텔 세탁물 관리 1203020210_13v1 호텔 세탁물 관리 남길정 ‘19.6. 72(3)

호텔 객실관리 침구류 세팅, 객실정리 정돈 안순신 ‘19.6. 85(4)

여행상품추천 1203020202_13v1 상품추천 남길신 ‘19.6. 62(2)

※ 100점 만점을 성취수준으로 환산시(예시)

점수 구간 90 이상 80∼90미만 70∼80미만 60∼70미만 60점 미만

성취수준 환산 5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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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안내서4.2

4.2.1. 학습안내서 작성방법

     ✎ 예 시

객실 서비스① 학습안내

<교과목 구성 능력단위>

능력단위 분류번호 능력단위명 훈련시간

1203020201_13v1 객실 예약접수 30

1203020202_13v1 체크 인(Check In) 20

1203020206_13v1 체크 아웃(Check out) 20

1203020201_13v1 객실 예약접수
②

1. 학습개요

훈 련 시 간
③ 30시간 담당교사 홍길동

훈 련 개 요 ④

객실 서비스에서 중요한 능력으로, 호텔에 투숙하고자 하는 손님에게 객실 및 부대시설 

이용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전달하고, 예약현황 및 고객이력 확인하며, 예약관련 자료

작성 및 변경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다.

훈 련 목 표 ⑤ 객실 및 부대시설 이용정보 파악, 예약현황 및 고객이력 확인, 예약관련 자료작성 및 변경을

처리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

단원명 단원별 학습목표⑥

1203020201_13v1.1

객실 및 부대시설 

이용정보 파악하기

1.1 호텔의 객실 유형(위치, 평수, 객실 타입 등)에 따라 객실 및 부대시설 정보를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

1.2 객실 요금 종류(공표요금, 특별요금, 계약요금 등)에 따라 마켓별 요금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

1203020201_13v1.2

예약현황 파악하기

2.1 호텔 예약 시스템을 기반으로 예약 가능한 객실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2.2 당일 점유율에 따라 적정 객실요금 BAR(Best Available Rate)를 제시할 수 있다.

~~~~~~~~~~

~~~~~ 3.1 ~~~~~

선 수 능 력 ⑦

(필요한 경우)
하우스키핑 정보 능력

작 성 일 ⑧ 2019년 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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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과목명 : 훈련과정으로 편성한 교과목명을 상단에 기록

② 능력단위 분류번호 및 능력단위명 : 훈련과정의 훈련과목을 구성하는 NCS

능력단위명을 기록

③ 훈련시간 : NCS기반 훈련기준의 과정/과목(능력단위)의 총 이수 학습시간을 

기록

④ 훈련개요 

- 학습안내의 간단한 내용요약으로 학습자가 배워야 할 내용과 중요성, 이미 

학습한 내용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서술(100자 이내)

- 안내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작성

⑤ 훈련목표

- NCS기반 훈련기준의 과정/과목(능력단위) 정의 내용을 참고로 작성하되,

조건과 기준을 첨가하여 ‘~을(를) 할 수 있다’라는 행동목표로 작성

- 훈련과정에서 요구되는 목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 기재

⑥ 단원별 학습목표

- NCS기반 훈련기준의 단원(능력단위요소)의 내용을 참조하여 수행목표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

- 학습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세부 수행목표를 기재

⑦ 선수능력

- 해당 교과목을 수월하게 학습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

※ 훈련기준의 훈련이수체계에서 해당 교과목(능력단위)보다 하위 수준의 교과목 또는

선행 학습이 필요한 교과목(능력단위) 등을 참고하여 작성

- 표준에 제시된 능력단위를 기재하되 능력단위가 없는 경우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거나, “해당 없음”으로 기재

⑧ 작성일 : 개발 또는 수정․보완한 날짜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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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학습활동 서술 방법

     ✎ 예 시

학 습 활 동

학습활동① 특기사항②

1. 방문한 호텔 손님에 대하여 예약확인, 체크인,

객실안내까지절차를조별로토의하고, 조별토의

된자료를발표하시오

- 조별 구성은 5명씩 구성하고, 조원별로 역할

분담을 하시오

안전준수사항

과제 제출기한

발표방법

시험일자

실습실 개방시간

① 학습활동 <작성방법>

- 난이도에 따라 쉬운 것부터 점점 어려운 것으로 작성

- 학습자가 성취하기를 바라는 수행요소들과 학습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

- 단원별 목표에 제시된 내용 순으로 학습활동 내용을 작성

- 학습할 순서를 순차적으로 제공하여 정리

- 행동동사를 사용하여 각각의 활동을 서술

예) 읽는다, 푼다, 체크한다, 청취한다, 계획한다, 실행한다 등

- 학습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직접적으로 서술

- “~을(를) 읽고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을(를) 읽으시오” 또는 “~을(를) 읽고 다음

작업을 수행하시오”등의 형식으로 서술

- 학습활동 내용을 참고하기 위한 페이지 숫자나 제목 사용(예 : “한국산업인력

공단, 금형제작, p.25~p.28”. “한국산업인력공단, 금형제작, 도면기호이해” 등)

- 학습활동 내용을 읽은 후에 안내서에서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자기 수준을

사전 진단

- 보고서를 제출하는 항목의 작성(자가 학습 부여문제)은 교수자 재량으로 작성

☞ 해당 능력단위에서 교수자의 재량에 따라 포트폴리오(예 : 작품집)평가 

가능

② 특기사항 <작성방법>

- 학습자가 학습활동을 이수하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으로

안전준수사항, 필요 재료, 부가 설명 또는 필요 자원 획득방법, 위험요소 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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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학습자료 작성방법

     ✎ 예 시

학 습 자 료

보조자료
①

∙ 호텔 가격표

∙ 호텔별 체크인 절차

∙ 호텔별 체크아웃 절차 등

사용장비 및 

공구②

∙ 컴퓨터

∙ PMS

∙ 프린터 및 복사기

∙ ~~~~~~~~

소요재료
③

-

관련지식·기술·

태도④

� 객실 요금제도

� 패키지나 프로모션 상품 특성

� 부대시설 관련 정보

� 객실 상품의 종류 및 요금

∙ ~~~~~~~

훈련교재
⑤

� 객실 예약관리 학습모듈

� 체크 인 학습모듈

� 체크 아웃 학습모듈

① 보조자료

- 능력단위의 작업상황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인터넷상의 주소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

② 사용장비 및 공구

- 능력단위의 작업상황을 참고로 세부수행목표 순서별로 주요장비 및 공구 제시

③ 소요재료

- 능력단위의 작업상황을 참고로 세부내용을 작성하고 진행단계 순으로 작성

- 능력단위의 훈련에 필요한 모든 소요재료 제시

④ 관련 지식·기술·태도

- NCS기반 훈련기준의 능력단위별 관련 지식, 기술, 태도를 참고하여 작성

⑤ 훈련교재(학습모듈 등)

- www.ncs.go.kr 사이트 참고

※ 훈련교재는 NCS기반 학습모듈,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개발한 HRD Book, 능력단위

교재 등이 있음(학습모듈이 개발된 경우 이를 우선 활용하되 교육훈련내용에 맞지 

않는 경우 시중교재나 자체제작 교재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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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자기평가서 작성방법

     ✎ 예 시

자 기 평 가 서

평가영역
①

(단원명)
문항② 미흡 보통 우수

1. 객실 및 부대시설 

이용정보 파악하기

1.1 나는 호텔의 객실 유형(위치, 평수, 객실 타입 등)에 따라 

객실 및 부대시설 정보를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
① ② ③

1.2 나는 객실 요금 종류(공표요금, 특별요금, 계약요금 등)에 

따라 마켓별 요금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

2. 예약현황 파악하기

2.1 나는 호텔 예약 시스템을 기반으로 예약 가능한 객실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① ② ③

2.2 나는 당일 점유율에 따라 적정 객실요금 BAR(Best

Available Rate)를 제시할 수 있다.
① ② ③

2.3 나는 객실 예약 초과 상황 발생 시 예약 처리 규정에 

따라 객실 종류를 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2.4 나는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① 평가영역 : 해당 능력단위의 능력단위요소명을 기입

② 문항

- 각 능력단위요소에 속하는 직무능력표준의 수행준거를 활용하여 기입

- 학습자 스스로 자기평가를 위한 것으로 “나는 ~을 할 수 있다.” 표현

※ 해당 능력단위요소의 수행준거 수에 맞도록 셀을 분할하여 작성

③ 성취수준 : 평가문항에 따라 성취수준을 확인하는 것으로 각각의 문항별로 스스로

성취수준을 체크

성취수준 기준

미흡 수행불가

보통 타인의 도움을 받아 수행 가능

우수 자기주도적으로 완벽히 수행가능

※ 만약 특정항목이『미흡』으로 체크되었다면 취약한 분야에서 성취해야 할 필요

능력의 부가활동들을 결정하기 위해 교수자와 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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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훈련과정 운영 및 평가

훈련과정 운영5.1

○ 표준화된 훈련과정 운영절차 보유

- 훈련운영절차에는 훈련개설준비, 훈련운영 중 관리(훈련일정관리, 훈련독려 

및 진도관리, 수료관리 등), 훈련종료 후 훈련생 평가, 취업상담 등 훈련생의

수강부터 수료 후 취업지원까지 일련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훈련생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실시

- 오리엔테이션 내용으로는 훈련과정 운영절차, 훈련계획(주요훈련내용, 훈련

교재, 훈련장비, 훈련시간 등) 등을 전달

○ 훈련의 규모와 훈련과정의 특성을 고려한 훈련 교·강사 및 직원 확보

- 훈련 교·강사의 전공, 학력, 자격, 산업체 경력 및 교육훈련 경력 전반을 고려

하여 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 훈련생 상담을 담당하는 훈련 교·강사나 직원은 상담분야 관련 자격, 전문교육

이수 등 체계적인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 확보

- 훈련 교·강사의 부득이한 퇴사나 결근 시 대체할 수 있는 예비 교·강사 Pool을

확보하고, 실제 활용 가능하도록 수시로 정보를 업데이트 실시

○ 훈련에 참여하고자 하는 훈련희망자를 위한 상담 실시를 통한 모집 및 선발

- 훈련희망자를 대상으로 상담 실시 후 직업능력개발제도, 훈련희망자의 특성

이나 요구에 부합하는 훈련과정 정보 등 맞춤 정보 제공

- 상담 결과에 따라 실업자훈련 목적에 부합하는 취업 의지가 높은 훈련생 선발

○ 훈련생 및 미취업자를 위한 취업지원 체계를 마련 및 적절하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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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운영 평가5.2

○ 훈련과정 종료 후 훈련과정 및 운영개선을 위한 체계(훈련생 대상 만족도 

조사, 훈련 교강사 대상 자체평가 등)에 따라 수행한 결과(훈련생 대상 만족도

조사, 훈련생 성취도 평가 결과 등)를 분석하여 추후 훈련프로그램의 난이도 

조절과 훈련 방법의 설계 및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 도출

참 고

○ 훈련과정 운영 및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www.ksqa.or.kr)

내 ‘훈련성과 평가’ 참고



NCS기반 훈련과정 작성 방법

ⅣⅣⅣ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훈련과정 편성․평가도구 활용 매뉴얼

1. NCS기반 훈련과정 편성시 고려사항  /  79

2. NCS누리집을 활용한 훈련과정 편성방법  /  84

  ∙ 77





PART

  ∙ 79

NCS기반 훈련과정 작성 방법

Ⅳ

구분 NCS 적용 훈련과정 필수기준

NCS

적용 비율

○ NCS기반 훈련기준이 총 훈련시간의 40%이상 편성시 적용과정으로 인정

○ (실업자 국기) NCS기반 훈련기준 총 훈련시간 60% 이상 편성 필수(미적용 시 ‘부적합’)

○ (직업기초능력)

- NCS 60% 이상 편성과정 ☞ 총 훈련시간의 10%까지 NCS 적용 시간으로 인정

- NCS 60% 미만 편성과정 ☞ NCS 비적용 시간으로 인정

※ 총 훈련시간의 10% 이상 초과된 직업기초능력시간은 NCS 비적용 시간으로 산정

NCS

형식 요건

[실업자 훈련- 실업자 국기, 실업자 일반]

○ 선택한 주 직종 및 유사/타직종에서의 능력단위 자유롭게 편성 가능

○ 선택된 능력단위내 능력단위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훈련과정 편성

○ 훈련기준의 과정/과목(능력단위)에 제시된 훈련시간의 최대 +50%까지 편성가능하며,

최소시간은 제한 없이 편성 가능

[재직자 훈련-근로자 개인, 사업주 위탁]

○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 편성 허용

1. NCS기반 훈련과정 편성시 고려사항

NCS기반 훈련기준 활용 1.1

○ 훈련사업별 “NCS기반 훈련기준” 대상 직종을 활용하여 훈련과정 편성

- 통합심사 준비시 NCS누리집(www.ncs.go.kr) 공지사항에 제시된 훈련기준을

활용하여 훈련과정 편성 가능

※ 훈련기준 조정의견 수렴을 통해 조정된 직종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통합

심사 전 조정 공지를 통해 안내 실시

NCS기반 훈련과정 편성시 고려사항 1.2

○ NCS적용 훈련과정 필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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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CS 적용 훈련과정 필수기준

- 능력단위 내 일부능력단위요소 자율편성 시

※ (예시) NCS기반 훈련기준상 능력단위 훈련시간이 20시간일 때, 능력단위요소는

각각 1~19시간 범위 내에서 편성가능, 단 편성된 능력단위 요소 총 시간은 20시간

(능력단위기준 훈련시간)을 넘지 못하며, 훈련내용상 적정한 훈련시간으로 편성필요

- 능력단위 내 모든 능력단위요소 편성시 [능력단위] 편성으로 간주하므로, 훈련시간

(능력단위 훈련시간의 최대 +50%까지 편성가능하며, 최소시간은 제한 없이 편성

가능) 및 훈련장비․시설기준 충족 필수

대분류 주요과정

02.경영·회계·사무
한글속기

재경관리사, 회계관리, 세무회계

04.교육·자연·사회과학 한국어교원자격증 3급

05.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법무

06.보건·의료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정*,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소지자반, 요양보호사 경력자반,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 향후 NCS비적용 시 사전심사 단계에서 부적합 예정

11.경비·청소

ISPS CODE PFSO, ISPS CODE CSO/SSO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실업자 훈련)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실업자 훈련)

경비지도사

12.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장례지도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관광 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스포츠경영관리사(실업자

훈련), 컨벤션기획사 2급(실업자 훈련)

○ 재직자 훈련과정에서의 수행 준거 준용 여부

- 재직자 훈련의 경우 기업이나 재직자 업무 특성상 수행준거를 100% 준용

하여 교육훈련하기 어렵다면 사유를 명기하여 수행준거를 조정하여 활용 

가능하도록 조치

    ※ 실업자 훈련은 현행 준수. 다만 NCS 내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의견 수렴 및 NCS위키를 통해 개선 의견 수렴

○ NCS 비적용 주요 훈련과정

- 국가기술자격․국가자격 취득과정, 법적 직무 교육과정, 능력단위 편성이 

어려운 과정(NCS 미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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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주요과정

14. 건설

건설 법정직무교육 중 순환골재 품질 관련 과정 또는 훈련 내용에

건설업 관련 최신 동향 및 기술, 해외사례(국제 계약법, 해외기술

및 공법 등) 포함 된 경우

(※단, NCS 40% 이상 편성이 가능할 경우 부적합 판정)

19. 전기·전자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전기철도

기술사, 전자응용기술사

20. 정보통신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22. 인쇄·목재·가구·공예 포크아트, 냅킨아트, 생활한지, 점토공예, 가죽공예

24. 농림·어업 유아숲지도사

○ 직무 습득(기초 기술 기능이 포함된) 훈련과정 편성(아래 방법도 가능)

- 디자인 분야의 그래픽 소프트웨어 활용방법, 기계분야의 CAD 소프트웨어

활용방법, 정보통신 분야의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활용방법 등의 경우 

NCS 능력단위를 매칭하여 훈련과정 편성이 어려운 경우 비 NCS 교과목

(능력단위내 지식, 기술 내용 등)으로 편성하고

- 비 NCS 교과목(능력단위내 지식, 기술 내용 등) 습득 후 수행 가능한 

직무의 능력단위를 선택하여 NCS 교과목으로 편성

○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의 NCS 편성(아래 방법도 가능)

- NCS 체계 내에서 자격증 취득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유연화 

및 통합심사에 반영 중에 있는바, 훈련(목표) 수준 이하의 모든 능력단위 

편성 여부가 아닌 필요한 능력단위를 편성 가능

- 필기・필답형 국가자격, 이론형 법정직무교육은 실습과 관련된 시설 및 필수 

장비 면제 가능

○ 훈련시간 내 평가시간 관련

- 전체 훈련시간의 10% 내에서 평가시간으로 운영 가능 즉, NCS 교과는 

편성한 NCS 교과 내에서 10%까지 평가시간으로 활용 가능하며, NCS 비적용

과정과 비NCS 교과 역시 훈련시간의 10% 이내에서 평가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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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NCS능력단위 NCS능력단위시간

SQL 구문
SQL활용 44시간

SQL응용 44시간

【NCS 적용 훈련과정 편성 예시(정보기술분야)】

포트폴리오 제작 등 과정을 통해 훈련한 내용을 결산하는 프로젝트 교과의 

경우 비NCS 교과를 통해 편성이 가능하며, NCS 전공교과의 경우 교수학습

방법을 ‘구안법(프로젝트 방법)’으로 선택하여 훈련실시 가능

• 훈련과정명 : 빅데이터 기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양성

• 주훈련대상 : 실업자(국기)

• 훈련시간 : 총 960시간(NCS교과 700시간 비NCS교과 260시간)

• 훈련목표 : 

   ➀ SQL을 사용해 적합한 데이터를 정의･조작･제어하는 능력 함양

   ➁ 오라클 DBMS 설치, 데이터베이스 생성, 오브젝트를 계획･설계･구현하는 

능력 함양

   ➂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구축을 위한 모델링, 데이터 표준화‧전환능력을 함양

• 교과목편성

   ➀ NCS소양교과(직업기초능력)

교과목 NCS능력단위시간

대인관계능력 24시간
수리능력 24시간             

교과목별로 교수학습방법을

“구안법(Project method)”으로

선택하여 운영 가능    

   ➁ NCS전공교과

○ 프로젝트 교과목 편성 예시

- NCS기반 훈련과정의 경우 프로젝트 실습 편성 등 다양한 방식의 훈련이 가능

- 주요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구분 주요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교수학습방법 구안법(project method), 협동학습, 문제 중심학습 등

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 시나리오, 사례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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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NCS능력단위 NCS능력단위시간

DB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현 44시간

데이터 표준화 20시간

데이터 전환 32시간

DB 운영관리 60시간

DB 성능 데이터베이스 성능 확보 40시간

DB 설계
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40시간

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40시간

프로그래밍 언어
애플리케이션 구현 168시간

프로그래밍 언어활용 120시간

   ➂ 비NCS교과

교과목 단원 훈련시간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저장 및 분석 104시간

DB 관리를 위한 리눅스서버 리눅스 설치 및 운영 96시간

프로젝트-1 팀구성 및 주제 탐색·선정 10시간

프로젝트-2 칸트 차트 작성 및 요구수집 분석 10시간

프로젝트-3 개념적 DB설계 10시간

프로젝트-4 논리적 DB설계 10시간

프로젝트-5 물리적 DB설계 10시간

프로젝트-6 최종결과물 도출 및 테스트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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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CS누리집을 활용한 훈련과정 편성

1. 훈련과정 설계

1) 훈련과정 요구분석 목록

메뉴명 훈련과정 요구분석 목록

메뉴 위치 훈련과정 요구분석

프로그램 개요
기작성된 훈련과정요구분석의 목록을 보여주며, 훈련과정요구분석의 등록이 가능한 

화면이다.

기능

① 직종(학과)명, 등록일자로 훈련과정요구분석의 목록 조회가 가능하다.

② 요구분석 등록버튼 클릭시 요구분석등록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한다.  

③ 직종(학과)명 클릭시, 요구분석을 수정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한다.

④ 클릭시 인력유형 수정화면으로 이동한다.

⑤ 편성수요조사 수정화면으로 이동한다.

한글편집 클릭시, 한글문서를 편집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한다.



PART

  ∙ 85

NCS기반 훈련과정 작성 방법

Ⅳ

2) 훈련과정 요구분석 등록/수정

프로그램 정보

메뉴명 훈련과정 요구분석 등록/수정

메뉴 위치 훈련과정 요구분석

프로그램 개요 훈련과정요구분석의 등록/수정을 할 수 있는 화면이다.

기능

① 직종(학과)명을 입력한다.

② 훈련과정요구분석에 해당하는 NCS 정보를 조회하여 화면에 표시한다.

적용버튼을 클릭시, 조회된 세분류의 내용을 훈련목표입력란에 복사한다. 분야추가 

버튼 클릭시, 분야의 입력란이 추가되며, NCS 정보의 추가가 가능하다.

③ 훈련목표입력란에 사용자가 자유입력을 하거나 위에서 선택된 세분류 정의를 추가

하여 편집이 가능하다.

④ 훈련과정요구분석의 입력정보를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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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력육성방향 등록/수정

프로그램 정보

메뉴명 인력육성방향 등록/수정

메뉴 위치 훈련과정 요구분석

프로그램 개요 인력육성방향의 등록/수정을 할 수 있는 화면이다.

기능

① 기등록된 직무(NCS세분류)에 대한 직무정의를 보여준다.

② 복사하고자하는 직무정의를 체크후 ‘복사’ 버튼을 누르면, 상단의 직무정의 내용

이 하단의 역할 입력란으로 복사된다. 

③ 인력유형 , 역할의 입력이 가능하며 ‘인력유형추가’ 버튼 클릭시, 인력유형의 추

가 입력이 가능하도록 입력폼이 아래에 추가된다. ‘삭제’ 버튼 클릭시 추가된 입

력폼을 삭제한다. 

④ 인력육성방향의 입력정보를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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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훈련과정편성 수요조사

프로그램 정보

메뉴명 훈련과정편성 수요조사

메뉴 위치 훈련과정 요구분석

프로그램 개요 훈련과정편성에 대한 수요조사결과를 등록하는 화면이다.

기능

① 훈련과정편성 수요조사를 기업에 의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빈 양식의 한글문서를

다운로드 할 수 있다.

② 훈련과정수요조사 목록을 보여준다.

③ 최신버전의 훈련기준문서의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④ ‘보기’버튼 클릭시, 능력단위요소 목록 팝업을 표시한다.

⑤ 훈련필요성을 입력한다. 중요도, 빈도, 난이도의 경우, 일괄적용이 가능하다.

⑥ 훈련방법을 입력한다. 일괄입력이 가능하나, 능력단위별 복수의 훈련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첫행에만 일괄적용이 적용된다.

⑦ 사용하지 않을 능력단위코드는 삭제할 수 있다.

⑧ 비NCS과목 추가 버튼을 누르면 비NCS과목에 대한 사항 입력란이 추가된다.

⑨ 훈련과정편성수요의 입력정보를 등록한다.



NCS기반 훈련과정 편성ㆍ평가도구 활용 매뉴얼

88 ∙ 

5) 훈련과정편성 수요조사 한글문서

프로그램 정보

메뉴명 훈련과정편성 수요조사 한글문서

메뉴 위치 훈련과정 요구분석

프로그램 개요 훈련과정편성 수요조사의 한글문서 편집 및 저장이 가능한 화면

기능

① 훈련과정편성 수요조사 한글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한글문서양식을 보여준다.

② 훈련과정편성 수요조사 한글문서를 기본정보로 보여준다. 사용자가 직접 항목을 

편집할 수도 있다.

③ 훈련과정편성 수요조사를 한글문서로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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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설계

6) 훈련과정 설계 목록

프로그램 정보

메뉴명 훈련과정 요구분석 목록

메뉴 위치 훈련과정 설계

프로그램 개요 훈련과정설계를 조회, 관리할 수 있는 화면이다.

기능

① 직종(학과명), 훈련과정명, 개발일자를 조회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조회된 훈련 과정설계의 데이터를 목록으로 표시한다. 

③ 훈련과정명 클릭시, 훈련과정을 수정할 수 있는 팝업을 표시한다.

④ 훈련설계의 작성/미작성 여부를 버튼으로 표시하며, 버튼 클릭시, 단계별목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⑤ 신규 훈련과정의 등록이 가능한 팝업화면을 화면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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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훈련과정 설계 등록/수정(팝업)

프로그램 정보

메뉴명 훈련과정 요구분석 목록

메뉴 위치 훈련과정 설계

프로그램 개요 훈련과정설계를 등록/수정하는 화면이다.

기능

① 훈련과정요구분석단계에서 등록된 직종(학과)명이 표시되며, 등록하고자하는 데

이터를 선택한다.

② 등록하고자 하는 훈련과정명을 입력한다.

③ 등록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을 선택한다. 

- 양성과정(구직자), 향상과정(재직자)

④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를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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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훈련과정 단계별 목록

프로그램 정보

메뉴명 훈련과정 단계별 목록

메뉴 위치 훈련과정 설계

프로그램 개요
훈련과정설계의 편성단계별 목록을 보여주고 훈련과정 교과목도출과 교과목 profile 

작성이 가능한 화면이다.

기능

① 훈련과정 설계 등록시 입력된 정보를 보여준다.

② 훈련과정설계의 단계별 목록을 보여준다.

③ ‘작성’버튼 클릭시, 훈련과정 교과목을 도출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한다.

④ 단계별 작성여부를 보여준다.

⑤ 각 교과목별 Profile을 등록할 수 있는 한글편집화면으로 이동한다.

⑥ Profile의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⑦ 교수학습방법, 장비 및 도구, 평가방법을 입력하는 화면으로 이동한다.

⑧ 교과목Profile을 통합할 수 있는 한글 편집 화면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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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훈련과정 단계별 목록

프로그램 정보

메뉴명 훈련과정 단계별 목록

메뉴 위치 훈련과정 설계

프로그램 개요
훈련과정설계의 편성단계별 목록을 보여주고 훈련과정 교과목도출과 교과목 

profile 작성이 가능한 화면이다.

기능

① 훈련과정요구분석단계에서 작성한 훈련과정편성 수요조사에 대한 한글문서를 

다운로드하여 교과목 도출 시 참조 가능하다.

② 훈련과정에 필요한 교과목을 입력할 수 있다. 

③ 기본값으로 훈련기준의 능력단위별 훈련시간을 보여준다. 사용자가 각 능력단위

에 대한 훈련시간을 수정하면 그 비율을 보여준다.

- 사용자는 ± 50%이내에서 수정할 수 있다.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경고창을

띄운다.

④ 교과목을 구성하는 능력단위를 추가/삭제한다.

⑤ 교과목을 추가한다.

⑥ 비NCS교과목을 추가한다.

⑦ 사용자가 입력한 총 훈련시간과 훈련기준의 전체 시간 및 그 비율을 보여준다.

⑧ 입력된 정보를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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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과목 profile 한글편집

프로그램 정보

메뉴명 교과목 profile 한글편집

메뉴 위치 훈련과정 설계

프로그램 개요 도출된 훈련과정 교과목에 대한 한글문서를 편집하는 화면이다.

기능

① 교과목profile 한글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한글문서양식을 보여준다.

② 교과목profile 한글문서를 기본정보로 보여준다. 사용자가 직접 항목을 편집할 

수도 있다.

③ 교과목profile을 한글문서로 저장한다.

④ 교과목profile 한글문서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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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수학습방법, 장비 및 도구, 평가방법 작성

프로그램 정보

메뉴명 교수학습방법, 장비 및 도구, 평가방법 작성

메뉴 위치 훈련과정 설계

프로그램 개요 교수학습방법, 장비 및 도구, 평가방법을 작성하는 화면이다.

기능

① 교수학습방법을 다중 선택한다.

② 장비 및 도구가 있을 경우, 보유수를 입력한다.

③ 교과목에 대한 평가방법을 다중 선택한다.

④ 입력한 교수학습방법, 장비 및 도구, 평가방법을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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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교과목 profile 한글편집

프로그램 정보

메뉴명 교과목 profile 통합문서 한글편집

메뉴 위치 훈련과정 설계

프로그램 개요 전체 훈련과정 교과목에 대한 한글문서를 편집하여 통합하는 화면이다.

기능

① 교과목profile 통합 한글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한글문서양식을 보여준다.

② 교과목profile 통합 한글문서를 기본정보로 보여준다. 사용자가 직접 항목을 편

집할 수도 있다.

③ 교과목profile을 통합 한글문서로 저장한다.

④ 교과목profile 통합 한글문서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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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개발

13) 훈련과정 개발 목록

프로그램 정보

메뉴명 훈련과정 요구분석 목록

메뉴 위치 훈련과정 개발

프로그램 개요 훈련과정을 조회 및 관리하는 화면이다.

기능

① 분야, 개발기간, 진행단계, 훈련과정명으로 훈련과정개발 데이터를 조회한다. 

② 조회된 훈련과정의 데이터를 목록으로 표시한다.

③ 조회목록의 직종(학과)명 클릭시, 훈련과정을 등록/수정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

동한다.

④ 훈련과정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요구분석단계의 훈련목표를 표시하고 훈련

과정이 등록된 경우에는 훈련과정의 훈련목표를 표시한다. 

내용이 긴 경우에는 적당한 길이의 내용만 보여주고 전체내용은 툴 팁으로 제

공한다.

⑤ 진행단계별로 보기, 작성, 등록 버튼이 표시된다.

⑥ 훈련과정등록의 진행상태를 진행단계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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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훈련과정 등록/수정

프로그램 정보

메뉴명 훈련과정 등록/수정

메뉴 위치 훈련과정 개발

프로그램 개요 훈련과정을 등록/수정하는 화면이다.

기능

① 분야, 훈련과정명 등 필수항목을 입력하고 등록한다.

② 훈련과정 시간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세분류를 선택하여 ㈜세분류로 표시한다.

③ 훈련과정편성 시 사용할 대. 중. 소. 세분류를 추가 및 삭제할 수 있다.

④ 입력된 정보를 저장한다. 

⑤ 훈련과정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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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훈련과정 단계별 목록

프로그램 정보

메뉴명 훈련과정 단계별 목록

메뉴 위치 훈련과정 개발

프로그램 개요 훈련과정을 편성단계별 목록으로 보여주고, 훈련개발을 단계별로 진행하는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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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① 훈련개발 단계를 이미지로 보여준다.

② 단계별로 개발을 진행할 훈련과정의 정보를 화면에 표시해서 보여준다.

③ 훈련과정편성단계를 목록으로 보여주며, 순차적으로 훈련과정 개발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훈련교과 편성 총괄표 단계에서는 각각의 해당 교과목을 편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⑤ 훈련과정 교과목운영로드맵등록화면으로 이동한다.

⑥ 교과목별 교수계획서를 등록할 수 있는 한글 편집화면으로 이동한다.

⑦ 학생별 훈련과정 종합평가서를 등록할 수 있는 한글편집화면으로 이동한다.

⑧ 훈련운영계획서를 통합 편집할 수 있는 한글 편집화면으로 이동한다. 

⑨ 교과목별 학습안내서를 등록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한다. 

⑩ 학습안내서를 통합 편집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한다. 

⑪ 각각의 한글문서를 다운로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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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NCS 소양과목(직업기초능력) 편성

프로그램 정보

메뉴명 NCS 소양과목(직업기초능력) 편성

메뉴 위치 훈련과정 개발

프로그램 개요 훈련과정 개발시, NCS소양과목(직업기초능력)을 편성하는 화면이다.

기능

① 훈련교과편성 총괄표의 NCS소양교과를 선택한다.

② NCS소양교과의 훈련시간을 입력한다.

- NCS소양교과의 총 훈련시간은 훈련과정의 전체훈련시간의 10%이내(>=0)가 

되도록 입력한다.

③ NCS소양교과에 대한 총 훈련시간과 훈련과정의 전체 훈련시간 및 그 비율을 보

여준다.

④ NCS소양교과목을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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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NCS 전공교과 편성

프로그램 정보

메뉴명 NCS 전공교과 편성

메뉴 위치 훈련과정 개발

프로그램 개요 훈련과정 개발시, NCS전공교과목을 편성하는 화면이다.

기능

① 전공교과목명을 입력한다.

② 교과목의 단원이 될 능력단위를 추가/삭제한다.

③ 교과목 항목을 추가한다.

  - 기본값으로 훈련기준의 능력단위별 훈련시간을 보여준다. 사용자가 각 능력단

위에 대한훈련시간을 수정하면 그 비율을 보여준다.

  - 사용자는 ±50%이내에서 수정할 수 있다.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경고창을 

띄운다.

④ 전체훈련시간과 총훈련시간을 보여준다.

⑤ 입력된 NCS 전공교과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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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비 NCS 교과 편성

프로그램 정보

메뉴명 비 NCS 교과 편성

메뉴 위치 훈련과정 개발

프로그램 개요 훈련과정 개발시, 비NCS교과목을 편성하는 화면이다.

기능

① 훈련교과편성 총괄표의 비NCS교과명을 입력한다.

② 단원에 대한 훈련시간을 입력한다.

③ 교과목의 단원을 추가/삭제한다.

④ 교과목을 추가/삭제한다.

⑤ 비NCS교과에 대한 총 훈련시간과 훈련과정의 전체 훈련시간 및 그 비율을 보여

준다.

⑥ 입력된 비NCS교과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다.

⑦ 입력된 비NCS교과에 대한 정보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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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훈련과정 교과목 운영로드맵 등록

프로그램 정보

메뉴명 훈련과정 교과목 운영로드맵 등록

메뉴 위치 훈련과정 개발

프로그램 개요 훈련과정 교과목 운영 로드맵을 등록하는 화면이다.

기능

① 등록된 각 교과구분별 훈련시간을 표시한다.

② 교과별 차수별로 교과목에 대한 훈련시간을 추가 삭제한다.

③ 입력한 운영로드맵을 저장한다.

④ 입력한 운영로드맵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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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NCS전공 교수계획서 한글편집

프로그램 정보

메뉴명 NCS전공 교수계획서 한글편집

메뉴 위치 훈련과정 개발

프로그램 개요 NCS전공 교수계획서 한글문서를 편집하는 화면이다.

기능

① NCS전공 교수계획서 한글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한글문서양식을 보여준다.

② NCS전공 교수계획서 한글문서를 기본정보로 보여준다. 사용자가 직접 항목을 

편집할 수도 있다.

③ NCS전공 교수계획서를 한글문서로 저장한다.

④ NCS전공 교수계획서 한글문서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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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비NCS교과 교수계획서 한글편집

프로그램 정보

메뉴명 비NCS교과 교수계획서 한글편집

메뉴 위치 훈련과정 개발

프로그램 개요 비NCS교과 교수계획서 한글문서를 편집하는 화면이다.

기능

① 비NCS교과 교수계획서 한글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한글문서양식을 보여준다.

② 비NCS교과 교수계획서 한글문서를 기본정보로 보여준다. 사용자가 직접 항목을 

편집할 수도 있다.

③ 비NCS교과 교수계획서를 한글문서로 저장한다.

④ 비NCS교과 교수계획서 한글문서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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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학생별 훈련과정 종합평가서 한글편집

프로그램 정보

메뉴명 학생별 훈련과정 종합평가서 한글편집

메뉴 위치 훈련과정 개발

프로그램 개요 학생별 훈련과정 종합평가서를 한글문서를 편집하는 화면이다.

기능

① 학생별 훈련과정 종합평가서 한글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한글문서양식을 보여준다.

② 학생별 훈련과정 종합평가서 한글문서를 기본정보로 보여준다. 사용자가 직접 

항목을 편집할 수도 있다.

③ 학생별 훈련과정 종합평가서를 한글문서로 저장한다.

④ 학생별 훈련과정 종합평가서 한글문서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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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훈련운영계획서 등록

프로그램 정보

메뉴명 훈련운영계획서 한글편집

메뉴 위치 훈련과정 개발

프로그램 개요 훈련운영계획서를 한글문서를 편집하는 화면이다.

기능

① 훈련운영계획서 한글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한글문서양식을 보여준다.

② 훈련운영계획서 한글문서를 기본정보로 보여준다. 사용자가 직접 항목을 편집할 

수도 있다.

③ 훈련운영계획서를 한글문서로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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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NCS전공교과 학습안내서 등록

프로그램 정보

메뉴명 NCS전공교과 학습안내서 한글편집

메뉴 위치 훈련과정 개발

프로그램 개요 NCS전공교과 학습안내서 한글문서를 편집하는 화면이다.

기능

① NCS전공교과 학습안내서 한글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한글문서양식을 보여준다.

② NCS전공교과 학습안내서 한글문서를 기본정보로 보여준다. 사용자가 직접 항목

을 편집할 수도 있다.

③ NCS전공교과 학습안내서를 한글문서로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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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비NCS교과 학습안내서 등록

프로그램 정보

메뉴명 비NCS교과 학습안내서 한글편집

메뉴 위치 훈련과정 개발

프로그램 개요 비NCS교과 학습안내서 한글문서를 편집하는 화면이다.

기능

① 비NCS교과 학습안내서 한글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한글문서양식을 보여준다.

② 비NCS교과 학습안내서 한글문서를 기본정보로 보여준다. 사용자가 직접 항목을 

편집할 수도 있다.

③ 비NCS교과 학습안내서를 한글문서로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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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통합 학습안내서 등록

프로그램 정보

메뉴명 통합 학습안내서 한글편집

메뉴 위치 훈련과정 개발

프로그램 개요 통합 학습안내서 한글문서를 편집하는 화면이다.

기능

① 통합 학습안내서 한글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한글문서양식을 보여준다.

② 통합 학습안내서 한글문서를 기본정보로 보여준다. 사용자가 직접 항목을 편집

할 수도 있다.

③ 통합 학습안내서를 한글문서로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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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의 이해

※ 평가계획수립 및 평가도구 개발은 과정평가형 자격, 일학습병행 등 훈련사업의 종류와 직종 

또는 능력단위의 내용 및 평가내용의 특성에 따라 훈련기관에서 자율적인 방법과 서식으로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음

평가의 종류 및 특징1.1

○ 교육훈련생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중요한 교육적 행위임

- 학생이 교육훈련을 통해 학습한 성과를 확인하려는 목적

- 학생의 교육적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

- 향후 교수 학습을 계획하기 위한 목적

○ 평가의 종류 및 특징

- 평가 시기에 따른 분류

평가유형 특징

진단평가

(사전평가)

• 교수 학습활동이 시작되기 전 교육훈련과정이나 교과목에 대한 

학생의 기초능력 전반을 진단하는 평가임

• 교수 학습전략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 분석하여, 어떤 교수학

습 방법이 적절한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시행함

형성평가

• 교수 학습활동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 학생의 교육훈련목표 달성

을 위해 수업 이해도, 세부적인 강 약점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제

공하여 학습 곤란을 교정하며 학습 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평가임

• 향후 학습 방향을 안내하고 교 강사의 학습지도 방법과 교육훈

련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함

총괄평가

(종합평가)

• 교수 학습활동 완료 시점(하나의 학습과제나 교과가 끝났을 때)에 

학생의 학습 성과 정도를 측정하고 성적을 부여하기 위한 평가임

• 교육훈련생의 교육훈련목표 달성 여부 및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시행함



NCS기반 훈련과정 편성ㆍ평가도구 활용 매뉴얼

114 ∙ 

- 평가 영역에 따른 분류

평가유형 특징

인지적 영역

평가

• 지식, 이해력, 적용력, 분석력, 종합력, 평가능력과 같은 학생의 

지적 인지적 학습목표의 달성 여부와 그 정도를 측정하여 평가함

• 선택형 시험, 단답형 시험, 서술형 시험, 논술형 시험 등 주로 

지필 평가 방법을 활용함

심동적 영역

평가

• 신체를 움직여서 동작을 요구하여 성취할 수 있는 학습목표의 

달성 여부와 그 정도를 측정하여 평가함

• 예체능 교과목의 실기 평가, 직업교육훈련에서 도구 기계를 조작

하거나 산출물을 제작하는 기술 등 주로 실기 평가방법을 활용함

• 포트폴리오, 평가자체크리스트 등

정의적 영역

평가

• 태도, 준법성, 흥미, 가치관, 학습 동기, 협동성, 책임감 등과 같

은 학습목표가 달성된 정도를 확인하는 평가임

• 역할연기, 작업장평가 등

- 평가 기준에 따른 분류

평가유형 특징

규준참조평가

(상대평가)

• 학생의 ‘상대적 서열’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평가임

• 개인이 얻은 점수를 비교집단 내의 상대적인 서열과 위치에 의

해 판단하므로 개인차를 변별하기에 적절함

• 입학시험, 국가대표 선발 등 선발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에 유용함

준거참조평가

(절대평가)

• 학생의 학습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목표 행동에 대

한 ‘절대적인 수준’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평가임

• 사전에 잘 정의된 준거에 비추어 학생의 성취 여부나 수준을 판

단하기 때문에 학생이 무엇을 알고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에 

적절함

• 자격증 취득, 면허취득 등 Pass Fail 여부나 그 수준을 판단하는 

목적으로 하는 평가에 유용함

• NCS 기반 평가는 평가의 기준을 훈련기준에 제시된 ‘수행준거’

로 삼고 있으므로 준거참조평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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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유형 특징

객관적 평가

• 채점할 때 평가자의 주관성이 배제되고 측정, 검사 등을 통해서 

작동 여부, 존재 여부, 치수 부합 여부, 수행 여부 등 객관적으

로 판단 채점하는 평가 방법임

• 평가자가 다수더라도 같은 채점 결과가 도출되므로 채점의 신뢰

성, 타당성이 높음

상대평가 절대평가

•누가 더 잘했는지

•비교집단 내의 상대적인 서열 비교

•얼마나 성취하였는지

•성취기준에 도달한 정도 판단

- 평가 도구에 따른 분류

평가유형 특징

지필평가

• 학생이 자신의 지식 및 기술에 대한 성취 여부를 나타내기 위해 

종이와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주어진 문항에 응답하는 방식의 평가임

• 지필 평가로는 선택형 문항(진위형, 연결형, 선다형 등), 서답형 

문항(완성형, 단답형, 서술형, 논술형 문항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수행평가

• 학생이 자신의 지식 및 기술에 대한 성취 여부를 나타내기 위해 

산출물을 만들어 내거나 실제 수행을 통해 보이는 방식의 평가임

• 수행평가는 결과(산출물)와 함께 수행과정까지 평가하고자 하므

로 실기 평가, 포트폴리오, 실험 실습, 토론, 구술, 발표 등의 방

식이 사용될 수 있음

- 채점 방법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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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X, Yes/No, Pass/Fail, 채점 기준에 따른 부분 점수 부여(감점

제) 등으로 채점함

주관적 평가

• 채점할 때 평가자의 개인적 소양과 자질에 근거하여 주관적 판

단으로 채점하는 평가 방법임

• 평가자에 따라 채점 결과가 달라지거나 상반될 수 있고 판단의 

적합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으나 창의성, 심미성,

태도 등을 평가하는 경우 유용함

• 상 중 하 등 3점 척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등 5점 척도, 7점 척도 등 중간 등급이 있는 홀수 척도를 선호함

사전평가1.2

○ (개념) 교육훈련과정 시작 전 해당 교육훈련 내용에 대한 교육훈련생의 

사전 지식이나 기술 보유 수준 등 기초능력 전반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가 교육훈련과정 운영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진단하는 평가임

○ (목적) 교수 학습전략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 분석하여, 어떤 교수학습 

방법이 적절한 것인가를 수정 보완 및 결정하여, 실제 과정 운영 시 그에 

맞는 교육훈련이나 여러 학습지원 활동 등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함

○ (방법) 사전평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음

- 최종 인원 확정 전 교육훈련생을 포함해 모든 교육훈련생을 대상으로 평

가 및 결과 분석을 시행함

- 평가 문항은 해당 과정에서 배울 교육훈련 내용 및 수준 등과 연계성이 

높도록 개발하되, 반드시 능력단위 내용에서만 출제해야 하거나 편성된 

모든 능력단위에서 출제할 필요는 없으나, 교육훈련과정의 내용과 무관

한 평가 문항은 제외함

- 교육훈련과정의 종류 및 훈련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 문항의 내용과 난이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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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문항 난이도는 해당 과정과 관련한 선수학습, 자격, 직무 경험 등 

선수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선수 능력이 없는 교육훈련생에 대해서도 

수준을 진단할 수 있도록 문항 난이도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를 들어, 양성과정의 경우 대부분 선수 능력이 없는 훈련생이 다수인 

경우가 많으므로, 난이도가 너무 높으면 정확한 수준 진단이 어렵기에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된 기초 지식 및 기술 등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전평가의 평가 문항 수는 교육훈련생의 사전 지식이나 기술 보유 수준 

등 기초능력 전반을 진단하기에 충분한 문항 수가 되어야 함  

- 사전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교육훈련과정 운영 시 교수학습 방법 개선,

수준별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제공, 영상자료(이러닝, 유튜브 등) 또는 

파일 자료(PDF, e-Book 등) 형태의 보충학습자료 안내, 수준별 교육훈련 

시행, 보충학습 시행, 필요한 경우 학습자 간 자리 재배치, 학습활동 애

로에 관한 상담 등 여러 학습지원 활동을 제공하여 교육훈련 목표 달성

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무료 온라인 콘텐츠 제공 사이트 : hrdbank.net(HRD 콘텐츠 네트워크),

kocw.net(KOCW), kmooc.kr(K-MOOC)

수행평가1.3

○ (개념) 수행평가(Performance Assessment)는 전통적인 평가에 대한 대안

으로 등장한 개념으로, 평가자가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 기능, 태도 

등의 능력을 학습과제의 수행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방식을 의미함

- 지식, 기능, 태도에 대한 습득 여부를 나타내기 위해 학습자가 작품 등 산

출물을 만들어 내거나, 태도 가치관 등을 행동으로 드러나게 실제 수행을 

통해 학습을 평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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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 평가방식과 수행평가 비교 】

구분 전통적 평가방식 수행평가 방식

평가 대상

(사고 능력)

지식의 양

(낮은 수준의 암기, 이해력)

비판적, 창의적 사고 능력

(고등 정신 능력)

평가 대상

(지식 유형)
결과로서의 지식

과정으로서의 지식 + 결과로서의 

지식(정의적ㆍ심동적 영역도 포함)

평가방법 선택형 지필 검사 그 외의 다양한 방법

평가 상황 인위적인 시험 상황 실제 상황이나 유사 모의 상황

평가방법의

실제
간접적(검사 위주) 직접적(관찰 위주)

○ (특징 및 관점) 수행평가는 다음과 같은 특징 및 관점을 지님

- 수행평가는 단편적 영역에 대해 일회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학습자 개개인

의 변화와 발달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지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함

- 수행평가는 교수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시하는 평가로, 학습자

의 성장과 발달을 중시함

- 수행평가는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과 유사한 형태로 구성되어야 함

- 수행평가는 학습자들이 문제의 정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을 

구성하거나 행동으로 나타냄으로써 능동적인 학습활동을 유도함

- 수행평가는 학습자의 인지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행동적 영역(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인적인 평가를 중시함

○ (절차) 수행평가는 학습 목표와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한 평가영역에 대하여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훈련시간 내 또는 과제로 시행한 후 이미 개발된 평가 

기준에 의해 채점한 다음 그 결과에 대하여 피드백을 주는 절차로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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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CS 기반 평가의 이해

NCS 기반 평가의 의미2.1

○ (개념) NCS 기반 평가는 NCS 기반 교육훈련과정에서 산업현장의 직무를 성

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의 성취도를 평가하여, 교육훈련

생의 능력획득 여부와 성취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평가를 의미함

- 무엇을 잘 알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이론 중심 평가보다는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실무 중심 평가 위주의 역량평가임

○ (특징 및 관점) NCS 기반 평가는 다음과 같은 특징 및 관점을 지님

- 평가 시기에 따라, 사전평가를 통하여 교육훈련과정 운영에 적절한 교수

학습방법 등을 결정하고, 총괄평가를 통하여 교육훈련생의 교육훈련목표 

달성 여부 및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과정평가 또는 결과평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음

※ 과정평가란, 수행의결과가 아니라수행의 과정을평가의주요대상으로설정하는평가

※ 결과평가란, 성취도평가등과같이수행의결과를평가의주요대상으로설정하는평가

- 평가영역에 따라, NCS는 업무의 성공적인 수행, 관찰 가능한 행동

(Activity-based), 보유 능력의 질(Quality-based)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는

지에 초점이 있으므로,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심동적 영역, 정의적 영

역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문항 개발이 중요하며, 수행평가를 통해서 심

동적 영역뿐만 아니라 인지적 영역 및 정의적 영역도 평가할 수 있음

- 평가도구에 따라, 평가자는 능력단위의 수행준거에 제시된 내용을 성공적

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이론(지필평가)과 실기(수행평가)

를 나누어 평가하거나, 종합적인 결과물의 평가 등 다양한 평가방법을 사

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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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기준에 따라, 비교집단 내 ‘상대적 서열’보다는 교육훈련생 각자의 

학습 목표 달성 여부 및 ‘절대적인 성취수준’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준

거지향평가(절대평가) 및 성취도 평가에 중점을 둠

- 채점방법에 따라, 평가 문항의 결과를 채점하기 위한 채점 기준 개발 시 

객관적 평가항목과 주관적 평가항목을 직종별, 평가 문항별 특성을 고려

하여 적절히 구성함으로써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 등을 높일 수 있음

- 교육훈련생 개개인에게 적합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면 주어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발달적 교육관을 바탕으로 함

- 모든 교육훈련생이 교육훈련 목표 달성에 높은 성취수준의 능력을 획득하기를 기

대하기 때문에 비교집단 내 평가점수가 정규분포가 아닌 부적편포를 기대함

※ 부적편포란, 평가점수가 한쪽 방향(고득점)으로 몰리는 현상

【 부적편포 그래프 】

○ (절차) NCS 기반 평가는 NCS 기반 훈련과정의 능력단위 등 교과목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계획 수립, 평가도구 설계 및 개발, 내 외부 검증, 평가 시행

채점, 필요하면 재평가 시행, 평가결과를 정리하고 분석 및 피드백하는 평가

결과 관리의 절차로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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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S 기반 평가 절차별 내용 및 예시 】

절차 내용 예시

①

NCS 기반 

평가계획

수립

교과 

내용분석

•수행준거 확인 p.156

•수행준거 분석 p.157

평가계획수립

•수행준거 수업 평가의 일체화 설계 p.159

•주요 평가영역 및 평가내용 도출 p.160

•지필/수행평가 적합성 선택 및 평가 문항 

구성 도출
p.162, p.163

•평가방법 및 문항 수 도출 p.166

•평가계획서 작성 p.168 ~ p.179

②

NCS 기반 

평가도구

설계 개발

평가도구설계

•능력단위요소별 배점 비중 도출 p.183

•평가 문항 개발 p.186,188,189

•평가 기준 개발(채점 기준, 성취기준 등) p.191, p.194

•모범 수행결과 개발 p.200 ~ p.202

평가도구개발

•능력단위 평가과제 개요서(교사용) p.203 ~ p.207

•능력단위 평가과제(학생용) p.208 ~ p.209

•수행과제 채점표 p.211 ~ p.212

•평가 증빙자료 p.213

•능력단위 성적표 p.214 ~ p.215

•NCS 교과 수행평가서 p.216

•학생별 훈련과정 종합평가서 p.217

•기타 평가도구 -

③ 내 외부 검증
•내 외부 검증 시행 -

•내 외부 검증 체크리스트 p.219

④ 평가 시행 채점
•평가 시행 p.222 ~ p.224

•채점 -

⑤ 재평가 시행 •재평가 시행 채점 -

⑥ 평가결과 관리
•평가 결과 정리 -

•평가결과 분석 및 피드백 p.234 ~ p.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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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유형 설명 적용상황 비고

1 포트폴리오

자신이 작성하거나 만든 작

품 또는 지속적·체계적으로 

모아둔 개인별 작품집이나 

서류철을 대상으로 평가

수행결과가 산출물이며 장시간 

작업을 통해 얻어지는 경우

① 교보재 제시형

② 도면 제시형

③ 보고서 제시형

④ 창작물 제출형

●

p.126

2
문제해결 

시나리오

평가 대상자가 주체가 되어 

문제해결을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해결에 이르는 과

정을 평가

수행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예견된 사례를 정리하고, 그

에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

하는 경우

○

p.129

NCS 기반 평가유형2.2

○ 평가방법으로는 포트폴리오, 문제해결시나리오, 서술형 시험, 논술형 시험, 사

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일지/저널,

역할연기, 구두발표, 작업장평가 등 NCS에서 제시하는 권장 평가방법을 참조

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평가방법을 선택함

○ 능력단위에 대한 평가는 지필 평가 방식으로만 평가한다면 실제 수행능

력을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수행평가가 바람직함

- 지필 평가 일변도의 평가방식으로는 실제 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어려움

- 능력단위 평가시 주된 수행능력 평가유형으로 포트폴리오, 사례연구, 평가자 체크

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일지/저널, 역할연기, 작업장평가 평가유형을 권장함

- 단, 위 평가방법을 활용 시 평가의 타당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서술형 시험,

논술형 시험, 문제해결시나리오, 평가자 질문, 구두발표, 기타(선택형 등) 평가유

형을 부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평가유형별 설명 및 적용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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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유형 설명 적용상황 비고

* 문제해결을 위해 주어진 자

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원하

는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사고의 흐름을 구상한 것

① 오류 및 작동 불능 과제를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과

제를 평가할 때

② 문제해결을 위해 자료와 

정보 수집 등을 바탕으로 도

출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

고 분석 결과를 통해 원하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과제

를 평가할 때

3 서술형 시험

주어진 질문에 대해 알고 있

는 자신의 지식이나 생각을 

직접 작성하게 하는 방식

법규, 절차, 사실, 이론, 개념,

원리에 관한 사항으로 주로 

지식에 대한 평가로 활용되

며, ‘단순한 사실의 나열 및 

설명’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비교적 짧은 길이(한 단락 이

하의 문장형태)로 답을 작성

하는 방식. 채점할 때 어느 

정도 객관적인 정답(모범답

안)이 존재하는 문항

① 서술형

② 계산형 등

○

p.130

4 논술형 시험

주어진 질문에 대해 자신의 

견해나 주장을 논리적 과정

을 통해 상대방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토록 하는 방식

학생 ‘자신의 견해나 주장’을 

창의적,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하므로 비교적 길게(한 단락 

이상으로 구성된 글로) 답을 

작성하는 방식. 객관적인 정

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채

점할 때 평가자의 주관적이

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항

○

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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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유형 설명 적용상황 비고

5 사례연구

현재 진행 중이거나 유사한 

이전의 사례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을 선정하여 그 성공

이나 실패 요인을 분석·적용

하여 평가

시장조사, 사례분석, 통계, 정

보 수집 등을 요구하는 과제

를 평가할 때

●

p.131

6 평가자 질문

평가 대상자들에 대하여 얻고

자 하는 자료나 정보를 질의·

응답을 통해 수집하여 평가

구두 질의응답을 통해 면접형

으로 문제를 평가할 때

○

p.132

7
평가자 

체크리스트

필요한 학습능력을 한눈에 

알 수 있는 표를 만들어 평

가 대상자의 학습 과정이나 

학습결과를 체크해 나가며 

평가

수행과정이나 산출물인 작품

과제물에 대한 학습결과를 

평가항목별로 체크·측정해나

가며 평가할 때

●

p.132

8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특정 주제에 대하여 학습자 

스스로 학습 과정이나 작업

결과에 대해 자세하게 평가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평가

학습자 스스로 학습 과정 또

는 작업결과에 대해 자세하게 

평가�측정하도록 하고, 교수자

가 그 결과를 피드백해주며 

평가할 때

●

p.137

9 일지/저널

매일 또는 장기적으로 평가 

대상자의 학습 과정이나 결

과를 기록하여 평가

수행결과가 보고서 형식이며 

매일 또는 장기적으로 실험�

실습, 현장실습 등의 과정이

나 결과를 기록하여 얻어지는 

경우

●

p.142

10 역할연기

평가 대상자들에게 가상의 

상황을 주고 주어진 상황 속

이 특정 인물의 역할을 수행

토록 하여 평가

구조화된 특정 조건이 있는 

가상의 상황(시나리오 카드 

등)을 주고 선택하게 하여 주

어진 상황 속의 특정 인물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여 평가

할 때

●

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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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유형 설명 적용상황 비고

11 구두발표

특정 내용이나 주제에 대한 

평가 대상자의 의견이나 생

각을 발표하도록 하여 평가

수행결과를 설명이나 발표 

등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

① 보고서, 창작물, 과제물에 

대한 피평가자 설명이 필요할 

경우

② 수행결과물을 보면서 면

접형 문제로 평가할 경우

○

p.143

12 작업장평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공정이나,

일의 순서 등 작업장에서의 

학습수행과 행동을 관찰하여 

평가

피평가자의 수행결과도 중요

하지만, 과제 수행과정과 행

동을 관찰하여 일의 순서나,

공정, 과정 등이 더 중요한 

과제를 평가할 때

●

p.144

13

기타

(단일 

평가방법)

상기에 제시된 유형 12개가 

아닌 별도의 평가방법을 입

력하고자 할 시 ‘기타’ 선택

※반드시 전산 ‘평가방법

의 내용’ 입력란에 평가방법

과 상세 설명을 입력

①진위형

②순수단답형

③복수단답형

④완성형

⑤연결형

⑥선택형

⑦선다형 등

○

p.145

14

혼합형

(복수 

평가방법)

상기에 제시된 유형 12개 내

에서 2개 이상의 평가방법을 

혼합한 경우 ‘혼합형’을 선택

※반드시 전산 ‘평가방법

의 내용’ 입력란에 2개 이상

의 평가방법 및 상세 설명 

입력

-

  ● : 능력단위를 평가하는 주된 평가유형     ○ : 능력단위를 부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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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기반 평가유형별 문항 예시2.3

○ 다음 예시는 평가유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능력단위 내용 또는 

직종 및 평가내용의 특성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에서 다양하게 적용하여 

운영 가능함

➊ 포트폴리오

- 보고서 제시형

평가 문항

(수행내용)

지급된 분석 시료의 전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전처

리 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하시오.

〈 요구사항 〉

• 제출양식 : A4 20장 내외

• 구성 : 3명 1조로 분석별 1과제씩 작성

• 데이터 : 표와 그래프 활용

과제물

결과
보고서 파일(한글 등 문서파일)

- 교보재 제시형

평가 문항

(수행내용)

제시된 보석 반지 실물(또는 사진)을 보고 아래 조건을 참조하여 렌더링 결

과물을 제출하시오.

〈 요구사항 〉

• 재료 : 수채화 물감, 마카    • 규격 : A4 • 크기 : 실물*1.5~2배

• 제시자료(실물 또는 사진)

과제물

결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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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제시형

평가 문항

(수행내용)

주어진 2D 도면을 참조하여 3D 모델링을 완성하여 제출하시오.

〈 요구사항 〉

• 사용프로그램 : NX4 • 소스 : FULL DOWN 메뉴  

• 재질 : METAL • 제시자료(2D도면)

과제물

결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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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물 제출형

평가 문항

(수행내용)

다음 조건에 맞는 패키지(포장)를 디자인하여 결과물을 제출하시오.

〈 요구사항 〉

•주제 : ㈜다담 ‘우리 쌀로 만든 다담떡’ 패키지 디자인  

•전개도 크기 : A3이내  

•세부 요구사항 : 심벌마크와 로고타이프의 조합형을 디자인, 이미지합성 

및 편집, 적절한 타이포그래피, CMYK 4원색과 별색 삽입, 바코드 및 

제품소개 내용 삽입, 인쇄용도에 맞는 레지스트레이션 마크, 접는선, 블

리드, 타발선의 올바른 적용

과제물

결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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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문제해결 시나리오

- 오류 및 작동 불능 과제를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과제를 평가할 때

평가 문항

(수행내용)

여름철 차량 에어컨 악취 냄새의 주원인은 무엇이고 해결하기 위한 정비방법

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정답

• 원인 : 냄새나는 원인은 박테리아가 실내 공간을 떠돌며 에어컨을 가동할 때 

조수석 안쪽에 에바라는 부품이 있는데 여기에서 박테리아가 증식하기 때문

• 정비방법 : 에바 클리닝 및 공조기 세척 등 

- 문제해결을 위해 자료와 정보 수집 등을 바탕으로 도출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분석 결

과를 통해 원하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과제를 평가할 때

평가 문항

(수행내용)

다음 조건에 맞는 디자인에 사용할 원고와 사진 또는 삽화 등의 디자인 자료를 

직접 제작방법과 웹 검색방법을 통해서 수집하고, 시안 방향별로 분류하여 시

안을 구상하여 보고서로 제출하시오.

〈 요구사항 〉

• 주제 : ‘제11회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 영화제’를 위한 아이덴티티 디자인  

• 세부 요구사항 : 추후 영화제 컨셉에 부합하는 기본 심벌마크와 로고

타이프, 캐릭터를 디자인하고, 명함, 포스터, 배너, 사인류, 차량광고,

입장권, CD 재킷, 서식류, 티셔츠, 컵, 펜, 패키지 등 필요한 아이덴티

티 응용 시스템을 디자인할 예정. 웹 검색을 통해 다운로드한 이미지

는 출처를 별도로 표기

과제물

결과

(예시)

보고서 파일(한글, PPT 등 문서파일)

디자인 요소를 수집한 스크랩북 예시 웹 검색을 통한 디자인 자료수집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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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서술형 시험(서술형, 계산형 등)

평가 문항

(수행내용)

◯ 서술형

문항) 시장분석 방법 중 SWOT 분석에 관해 설명하시오.

정답) 외부환경을 기회와 위협으로 구분하고, 내부여건을 강점과 약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기법이다.

◯ 계산형

문항) 방사할 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생산시 일생산량을 kg 단위로 계산

하시오. (단, 계산과정과 답을 모두 기재하시오)

〈 요구사항 〉

• 데니어 : 900데니어

• 방사 속도 1,000m/min

• 엔드수 10엔드(6엔드/와인더)

• 와인더수 10개 와인더

• 효율100%

식) [(900데니어×1,000m/min)/9,000 × 10엔드 × 10와인더 × 1(효율 100%)

× 1,440분] / 1,000g = 14,400kg/일

정답) 14,400kg

➍ 논술형 시험(자신의 견해나 주장을 논리적으로 기술하게 하여 평가하고자 할 때)

평가 문항

(수행내용)

잠재적 고객을 충성고객으로 만들어 우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에 대해서 본인의 견해를 작성하시오.

과제물

결과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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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사례연구(시장조사, 사례분석, 통계, 정보 수집 등을 요구하는 과제를 평가할 때)

평가 문항

(수행내용)

다음과 같은 수행 순서와 내용으로 경쟁사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시장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시오.

〈 요구사항 〉

1. ‘자사 현황 분석하기’에서 선택한 자사 브랜드의 경쟁 브랜드를 선정한다.

2. 경쟁 브랜드 현황에 대한 조사 방법을 선정한다.

3. 경쟁 브랜드들의 매장을 방문하여 매장환경과 상품을 조사한다.

4.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하여 온라인 쇼핑몰 내의 상품 정보를 확인한다.

5. 경쟁 브랜드를 조사한 내용과 특이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 형식 : 보고서 또는 논문형식으로 제출(제공한 ‘시장조사 보고서’ 서식 활용)

• 분량 : A4 10장 내외

과제물

결과

(예시)

보고서 파일

(한글 등 문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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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문항

(수행내용)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에 맞는 입장권을 디자인하여 제출하시오.

〈 요구사항 〉

1. 주제 : ‘공룡월드엘림허브파크(Dinosaur World Elm herb Park)’의 상징,

로고와 입장권 디자인

2. 세부 요구사항

• 입장권 규격 : 가로 150mm(접는 부분 45mm 포함) × 세로 60mm

• 블리드 값 : 5mm

• QR코드 크기 : 25mm × 25mm, K100

• 색상 : CMYK, 지정색    

• 이미지 해상도 : 300PPI

• 실벌과 로고를 디자인하고 3개의 지정색(3 spot color)이내로 제작하

여 입장권에 삽입

• 출력물은 인쇄에 적합한 레지스트레이션 마크, 크롭마크, 블리드, 접

는선, 타발선 등을 표시하여 제출

• 주어진 이미지 사진과 텍스트를 모두 사용 디자인 할 것

• 생략~~~

3. 생략~~~

➏ 평가자 질문(구두 질의응답을 통해 면접형으로 문제를 평가할 때)

평가 문항

(수행내용)

제작이 완료된 웹사이트를 문서로 만들어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까? 그리고 왜 프로젝트 결과를 

문서화시켜서 보관해야 하는지 그 중요성을 설명하세요.

정답

컨셉, 메뉴구조도, 플로 차트, 사이트 맵, 스토리보드, 스타일 가이드, 데이터베

이스 문서 등을 작성하고, 업데이트나 유지보수 또는 개발자가 바뀔 때 등에 

대처하기 위함의 취지로 설명한다.

➐ 평가자 체크리스트

- 작품이나 과제물에 대한 학습결과를 평가항목별로 점검해 나가며 평가할 때



PART

  ∙ 133

NCS기반 훈련과정 작성 방법

Ⅳ

과제물

결과

(예시)

평가항목

평가

구분

순

번
평가내용 채점 기준

평가결과

(성취수준)

예 아니오

sketch

1

스케치 시안 2개 안(상

징 및 로고, 입장권)이 

있다

심볼 및 로고, 입장권 √

2
sketch와 컴퓨터 작업의 

연관성이 있다
Y/N √

컴퓨터 

사용

3
이미지 해상도가 세부 

요구사항과 같다
300ppi √

4
이미지컬러와 색상모드

가 과제요구사항과 같다
CMYK, 지정색 √

5
과제가 요구한 지정색을 

사용했다.

심볼 및 로고 : 3 spot

이내

일련번호 : 1 spot, 오

버프린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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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규격이 과제에서 요구한 

규격에 맞다

입장권 : 가로 150mm

(접는부분 45mm포함)

세로 60mm

√

7
과제에서 요구한 모든 

텍스트가 있다
Y/N √

8
과제에서 요구한 모든 

요소(이미지 등)가 있다

A면 : 입장권,심볼로고

(한글로고), QR코드, 공

룡문양, 제시된 텍스트,

일련번호

B면 : 제시된 텍스트,

일련번호

√

수공

능력 
9

과제에서 요구한 출력물

이 모두 있다
Y/N √

인쇄

지식 

10

적용된 블리드. 절취선,

크롭마크, 레지스트레이

션 마크가 과제에서 요

구한 것과 같다

레지스트레이션 마크,

절취선(1개 지정색, 오

버프린트), 블리드:5mm

√

11

지정색, CMYK색상이 과

제에서 요구한것과 일치

한다

CMYK, 심볼로고 3spot

이내, 일련번호 1spot

color, 오버프린트

√

12

큐알코드의 색상이 과제

에서 요구한 것과 일치

한다

K100% √

13
일련번호는 과제요구사

항과 일치한다

2곳 배치, 1spot, 오버

프린트
√

파일

저장

14
데이터 저장 파일 포맷

과 파일명이 정확하다
최종입장권_학번.ai √

15
최종 폴더가 과제요구대

로 저장되었다

1개의 최종폴더, 5개의 

파일, 필요한 경우 링크

되거나 사용한 이미지

와 폰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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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문항

(수행내용)

지급된 재료를 이용하여 도면과 같이 정밀 테이퍼 축을 가공하시오.

〈 요구사항 〉

1. 주제 일반 공차의 치수는 기준 치수 6mm 이하는 ±0.1mm, 6mm 초과 

30mm 이하는 ±0.2mm, 30mm 120mm 이하는 ±0.3mm로 하며 일반 

모따기는 C0.2로 한다.

2. 도면

과제물

결과

(예시)

[정밀 테이퍼 축 가공 공작물 형상]

- 작품이나 과제물에 대한 학습결과를 측정으로 점검해 나가며 평가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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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 구분 순번 도면 치수(평가내용) 측정 치수

평가결과

(성취수준)

예 아니오

정밀치수

1 ∅20
0

√
-0.052

2 ∅28
0

√
-0.052

3 ∅36
0

√
-0.052

4 ∅28
0

√
-0.052

일반치수

5 ∅24±0.2 √

6 18±0.2 √

7 5±0.1 √

8 15±0.2 √

9 20±0.2 √

10 20±0.2 √

11 5±0.1 √

12 100±0.3 √

테이퍼

13 5°±0°5′ √

14 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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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문항

(수행내용)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에 맞는 입장권을 디자인하여 제출하시오.

〈 요구사항 〉

1. 주제 : ‘공룡월드엘림허브파크(Dinosaur World Elm herb Park)’의 상징,

로고와 입장권 디자인

2. 세부 요구사항

• 입장권 규격 : 가로 150mm(접는 부분 45mm 포함) × 세로 60mm

• 블리드 값 : 5mm

• QR코드 크기 : 25mm × 25mm, K100

• 색상 : CMYK, 지정색    

• 이미지 해상도 : 300PPI

• 실벌과 로고를 디자인하고 3개의 지정색(3 spot color)이내로 제작하

여 입장권에 삽입

• 출력물은 인쇄에 적합한 레지스트레이션 마크, 크롭마크, 블리드, 접

는선, 타발선 등을 표시하여 제출

• 주어진 이미지 사진과 텍스트를 모두 사용 디자인 할 것

• 생략~~~

3. 생략~~~

과제물

결과

(예시)

➑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 학습자 스스로 학습 과정이나 작업결과에 대해 자세하게 평가하도록 하고, 교수자가 그 결

과를 피드백해주며 평가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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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평가

구분

순

번
평가내용 평가 기준

학습자평가 교수자평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sketch

1

스케치 시안 2개안

(심볼 및 로고, 입장

권)이 있다

심볼 및 로고, 입

장권
√ √

2
sketch와 컴퓨터 작

업의 연관성이 있다
Y/N √ √

컴퓨터 

사용

3
이미지 해상도가 과

제요구사항과 같다
300dpi √ √

4

이미지컬러와 색상모

드가 과제요구사항과 

같다

CMYK, 지정색 √ √

5
과제가 요구한 지정

색을 사용했다.

심볼 및 로고 : 3

spot 이내

일련번호 : 1 spot,

오버프린트

√ √

6
규격이 과제에서 요

구한 규격에 맞다

입장권 : 가로 

150mm(접는부분 

45mm포함) 세로 

60mm

√ √

7
과제에서 요구한 모

든 텍스트가 있다
Y/N √ √

8

과제에서 요구한 모

든 요소(이미지 등)가 

있다

A면 : 입장권 심볼

로고 (한글로고 ) ,

QR코드, 공룡문

양, 제시된 텍스

트, 일련번호

B면 : 제시된 텍스

트, 일련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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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능력 
9

과제에서 요구한 출

력물이 모두 있다
Y/N √ √

인쇄

지식 

10

적용된 블리드. 절취

선, 크롭마크, 레지스

트레이션 마크가 과

제에서 요구한 것과 

같다

레지스트레이션 

마크, 절취선(1개 

지정색, 오버프린

트),블리드:5mm

√ √

11

지정색, CMYK색상이 

과제에서 요구한것과 

일치한다

CMYK, 심볼로고 

3spot이내, 일련번

호 1spot color, 오

버프린트

√ √

12

큐알코드의 색상이 

과제에서 요구한 것

과 일치한다

K100% √ √

13
일련번호는 과제요구

사항과 일치한다

2곳 배치, 1spot,

오버프린트
√ √

파일

저장

14

데이터 저장 파일 포

맷과 파일명이 정확

하다

최종입 장권 _ 학

번.ai
√ √

15
최종 폴더가 과제요

구대로 저장되었다

1개의 최종폴더, 5

개의 파일, 필요한 

경우 링크되거나 

사용한 이미지와 

폰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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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문항

(수행내용)

지급된 재료를 이용하여 도면과 같이 정밀 테이퍼 축을 가공하시오.

〈 요구사항 〉

1. 주제 일반 공차의 치수는 기준 치수 6mm 이하는 ±0.1mm, 6mm 초과 

30mm 이하는 ±0.2mm, 30mm 120mm 이하는 ±0.3mm로 하며 일반 

모따기는 C0.2로 한다.

2. 도면

과제물

결과

(예시)

[정밀 테이퍼 축 가공 공작물 형상]

- 학습자 스스로 학습 과정이나 작업결과에 대해 자세하게 평가하도록 하고, 교수자가 그 결

과를 피드백해주며 평가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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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 

구분

순

번

도면 

치수(평가내용)
측정 치수

학습자평가 교수자평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정밀치

수

1 ∅20
0

√ √
-0.052

2 ∅28
0

√ √
-0.052

3 ∅36
0

√ √
-0.052

4 ∅28
0

√ √
-0.052

일반치

수

5 ∅24±0.2 √ √

6 18±0.2 √ √

7 5±0.1 √ √

8 15±0.2 √ √

9 20±0.2 √ √

10 20±0.2 √ √

11 5±0.1 √ √

12 100±0.3 √ √

테이퍼

13 5°±0°5′ √ √

14 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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➒ 일지/저널

- 매일 또는 장기적으로 실험 또는 실습 과정이나 결과를 기록하여 평가할 때

평가 문항

(수행내용)

OO에 대한 실험 실습을 수행하면서 매일 실험 실습일지를 작성하여 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시오.

과제물

결과
실험 실습 보고서

- 매일 또는 장기적으로 현장실습 학습 과정이나 결과를 기록하여 평가할 때

평가 문항

(수행내용)

산업현장 적응력 향상과 신기술 습득을 통해 취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본인의 전

공 분야 중 적성에 맞는 분야를 미리 체험케 하여 성공적인 직장인의 자세를 

체득할 수 있는 실무적응 실습 중 회사에서의 매일 실습내용을 작성 후 회사로

부터 평가결과를 받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시오.

과제물

결과

(예시)

결과 보고서

실무적응 실습 결과 보고서

학생이 작성 회사가 작성

학과 직종 회사명 주소

성명
생년

월일
담당자 전화

실습기간
근무

부서

업종
(주생산품) FAX 근무시간

일자 실무적응실습내용(직무내용)
출결(해당란에 O표) 평가(해당점수에 O표)

결석 지각 조퇴 지각․조퇴시간 출결확인 영역 항목 우수 보통 미흡

7/4(월)

담당자

도장“필”

실습

과제

수행

실습내용에 대한 지식․기술 8 6 4

작업의 정확성․완결성 8 6 4
7/5(화) 작업의 창의성 8 6 4

7/6(수) 실습에 대한 적응력 8 6 4

태도

준비성 및 성실성 8 6 4
7/7(목)

현장실습 만족도 8 6 4

맡은일에 대한 책임감 8 6 47/8(금)

안전

관리

안전수칙 숙지 8 6 4
7/11(월) 안전수칙 준수 8 6 4

정리정돈 상태 8 6 47/12(화)
총점 점 담당자 (인)

7/13(수)

총평
7/14(목)

7/15(금)

상기와 같이 실무적응 실습 결과를 보고합니다.

2021년  07월    일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학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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➓ 역할연기(평가 대상자들에게 가상의 상황을 주고 주어진 상황 속이 특정 인물의 역할을 수

행토록 하여 평가할 때)

평가 문항

(수행내용)

고객 전화문의에 응대하기 위한 상황별 시나리오 카드를 고른 후, 전화문의 응

대할 때의 전화 예절을 지켜서 고객을 응대하시오.

• 준비물 : 전화기, 상황별 시나리오 카드 등

과제물

결과
필요 없음(상황별 시나리오에 맞는 고객 전화 응대 실습)

● 구두발표

- 보고서, 창작물, 과제물에 대한 피평가자의 설명이 필요할 때

평가 문항

(수행내용)

자사와 경쟁사의 매출 및 주력 품목에 대해 비교 분석하여 발표하시오.

〈 요구사항 〉

• 발표자료 : PPT 20매 내외           

• 발표시간 : 10분

• 생략~~~

과제물

결과
보고서 파일(PPT 문서파일)로 발표

- 수행결과물을 보면서 면접형 문제 평가할 때

평가 문항

(수행내용)
본인이 작성한 치공구설계 도면을 보고, 치공구 구성요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정답 드릴 지그는 위치 결정구, 클램프, 부시 등에 관하여 바르게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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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평가(피평가자의 학습수행과 행동을 관찰하여 공정이나, 일의 순서, 과정 등을 중시

하는 과제를 평가할 때)

평가 문항

(수행내용)

주어진 자동차에서 발전기 충전장치를 분해 조립하여 점검하고 벨트 장력을 조절하시오.

〈 참고자료(사진 또는 도면 등)〉

과제물결과 -

- 작업장평가

평가 문항

(수행내용)

다음과 같은 수행 순서와 내용으로 샴푸를 시행하시오.

〈 요구사항〉

1. 조 편성 : 2인 1조 편성(고객, 헤어디자이너)

2. 서로의 목적별 샴푸(두피·모발상태 파악 및 염색·헤어 커트·퍼머넌트 

웨이브 전·후 등 시행 목적에 따른 샴푸)를 결정

3. 모발의 정돈과 이물질 제거를 위해 사전 브러시 시행

4. 혈액순환 개선과 신진대사 촉진을 위해 두피 매니플레이션 시행

5. 모발 보호제(헤어 컨디셔너, 헤어 트리트먼트 등)도 사용하여 시행

6. 두피·모발을 깨끗하게 세정

7. 샴푸 시행 중 고객의 불편사항이 없는지 점검

8. 타월 드라이 전 단계까지 시행

• 참고자료(사진 또는 도면 등)

과제물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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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문항

(수행내용)

◯ 진위형

문항) 다음 소비자 유형에 대한 설명이 옳으면 ○, 틀리면 ×를 ( )안에 

넣으시오.

소비자를 잠재고객, 고정고객, 충성고객으로 구분했을 때, 잠재고객은 꾸

준히 해당 제품을 구매하면서 다른 고객에게 소개하는 고객을 의미한다.

…………………( )

정답) ○

◯ 순수단답형

문항)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분석방법의 명칭을 쓰시오.

자사 내․외부 환경분석 및 강점과 약점의 파악, 다양한 위협요인 및 기

회 요인 포착 등의 분석에 유용한 분석방법이다.

정답) SWOT 분석

◯ 복수단답형

문항) 마케팅의 4P는 price, place, promotion, product를 의미한다. 이 중

에서 제품의 속성 및 성능과 관계없는 것을 3가지만 쓰시오.

정답) 가격(price), 유통경로(place), 촉진(promotion)

◯ 완성형

문항) 외부환경분석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외부환경분석 방법 중 3Cs 분석에서 3C는 자사(Company), 경쟁사

(Competitor), ( )을/를 가리킨다.

정답) 고객(Customer)

● 기타(진위형, 순수단답형, 복수단답형, 완성형, 연결형, 선택형, 선다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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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형

문항) 다음 세 종류의 고객 유형과 그에 대한 적합한 설명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가.잠재고객 ∙ ∙
a. 아직 구매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구매 가능성이 

큰 고객

나.고정고객 ∙ ∙
b. 꾸준히 구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게 소개하는 고객

다.충성고객 ∙ ∙
c. 꾸준히 구매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는 

하지 않는 고객

정답) 가---a, 나---c, 다---b

◯ 선택형

문항) 고객 유형 중에서 우리 제품을 실제 구매한 고객 유형을 고르시오.

가. 잠재고객       나. 충성고객       다. ~~~~~ 라. ~~~~~~

정답) 나

◯ 선다형 ([보기] 제시형)

문항) [보기]의 고객 유형 중에서 우리 제품을 실제 구매한 고객 유형 두 

가지를 골라 쓰시오.

[보기] 잠재고객, 고정고객, 충성고객

정답) 고정고객, 충성고객



PART

  ∙ 147

NCS기반 훈련과정 작성 방법

Ⅳ

NCS 기반 평가유형 재구조화 매칭 표2.4

○ NCS 평가유형과 적용상황을 고려하여 능력단위의 적절한 평가유형을 선정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평가유형을 재구조화하여 매칭할 수 있음

○ 재구조화된 매칭 표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며, 직종 또는 

능력단위의 내용 및 평가내용의 특성에 따라 연계성, 주요 평가영역 등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음

【 NCS 기반 평가유형 재구조화 매칭 표 】

평가대상 수행내용 연계성 NCS 평가유형
주요 평가영역
(지식•기술•태도)

지필 평가

지식 사실을 작성 서술형 시험 인지적 영역

지식 ●

기술 ◑

태도 ◑

견해 주장을 작성 논술형 시험

기타(선택, 단답) 기타(선택형, 단답형 등)

수행과정

•

관찰평가

실무실습 작업장평가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

지식 ◑

기술 ●

태도 ●

발표 구두발표

인터뷰 면접 평가자질문

연극 역할연기 역할연기

문제해결 문제해결시나리오

산출물평가

보고서 작성 사례연구

심동적 영역

지식 ◑

기술 ●

태도 ◑

사례연구 일지/저널

수행일지 작성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제작 평가자체크리스트

제작물 피평가자체크리스트

    ● : 비중이 높은 주요 평가영역     

    ◑ :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부가적인 평가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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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대상) 평가 대상은 종이와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주어진 문항에 응

답하는 방식의 지필 평가, 수행과정을 평가의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여 평

가자는 피평가자의 수행과정을 관찰에 의해서 평가하는 방식의 수행과

정 관찰평가, 피평가자가 작성 및 제작한 보고서나 제작물 등 산출물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방식의 산출물평가로 구분함

○ (수행내용) 평가할 때 피평가자가 평가 문항에 응답하는 방법으로써, 산출물을 

만들어 내거나 실제 수행을 통해 보이는 사고 행동의 방식을 구분하여 제시함

○ (주요 평가영역(지식 기술 태도)) 평가영역에 따른 평가의 분류는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지필 평가는 주로 지식, 이해력, 적용력, 분석력, 종합력, 평가력과 같은 학

생의 지적 인지적 학습목표의 달성 여부와 그 정도를 측정하여 평가하는 

인지적 영역이며, 지식 기술 태도 중 주로 지식을 평가하는 방법임

- 수행과정 관찰평가는 주로 신체를 움직여서 동작을 요구하는 심동적 영역

과 태도, 준법성, 흥미, 가치관, 학습 동기, 협동성, 책임감 등과 같은 학습 

목표가 달성된 정도를 확인하는 정의적 영역 모두에 해당하며, 지식 기술

태도 중 주로 기술과 태도를 같이 평가하는 방법임. 이때 태도는 기술 기

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현됨을 관찰할 수 있음

- 산출물평가는 주로 도구 기계를 조작하여 보고서 작성 및 작품 등을 제작

하는 기술 등 신체를 움직여서 동작을 요구하여 성취할 수 있는 학습 목

표의 달성 여부와 그 정도를 측정하여 평가하는 심동적 영역이며, 지식 기

술 태도 중 주로 기술을 평가하는 방법임

- 그러나 지필 평가는 인지적 영역(지식), 수행과정 관찰평가는 심동적 영역 및 

정의적 영역(기술 태도), 산출물평가는 심동적 영역(기술)만 평가한다는 협소

한 의미가 아니라, 각 평가 대상들이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영역과 지식 기

술 태도 모두를 포함하고 있지만, 더 주요한 평가영역이 어디인지를 의미함

- 평가는 한 영역만 평가하는 것보다는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과 지식 기술 태도 영역 모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식, 기술, 태도를 종합한 역량은 수행과정 관찰평가, 산출물평가와 같이 

실기로 평가하며, 지식은 지필 평가를 활용하여 평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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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능력단위 평가지침2.5

○ NCS는 능력단위별 평가지침에서 권장 평가방법과 평가시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 예 시

분류번호 : 1201010118_17v4

능력단위 명칭 : 헤어샴푸

능력단위 정의 : 헤어샴푸란 고객의 두피·모발 상태에 따라 적합한 샴푸제와 트리트먼트제를 선택하여 

샴푸 기술을 사용하여 세정하는 능력이다.

□ 평가지침 

  평가방법

• 평가자는 능력단위 헤어샴푸의 수행준거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평가하기 위해 이론과 실기를 나누어 평가하거나 종

합적인 결과물의 평가등 다양한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피평가자의 과정평가 및 결과평가 방법

평 가 방 법
평 가 유 형

과 정 평 가 결 과 평 가

A.포트폴리오

B.문제해결 시나리오

C.서술형시험 ✔ ✔

D.논술형시험

E.사례연구

F.평가자 질문 ✔ ✔

G.평가자 체크리스트

H.피평가자 체크리스트 ✔ ✔

I.일지/저널

J.역할연기

K.구두발표

L.작업장평가 ✔ ✔

M.기타 ✔ ✔

  평가시 고려사항

• 수행준거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 평가자는 다음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 수행준거에 따른 지식·기술·태도의 습득 능력

- 두피·모발 유형 및 사용 목적에 따른 샴푸제 선정과 샴푸테크닉의 적절성

- 샴푸 종료 후 샴푸제 잔류 여부 확인과 타월밴드의 고정 여부

- 샴푸의 전 과정에서 고객을 배려하는 태도

- 샴푸대 및 샴푸실 주변 정리․정돈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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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평가자는 능력단위 수행준거에 제시된 내용을 평가하기 위해 

이론과 실기를 나누어 평가하거나 종합적인 결과물을 평가하는 등 다양

한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 능력단위별로 확인할 수 있는 적정한 평가방법을 체크(✓)한 것 중 참고하여 

선정하되, 절대적인 평가방법이라기보다는 권장하는 평가방법을 의미함

- 그래서 능력단위별로 체크(✓)된 평가방법이 아니더라도 능력단위 내용을 적정

하고 충분하게 평가할 수 있다면 미 체크(✓)된 다른 평가방법 선정도 가능함

- 능력단위별로 체크(✓)된 평가방법이라 하더라도 교육훈련생 실습능력 

평가가 중요한 교과목에 ‘논술형 시험’ ‘서술형 시험’ 등 실습능력 평가

가 어려운 평가방법으로만 선정한 경우 부적합함

- 단일한 평가방법으로만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복수의 평가방법을 선정함

- 능력단위요소의 평가방법이 다른 경우에는 능력단위요소별로 평가방법을 선정함 

○ (평가유형) 피평가자의 과정평가 평가방법과 결과평가 평가방법 중 평가유

형을 구분하여 평가방법을 선정함

※ 과정평가란, 수행의결과가 아니라수행의 과정을평가의주요대상으로설정하는평가

※ 결과평가란, 성취도평가등과같이수행의결과를평가의주요대상으로설정하는평가

○ (평가시 고려사항) 평가자는 피평가자가 수행준거에 제시된 내용을 성공적

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 문항을 제작할 때 평가시 

고려사항에 제시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능력단위 평가 문항 구성방법2.6

○ 능력단위요소는 절차적 요소와 영역적 요소로 구분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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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단위요소 특성 】

구분 특성 예시

절차적 요소

해당 능력단위를 구성하는 기능이

나 작업이 특정한 순서나 절차로 

구성

품질점검 계획 수립하기 → 점검표 

작성하기 → 점검실시 하기 → 품

질 점검 평가하기

영역적 요소

해당 능력단위를 특정한 순서나 절

차와 관련이 없고, 작업 영역 중심

으로 구성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활용하기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활용하기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활용하기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 활용하기

○ 능력단위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문항 구성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이 가능함

➊ 능력단위요소들이 절차적 요소로 되어있을 경우 해당 능력단위를 구성하는 

기능이나 작업이 특정한 순서나 절차로 구성되어 있어서, 능력단위요소들 

간 연계성이 있으므로 종합적인 수행평가 문항 1개로 구성할 것을 권장함

➋ 능력단위요소들이 영역적 요소로 되어있을 경우 특정한 순서나 절차와 

관련이 없고, 작업영역 중심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능력단위요소

들 간 연계성이 없으므로 능력단위요소별로 평가 문항 구성이 바람직함

➌ 수행준거들 간 연계성 또는 순차성이 없거나 수행준거 단위로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각 수행준거별로 평가문항을 구성하거나 2개 이상의 수행준거를 

통합하여 평가 문항 구성이 가능함

➍ 수행준거들 간 연계성 또는 순차성이 있으나 영역적 능력단위요소로 구성된 경우 

해당 능력단위요소 내 모든 수행준거를 통합하여 1개의 평가 문항 구성이 가능함

➎ 능력단위 내 모든 능력단위요소들이 절차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서 종합적인 

1개의 평가 문항으로 구성할 수 있으나, 능력단위요소별로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능력단위요소 내 모든 수행준거를 통합하여 능력단위요소별 1개의 

평가 문항 구성이 가능함

➏ 능력단위 내 모든 능력단위요소들이 절차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거나 프로젝

트 수업이 가능한 경우 해당 능력단위 내 모든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를 통

합하여 종합적인 수행평가 문항 1개로 구성할 것을 권장함

➐ 다수의 능력단위들이 순서나 절차로 정의되어 있어서 복수의 능력단위를 수

행해야만 산출물이 완성되는 경우, 능력단위별로 평가 문항 구성도 가능하고 

복수의 능력단위를 통합하여 다수의 평가 문항 구성도 가능함

- 단, 평가점수는 각 능력단위별로 산출되어야 함



NCS기반 훈련과정 편성ㆍ평가도구 활용 매뉴얼

152 ∙ 

【 능력단위 평가 문항 구성방법 】

•수행준거간연계성또는순차성

이없거나수행준거별로평가하

고자하는경우

능력단위요소1

•수행준거간연계성등이있으나

영역적능력단위요소로

구성되어있는경우

능력단위요소2

•절차적능력단위요소들로

되어있으나능력단위요소별로

평가하고자할경우

능력단위요소N

•수행준거N

•수행준거2

•수행준거1

절차적능력단위요소
또는

프로젝트수업이
가능한경우

능력
단위

•수행준거N

•수행준거3

•수행준거2

•수행준거1

•수행준거N

•수행준거2

•수행준거1

•평가문항

•평가문항

•평가문항

•평가문항

•평가문항

•평가문항

• 능력단위요소1
• 능력단위요소2
• 능력단위요소N

능력단위1

• 능력단위요소1
• 능력단위요소2
• 능력단위요소N

능력단위2

• 능력단위요소1
• 능력단위요소2
• 능력단위요소N

능력단위N

능력단위들이제작공정
순서로정의되어
있어서복수의
능력단위를수행해야만
작품이완성되는경우

•평가문항
N개

※ 사례 : 제빵직종 능력단위 일부

- 02. 빵류제품재료혼합, 03. 빵류제품반죽발효, 04. 빵류제품반죽정형, 05. 빵류제

품반죽익힘, 06. 빵류제품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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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수업에 따른 평가방법2.7

○ 많은 평가자들은 비대면 학습자를 위한 평가방법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하나,

비대면 학습자는 온라인 훈련을 통해 학습하든 다른 형태의 학습을 하든 간에 다른 

학습자들이 수행하는 많은 평가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

○ 그러나 평가자는 제3자 증거자료의 사용, 증거자료를 보다 신중하게 인증하는 

것, 필요한 경우 기업체 평가자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등 이 작업을 위한 다양

한 전략을 개발해야 함

【 비대면 수업에 따른 평가방법 】

증거자료 수집 기술 비대면 학습자를 위해 고려할 사항

관찰

•관찰 도구를 사용하여 제3자가 관찰을 수행하도록 함

•구두 질문(전화로) 혹은 다른 유형의 증거자료로 보충함

•평가자가 다양한 증거자료 수집에 대한 관찰/검증 및 피드백을 위해 학습

자가 있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음

•정보 및 의사소통 기술(예: 웹캠, 블로그)을 사용함

시뮬레이션

•단답형 응답과 구두 질문에 대한 서면 사례연구를 제공함

•역할연기 혹은 시뮬레이션을 위한 비디오 카메라 혹은 비디오 인터넷 기

술을 사용함

질문
•컴퓨터 기술, 서면 응답 혹은 전화를 사용함

•제3자 혹은 전화 토론을 통해 서면 답변의 진정성을 증명함

제품 검토
•작업 샘플 혹은 제품을 평가사에게 발송할 수 있음

•인증에 대한 도움을 얻기 위해 미리 초기 버전을 보낼 수 있음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증거자료를 평가사에게 발송 혹은 이메일로 보낼 수 있음

•인증에 대한 도움을 얻기 위해 제안된 컨텐츠와 레이아웃을 미리 보낼 수 있음

제3자 피드백 •제3자에게 전화, 우편 및 이메일로 받을 수 있음

구조화된 활동

•작업장이나 커뮤니티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비디오를 평가자에게 보낼 수 있음

•학습자들은 특정 프로젝트 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작업장 감독자와 협

상할 수 있음

지식기반 테스트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수집된 부가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온라인으로 수

행할 수 있음

•제3자가 진정성을 입증하고 학습자가 적절한 시간과 환경에서 테스트를 

완료하는 것을 보증할 수 있음

•단답형 ‘오픈 북’ 테스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역량의 일관성을 보여주기 

위해 다른 유형의 증거자료로 수행되고 보완될 수 있음

자기평가

•온라인 자기 평가와 같은 형성평가의 사용 증가는 학습자의 평가 준비를 

입증하고 평가자가 평가를 위해 수집된 증거자료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능

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음

자료 : Department of Training and Workforce Development, Western Australia(2016), Assessment in the VET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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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CS 기반 평가계획수립

【 NCS 기반 평가계획수립 절차 】

절차 내용 예시

NCS 기반 

평가계획

수립

교과 내용분석

•수행준거 확인 p.156

•수행준거 분석 p.157

평가계획수립

•수행준거 수업 평가의 일체화 설계 p.159

•주요 평가영역 및 평가내용 도출 p.160

•지필/수행평가 적합성 선택 및 평가 

문항 구성 도출
p.162, p.163

•평가방법 및 문항 수 도출 p.166

•평가계획서 작성 p.168~p.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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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준거 확인3.1

○ (개념) 능력단위요소별 제시된 수행준거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음

- 능력단위요소별로 성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인이 도달해야 하는 

수행의 기준 및 능력단위요소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수행 수준임

- NCS 기반 훈련기준 과정/과목(능력단위)의 단원(능력단위요소)별 훈련하

여야 할 세부적인 훈련내용임

- 작품, 과정, 안전사항을 포함한 작업자의 구체적인 행동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문항임

- 현재의 ‘가장 훌륭한, 뛰어난’ 작업(‘평균’을 의미하지 않음) 내용임

- 관찰이 가능한 내용으로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 해당 능력단위 수준 내에서 제시함

○ (구분) 수행준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 수행준거의 구분 】

구분 구분방법 예시

업무처리 과정

•해당 순서(공정)가 끝났을 때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

• ‘~를 통해/활용하여/위하여/따라 ~수준

으로 ~를 할 수 있다.’ 의 형태

해당 기계의 정비지침서

의 작업안전 절차에 따

라 해당부품을 교환할 

수 있다.

결과물

•어떠한 결과물을 산출(생산)하는 것이 

능력단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경우

•‘~따라 ~를 할 수 있다.’ 의 형태

예정공정표에 따라 공정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행동 및 태도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작업 시 

태도 등이 능력단위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할 경우 

•‘~하고, ~를 할 수 있다.’ 의 형태

고객응대 시, 고객의 의

견을 경청하고,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다.

시간(기간)

•작업의 시간 등이 능력단위에서 중요

한 역할을 할 경우

•‘~기간 내에 ~를 ~할 수 있다.’ 의 형태 

법적인 처리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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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준거는 교육훈련과정과 수업과 평가에 있어서 교수자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학습자들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평가에서는 어떤 것을 평가해야 

하는지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함

     ✎ 예 시

○ 과정/과목명 : 1201010118_17v4 헤어샴푸

   - 편성내용

단  원  명

(능력단위요소명)

훈 련 내 용

(수행준거)
평가시 고려사항

헤어샴푸하기 1.1 고객의 편의를 위해 가운 및 무릎 덮개, 어깨타월을 착용해 주

고 좌식 또는 와식 샴푸를 할 수 있다.

1.2 엉킨 모발의 정돈과 이물질 제거를 위해 사전 브러시를 할 수 

있다. 

1.3 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샴푸대의 높이와 수온 및 수압을 조절

할 수 있다. 

1.4 얼굴에 물이 튀지 않도록 모발에 물길을 만들어 모발을 충분하

게 물에 적실 수 있다.

1.5 모발 길이 및 모량에 따라 적당량의 샴푸제를 사용하여 두피 매

니플레이션을 할 수 있다.

1.6 샴푸성분이 남지 않도록 페이스라인, 귀, 모발, 두피 등을 충분

하게 헹굴 수 있다. 

• 수행준거에 따른 지식 ․ 

기술 ․ 태도의 습득 능력

• 두피 ․ 모발 유형 및 사

용 목적에 따른 샴푸제 

선정과 샴푸테크닉의 

적절성

• 샴푸 종료 후 샴푸제 

잔류여부 확인과 타월

밴드의 고정여부

• 샴푸의 전과정에서 고

객을 배려하는 태도

• 샴푸대 및 샴푸실 주변 

정리․정돈 상태

헤어 트리트먼트하기 2.1 샴푸 후 두피·모발 상태를 파악하여 모발을 트리트먼트를 할 

수 있다.

- 생략 -

○ 위 예시를 살펴보면 헤어샴푸하기 단원에서는 학습자가 실무에서 고객의 

헤어를 적절한 샴푸 기술을 사용하여 깨끗이 세정하는 능력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수행준거 분석3.2

○ 수행준거는 ‘관찰 가능한 수행 및 활동’과 같은 행동으로 표현되기 때문

에 의미를 주의 깊게 분석해야 하고, 이 분석에 따라 수행준거를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해야 할지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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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시

○ 과정/과목명 : 1201010118_17v4 헤어샴푸

   - 편성내용

단  원  명

(능력단위요소명)

훈 련 내 용

(수행준거)
수행준거 구분

헤어샴푸하기 1.1 고객의 편의를 위해 가운 및 무릎 덮개, 어깨타월을 착용해 주고 

좌식 또는 와식 샴푸를 할 수 있다.

1.2 엉킨 모발의 정돈과 이물질 제거를 위해 사전 브러시를 할 수 있다. 

1.3 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샴푸대의 높이와 수온 및 수압을 조절할 

수 있다. 

1.4 얼굴에 물이 튀지 않도록 모발에 물길을 만들어 모발을 충분하게 

물에 적실 수 있다.

1.5 모발 길이 및 모량에 따라 적당량의 샴푸제를 사용하여 두피 매니

플레이션을 할 수 있다.

1.6 샴푸성분이 남지 않도록 페이스라인, 귀, 모발, 두피 등을 충분하게 

헹굴 수 있다. 

○ 업무처리과정

○ 행동 및 태도

수행준거 분석 ○ 헤어샴푸하기 단원의 수행준거들은 샴푸의 전 과정에서 

고객을 배려하는 태도(행동 및 태도)로, 적절한 샴푸 기술

을 사용하여 세정하는 능력(업무처리과정)을 기르기 위한 

것임

- 교수자는 강의와 시범을 보여주고 샴푸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어려움이 있는 부분

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이 필요

- 즉, 샴푸의 전 과정에서 고객을 배려하는 태도로 적절한 샴

푸 기술을 연습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

평가방법 시사점

헤어샴푸하기는 

지식+기술+태도

가 통합되어 보

다 고차원적인 

수행영역에 해당

하므로 성취수준

을 타당하게 측

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람에게 

샴푸를 시켜보는 

수행평가의 방법

이 적절함

학생특성 ○ 일상 생활에서 본인의 헤어를 직접 샴푸해 보았거나 미용

실에서 고객의 입장으로는 경험이 많으나, 상대방을 배려

하는 태도로 적절한 샴푸기술을 사용하여 타인의 헤어를 

샴푸시켜주는 기술은 잘 모르고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서

의 수행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수행준거 분석 시 ‘평가 시 고려사항’ 및 지식, 기술, 태도의 내용도 참고하여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수행준거 분석과 아울러 학생특성까지 파악해 봄으로써 수업과 평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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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능력단위의 교과내용분석을 위해서는 수행준거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NCS

표준안에서 제시하는 능력단위별 수행준거, 지식 기술 태도, 적용범위 및 작업사항,

평가지침 등을 확인하고 분석이 필요함

【 NCS 구성 】

구성항목 내용

01. 능력단위분류번호
•능력단위를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일련번호로서 

14자리로 표현

02. 능력단위명칭 •능력단위의 명칭을 기입한 것

03. 능력단위정의
•능력단위의 목적, 업무수행 및 활용범위를 개략적으

로 기술

04. 능력단위요소 •능력단위를 구성하는 중요한 핵심 하위능력을 기술

05. 수행준거
•능력단위요소별로 성취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인

이 도달해야 하는 수행의 기준을 제시

06. 지식 기술 태도 •능력단위요소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술ㆍ태도

07. 적용범위 및 작업상황

•능력단위를 수행하는데 있어 관련되는 범위와 물리

적 혹은 환경적 조건

•능력단위를 수행하는데 있어 관련되는 자료, 서류,

장비, 도구, 재료

08. 평가지침
•능력단위의 성취여부를 평가하는 방법과 평가 시 고

려되어야 할 사항

09. 직업기초능력 •직업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공통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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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준거･수업･평가의 일체화 설계3.3

○ 수행준거의 확인과 분석을 통해 교수자는 교육훈련과정의 수행준거와 수업

(교수 학습), 평가(기록)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재구성하고 일체화

가 될 수 있도록 함 

○ 평가를 별도로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내용과 평가내용이 분리되

지 않도록 하여 교육훈련과정 수업 평가의 일관성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함

     ✎ 예 시

○ 과정/과목명 : 1201010118_17v4 헤어샴푸

   - 편성내용

수행준거 수업내용 평가내용

단  원  명

(능력단위요소명)

훈 련 내 용

(수행준거)
○ 두피 모발 유형 및 사용 목적에 

따른 샴푸제를 선정하여 샴푸 

및 트리트먼트 기술 실습하기

○ 샴푸 종료 후 샴푸제 잔류 여

부 확인과 타월밴드 고정하기

○ 샴푸의 모든 과정에서 고객을 

배려하는 태도 알아보기

○ 샴푸대 및 샴푸실 주변 정리

정돈하기

○ 피드백하기

○ 동료와 교대로 서로의 

두피 모발상태에 따라 

적절한 헤어 샴푸의 전 

과정을 수행하기

○ 샴푸의 수행과정을 관찰하

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헤어샴푸하기 1.1 ~ 1.6

헤어 

트리트먼트하기
2.1 ~ 2.5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방법 도출

교수학습방법 평가방법

○ 강의법+학생실습

○ 목표도달학습 등

○ 작업장평가

○ 평가자체크리스트 등

○ 일체화를 통해 교수자는 수업과 평가를 어떻게 운영할지 학생들의 구체

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흐름을 계획함

○ 일체화를 통해 수업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내용, 평가방법 도출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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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평가영역 및 평가내용 도출3.4

○ 수행준거 수업 평가의 일체화 설계를 마쳤다면 ‘주요 평가영역’과 ‘평가내

용’을 도출함

○ (주요 평가영역) 능력단위를 수행하거나 평가할 때 요구되는 능력(지식 기

술 태도) 중 더 비중이 높은 영역은 어디인지를 판단하여 표기한 것

- ‘2.4 NCS 기반 평가유형 재구조화 매칭 표’(p.147)를 참조

- 표기방법은 비중을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표기법이 가능함

- 예시) 비중이 높은 주요 평가영역(●, ◉ 등),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부

가적인 평가영역(○, ◑, ◔ 등)

○ (평가내용) 능력획득 여부와 성취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평가 문항의 요약적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한 것

○ NCS 훈련기준의 해당 과정/과목명(능력단위) 훈련목표, 장비·재료, 평가시 

고려사항, 수행준거 수업 평가의 일체화 설계 등을 고려하여 ‘주요 평가영역’

과 ‘평가내용’을 도출함

     ✎ 예 시

○ 과정/과목명 : 1201010118_17v4 헤어샴푸

구분 내용

훈련목표
고객의 두피·모발 상태에 따라 적합한 샴푸제와 트리트먼트제를 선택하고 

샴푸 기술을 사용하여 세정할 수 있다.

장비·재료
• 샴푸대와 의자, 작업대

• 샴푸제와 린스제, 타월, 샴푸보

평가시 고려사항

• 두피 ․ 모발 유형 및 사용 목적에 따른 샴푸제 선정과 샴푸테크닉의 적절성

• 샴푸 종료 후 샴푸제 잔류여부 확인과 타월밴드의 고정여부

• 샴푸의 전 과정에서 고객을 배려하는 태도

• 샴푸대 및 샴푸실 주변 정리․정돈 상태

주요 평가영역 지식 ◑ 기술 ● 태도 ●

평가내용
• 동료와 교대로 서로의 두피･모발상태에 따라 적절한 헤어 샴푸의 전 과정을 수행하기

• 샴푸의 수행과정을 관찰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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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필/수행평가 적합성 선택 및 평가 문항 구성 도출3.5

○ 주요 평가영역 및 평가내용 도출 결과를 토대로 수행준거별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적합성을 선택하고 평가 문항 구성을 도출함

- 능력단위를 수행평가 1개 문항으로만 구성할 수 있을 경우 이 단계를 생략가능함

○ (지필 평가 적합성 선택) 능력단위의 주요 평가영역이 ‘지식’이거나, ‘기술

/태도’ 영역이지만 제한된 훈련환경으로 인해 실무환경처럼 수행․산출물 

평가가 어려운 훈련내용일 경우 그 훈련내용은 지필 평가로 대체 가능함

○ (수행평가 적합성 선택) 능력단위의 주요 평가영역이 ‘기술/태도’이거나,

‘지식’ 영역이 실습·실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기본 지식일 경우임. 즉 종

합적인 결과물 평가가 가능할 경우임

○ (평가 문항 구성 도출) 수행준거에서 지필/수행평가 적합성 선택 결과에 

따른 평가 문항을 구성함

【 지필/수행평가 적합성 선택 및 평가 문항 구성 도출 사례 】

단원명

(능력단위 

요소명)

훈련내용

(수행준거)

지필/수행평가 

적합성 선택

평가문항 구성 

도출

지필 수행 지필 수행

능력단위

요소 1

수행준거 1.1 ● ＃1

수행준거 1.2 ●
＃2

수행준거 1.3 ●

능력단위

요소 2

수행준거 2.1 ●

＃3

수행준거 2.2 ●

수행준거 2.3 ●

능력단위

요소 3

수행준거 3.1 ●

수행준거 3.2 ●

수행준거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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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내용(수행준거)이 수행내용 위주로 구성된 경우 수행평가로 평가함

     ✎ 예 시1

○ 과정/과목명 : 1201010118_17v4 헤어샴푸

단원명

(능력단위 

요소명)

훈련내용

(수행준거)

지필/수행평가 

적합성 선택

평가문항 구성 

도출

지필 수행 지필 수행

헤어

샴푸하기

1.1 고객의 편의를 위해 가운 및 무릎 덮개, 어깨

타월을 착용해 주고 좌식 또는 와식 샴푸를 

할 수 있다.

●

＃1

1.2 엉킨 모발의 정돈과 이물질 제거를 위해 사

전 브러시를 할 수 있다.
●

1.3 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샴푸대의 높이와 수

온 및 수압을 조절할 수 있다.
●

1.4 얼굴에 물이 튀지 않도록 모발에 물길을 만

들어 모발을 충분하게 물에 적실수 있다.
●

1.5 모발 길이 및 모량에 따라 적당량의 샴푸제를 

사용하여 두피 매니플레이션을 할 수 있다.
●

1.6 샴푸성분이 남지 않도록 페이스라인, 귀, 모

발, 두피 등을 충분하게 헹굴 수 있다.
●

헤어

트리트먼

트하기

2.1 샴푸 후 두피·모발 상태를 파악하여 모발을 

트리트먼트를 할 수 있다.
●

2.2 트리트먼트제를 모발에 도포한 후 두피 지압

과 매니플레이션을 할 수 있다.
●

2.3 트리트먼트제가 페이스라인, 귀, 두피 등에 

남지 않도록 충분하게 헹굴 수 있다.
●

2.4 타월로 모발의 물기를 제거한 후 두상을 타

월로 감쌀 수 있다.
●

2.5 샴푸대 및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 후 고객

을 서비스 공간으로 안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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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내용(수행준거)이 이론(지식)적 내용과 수행내용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 지필 평가와 수행평가를 혼합하여 평가함

     ✎ 예 시2

○ 과정/과목명 : 1201010101_17v4 미용업 안전위생 관리

단원명

(능력단위 

요소명)

훈련내용

(수행준거)

지필/수행평가 

적합성 선택

평가문항 구성 

도출

지필 수행 지필 수행

미용사 

위생 

관리하기

1.1 고객의 두피나 얼굴 등에 상해를 주지 않도

록 손톱을 관리할 수 있다
● ＃1

1.2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체취와 구취

를 관리할 수 있다.
●

＃2
1.3 미용 업소 내에서 복장을 청결하게 착용할 

수 있다.
●

1.4 미용서비스 전․후 손을 깨끗이 씻거나 소독할 

수 있다.
●

미용업소 

위생 

관리하기

2.1 청소점검표에 따라 미용업소 내․외부를 청소

할 수 있다.
● ＃3

2.2 미용서비스를 위한 수건과 가운을 세탁하여 

보관할 수 있다.
●

＃7
2.3 식음료 서비스에 사용하는 집기류를 청결하

게 세척하여 보관 할 수 있다.
●

2.4 설비시설과 사용기기 및 도구의 소재별 특성

을 고려하여 소독할 수 있다.
●

2.5 미용업소내의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를 위해 

환기할 수 있다. 
●

＃3
2.6 미용업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다.
●

미용업 

안전사고 

예방하기

3.1 전기사고 예방을 위해 전열기, 전기기기 등의 

안전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 ＃4

3.2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난방기, 가열기 등의 

안전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 ＃5

3.3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바닥의 이물질 등을 

수시로 제거할 수 있다.
●

＃6
3.4 구급약을 비치하여 상황에 따른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

3.5 긴급 상황 발생 시 비상조치 요령에 따라 신

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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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및 문항 수 도출3.6

○ 지필/수행평가 적합성 선택 및 평가 문항 구성 도출 결과를 토대로 평가

방법 및 평가 문항 수를 도출함

【 모든 능력단위요소가 연계성이 있을 때 도출 사례 】

주요 평가영역 지식 ◑ 기술 ● 태도 ●

평가내용 ~ ~의 전 과정을 수행하기

능력단위 능력단위요소

주요 평가영역
능력단위요소 

연계성
문항수 평가방법지식

(지필)

기술·태도

(수행관찰)

기술

(산출물)

능력단위 A

능력단위요소 1 √ .1 .2

1 ~ ~ 평가

능력단위요소 2 √ .1 .2

【 능력단위요소 연계성이 부분적일 경우 도출 사례 】

주요 평가영역 지식 ● 기술 ● 태도 ●

평가내용 ~ ~작품을 제작하기, ~ ~의 과정을 수행하기, ~ ~에 대하여 이해하기

능력단위
능력단위

요소

주요 평가영역
능력단위요소 

연계성
문항수 평가방법지식

(지필)

기술·태도

(수행관찰)

기술

(산출물)

능력단위 A

능력단위

요소 1 √ .1 .2 .3 .4

1 포트폴리오
능력단위

요소 2
√ .1 .2 .3 .4

능력단위

요소 3 √ .1 .2 .3 .4 1 작업장평가

능력단위

요소 4
√ .1 .2 .3 .4 5

혼합형

(서술형, 

선택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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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평가영역) ‘3.4 주요 평가영역 및 평가내용 도출’(p.160)에서 도출한 

결과를 해당 능력단위의 능력단위요소별 주요 평가영역에 적용하여 표기함

- 이때 ‘2.4 NCS 기반 평가유형 재구조화 매칭 표’(p.147)를 참조하면 지식

은 지필 평가, 기술 태도는 수행과정 관찰평가, 기술은 산출물평가와 주

로 매칭됨을 고려함

- 능력단위요소별로 직무수행 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중 더 비중이 

높은 평가영역이 어디인지를 판단함

- 능력단위요소별 수행준거의 내용에 따라 ‘3.4 주요 평가영역 및 평가내용 

도출(p.160)’에서 도출한 결과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표기방법은 비중을 판단할 수 있는 표기법보다는 최종 선택적 표기법이 

바람직함

○ (능력단위요소 연계성) 위에서 파악한 능력단위요소 주요 평가영역, 능력

단위 내 능력단위요소들이 절차적 요소인지 영역적 요소인지 특성을 파

악하고, 평가내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능력단위요소들 간의 연계성을 최

종적으로 결정하고 표기함

【 능력단위요소 간 연계성 작성방법 】

구분
능력단위요소 구분 연계성 여부 판단

표기법 설명 표기법 설명

내용 .1  .2  .3  ...
능력단위요소 번호

를 활용하여 표기 또는 

능력단위요소 간 연계

성이 있을 때 음영처리

○ (문항 수) 해당 능력단위의 능력단위요소별 주요 평가영역과 ‘2.6 능력단

위 평가 문항 구성방법’(p.150)의 내용을 참조하여 평가 문항 수를 결정함

- 능력단위요소들이 서로 연계성이 있을 때, 연계성이 있는 능력단위요소

들을 통합하여 문항 수를 도출하는 것을 권장함

○ (평가방법) 도출된 평가내용과 문항 수, ‘2.4 NCS 기반 평가유형 재구조

화 매칭 표’(p.147)를 참조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을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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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내용(수행준거)이 수행내용 위주로 구성된 경우

     ✎ 예 시

○ 과정/과목명 : 1201010118_17v4 헤어샴푸

능력단위 능력단위요소

주요 평가영역
능력단위요소 

연계성
문항수 평가방법지식

(지필)

기술·태도

(수행관찰)

기술

(산출물)

1201010118_17v4

헤어샴푸

헤어샴푸하기 √ .1 .2

1 작업장평가
헤어 

트리트먼트하기
√ .1 .2

○ 훈련내용(수행준거)이 이론(지식)적 내용과 수행내용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 

     ✎ 예 시

○ 과정/과목명 : 1201010101_17v4 미용업 안전위생 관리

1. 수행평가 평가방법 및 문항수 도출

능력단위요소

주요 평가영역
능력단위요소 

연계성
문항수

수행형 

평가방법지식

(지필)

기술·태도

(수행관찰)

기술

(산출물)

미용사 위생 관리하기 ● .1 .2 .3 - -

미용업소 위생 관리하기 ● ● .1 .2 .3 1 사례연구

미용업 안전사고 예방하기 ● .1 .2 .3 - -

계 1

2. 지필형 평가방법 및 문항수 배정 / 최종 평가방법 선정

능력단위요소

지필형 수행형
평가

방법
문

항

수

문제 난이도 문제 유형 평가방법 평가방법

하 중 상 기초 응용 약술 진위형연결형 택일형 선다형 단답형서술형 사례연구

미용사 위생 
관리하기

2 1 1 1 1 1 1
진위형
택일형

미용업소 위생 
관리하기

1 1 1 1 1
택일형
서술형
사례연구

미용업 
안전사고 
예방하기

3 3 3 2 1
택일형
선다형

계 6 1 4 1 1 4 1 1 3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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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계획서 작성3.7

○ 평가계획은 교육훈련과정의 훈련목표, 훈련수준, 훈련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고, 구체적이며 실행 가능하도록 수립함

- 평가체계(평가계획, 평가실행, 평가결과 분석, 평가결과 환류 등) 및 내용

은 훈련목표, 훈련수준, 훈련대상자의 특성 등과 연계성이 높게 수립함

- 사전평가 등을 통해 분석된 교육훈련생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하여 평가

우수자, 미이수자, 학습부진자에 대한 보완 및 맞춤식 평가가 되도록 적

절한 평가계획을 수립함

- 훈련운영계획서를 수립할 때 선정한 교과별(NCS 소양교과, NCS 전공교

과, 비NCS 교과)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수립함

○ 평가계획서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는 사항

- 평가의 목적, 평가의 방향과 방침, 평가 유의사항 등 

- 평가의 종류, 평가 방법, 평가 시기, 평가장소 등 

- 지필 평가와 수행평가의 영역, 방법, 횟수, 기준, 반영 비율 등 

- 평가의 세부 기준, 결시자와 재평가자 처리 기준 등

- 교과목별 기준 성취율과 성취도 등

- 성적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

- 평가결과 분석 및 활용 방안 등

평가계획서 작성예시3.8

○ 실업자일반과정 평가계획서 작성사례로 제시하였으며 훈련사업의 종류,

훈련대상자, 훈련시간 등 교육훈련과정의 특성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에서 

변경하여 활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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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시

평가 계획서

  ✎설 명

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대해 작성하고, 40시간 

미만 훈련과정은 자율 작성함
결재

담당 - -

훈련기관명 ○○직업전문학교 훈련구분 실업자일반

훈련과정명 헤어미용 디자이너 양성과정 훈련기간 2021.○.○.~2021.○.○.(350시간)

평가담당자

성  명 :

이메일 :

연락처 :

1. 훈련과정 개요

훈련대상자

(선수능력)
헤어미용분야로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선수능력 필요없음)

훈련목표

헤어미용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의 미적 요구와 만족감 충족을 위해 미용

기기와 제품을 활용하여 샴푸, 헤어커트, 헤어퍼머넌트웨이브, 헤어컬러,

메이크업 등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훈련수준 3수준

훈련기간(시간) 4월(350시간)

NCS 소양교과 10시간 NCS 전공교과 240시간

비 NCS 

교과(이론)
60시간 비 NCS 교과(실습) 40시간

     ✎  설 명

평가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의 훈련운영계획서 중 훈련과정개요 내용을 참조하

여 요약적 내용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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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목적

•헤어미용 디자이너 양성과정을 이수한 교육훈련생의 교과목(능력단위)별 교육훈

련목표에 부합하는 수행능력 및 성취수준을 확인하고 판단하기 위함

•교과목(능력단위)별 교수계획서의 교수학습방법과 평가방법에 따라 교육훈련생

을 학습지도하고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피드백하기 위함

•평가결과 분석으로 교과편성,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 도구의 개선 등 향후 훈련

과정 개선 등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설 명

훈련과정의 훈련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과목별 교수계획서의 평가방법에 따라 훈

련생의 훈련성과 달성여부 평가를 시행하는 목적을 제시함

평가방침

•훈련과정의 NCS 소양교과, NCS 전공교과, 비NCS 교과(이론, 실습)로 나누어 

훈련운영계획서의 평가방법 및 평가일정을 준수하여 평가를 시행함

•훈련과정 평가에는 교육 훈련생, 훈련교사, 행정 실무자가 모두 참여함

•훈련생 평가 자료를 통해 훈련생의 성취도를 파악하고, 부진한 훈련생 대한 환

류체계를 통해 과정개발에 활용하도록 함

•평가의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 유연성 원칙을 준수

- 타당성: 평가내용과 관련이 있는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증거자료를 수집 및 판

단하며, 평가자는 평가내용을 정확히 숙지함

- 신뢰성: 복수의 평가자, 평가방법, 평가도구 간에 일관성 있는 평가결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평가함

- 공정성: 모든 교육훈련생이 공정하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환경과 기회

를 제공하며, 평가과정과 평가내용, 평가결과를 공개함

- 유연성: NCS에 적합한 평가를 시행하되 기관의 특성 및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

영할 수 있도록 평가함

     ✎  설 명

평가 시 준수해야 할 원칙 및 방향에 관한 개요와 추진방법을 기술함

2. 평가 추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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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체계

평가계획 평가실행

•평가 목표 설정

•평가 대상 및 평가기준 설정

•평가방법 결정

•평가일정 수립

•재평가 수립

•환류체계 수립 등

•능력단위별 평가시행

•훈련생 만족도조사

•평가자료 보관

•점수미달 훈련생 재평가

•보충훈련 시행

•비 ncs 평가 시행

•평가서식 및 평가증빙자료 관리 등

평가결과 환류 평가결과 분석

•훈련과정 평가 및 개선방향 도출

•차기 평가계획 수립 반영 등

•평가결과 분석(성취도평가)

•평가 문항의 적절성 및 난이도 검증

•자료보관 기간

•부진학생 재평가수립

•평가 개선방향 및 보완점 의견 취합

•훈련생 피드백 및 개선방향 도출 등

     ✎  설 명

훈련과정의 평가절차를 도식화하여 제시함

1) 평가계획

• 학습 성취도 달성 확인을 위한 평가계획 수립     

• 각 교과의 목표와 내용을 분석하여 각 교과목표별로 적합한 평가방법 유형을 선정

• 적절한 평가시기를 정하고 평가 영역에 따라 효과적인 측정 방법 선택

• 본 평가와 사전평가 도구 개발 (평가문항의 유형 개발 및 문항 난이도와 변별력 검증 등)

• 훈련이수체계도와 훈련수준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시기 수립

• 사전평가 분석을 통해 부진한 훈련생을 위한 결과 환류 체계 수립

• 재평가 일정 및 평가도구 등 수립

• 평가 후 결과 환류 체계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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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실행

• 훈련과정의 NCS 전공교과, NCS 소양교과, 비NCS 교과(이론, 실습)로 나누어 평

가방법 및 평가일정을 준수하여 평가 시행

• 훈련과정 평가에는 훈련생, 훈련교사, 행정 실무자가 모두 참여함

• 훈련생 평가 자료를 통해 훈련생의 성취도를 파악하고, 결과 환류를 통해 부진

한 훈련생에 대한 보충지도와 재평가 시행을 통한 훈련목표 달성 성취도 관리 

• 담당교사는 평가일정에 따라 평가 운영 및 관리감독 수행

• 능력단위(교과)별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능력단위별 1회 이상 훈련생 성취도 평가 시행

• 평가서식 및 평가증빙자료 관리

• 능력단위별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능력단위 훈련이 종료하는 시점에 평가 진행

• 훈련과정 종료 시 훈련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시행

• 평가 데이터 수집 및 보관 (서면, 파일)

3) 평가결과 분석

• 능력단위(교과)별 평가결과 분석 시행

• 성적 부진자를 파악하고 2차 평가를 위한 학업 지원체계 구축

• 내부 회의를 통해 능력단위(교과)별 평가 문항의 적절성 및 난이도 검증

• 내부 회의를 통해 평가의 개선방향 및 보완점 의견 취합

• 평가 결과에 대한 훈련생 피드백 및 개선방향 도출

4) 평가결과 환류

• 사전평가 결과를 통해 훈련과정 운영 반영(교수･학습자료 보완 및 추가 개발, 

훈련생 수준별 교육 지원 등)

• 평가회의를 통해 도출한 훈련과정 평가 및 개선방향 정리

• 과정 평가보고서 및 훈련생 만족도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차기 평가계획수립 시 반영

     ✎  설 명

도식화한 평가절차별 세부 추진 내용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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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방법

   1) NCS 소양교과

교과목명 영역 하위영역 교수학습방법 평가방법 평가내용

직업기초능력

직업윤리
근로윤리

공동체윤리

강의법

혼합형

(택일형

단답형

서술형)

•근로윤리, 공동체윤리

•팀웍능력, 리더십능력, 

갈등관리능력, 협상능력, 

고객서비스능력
대인관계능력

팀웍능력

리더십능력

갈등관리능력

협상능력

고객서비스

능력

  2) NCS 전공교과

교과목명 능력단위 능력단위요소 교수학습방법 평가방법 평가내용

헤어샴푸
1201010118_17v4

헤어샴푸

헤어샴푸하기

혼합형

(강의법

+학생실습)

작업장평가

•동료와 교대로 서로의 

두피･모발상태에 따라 

적절한 헤어 샴푸의 

전 과정을 수행하기

•샴푸의 수행과정을 관

찰하여 종합적으로 평

가하기

헤어트리트먼

트하기

안전위생관리

1201010101_17v4

미용업 안전위생 

관리

미용사 위생 

관리하기
강의법

혼합형

(진위형

택일형)

•손톱관리 방법 

•체취, 복장, 손세정법

미용업소 위생 

관리하기

혼합형

(강의법

+학생실습)

혼합형

(택일형

서술형

사례연구)

•내외부 청소 방법

•실내환경유지 방법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수건, 가운, 집기류, 미용기

기 및 도구 위생관리하기

미용업 

안전사고 

예방하기

강의법

혼합형

(택일형

선다형)

• 전기사고 예방 방법

• 화재사고 예방 방법

• 응급상황 대처 방법

이하생략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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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비 NCS 교과

교과목명 단원명 교수학습방법 평가방법 평가내용

미용학개론

• 미용이론

• 공중보건학

• 피부학

• 화장품학

• 소독학

• 공중위생관리학

강의법

혼합형

(택일형

단답형

서술형)

•~~방법

•~~이론

•~~원리

이하생략 ~ ~ ~ ~ ~ ~ ~ ~ ~ ~ ~ ~

     ✎  설 명

○ ‘2. 평가계획수립 실습’ 단원에서 도출한 능력단위별 교수학습방법, 평가방법, 평가내용을 기재함

○ 교과목별 교수계획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함

○ 향상훈련과정 중 일부 능력단위요소로만 편성시 전체 능력단위요소를 기재하고 미편성 능력단위

요소는 훈련시간란에 ‘–’ 기재

○ 평가횟수 : NCS전공교과는 능력단위별 1회 이상, 비 NCS교과는 교과목별 1회 이상 평가

교과목명 능력단위명
능력단위요소 교수

학습방법
평가방법 평가내용

요소명 시간

TV수리

(40시간)

전자제품 

수리

(40시간)

제품수리하기 40 혼합형

(강의법+

문제해결법)

작업장

평가
~~ TV수리하기

사후처리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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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부 평가계획(문항수, 평가일, 평가장소, 평가자, 검증자 등)

교과목명
능력단위

(영역 및 단원)
문항수 평가일

평가

장소
평가자

평가도구 검증

검증자 소속
검증

구분

직업기초능력
• 직업윤리

• 대인관계능력
30 ‘21.3.25 강의실 박소양 최검증 ○○직업전문학교 내부

헤어샴푸
1201010118_17v4

헤어샴푸
1 ‘21.4.15 실습실 김평가 이검증 ○○미용협회 외부

안전위생관리

1201010101_17v4

미용업 안전위생 

관리

2 ‘21.4.27 강의실 김평가 이검증 ○○미용협회 외부

2 ‘21.4.27 강의실 김평가 이검증 ○○미용협회 외부

3 ‘21.4.27 강의실 김평가 이검증 ○○미용협회 외부

이하생략 ~ ~ ~ ~ ~ ~ ~ ~ ~ ~ ~ ~ ~ ~ ~ ~ ~

미용학개론

• 미용이론

• 공중보건학

• 피부학

• 화장품학

• 소독학

• 공중위생관리학

30 ‘21.3.25 강의실 김평가
이검증

최검증

○○미용협회

○○직업전문학교

외부

내부

이하생략 ~ ~ ~ ~ ~ ~ ~ ~ ~ ~ ~ ~ ~ ~ ~ ~ ~

     ✎  설 명
○ 교과목명 : 훈련과정 모든 교과목명을 작성함

○ 능력단위(영역 및 단원) : NCS 전공교과는 능력단위명, 직업기초능력은 영역, 비 NCS교과목

은 단원을 작성함

○ 문항 수 : ‘2.6 평가방법 및 문항 수 도출’에서 도출한 문항 수를 작성함

○ 평가일 : 학사일정과 시간표를 고려하여 평가일을 선정하고, 일반적으로 능력단위별 훈련 종

료시점으로 선정함

○ 평가장소 : 평가에 활용되는 시설과 장비, 평가내용, 평가방법 및 정황을 고려하여 평가장소를 선정함

○ 평가자 : 평가 참여자(시험 감독, 채점자, 보조인력 등) 중 채점을 하고 훈련생에게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으로 기재함

○ 검증자 : 검증에 참여할 검증자 성명 기재함

○ 소속 : 검증자의 소속기관 기재함

○ 검증구분 : 검증자 소속의 내부 또는 외부 기재(타당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 검증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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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일정 예시

○ 위 서식에 따르지 않고 평가 추진 일정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아래와 같이 작성 가능함

교과구분 기재방법

NCS 소양교과 직업기초능력 또는 하위영역 중 선택하여 기재

NCS 전공교과

능력단위 기재

* 능력단위가 많아 교과목으로 평가를 진행하거나 교과목명이랑 능력

단위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교과목명을 작성하고, 하단에 능력단위명 기재 

   ex) 전산회계 이론(30)

      - 재무회계(10)

      - 원가회계(10)

      - 세무회계(10)

비 NCS 교과 교과목 기재

   예시) 평가 추진 일정 (350시간 과정)

교과구분
차수(주/월/분기/학기)

1월차(155시간) 2월차(135시간) 3월차(60시간)

NCS 소양교과

직업기초능력(10)

- 의사소통능력(5)

- 문서작성능력(5)

NCS 전공교과

회계정보시스템운용(30)

자금관리(45)

전표관리(50)

원가계산(30)*

결산관리(45)

비영리회계(45)

원가계산(30)

비 NCS 교과 재무회계(20) 원가회계(15) 세무회계(30)

   * 원가계산(능력단위) 훈련시간이 총 60시간이고, 능력단위가 끝나는 3월차에 평가를 실시할

경우에 대한 작성 예시임

    ※ ○월차와 ○월차에 능력단위(교과)를 나눠서 운영할 경우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월차에

대해 *를 표기해주고, 실제 과정이 운영되는 월차에 중복하여 능력단위명(교과명)을 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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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내용

NCS

소양교과

•

NCS

전공교과

•

비 NCS

교과

• 채점방법은 주관적 채점, 객관적 채점, 행동기록법 등 방법을 활용함

• 세부 평가항목(채점항목) 별 중요도, 난이도, 빈도를 고려하여 배점비중을 설정함

• 평가시 유의사항을 고려하여 평가시행 및 점수를 산출함

• 평가점수 산정

- 평가방법 및 문항수와 관계없이 매 평가별 100점 만점으로 평가

- 능력단위나 교과목별로 평가방법이 다수인 경우 평가방법별로 반영비율을 달

리하여 합산한 점수가 100점이 되도록 점수를 산정

• 성취기준

점수 구간 90점 이상 80∼90미만 70∼80미만 60∼70미만 60점 미만

성취수준 환산 5 4 3 2 1

• 보충학습 시행 및 재평가

- 선수능력이 필요 없는 신규구직자 대상 3수준 양성훈련과정이며, 現 국가기술

자격증이 60점 이상 합격인 점을 고려하여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인 훈련생

을 Fail로 판정하여 보충학습을 시행함

- 보충수업 종료 후 지도교사가 정한 일시에 재평가를 시행함

- 능력단위(교과목)별 평가일에 결석 등으로 응시하지 않은 경우 재평가를 시행함

5. 평가기준

• 훈련운영계획서의 교과목별 교수계획서의 평가방법에 준하여 평가진행

• 작업장평가처럼 수행평가로 진행되는 경우 채점기준을 설정하여 객관성 있는 평가 진행

• 평가기준에 따라 60점 미만인 훈련생은 보충교육 시행 후 1회 재평가 진행

• 능력단위(교과목)의 지식, 기술, 태도가 두루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문항 및 채점항목을 구성

     ✎  설 명

○ 평가대상인 NCS 소양교과, NCS 전공교과, 비 NCS 교과에 대한 평가기준을 상세하게 작성함

○ 평가점수 산정방법, 성취기준, 훈련성과 달성 여부, 보충학습 시행 및 재평가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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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자료관리 방법

사전평가

• 훈련생 관리카드, 입학면접평가, 사전평가 자료를 편철하여 보관

• 훈련시작 전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받고 정보가 유출되지 않

도록 보관

NCS 소양교과
직업기초능력별 선택영역에서 이루어진 자료 (사진, 활동지 등)를 별도로 

보관하고 훈련과정이 종료된 후 편철하여 보관

NCS 전공교과

및

비 NCS 교과

평가방법에 따라 자료관리 방법이 상이함 

① 서술형 시험 등 지필평가 : 훈련생이 작성한 시험지 자체 보관

② 포트폴리오 : 컴퓨터 작업이 아닌 작품형의 경우 학생 평가자료를 사진

으로 찍어서 파일로 보관하고, 컴퓨터로 작업한 문서의 경우 모두 출력

하지 않고 샘플자료를 제외한 자료는 파일로 보관

③ 사례연구 : 개인별, 소규모 그룹으로 구성된 사례 발표 시 이용한 자료

나 활동지, 보고서 등을 보관하고 과정 특성상 자료 확보가 어려운 경

우 사진이나 훈련 교사 피드백, 사례연구 목적과 성과, 참가자 명단을 

적은 회의록으로 대체하여 보관

④ 작업장평가 : 현장에서 실습과정을 지켜보며 즉시 평가할 수 있는 작업

형 과정의 경우에는 개인별/소규모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훈련과정 

특성에 맞춰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결과물이나 성과물이 나오는것이 

아니고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평가시의 현장 사진을 샘플로하여 보관

⑤ 역할연기 : 학생 상호간 모델로 하여 각 상황에 맞는 실습과제 내용을 

주어지고 현장에서 역할연기 실습과정을 지켜보며 즉시 평가함. 학생 

상호간 모델로 나누어 진행하며 훈련과정 특성에 맞춰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결과물이나 성과물이 나오는것이 아니고 보관할 수 없기 때

문에 평가시의 현장 사진을 샘플로하여 보관

만족도 평가
• HRD-Net을 통한 직접 확인

•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만족도는 별도 보관 및 자체 분석 시행

6. 평가자료 관리

     ✎  설 명

○ ‘3.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방법’에서 선정한 모든 평가방법마다 각각 평자자료를 어떻게 관

리할 것인지를 작성함(① 서술형 시험 등 지필평가 ~ ⑤ 역할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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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평가결과 활용

   1)  평가결과 분석 목적

    •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의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훈련생별 성취도 제고를 위

한 후속조치 및 훈련과정 운영 개선 방안 마련

   2) 평가결과 분석 방법

    • 교과목(능력단위)별 훈련생 평가를 시행한 후, 매달 마지막 주 평가에 대한 결과를 

정량적(평가결과 분석), 정성적(훈련교사 및 훈련시설, 기자재 등의 만족도)으로 분

석하여 개선방안 도출

   3) 평가결과 환류절차 및 내용 

절차 내용

평가시행

• 평가일정을 준수하여 교과목(능력단위별) 평가 시행

• 훈련생 수준을 고려하여 평가문항의 난이도를 조절하고 

시험시간 배정

• 지도교사 참관하에 해당 항목별 평가 시행

평가결과 분석

• 훈련생의 평가지를 회수하여 NCS 전공교과, 비NCS교과 

영역별 성취도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훈련생 개별 성취수준 변동사항 분석

성취도 회의 시행

• 성취도 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훈련교사, 팀장, 교무부장,

행정 및 취업 담당자 참여하에 월 1회 성취도 분석 회의 시행

•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훈련과정 보완 및 개선방안 도출

평가결과 후속조치
•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학생 포상, 미이수자 보충지도 및 

재평가 등을 시행하여, 훈련생의 성취도 제고 노력

차기 훈련과정 

보완·개발

• 회의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단기간 내에 수정 

가능한 부분은 즉시 개선하고, 훈련과정 편성 및 훈련시간 

등의 경우 차기 훈련과정 개발에 반영하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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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활용 방안

평가우수자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훈련생 2명을 선발하여 우수상과 상품

을 수여하여 교육 참여도 및 학습 흥미도를 높이고자 함

미이수자
60점미만의 점수를 획득한 훈련생들의 경우 보충수업 및 개별과제를 통해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고 재평가를 시행함

학습부진자
면담 및 작업진행 사항을 파악한 후 피드백 및 별도의 학습자료를 제공하

여 이해도를 높임

취업처 추천 학업우수자 취업처 우선 추천

차기 훈련과정 

개선

훈련교사 인사고과 반영, 훈련장비 변경, 훈련교재 변경, 훈련시간 변경,

보조학습자료 활용 등

기타 자격증 대비 동아리 활동~~~~

※ 차기 훈련과정 개선방안 도출 예시

개선사항 세부내용

훈련교사 

인사고과 반영

만족도 조사를 통해 나온 교수학습 만족도(교수기법 및 성실성 외)분석을 

통해 훈련교사의 성과급 차등 지급 및 진급여부 결정

훈련장비 변경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훈련장비 및 기자재 변경

훈련교재 변경
훈련생들의 훈련교재에 대한 민원이 3회 이상 발생 시 의견을 수렴하여 

교재를 변경하여 효율적인 수업이 운영되도록 개선

훈련시간 변경

주 5회 하루 8시간 진행되는 수업의 수강생들이 실습을 이론을 병행하여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수업진도를 맞추기 힘들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주 5

회에서 주3회로 훈련시간 개선

보조학습자료 

활용

기초가 부족한 훈련생들을 위해 훈련교사가 자체 제작한 보조학습자료를 

배포하여 학습의지를 고취하도록 함

... ...

     ✎  설 명
○ 평가결과 분석 목적, 평가결과 분석 방법을 작성하고, 평가결과 환류절차 및 내용을 도

식화하여 제시 

○ 평가우수자, 미이수자, 학습부진자 등에 대한 후속조치와 차기 훈련과정 개선방안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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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CS 기반 평가도구 설계 및 개발

○ 평가도구란 교육훈련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데 필요한 측정도구 세트(예: 평가문항, 모범답안, 채점기준표 등)를 의미함

【 NCS 기반 평가도구 설계 및 개발 절차 】

절차 내용 예시

NCS 기반 

평가도구

설계 개발

평가도구설계

•능력단위요소별 배점 비중 도출 p.183

•평가 문항 개발 p.186, 188, 189

•평가 기준 개발(채점 기준, 성취기준 등) p.191, p.194

•모범 수행결과 개발 p.200~p.202

평가도구개발

•능력단위 평가과제 개요서(교사용) p.203~p.207

•능력단위 평가과제(학생용) p.208~p.209

•수행과제 채점표 p.211~p.212

•평가 증빙자료 p.213

•능력단위 성적표 p.214~p.215

•NCS 교과 수행평가서 p.216

•학생별 훈련과정 종합평가서 p.217

•기타 평가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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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단위요소별 배점 비중 도출4.1

○ 능력단위에 해당하는 단원(능력단위요소)별 배점 비중을 훈련 필요성(중요

도, 난이도, 활용빈도) 정도로 도출함

- 평가자가 단원(능력단위요소)별 중요도, 난이도, 활용빈도의 상중하를 판단

하여 상을 3점, 중을 2점, 하를 1점으로 작성함

- 중요도(Ⓐ), 난이도(Ⓑ), 활용빈도(Ⓒ)별로 하단에 총합을 작성함

- ‘Ⓓ(Ⓐ+Ⓑ+Ⓒ)'란 합계에는 각 능력단위요소별 중요도, 난이도, 활용빈도의 

상중하에 따라 환산한 값의 총합을 작성함

- 'Ⓔ'란은 중요도(Ⓐ), 난이도(Ⓑ), 활용빈도(Ⓒ)의 총합의 합계를 작성하고,

총합을 배점 비중의 기준으로 활용함

- 능력단위요소별 배점 비중 = (Ⓓ / Ⓔ) X 100

【 단원(능력단위요소)별 배점 비중 계산방법 】

능력단위 능력단위요소
중요도

Ⓐ

난이도

Ⓑ

활용빈도

Ⓒ

합계

Ⓓ

(Ⓐ+Ⓑ+Ⓒ)

배점 비중

(Ⓓ/Ⓔ)X100(%)

능력단위 A

능력단위요소 1 3(상) 2(중) 3(상) 8 40%

능력단위요소 2 1(하) 3(상) 2(중) 6 30%

능력단위요소 3 1(하) 3(상) 2(중) 6 30%

계 5 8 7
20

Ⓔ
100%



NCS기반 훈련과정 편성ㆍ평가도구 활용 매뉴얼

182 ∙ 

구분 개념 척도 기준

중요도

해당 능력단위요소를 성공적

으로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

는 정도

•상 : 해당 능력단위요소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숙달해

야 할 기능

•중 : 해당 능력단위요소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능

•하 : 해당 능력단위요소를 수행하기 위

해 기초적으로 습득해야 할 기능

난이도

해당 능력단위요소를 수행하

는 데 있어, 복잡성과 복합

성을 요구하는 정도

•상 : 높은 수준의 실무이론, 복잡한 공

식, 복합적인 이해력 또는 계산문

제가 요구되는 기능

•중 : 일반적인 수준의 실무이론이나 이

해력 응용문제, 계산문제가 요구

되는 기능

•하 : 단순한 수준의 실무이론이나 간단

한 공식, 단순한 이해력을 요구하

는 기능

활용빈도

해당 직무의 전체 업무와 비

교하여, 해당 능력단위요소

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회

수(상대적인 기준이므로 직

무의 종류에 따라 척도 기준

을 조정할 수 있음)

•상 :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말함

•중 :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함

•하 :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함

【 훈련 필요성 제시 시, 중요도 난이도 활용빈도의 개념과 척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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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형 능력단위요소별 배점 비중 도출 예시

     ✎ 예 시1

○ 과정/과목명 : 1201010118_17v4 헤어샴푸

능력단위 능력단위요소

훈련 필요성

배점 비중

(Ⓓ/Ⓔ)*100

중요도 

Ⓐ

난이도 

Ⓑ

활용빈도 

Ⓒ
합계 

Ⓓ

(Ⓐ+Ⓑ+Ⓒ)
낮음    ↔    보통     ↔    높음

① ② ③

1201010118_17v4

헤어샴푸

헤어샴푸하기 3 2 3 8 50

헤어트리트먼트하기 3 2 3 8 50

계   Ⓔ 6 4 6 16 100

○ 혼합형(지필형+수행형) 능력단위요소별 배점 비중 도출 예시

     ✎ 예 시2

○ 과정/과목명 : 1201010101_17v4 미용업 안전위생 관리

능력단위요소

지필형(30%) 수행형(70%)

문

항

수

배

점

훈련 필요성

배점비중

(Ⓓ/Ⓔ*100

문

항

수

배

점

중요도 

Ⓐ

난이도 

Ⓑ

활용빈도 

Ⓒ 합계 

Ⓓ낮음    ↔    보통     ↔    높음

① ② ③

미용사 위생 관리하기 2 10

미용업소 위생 관리하기 1 5 3 1 2 6 100 1 70

미용업 안전사고 예방하기 3 15

계   Ⓔ 6 30 3 1 2 6 100 1 70



NCS기반 훈련과정 편성ㆍ평가도구 활용 매뉴얼

184 ∙ 

평가 문항 개발4.2

○ 평가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과정 내용과 수행준거, 학생 수

준 및 특성, 성취수준 등을 분석한 결과를 잘 반영하도록 함

○ 평가 문항은 다음과 같은 수행평가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제의 상황

과 정황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실무·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반영한 실제적인 맥락의 과제

- 다양한 지식·기술·태도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적인 사고 능력 과제

- 수행평가를 통해서 능력획득 여부 판단뿐만 아니라 학습과 성장을 동시

에 할 기회를 제공하는 과제

- 단순 지필 평가만이 아닌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와 노력

을 할 수 있는 비구조화된 과제

○ 프로젝트 수업 등의 교수·학습 방법을 참고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

요한 시간, 참여 방법, 산출물의 형태 등을 고려해 세부 평가 문항을 개발함

○ ‘2.6 능력단위 평가 문항 구성방법’(p.150)의 내용을 고려하여 평가 문항을 개발함

○ GRASPS 모형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수행과제를 개발할 수 있음 

【 GRASPS 모형을 활용한 수행과제 개발방법 】

요 소 설명

목표(G : Goal) •수행과제의 목표를 기술함

역할(R : Role)

•수행과제 수행자의 역할(학생이 취하게 되는 직업적 역할 등)

•목표와 관계가 있어야함

•예) 헤어디자이너, 기계설계사, 용접사, 시각디자이너, 비서 등

대상(A : Audience)
•수행과제의 실시 대상(어떤 대상자)

•예) 고객, 클라이언트, 환자, 시청자, CEO 등

상황(S : Situation) •수행과제가 이루어지는 실제 세계의 상황조건 등 맥락을 설명함

수행(P : Performance)
•최종 결과와 수행내용(결과물 제작, 보고서 제출, 발표, 과정 수행 등)

•수행자의 수행 결과가 수행능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함

기준(S : Standard)
•수행과제에 포함되어야 할 것(성공을 판단할 수 있는 수행준거)

•수행의 조건 및 요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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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 고

과정명 헤어디자이너 양성과정 교과목명 헤어샴푸

능력단위
1201010118_17v4

헤어샴푸
능력단위요소

헤어샴푸하기
평가방법 작업장평가

헤어 트리트먼트하기

문항수 1 평가시간 15분 배점 100

평가내용
• 동료와 교대로 서로의 두피･모발상태에 따라 적절한 헤어 샴푸의 전 과정을 수행하기

• 샴푸의 수행과정을 관찰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GRASPS 모형을 통한 수행과제 개발

요소 내용

목표(G)
고객의 두피·모발 상태에 따라 적합한 샴푸제와 트리트먼트제를 선택하고 샴푸 기술을 

사용하여 세정할 수 있다.

역할(R) 헤어디자이너

대상(A) 고객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는 동료(고객)

상황(S)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며 고객에게 헤어 커트, 헤어 펌 등을 시행하고 

고객의 두피･모발상태에 따라 적절한 헤어 샴푸를 시행해야하는 상황

수행(P)

서로의 목적별 샴푸(염색·헤어 커트·퍼머넌트 웨이브 전·후 등 시행 목적에 따른 

샴푸)를 결정하고, 동료와 교대로 서로의 두피･모발상태에 따라 적절한 헤어 샴푸의 

전 과정을 수행하기

기준(S)

• 고객 샴푸대로 안내하기

• 브러싱 및 보호용구 착용시키기

• 샴푸대에 고객 눕히기

• 수온 및 수압 확인하기

• 모발 물적시기

• 샴푸 진행하기

• 거품 행구기

• 트리트먼트 진행하기

• 타월로 물기 제거 후 타월 감싸기

• 샴푸 후 마무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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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형 평가문항 개발 예시

     ✎ 예 시

과정명
①

헤어디자이너 양성과정 교과목명
②

헤어샴푸

능력단위
③ 1201010118_17v4

헤어샴푸
능력단위요소

④
헤어샴푸하기

평가방법
⑤

작업장평가
헤어 트리트먼트하기

문항수
⑥

1 평가시간
⑦

15분 배점
⑧

100

평가내용
⑨ • 동료와 교대로 서로의 두피･모발상태에 따라 적절한 헤어 샴푸의 전 과정을 수행하기

• 샴푸의 수행과정을 관찰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평가 문항⑩

(수행내용)

지시사항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의 수행 순서와 내용으로 샴푸를 시행하시오.

요구사항

1. 조 편성 : 2인 1조 편성(고객, 헤어디자이너)

2. 서로의 목적별 샴푸(두피·모발상태 파악 및 염색·헤어 커트·퍼머넌트 웨이브 

전·후 등 시행 목적에 따른 샴푸)를 결정

3. 모발의 정돈과 이물질 제거를 위해 사전 브러시 시행

4. 혈액순환 개선과 신진대사 촉진을 위해 두피 매니플레이션 시행

5. 모발 보호제(헤어 컨디셔너, 헤어 트리트먼트 등)도 사용하여 시행

6. 두피·모발을 깨끗하게 세정

7. 샴푸 시행 중 고객의 불편사항이 없는지 점검

8. 타월로 모발을 잘 감싸서 고정

9. 샴푸 후 마무리하기

제공자료(사진·도면·보고서 서식, 기타자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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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정명 : 교육훈련을 진행한 훈련 과정명 작성함

② 교과목명 : 훈련과정으로 편성한 교과목명을 작성함

③ 능력단위 :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단위 분류번호 및 능력단위명 작성함

④ 능력단위요소 : 해당 능력단위의 모든 능력단위요소가 아닌 평가 문항에 반

영된 능력단위요소를 작성함

⑤ 평가방법 : ‘3.6 평가방법 및 문항 수 도출’(p.164) 또는 평가계획서에서 선정한 

능력단위나 능력단위요소별 평가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함

⑥ 문항 수 : ‘3.6 평가방법 및 문항 수 도출’(p.164) 또는 평가계획서에서 선정한 

능력단위나 능력단위요소별 문항 수를 참고하여 작성함

⑦ 평가시간 : 피평가자 1명이 평가 문항을 수행하는데 걸리는 적정한 평가시간을 작성함

⑧ 배점 : 해당 평가 문항의 배점을 기록하되 ‘4.1 능력단위요소별 배점 비중 도출’(p.181)

의 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함

⑨ 평가내용 : 능력획득 여부와 성취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평가 문항의 요약적 내

용을 간략하게 작성함

- ‘3.4 주요 평가영역 및 평가내용 도출’(p.160)에서 훈련기준의 해당 과정/

과목명(능력단위) 훈련목표, 장비·재료, 평가할 때 고려사항, 수행준거 수업

평가의 일체화 설계 등을 고려하여 도출한 ‘평가내용’을 적용함

⑩ 평가 문항(수행내용) : ‘평가내용⑨ ’을 참조하여 교육훈련생에게 수행내용

을 지시(~을 작성하시오, ~을 제작하시오, ~을 디자인하시오, ~을 수행하

시오 등)하는 지시사항, 과제의 세부적이면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작성

하고, 필요시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고 사진�도면�보고서 서식�기타자료 등 

제공자료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아래 예시 평가문항 개발처럼 보고서로 작성하게 하는 평가 문항

의 경우 작성해야 할 항목 또는 보고서 서식을 제공해줌으로써 피평가자

의 혼란을 방지하고 원하는 내용으로 답안을 작성하게 유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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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형 평가문항 개발 예시

     ✎ 예 시

과정명 헤어디자이너 양성과정 교과목명
미용업 안전위생 

관리

능력단위

1201010101_17v4 

미용업 안전위생 

관리

능력단위요소
미용업소 위생 

관리하기
평가방법 사례연구

문항수 1 평가시간 30분 배점 70

평가내용

미용업소 수건과 가운을 세탁하여 보관하는 방법, 식음료 서비스에 사용하는 집기

류 세척 및 보관 방법, 미용도구 및 기기별 소독 방법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평가문항

(수행내용)

지시사항

미용업소 위생관리 방법을 <조건>에 따라 제공한 보고서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시오.

요구사항

〈 조 건 〉

1. 미용업소 수건과 가운을 세탁하여 보관하는 방법

2. 식음료 서비스에 사용하는 집기류(컵, 쟁반, 포크, 나이프, 티스푼, 믹서기, 

커피 머신, 토스터기 등)를 청결하게 세척하여 보관하는 방법

3. 미용업소에서 주로 사용되는 미용도구 및 기기별 소독 방법

제공자료(사진·도면·보고서 서식, 기타자료 등)

미용업소 위생관리 방법 조사보고서

순번 도 구 명 위생관리 또는 소독 방법

1 수건과 가운

2

집기류

(컵, 쟁반, 포크, 나이프, 티스푼, 믹서

기, 커피 머신, 토스터기 등)

3
미용

도구

가위

4 각종 빗과 핀셋, 염색 볼

5 롤 브러시

6

미용

기기

매직기, 전기 아이론, 드라이기

7 디지털 세팅기

8 스티머기

9 두피 진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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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필형 평가문항 개발 예시

     ✎ 예 시

과정명 헤어디자이너 양성과정 교과목명 미용업 안전위생 
관리

능력단위
1201010101_1
7v4 미용업 

안전위생 관리
능력단위요소

미용사 위생 관리하기

평가방법

진위형
택일형
선다형
서술형

미용업소 위생 관리하기

미용업 안전사고 예방하기

문항수 6 평가시간 20분 배점 30

평가문항

및 

모범답안

문제번호 6 능력단위요소 미용사 위생관리하기 배점 6

평가방법

진위형 선다형
유형구분

기초문제 응용문제 약술문제

●연결형 단답형

난이도
상 중 하

택일형 서술형 ● ●

문제

그림은 여러 가지 손톱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 손톱 모양의 명칭을 쓰고, 미
용실에서 고객에게 시술하기 적합한 손톱 모양과 그 이유를 쓰시오.

○ 손톱 모양의 명칭
   ㉠                 ㉡                  ㉢                  ㉣
○ 고객에게 시술하기 적합한 손톱모양 : 
○ 이유 : 

모범답안

○ 손톱 모양의 명칭

  ㉠ 스퀘어(square)형       ㉡ 라운드 스퀘어(round square)형

  ㉢ 라운드(round)형        ㉣ 오발(oval)형

○ 고객에게 시술하기 적합한 손톱모양

  ㉡ 라운드 스퀘어(round square)형,   ㉢ 라운드(round)형

○ 이유 : 예기치 못한 실수로 인하여 자신이나 고객의 신체에 상처나 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

채점 기준표

점수 채점 기준 점수 채점 기준

6 6가지를 오류 없이 제시한 경우 3 3가지를 오류 없이 제시한 경우

5 5가지를 오류 없이 제시한 경우 2 2가지를 오류 없이 제시한 경우

4 4가지를 오류 없이 제시한 경우 1 1가지를 오류 없이 제시한 경우

--- 타 평가문제 생략 --

* 평가문항 출처 : 전문교과Ⅱ 평가기준 예시자료_미용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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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문항 점검 사항

- 능력단위 내 모든 능력단위요소 및 수행준거들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게 

개발되었는가?

- 수업 내용과 관련이 있고, 수업의 일환으로 가능한 것인가?

- 공간, 장비, 시간, 비용 등의 요소를 고려할 때 충분히 실행 가능한가?

- 실제 상황에서의 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는가?

- 분석력, 종합력, 비판력 등의 종합적인 고등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적절한가?

- 학생이 평가에 참여하는 동안 인지적·정의적·심동적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는가?

- 학생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형태

의 과제로 개발되었는가?

- 성별, 지역, 문화적인 측면에서 특정 학생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가?

- 학생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학생의 참여 동기와 흥미를 

고려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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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개발4.3

○ 평가 문항별 평가 기준을 개발하며, 교육훈련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

준으로 채점 방법, 채점 기준, 배점, 평가시 유의사항, 성취기준 등을 설정함

○ 수행형 평가 기준 개발 예시

     ✎ 예 시

과정명 헤어디자이너 양성과정 교과목명 헤어샴푸

능력단위
1201010118_17v4

헤어샴푸
능력단위요소

헤어샴푸하기
평가방법 작업장평가

헤어 트리트먼트하기

문항수 1 평가시간 15분 배점 100

채점방법
①

주관적 채점 객관적 채점 행동기록법 기타

√

채점기준
②

능력단
위요소

평가
요소 순번 평가항목(채점항목) 기준 배점

헤어

샴푸

하기

안내태도 1 샴푸대로 이동시 안내멘트(‘고객님 샴푸실로 안내하겠습
니다.’)등을 사용하였다.

Y / N 2

브러싱 및 

보호용구 

착용

2 샴푸 전 고객에게 사전 브러싱을 시행하였다. Y / N 3

3
고객에게 무릎덮개, 어깨타월, 페이스캡, 아이패드 등을 
착용하였다.

Y / N 3

샴푸대에 

눕힘

4
샴푸대 볼로 고객의 네이프 부분에 모발을 가지런히 정돈
하며, 고객을 샴푸대에 눕혔다. Y / N 2

5
샴푸대에 누워있는 고객에게 목 상태나 자세의 불편함에 
대해 확인하고 편안한 상태가 되도록 유도하였다.

Y / N 2

수온수압 

확인

6 시술자의 손목 안에서 물의 온도와 수압을 확인하였다. Y / N 3

7 고객의 골덴 포인트에 물을 적신 후 수온과 수압이 적정
한지를 고객에게 질문하고 조정하였다.

Y / N 3

이하생략 ....... ................................... ......

소계 50

헤어 

트리트

먼트

하기

트리트먼

트 진행

19 트리트먼트제 양이 모량과 모발상태에 적합하였다. Y / N 4

20 거품이나 물이 고객의 얼굴과 귀에 흐르지 않았다. Y / N 4

21 두피 전체에 고르게 지압과 매니플레이션을 시행하였다. Y / N 4

타월로 

물기제거

22 샴푸시술 후 타월로 모발의 물기를 잘 제거하였다. Y / N 4

23 고객의 페이스라인과 귀에 묻은 물기를 깨끗하게 제거하였다. Y / N 4

24 타월로 모발의 물기를 1차 제거하였다. Y / N 4

타월 

감싸기

25 타월로 모발을 잘 감싸서 고정하였다. Y / N 4

26 타월이 풀리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감싸 고정하였다. Y / N 4

27 타월 밖으로 나온 모발이 없도록 감싸 고정하였다. Y / N 4

마무리

하기

28 고객을 편안하게 일으켜 앉혔다. Y / N 2

....... - 이하생략 -

소계 50

합계 100

평가시 

유의사항
③

- 샴푸의 전 과정을 객관적 채점방법을 활용하여 Y / N에 따라 조건 만족시 배점 전부 

부여 또는 조건 불 만족시 0점 부여

- 최소한 모발 길이가 30㎝이상인 롱헤어 모델 일 것

성취기준
④

점수 구간 90 이상 80∼90미만 70∼80미만 60∼70미만 60점 미만

성취수준 환산 5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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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점방법 : 평가항목(채점항목)을 채점하고 기록하는 방법을 의미함

- (원리) 수행평가의 기본 원리는 평정자의 관찰과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

에 평가의 신뢰성이 평정자의 관찰 기술에 따라 좌우되므로 학습자의 수

행이나 결과물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요구됨

- (종류) 학습자의 수행이나 결과물을 평가하여 기록하는 방법(채점방법)으

로는 객관적 채점방법(체크리스트법), 주관적 채점방법(평정법), 행동기록법,

일화기록법 등이 있음

② 채점기준 : 평가의 대상이 되는 수행과정이나 산출물의 질을 구별하기 위한 일

련의 지침이며 지식·기술·태도의 구체적인 평가 요소, 평가 요소별 척도(배점),

수행 수준을 구별할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 등을 반영함

③ 평가 시 유의사항 : 평가 시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될 내용, 주의사항, 채점방

법에 따른 점수 부여 방법 등을 제시함

④ 성취기준 : 교과목(능력단위)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기록한 후, 점수 구간에 

따라 교육훈련생의 성취수준을 판정할 수 있음

【 수행평가서의 성취수준에 반영하는 경우 예시】

점수 구간 90 이상 80∼90미만 70∼80미만 60∼70미만 60점 미만

성취수준 환산 5 4 3 2 1

【 학점에 반영하는 경우 예시 】

점수 구간
95 

이상

90∼95

미만

85∼90

미만

80∼85

미만

75∼80

미만

70∼75

미만

65∼70

미만

60∼65

미만
60미만

학점 A+ A- B+ B- C+ C- D+ D- F

- (점수 구간) 교과목(능력단위)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할 때 점수 구간을 평가

자가 위 예시처럼 설정할 수 있으나 점수구간의 등간격 등 적정성을 고려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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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취수준) 능력단위별 훈련목표 도달 여부의 성취수준 설정은 타당성과 

적정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능력단위 Pass/Fail의 기준을 무조건 2수준(60

점 이상) 이상이 아니라 훈련대상자의 수준 및 특성 등에 따라 달리할 수 

있음

참 고

○ 능력단위에 대한 수업내용과 평가문항 난이도는 훈련대상자의 수준이나 특성 

등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성취수준을 설정함

○ 4수준 교과목이 4개(A, B, C, D), 3수준 교과목이 2개(E, F), 5수준 교과목이 1

개(G)로 구성된 훈련과정의 목표수준이 4수준이라고 할 때

  - 3수준 교과목(E, F)과 4수준 교과목(A, B, C, D)에 대한 수행평가시 성취수준

목표를 3단계(3수준) 수행정도면 성취수준에 도달 가능하다고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음

  - 훈련과정 목표수준(4수준)보다 높은 5수준 교과목(G)의 성취수준은 3단계 

이하로 설정하여 교과목 성취수준을 평가할 수 있음

○ 훈련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훈련내용과 평가문항 난이도를 달리하지 않고 5수

준 능력단위를 평가하고자 할 때 

  - 재직자 향상과정에서 수행평가시 성취수준 목표를 3단계(3수준) 수행정도

면 성취수준에 도달 가능하다고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음

  - 고교위탁과정에서 수행평가시 성취수준 목표를 1단계(1수준) 수행정도면 

성취수준에 도달 가능하다고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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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형 평가 기준 개발 예시

     ✎ 예 시

과정명 헤어디자이너 양성과정 교과목명 미용업 안전위생 관리

능력단위
1201010101_17v4 
미용업 안전위생 

관리
능력단위요소

미용업소 위생 
관리하기

평가방법 사례연구

문항수 1 평가시간 30분 배점 70

채점방법

주관적 채점 객관적 채점 행동기록법 비고

√

채점기준

평가 요소 점수 채점 기준

미용업소 위생관

리 방법을 조사

하여 작성함.

70 내용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작성함.

65 작성한 자료에서 오류가 1개 발견됨.

60 작성한 자료에서 오류가 2개 발견됨.

55 작성한 자료에서 오류가 3개 발견됨.

50 작성한 자료에서 오류가 4개 발견됨.

45 작성한 자료에서 오류가 5개 발견됨.

40 작성한 자료에서 오류가 6개 발견됨.

35 작성한 자료에서 오류가 7개 발견됨.

30 작성한 자료에서 오류가 8개 발견됨.

5 작성한 자료가 미흡함.

평가시 

유의사항

- 본 과제는 수행형 평가문항으로서 100점 중 70점 배점이며, 지필형 평가문항은 30점 

배점으로 구성되어 있음

- 따라서 능력단위 점수 산정시 수행형 평가점수와 지필형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아래 

성취기준을 환산함

성취기준

점수 구간 90 이상 80∼90미만 70∼80미만 60∼70미만 60점 미만

성취수준 환산 5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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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준거만을 그대로 채점항목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수행준거는 훈련기준에서 ‘훈련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음

- 학습모듈에서는 능력단위요소를 ‘학습’으로 제시하고 학습은 일반교과의 

‘대단원’에 해당하며, 수행준거는 학습내용과 학습목표로 제시하고 있으

며 일반교과의 ‘중단원’에 해당함

【 수행준거만을 채점항목으로 활용한 부적절 사례 】

능력

단위
능력단위요소 평가항목(채점항목)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헤어

샴푸

헤어

샴푸하기

고객의 편의를 위해 가운 및 무릎 덮개, 
어깨타월을 착용해 주고 좌식 또는 와식 
샴푸를 할 수 있다.

엉킨 모발의 정돈과 이물질 제거를 위해 

사전 브러시를 할 수 있다.

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샴푸대의 높이와 

수온 및 수압을 조절할 수 있다.

얼굴에 물이 튀지 않도록 모발에 물길을 만
들어 모발을 충분하게 물에 적실 수 있다.

모발 길이 및 모량에 따라 적당량의 샴푸

제를 사용하여 두피 매니플레이션을 할 수 
있다.

샴푸성분이 남지 않도록 페이스라인, 귀, 
모발, 두피 등을 충분하게 헹굴 수 있다. 

헤어 

트리트먼트

하기

샴푸 후 두피·모발 상태를 파악하여 모발

을 트리트먼트를 할 수 있다.

트리트먼트제를 모발에 도포한 후 두피 지
압과 매니플레이션을 할 수 있다.

트리트먼트제가 페이스라인, 귀, 두피 등
에 남지 않도록 충분하게 헹굴 수 있다.

타월로 모발의 물기를 제거한 후 두상을 

타월로 감쌀 수 있다.

샴푸대 및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 후 고
객을 서비스 공간으로 안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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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채점방법 종류와 내용

○ 객관적 채점, 주관적 채점, 행동기록법, 일화기록법 등이 있음

○ (객관적 채점) 평가의 한 기록법으로써 체크리스트법이라고도 함

【 객관적 채점 방법의 특징 및 활용 】

특징

• 관찰하려는 행동 단위나 산출물 결과 상태를 미리 자세히 분류하고, 행동이 

나타났을 때 또는 산출물의 결과가 기준에 부합하는 상태일 때 체크하거나 

빈도로 표시하는 방법임

• 채점할 때 평가자의 주관성이 배제되고 측정, 점검 등을 통해서 작동 여부, 존

재 여부, 치수 부합 여부, 수행 여부 등 객관적으로 판단 채점하는 방법임

• 평가자가 다수더라도 같은 채점결과가 도출되므로 채점의 신뢰성, 타당성이 높음

• 단순히 예/아니오(O/X, Yes/No, Pass/Fail)의 판단만을 요구함. 채점 기준에 

따른 부분점수 부여(감점제)도 가능함

• 범주는 가능한 한 명확하고 정밀해야 하고 요소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 적용 가능함

평가의 

활용

• 수업 목표의 달성 여부

• 기능의 숙달 여부

• 과제 수행 시 절차의 준수 여부

• 학습자 산출물(작품 등)의 완성도

○ (주관적 채점) 평가의 한 기록법으로써 평정법이라고도 함

【 주관적 채점 방법의 특징 및 활용 】

특징

• 채점할 때 평가자의 개인적 소양과 자질에 근거하여 주관적 판단으로 채점하는 방법임

• 평가자에 따라 채점결과가 달라지거나 상반될 수 있고 판단의 적합성을 입

증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 평가자가 평정 받는 객체를 숫자의 연속체 위에 분류하는 측정 도구임

• 상 중 하 등 3점 척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등 5점 척

도, 7점 척도 등 중간 등급이 있는 홀수 척도를 선호함

• 일반적으로 등급의 수가 많을수록 변별도 및 신뢰도가 더 높아짐

평가의 

활용

• 수업 목표의 달성 정도

• 기능의 숙달 정도

• 과제 수행 시 태도의 만족도

• 학습자 산출물(작품 등)의 창의성,

심미성, 디자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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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예시

3등급 3점 척도

3등급 5점 척도

(객관적 채점항목과 

병행하여 사용시)

5등급 5점 척도

5등급 4점 척도

(수행결과를 

산업표준과 비교하는 

예시)

0점 : 산업 표준에 매우 미흡한 수행능력이거나 수행하지 않음

1점 : 산업 표준 이하의 수행능력

2점 : 산업 표준을 만족하는 수행능력 

3점 :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는 산업 표준을 능가하는 수행능력 

4점 : 전체적으로 산업 표준을 능가하는 수행능력이며, 우수함 

10등급 10점 척도

순번 등급 배점 비고

1 1등급(Excellent) 10 훌륭하다

2 2등급(Very good) 9 매우 좋다

3 3등급(Good) 8 좋다

4 4등급(Rather good) 7 비교적 좋다

5 5등급(Sufficient) 6 충분하다

6 6등급(Average) 5 보통이다

7 7등급(Weak) 4 부족하다

8 8등급(Insufficient) 3 불충분하다

9 9등급(Very poor) 2 매우 부족하다

10 10등급(Zero) 1 하지 않았다

- 다양한 주관적 채점 평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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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시

○ 객관적 채점과 주관적 채점 방법을 적용한 선반가공 직종 과제 채점기준표 사례

능력단위

요소

평가

요소
순번 채점항목 기준 배점 채점방법

작업준비

하기

작업

준비

1 적절한 공구 선택 상 5점, 중 3점, 하 1점 5

주관
2 적절한 공작물 설치 상 7점, 중 4점, 하 1점 7

3 적절한 절삭공구 설치 상 5점, 중 3점, 하 1점 5

4 적절한 기준면 설정 상 7점, 중 4점, 하 1점 7

소계 24

본 가공

수행하기

정밀

치수

5    ∅20 0
-0.052

Y / N 3

객관

6    ∅28 0
-0.052

Y / N 3

7    ∅36
0

-0.052 Y / N 3

8    ∅28 0
-0.052 Y / N 3

일반

치수

9 ∅24±0.2 Y / N 3

10 18±0.2 Y / N 3

11 5±0.1 Y / N 3

12 15±0.2 Y / N 3

13 20±0.2 Y / N 3

14 20±0.2 Y / N 3

15 5±0.1 Y / N 3

16 100±0.3 Y / N 4

테이퍼
17 5°±0°5′ Y / N 5

18 4°±0°5′ Y / N 5

소계 47

검사 · 

수정하기

검사 

·

수정

·

작업태도

19 적절한 측정기선정 상 3점, 중 2점, 하 1점 3

주관20 적절한 측정방법 상 3점, 중 2점, 하 1점 3

21 공차 적용의 적정성 상 3점, 중 2점, 하 1점 3

22 직각도 / 평면도 오류당 –0.5점 2 객관

23 외관 상 3점, 중 2점, 하 1점 3

주관

24 작업방법 상 3점, 중 2점, 하 1점 3

25 작업태도 상 3점, 중 2점, 하 1점 3

26 작업안전 상 3점, 중 2점, 하 1점 3

27 정리정돈 상 3점, 중 2점, 하 1점 3

28 재료사용 상 3점, 중 2점, 하 1점 3

소계 29

- 시간평가 29 작업 소요시간 초과
소요시간 (10)분 초과마다 

(5점) 감점
객관

합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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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기록법) 행동기록법은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의 특성을 혼합한 

형태임

【 행동기록법의 특징 및 활용 】

특징

• 분절된 단위로서 다른 행동과는 분리된 독특한 행동 단위를 관찰, 기록할 

때 유용하게 사용 가능함

• 분절적인 행동 단위일 때 행동의 발생 빈도를 기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행동이 분절되지 않으면 행동의 지속 시간을 측정, 기재하는 방식을 사용함

• 빈도를 기록하는 방식은 주관적 평가와 유사하므로 행동기록법은 객관적 평가

와 주관적 평가의 특성을 혼합한 형태임

평가의 

활용

• 수업 목표의 달성 여부 및 정도

• 기능의 숙달 여부 및 정도

• 학습자 행동을 관찰하여 기록하고자 할 때 등

     ✎ 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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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수행결과 개발4.4

○ 평가 기준과 함께 지필평가의 경우 정답 또는 모범답안을, 수행평가의 경

우 모범 수행결과(모범수행 과정 또는 과제물 결과)를 만들어 보면 평가도

구의 적절성도 검토할 수 있으며, 이후 실제 채점 과정에서도 보다 신뢰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채점 진행이 가능함

○ 모범 수행결과 개발이 어려울 경우 채점 기준을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하

면 수행평가의 타당성, 신뢰성 확보가 가능함

○ 수행과정 관찰에 의한 평가의 모범 수행 결과 개발예시

     ✎ 예 시

과정명 헤어디자이너 양성과정 교과목명 헤어샴푸

능력단위
1201010118_17v4

헤어샴푸
능력단위요소

헤어샴푸하기
평가방법 작업장평가

헤어 트리트먼트하기

문항 수 1 평가시간 15분 배점 100

모범수행

과정
①

   평가 기준의 평가항목(채점항목)에 맞게 과제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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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범수행 과정 : 수행과정 관찰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작품이나 보고서 형태

의 산출물이 있지 않고, 수행과정을 관찰하여 평가하므로 ‘모범수행 과정’

으로 할 수 있고, 산출물이 발생하는 평가일 경우 ‘과제물 결과(예시)’ 등

으로 적절하게 변경하여 활용 가능함

○ 제작물 결과에 의한 평가의 모범 수행 결과 개발예시

     ✎ 예 시

과정명 그래픽디자이너 양성과정 교과목명 그래픽제작

능력단위

0802010123_16v3

최종 디자인 

개발 완료

능력단위요소

디자인 보완하기

평가방법 포트폴리오최종 디자인 완성하기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완성하기

문항수 1 평가시간 8시간 배점 100

과제물

결과

(예시)

1. 기본요소 디자인 2. 포스터, 배너, 차량 광고 디자인

3. 입장권, CD 재킷, 서식류 4. 기념품류

과제물제출 

및 보관

제출물 판넬로 작업된 파일

평가자료 보관방법 1인당 판넬 파일 1개씩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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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형 결과에 의한 평가의 모범 수행 결과 개발예시

     ✎ 예 시

과정명 헤어디자이너 양성과정 교과목명
미용업 안전위생 

관리

능력단위

1201010101_17v4 

미용업 안전위생 

관리

능력단위요소
미용업소 위생 

관리하기
평가방법 사례연구

문항수 1 평가시간 30분 배점 70

모범 수행

결과

미용업소 위생관리 방법 조사하기

순번 도 구 명 위생관리 또는 소독 방법

1 수건과 가운

한 번 사용한 수건과 가운은 당일 세탁 후 

잘 건조시켜 위생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자체적으로 세탁기 등을 이용

해서 세탁을 하거나 세탁 전문 업체를 통해 

단체 세탁을 맡기기도 한다.

2

집기류(컵, 쟁반, 포크, 나이

프, 티스푼, 믹서기, 커피 머

신, 토스터기 등)

- 적절한 세제를 사용하여 세척한 후 식기 

건조기에 정리하여 물기를 제거하며 자외

선 소독기 소독을 한다.

- 행주는 세제로 깨끗하게 세척 후 매일 자

비 소독을 한다.

- 싱크대와 배수구는 수시로 점거하여 청결

한 상태를 유지한다.

3

미용도구

가위
머리카락과 물기를 제거한 후 알코올 솜으

로 닦아 내고 자외선 소독기에 보관한다.

4
각종 빗과 핀

셋, 염색 볼

깨끗하게 세척 후 물기를 닦아 낸다. 알코올 

솜으로 닦아 낸 후 자외선 소독기에 보관한다.

5 롤 브러시

사이에 끼인 머리카락을 빼낸 후 브러시 클

리너나 알코올 스프레이로 소독한다. 자외선 

소독기에 보관한다.

6

미용기기

매직기, 전기 

아이론, 드라

이기

드라이기 외부와 전선을 알코올 솜으로 깨

끗이 닦는다. 전선을 꼬이지 않게 정리한 후 

지정 위치에 비치한다.

7 디지털 세팅기

손걸레로 기계에 묻은 약제나 먼지 등을 닦

는다. 알코올 솜으로 깨끗하게 닦아 준 후 

지정 위치에 비치한다.

8 스티머기

물통에 물때가 끼지 않도록 깨끗하게 세척

한다. 스팀 분사기의 구멍은 면봉을 사용하

여 닦아 낸 후 지정 위치에 비치한다.

9 두피 진단기
마른 수건으로 모니터, 카메라 렌즈, 컴퓨터 

본체 등을 닦아 준 후 지정 위치에 비치한다.

과제물제출 

및 보관

제출물 미용업소 위생관리 방법 조사보고서 1부

평가자료 보관방법 개인별 조사보고서 결과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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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기반 훈련과정 작성 방법

Ⅳ

     ✎ 예 시

과정명 헤어디자이너 양성과정 교과목명 헤어샴푸 능력단위
1201010118_17v4

헤어샴푸

능력단위

요소

헤어샴푸하기
평가방법 작업장평가 문항수 1

헤어 트리트먼트하기

평가시간 15분 배점 100 평가자 O O O (서명)

평가내용
• 동료와 교대로 서로의 두피･모발상태에 따라 적절한 헤어 샴푸의 전 과정을 수행하기

• 샴푸의 수행과정을 관찰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평가문항

(수행내용)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의 수행 순서와 내용으로 샴푸를 시행하시오.

〈 요구사항 〉

1. 조편성 : 2인 1조 편성(고객, 헤어디자이너)

2. 서로의 목적별 샴푸(두피·모발상태 파악 및 염색·헤어 커트·퍼머넌트 

웨이브 전·후 등 시행 목적에 따른 삼푸)를 결정

3. 모발의 정돈과 이물질 제거를 위해 사전 브러시 실시

4. 혈액순환 개선과 신진대사 촉진을 위해 두피 매니플레이션 실시

5. 모발 보호제(헤어 컨디셔너, 헤어 트리트먼트 등)도 사용하여 시행

6. 두피·모발을 깨끗하게 세정

7. 삼푸 시행 중 고객의 불편사항이 없는지 점검

8. 타월로 모발을 잘 감싸서 고정

9. 샴푸 후 마무리하기

제공자료(사진·도면·보고서 서식, 기타자료 등)

-

능력단위 평가과제 개요서(교사용)4.5

○ 위에서 설계한 평가문항, 평가기준, 모범 수행결과(답안) 등을 반영한 평

가자용 능력단위 평가과제 개요서를 개발함

○ 지필평가의 경우 평가문항 개발시 평가기준(채점기준)과 모범답안을 동시

에 개발하므로, 그 개발결과가 평가과제 개요서(교사용)로 볼 수 있음

○ 평가도구로서 평가자가 보관하여 평가의 시행 및 채점시 활용함

○ 수행과정 관찰에 의한 평가의 능력단위 평가과제 개요서(교사용) 개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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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방법
주관적 채점 객관적 채점 행동기록법 비고

√

평가 기준

능력단
위요소

평가
요소 순번 평가항목(채점항목) 기준 배점

헤어

샴푸

하기

안내

태도
1

샴푸대로 이동시 안내멘트(‘고객님 샴푸실로 

안내하겠습니다.’)등을 사용하였다.
Y / N 2

브러싱 

및 

보호용구 

착용

2 샴푸 전 고객에게 사전 브러싱을 시행하였다. Y / N 3

3
고객에게 무릎덮개, 어깨타월, 페이스캡, 아이

패드 등을 착용하였다.
Y / N 3

이하

생략
....... ................................... ......

소계 50

헤어 

트리트

먼트

하기

트리트먼

트 진행

19
트리트먼트제 양이 모량과 모발상태에 적합하

였다.
Y / N 4

20 거품이나 물이 고객의 얼굴과 귀에 흐르지 않았다. Y / N 4

21
두피 전체에 고르게 지압과 매니플레이션을 시

행하였다.
Y / N 4

타월로 

물기제거

22 샴푸시행 후 타월로 모발의 물기를 잘 제거하였다. Y / N 4

23
고객의 페이스라인과 귀에 묻은 물기를 깨끗하게 

제거하였다.
Y / N 4

24 타월로 모발의 물기를 1차 제거하였다. Y / N 4

마무리

하기

28 고객을 편안하게 일으켜 앉혔다. Y / N 2

....... - 이하생략 -

소계 50

합계 100

평가시 

유의사항

- 샴푸의 전 과정을 객관적 채점방법을 활용하여 Y / N에 따라 조건 만족시 배점 전

부 부여 또는 조건 불 만족시 0점 부여

- 최소한 모발 길이가 30㎝이상인 롱헤어 모델 일 것

성취기준
점수 구간 90 이상 80∼90미만 70∼80미만 60∼70미만 60점 미만

성취수준 환산 5 4 3 2 1

모범수행

과정

평가 기준의 평가항목(채점항목)에 맞게 과제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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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시

과정명 헤어디자이너 양성과정 교과목명
미용업 안전위생 

관리

능력단위

1201010101_17v4 

미용업 안전위생 

관리

능력단위요소
미용업소 위생 

관리하기
평가방법 사례연구

문항수 1 평가시간 30분 배점 70

평가내용

• 미용업소 수건과 가운을 세탁하여 보관하는 방법, 식음료 서비스에 사용하는 집기

류 세척 및 보관 방법, 미용도구 및 기기별 소독 방법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평가문항

(수행내용)

미용업소 위생관리 방법을 <조건>에 따라 제공한 보고서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시오.

〈 조 건 〉

1. 미용업소 수건과 가운을 세탁하여 보관하는 방법

2. 식음료 서비스에 사용하는 집기류(집기류(컵, 쟁반, 포크, 나이프, 티스푼, 믹

서기, 커피 머신, 토스터기 등)를 청결하게 세척하여 보관하는 방법

3. 미용업소에서 주로 사용되는 미용도구 및 기기별 소독 방법

제공자료(사진·도면·보고서 서식, 기타자료 등)

미용업소 위생관리 방법 조사보고서

순번 도 구 명 위생관리 또는 소독 방법

1 수건과 가운

2

집기류

(컵, 쟁반, 포크, 나이프, 

티스푼, 믹서기, 커피 머

신, 토스터기 등)

3

미용

도구

가위

4
각종 빗과 핀

셋, 염색 볼

5 롤 브러시

6

미용

기기

매직기, 전기 

아이론, 드라이

기

7 디지털 세팅기

8 스티머기

9 두피 진단기

○ 산출물 결과에 의한 평가의 능력단위 평가과제 개요서(교사용) 개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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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방법

주관적 채점 객관적 채점 행동기록법 비고

√

채점기준

평가 요소 점수 채점 기준

미용업소 

위생관리 방법

70 내용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작성함.

65 작성한 자료에서 오류가 1개 발견됨.

60 작성한 자료에서 오류가 2개 발견됨.

55 작성한 자료에서 오류가 3개 발견됨.

50 작성한 자료에서 오류가 4개 발견됨.

45 작성한 자료에서 오류가 5개 발견됨.

40 작성한 자료에서 오류가 6개 발견됨.

35 작성한 자료에서 오류가 7개 발견됨.

30 작성한 자료에서 오류가 8개 발견됨.

5 작성한 자료가 미흡함.

평가시 

유의사항

- 본 과제는 수행형 평가문항으로서 100점 중 70점 배점이며, 지필형 평가문항은 

30점 배점으로 구성되어있음

- 따라서 능력단위 점수 산정시 수행형 평가점수와 지필형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아래 

성취기준을 환산함

성취기준

점수 구간 90 이상 80∼90미만 70∼80미만 60∼70미만 60점 미만

성취수준 환산 5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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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수행

결과

미용업소 위생관리 방법 조사하기

순번 도 구 명 위생관리 또는 소독 방법

1 수건과 가운

한 번 사용한 수건과 가운은 당일 세탁 후 잘 

건조시켜 위생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자체적으로 세탁기 등을 이용해서 세탁

을 하거나 세탁 전문 업체를 통해 단체 세탁을 

맡기기도 한다.

2

집기류(컵, 쟁반, 포크, 나

이프, 티스푼, 믹서기, 커

피 머신, 토스터기 등)

- 적절한 세제를 사용하여 세척한 후 식기 건

조기에 정리하여 물기를 제거하며 자외선 

소독기 소독을 한다.

- 행주는 세제로 깨끗하게 세척 후 매일 자비 

소독을 한다.

- 싱크대와 배수구는 수시로 점거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3

미용도구

가위
머리카락과 물기를 제거한 후 알코올 솜으로 

닦아 내고 자외선 소독기에 보관한다.

4
각종 빗과 

핀셋, 염색 볼

깨끗하게 세척 후 물기를 닦아 낸다. 알코올 

솜으로 닦아 낸 후 자외선 소독기에 보관한다.

5 롤 브러시

사이에 끼인 머리카락을 빼낸 후 브러시 클리

너나 알코올 스프레이로 소독한다. 자외선 소

독기에 보관한다.

6

미용기기

매직기, 전기 

아이론, 

드라이기

드라이기 외부와 전선을 알코올 솜으로 깨끗이 

닦는다. 전선을 꼬이지 않게 정리한 후 지정 

위치에 비치한다.

7 디지털 세팅기

손걸레로 기계에 묻은 약제나 먼지 등을 닦는

다. 알코올 솜으로 깨끗하게 닦아 준 후 지정 

위치에 비치한다.

8 스티머기

물통에 물때가 끼지 않도록 깨끗하게 세척한

다. 스팀 분사기의 구멍은 면봉을 사용하여 닦

아 낸 후 지정 위치에 비치한다.

9 두피 진단기
마른 수건으로 모니터, 카메라 렌즈, 컴퓨터 

본체 등을 닦아 준 후 지정 위치에 비치한다.

과제물제출 

및 보관

제출물 미용업소 위생관리 방법 조사보고서 1부

평가자료 보관방법 개인별 조사보고서 결과 보관



NCS기반 훈련과정 편성ㆍ평가도구 활용 매뉴얼

208 ∙ 

능력단위 평가과제(학생용)4.6

○ 능력단위 평가과제(학생용)은 평가시행 시 학생에게 배포하는 작업지시서 

또는 시험문제지를 의미함

○ 수행형 능력단위 평가과제(학생용) 개발예시

     ✎ 예 시

과정명 헤어디자이너 양성과정 교과목명 헤어샴푸 능력단위
1201010118_17v4

헤어샴푸

능력단위

요소

헤어샴푸하기
평가방법 작업장평가 학생명 O O O (서명)

헤어 트리트먼트하기

평가시간 15분
평가

일시

1차 2021.7.21
평가자 O O O (서명)

2차 2021.7.23

평가 문항

(수행내용)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의 수행 순서와 내용으로 샴푸를 시행하시오.

〈 요구사항 〉

1. 조편성 : 2인 1조 편성(고객, 헤어디자이너)

2. 서로의 목적별 샴푸(두피·모발상태 파악 및 염색·헤어 커트·퍼머넌트 

웨이브 전·후 등 시행 목적에 따른 삼푸)를 결정

3. 모발의 정돈과 이물질 제거를 위해 사전 브러시 실시

4. 혈액순환 개선과 신진대사 촉진을 위해 두피 매니플레이션 실시

5. 모발 보호제(헤어 컨디셔너, 헤어 트리트먼트 등)도 사용하여 시행

6. 두피·모발을 깨끗하게 세정

7. 삼푸 시행 중 고객의 불편사항이 없는지 점검

8. 타월로 모발을 잘 감싸서 고정

9. 샴푸 후 마무리하기

제공자료(사진·도면·보고서 서식, 기타자료 등)

-

주요

평가요소

및 

배점

단원(능력단위요소) 평가요소 배점

헤어샴푸하기
안내 태도, 브러싱 및 보호 용구 착용, 샴푸대에 눕힘, 

수온수압 확인, 모발 물 적시기, 샴푸 진행, 거품 헹굼, 
50점

헤어 트리트먼트하기
트리트먼트 진행, 타월로 물기 제거, 타월 감싸

기, 마무리하기
50점

계 100점



PART

  ∙ 209

NCS기반 훈련과정 작성 방법

Ⅳ

○ 지필형 능력단위 평가과제(학생용) 개발예시

     ✎ 예 시

과정명 헤어디자이너 양성과정 교과목명 안전위생 관리 능력단위

1201010101_17v4 

미용업 안전위생 

관리

능력단위

요소

미용사 위생 관리하기

평가방법

진위형

택일형

선다형

서술형

학생명 O O O (서명)미용업소 위생 관리하기

미용업 안전사고 예방하기

평가시간 20분 평가일시 2021.7.21 평가자 O O O (서명)

평가문항

1. 다음 설명이 옳으면 ○표, 틀리면 ×표에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하여 쓰시오. (     )

  

미용실에서 고객에게 시술하기 적합한 손톱 모양 명칭은 라운드 스퀘어(round 

square)형과 라운드(round)형이다.

   ① ○

   ② ×

2. 다음 글을 읽고 미용실 내의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한 위생 관리 개선 방안을 2가

지 쓰시오.

미용실 내의 공기 오염은 고객뿐만 아니라 미용사에게도 각종 순환기 질환

과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 이러한 질환에 걸리면 눈이 따갑고 충혈이 되

며, 목이 아프고, 두통이 심하며, 감기에 자주 걸린다. 실내 공기는 주로 일

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미세 먼지, 이산화질소, 암모니아 등에 의해 오염된다. 

이러한 오염원들은 각종 재료나 냉난방 시설, 습도 조절기, 시술 기기, 서비

스 과정상의 부산 물질 등에 의해 발생한다.

○ 

○ 

3. ~~~~

- 이하 평가 문항 예시 생략함 -

평가문항

배점

문항 번호 1 2 3 4 5 6 계

배점 4점 4점 5점 5점 5점 7점 30점

평가자 

의견 및 

환류

훈련생 확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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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과제 채점표4.7

○ 수행과제 채점표는 평가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후 수행과정이나 결과

를 미리 준비된 채점표에 점수를 부여하여 득점여부와 획득점수를 기록

하는 도구임

○ 작업장평가, 구두발표, 평가자질문, 역할연기 등 수행과정을 관찰하여 평

가하는 평가방법의 경우, 피평가자 1명당 1개의 채점표가 필요함

- 평가 정황상 피평가자가 수행하는 기술, 태도, 행동 등을 계속 관찰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수득점 여부를 체크해야 하기 때문임

○ 사례연구, 일지/저널, 포트폴리오, 체크리스트 등 산출물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방법의 경우, 1개의 채점표에 모든 피평가자를 채점할 수 있는 채점

표 서식이 효율적임

- 평가 정황상 피평가자가 수행한 결과인 보고서, 작품, 제작물 등을 점검하

거나 평정, 측정하여 점수득점 여부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임

- 단, 평가 정황상 측정값을 기록하며 채점해야하는 경우 피평가자 1명당 1

개의 채점표가 필요할 수도 있음

○ 서술형 시험, 논술형 시험, 선택형, 단답형 등 지필평가의 경우 피평가자

가 제출한 시험지 등 자체에 채점하므로 별도의 채점표 생략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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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과정 관찰평가에 의한 수행과제 채점표 개발예시

     ✎ 예 시

과정명 헤어디자이너 양성과정 교과목명 헤어샴푸 능력단위
1201010118_17v4

헤어샴푸

능력단위

요소

헤어샴푸하기
평가방법 작업장평가 학생 명 O O O

헤어 트리트먼트하기

평가시간 15분
평가

일시

1차 2021.7.21
평가자 O O O (서명)

2차 2021.7.23

능력단위

요소

평가

요소
순번 평가항목(채점항목)

득점

1차 2차

헤어

샴푸

하기

안내 태도
1 샴푸대로 이동시 안내멘트(‘고객님 샴푸실로 안내하겠습니다.’)등을 사용하였다. 0 / 2 0 / 2

2 샴푸대로 이동시 안내 위치 및 자세(고객보다 반보 앞에서 이동하며 손으
로 방향 안내) 등을 시행하였다.

0 / 2 0 / 2

브러싱 및 
보호용구

3 샴푸 전 고객에게 사전 브러싱을 시행하였다. 0 / 3 0 / 3

4 고객에게 무릎덮개, 어깨타월, 페이스캡, 아이패드 등을 착용하였다. 0 / 3 0 / 3

샴푸대에 

눕힘

5
샴푸대 볼로 고객의 네이프 부분에 모발을 가지런히 정돈하며, 고객을 샴
푸대에 눕혔다.

0 / 2 0 / 2

6 샴푸대에 누워있는 고객에게 목 상태나 자세의 불편함에 대해 확인하고 
편안한 상태가 되도록 유도하였다.

0 / 2 0 / 2

수온수압 

확인

7 시술자의 손목 안에서 물의 온도와 수압을 확인하였다. 0 / 3 0 / 3

8
고객의 골덴 포인트에 물을 적신 후 수온과 수압이 적정한지를 고객에게 
질문하고 조정하였다.

0 / 3 0 / 3

모발 물 

적시기

9 고객의 두상에 물길 만들기를 시행하였다. 0 / 3 0 / 3

10 샤워기의 물이 고객의 얼굴이나 귀안으로 흐르지 않도록 물 적시기를 하였다. 0 / 3 0 / 3

11
두상 전체에 순서에 맞추어 빠른 속도로 물을 충분하게 적셨다.
(프런트->사이드-> 네이프순) 0 / 3 0 / 3

샴푸진행

12 샴푸제 양이 모량과 모발상태에 적합하였다. 0 / 3 0 / 3

13 거품이나 물이 고객의 얼굴과 귀에 흐르지 않았다. 0 / 3 0 / 3

14 손 동작의 숙련도와 리듬감(힘의 강약의 조절정도)이 적절하였다. 0 / 3 0 / 3

15 두피 전체에 고르게 매니플레이션을 시행하였다. 0 / 3 0 / 3

거품헹굼

16 두피와 모발에 샴푸제의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충분하게 헹구었다. 0 / 3 0 / 3

17 물이 고객의 얼굴과 귀속으로 흐르지 않도록 헹구었다. 0 / 3 0 / 3

18 린스제의 사용량과 시행테크닉이 적절하였다. 0 / 3 0 / 3

소계   / 50   / 50

헤어 

트리트

먼트

하기

트리트먼

트 진행

19 트리트먼트제 양이 모량과 모발상태에 적합하였다. 0 / 4 0 / 4

20 거품이나 물이 고객의 얼굴과 귀에 흐르지 않았다. 0 / 4 0 / 4

21 두피 전체에 고르게 지압과 매니플레이션을 시행하였다. 0 / 4 0 / 4

타월로 

물기제거

22 샴푸시행 후 타월로 모발의 물기를 잘 제거하였다. 0 / 4 0 / 4

23 고객의 페이스라인과 귀에 묻은 물기를 깨끗하게 제거하였다. 0 / 4 0 / 4

24 타월로 모발의 물기를 1차 제거하였다. 0 / 4 0 / 4

타월 

감싸기

25 타월로 모발을 잘 감싸서 고정하였다. 0 / 4 0 / 4

26 타월이 풀리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감싸 고정하였다. 0 / 4 0 / 4

27 타월 밖으로 나온 모발이 없도록 감싸 고정하였다. 0 / 4 0 / 4

마무리

하기

28 고객을 편안하게 일으켜 앉혔다. 0 / 2 0 / 2

29 고객에게 두피와 어깨 등에 지압과 마사지 적절하게 시행하였다. 0 / 4 0 / 4

30 다음 사용자를 위해 샴푸대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하였다. 0 / 2 0 / 2

31 고객에게 샴푸가 끝났음을 알리고 시술석으로 정중히 안내하였다. 0 / 2 0 / 2

32 고객의 옷이 젖지 않도록 샴푸를 마쳤다. 0 / 4 0 / 4

소계   / 50   / 50

합계    /100    /100

평가자 의견 

및 환류

훈련생 확인

O O O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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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결과평가에 의한 수행과제 채점표 개발예시

     ✎ 예 시       

과정명
그래픽디자이너 

양성과정
교과목명 그래픽제작 능력단위

0802010123_16v3

최종 디자인 

개발 완료

능력단위

요소

디자인 보완하기

평가방법 포트폴리오

평가자 O O O (서명)

최종 디자인 

완성하기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완성하기

평가시간 8시간
평가

일시

1차 2021.7.21

2차 2021.7.23

평가

차수
번호

배점

성명

평가항목(순번) 배점 및 득점

총점

(100)

성취

수준

Pass

/

Fail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 20

2
0

2
0

3
0

3
0

5
3
1
0

5
3
1
0

3
2
1
0

3
2
1
0

4
3
2
1
0

1차

평가

1 이몽룡 2 0 3 3 3 1 3 2 3 58 1 Fail

2 고길동 2 2 3 3 5 3 2 3 4 85 4 Pass

3 김길동

4 남길동

5 노길동

6 이몽룡

7 문길동

8 박길동

9 배길동

10 서길동

11 손길동

12 신길동

13 안길동

14 오길동

15 이길동

재평가 

대상자
이몽룡

2차

평가

1 이몽룡 2 2 3 3 5 3 2 3 4 67 2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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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증빙자료4.8

○ 지필평가, 보고서형 평가 증빙자료의 경우 시험지 자체이므로 생략 가능함

     ✎ 예 시

과정명 헤어디자이너 양성과정 교과목명 헤어샴푸 능력단위
1201010118_17v4

헤어샴푸

능력단위

요소

헤어샴푸하기
평가방법 작업장평가

평가자 O O O (서명)
헤어 트리트먼트하기

평가시간 15분
평가

일시

1차 2021.7.21

2차 2021.7.23

사진

1차 평가

사진 등 증거자료 첨부

2차 평가

사진 등 증거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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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단위 성적표4.9

○ 단일 평가방법 능력단위 성적표 개발예시

     ✎ 예 시

과정명 헤어디자이너 양성과정 교과목명 헤어샴푸 능력단위
1201010118_17v4

헤어샴푸

능력단위

요소

헤어샴푸하기
평가방법 작업장평가

평가자 O O O (서명)
헤어 트리트먼트하기

평가시간 15분
평가

일시

1차 2021.7.21

2차 2021.7.23

번호 성명
능력단위 점수 성취수준 Pass / Fail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 강길동 90 5 Pass

2 고길동 81 4 Pass

3 김길동 66 2 Pass

4 남길동 87 4 Pass

5 노길동 72 3 Pass

6 이몽룡 55 65 1 2 Fail Pass

7 문길동 66 2 Pass

8 박길동 84 4 Pass

9 배길동 68 2 Pass

10 서길동 80 4 Pass

11 손길동 70 3 Pass

12 신길동 76 3 Pass

13 안길동 96 5 Pass

14 오길동 98 5 Pass

15 홍길동 92 5 Pass

재평가 

대상자
이몽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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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형 평가방법 능력단위 성적표 개발예시

     ✎ 예 시

과정명 헤어디자이너 양성과정 교과목명
미용업 

안전위생 관리
능력단위

1201010101_17v4

미용업 

안전위생 관리

능력단위

요소

미용사 위생 관리하기

평가방법

혼합형

(진위형,택일형

선다형,서술형

사례연구)

평가자 O O O (서명)미용업소 위생 관리하기

미용업 안전사고 
예방하기

평가시간 50분 1차 평가일 2021.7.21 2차 평가일 2021.7.23

번호 성명
지필평가 수행평가 능력단위 점수 성취수준 Pass / Fail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 홍길동 90 5 Pass

2 홍길동 81 4 Pass

3 홍길동 66 2 Pass

4 홍길동 87 4 Pass

5 홍길동 72 3 Pass

6 이몽룡 55 65 1 2 Fail Pass

7 홍길동 66 2 Pass

8 홍길동 84 4 Pass

9 홍길동 68 2 Pass

10 홍길동 80 4 Pass

11 홍길동 70 3 Pass

12 홍길동 76 3 Pass

13 홍길동 96 5 Pass

14 홍길동 98 5 Pass

15 홍길동 92 5 Pass

16 홍길동 80 4 Pass

재평가 
대상자 이몽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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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교과 수행평가서4.10

○ 능력단위 수행평가서 예시(‘4.1.4 수행평가서 작성방법(p.68)’ 참고)

     ✎ 예 시

학습자 명:

1반   6번  이몽룡

평가자 명: 

  O O O (서명)

평 가 일 시

1차 2021년   7월   21일 ×

교과목명 : 헤어샴푸
1201010118_17v4 

헤어샴푸

2차 2021년   7월   23일 ○

3차 200 년   월   일

평가방법 :  작업장 평가

본 평가는 단계별 자기평가의 학습과정이 완료된 

학습자에 대하여 평가를 합니다.

학습을 위한 준비에서부터 실습의 완료 후 동작확

인까지 아래사항의 수행기준에 근거하여 학습자

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본 능력단위의 평가방법 등을 안내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함)

전체평가(고정내용으로서 임의 변경 불가)

성취
수준

수행정도

5. 해당 지식과 기술을 확실하게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토대로 주도적으로 완벽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4. 해당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토대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3. 해당 지식과 기술을 대부분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대부분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
2. 해당 지식과 기술을 부분적으로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타인과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해당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데 부족함이 있어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평가자는 학습자의 달성정도를 성취수준에 표시한다.

평가영역(단원명) 수 행 준 거 예 아니오

1201010118_17v4.1

헤어

샴푸하기

1.1 고객의 편의를 위해 가운 및 무릎 덮개, 어깨타월을 착용해 주고 좌식 또는 
와식 샴푸를 할 수 있다.

○

1.2 엉킨 모발의 정돈과 이물질 제거를 위해 사전 브러시를 할 수 있다. ○

1.3 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샴푸대의 높이와 수온 및 수압을 조절할 수 있다. ○

1.4 얼굴에 물이 튀지 않도록 모발에 물길을 만들어 모발을 충분하게 물에 적실 
수 있다.

○

1.5 모발 길이 및 모량에 따라 적당량의 샴푸제를 사용하여 두피 매니플레이션을 
할 수 있다.

○

1.6 샴푸성분이 남지 않도록 페이스라인, 귀, 모발, 두피 등을 충분하게 헹굴 
수 있다. 

○

1201010118_17v4.2

헤어

트리트먼트하기

2.1 샴푸 후 두피·모발 상태를 파악하여 모발을 트리트먼트를 할 수 있다. ○

2.2 트리트먼트제를 모발에 도포한 후 두피 지압과 매니플레이션을 할 수 있다. ○

2.3 트리트먼트제가 페이스라인, 귀, 두피 등에 남지 않도록 충분하게 헹굴 수 
있다.

○

2.4 타월로 모발의 물기를 제거한 후 두상을 타월로 감쌀 수 있다. ○

2.5 샴푸대 및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 후 고객을 서비스 공간으로 안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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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별 훈련과정 종합평가서4.11

○ 학생별 훈련과정 종합평가서 예시(‘4.1.5 학생별 훈련과정 종합평가서 작성

방법(p.69)’ 참고)

     ✎ 예 시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학습자명
최종확인자

(지도교사)

헤어디자이너 양성과정 2021.6.3.~2021.8.30 이몽룡 O O O

교과목명
능력단위분류번호

능력단위명
평가자명 최종평가일시

평가결과

(성취수준)

~~~ ~~~ O O O ~~~ ~~~

헤어샴푸
1201010118_17v4 

헤어샴푸
O O O 2021.7.23 65점(2수준)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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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외부 검증

내･외부 검증 시행5.1

○ (개념) 능력단위별로 선정된 평가방법과 그에 따라 선정 또는 개발된 평

가도구가 교육훈련생의 성취수준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지 교육·훈

련기관의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검증함

○ (검증 원칙) 평가도구에 대한 내·외부 검증은 모든 교육훈련기관에서 시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전 검증받은 평가도구를 활용할 경우 예외로 함

- 해당 평가도구의 활용 교수자가 교육훈련기관 내에 2명 이상인 경우, 교

수자 간 교차검증을 우선 활용하여 내부 검증을 시행함

- 내부 검증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평가자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검증할 수 있음

※ 평가의 타당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내부 및 외부 검증 모두를 권장함

○ (검증 항목) 내·외부 검증 시 다음의 항목을 확인해야 함

- 능력단위별 평가의 목적 및 평가 내용 도출 방법에 적합하도록 지필 또는 

수행 평가 내용을 도출 여부

- 능력단위별 선정된 평가방법의 적정성 여부

- 능력단위별로 선정된 평가방법 및 배점 비율의 적정성 여부

- 평가도구의 교육훈련목표 반영 여부, 수행능력 평가 가능 여부, 평가항목의 

타당성·최신성·충분성 고려 여부, 교육내용과의 연관성, 학습자의 참여유도 

정도, 과제의 실행 가능성, 산업안전 고려 여부 등에 대한 항목을 중심으로 

확인함(상세 내용은 체크리스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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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부 검증 체크리스트5.2

○ (평가 기준 설정)

- 교육훈련생의 수행능력이 교육훈련 목표에 부합하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을 수립하였는가?

- 재평가 기준을 수립하였는가?

○ (평가 내용 도출)

- 평가의 목적, 평가 내용 도출 방법에 맞게 필기 평가 내용을 도출하였는가?

- 평가의 목적, 평가 내용 도출 방법에 맞게 실기 평가 내용을 도출하였는가?

○ (평가방법 선정)

- 교육훈련생의 성취수준을 판단하기에 타당하고 충분한 평가방법을 선정하였는가?

- 실기 평가 기준과 필기 평가 기준에 적합한 평가방법을 각각 선정하였는가?

- 능력단위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평가방법별 결과 반영 비율을 결정하였는가?

○ (평가도구 설계 및 개발)

- 평가방법에 따라 적합한 평가도구를 선정하였는가?

- 평가 문항은 평가 내용과 관련하여 타당하고 적절하게, 최신의 내용으로 구

성하였는가?

- 평가도구개발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였는가?

- 평가할 교육훈련 내용(항목)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였는가?

- 문항 수는 적절한가?

- 문항별 난이도는 적절하게 배정되었는가?

- 필기 평가 시, 평가도구별 모범답안을 적성하였는가?

- 실기 평가 시, 평가도구별 적합한 채점 기준을 작성하였는가?

○ (내·외부 검증)

- 내부 검증자 또는 외부 검증자를 통해 평가도구 검증을 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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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자는 평가도구 검증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평가도구 검증을 하였는가?

- (선택) 내부 검증 후 외부 검증자를 통해 평가도구별 문항과 정답 오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내․외부 검증 결과에 따라 평가도구를 수정․보완하는 절차를 거쳤는가?

【 평가도구 검증을 위한 확인 사항 】

구분 확인 사항

교육훈련목표 

반영도

•평가목적은 교육훈련목표에 부합하도록 작성되었는가?

•평가목적에 부합한 평가도구를 보유하고 있는가?

•평가도구의 내용과 형식은 평가목적에 부합하도록 개발되었는가?

수행능력의 

평가

•단순 암기, 나열이 아닌 분석, 종합과 응용, 실행 등 수행능력을 평

가할 수 있는가?

평가도구의 

타당성

최신성

충분성

공정성

•평가 내용은 적합하게 도출되었는가?

•평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타당한 평가도구인가?

•평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최신 내용의 평가도구인가?

•평가 내용 확인을 위해 충분한 평가도구인가?

•평가항목은 교육훈련생의 성별, 나이 측면에서 특정 교육훈련생에

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가?

•지나치게 어렵거나 쉬운 문항은 없는가?

•평가 문항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되었는가?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특수한 지식을 묻는 문항은 없는가?

•2개 이상의 답지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요소로 인해 정답의 단서가 

되는 것은 없는가?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정확한가?

•평가 소요시간이 적절한가?

•문자의 판독이 어려운 것은 없는가?

•평가지가 2장 이상일 경우, 페이지 수가 정확히 인쇄되었는가?

교육내용과의 

연관성
•평가 문항이 실제 훈련내용과 관련이 있는가?

교육훈련생의

참여유도 정도

•교육훈련생이 스스로 참여하여 수행할 수 있게 되었는가?

•평가 문항에 사용된 용어는 교육훈련생의 수준에 적합한가?

평가과제의 

실행 가능성
•평가과제는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시설과 장비로 실행할 수 있는가?

산업안전 고려
•평가 시행 시, 교육훈련생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충

분히 인지하고 제거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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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가 시행･채점

평가 시행 전6.1

○ 평가 시행 전 교육훈련과정 시행 단계별로 구분하여 다음의 사항을 수행함

- (교육훈련 프로그램 시행 전) 교육훈련생들에게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목적,

구성, 내용,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함께 평가목적, 방침, 방법, 시기,

재평가 기준 등을 함께 안내하여 교육훈련생이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 

중 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함

- (평가 시행 전) 평가일정, 평가장소, 평가자, 평가방법 및 채점 기준, 평가 

시 유의 사항, 지참 재료와 공구 등 준비사항, 후속 조치 사항(우수자 포상,

재평가 시행 등) 등에 대한 평가 세부 사항을 안내 및 게시하여 평가를 대

비하도록 함

○ 평가에 필요한 시행자료를 미리 작성하여 감독자(또는 평가자) 및 교육훈

련생에게 안내하고, 장비 등 사전 점검을 통하여 평가 당일 원활한 평가가 

진행되도록 준비함

- 감독자용 시행자료 작성 목록 : 시행시 유의사항, 지급재료 목록, 수험자 

지참공구 목록, 평가장소 시설ㆍ장비목록, 수험자 유의사항 등

- 피평가자용 시행자료 작성 목록 : 지급재료 목록, 수험자 지참공구 목록,

평가장소 시설ㆍ장비목록, 수험자 유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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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시

평가 시행자료

과정명 그래픽디자이너 양성과정 교과목명 그래픽제작

평가시간 6시간 평가방법 포트폴리오

1. 시행시 유의사항

  ※ 공통사항

  ○ 시험문제, 지급재료 및 시험장설비 모두가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조치 후 시험을 개시하시기 바랍니다.

  ○ 지참공구[지참 소프트웨어, 흑색 사인펜(1개)] 이외의 참고자료 및 저장매체 등 어떠한 

물품(참고자료 및 저장매체, 휴대폰, 카메라 등)을 지참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 내에 요구사항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출 시 채점을 합니다.

  ○ 정전에대비하여모든데이터는수시로저장하게 안내합니다.

  ※ 평가시행 전 준비사항

  ○ 재료 및 시설 장비 확인 : 시행자료를 참고하여 점검

  ○ 시험방법 : 

     - 감독위원은 각 과제의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배포된 제공자료를 개봉하여, 수험자 

PC에 제공자료를 복사해줍니다.

     - 각 과제별 요구사항에 따른 제출할 결과물의 종류에 대하여 주지시킵니다.

  ○ 기타 : 

     - 지급 재료에 결함이 있는 경우 감독위원 확인 후 재 지급 합니다.

     - 시험 전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 평가시행 중 유의사항

  ○ 재료 및 시설 장비 확인 : 시행자료를 참고하여 점검

  ○ 좌석배치 : 시험장 공간에 따라 진행상 무리가 없도록 배치합니다.

  ○ 진행방법 : 작업 데이터의 저장을 수시로 저장하게 안내합니다.

  ○ 기타 : 

    - 장비의 이상으로 시험 진행이 불가능하여 수리 또는 교체의 사유로 지연시간이 발생

한 경우 감독위원의 합의 하에 추가시간을 부여 합니다.

○ 감독자용 시행자료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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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시행 후 유의사항

  ○ 각 과제가 종료되면, 문제지와 결과물을 모두 제출하도록 합니다.

  ○ 수험자는 결과물을 제출하기 전, 사용하던 모든 프로그램을 종료해야 합니다.

  ○ 수험자가 제출한 결과물은 감독위원 입회하에 확인하여 채점 전까지 철저히 관리하여

야 합니다.

2. 지급재료 목록

번호 재료명 규  격(치 수) 단위
1인당

소요량

공동

소요량
비    고

1 USB 저장장치 32GB 이상 개 1
지급재료

(과제저장용)

2 USB 저장장치 32GB 이상 개 1 과제보관용

3 흑색 하드보드지 4절(39.4 X 54.5 cm) 장 1 지급재료

4 프린트용지 컬러레이저전용지, A3, 100g 장 10
편집디자인 등 

과제용

5 프린트용지 컬러레이저전용지, A3, 180g 장 3
패키지디자인

과제용

3. 수험자 지참공구 목록

번호 재료명 규  격 (치 수) 단위
1인당

소요량
비    고

1 양면테이프 출력물 부착용 개 1

필수 지참2 커팅매트 A3 이상 개 1

3 커터류 자유 개 1

4 키보드, 마우스 자유 개 1

필요하면 지참

5 기타 필요 도구 태블릿 등 개 필요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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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장소 시설ㆍ장비목록

번호 시설 및 장비명 규  격(치 수) 단위 수량 비고

1 컴퓨터

OS Win 10, CPU 2.8GHz, RAM 16GB 

이상, 그래픽카드 8GB 이상, 64bit, 

모니터, 키보드와 마우스 포함

대 학생당 1대

2 프린터 또는 복합기 A3 이상, 컬러레이저, 고해상도 대 1

3 소프트웨어 Photoshop(영문, Adobe CC) Copy 학생당 1대

4 소프트웨어 Illustrator(영문, Adobe CC) Copy 학생당 1대

5 소프트웨어 InDesign(한글, Adobe CC) Copy 학생당 1대

6 소프트웨어 Acrobat DC(영문, Adobe CC) Copy 학생당 1대

7 빔프로젝터 3000안시 이상, WUXGA해상도 이상 대 1

8 디자인 작업대 1800×1200mm 개 학생당 1대

9 컴퓨터 테이블 1200×900mm 개 학생당 1대

10 의자 사무용 개 학생당 1대

5. 수험자 유의사항  

  ※ 다음 유의사항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완성하시오.

   ○ 수험자는 시험장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등을 확인하시오.

   ○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허가 없이 지정된 지급 재료, 지참 공구 및 시험장 설비 이외의 것

들은 일체 지참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 수험자는 시험 중 안전사고에 주의한다. 

   ○ 수험자는 디자인 요소가 담겨 있는 서적, 메모, 데이터, 프로그램 및 서체가 저장된 보조

기억장치는 시험장으로 반입할 수 없다.

   ○ 주어진 자료에서 과제도면상의 각 메뉴 안에 포함된 텍스트와 이미지 등의 콘텐츠는 모

두 삽입한다. 

   ○ 과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활용이미지’폴더의 파일에서 선택하여 정보를 추가

하거나 미디어를 창조하여 디자인 컨셉을 보충할 수 있다.

   ○ 부정행위자, 중도포기자는 채점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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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시행 중6.2

○ (평가 시행 중) 평가 시행 중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함

-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 수행

-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

- 명시된 모범답안 및 채점 기준에 따라 성취수준 판단

- 수집된 증거자료의 진실성 확인

- 수집된 증거자료의 최신성 확인

- 수집된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평가결과 도출

- 관련 절차에 따라 결정사항을 적절하게 기록

○ (유의사항) 평가 시행 중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 평가시간 준수

- 평가도구별 평가 시 요구되는 특이사항 확인

- 평가시간을 칠판 등에 명확하게 제시하고, 종료 전에 예고함

- 답안지를 먼저 배포하고, 평가지를 나중에 배포

-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피평가자의 질문이 있을 때, 질문의 성격을 확인한 뒤 질문에 대답

- 종료 시에는 피평가자들의 답안지 또는 작품 등을 모두 회수

평가 시행 후6.3

○ (평가 시행 후) 평가 시행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함

- 모든 피평가자의 답안지 또는 작품 등을 모두 회수했는지 여부

- 평가도구별로 요구되는 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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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이사항 여부

- 평가결과 및 피드백 제공 기한

- 평가에 활용한 시설과 장비의 점검

- 평가자 또는 평가도구의 적정성 검토

- 평가계획의 적정성 파악

채점6.4

○ 하나의 평가과제가 끝나면 수집한 산출물이나 행동을 근거로 관련 능력에 대

해 점수를 매기는 과정으로, 피평가자의 성취수준 및 능력획득 여부를 결정

하는 중요한 단계임

- 이 전에 합격/불합격에 대한 기준(cut-line)이 설정되어있는 상태여야 함

○ (채점 순서) 평가 시행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함

- 수집한 행동들이 빠짐없이 모두 분류되었는지 주의 깊게 살핌

- 평가 능력에 대해 개발된 ‘평가지표’내의 행동지표와 평가자 자신이 관찰해

서 분류한 행동사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함

- 척도를 참고해서 해당 능력을 평정함

- 하나의 능력이 끝나면 동일 과정을 반복해서 대상 능력의 평가(등급부여)를 완료함

○ (채점 시 유의점) 채점 시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채점함

- 평가자가 피평가자를 평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판단상의 여러 오류 종류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

- 평가과제가 진행되는 도중에는 평가를 의식하지 말고 최대한 관찰하고 기록

에만 전념하여야 하며, 평가과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함

- 평정을 할 때는 상대 평정이 아닌 절대 평정으로 해야함

- 애매할 때는 무조건 3점을 주는 경향이나 긍정적 지표가 많으면 기계적으로 

5점을 주는 경향과 같은 평정 행위는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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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평가 시행

재평가 시행7.1

○ (재평가 계획) 교육훈련생의 능력단위별 또는 교과목별 1차 평가결과 확

정 후 평가계획수립 시 작성한 재평가 관련 사항(재평가 기준, 재교육 시행 

계획, 평가방법, 평가도구, 평가자, 일시 및 장소 등)은 교육훈련기관의 여건

에 맞게 자율적으로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함

- 재평가 기준 : 재평가 희망자, 평가 미응시자, 능력단위별 또는 교과목별 

평가결과가 훈련기관에서 정한 기준점수 미만자 대상으로 재평가를 시행함

- 불가피하게 재평가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교과목은 Fail 처리함

【 불가피한 사유 처리 기준 예시 】

• 경조사 : 직계가족(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

• 질병 또는 사고 :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

• 예비군 훈련 등 공가

• 기타 : 그 밖에 사정으로 인하여 평가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재평가 평가문항) 원칙적으로 재평가 평가문항은 1차 평가와 동일하지 

않게 출제되어야함

- 단, 포트폴리오, 체크리스트, 작업장평가 등 충분한 수행과정이나 결과물

을 제작해야하는 평가문항의 경우 1차 평가와 동일 평가문항 활용이 가

능하나, 치수 등 요구사항 일부를 수정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 (재평가 시행) 재평가는 모든 교육훈련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

므로 학사일정상 교육훈련시간이 아닌 별도 시간에 시행함

- 부득이하게 교육훈련시간에 시행할 경우 교육훈련계획에 맞는 수업진도

를 진행하면서 타 학습자들의 학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함

○ (재평가 최종점수) 최종 점수는 재평가 점수로 결정함



NCS기반 훈련과정 편성ㆍ평가도구 활용 매뉴얼

228 ∙ 

8. 평가결과 관리

평가결과 정리8.1

○ (평가결과 정리) 평가 종료 시 교육훈련생의 평가지 및 답안지 등 평가에 활

용된 증거들을 취합 및 정리하여 평가결과를 정리함

- 평가 대상 능력단위별로 교육훈련생의 평가결과를 정리하여 제공함

- 하나의 능력단위에 다수의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평가한 경우, 추가적으로 

평가도구별 득점 결과를 정리하여 교육훈련생에게 제공함

- 다수의 능력단위를 하나의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평가한 경우, 추가적으로 

능력단위별 득점 결과를 정리하여 교육훈련생에게 제공함

【 평가결과 정리 예시 】

순번 성명
교과목 능력단위

평가방법
이수

여부
비고

과목명 점수 능력단위명 점수

1 Pass

2 Fail 재평가 대상

3 Pass

4 Pass

5

6

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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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로 피드백을 제공할 경우

•가능한 평가 직후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교육훈련생의 느낌을 고려하여 피드백 한다.

•교육훈련생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격려 한다.

•대화를 통해 교육훈련생이 무엇이 잘되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긍정과 부정의 코멘트를 균형 있게 주어야 한다. 긍정-부정-긍정의 순서로 코멘트를 

주는 것이 좋다.

•피드백은 평가 기준과 관련되어야 한다.

•너무 많은 내용을 피드백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중요한 내용 2-3개 정도로 피드백하는 것이 좋다.

평가결과 분석 및 피드백8.2

○ (평가결과 피드백) 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자-피평가자(교육훈련생) 피드백,

평가자간 피드백을 시행함

- (평가자-피평가자) 평가결과에 대하여 평가 실시 후 1주 이내 구두 또는 서

면 방식으로 평가받은 교육훈련생에게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평가자-평가자) 평가자가 복수인 경우, 평가자간의 피드백을 진행한 후 최

종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피평가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함

- (평가결과 확인) 최종 평가결과에 대한 피평가자의 수용 여부 및 이의 여부

를 확인함

○ (이의 제기) 피평가자의 이의제기 시 수용 기준을 확인하고 관련 계획에 따

라 적합한 대처를 시행함

- 이의제기 수용 기준에 따라 수용 여부를 판단함 

- 필요 시, 추가 평가자를 활용하여 평가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함

- 제기된 이의 수용 결과에 따라 피평가자에게 추가 피드백을 제공함

【 건설적인 피드백 제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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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훌륭한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있음에도 조직(환경)이 열악하여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를 구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

•미래에 학습자가 어떻게 향상 될 수 있는지에 집중하여 더 많은 제안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대화가 아닌 글로 피드백을 제공할 경우

•교육훈련생들에게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도록 체크를 많이 해주고, 코멘트를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X표 하기 또는 줄긋기 등을 가급적 피하고 너무 많은 빨간 펜 사용은 자제한다.

•교육훈련생들이 무엇을 해야 학습 결과가 향상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교수자의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자료 : Pearson(2010). Pearson SRF BTEC Level 5 HND Diploma in Beauty Therapy(Hair

Design) Guidance book

○ 수행과정 관찰평가에 의한 수행과제 피드백 적용예시

     ✎ 예 시

과정명 헤어디자이너 양성과정 교과목명 헤어샴푸 능력단위
1201010118_17v4

헤어샴푸

능력단위

요소

헤어샴푸하기
평가방법 작업장평가 학생 명 O O O

헤어 트리트먼트하기

평가시간 15분
평가

일시

1차 2021.7.21
평가자 O O O (서명)

2차 2021.7.23

능력단위

요소

평가

요소
순번 평가항목(채점항목)

득점

1차 2차

헤어

샴푸

하기

안내 태도

1 샴푸대로 이동시 안내멘트(‘고객님 샴푸실로 안내하겠습니다.’)등을 사용하였다. 0 / 2 0 / 2

2
샴푸대로 이동시 안내 위치 및 자세(고객보다 반보 앞에서 이동하며 손으
로 방향 안내) 등을 시행하였다. 0 / 2 0 / 2

브러싱 및 
보호용구

3 샴푸 전 고객에게 사전 브러싱을 시행하였다. 0 / 3 0 / 3

4 고객에게 무릎덮개, 어깨타월, 페이스캡, 아이패드 등을 착용하였다. 0 / 3 0 / 3

- 이하 생략 -

소계   / 50   / 50

헤어 

트리트

먼트

하기

트리트먼

트 진행

19 트리트먼트제 양이 모량과 모발상태에 적합하였다. 0 / 4 0 / 4

20 거품이나 물이 고객의 얼굴과 귀에 흐르지 않았다. 0 / 4 0 / 4

21 두피 전체에 고르게 지압과 매니플레이션을 시행하였다. 0 / 4 0 / 4

- 중략 -

마무리

하기

28 고객을 편안하게 일으켜 앉혔다. 0 / 2 0 / 2

29 고객에게 두피와 어깨 등에 지압과 마사지 적절하게 시행하였다. 0 / 4 0 / 4

30 다음 사용자를 위해 샴푸대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하였다. 0 / 2 0 / 2

31 고객에게 샴푸가 끝났음을 알리고 시술석으로 정중히 안내하였다. 0 / 2 0 / 2

32 고객의 옷이 젖지 않도록 샴푸를 마쳤다. 0 / 4 0 / 4

소계   / 50   / 50

합계    /100    /100

평가자 의견 

및 환류

~~

~~ 요소들은 잘 수행하였으나 ~~ 요소들은 ~~개선이 필요

합니다.

훈련생 확인

O O O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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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결과평가에 의한 수행과제 피드백 적용예시

- 1개의 채점표에 모든 피평가자를 채점할 수 있는 채점표 서식을 활용시 사용함

     ✎ 예 시       

평가자 의견 및 환류

과정명 교과목명 능력단위

능력단위

요소
평가방법

평가자 O O O (서명)

평가시간 평가일시

번호 성명 평가자 의견 및 환류내용 비고

1 이몽룡

2 고길동

3 김길동

4 남길동

5 노길동

6 이몽룡

7 문길동

8 박길동

9 배길동

10 서길동

11 손길동

12 신길동

13 안길동

14 오길동

15 이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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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평가) 교과목별 또는 능력단위별 재평가 대상자 발생 시 재평가 계획에 

따라 실시함

- 재평가 기준에 따라 대상자 확인

- 재평가 계획에 따라 재평가 일시, 방법, 도구, 평가자 등을 확인 및 안내

- 필요 시, 교육훈련기관 여건을 고려하여 재교육 실시

○ (평가결과 분석)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을 통해 평가

의 시사점 및 개선점을 도출하여 향후 교육훈련 및 평가에 반영함

- 평가방법 또는 평가도구별로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평가의 타당성, 신뢰성,

유연성, 공정성 등 평가원칙 충족 여부를 확인함

- 교육훈련생의 개별 성취수준의 변동사항 또는 추세를 분석하여 능력단위별 

평가도구의 적정성을 분석함

- 평가결과 분석은 교수자, 평가자, 행정 및 취업 담당자, 기관장 등 가능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자체 회의를 통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내부 회의 시 고려사항 예시 】

• 교육·훈련과정 및 훈련의 목표가 잘못 세워진 점은 없었는가? 앞으로 교육·훈련목표

는 어떻게 설정하면 좋겠는가?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훈련과정 기획에서 너무 무리한 점은 없었는가? 또는 

너무 쉽게 또는 막연한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는가?

• 교육·훈련의 내용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꼭 새로 들어가야 할 내용은 

무엇이며 빼도 좋은 내용은 무엇이겠는가?

• 교육·훈련의 방법 면에서 어떤 점을 고쳐야 하겠는가? 보다 즐겁게 그리고 모두가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그 훈련의 내용을 쉽게 터득케 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 앞으로 효율적인 훈련을 

계속 실시하는데 대한 좋은 방안은 무엇인가?

• 평가도구, 평가 투입요소(인력, 평가자역량, 시설, 장비, 시간 등)에 대한 문제는 없었는

가? 개선사항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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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 활용 방안) 교육훈련생의 역량 제고 및 신뢰할 수 있는 평가를 

위하여 교육훈련기관 자율적으로 개선사항 및 후속 조치 방안을 수립함(아래 

평가 결과보고서 및 회의록 예시 참고)

- 진행 중인 훈련과정 보완 및 개선사항

- 평가우수자 및 미이수자 등에 대한 포상 또는 보충수업 등 조치계획

- 차기 훈련과정 개선방안 등

○ (평가자료 관리) 평가 관련 증거자료는 교육훈련생 명부 등 교육훈련과정 운

영관련 서류, 능력단위별 평가 관련 서류 등을 교육훈련기관에서 과정 종료

일 이후 정해진 규정에 따라 보관 및 관리함

- 평가 결과에 대한 보관이 지면으로 어려운 경우, 사진, 동영상 등으로 증빙

자료를 전산화하여 DB관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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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시

NCS기반 훈련과정 1월차 평가 결과보고서 및 회의록

결재

담당 - -

훈련구분 실업자일반 회의일시 2021.4.1.(수), 13:00

훈련과정명 회의장소

훈련기간 2021.3.2.~2021.5.30.(320시간) 참석자

1. 평가 교과목

교과목명(시간) 능력단위명(시간)
평가관리

평가일자 평가방법

A(40)
B(20)

C(20)

D(20) E(20)

... ...

2. 훈련생 평가 응시 및 능력단위 이수 현황

대상자 응시자 결시자 이수자 미이수자 이수기준

20 20 0 19 1 60점 이상

3. 평가 결과 평균

교과목 능력단위

과목명 평균점수 능력단위명 평균점수

A(40)
B(20)

C(20)

D(20) E(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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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훈련생별 평가결과

순번 성명
교과목 능력단위 평균

점수
순위

이수

여부과목명 점수 능력단위명 점수

1 Pass

Fail

Pass

Pass

... ... ...

5. 능력단위별 평가결과 분석

가. 분석내용 및 개선사항

교과목

(능력단위명)
평균점수 평가결과 분석내용 훈련과정 보완 및 개선사항

능력단위A 80.5

NCS기초에 대한 개념을 숙지하

기 위한 서술형 평가를 진행했

으며, 대부분 평균이상의 성취

도를 보였고 문제난이도에 대

한 특별한 이견이 없었음

학습분위기 유지를 위해 노력

하고, 실무에 적용된 사례를 

들어 수업 진행

능력단위B 75.5

4인 1조로 조를 편성하여 협동

학습을 진행하며 결과물에 대

한 발표형식으로 진행함. 조별

로 완성도에 대한 편차가 발생

했으나 성취도 평가에서는 모

든 훈련생이 PASS함

프로젝트 수업을 위해 강의실

을 저녁8시까지 개방하고, 협

동학습 중 역량이 부족한 훈

련생을 대상으로 면담 및 작

업진행 사항을 파악한 후 피

드백 진행

교과목A 84.4

능력단위 A와 연계되는 비NCS

교과 내용을 복습하기 위한 수

업으로 진행되었고 능력단위 A

와 동일한 결과를 보임

배운 내용에 대한 복습이므로 

별도의 학습자료를 제공하여 

이해도를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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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훈련생 개별 성취수준 변동사항 분석

6. 평가결과 활용

평가우수자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훈련생 2명을 선발하여 우수상과 

상품을 수여하여 교육 참여도 및 학습 흥미도를 높이고자 함

미이수자
60점미만의 점수를 획득한 훈련생들의 경우 보충수업 및 개별과제를 

통해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고 재평가를 실시함

학습부진자
면담 및 작업진행 사항을 파악한 후 피드백 및 별도의 학습자료를 제

공하여 이해도를 높임

기타 자격증 대비 동아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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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기반 훈련과정 작성 방법

Ⅳ

또는 

구분 활용사항

보충수업

� 학습자 성취수준 판단

- 교육내용 보강

- 훈련교사 교수 학습방법 개선

- 훈련교재 or 평가도구(문항 난이도) 개선

� 학생 적성파악(상담팀 연계)

- 진로 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성적우수자

포상

� 수료시 성적우수자 포상

� 출석률 100%인 훈련수료생 개근상 포상

� 학습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거나 학급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훈련생의 

경우 공로상, 선행상 포상

추 천 � 학업우수자 취업처 우선 추천

팀별 프로젝트 

및

동아리 활동 

운영

� 학업분위기 조성

� 프로젝트 결과물 전시(강의실, 홈페이지)

� 현장실습을 통한 능력향상 도모

�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학습자료 제공 및 과제 피드백을 위한 공간 활용

... ...

7. 차기 훈련과정 개선방안

개선사항 세부내용

훈련교사 인사고과
만족도 조사를 통해 나온 교수학습 만족도(교수기법 및 성실성 외)분

석을 통해 훈련교사의 성과급 차등 지급 및 진급여부 결정

훈련장비 변경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훈련장비 및 기자재 변경

훈련교재 변경
훈련생들의 훈련교재에 대한 민원이 3회 이상 발생 시 의견을 수렴하

여 교재를 변경하여 효율적인 수업이 운영되도록 개선

훈련시간 변동

주 5회 하루 8시간 진행되는 수업의 수강생들이 실습을 이론을 병행

하여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수업진도를 맞추기 힘들다는 의견을 수렴

하여 주 5회에서 주3회로 훈련시간 개선

훈련 부교재 활용
기초가 부족한 훈련생들을 위해 훈련교사가 자체 제작한 부교재를 배

포하여 학습의지를 고취하도록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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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1>

훈련과정 편성 형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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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일자 :

(과 정 명 )

훈 련 운 영 계 획 서

훈련과정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훈련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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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훈련과정 편성 형식

별첨

구분 교과목명 훈련시간 훈련교사
능력단위 분류번호

능력단위명(단원명)
훈련시간 비고

총계

NCS

소양 

교과

소계

직업기초능력

NCS

전공 

교과

소계

실습

비 

NCS

교과

소계

이론

실습

훈 련 과 정  개 요

1. 훈련과정명 :  

2. 훈련기간(시간) :   월(    시간)

3. 훈련 수준 :

4. 훈련대상자(선수능력):

5. 훈련 목표 : 

6. 훈련교과편성 총괄표

가. 교과 훈련시간

총시간(%) NCS 소양 교과(%) NCS 전공 교과(%) 비 NCS 교과(%)

나. 교과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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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훈련이수체계 

8. 훈련과정 교과목 운영 로드맵

교과 구분
차수(일/주/월/분기/학기)

1월차 2월차 3월차 4월차

NCS 소양교과(직업기초능력)

NCS 전공교과 

비 NCS교과(이론)

비 NCS교과(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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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훈련과정 편성 형식

별첨

교과목별 교수계획서

교과목명 학 과 장 교학팀장

대상 직종 교과 구분 훈련시간 교수성명

-

1. 지도목표 2. 훈련교재

∙

3. 주요 교수계획

연번
능력단위분류번호

능력단위명
훈련시간 능력단위요소명

훈련

시간
훈련시설 비고

4. 세부 교수계획

세부 지도목표

지도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방법

장비 및 공구

훈련기준 장비 훈련기관 보유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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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별 수행평가서

학습자 명:

             

        반      번

평가자 명: 

                (인)
평 가 일 시

1차 201 년   월   일

2차 201 년   월   일
교과목명 : (분류번호/능력단위명) 3차 201 년   월   일

평가방법 :

본 평가는 단계별 자기평가의 학습과정이 

완료된 학습자에 대하여 평가를 합니다.

학습을 위한 준비에서부터 실습의 완료 

후 동작확인까지 아래사항의 수행기준에 

근거하여 학습자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본 능력단위의 평가방법 등을 안내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준비를 할 수 있도

록 함)

전체평가(고정내용으로서 임의 변경 불가)

성취

수준
수행정도

5. 해당 지식과 기술을 확실하게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토대로 주도적으로 완벽한 작업

을 수행할 수 있다.

4. 해당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토

대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3. 해당 지식과 기술을 대부분 습득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대부

분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2. 해당 지식과 기술을 부분적으로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타인과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해당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데 부족함이 

있어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다.

평가자는 학습자의 달성정도를 성취수준에 표시한

다.

평가영역

(단원명)
수 행 준 거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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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훈련과정 편성 형식

별첨

학생별 훈련과정 종합평가서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학습자명
최종확인자

(지도교사)

교과목명
능력단위분류번호

능력단위명
평가자명 최종평가일시

평가결과

(성취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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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일자 :

(과 정 명 )

학 습 안 내 서

훈련과정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훈련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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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훈련과정 편성 형식

별첨

구분 교과목명 훈련시간 훈련교사
능력단위 분류번호

능력단위명(단원명)
훈련시간 비고

총계

NCS

소양 

교과

소계

직업기초능력

NCS

전공 

교과

소계

실습

비 

NCS

교과

소계

이론

실습

훈 련 과 정  개 요

1. 훈련과정명 :  

2. 훈련기간(시간) :  월(  시간)

3. 훈련 수준 :

4. 훈련대상자(선수능력):

5. 훈련 목표 : 

6. 훈련교과편성 총괄표

가. 교과 훈련시간

총시간(%) NCS 소양 교과(%) NCS 전공 교과(%) 비 NCS 교과(%)

나. 교과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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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훈련이수체계

8. 훈련과정 교과목 운영 로드맵

교과 구분
차수(일/주/월/분기/학기)

1월차 2월차 3월차 4월차

NCS 소양교과(직업기초능력)

NCS 전공교과

비 NCS교과(이론)

비 NCS교과(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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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훈련과정 편성 형식

별첨

(교과목명) 학습안내

<교과목 구성 능력단위>

능력단위 분류번호 능력단위명 훈련시간

(능력단위 분류번호) 능력단위명

1. 학습개요

훈 련 시 간 담당교사

훈련개요

훈련목표

단 원 명 단원별 학습목표

선 수 능 력

(필요한 경우)

작 성 일

2. 학습활동

학습활동 특기사항

3. 학습자료

보조자료

사용장비 및 공구

소요재료

관련

지식·기술·태도

훈련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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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평가서

평가방법 

☞ 평가표에 있는 항목에 대해 토의해보자, 이 평가표를 자세히 검토하면 실습 내용과 

수행목표에 대해 쉽게 이해할 것이다.

☞ 같이 실습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작업을 눈여겨보자. 이 평가표를 활용하면 작업순서에  

따라 작업할 수 있을 것이다.

▣ 동료 작업자가 옆에서 보는 데에서 작업을 해보고, 이 평가표에 따라 잘된 것과 좀 더 

향상시켜야 할 것을 지적하게 하자. “예”라고 응답할 때까지 연습을 한다.

자 기 평 가 서

평가영역

(단원명)
문     항 미흡 보통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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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훈련과정 편성 형식

별첨

   <별첨 1의 2>

훈련과정 편성 예시

  ♣ 이 훈련과정 편성예시는 훈련과정 편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객실관리

직종 훈련기준으로 활용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훈련시간 등은 감안

되지 않음

     - 훈련과정 서식에 따라 아래와 같은 순서로 제시

《1》운영계획서(교･강사용)

      1-1. 훈련개요

      1-2. 교과목별 교수계획서

      1-3. 수행평가서

《2》학습안내서(훈련생용)

      2-1. 훈련개요

      2-2. 학습안내

      2-3. 자기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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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실업자 과정>

객 실 관 리  양 성 과 정

훈 련 운 영 계 획 서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2.이용․숙박․여행․

오락․스포츠
03.관광․레저 02. 숙박서비스 02. 객실관리(주)

12.이용․숙박․여행․

오락․스포츠
03.관광․레저 02. 숙박서비스 05. 접객 서비스

12.이용․숙박․여행․

오락․스포츠
03.관광․레저 01. 여행서비스 02. 여행상품상담

※ 훈련과정 시간중 가장 비중이 높은 세분류에 “(주)” 표시

훈련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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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훈련과정 편성 형식

별첨

구분 교과목명 훈련시간 훈련교사
능력단위 분류번호

능력단위명(단원명)
훈련시간 비고

총계 300 300

NCS

소양 

교과

소계 30 30

직업기초능력 30 김소양
의사소통능력 15

대인관계능력 15

NCS

전공 

교과

소계 180 180

실습

객실서비스 70 홍길동

1203020201_13v1

객실 예약접수
30

1203020202_13v1

체크 인(Check In)
20

1203020206_13v1

체크 아웃(Check out)
20

고객서비스센터 30 ~~~
1203020508_13v1

고객 서비스 센터
30

하우스키핑정비 30 ~~~
1203020208_13v1

하우스키핑 정비
30

호텔세탁물관리 20 ~~~
1203020210_13v1

호텔 세탁물 관리
20

여행상품추천 30 ~~~
1203010202_13v1

상품추천
30

훈  련  과  정  개  요

1. 훈련과정명 : 객실관리 양성과정

2. 훈련기간(시간) : 3월(300시간)

3. 훈련수준 : 3수준

4. 훈련대상자 : 객실관리분야 신규 구직자(어학능력 및 대인관계능력)

5. 훈련목표 : 고객이 편안하고 안락한 투숙을 위해, 예약접수, 체크 인/아웃 업무, 하우스키핑,

호텔 세탁물관리 등을 통해 최상의 객실상품을 창출 할수 있다.

6. 훈련편성 총괄표

가. 교과 훈련시간

총시간(%) NCS 소양 교과(%) NCS 전공 교과(%) 비 NCS 교과(%)

300 (100%) 30(10.0%) 180(60.0%) 90(30.0%)

※ NCS 적용 비율은 60%임, 총 훈련시간이 350시간 미만인 경우 NCS 소양교과는 NCS 적용교과로 

불인정

나. 교과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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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과목명 훈련시간 훈련교사
능력단위 분류번호

능력단위명(단원명)
훈련시간 비고

비 

NCS

교과

소계 90 90

이론

호텔경영 20 ~~~
객실관리의 개요 10

호텔 시설관리 안전관리 10

마케팅 25 ~~~
마케팅 기초 10

고객 유치 마케팅 방법론 15

실습 호텔객실관리 45 ~~~
침구류 세팅 20

객실 정리 정돈 25

7. 훈련이수체계

6수준
호텔 기획전략

호텔 프로젝트

5수준

호텔 인적자원 관리

호텔 교육

호텔 관리회계

호텔 마케팅

호텔 홍보

객실 매출관리
부대업장 
손익 관리

식음료 메뉴기획

식음료 직원관리

당직

4수준

호텔 총무

호텔 영업회계

호텔 구매

호텔 판촉

객실 수납

객실 일일 마감

재실고객관리

하우스키핑관리

식음료 고객관리

휘트니스 센터 
회원관리

연회 판촉

연회 행사 외부업
체 관리

GRO

3수준

체크 인

체크 아웃

객실 예약접수

하우스키핑정비

식음료 업장관리

델리숍 관리

휘트니스센터 
운영

연회 예약 상담

연회 기획

연회 행사 준비

웨딩

출장 연회

연회행사정산

연회행사사후관리

고객서비스센터

비즈니스센터

귀빈층 라운지

컨시어지

상 품 추 천

(여행상품

상담)

호텔객실관리

(실습)

마케팅(이론)

호텔경영(이론)

2수준 호텔세탁물관리
호텔 레스토랑 
서비스

호텔 음료 서비스

연회 행사 진행
벨 데스크

도어 데스크

발렛

- 직업기초능력

수준

       

직종

숙박기획ㆍ개발 객실관리 부대시설관리 연회관리 접객서비스 타 직종
비 NCS 교과

(이론, 실습)

NCS교과 NCS이외교과 

8. 훈련과정 교과목 운영로드맵

교과 구분
차수(일/주/월/분기/학기)

1월차(100h) 2월차(100h) 3월차(100h)

NCS 소양교과(직업기초능력) 의사소통능력(15) 대인관계능력(15) -

NCS 전공교과
호텔세탁물관리(20)
하우스키핑정비(30)

객실서비스(45)
고객서비스센터(30)

객실서비스(25)
여행상품추천(30)

비 NCS교과(이론)
마케팅(25)
호텔경영(10)

호텔경영(10)

비 NCS교과(실습) 호텔객실관리(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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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훈련과정 편성 형식

별첨

교과목별 교수계획서

교과목명 학 과 장 교학팀장

객실서비스

대상 직종 교과 구분 훈련시간 교수성명

객실관리 NCS 전공교과 70 -

1. 지도목표 2. 훈련교재

고객의 편안한 투숙을 위해 체크인, 체크

아웃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객실 및 부대

시설 이용정보 파악, 예약현황 및 고객이력 

확인, 예약관련 자료작성 및 변경을 처리하

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

∙ 객실 예약접수 학습모듈교재

∙ 체크인 학습모듈교재

∙ 체크 아웃 학습모듈 교재

3. 주요 교수계획

연번
능력단위분류번호 

능력단위명
훈련시간 능력단위요소명 훈련시간

훈련가능

시설
비고

1
1203020201_13v1

객실 예약접수
30

객실 및 부대시설 이용정보 

파악하기
6 강의실

예약현황 파악하기 6 강의실

고객이력과 기호 확인하기 6 강의실

예약관련자료 작성하기 6 컴퓨터실

예약변경하기 6 컴퓨터실

2
1203020202_13v1

체크인(Check-In)
20

체크인 준비하기 2 객실 실습실

고객 응대하기 4 객실 실습실

등록카드 작성하기 4 객실 실습실

객실 키발급 및 정보 

제공하기
4 객실 실습실

고객정보 등록하기 4 객실 실습실

단체 체크인 하기 2 객실 실습실

3
1203020206_13v1

체크아웃(Check-Out)
20 ~~~~~ 20 객실 실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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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도목표

가. 객실 및 부대시설 이용정보 파악, 예약현황 및 고객이력 확인, 예약관련 자료

작성 및 변경을 처리하는 능력을 함양 할 수 있다.

나. 고객의 편안한 투숙을 위해 체크 인 준비, 고객 응대, 등록카드 작성 및 객실 정보안

내를 제공하며 고객정보 등록 및 단체 체크 인을 수행하는 능력을 함양 할 수 있다.

다. 투숙객 정보 확인하기, 추가 사용 내역(Bill) 확인하기, 최종 내역 확인과 계산하기를

통해 최종 정산을 하며 따뜻한 환송 인사와 함께 재방문을 유도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지도내용 

가. 객실 예약접수

∙객실 및 부대시설 이용정보 

파악하기

∙예약현황 파악하기

∙고객이력과 기호 확인하기

∙예약관련자료 작성하기

∙예약변경하기

나. 체크인

∙체크인 준비하기

∙고객 응대하기

∙등록카드 작성하기

∙객실 키발급 및 정보 제공하기

∙고객정보 등록하기

∙단체 체크인 하기

다. 체크아웃

∙투숙객 정보 확인하기

∙추가 사용내역 확인하기

∙최종내역 계산하기

교수학습방법

가. 강의 및 시연

객실 예약접수시 객실 및 부대시설 이용정보, 예약현황 파악, 고객이력과 기호 확인,

예약관련 자료 작성, 예약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각각의 예를 들어 

학습자들에게 보여준다.

나. 조별실습

객실 예약접수시 몇가지 상황(호텔에서 일어나는 예)을 제시하여 조별 토의하고 

결과물을 도출하게 한다.

다.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조별로 논의된 결과물에 대해서 발표를 시키고, 학습자들간에 의견을 상호 교환

하도록 한다

평가방법

가. 평가시점 : 예) 교육중 질의응답시, 중간고사 시, 교과목 수업 종료시

나. 평가내용 

• 호텔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Fidelio, Opera 등)

(중간 생략)

• 객실 업셀링 능력 

• 고객정보 검색 능력 및 활용 기술

• 객실 배정 능력 

• 객실 키 발행 기술

다. 평가방법

(과정평가) : 문답법, 평가자 체크리스트

(결과평가) : 서술형 시험, 구두발표

4. 세부교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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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훈련과정 편성 형식

별첨

장비 및 공구

훈련기준 장비 훈련기관 보유장비

장     비     명 단  위
활용구분

(공용/전용)

1대당 

활용인원

• 컴퓨터

• PMS 시스템(데모버전)

• 전화기

• 빔 프로젝트

• 프린터 

대

세트

대

대

대

공용

공용

공용

공용

공용

1

1

5

-

-

장     비     명 단  위
활용구분

(공용/전용)
보유수량

• 컴퓨터

• PMS 시스템(데모버전)

• 전화기

• 빔 프로젝트

• 프린터 

대

세트

대

대

대

공용

공용

공용

공용

공용

20

20

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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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별 수행평가

학습자 명:

             

        반      번

평가자 명: 

                (인)
평가일시

1차 201 년  월  일

교과목명 : 객실서비스 1203020201_13v1 객실 예약접수
2차 201 년  월  일

3차 201 년  월  일

평가방법 :

본 평가는 단계별 자기평

가의 학습과정이 완료된 

학습자에 대하여 평가를 

합니다.

학습을 위한 준비에서부

터 실습의 완료 후 동작

확인까지 아래사항의 수

행기준에 근거하여 학습

자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본 능력단위의 평가방법 

등을 안내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함)

전체평가(고정내용으로서 임의 변경 불가)

성취

수준
수행정도

5. 해당 지식과 기술을 확실하게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

한 기술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토대로 주도적으로 

완벽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4. 해당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토대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3. 해당 지식과 기술을 대부분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대부분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2. 해당 지식과 기술을 부분적으로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타인과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해당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데 부족함이 있어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평가자는 학습자의 달성정도를 성취수준에 표시한다.

평가영역

(단원명)
수 행 준 거⑤ 예 아니오

1203020201_13v1.1

객실 및 부대시설 

이용정보 파악하기

1.1 호텔의 객실 유형(위치, 평수, 객실 타입 등)에 따라 객실 및 

부대시설 정보를 구분하여 파악할수 있다.

1.2 객실 요금 종류(공표요금, 특별요금, 계약요금 등)에 따라 마케

별 요금을 구분하여 적용할수 있다.

1.3 객실 판매 촉진 전략에 따라 패키지나 프로모션 상품을 파악

하여 상담 및 판매할수 있다.

1.4. 부대시설의 종류와 이용안내를 위해 호텔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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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훈련과정 편성 형식

별첨

학생별 훈련과정 종합평가서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학습자명
최종확인자

(지도교사)

객실관리 양성과정 3개월(300시간) 홍길동 이순신

교과목명
능력단위분류번호

능력단위명
평가자명 최종평가일시

평가결과

(성취수준)

직업기초능력 - 이직업 ‘19.1. 95(5)

호텔이론 - 김호텔 ‘19.1. 88(4)

마케팅 - 박공단 ‘19.1. 76(3)

객실서비스

1203020201_13v1 객실 예약접수 이순신 ‘19.1. 86(4)

1203020202_13v1 체크 인(Check In) 이순신 ‘19.2. 74(3)

1203020206_13v1 체크 아웃(Check out) 이순신 ‘19.2. 84(4)

고객 서비스센터 1203020508_13v1 고객 서비스 센터 황인력 ‘19.2. 78(3)

하우스 키핑 정비 1203020208_13v1 하우스키핑 정비 서산업 ‘19.2. 76(3)

호텔 세탁물 관리 1203020210_13v1 호텔 세탁물 관리 남길정 ‘19.3. 74(3)

호텔 객실관리 침구류 세팅, 객실정리 정돈 안순신 ‘19.3. 88(4)

여행상품추천 1203020202_13v1 상품추천 남길신 ‘19.3.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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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 실 관 리  양 성 과 정

학  습  안  내  서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2.이용․숙박․여행․오락․

스포츠
03.관광․레저 02. 숙박서비스 02. 객실관리(주)

12.이용․숙박․여행․오락․

스포츠
03.관광․레저 02. 숙박서비스 05. 접객 서비스

12.이용․숙박․여행․오락․

스포츠
03.관광․레저 01. 여행서비스 02. 여행상품상담

훈련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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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과목명 훈련시간 훈련교사
능력단위 분류번호

능력단위명(단원명)
훈련시간 비고

총계 300 300

NCS

소양 

교과

소계 30 30

직업기초능력 30 김소양
의사소통능력 15

대인관계능력 15

NCS

전공 

교과

소계 180 180

실습

객실서비스 70 홍길동

1203020201_13v1

객실 예약접수
30

1203020202_13v1

체크 인(Check In)
20

1203020206_13v1

체크 아웃(Check out)
20

고객서비스센터 30 ~~~
1203020508_13v1

고객 서비스 센터
30

하우스키핑정비 30 ~~~
1203020208_13v1

하우스키핑 정비
30

호텔세탁물관리 20 ~~~
1203020210_13v1

호텔 세탁물 관리
20

여행상품추천 30 ~~~
1203010202_13v1

상품추천
30

훈  련  과  정  개  요

1. 훈련과정명 : 객실관리 양성과정

2. 훈련기간(시간) : 3월(300시간)

3. 훈련수준 : 3수준

4. 훈련대상자 : 객실관리분야 신규 구직자(어학능력 및 대인관계능력)

5. 훈련목표 : 고객이 편안하고 안락한 투숙을 위해, 예약접수, 체크 인/아웃 업무, 하우스키핑,

호텔 세탁물관리 등을 통해 최상의 객실상품을 창출할 수 있다.

6. 훈련교과편성 총괄표

가. 교과 훈련시간

총시간(%) NCS 소양 교과(%) NCS 전공 교과(%) 비 NCS 교과(%)

300 (100%) 30(10.0%) 180(60.0%) 90(30.0%)

※ NCS 적용 비율은 60%임, 총 훈련시간이 350시간 미만인 경우 NCS 소양교과는 NCS 적용교과로 

불인정

나. 교과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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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과목명 훈련시간 훈련교사
능력단위 분류번호

능력단위명(단원명)
훈련시간 비고

비 

NCS

교과

소계 90 90

이론

호텔경영 20 ~~~
객실관리의 개요 10

호텔 시설관리 안전관리 10

마케팅 25 ~~~
마케팅 기초 10

고객 유치 마케팅 방법론 15

실습 호텔객실관리 45 ~~~
침구류 세팅 20

객실 정리 정돈 25

7. 훈련이수체계

6수준
호텔 기획전략

호텔 프로젝트

5수준

호텔 인적자원 관리

호텔 교육

호텔 관리회계

호텔 마케팅

호텔 홍보

객실 매출관리
부대업장 
손익 관리

식음료 메뉴기획

식음료 직원관리

당직

4수준

호텔 총무

호텔 영업회계

호텔 구매

호텔 판촉

객실 수납

객실 일일 마감

재실고객관리

하우스키핑관리

식음료 고객관리

휘트니스 센터 
회원관리

연회 판촉

연회 행사 외부업
체 관리

GRO

3수준

체크 인

체크 아웃

객실 예약접수

하우스키핑정비

식음료 업장관리

델리숍 관리

휘트니스센터 
운영

연회 예약 상담

연회 기획

연회 행사 준비

웨딩

출장 연회

연회행사정산

연회행사사후관리

고객서비스센터

비즈니스센터

귀빈층 라운지

컨시어지

상 품 추 천

(여행상품

상담)

호텔객실관리

(실습)

마케팅(이론)

호텔경영(이론)

2수준 호텔세탁물관리
호텔 레스토랑 
서비스

호텔 음료 서비스

연회 행사 진행
벨 데스크

도어 데스크

발렛

- 직업기초능력

수준

       

직종

숙박기획ㆍ개발 객실관리 부대시설관리 연회관리 접객서비스 타 직종
비 NCS 교과

(이론, 실습)

NCS교과 NCS이외교과

8. 훈련과정 교과목 운영로드맵

교과 구분
차수(일/주/월/분기/학기)

1월차(100h) 2월차(100h) 3월차(100h)

NCS 소양교과(직업기초능력) 의사소통능력(15) 대인관계능력(15) -

NCS 전공교과
호텔세탁물관리(20)
하우스키핑정비(30)

객실서비스(45)
고객서비스센터(30)

객실서비스(25)
여행상품상담(30)

비 NCS교과(이론)
마케팅(25)

호텔 경영(10)
호텔경영(10) -

비 NCS교과(실습) 호텔객실관리(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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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서비스 학습안내

<교과목 구성 능력단위>

능력단위 분류번호 능력단위명 훈련시간

1203020201_13v1 객실 예약접수 30

1203020202_13v1 체크 인(Check In) 20

1203020206_13v1 체크 아웃(Check out) 20

1203020201_13v1 객실 예약접수

1. 학습개요

훈 련 시 간 30시간 담당교사 홍길동

훈 련 개 요

객실 서비스에서 중용한 능력으로, 호텔에 투숙하고자 하는 손님에게 객실 및 부대시설 

이용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전달하고, 예약현황 및 고객이력 확인하며, 예약관련 자료

작성 및 변경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다.

훈 련 목 표
객실 및 부대시설 이용정보 파악, 예약현황 및 고객이력 확인, 예약관련 자료작성 및 

변경을 처리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

단원명 단원별 학습목표

1203020201_13v1.1

객실 및 부대시설 

이용정보 파악하기

1.1 호텔의 객실 유형(위치, 평수, 객실 타입 등)에 따라 객실 및 부대시설 정보를 구분

하여 파악할 수 있다.

1.2 객실 요금 종류(공표요금, 특별요금, 계약요금 등)에 따라 마켓별 요금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1.3 객실 판매 촉진 전략에 따라 패키지나 프로모션 상품을 파악하여 상담 및 판매할 

수 있다.

~~~~~~~~

1203020201_13v1.2

예약현황 파악하기

2.1 호텔 예약 시스템을 기반으로 예약 가능한 객실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2.2 당일 점유율에 따라 적정 객실요금 BAR(Best Available Rate)를 제시할 수 있다. 

2.3 객실 예약 초과 상황 발생 시 예약 처리 규정에 따라 객실 종류를 조정할 수 있다.

~~~~~~~~~~

~~~~~ 3.1 ~~~~~

선 수 능 력 ⑦

(필요한경우)
하우스키핑 정보

작 성 일 ⑧ 2019년 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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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활동

학습활동 특기사항

1. 방문한 호텔 손님에 대하여 예약확인, 체크인, 객실

안내까지 절차를 조별로 토의하고, 조별 토의된 자

료를 발표하시오

- 조별 구성은 5명씩 구성하고, 조원별로 역할 분담

을 하시오

안전준수사항

과제 제출기한

발표방법

시험일자

실습실 개방시간

3. 학습자료

보조자료

∙ 호텔 가격표

∙ 호텔별 체크인 절차

∙ 호텔별 체크아웃 절차 등

사용장비 및 

공구

∙ 컴퓨터

∙ PMS

∙ 프린터 및 복사기

∙ ~~~~~~~~

소요재료 -

관련지식·기술·

태도

� 객실 요금제도

� 패키지나 프로모션 상품 특성

� 부대시설 관련 정보

� 관광 쇼핑 관련 주변 정보

� 객실 상품의 종류 및 요

∙ ~~~~~~~

훈련교재

� 객실 예약관리 학습모듈

� 체크 인 학습모듈

� 체크 아웃 학습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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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평가서

평가영역

(단원명)
문항 미흡 보통 우수

1. 객실 및 부대시설 

이용정보 파악하기

1.1 나는 호텔의 객실 유형(위치, 평수, 객실 타입 등)에 따라 

객실 및 부대시설 정보를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
① ② ③

1.2 나는 객실 요금 종류(공표요금, 특별요금, 계약요금 등)

에 따라 마켓별 요금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

2. 예약현황 파악하기

2.1 나는 호텔 예약 시스템을 기반으로 예약 가능한 객실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① ② ③

2.2 나는 당일 점유율에 따라 적정 객실요금 BAR(Best

Available Rate)를 제시할 수 있다.
① ② ③

2.3 나는 객실 예약 초과 상황 발생 시 예약 처리 규정에 

따라 객실 종류를 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2.4 나는  ~~~~~할 수 있다.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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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실업자 과정>

개발일자 :

(비서 신규 구직자 양성과정)

훈 련 운 영 계 획 서

훈련과정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2. 경영·회계·사무 02. 총무ㆍ인사 03. 일반사무 01. 비서(주)

02. 경영·회계·사무 02. 총무ㆍ인사 03. 일반사무 02. 사무행정

02. 경영·회계·사무 02. 총무ㆍ인사 01. 총무 01. 총무

훈련기관명
※ 소속기관명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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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과목명 훈련시간 훈련교사
능력단위 분류번호

능력단위명(단원명)
훈련시간 비고

총계 385 385

NCS

소양 

교과

소계 20 20

직업기초능력 20 김소양

의사소통능력 10

직업윤리 10

훈 련 과 정 개 요

1. 훈련과정명 : 비서 신규구직자 양성과정(~ 양성과정, ~구직자과정, ~재직자과정, ~향상과정 등)

2. 훈련기간(시간) : 4월(385시간)

3. 훈련 수준 : 3수준

4. 훈련대상자(선수능력) : 비서분야로 취업을 희망하는 신규 구직자(선수능력 필요 없음)

5. 훈련 목표

가. 상사와 조직을 위하여 충성심과 상호 신뢰를 바탕을 기밀유지 및 비서윤리를 준수하고 조직과

경영전반에 관한 지식, 사무정보기술, 의사소통능력 등을 갖추어 경영진을 전문적으로 보좌

하여 비서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나. 사무행정 처리에 수반되는 워드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

을 활용하여 사무 문서 작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 조직 구성원들이 업무상 발생되는 인장, 출장, 제증명 관련 요청사항을 적시에 지원하고 업무용

시설을 관리 및 개선할 수 있다.

6. 훈련교과편성 총괄표

가. 교과 훈련시간

총시간(%) NCS 소양 교과(%) NCS 전공 교과(%) 비 NCS 교과(%)

385 (100%) 20(5.2%) 305(79.2%) 60(15.6%)

나. 교과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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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과목명 훈련시간 훈련교사
능력단위 분류번호

능력단위명(단원명)
훈련시간 비고

NCS

전공 

교과

소계 305 305

실습

비서기본실무 90 홍길동

0202030101_13v1

경영진 지원업무
30

0202030105_13v1

응대업무
30

0202030106_13v1

보고업무
30

예결산관리 15 ~~~
0202030111_13v1

경영진 예결산 관리
15

일정관리 80 ~~~

0202030103_13v1

경영진 일정관리
30

0202030104_13v1

출장관리
30

0202010107_13v1

업무지원
20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120 ~~~

0202030209_17v1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활용
120

비 

NCS

교과

소계 60 60

이론 비서학개론 30 ~~~

비서의 역할 및 사무환경 10

비서와 조직관리 10

비서의 주요 진출분야 10

실습 서비스실무 30 ~~~

직장 예절 10

이미지 메이킹 10

서비스마인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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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훈련이수체계

6수준 영문서 지원업무

비서학개론(이론)

서비스실무(실습)

5수준

경영환경 동향 분석

회의의전관리

비서 영어회화업무

4수준

경영진 일정관리

출장관리

경영진 문서작성관리

자료 관리

3수준

경영진 지원업무

응대업무

보고업무

비서 사무정보관리

경영진 예산결산관리

문서작성

문서관리

사무행정 업무관리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활용

업무지원

(총무)

2수준

회의 운영⋅지원

사무환경조성

- 직업기초능력

수준

        

직종

비   서 사 무 행 정 타 직종 비 NCS교과(이론, 실습)

NCS교과 NCS이외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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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훈련과정 교과목 운영 로드맵

교과 구분
차수(월)

1월차(100h) 2월차(100h) 3월차(100h) 4월차(85h)

NCS 소양교과
(직업기초능력)

의사소통능력(10) 대인관계능력(10) - -

NCS 전공교과
비서기본실무(30)

사무자동화프로그램(40)

비서기본실무(30)

사무자동화프로그램(40)

비서기본실무(30)

예결산관리(15)

사무자동화프로그램(20)

일정관리(15)

일정관리(65)

사무자동화프로그램(20)

비 NCS 교과(이론) 비서학개론(20) 비서학개론(10) - -

비 NCS 교과(실습) - 서비스실무(10) 서비스실무(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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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도목표

가. 경영진이 본연의 업무에 최대한 전념 할 수 있도록 사무환경을 정비하고 경영진의 일상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나. 전화와 방문객을 경영진의 상황에 따라 맞이하고 선별․대응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다. 경영진의 지시사항과 필요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보고할 수 있다.

지도내용

가. 경영진 지원업무 (능력단위)

• 경영진 출퇴근업무 지원하기 (요소)

• 사무환경 관리하기 (요소)

• 경영진의 신상정보 관리하기 (요소)

나. 응대업무 (능력단위)

• 경영진 전화 연결하기 (요소)

• 경영진 부재중 응대하기 (요소)

• 내방객 응대 준비하기 (요소)

다. 보고업무 (능력단위)

• 경영진의 업무 지시받기 (요소)

• 메시지 전달하기 (요소)

• 경영진에게 보고하기 (요소)

교과목별 교수계획서(NCS 전공교과)

※ 교과목별로 작성 개수 나옴(1개 양식에 편성한 모든 능력단위를 나열하여 작성시 부적합)

교과목명 학 과 장 교학팀장

비서기본실무

대상 직종 교과 구분 훈련시간 교수성명

비서 NCS전공교과 90 홍길동

1. 지도목표 2. 훈련교재

경영진의 업무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보좌와 

전화와 방문객의 접객, 선별 대응 업무 및 지시

사항의 필요내용을 파악하여 보고할 수 있다.

∙경영진지원업무 학습모듈
∙응대업무 학습모듈
∙보고업무 학습모듈

3. 주요 교수계획

연번
능력단위분류번호

능력단위 

훈련

시간
능력단위요소명

훈련

시간

훈련

시설
비고

1
0202030101_13v1

경영진 지원업무
30

경영진 출퇴근업무 지원하기 6 컴퓨터실

사무환경 관리하기 6 강의실

경영진의 신상정보 관리하기 6 컴퓨터실

명찰 관리하기 6 컴퓨터실

경조사 관련업무하기 6 컴퓨터실

2
0202030105_13v1

응대업무
30

경영진 전화 연결하기 6 강의실

경영진 부재중 응대하기 6 강의실

내방객 응대 준비하기 6 강의실

내방객 선별․응대하기 6 강의실

내방객 방문 후 업무하기 6 컴퓨터실

3
0202030106_13v1

보고업무
30

경영진의 업무 지시받기 10 강의실

메시지 전달하기 10 강의실

경영진에게 보고하기 10 강의실

4. 세부 교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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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찰 관리하기 (요소)

• 경조사 관련업무하기 (요소)

• 내방객 선별․응대하기 (요소)

• 내방객 방문 후 업무하기 (요소)

교수학습방법

가. 강의 및 시연

경영진 지원업무, 응대업무, 보고업무의 세부 지도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각각의 예를 들어 학습자들에게 

시연을 보인다.

나. 조별실습

경영진 지원 및 전화 응대, 내방객 응대, 경영진 보고업무 시 몇가지 상황(사무실에서 일어나는 예)을 

제시하여 조별 토의하고, 역할 상황극으로 실습하도록 한다.

다.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조별로 논의된 결과물에 대해서 발표를 시키고, 학습자들간에 의견을 상호 교환 및 질의응답을 한다.

평가방법

가. 평가시점 : 각 능력단위 종료 후, 교과목 종료시

나. 평가방법 : 역할연기 평가, 평가자 체크리스트

다. 평가내용

• 비서 업무 일지 작성

• 출퇴근 업무 관리 항목 이해 수준평가

• 상사 신상카드 작성

• 전화연결하기

• 상황별 선별하기

• 내방객 접대하기

• 정확한 지시보고방법

장비 및 공구

훈련기준 장비 훈련기관 보유장비

장비명 단위
활용구분

(공용/전용)

1대당 

활용인원

• 컴퓨터

• 프린터

• 복사기

• 사무용 데이터 베이스 

소프트웨어

• 다과용품(찻잔, 다기 등)

대

대

세트

개

셋트

공용

공용

공용

공용

공용

1명

-

-

1명

5명

장비명 단위
활용구분

(공용/전용)
보유수량

• 컴퓨터

• 프린터

• 복사기

• 사무용 데이터 베이스 

소프트웨어

• 다과용품(찻잔, 다기 등)

대

대

세트

개

셋트

공용

공용

공용

공용

공용

20

1

1

2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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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별 수행평가서

학습자명(○반, ○번) 평가자명(교수자) 평 가 일 시

홍 길 동 (인)
1차 200 년   월   일

2차 200 년   월   일

교과목명 :

비서기본실무

0202030101_13v1

경영진 지원업무 3차 200 년   월   일

평가방법 : 평가자 체크리스트

본 평가는 단계별 자기평가의 학습과정이 

완료된 학습자에 대하여 평가를 합니다.

학습을 위한 준비에서부터 실습의 완료 

후 동작확인까지 아래사항의 수행기준에 

근거하여 학습자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본 능력단위의 평가방법 등을 안내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준비를 할 수 있도

록 함)

전체평가(고정내용으로서 임의 변경 불가)

성취

수준
수행정도

5. 해당 지식과 기술을 확실하게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토대로 주도적으로 완벽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4. 해당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토

대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3. 해당 지식과 기술을 대부분 습득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대부

분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2. 해당 지식과 기술을 부분적으로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타인과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해당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데 부족함이 

있어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작업을 수

행할 수 있다.

평가자는 학습자의 달성정도를 성취수준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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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단원명)
수 행 준 거 예 아니오

0202030101_13v1.1

경영진 출퇴근업무 

지원하기

1.1 상사 출근 전에 업무일지의 수행업무점검표에 따라 당일 비서가 

수행할 업무리스트를 작성하고 업무계획을 세울 수 있다.

1.2 상사가 결재할 문서, 일정표, 간행물, 우편물, 신문의 내용을 확인한 후 

문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제공할 수 있다.

1.3 상사가 출근 후 상사의 일정표와 요청에 따라 지시업무를 수행하며 

수행업무상황을 업무일지에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다.

1.4 상사의 퇴근 전에 익일일정표를 정리한 후 이에 따라 비서의 업무를 

계획하고 일정표를 상사, 기사, 관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0202030101_13v1.2

사무환경 관리하기

2.1 상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실 환경점검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사무환경을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다.

2.2 상사집무실과 비서가 관리하는 사무실 안의 사무비품, 용품, 사무기기

들을 관리방법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다.

2.3 상사의 업무와 선호도에 따라 필요한 간행물 목록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구독신청과 갱신할 수 있다.

0202030101_13v1.3

경영진의 신상정보
관리하기

3.1 상사의 기본인적사항에 관련된 개인 정보를 신상카드에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

3.2 상사의 회사업무에 관련된 정보를 작성하고 변경사항이 생길 때마다

수정하여 최신의 상태로 관리할 수 있다.

3.3 상사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여 정리한 후, 이에 따라 관련

된 업무 수행 시 참고할 수 있다.

3.4 상사신상카드 정보에 따라 상사의 공식, 비공식 모임, 가족모임에 

관련된 업무를 상사의 요구대로 지원할 수 있다.

0202030101_13v1.4

명찰 관리하기

4.1 명함관리방법에 따라 상사와 관련된 명함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4.2 상사가 필요시 보관된 명함을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상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4.3 명함을 데이터베이스로 정리한 후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최신의 

주소록을 유지하고 상사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0202030101_13v1.5

경조사 관련업무하기

5.1 경조사 규정에 따라 상사와 관련된 사내외 경조사가 발생된 경우 

시기에 맞추어 업무 지원할 수 있다.

5.2 연하장과 선물을 보내는 경우, 회사의 규정과 상사의 요구에 따라 

물품을 조사하고 구매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5.3 경조사와 선물에 관련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수시로 갱신

하여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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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명(○반, ○ 번) 평가자명(교수자) 평 가 일 시

홍 길 동 (인) 1차 200 년   월   일

2차 200 년   월   일
교과목명 :

비서기본실무

0202030105_13v1

응대업무 3차 200 년   월   일

평가방법 : 역할연기 평가

본 평가는 단계별 자기평가의 학습과정이 

완료된 학습자에 대하여 평가를 합니다.

학습을 위한 준비에서부터 실습의 완료 후

동작확인까지 아래사항의 수행기준에 근거

하여 학습자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본 능력단위의 평가방법 등을 안내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준비를 할 수 있도

록 함)

전체평가(고정내용으로서 임의 변경 불가)

성취

수준
수행정도

5. 해당 지식과 기술을 확실하게 습득하여 직

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사고력과 문제 해

결력을 토대로 주도적으로 완벽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4. 해당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토

대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3. 해당 지식과 기술을 대부분 습득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대부

분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2. 해당 지식과 기술을 부분적으로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타인과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해당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데 부족함이 

있어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다.

평가자는 학습자의 달성정도를 성취수준에 표시한다.

평가영역

(단원명)
수 행 준 거 예 아니오

0202030105_13v1.1

경영진 전화 연결하기

1.1 전화응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비할 수 있다.

1.2 전화응대원칙에 따라 전화를 받고 상사의 상황에 따라 선별하고 

연결할 수 있다.

1.3 상사의 지시에 따라 국내외 전화걸기원칙에 맞추어 전화를 걸어 

연결할 수 있다.

1.4 비서가 부재중인 상황에서도 상사와 관련된 전화가 처리될 수 있

도록 준비할 수 있다.

1.5 전화기록부에 통화내역을 기록하여 관리 할 수 있다.

0202030105_13v1.2

경영진 부재중 

응대하기

2.1 상황에 따라 상사가 전화나 직접응대가 불가능한 경우 메모를 

받아 기록할 수 있다.

2.2 부재중 메모를 상사의 상황에 따라 전달하고 기록관리 할 수 있다.

2.3 상사의 부재이유에 대해 기밀보안 유지를 할 수 있다.

2.4 전화나 내방객의 용건에 따라서 관련 부서와 담당자에게 연결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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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단원명)
수 행 준 거 예 아니오

0202030105_13v1.3

내방객 응대 준비하기

3.1 상사가 선호하는 내방객 응대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

3.2 방문일정에 따라 내방객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3.3 방문일정 상황에 맞게 응대 장소를 준비할 수 있다.

3.4 내방객의 원활한 방문을 위한 필요 사항을 준비할 수 있다.

0202030105_13v1.4

내방객 선별․응대하기

4.1 내방객 응대 원칙에 맞추어 내방객을 맞이할 수 있다.

4.2 내방객의 정보에 따라 선별하고 약속 없이 방문한 경우

상사의 지시에 따라 내방객을 응대할 수 있다.

4.3 상사의 상황에 따라 내방객을 응대장소로 안내하고 

다과를 순서에 맞게 대접할 수 있다.

4.4 내방객과의 면담 중 전언이 있는 경우 상황에 맞게 전달

할 수 있다.

0202030105_13v1.5

내방객 방문 후 

업무하기

5.1 내방객이 방문을 마친 후 상황에 맞게 배웅할 수 있다.

5.2 다음 내방객 맞이를 위하여 응대 장소를 정리․정돈

할 수 있다.

5.3 내방객관련 정보를 내방객 카드에 기록관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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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명(○반, ○ 번) 평가자명(교수자) 평 가 일 시

홍 길 동 (인) 1차 200 년   월   일

2차 200 년   월   일
교과목명 :

비서기본실무

0202030106_13v1

보고업무 3차 200 년   월   일

평가방법 : 역할연기 평가

본 평가는 단계별 자기평가의 학습과정이 

완료된 학습자에 대하여 평가를 합니다.

학습을 위한 준비에서부터 실습의 완료 후

동작확인까지 아래사항의 수행기준에 근거

하여 학습자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본 능력단위의 평가방법 등을 안내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준비를 할 수 있도

록 함)

전체평가(고정내용으로서 임의 변경 불가)

성취

수준
수행정도

5. 해당 지식과 기술을 확실하게 습득하여 직

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사고력과 문제 해

결력을 토대로 주도적으로 완벽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4. 해당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토

대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3. 해당 지식과 기술을 대부분 습득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대부

분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2. 해당 지식과 기술을 부분적으로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타인과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해당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데 부족함이 

있어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다.

평가자는 학습자의 달성정도를 성취수준에 표시한다.

평가영역

(단원명)
수 행 준 거 예 아니오

0202030106_13v1.1

경영진의 업무 

지시받기

1.1 상사의 지시사항을 경청하고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1.2 지시사항을 메모하여 정확한 업무내용을 파악할 수 있

다.

1.3 메모사항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상사에게 재확인할 수 

있다.

0202030106_13v1.2

메시지 전달하기

2.1 지시받은 내용에 따라 해당 관련 업무 담당자를 파악할 

수 있다.

2.2 지시받은 내용을 구두나 문서로 구분하여 전달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2.3 지시받은 사항과 보고기한에 대해 정확히 해당 관련업

무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4 내용 전달 후 예외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합한 조치

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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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단원명)
수 행 준 거 예 아니오

0202030106_13v1.3

경영진에게 보고하기

3.1 상사에게 보고할 내용을 수집하여 검토할 수 있다.

3.2 내용에 따라 보고 방법을 결정하여 상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3.3 상사에게 보고한 후 추가사항에 대한 내용을 처리할 수 

있다.

※ 여기까지가 1개의 교과목에 대한 교수계획서 작성 완료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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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도목표

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식의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나.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식의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식의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라.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식의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지도내용

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활용하기   능력단위요소

• 다양한 형식의 문서를 편집하기  준거

• 부서의 요청사항에 맞게 문서를 작성하기  

• 부서의 요청사항에 맞게 작성한 문서를 요구

자에게 제공하기  

나.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활용하기 능력단위요소

• 데이터 계산식 및 데이터 분석도구를 사용하기 

• 부서의 요청사항에 맞게 문서를 작성하기  

• 부서의 요청사항에 맞게 작성한 문서를 요구

자에게 제공하기  

다.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활용하기 능력단위요소

•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관리하기  준거

• 부서의 요청사항에 맞게 문서를 작성하기  준거

• 부서의 요청사항에 맞게 작성한 문서를 요구자에게 

제공하기  준거

라.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 활용하기 능력단위요소

• 다양한 디자인을 적용한 문서를 작성하기  준거

• 부서의 요청사항에 맞게 문서를 작성하기  준거

• 부서의 요청사항에 맞게 작성한 문서를 요구자에게 

제공하기  준거

※ 여기부터 NCS전공교과 두 번째 교과목에 대한 교수계획서 작성 시작됨.

교과목명 학과장 교학팀장

사무자동화프로그램

대상 직종 교과 구분 훈련시간 교수성명

사무행정 NCS전공교과 120 홍길동

1. 지도목표 2. 훈련교재

사무행정 처리에 수반되는 워드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사무 

문서 작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컴퓨터 활용 (피앤씨미디어 / 2019.02.10)

3. 주요 교수계획

연번
능력단위분류번호

능력단위 
훈련시간 능력단위요소명 훈련시간 훈련시설 비고

1

0202030209_17v1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활용

120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활용하기 30 컴퓨터실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활용하기 30 컴퓨터실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활용하기 30 컴퓨터실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 활용하기 30 컴퓨터실

4. 세부 교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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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방법

가. 강의 및 시연

워드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의 세부 지도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시연을 보여준다.

나. 개인별 학습

워드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의 세부 지도내용에 대해서 실습과제를 

주고 작업하게 하여 개인별 작업데이터를 제출 받는다.

다.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개인별로 제작된 결과물에 대해서 발표를 시키고, 학습자들간에 의견을 상호 교환하도록 한다.

평가방법

가. 평가시점 : 교육중 수시, 교과목 종료시

나. 평가방법 : 포트폴리오, 평가자 체크리스트

다. 평가내용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작업 방법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활용한 문서 작성 실제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작업 방법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활용한 문서 작성 실제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작업 방법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활용한 문서 작성 실제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 작업 방법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한 문서 작성 실제

장비 및 공구

훈련기준 장비 훈련기관 보유장비

장비명
단

위

활용구분

(공용/전용)

1대당

활용인원
• 컴퓨터

• 문서작성 프로그램

• 프린터

• 빔 프로젝터

• 스캐너

대

개

대

대

대

공용

공용

공용

공용

공용

1

1

-

-

-

장비명 단위
활용구분

(공용/전용)

보유

수량
• 컴퓨터

• 문서작성 프로그램

• 프린터

• 빔 프로젝터

• 스캐너

대

대

대

대

대

공용

공용

공용

공용

공용

20

20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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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별 수행평가서

학습자명(○반, ○번) 평가자명(교수자) 평 가 일 시

홍 길 동 (인) 1차 201 년   월   일

교과목명 :

사무자동화프로그램

0202030209_17v1

사무자동화프로그램활용

2차 201 년   월   일

3차 201 년   월   일

평가방법 :

본 평가는 단계별 자기평가의 학습과정이 

완료된 학습자에 대하여 평가를 합니다.

학습을 위한 준비에서부터 실습의 완료 

후 동작확인까지 아래사항의 수행기준에 

근거하여 학습자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본 능력단위의 평가방법 등을 안내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준비를 할 수 있도

록 함)

전체평가(고정내용으로서 임의 변경 불가)
성취

수준
수행정도

5. 해당 지식과 기술을 확실하게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토대로 주도적으로 완벽한 작업
을 수행할 수 있다.

4. 해당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토
대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3. 해당 지식과 기술을 대부분 습득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대부
분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2. 해당 지식과 기술을 부분적으로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타인과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해당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데 부족함이 
있어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작업을 수
행할 수 있다.

평가자는 학습자의 달성정도를 성취수준에 표시한다.

평가영역
(단원명) 수 행 준 거 예 아니오

0202030209_17v1.1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활용하기

1.1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식의 문서를 편집할 수 있다.

1.2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부서의 요청사항에 맞게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1.3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부서의 요청사항에 맞게 작성한 문서를 요구자

에게 제공할 수 있다.

0202030209_17v1..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활용하기

2.1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데이터 계산식 및 데이터 분석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2.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부서의 요청사항에 맞게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2.3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부서의 요청사항에 맞게 작성한 문서를 요구자

에게 제공할 수 있다.

0202030209_17v1..3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활용하기

3.1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관리할 수 있다.

3.2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부서의 요청사항에 맞게 데이터를 분석하여 문

서를 작성할 수 있다.

3.3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부서의 요청사항에 맞게 작성한 문서를 요구자

에게 제공할 수 있다.

0202030209_17v1..4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 활용하기

4.1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양한 디자인을 적용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4.2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부서의 요청사항에 맞게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4.3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부서의 요청사항에 맞게 작성한 문서를 요구자

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이하 NCS 전공교과 과목 교수계획서작성은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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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도목표

비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이해하고, 조직관리능력 및 업무영역, 이후 진출분야를 이해할 수 있다.

지도내용

가. 비서의 역할 및 사무환경

• 업무관리 및 시간관리

• 기획업무

• 커뮤니케이션

• 인간관계관리

• 네트워킹

나. 비서와 조직관리

• 경영관리 지식

• 조직과 비서

• 동기부여

• 의사결정

다. 비서직의 진출분야

• 법률기관

• 의료기관

• 정치기관

• 비서로서의 취업

• 비서의 평생교육

교수학습방법

가. 강의

비서의 역할 및 사무환경, 비서와 조직관리, 비서직의 진출분야의 세부 지도내용에 대해서 설명한다.

나. 개인별 학습

비서의 역할 및 사무환경, 비서와 조직관리, 비서직의 진출분야와 관련있는 자료를 조사하게 하여 개인별

자료를 제작하여 발표하도록 한다.

다.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개인별로 제작된 결과물에 대해서 발표를 시키고, 학습자들간에 의견을 상호 교환하도록 한다.

교과목별 교수계획서(비NCS 교과)

★ 비 NCS교과목들 교수계획서도 모두 작성

교과목명 학과장 교학팀장

비서학개론

대상 직종 교과 구분 훈련시간 교수성명

비서 이론 30 홍길동

1. 지도목표 2. 훈련교재

비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이해하고, 조직관리능력 및 업무

영역, 이후 진출분야를 이해할 수 있다.

∙비서학개론

(한올출판사, 홍순이 저, 2007년)

3. 주요 교수계획

연번 주요구성내용 훈련시간 세부구성내용 훈련시간 훈련시설

1 비서의 이해 30

비서의 역할 및 사무환경 10 강의실

비서와 조직관리 10 강의실

비서직의 진출분야 10 강의실

4. 세부 교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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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훈련과정 편성 형식

별첨

도

입

동기유발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유를 제공함으로써 참가자의 주의를 집중하고 동기를 유발한다.

목표제시
수업 후에 학습자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과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에 대해 명확

히 진술함으로써 기대감을 제공한다.

현업 활용점 소개
과정의 주요내용을 미리 안내하고 이러한 교육내용이 현업에서의 직무수행과 어

떤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한다.

사전지식 재생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회상시켜서 그것을 학습자가 활용하게 한다.

학습 순서 안내 학습자들이 교수의 진행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학습활동의 스케쥴을 제공한다.

본

강

의

설명 학습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시한다.

시범 학습자에게 직무에 필요로 하는 수행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연습 학습자가 직무에 요구되는 바람직한 수행을 연습하게 한다.

피드백과 교정
학습자의 수행 후에 강사가 필요하다면 추가 설명, 시범 연습을 제공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에 대해 비판이나 해결책을 제공한다.

마

무

리

요점 정리 제시된 주요한 부분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다름 부분과의 통합 새로운 기술이 활용될 직무상황 뿐 아니라, 다른 기능과 연결시킨다.

목표 재확인 학습한 내용과 목표와의 연관성을 Review한다.

동기유발 재확인 학습했던 내용이 왜 중요한지 알려준다.

평가 학습한 기술을 강화하고 자신감을 심어 주기 위하여 학습자가 학습한 것을 평가한다.

라. 교수학습프로세스 및 주요활동내용

평가방법

• 업무관리 및 시간관리

• 기획업무

• 커뮤니케이션

• 인간관계관리

• 네트워킹

• 경영관리 지식

• 조직과 비서

• 동기부여

• 의사결정

• 법률기관

• 의료기관

• 정치기관

• 비서로서의 취업

• 비서의 평생교육

가. 평가시점 : 교육중, 교과목 종료후

나. 평가방법 : 필답형시험

다. 평가내용

장비 및 공구

훈련기준 장비 훈련기관 보유장비

장 비 명 단위
활용구분

(공용/전용)
1대당

활용인원

빔 프로젝트 대 공용 -

컴퓨터 대 공용 -

장 비 명 단위
활용구분

(공용/전용)
보유수량

빔 프로젝트 대 공용 1

컴퓨터 대 공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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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단원명)
수 행 준 거 예 아니오

비서의 역할 및 사무

환경

1.1 상사 출근 전에 업무일지의 수행업무점검표에 따라 당일 비서가 수

행할 업무리스트를 작성하고 업무계획을 설명할 수 있다.

1.2 상사가 결재할 문서, 일정표, 간행물, 우편물, 신문의 내용을 확인한 후 문

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제공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1.3 상사가 출근 후 상사의 일정표와 요청에 따라 지시업무를 수행하며 수

행업무상황을 업무일지에 정확하게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1.4 상사의 퇴근 전에 익일일정표를 정리한 후 이에 따라 비서의 업무를 계획

하고 일정표를 상사, 기사, 관계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비서와 조직관리

2.1 상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실 환경점검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사무환경을 쾌적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2.2 상사집무실과 비서가 관리하는 사무실 안의 사무비품, 용품, 사무기기

들을 관리방법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2.3 상사의 업무와 선호도에 따라 필요한 간행물 목록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구독신청과 갱신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5. 교과목별 수행평가서

학습자명(○반, ○번) 평가자명(교수자) 평 가 일 시

(인) 1차 200 년   월   일

2차 200 년   월   일
교과목명 :

비서학개론
비서의 이해 3차 200 년   월   일

평가방법 : 지필시험, 평가자 체크리스트

본 평가는 단계별 자기평가의 학습과정이 

완료된 학습자에 대하여 평가를 합니다.

학습을 위한 준비에서부터 실습의 완료 

후 동작확인까지 아래사항의 수행기준에 

근거하여 학습자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본 능력단위의 평가방법 등을 안내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준비를 할 수 있도

록 함)

전체평가(고정내용으로서 임의 변경 불가)

성취

수준
수행정도

5. 해당 지식과 기술을 확실하게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토대로 주도적으로 완벽한 작업

을 수행할 수 있다.

4. 해당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토

대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3. 해당 지식과 기술을 대부분 습득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대부

분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2. 해당 지식과 기술을 부분적으로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타인과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해당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데 부족함이 

있어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작업을 수

행할 수 있다.

평가자는 학습자의 달성정도를 성취수준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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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훈련과정 편성 형식

별첨

평가영역

(단원명)
수 행 준 거 예 아니오

비서직의 진출분야

3.1 상사의 기본인적사항에 관련된 개인 정보를 신상카드에 작성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3.2 상사의 회사업무에 관련된 정보를 작성하고 변경사항이 생길 때마다

수정하여 최신의 상태로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3.3 상사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여 정리한 후, 이에 따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참고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3.4 상사신상카드 정보에 따라 상사의 공식, 비공식 모임, 가족모임에 

관련된 업무를 상사의 요구대로 지원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비 NCS 교과(실습) 과목 교수계획서작성은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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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별 훈련과정 종합평가서 

※ 훈련과정에 수강한 학습자별로 교과별 수행평가 결과를 지도교사가 종합제시( 모든 교과목 작성 )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학습자명
최종확인자

(지도교사)
비서 신규 구직자 

양성과정
4월 385시간 홍길동

교과목명
능력단위분류번호

능력단위명
평가자명 최종평가일시

평가결과

(성취수준)

직업기초능력 - 홍길동

비서기본실무

0202030101_13v1

경영지원업무
홍길동

0202030105_13v1

응대업무
홍길동

0202030106_13v1

보고업무
홍길동

예결산관리
0202030111_13v1

경영진 예결산 관리
홍길동

일정관리

0202030103_13v1

경영진 일정관리
이순신

0202030104_13v1

출장관리
이순신

0202010107_13v1

업무지원
이순신

사무자동화프로그램
0202030209_17v1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활용
홍길동

비서학개론(이론)

(단원 나열)

- 비서의 역할 및 사무환경

- 비서와 조직관리

- 주요진출분야

이순신

서비스실무(실습)

(단원 나열)

- 직장예절

- 이미지메이킹

- 서비스마인드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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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일자 :

(비서 신규 구직자 양성과정)

학 습 안 내 서

훈련생용 학습안내서

훈련과정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2. 경영·회계·사무 02. 총무ㆍ인사 03. 일반사무 01. 비서(주)

02. 경영·회계·사무 02. 총무ㆍ인사 03. 일반사무 02. 사무행정

02. 경영·회계·사무 02. 총무ㆍ인사 01. 총무 01. 총무

훈련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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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과목명 훈련시간 훈련교사
능력단위 분류번호

능력단위명(단원명)
훈련시간 비고

총계 385 385

NCS

소양 

교과

소계 20 20

직업기초능력 20 김소양

의사소통능력 10

직업윤리 10

훈 련 과 정 개 요

1. 훈련과정명 : 비서 신규구직자 양성과정

2. 훈련기간(시간) : 4월(385시간)

3. 훈련 수준 : 3수준

4. 훈련대상자(선수능력) : 비서분야로 취업을 희망하는 신규 구직자(선수능력 필요 없음)

5. 훈련 목표

가. 상사와 조직을 위하여 충성심과 상호 신뢰를 바탕을 기밀유지 및 비서윤리를 준수하고 조직과

경영전반에 관한 지식, 사무정보기술, 의사소통능력 등을 갖추어 경영진을 전문적으로 보좌

하여 비서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나. 사무행정 처리에 수반되는 워드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

을 활용하여 사무 문서 작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 조직 구성원들이 업무상 발생되는 인장, 출장, 제증명 관련 요청사항을 적시에 지원하고 업무용

시설을 관리 및 개선할 수 있다.

6. 훈련교과편성 총괄표

가. 교과 훈련시간

총시간(%) NCS 소양 교과(%) NCS 전공 교과(%) 비 NCS 교과(%)

385 (100%) 20(5.2%) 305(79.2%) 60(15.6%)

나. 교과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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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과목명 훈련시간 훈련교사
능력단위 분류번호

능력단위명(단원명)
훈련시간 비고

NCS

전공 

교과

소계 305 305

실습

비서기본실무 90 홍길동

0202030101_13v1

경영진 지원업무
30

0202030105_13v1

응대업무
30

0202030106_13v1

보고업무
30

예결산관리 15 ~~~
0202030111_13v1

경영진 예결산 관리
15

일정관리 80 ~~~

0202030103_13v1

경영진 일정관리
30

0202030104_13v1

출장관리
30

0202010107_13v1

업무지원
20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120 ~~~

0202030209_17v1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활용
120

비 

NCS

교과

소계 60 60

이론 비서학개론 30 ~~~

비서의 역할 및 사무환경 10

비서와 조직관리 10

비서의 주요 진출분야 10

실습 서비스실무 30 ~~~

직장 예절 10

이미지 메이킹 10

서비스마인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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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훈련이수체계

6수준 영문서 지원업무

비서학개론(이론)

서비스실무(실습)

5수준

경영환경 동향 분석

회의의전관리

비서 영어회화업무

4수준

경영진 일정관리

출장관리

경영진 문서작성관리

자료 관리

3수준

경영진 지원업무

응대업무

보고업무

비서 사무정보관리

경영진 예산결산관리

문서작성

문서관리

사무행정 업무관리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활용

업무지원

(총무)

2수준
회의 운영⋅지원

사무환경조성

- 직업기초능력

수준
        

직종

비   서 사 무 행 정 타 직종 비 NCS교과(이론, 실습)

NCS교과 NCS이외 교과

8. 훈련과정 교과목 운영 로드맵

교과 구분
차수(월)

1월차(100h) 2월차(100h) 3월차(100h) 4월차(85h)

NCS 소양교과
(직업기초능력)

의사소통능력(10) 대인관계능력(10) - -

NCS 전공교과
비서기본실무(30)

사무자동화프로그램(40)

비서기본실무(30)

사무자동화프로그램(40)

비서기본실무(30)

예결산관리(15)

사무자동화프로그램(20)

일정관리(15)

일정관리(65)

사무자동화프로그램(20)

비 NCS 교과(이론) 비서학개론(20) 비서학개론(10) - -

비 NCS 교과(실습) - 서비스실무(10) 서비스실무(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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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S전공교과만 교과목별로 각각 작성, NCS소양교과 / 비NCS교과(이론, 실기)는 제외

(비서기본실무) 학습안내 (  )안에 교과목명 꼭 기재

<교과목 구성 능력단위>

능력단위 분류번호 능력단위명 훈련시간

0202030101_13v1 경영진 지원업무 30

0202030105_13v1 응대업무 30

0202030106_13v1 보고업무 30

★ 능력단위별로 모두 작성. 현재 교과의 능력단위 3개이므로 아래 양식을 3개 작성

(0202030101_13v1) 경영진 지원업무 ← (능력단위 분류번호) 능력단위명 작성

1. 학습개요

훈련시간 30 담당교사 홍길동

훈 련 개 요
당신은 비서업무의 기본이면서 중요한 업무인 경영진이 본연의 업무에 최대한 전념 할 수 

있도록 사무환경을 정비하고 경영진의 일상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훈 련 목 표
경영진이 본연의 업무에 최대한 전념 할 수 있도록 사무환경을 정비하고 경영진의 

일상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원 명 단원별 학습목표

0202030101_13v1.1

경영진 출퇴근업무 

지원하기

1.1 상사 출근 전에 업무일지의 수행업무점검표에 따라 당일 비서가 수행할 업무리스트를 작성하고

업무계획을 세울 수 있다.

1.2 상사가 결재할 문서, 일정표, 간행물, 우편물, 신문의 내용을 확인한 후 문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제공할 수 있다.

1.3 상사가 출근 후 상사의 일정표와 요청에 따라 지시업무를 수행하며 수행업무상황을 업무일지에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다.

1.4 상사의 퇴근 전에 익일일정표를 정리한 후 이에 따라 비서의 업무를 계획하고 일정표를 상사,

기사, 관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0202030101_13v1.2

사무환경관리하기

2.1 상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실 환경점검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사무환경을 쾌적

하게 관리할 수 있다.

2.2 상사집무실과 비서가 관리하는 사무실 안의 사무비품, 용품, 사무기기들을 관리방법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다.

2.3 상사의 업무와 선호도에 따라 필요한 간행물 목록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구독신청과 갱신할 

수 있다.

나머지 생략함 나머지 능력단위요소 .3~.5는 지문관계상 생략하여 작성 함. 빠짐없이 모두 작성해야함

선 수 능 력

(필요한 경우)
필요 없음

작 성 일 2019.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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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활동

학습활동 특기사항

[ 경영진 출퇴근업무 지원하기 ]

1. 상사 출근 전에 업무일지의 수행업무점검표에 따라 당일 비서가

수행할 업무리스트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시오.

2. 상사가 결재할 문서, 일정표, 간행물, 우편물, 신문의 내용을

확인한 후 문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정리하여 발표하시오.

3. 상사가 출근 후 상사의 일정표와 요청에 따라 지시업무를 수

행하며 수행업무상황을 업무일지에 정확하게 작성하시오.

4. 상사의 퇴근 전에 익일일정표를 정리한 후 이에 따라 비서의

업무를 계획하고 일정표를 작성하시오.

[ 사무환경 관리하기 ]

1. 일반 사무실 환경을 가정하여, 환경점검표를 작성 하고 

중점점검사항을 조별로 토의하여 발표하시오.

2. 사무실 안의 사무비품, 용품, 사무기기들을 관리방법을 

나열하여 제출하시오.

3. 상사의 업무와 선호도에 따라 필요한 간행물 목록을 작성

하여 A4 절반 정도의 내용으로 정리하시오.

[ 경영진의 신상정보 관리하기 ]

1. 상사의 기본인적사항에 관련된 개인 정보를 신상카드에 

작성하시오.

2. 상사의 회사업무에 관련된 정보를 작성하고, 최신정보로 

갱신하시오.

3. 상사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여 정리한 후, 이에 

따라 관련된 업무 수행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시오.

나머지 2개 능력단위요소에 대한 학습활동은 생략 함.

• 업무체크리스트의 다양한 형식을 카페 자료실 참조

- http://cafe.naver.com/polycontents

• 적절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과제물을 정리하고 

이메일로 결과물 제출

- 메일주소 : kutsik@daum.net

- 제출기한 : 2019년 6월 7일

• 조별 토의를 통해 토출된 결과는 카페 게시판에 업로

드

- http://cafe.naver.com/polycontents내 과제물 게시판

- (1조) 환경점검표_제출일자로 게시물 제목을 달아 

제출

- 제출기한 : 2019년 6월 9일

- 발표일 : 2019년 6월 9일 해당 과목 3교시

- 발표자 : 조장

• 교재 45 페이지 참조

• 누리집 내 추가 신상자료 반영(경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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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자료

보조자료

• 상사신상카드

• 비서의 업무 일지

• 상사 일정표

• 사내 행동 강령

• 사무비품 대장

• 사무비품 구매절차

• 사내 경조사 규정

• 사무실 환경 점검표

• 간행물 목록표

• 간행물 신청절차

• 경조사 단자 봉투 양식

• 명함관리 데이터 양식

• 비서협회 비서업무 매뉴얼

• **회사 비서업무 일지 등 참조

사용장비 및 공구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사무용 데이터 베이스 소프트웨어

소요재료 A4용지

관련

지식·기술·태도

[지식]

• 건강관리 관련 지식

• 경조사 관련 기초지식

• 경조사 관련단자 실용한자

• 골프관련 지식 

• 금융업무 지식

• 명함관리방법 

• 문서관리원칙 

• 비서업무일지 작성법

• 비서의 사무환경   관리방법 

• 사무비품 사용방법

• 사무업무 관리 지식

• 상사신상카드 작성방법 

• 상사일정표 작성법(일일/주간/월간)

• 직장예절 규범

•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지식

• 회사의 간행물 신청 방법

• 회사의 경조사 규정

• 회사의 사무비품 구매방법

[기술]

• 간행물 관리능력 

• 결재상신 능력 

• 명함정리도구 활용 능력

• 문서 작성 기술 

• 사무 비품 대장 작성 능력

• 실용한자 활용능력

• 업무용 소프트웨어 활용 기술 

• 일정표 작성 기술

• 자료 우선순위

• 정보관리 능력

• 중요도 선별기술

• 컴퓨터 활용 정보관리기술

[태도]

• 격식에 맞는 예의 바른 태도

• 경조사 관리 시기, 절차에 대한 

정확한 판단력 

• 상황에 맞는 정확한 판단력

• 신상정보 기밀 유지관리 노력

• 신속한 경조사 준수 의지

• 신속한 정리 태도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책임감

• 업무에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

•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하려는 자세

• 적극적인 경청 태도

• 적극적인 사무환경 관리 자세

• 정확한 명함 관리 유지

• 정확한 신상관련 자료 관리 노력

훈련교재 경영진 지원업무 모듈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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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평가서

자 기 평 가 서

평가영역

(단원명)
문     항 미흡 보통 우수

경영진 

출퇴근업무 

지원하기

1.1 나는 상사 출근 전에 업무일지의 수행업무점검표에 따라 당일 비서가

수행할 업무리스트를 작성하고 업무계획을 세울 수 있다.

1.2 나는 상사가 결재할 문서, 일정표, 간행물, 우편물, 신문의 내용을 확인한 

후 문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제공할 수 있다.

1.3 나는 상사가 출근 후 상사의 일정표와 요청에 따라 지시업무를 

수행하며 수행업무상황을 업무일지에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다.

1.4 나는 상사의 퇴근 전에 익일일정표를 정리한 후 이에 따라 비서의 

업무를 계획하고 일정표를 상사, 기사, 관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사무환경 

관리하기

2.1 나는 상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실 환경점검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사무환경을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다.

2.2 나는 상사집무실과 비서가 관리하는 사무실 안의 사무비품, 용품,

사무기기들을 관리방법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다.

2.3 나는 상사의 업무와 선호도에 따라 필요한 간행물 목록을 작성

하고, 이에 따라 구독신청과 갱신할 수 있다.

경영진의

신상정보

관리하기

3.1 나는 상사의 기본인적사항에 관련된 개인 정보를 신상카드에 작성

하고 관리할 수 있다.

3.2 나는 상사의 회사업무에 관련된 정보를 작성하고 변경사항이 생길

때마다 수정하여 최신의 상태로 관리할 수 있다.

3.3 나는 상사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여 정리한 후, 이에 따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참고할 수 있다.

3.4 나는 상사신상카드 정보에 따라 상사의 공식, 비공식 모임, 가족

모임에 관련된 업무를 상사의 요구대로 지원할 수 있다.

이후 생략함 능력단위요소 2개는 지문관계상 생략하여 작성 함. 빠짐없이 모두 작성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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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훈련과정 편성 형식

별첨

(0202030105_13v1) 응대업무 두 번째 능력단위

1. 학습개요

훈련시간 30 담당교사 홍길동

훈 련 개 요
당신은 비서업무의 기본이며 중요한 업무인 전화와 방문객을 상황에 따라 맞이하고 선

별·응대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훈 련 목 표 전화와 방문객을 상황에 따라 맞이하고 선별·응대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원 명 단원별 학습목표

0202030105_13v1.1

경영진 전화 

연결하기

1.1 전화응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비할 수 있다.

1.2 전화응대원칙에 따라 전화를 받고 상사의 상황에 따라 선별하고 연결할 수 있다.

1.3 상사의 지시에 따라 국내외 전화걸기원칙에 맞추어 전화를 걸어 연결할 수 있다.

1.4 비서가 부재중인 상황에서도 상사와 관련된 전화가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다.

1.5 전화기록부에 통화내역을 기록하여 관리 할 수 있다.

0202030105_13v1.2

경영진 부재중 

응대하기

2.1 상황에 따라 상사가 전화나 직접응대가 불가능한 경우 메모를 받아 기록할 수 있다.

2.2 부재중 메모를 상사의 상황에 따라 전달하고 기록관리 할 수 있다.

2.3 상사의 부재이유에 대해 기밀보안 유지를 할 수 있다.

2.4 전화나 내방객의 용건에 따라서 관련 부서와 담당자에게 연결해 줄 수 있다.

0202030105_13v1.3

내방객 응대 

준비하기

3.1 상사가 선호하는 내방객 응대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

3.2 방문일정에 따라 내방객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3.3 방문일정 상황에 맞게 응대 장소를 준비할 수 있다.

3.4 내방객의 원활한 방문을 위한 필요 사항을 준비할 수 있다.

0202030105_13v1.4

내방객 

선별․응대하기

4.1 내방객 응대 원칙에 맞추어 내방객을 맞이할 수 있다.

4.2 내방객의 정보에 따라 선별하고 약속 없이 방문한 경우 상사의 지시에 따라 

내방객을 응대할 수 있다.

4.3 상사의 상황에 따라 내방객을 응대장소로 안내하고 다과를 순서에 맞게 대접할 수 있다.

4.4 내방객과의 면담 중 전언이 있는 경우 상황에 맞게 전달할 수 있다.

0202030105_13v1.5

내방객 방문 후 

업무하기

5.1 내방객이 방문을 마친 후 상황에 맞게 배웅할 수 있다.

5.2 다음 내방객 맞이를 위하여 응대 장소를 정리․정돈할 수 있다.

5.3 내방객관련 정보를 내방객 카드에 기록관리 할 수 있다.

선 수 능 력

(필요한 경우)
필요 없음

작 성 일 2015. 0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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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활동

학습활동 특기사항

[ 경영진의 전화 연결하기 ]

1. 전화응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기술하여 간략

하게 발표하시오.

2. 전화응대원칙에 따라 전화를 받고 상사의 상황에 따라 

선별하고 연결하는 상황을 연출하시오.

3. 상사의 지시에 따라 국내외 전화걸기원칙에 맞추어 전화를 

걸어 연결하시오.

4. 비서가 부재중인 상황에서도 상사와 관련된 전화가 처리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표하시오.

5. 통화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전화기록부를 작성

하여 이메일로 제출하시오.

[ 경영진 부재중 응대하기 ]

1. 상황에 따라 상사가 전화나 직접응대가 불가능한 경우를 

가정하여 메모를 작성하시오.

2. 부재중 메모를 상사의 상황에 따라 전달하고 기록관리하는  

방법을 이야기 하시오.

3. 상사의 부재이유에 대해 기밀보안 유지를 해야하는 필요

성에 대해 이야기하시오.

4. 전화나 내방객의 용건에 따라서 관련 부서와 담당자에 

연결하는 상황을 연출하시오.

[ 내방객 응대 준비하기 ]

1. 상사가 선호하는 내방객 응대 방식을 생각해보고, 서술 

하시오.

2. 제시한 방문일정에 따라 내방객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하시오.

3. 방문일정 상황에 맞게 응대 장소를 준비할 때 필요한 사항에 

대해 발표하시오.

4. 내방객의 원활한 방문을 위한 필요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

하여 발표하시오.

[ 내방객 선별 응대하기 ]

1. 내방객 응대 원칙에 맞추어 내방객을 맞이하는 실습을 

하시오.

2. 내방객의 정보에 따라 선별하고 약속 없이 방문한 경우 

상사의 지시에 따라 내방객을 응대하는 실습을 해 보시오.

• 간단한 메모를 통해 내용을 정리하여 2월 9일 3교

시에 발표

• 상황극을 통한 실습

• 임의로 상황을 주고 그에 따른 상황극 연출

• 메모를 통해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는지 여부 파악

- 메모지 제출(수업시간)

• 수업 중 토론

• 이메일을 통해 서술 내용 전달

- 제출 : 이메일, 메일 내용에 간략하게 내용 정리

- 메일주소 : kutsik@daum.net

- 제출기한 : 6월 7일 오후 3시까지

• 상사 업무 메뉴얼 참조

• 비서협회 누리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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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훈련과정 편성 형식

별첨

학습활동 특기사항

3. 상사의 상황에 따라 내방객을 응대장소로 안내하고 다과를 

순서에 맞게 대접하는 실습을 하시오.

4. 내방객과의 면담 중 전언이 있는 경우 상황에 맞게 전달할    

수 있도록 실습하시오.

[ 내방객 방문 후 업무하기 ]

1. 내방객이 방문을 마친 후 상황에 맞게 배웅하는 실습을  

하시오.

2. 다음 내방객 맞이를 위하여 응대 장소를 정리․정돈하시오.

3. 내방객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내방객 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오.

작성 생략함(작성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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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자료

보조자료

• 내방객 전화번호부

• 내방객 메모지

• 내방객 카드

• 내방객 방문기록부

• 회사 위치안내 자료

• 건물 내 이동경로

• 전화기 사용설명서

사용장비 및 공구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사무용 데이터 베이스 소프트웨어, 다과용품

소요재료 해당없음

관련

지식·기술·태도

[지식]

• 국제전화의 종류(국가코드)

• 내방객 기록부 형식

• 내방객 배웅방법

• 내방객 선별 방법

• 내방객 소개 요령

• 내방객 안내 요령

• 내방객 응대 기본 원칙

• 내방객 정보 수집 방법

• 내방객 카드 작성

• 다과접대 방법

• 면담 중 전언 요령

• 명함수수 방법

• 방문객 기록부 작성요령

• 방문객 응대 예절

• 상황별 메모 전달 방법

• 응대 장소 준비 요령

• 응접실 정리 방법

• 전화 메모지 작성요령

• 전화 선별 요령

• 전화 응대⋅걸기원칙및예절

• 전화기록부 방문객 기록부 작성 관리방법

• 전화부가서비스 종류 및 사용방법

• 조직에 대한 정보

• 직급별 전화연결 요령

• 회사위치 안내정보

[기술]

• 문서작성능력

• 의사소통능력

• 전화기(키폰) 사용방법

• 정보수집능력

• 정보전달 능력 

• 컴퓨터활용능력

[태도]

• 경청하는 자세

• 민첩한 태도

• 빠르게 위기   대처하려는 자세

• 상사의 상황파악 태도

• 상황별 위기대처자세

• 예의바르고 친절한 태도

• 적극적인 준비자세

• 정확하고 세심하게 정리정돈하려는 자세

• 정확한 판단력

• 친절하고 섬세한 태도

•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려는 마음가짐

• 타인에 대한 배려심

훈련교재 응대업무 모듈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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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훈련과정 편성 형식

별첨

4. 자기평가서

자 기 평 가 서

평가영역

(단원명)
문     항 미흡 보통 우수

경영진 

전화 

연결하기

1.1 나는 전화응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비할 수 있다.

1.2 나는 전화응대원칙에 따라 전화를 받고 상사의 상황에

따라 선별하고 연결할 수 있다.

1.3 나는 상사의 지시에 따라 국내외 전화걸기원칙에 

맞추어 전화를 걸어 연결할 수 있다.

1.4 나는 비서가 부재중인 상황에서도 상사와 관련된 

전화가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다.

1.5 나는 전화기록부에 통화내역을 기록하여 관리 할 수 있다.

경영진 

부재중 

응대하기

2.1 나는 상황에 따라 상사가 전화나 직접응대가 

불가능한 경우 메모를 받아 기록할 수 있다.

2.2 나는 부재중 메모를 상사의 상황에 따라 전달하고 

기록관리 할 수 있다.

2.3 나는 상사의 부재이유에 대해 기밀보안 유지를 할 수 있다.

2.4 나는 전화나 내방객의 용건에 따라서 관련 부서와 

담당자에게 연결해 줄 수 있다.

내방객 

응대 

준비하기

3.1 나는 상사가 선호하는 내방객 응대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

3.2 나는 방문일정에 따라 내방객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3.3 나는 방문일정 상황에 맞게 응대 장소를 준비할 수 있다.

3.4 나는 내방객의 원활한 방문을 위한 필요 사항을 

준비할 수 있다.

내방객 

선별․응대

하기

4.1 나는 내방객 응대 원칙에 맞추어 내방객을 맞이  

할 수 있다.

4.2 나는 내방객의 정보에 따라 선별하고 약속 없이 방문한 

경우 상사의 지시에 따라 내방객을 응대할 수 있다.

4.3 나는 상사의 상황에 따라 내방객을 응대장소로 

안내하고 다과를 순서에 맞게 대접할 수 있다.

4.4 나는 내방객과의 면담 중 전언이 있는 경우 상황에 

맞게 전달할 수 있다.

내방객 

방문 후 

업무하기

5.1 나는 내방객이 방문을 마친 후 상황에 맞게 배웅할 수 있다.

5.2 나는 다음 내방객 맞이를 위하여 응대 장소를 정리․

정돈할 수 있다.

5.3 나는 내방객관련 정보를 내방객 카드에 기록관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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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시간 30 담당교사 홍길동

훈 련 개 요
당신은 비서업무의 기본이며 중요한 업무인 경영진의 지시사항과 필요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보고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훈 련 목 표 경영진의 지시사항과 필요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보고할 수 있다.

단 원 명 단원별 학습목표

0202030106_13v1.1

경영진의 업무 

지시받기

1.1 상사의 지시사항을 경청하고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1.2 지시사항을 메모하여 정확한 업무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1.3 메모사항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상사에게 재확인할 수 있다.

0202030106_13v1.2

메시지 

전달하기

2.1 지시받은 내용에 따라 해당 관련 업무 담당자를 파악할 수 있다.

2.2 지시받은 내용을 구두나 문서로 구분하여 전달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2.3 지시받은 사항과 보고기한에 대해 정확히 해당 관련업무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4 내용 전달 후 예외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합한 조치를 할 수 있다.

0202030106_13v1.3

경영진에게 

보고하기

3.1 상사에게 보고할 내용을 수집하여 검토할 수 있다.

3.2 내용에 따라 보고 방법을 결정하여 상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3.3 상사에게 보고한 후 추가사항에 대한 내용을 처리할 수 있다.

선 수 능 력

(필요한 경우)
필요없음

작 성 일 2015. 05. 01

(0202030106_13v1) 보고업무 세 번째 능력단위

1. 학습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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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훈련과정 편성 형식

별첨

2. 학습활동

학습활동 특기사항

[ 경영진의 업무 지시받기 ]

1. 상사(교사)의 지시사항을 경청하고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여 문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2. 상사(교사)의 지시사항을 메모하여 정확한 업무  

내용을 파악하여 발표하시오.

3. 메모사항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상사에게 재확인  

할 수 있도록 정리하시오.

[ 메세지 전달하기 ]

1. 지시받은 내용에 따라 해당 관련 업무 담당자를   

파악하여 조별로 토의하시오.

2. 지시받은 내용을 구두나 문서로 구분하여 전달 방법을 

논의하시오.

3. 내용 전달 후 예외사항(임의로 제시)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절한 조치방법을 토론하시오.

[ 경영진에게 보고하기 ]

1. 상사(교사)의 지시사항을 전달받고, 상사에게 보고할 

내용을 수집하여 검토하시오.

2. 내용에 따른 보고 방법을 정리하여 발표하시오.

3. 상사에게 보고한 후 추가사항에 대한 내용을 처리

하는 다양한 방법을 글로 정리하시오.

• 문서작성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간략하게(1000자 

내외) 정리 후 작성된 문서를 제출하시오.

- 메일주소 : kutsik@daum.net

- 제출기한 : 6월 7일 오후 3시까지

- 주의사항 : 파일 제목을 날짜_지시사항(이름)으로 제출

• 토의 내용은 수업 중(19일 4교시 조장 발표)

• 보고 방법을 간략한 메모로 정리하여 수업중(7교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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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자료

보조자료

• 조직구조도

• 관련업무 담당자 연락처

• 보고 일지

• 비서협회 비서업무 매뉴얼

• **회사 비서업무 일지 등 참조

사용장비 및 공구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사무용 데이터 베이스 소프트웨어

소요재료 해당없음

관련

지식·기술·태도

[지식]

• 6하원칙 보고 방법

• 관계부서

• 구두보고 방법

• 보고서 작성 방법

• 정확한 화법

• 조직구조

• 지시내용 전달요령

• 지시받는 요령

[기술]

• 메모 정리 기술

• 보고서 작성능력

• 의사소통능력

• 정보 수집력

• 정확한 경청능력

• 정확한 화법 

• 중간상황 보고 스피치   능력

• 지시경청능력

[태도]

• 겸손하고 사려 깊은 태도

• 긍정적으로 수용하려는 마음

• 보고기한을 엄수하려는 자세

•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려는 태도

• 정확하게 보고서를 작성하려는 태도 

•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하려는 태도

훈련교재 보고업무 모듈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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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 자기평가서

자 기 평 가 서

평가영역

(단원명)
문     항 미흡 보통 우수

경영진의 

업무 

지시받기

1.1 나는 상사의 지시사항을 경청하고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1.2 나는 지시사항을 메모하여 정확한 업무내용을 파악

할 수 있다.

1.3 나는 메모사항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상사에게 재

확인할 수 있다.

메시지 

전달하기

2.1 나는 지시받은 내용에 따라 해당 관련 업무 담당자를 

파악할 수 있다.

2.2 나는 지시받은 내용을 구두나 문서로 구분하여 전달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2.3 나는 지시받은 사항과 보고기한에 대해 정확히 해당 

관련업무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4 나는 내용 전달 후 예외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합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경영진에

게 

보고하기

3.1 나는 상사에게 보고할 내용을 수집하여 검토할 수 있다.

3.2 나는 내용에 따라 보고 방법을 결정하여 상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3.3 나는 상사에게 보고한 후 추가사항에 대한 내용을 

처리할 수 있다.

※ 여기까지가 첫 번째 교과목 학습안내서 작성 완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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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부터 두 번째 교과목 학습안내서 작성 시작됨.

(사무자동화프로그램) 학습안내

<교과목 구성 능력단위>

능력단위 분류번호 능력단위명 훈련시간

0202030209_17v1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활용 120

0202030209_17v1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활용용

1. 학습개요

훈련시간 120 담당교사 홍길동

훈 련 개 요

당신은 비서업무의 기본이며 중요한 업무인 사무행정 처리에 수반되는 워드프로세

서,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사무 문서 작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훈 련 목 표
1. 사무행정 처리에 수반되는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활용할 수 있다.

2. 사무 문서 작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단 원 명 단원별 학습목표

0202030209_17v1.1

워드프로세서 프로

그램 활용하기

1.1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식의 문서를 편집할 수 있다.

1.2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부서의 요청사항에 맞게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1.3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부서의 요청사항에 맞게 작성한 문서를 요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0202030209_17v1..2

스프레드시트 프로

그램 활용하기

2.1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데이터 계산식 및 데이터 분석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2.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부서의 요청사항에 맞게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2.3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부서의 요청사항에 맞게 작성한 문서를 요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0202030209_17v1..3

데이터베이스 프로

그램 활용하기

3.1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관리할 수 있다.

3.2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부서의 요청사항에 맞게 데이터를 분석하여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3.3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부서의 요청사항에 맞게 작성한 문서를 요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0202030209_17v1..4

프레젠테이션 프로

그램 활용하기

4.1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양한 디자인을 적용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4.2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부서의 요청사항에 맞게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4.3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부서의 요청사항에 맞게 작성한 문서를 요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선 수 능 력

(필요한 경우)
하위 능력단위인  “사무환경조성, 사무행정 업무관리, 회의 운영⋅지원” 관련 내용

작 성 일 2019.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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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학습활동

학습활동 특기사항
[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활용하기 ]

1. 각종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샘플로 제시된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오.

2. ~~~~~~~~~~~~~~~~~~~~

[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활용하기 ]

1. 네트워크 오류 시 매뉴얼에 대해 기술하시오.

2. ~~~~~~~~~~~~~~~~~~~~

[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활용하기 ]

1. ~~~~~~~~~~~~~~~~~~~~

2. ~~~~~~~~~~~~~~~~~~~~

• 워드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모두 사용하여 작성

- 파일명 : 과제 (zip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메일주소 : kutsik@daum.net

- 제출일자 : 2019.6.31

• A4용지 한 장 내외

- 누리집 내 첨부자료 참조

3. 학습자료

보조자료

• 워드프로세스 프로그램 사용매뉴얼

•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사용매뉴얼

•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 사용매뉴얼

•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사용매뉴얼

• 사무기기 사용매뉴얼

• 전자정보관리 규정 매뉴얼

• 네트워크 관리 매뉴얼
사용장비 및 공구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 프린터, 빔 프로젝터, 스캐너

소요재료 A4용지

관련

지식·기술·태도

구 

분
주  요  내  용

지 

식

• PC 운영체제의 기본 기능

• 데이터베이스 파일관리의 기술적 지식

•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특성

• 문서작성 규칙

•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특성

•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의 기능별 특성

•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특성

• 정보 보안 및 시스템 보안 지식

•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 특성

• 프레젠테이션의 논리적 구성 절차

기 

술

•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의 보고서 활용 능력

•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의 테이블 활용 능력

• 데이터베이스프로그램의 입력 및 편집 능력

•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의 계산식, 함수 활용 

능력

•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의 데이터 관리 능력

•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의 데이터 분석도구 

활용 능력

•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의 개체 ,표, 차트 활

용 능력

•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의 저장, 출력 능력

•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의 편집 능력

•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의 멀티 효과 활용 기

술

•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의 텍스트와 도형 입력 

기술

•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의 표와 차트 편집 기

술

태 

도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노력

• 구성원 지원 의지

• 문서작성 절차 지침 준수

• 부서원과의 팀웍 노력

• 업무처리규정 준수

• 정확한 업무처리 태도

훈련교재 • 쉽게알자! 엑셀파워포인트2019,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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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평가서

자 기 평 가 서

평가영역

(단원명)
문     항 미흡 보통 우수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활용하기

1.1 나는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식의 문서를 편집할 수 

있다.

1.2 나는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부서의 요청사항에 맞게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1.3 나는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부서의 요청사항에 맞게 작성한 

문서를 요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활용하기

2.1 나는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데이터 계산식 및 데이터 분석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2.2 나는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부서의 요청사항에 맞게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2.3 나는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부서의 요청사항에 맞게 작성한 

문서를 요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활용하기

3.1 나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관리할 수 

있다.

3.2 나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부서의 요청사항에 맞게 데이터

를 분석하여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3.3 나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부서의 요청사항에 맞게 작성한 

문서를 요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 

활용하기

4.1 나는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양한 디자인을 적용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4.2 나는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부서의 요청사항에 맞게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4.3 나는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부서의 요청사항에 맞게 작성한 

문서를 요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여기까지가 두 번째 교과목 학습안내서 작성 완료됨.

※ 나머지 교과목 학습안내서 작성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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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재직자)과정>

비서직 회의의전관리 향상과정

훈 련 운 영 계 획 서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2. 경영·회계·사무 02. 총무ㆍ인사 3. 일반사무 01. 비서(주)

※ 훈련과정 시간중 가장 비중이 높은 세분류에 “(주)” 표시

훈련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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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  련  과  정  개  요

1. 훈련과정명 : 비서직 회의의전관리 향상과정

2. 훈련기간(시간) : 5일(40시간)

3. 훈련수준 : 5수준

4. 훈련대상자 : 비서직무 중 회의의전관리분야 직무능력향상을 희망하는 재직자

5. 훈련목표 : 경영진과 관련된 각종 회의 개최와 참석을 지원하고 참석자의 의전을 수행 할 수 있다.

6. 훈련편성 총괄표

가. 교과 훈련시간

총시간(%) NCS 소양 교과(%) NCS 전공 교과(%) 비 NCS 교과(%)

40(100%) 2(5.0%) 18(45.0%) 20(50.0%)

나. 교과목 구성

구분 교과목명 훈련시간 훈련교사
능력단위 분류번호

능력단위명(단원명)
훈련시간 비고

총계 40 40

NCS

소양 

교과

소계 2 2

직업기초능력 2 김소양 의사소통능력 2
경청능력

의사표현능력

NCS

전공 

교과

소계 18 18

실습 회의의전관리 18 홍길동
0202030108_16v2

회의의전관리
18

선별적 

능력단위요소편성

비 

NCS

교과

소계 20 20

이론 비서개론 10 김비서

비서의 역할 및 

사무환경
5

비서와 조직관리 5

실습 서비스실무 10 최비서

직장예절 2

이미지 메이킹 3

서비스마인드 5

     ✎  설 명
○ 재직자향상과정은 능력단위요소 편성이 허용되므로 일부 능력단위요소로만 훈련내용 편성시 NCS전공교과 

비고란에 ‘선별적 능력단위요소편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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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명

○ 재직자향상과정의 NCS적용 훈련과정 필수기준

구분 NCS 적용 훈련과정 필수기준

NCS

적용 비율
○ 총 훈련시간의 40%이상을 NCS 능력단위로 편성

NCS

형식 요건

[재직자 훈련 - 근로자 개인, 사업주 위탁]

○ 훈련기준에서 제시한 과정/과목의 훈련시간은 과정/과목(능력단위)에 제시된 훈련시간의 최대 

+50%까지 편성가능하며, 최소시간은 제한 없이 편성 가능

○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 편성 허용

  - (능력단위요소) 능력단위 훈련 시간 내 자율편성

    (예시) NCS기반 훈련기준상 능력단위 훈련시간이 20시간일 때, 능력단위요소는 각각 1~20시

간 범위 내에서 편성가능, 단 편성된 능력단위 요소 총 시간은 20시간(능력단위 기준 

훈련시간)을 넘지 못하며, 훈련내용상 적정한 훈련시간으로 편성 필요

  - 능력단위 내 모든 능력단위요소 편성시 [능력단위] 편성으로 간주하므로, 훈련시간(능력단위 

기준시간 +50%까지) 및 훈련장비·시설기준 충족 필수

7. 훈련이수체계

6수준 영문서 지원업무

비서개론(이론)

서비스실무(실습)

5수준

경영환경 동향 분석

회의의전관리

비서 영어회화업무

4수준

경영진 일정관리

출장관리

경영진 문서작성관리

3수준

경영진 지원업무

응대업무

보고업무

비서 사무정보관리

경영진 예산결산관리

- 직업기초능력

수준

        

직종

비서 비 NCS교과(이론, 실습)

NCS교과 NCS이외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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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훈련과정 교과목 운영로드맵

교과 구분

차수(일)

1일차(8h) 2일차(8h) 3일차(7h) 4일차(8h) 5일차(8h)

NCS 소양교과(직업기초능력) 의사소통능력(2)

NCS 전공교과 회의의전관리(2) 회의의전관리(8) 회의의전관리(8)

비 NCS 교과(이론) 비서학개론(6) 비서학개론(4)

비 NCS 교과(실습) 서비스실무(4) 서비스실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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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도목표

∙상사가 회의를 주최하는 경우 회의의 목적과 형태에 따른 회의준비 절차를 확인하

고 준비할 수 있다.

∙목적에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여 상사의 지시에 따라 예약하고 준비할 수 있다.

∙회의 시작 전에 회의 준비 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행사의 목적과 형태에 따라 관련된 의전을 계획할 수 있다.

∙의전원칙에 따라 참석자의 의전을 수행 할 수 있다.

지도내용 

가. 회의 기획하기 

∙회의의 목적과 형태에 따른 

회의준비하기 

∙참석자에게 회의 개최 통지 

및 참석여부 확인하기

나. 회의 지원하기 

∙회의 준비 자료 작성 및 배

포하기

∙긴급한 연락이나 메모를 경

영진과 회의참석자에게 보고

다. 의전업무하기 

∙행사 목적 및 형태에 따라 

관련된 의전을 계획하기

∙행사의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교과목별 교수계획서

(NCS 전공교과)

교과목명 파트장 팀장

회의의전관리

대상 직종(세분류명) 교과 구분 훈련시간 교수성명

비서 NCS 전공교과 18 홍길동

1. 지도목표 2. 훈련교재

경영진과 관련된 각종 회의 개최와 참석을 지원

하고 참석자의 의전을 수행 할 수 있다.

∙ 회의의전관리 학습모듈

3. 주요 교수계획
  → 미편성한 능력단위요소의 훈련시간과 훈련시설에 ‘-’ 기재 및 비고란에 ‘미편성’ 기재

연번
능력단위분류번호 

능력단위명
훈련시간 능력단위요소명 훈련시간 훈련시설 비고

1
0202030108_16v2

회의의전관리
18

회의 기획하기 6 강의실

회의 지원하기 6 강의실

회의 종료 후 업무하기 - - 미편성

의전업무하기 6 강의실

4. 세부교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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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장소 선정 및 예약하기

∙회의 자료 준비하기

하고 전달하기

∙객실 키발급 및 정보 제공하기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기

∙의전원칙에 따라 의전 수행하기

교수학습방법

가. 강의 및 시연

회의 의전관리를 위한 회의 기획, 회의 지원, 의전업무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각각의 사례를 들어 학습자들에게 시연을 보여준다.

나. 조별실습

회의의전 관리 시 몇 가지 상황(회의 준비 시, 회의 중 일어나는 예)을 제시하여 조

별 토의하고 결과물을 도출하게 한다.

다.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조별로 논의된 결과물에 대해서 발표를 시키고, 학습자들간에 의견을 상호 교환

하도록 한다.

평가방법

  → 40시간 이상 교육과정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작성, 40시간 미만 교육과정은 자율 기재

     - 훈련시간의 10% 이내에서 평가시간으로 편성,  미평가시 평가방법은 미기재

＊다만, 평가방법 작성방법의 경우 관계된 훈련사업 기준에 따라 변경가능

가. 평가시점 : 능력단위 수업종료 시

나. 평가방법 : 평가자체크리스트

다. 평가내용

• 회의 준비 체크리스트

• 회의 통지서 작성 

• 의전의 기본원칙 

장비 및 공구

훈련기준 장비 훈련기관 보유장비

장     비     명 단  위
활용구분

(공용/전용)

1대당 

활용인원

• 컴퓨터

• 프린터

• 빔 프로젝터

• 문서작성 프로그램  

대

대

대

개

공용

공용

공용

공용

-

-

-

-

→ NCS 훈련기준 상 장비 그대로 기입

장     비     명 단  위
활용구분

(공용/전용)
보유수량

• 컴퓨터

• 프린터(구매예정)

• 빔 프로젝터

• 문서작성 프로그램  

대

대

대

개

공용

공용

공용

공용

1

1

1

1

→ 실제로 훈련 시 활용 예정인 장비 기입(구매예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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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5. 교과목별 수행평가서 → 40시간 이상 교육과정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기입. 

                               40시간 미만 교육과정은 자율 기재. 

학습자 명:

             

        반      번

평가자 명: 

                (인)
평가일시

1차 201 년  월  일

교과목명 : 회의의전관리
0202030108_16v2

회의의전관리

2차 201 년  월  일

3차 201 년  월  일

평가방법 : 

본 평가는 단계별 자기평가의 

학습과정이 완료된 학습자에 

대하여 평가를 합니다.

학습을 위한 준비에서부터 실

습의 완료 후 동작확인까지 

아래사항의 수행기준에 근거

하여 학습자를 평가하여야 합

니다.

(본 능력단위의 평가방법 등

을 안내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함)

전체평가(고정내용으로서 임의 변경 불가)

성취

수준
수행정도

5. 해당 지식과 기술을 확실하게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

한 기술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토대로 주도적으로 

완벽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4. 해당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토대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3. 해당 지식과 기술을 대부분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대부분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2. 해당 지식과 기술을 부분적으로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

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타인과 공동으로 작업을 수

행할 수 있다.

1. 해당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데 부족함이 있어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평가자는 학습자의 달성정도를 성취수준에 표시한다.

평가영역

(단원명)
수 행 준 거 예 아니오

0202030108_16v2.1

회의 기획하기

1.1 상사가 회의를 주최하는 경우 회의의 목적과 형태에 따른 회의준비 

절차를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다.

1.2 참석자에게 회의 개최를 통지하고, 참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3 목적에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여 상사의 지시에 따라 예약하고 준비

할 수 있다.

1.4 상사가 회의를 참석하는 경우 참석여부를 주최 측에 알리고 회의 자

료를 준비할 수 있다.

0202030108_16v2.2

회의 지원하기

2.1 회의 시작 전에 회의 준비 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2.2 필요 여부에 따라 식․음료를 준비할 수 있다. 

2.3 회의 도중 긴급한 연락이나 메모를 경영진과 회의참석자에게 보고하

고 전달할 수 있다.

2.4 상사의 지시에 따라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기록할 수 있다.

0202030108_16v2.4

의전업무하기

4.1 행사의 목적과 형태에 따라 관련된 의전을 계획할 수 있다.

4.2 행사의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물품을 준비할 수 있다.

4.3 의전원칙에 따라 참석자의 의전을 수행 할 수 있다.

4.4 국제 행사의 경우 국제의전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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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도목표

비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이해하고, 조직관리능력 및 업무영역을 이해할 수 있다.

지도내용

가. 비서의 역할 및 사무환경

• 업무관리 및 시간관리

• 기획업무

• 커뮤니케이션

• 인간관계관리

• 네트워킹

나. 비서와 조직관리

• 경영관리 지식

• 조직과 비서

• 동기부여

• 의사결정

교수학습방법

가. 강의

비서의 역할 및 사무환경, 비서와 조직관리의 세부 지도내용에 대해서 설명한다.

나. 개인별 학습

비서의 역할 및 사무환경, 비서와 조직관리와 관련있는 자료를 조사하게 하여 개인별 자료를 제작하여 발

표하도록 한다.

다.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개인별로 제작된 결과물에 대해서 발표를 시키고, 학습자들간에 의견을 상호 교환하도록 한다.

교과목별 교수계획서(비NCS 교과)

교과목명 파트장 팀장

비서개론

대상 직종 교과 구분 훈련시간 교수성명

비서 이론 10 김비서

1. 지도목표 2. 훈련교재

비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이해하고, 조직관리능력 및 업무영역을 

이해할 수 있다.

∙비서학개론

(한올출판사, 홍순이 저, 2007년)

3. 주요 교수계획

연번 대단원 훈련시간 중단원 훈련시간 훈련시설 비고

1 비서의 이해 10
비서의 역할 및 사무환경 5 강의실

비서와 조직관리 5 강의실

4. 세부 교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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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훈련과정 편성 형식

별첨

평가방법

• 업무관리 및 시간관리

• 기획업무

• 커뮤니케이션

• 인간관계관리

• 네트워킹

• 경영관리 지식

• 조직과 비서 

• 동기부여

• 의사결정

가. 평가시점 : 훈련과정 종료시점

나. 평가방법 : 혼합형(선택형, 서술형)

다. 평가내용

장비 및 공구

훈련기준 장비 훈련기관 보유장비

훈련기준 장비 없음

장     비     명 단  위
활용구분

(공용/전용)
보유수량

• 컴퓨터

• 프린터

• 빔 프로젝터

• 문서작성 프로그램  

대

대

대

개

공용

공용

공용

공용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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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별 수행평가서

학습자명(○반, ○ 번) 평가자명(교수자) 평 가 일 시

(인) 1차 200 년   월   일

2차 200 년   월   일
교과목명 :

비서개론
비서의 이해 3차 200 년   월   일

평가방법 : 지필시험, 평가자 체크리스트

본 평가는 단계별 자기평가의 학습과정이 

완료된 학습자에 대하여 평가를 합니다.

학습을 위한 준비에서부터 실습의 완료 

후 동작확인까지 아래사항의 수행기준에 

근거하여 학습자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본 능력단위의 평가방법 등을 안내하

여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함)

전체평가(고정내용으로서 임의 변경 불가)
성취

수준
수행정도

5. 해당 지식과 기술을 확실하게 습득하여 직무수행

에 필요한 기술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토대

로 주도적으로 완벽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4. 해당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토대로 작업을 수

행할 수 있다.

3. 해당 지식과 기술을 대부분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대부분의 작업을 수

행할 수 있다.

2. 해당 지식과 기술을 부분적으로 습득하여 직무수

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타인과 공동

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해당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데 부족함이 있어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평가자는 학습자의 달성정도를 성취수준에 표시한다.

평가영역

(단원명)

수 행 준 거

→ 비 NCS 교과목(이론/실습)도 훈련내용에 맞는 수행준거 작성 필요
예 아니오

비서의 역할 및 

사무환경

1.1 상사 출근 전에 업무일지의 수행업무점검표에 따라 당일 비서가 수행할 

업무리스트를 작성하고 업무계획을 설명할 수 있다.

1.2 상사가 결재할 문서, 일정표, 간행물, 우편물, 신문의 내용을 확인한 후 문서의 중

요도와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제공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1.3 상사가 출근 후 상사의 일정표와 요청에 따라 지시업무를 수행하며 수행업무

상황을 업무일지에 정확하게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1.4 상사의 퇴근 전에 익일일정표를 정리한 후 이에 따라 비서의 업무를 계획하고 일

정표를 상사, 기사, 관계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비서와 조직관리

2.1 상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실 환경점검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사무환경을 쾌적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2.2 상사집무실과 비서가 관리하는 사무실 안의 사무비품, 용품, 사무기기들을 

관리방법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2.3 상사의 업무와 선호도에 따라 필요한 간행물 목록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구독신청과 갱신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비 NCS 교과목(실습) ‘서비스실무’ 교수계획서작성도 필요, 여기 예시에서는 작성을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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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별첨 2> 

NCS 평가도구 개발사례

            1. 작업장평가 평가도구

            2. 포트폴리오 평가도구

            3. 평가자체크리스트 평가도구

            4. 혼합형(지필형+수행형) 평가도구

      ※ 평가계획수립 및 평가도구 개발은 과정평가형 자격, 일학습병행 등 훈련

사업의 종류와 직종 또는 능력단위의 내용 및 평가내용의 특성에 따라 훈련

기관에서 자율적인 방법과 서식으로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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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장평가 평가도구 개발사례

능력단위명 : 1201010118_17v4 헤어샴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2. 이용·숙박·여행·오락·

스포츠
01. 이·미용 01. 이·미용서비스 01. 헤어미용

능력단위 주요 평가영역 및 평가내용 도출1

구분 내용

훈련목표
고객의 두피·모발 상태에 따라 적합한 샴푸제와 트리트먼트제를 선택하고 샴

푸 기술을 사용하여 세정할 수 있다.

장비·재료
• 샴푸대와 의자, 작업대

• 샴푸제와 린스제, 타월, 샴푸보

평가시 고려사항

• 두피·모발 유형 및 사용 목적에 따른 샴푸제 선정과 샴푸테크닉의 적절성

• 샴푸 종료 후 샴푸제 잔류여부 확인과 타월밴드의 고정여부

• 샴푸의 전 과정에서 고객을 배려하는 태도

• 샴푸대 및 샴푸실 주변 정리ㆍ정돈 상태

주요 평가영역 지식 ◑ 기술 ● 태도 ●

평가내용

• 동료와 교대로 서로의 두피･모발상태에 따라 적절한 헤어 샴푸의 전 과정을 

수행하기

• 샴푸의 수행과정을 관찰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예시) 비중이 높은 주요 평가영역(●, ◉ 등),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부가적인 평가영역(○, ◑, ◔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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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능력단위 평가방법 및 문항수 도출2

능력단위 능력단위요소

주요 평가영역
능력단위요소 

연계성
문항수 평가방법지식

(지필)

기술·태도

(수행관찰)

기술

(산출물)

1201010118_17v4

헤어샴푸

헤어샴푸하기 √ .1 .2

1 작업장평가
헤어 

트리트먼트하기 √ .1 .2

능력단위요소별 배점기준 도출3

능력단위 능력단위요소

훈련 필요성

배점비중

(Ⓓ/Ⓔ)*100

중요도 

Ⓐ

난이도 

Ⓑ

활용빈도 

Ⓒ 합계 

Ⓓ낮음    ↔    보통     ↔    높음

① ② ③

1201010118_17v4

헤어샴푸

헤어샴푸하기 3 2 3 8 50

헤어트리트먼트하기 3 2 3 8 50

계   Ⓔ 6 4 6 1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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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헤어디자이너 양성과정 교과목명 헤어샴푸 능력단위
1201010118_17v4

헤어샴푸

능력단위

요소

헤어샴푸하기
평가방법 작업장평가 문항수 1

헤어 트리트먼트하기

평가시간 15분 배점 100 평가자 O O O (서명)

평가내용
• 동료와 교대로 서로의 두피･모발상태에 따라 적절한 헤어 샴푸의 전 과정을 수행하기

• 샴푸의 수행과정을 관찰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평가문항

(수행내용)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의 수행 순서와 내용으로 샴푸를 시행하시오.

  [요구사항]

1. 조편성 : 2인 1조 편성(고객, 헤어디자이너)

2. 서로의 목적별 샴푸(두피·모발상태 파악 및 염색·헤어 커트·퍼머넌트 웨이

브 전·후 등 시행 목적에 따른 삼푸)를 결정

3. 모발의 정돈과 이물질 제거를 위해 사전 브러시 실시

4. 혈액순환 개선과 신진대사 촉진을 위해 두피 매니플레이션 실시

5. 모발 보호제(헤어 컨디셔너, 헤어 트리트먼트 등)도 사용하여 시행

6. 두피·모발을 깨끗하게 세정

7. 삼푸 시행 중 고객의 불편사항이 없는지 점검

8. 타월로 모발을 잘 감싸서 고정

9. 샴푸 후 마무리하기

제공자료(사진·도면·보고서 서식, 기타자료 등)

-

능력단위 평가과제 개요서(교사용)4



PART

  ∙ 323

<별첨 2> NCS 평가도구 개발사례

별첨

채점방법
주관적 채점 객관적 채점 행동기록법 비고

√

평가 기준

능력단

위요소

평가

요소
순번 평가항목(채점항목) 기준 배점

헤어

샴푸

하기

안내 

태도

1
샴푸대로 이동시 안내멘트(‘고객님 샴푸실

로 안내하겠습니다.’)등을 사용하였다.
Y / N 2

2

샴푸대로 이동시 안내 위치 및 자세(고객

보다 반보 앞에서 이동하며 손으로 방향 

안내) 등을 시행하였다.

Y / N 2

브러싱 

및 

보호용

구 착용

3
샴푸 전 고객에게 사전 브러싱을 시행하

였다.
Y / N 3

4
고객에게 무릎덮개, 어깨타월, 페이스캡, 

아이패드 등을 착용하였다.
Y / N 3

샴푸대

에 눕힘

5

샴푸대 볼로 고객의 네이프 부분에 모발

을 가지런히 정돈하며, 고객을 샴푸대에 

눕혔다.

Y / N 2

6

샴푸대에 누워있는 고객에게 목 상태나 자

세의 불편함에 대해 확인하고 편안한 상태

가 되도록 유도하였다.

Y / N 2

수온수

압 확인

7
시술자의 손목 안에서 물의 온도와 수압을 

확인하였다.
Y / N 3

8

고객의 골덴 포인트에 물을 적신 후 수온

과 수압이 적정한지를 고객에게 질문하고 

조정하였다.

Y / N 3

모발 물 

적시기

9 고객의 두상에 물길 만들기를 시행하였다. Y / N 3

10
샤워기의 물이 고객의 얼굴이나 귀안으로 흐르지 

않도록 물 적시기를 하였다.
Y / N 3

11

두상 전체에 순서에 맞추어 빠른 속도로 

물을 충분하게 적셨다.(프런트->사이드-> 

네이프순)

Y / N 3

샴푸진

행

12 샴푸제 양이 모량과 모발상태에 적합하였다. Y / N 3

13
거품이나 물이 고객의 얼굴과 귀에 흐르

지 않았다.
Y / N 3

14
손 동작의 숙련도와 리듬감(힘의 강약의 조절정

도)이 적절하였다.
Y / N 3

15
두피 전체에 고르게 매니플레이션을 시행

하였다.
Y / N 3

거품헹

굼

16
두피와 모발에 샴푸제의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충

분하게 헹구었다.
Y / N 3

17
물이 고객의 얼굴과 귀속으로 흐르지 않도

록 헹구었다.
Y / N 3

18
린스제의 사용량과 시행테크닉이 적절하

였다.
Y / N 3

소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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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 

트리트

먼트

하기

트리트

먼트 

진행

19
트리트먼트제 양이 모량과 모발상태에 적

합하였다.
Y / N 4

20
거품이나 물이 고객의 얼굴과 귀에 흐르

지 않았다.
Y / N 4

21
두피 전체에 고르게 지압과 매니플레이션

을 시행하였다.
Y / N 4

타월로 

물기제

거

22
샴푸시행 후 타월로 모발의 물기를 잘 제

거하였다. 
Y / N 4

23
고객의 페이스라인과 귀에 묻은 물기를 깨끗

하게 제거하였다.
Y / N 4

24 타월로 모발의 물기를 1차 제거하였다. Y / N 4

타월 

감싸기

25 타월로 모발을 잘 감싸서 고정하였다. Y / N 4

26
타월이 풀리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감싸 

고정하였다.
Y / N 4

27
타월 밖으로 나온 모발이 없도록 감싸 고

정하였다.
Y / N 4

마무리

하기

28 고객을 편안하게 일으켜 앉혔다. Y / N 2

29
고객에게 두피와 어깨 등에 지압과 마사지 적절

하게 시행하였다.
Y / N 4

30
다음 사용자를 위해 샴푸대와 주변을 깨끗하

게 정돈하였다.
Y / N 2

31
고객에게 샴푸가 끝났음을 알리고 시술석으로 정

중히 안내하였다.
Y / N 2

32 고객의 옷이 젖지 않도록 샴푸를 마쳤다. Y / N 4

소계 50

합계 100

평가시 

유의사항

- 샴푸의 전 과정을 객관적 채점방법을 활용하여 Y / N에 따라 조건 만족시 배점 전

부 부여 또는 조건 불 만족시 0점 부여

- 최소한 모발 길이가 30㎝이상인 롱헤어 모델 일 것

성취기준
점수 구간 90 이상 80∼90미만 70∼80미만 60∼70미만 60점 미만

성취수준 환산 5 4 3 2 1

모범수행

결과

평가 기준의 평가항목(채점항목)에 맞게 과제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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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단위 평가과제(학생용)5

과정명 헤어디자이너 양성과정 교과목명 헤어샴푸 능력단위
1201010118_17v4

헤어샴푸

능력단위

요소

헤어샴푸하기
평가방법 작업장평가 학생명 O O O (서명)

헤어 트리트먼트하기

평가시간 15분
평가

일시

1차 2021.7.21
평가자 O O O (서명)

2차 2021.7.23

평가 문항

(수행내용)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의 수행 순서와 내용으로 샴푸를 시행하시오.

  [요구사항]

1. 조 편성 : 2인 1조 편성(고객, 헤어디자이너)

2. 서로의 목적별 샴푸(두피·모발상태 파악 및 염색·헤어 커트·퍼머넌트 웨이

브 전·후 등 시행 목적에 따른 샴푸)를 결정

3. 모발의 정돈과 이물질 제거를 위해 사전 브러시 시행

4. 혈액순환 개선과 신진대사 촉진을 위해 두피 매니플레이션 시행

5. 모발 보호제(헤어 컨디셔너, 헤어 트리트먼트 등)도 사용하여 시행

6. 두피·모발을 깨끗하게 세정

7. 샴푸 시행 중 고객의 불편사항이 없는지 점검

8. 타월로 모발을 잘 감싸서 고정

9. 샴푸 후 마무리하기

제공자료(사진·도면·보고서 서식, 기타자료 등)

-

주요

평가요소

및 

배점

단원(능력단위요소) 평가요소 배점

헤어샴푸하기

안내 태도, 브러싱 및 보호 용구 착용, 샴푸대에 

눕힘, 수온수압 확인, 모발 물 적시기, 샴푸 진행, 

거품 헹굼, 

50점

헤어 트리트먼트하기
트리트먼트 진행, 타월로 물기 제거, 타월 감싸

기, 마무리하기
50점

계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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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과제 채점표6

과정명 헤어디자이너 양성과정 교과목명 헤어샴푸 능력단위
1201010118_17v4

헤어샴푸

능력단위

요소

헤어샴푸하기
평가방법 작업장평가 학생명 O O O

헤어 트리트먼트하기

평가시간 15분
평가

일시

1차 2021.7.21
평가자 O O O (서명)

2차 2021.7.23

능력단위

요소

평가

요소
순번 평가항목(채점항목)

득점

1차 2차

헤어

샴푸

하기

안내 

태도

1 샴푸대로 이동시 안내멘트(‘고객님 샴푸실로 안내하겠습니다.’)등을 사용하였다. 0 / 2 0 / 2

2 샴푸대로 이동시 안내 위치 및 자세(고객보다 반보 앞에서 이동하며 
손으로 방향 안내) 등을 시행하였다. 0 / 2 0 / 2

브러싱 
및 

보호용구

3 샴푸 전 고객에게 사전 브러싱을 시행하였다. 0 / 3 0 / 3

4 고객에게 무릎덮개, 어깨타월, 페이스캡, 아이패드 등을 착용하였다. 0 / 3 0 / 3

샴푸대에 

눕힘

5 샴푸대 볼로 고객의 네이프 부분에 모발을 가지런히 정돈하며, 고객
을 샴푸대에 눕혔다. 0 / 2 0 / 2

6 샴푸대에 누워있는 고객에게 목 상태나 자세의 불편함에 대해 확인하
고 편안한 상태가 되도록 유도하였다. 0 / 2 0 / 2

수온수압 

확인

7 시술자의 손목 안에서 물의 온도와 수압을 확인하였다. 0 / 3 0 / 3

8 고객의 골덴 포인트에 물을 적신 후 수온과 수압이 적정한지를 고객
에게 질문하고 조정하였다. 0 / 3 0 / 3

모발 물 

적시기

9 고객의 두상에 물길 만들기를 시행하였다. 0 / 3 0 / 3

10 샤워기의 물이 고객의 얼굴이나 귀안으로 흐르지 않도록 물 적시기를 하였다. 0 / 3 0 / 3

11 두상 전체에 순서에 맞추어 빠른 속도로 물을 충분하게 적셨다.
(프런트->사이드-> 네이프순) 0 / 3 0 / 3

샴푸진행

12 샴푸제 양이 모량과 모발상태에 적합하였다. 0 / 3 0 / 3

13 거품이나 물이 고객의 얼굴과 귀에 흐르지 않았다. 0 / 3 0 / 3

14 손 동작의 숙련도와 리듬감(힘의 강약의 조절정도)이 적절하였다. 0 / 3 0 / 3

15 두피 전체에 고르게 매니플레이션을 시행하였다. 0 / 3 0 / 3

거품헹굼

16 두피와 모발에 샴푸제의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충분하게 헹구었다. 0 / 3 0 / 3

17 물이 고객의 얼굴과 귀속으로 흐르지 않도록 헹구었다. 0 / 3 0 / 3

18 린스제의 사용량과 시행테크닉이 적절하였다. 0 / 3 0 / 3

소계   / 50   / 50

헤어 

트리트

먼트

하기

트리트먼

트 진행

19 트리트먼트제 양이 모량과 모발상태에 적합하였다. 0 / 4 0 / 4

20 거품이나 물이 고객의 얼굴과 귀에 흐르지 않았다. 0 / 4 0 / 4

21 두피 전체에 고르게 지압과 매니플레이션을 시행하였다. 0 / 4 0 / 4

타월로 

물기제거

22 샴푸시행 후 타월로 모발의 물기를 잘 제거하였다. 0 / 4 0 / 4

23 고객의 페이스라인과 귀에 묻은 물기를 깨끗하게 제거하였다. 0 / 4 0 / 4

24 타월로 모발의 물기를 1차 제거하였다. 0 / 4 0 / 4

타월 

감싸기

25 타월로 모발을 잘 감싸서 고정하였다. 0 / 4 0 / 4

26 타월이 풀리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감싸 고정하였다. 0 / 4 0 / 4

27 타월 밖으로 나온 모발이 없도록 감싸 고정하였다. 0 / 4 0 / 4

마무리

하기

28 고객을 편안하게 일으켜 앉혔다. 0 / 2 0 / 2

29 고객에게 두피와 어깨 등에 지압과 마사지 적절하게 시행하였다. 0 / 4 0 / 4

30 다음 사용자를 위해 샴푸대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하였다. 0 / 2 0 / 2

31 고객에게 샴푸가 끝났음을 알리고 시술석으로 정중히 안내하였다. 0 / 2 0 / 2

32 고객의 옷이 젖지 않도록 샴푸를 마쳤다. 0 / 4 0 / 4

소계   / 50   / 50

합계    /100    /100

평가자 의견 

및 환류

훈련생 확인

O O O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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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증빙자료7

과정명 헤어디자이너 양성과정 교과목명 헤어샴푸 능력단위
1201010118_17v4

헤어샴푸

능력단위

요소

헤어샴푸하기
평가방법 작업장평가

평가자 O O O (서명)
헤어 트리트먼트하기

평가시간 15분
평가

일시

1차 2021.7.21

2차 2021.7.23

사진

1차 평가

2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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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단위 성적표8

과정명 헤어디자이너 양성과정 교과목명 헤어샴푸 능력단위
1201010118_17v4

헤어샴푸

능력단위

요소

헤어샴푸하기
평가방법 작업장평가

평가자 O O O (서명)
헤어 트리트먼트하기

평가시간 15분
평가

일시

1차 2021.7.21

2차 2021.7.23

번호 성명
능력단위 점수 성취수준 Pass / Fail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 강길동 90 5 Pass

2 고길동 81 4 Pass

3 김길동 66 2 Pass

4 남길동 87 4 Pass

5 노길동 72 3 Pass

6 이몽룡 55 65 1 2 Fail Pass

7 문길동 66 2 Pass

8 박길동 84 4 Pass

9 배길동 68 2 Pass

10 서길동 80 4 Pass

11 손길동 70 3 Pass

12 신길동 76 3 Pass

13 안길동 96 5 Pass

14 오길동 98 5 Pass

15 홍길동 92 5 Pass

재평가 

대상자
이몽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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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교과 수행평가서9

학습자 명:

1반   6번  이몽룡

평가자 명: 

  O O O (서명)

평 가 일 시

1차 2021년   7월   21일 ×

교과목명 : 헤어샴푸
1201010118_17v4 

헤어샴푸

2차 2021년   7월   23일 ○

3차 200 년   월   일

평가방법 :  작업장 평가

본 평가는 단계별 자기평가의 학습과정이 완료된 

학습자에 대하여 평가를 합니다.

학습을 위한 준비에서부터 실습의 완료 후 동작확인

까지 아래사항의 수행기준에 근거하여 학습자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본 능력단위의 평가방법 등을 안내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함)

전체평가(고정내용으로서 임의 변경 불가)

성취

수준
수행정도

5. 해당 지식과 기술을 확실하게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토대로 주도적으로 완벽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4. 해당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토대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3. 해당 지식과 기술을 대부분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대부분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
2. 해당 지식과 기술을 부분적으로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타인과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해당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데 부족함이 있어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평가자는 학습자의 달성정도를 성취수준에 표시한다.

평가영역(단원명) 수 행 준 거 예 아니오

1201010118_17v4.1

헤어

샴푸하기

1.1 고객의 편의를 위해 가운 및 무릎 덮개, 어깨타월을 착용해 주고 좌식 또는 

와식 샴푸를 할 수 있다.
○

1.2 엉킨 모발의 정돈과 이물질 제거를 위해 사전 브러시를 할 수 있다. ○

1.3 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샴푸대의 높이와 수온 및 수압을 조절할 수 있다. ○

1.4 얼굴에 물이 튀지 않도록 모발에 물길을 만들어 모발을 충분하게 물에 적실 

수 있다.
○

1.5 모발 길이 및 모량에 따라 적당량의 샴푸제를 사용하여 두피 매니플레이션을 

할 수 있다.
○

1.6 샴푸성분이 남지 않도록 페이스라인, 귀, 모발, 두피 등을 충분하게 헹굴 수 

있다. 
○

1201010118_17v4.2

헤어

트리트먼트하기

2.1 샴푸 후 두피·모발 상태를 파악하여 모발을 트리트먼트를 할 수 있다. ○

2.2 트리트먼트제를 모발에 도포한 후 두피 지압과 매니플레이션을 할 수 있다. ○

2.3 트리트먼트제가 페이스라인, 귀, 두피 등에 남지 않도록 충분하게 헹굴 수 있다. ○

2.4 타월로 모발의 물기를 제거한 후 두상을 타월로 감쌀 수 있다. ○

2.5 샴푸대 및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 후 고객을 서비스 공간으로 안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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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별 훈련과정 종합평가서10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학습자명 최종확인자
(지도교사)

헤어디자이너 양성과정 2021.6.3.~2021.8.30 이몽룡 O O O

교과목명 능력단위분류번호
능력단위명

평가자명 최종평가일시 평가결과
(성취수준)

~~~ ~~~ O O O ~~~ ~~~

헤어샴푸
1201010118_17v4 

헤어샴푸
O O O 2021.7.23 65점(2수준)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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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트폴리오 평가도구 개발사례

능력단위명 : 0802011106_17v1 패키지 시안디자인개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02. 디자인 01. 디자인 11. 패키지디자인

능력단위 주요 평가영역 도출1

구분 내용

훈련목표
최종 디자인 안을 확정하기 위해 시안 개발 방법과 순서를 계획하고 패키지 지

기구조에 적용하여 시안을 제작할 수 있다.

장비·재료
•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 그래픽작성 소프트웨어

• 드로잉 도구, 시안 아트웍 재료

평가시 고려사항

• 구조에 대한 제작 기술

• 데이터 정리 기술

• 디자인 소프트웨어 활용 기술

• 디자인 이미지 응용 기술

• 디자인 이미지 표현 기술

• 러프 스케치(Rough Sketch) 기술

• 자료수집 분석 능력

• 자료수집 활용 기술

• 지기 및 용기 형태 제작 기술

• 지원기기 활용 기술

• 패키지 시안디자인 응용 기술

• 형태에 대한 제작 기술

주요 평가 영역 지식 ◔ 기술 ● 태도 ◔

평가내용

• 주제와 요구사항에 맞는 패키지의 지기구조를 설계하고 디자인하여 상품을 보

관할 수 있는 패키지 시안을 제작하기

• A3로 컬러 출력하여 재단되고 접어진 입체상태의 포장디자인 실물 1개와 과

제에서 요구한 모든 데이터파일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예시) 비중이 높은 주요 평가영역(●, ◉ 등),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부가적인 평가영역(○, ◑, ◔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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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단위 평가방법 및 문항수 도출2

능력단위 능력단위요소

주요 평가영역
능력단위요소 

연계성
문항수 평가방법지식

(지필)

기술·태도

(수행관찰)

기술

(산출물)

0802011106_

17v1

패키지 

시안디자인

개발

시안디자인 

기획하기
√ .1 .2 .3

1 포트폴리오
패키지 기본시안

제작하기 √ .1 .2 .3

패키지 응용시안

제작하기 √ .1 .2 .3

능력단위요소별 배점기준 도출3

능력단위 능력단위요소

훈련 필요성

배점비중

(Ⓓ/Ⓔ)*100

중요도 

Ⓐ

난이도 

Ⓑ

활용빈도 

Ⓒ 합계

Ⓓ낮음    ↔    보통     ↔    높음

① ② ③

0802011106_17v1

패키지 시안디자인개발

시안디자인 기획하기 2 2 2 6 30

패키지 기본시안 제작하기 3 3 3 9 45

패키지 응용시안 제작하기 2 2 1 5 25

계     Ⓔ 7 7 6 2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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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패키지디자이너 양성과정 교과목명 패키지디자인

능력단위

0802011106_17v1

패키지 

시안디자인개발

능력단위요소

시안디자인 

기획하기

평가방법 포트폴리오
패키지 기본시안

제작하기

패키지 응용시안

제작하기

문항수 1 평가시간 6시간 배점 100

평가내용

• 주제와 요구사항에 맞는 패키지의 지기구조를 설계하고 디자인하여 상품을 보관할 수 

있는 패키지 시안을 제작하기

• A3로 컬러 출력하여 재단되고 접어진 입체상태의 포장디자인 실물 1개와 과제에서 요

구한 모든 데이터파일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평가문항

(수행내용)

1. 주제 : 해외 수출을 위한 ‘완도 김스낵' Package Design

2. 주제설명 : ㈜The Good Seaweed는 해외 진출을 위해 자사의 제품을 전면 수

정하기로 했다. 새 제품은 기존 시중에 나온 김스낵 제품이 많아 차별화를 위해 

해산물맛으로 제작하려 한다. 또한, 자사의 기존 브랜드로고 ‘SEA TREASUE’를 

‘완도 김스낵’으로 바꾸어 국내와 해외시장까지 진출하려 하고 있다. 위 배경을 

바탕으로 해외진출까지 고려한 김스낵 제품 ‘완도 김스낵’을 DESIGN을 하시오.

3. 주요대상층 : 평소 건강과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전 국민 및 외국인

4. 세부 요구사항

1) ㈜The Good Seaweed의 ‘해산물맛 완도 김스낵’을 김과 해산물의 조화를 잘 

고려하여 포장디자인을 제작하시오.

2) 제품사이즈는 가로120mmX세로170mmX높이50mm로 작업하고, 포장디자인의 특

성에 맞추어 ‘건강과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전 국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

로 포장 디자인을 하되 내부가 보이고 패키지의 윗 부분은 개폐가 가능하고 

밑 부분은 개폐가 되지 않도록 제작하시오.

3) 브랜드로고는 한글 ‘완도 김스낵’ 과 영문 ‘Wando Seaweed Snack'을 각각 

디자인하고 패키지디자인의 한 면에는 한글 또 다른 한 면에는 영문 브랜드로

고를 적용시키시오.

4) 포장디자인의 특성에 맞추어 브랜드로고에 코팅된 2가지 지정색(2Spot Color)

을 추가하여 디자인하시오. 

  - 디자인한 브랜드로고는 포장디자인의 앞, 뒷면에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반

드시 기존 서체와 다르게 학생이 변형하거나 새롭게 디자인하시오.(영문은 기

존서체 사용 가능)

아래 요구사항 조건에 맞는 패키지 시안을 디자인하여 결과물을 제출하시오.

[요구사항]

능력단위 평가과제 개요서(교사용)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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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브랜드로고에는 투명코팅제와 형압 후가공을 한다. 

  - 투명코팅제와 형압용 지정색(1spot color)으로 등록하되 이름은 ‘후가공’, 지

정색(1spot color)은 cyan100% 이어야한다. 최종 출력물은 ‘후가공’이 적용

되지 않은 상태로 출력한다. ‘후가공’의 적용은 데이터 상태로 저장하고 투

명도 20%를 적용하여 제출하시오.

6) 회사명 ㈜The Good Seaweed의 심벌로고를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직

접 디자인하여, 제작된 포장디자인에 배치시키되 기존 패키지들의 심벌로고가 

있어야 할 위치에 적용시키시오. 

7) 일러스트 프로그램(ai)을 사용하여 코팅된 1가지 지정색(1Spot Color)으로 표현

된 패턴을 제작하여 디자인된 포장디자인에 적용시키시오.(출력x)

8) 바코드와 재활용마크는 벡터파일로 변환하여 포장디자인에 자유롭게 적용하

고, 재활용마크의 컬러는 학생이 임의 선정하여 적용하며, 바코드는 반드시 

K100%으로 표현하시오.

9) 제품설명은 기존 서체를 사용해도 되며, 주어진 텍스트는 모두 사용하고 문단

부호는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디자인 구성에 따라 전, 후면, 좌측면, 우측

면에 적절히 배치하시오. (최종파일에 서체는 아웃라인하여 제출해야 되며, 필

요시 사용한 서체를 포함하시오)

10) 패키지디자인에서 내부가 보이도록 제작하시오.

11) 제공된 이미지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image19를 제외

한 3개 이상은 반드시 사용해야 되며, 이미지를 반드시 링크(Link)된 상태로 

작업하고 경로가 바뀌어도 이미지는 반드시 열려야 됩니다.

12) 시안구상을 한 뒤 컴퓨터로 작업하고, A3전용지에 2장을 출력하시오. 

   - 출력물 1장은 포장인쇄에 적합한 레지스트레이션 마크와 블리드(bleed:인쇄여

분), 범례, 접는선(fold line), 타발선(die cut line)등을 포함하고 커팅 되지 않은 

상태로 4절 검정색 하드보드지의 중앙에 마운트 하시오.

   - 출력한 또 다른 1장은 포장 구도에 따라 커팅 한 후, 접거나, 붙이거나, 조립

하여 입체로 제작하시오. 이 때 접는 선은 보이지 않아야 되며, 시제품의 지

기구조와 같이 열리고 닫혔을 때 고정 및 잘 열리는 구조여야 합니다.

13) 모든 후가공 데이터는 반드시 레이어로 분리하여 데이터 처리하시오. 단 분리

시 레지스트레이션 마크, 범레, 접는선(fold line), 타발선(die cut line)등들도 분

리시키시오.

14) 모든 PDF파일은 PDF/X-4:2010 저장을 하고, Color Setting CMYK : Japan color 

2001  coated 적용시켜 제출하시오.

5. 기술적 요구사항

  1) 규격 : 제시된 패키지 실제 크기

  2) 블리드 값 : 3mm

  3) 색상 : CMYK, 코팅된 지정색(Spot Color)

  4) Link Image

  5) PDF 저장 : Japan color 2001 coated / PDF/X-4:2010

  6) 이미지 해상도 : 300 DPI

6. 데이터 저장 요구사항

  1) 패턴디자인은 파일명 

   ‘성명-패턴.ai' 와 ‘성명-패턴.pdf’ (A4규격)으로 2개로 저장하시오.

  2) 브랜드로고+심벌로고는 파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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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명 : 한글 ‘완도 김스낵’  영문 ‘Wando Seaweed Snack'

  슬로건 : 해산물맛 (기존서체 사용가능)

   

  간편한 영양간식 / 맛있는 건강간식

  완도 김스낵은 소금이 아닌 천일염이 사용되었습니다. 

  굴 농축액으로 맛을 내 감칠맛과 바다향이 짙습니다. 

  기름도 줄인 완도 김스낵.

  100% 국내산 유기농 원초 사용

  청정지역에서 양식 과정중 산 처리 및 활성 처리제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 그

대로 재배한 김입니다. 

  100% 유기농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일반 기름에 비해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포함 된 100% 유기농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사용하였습니다. 

  100% 신안산 꽃바래기 천일염

  미네랄이 풍부한 신안 천일염을 사용하여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식품의 유형 : 스낵류

  중    량 : 80g

  1회 제공량 30g당 100kcal 1회제공량

  성    분 : 라이스칩 65%(베트남산), 김(국내산35)%

  제 조 국 : 대한민국

  제조일자 : 후면별도표기

  보관방법

   - 실온보관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십이오.

   - 유통기한 : 전면표시 일자까지

     본 상품은 소비자 공정거래 기준의 의거 부정. 불량품들은 환불해드립니다. 

     소비자 상담 :  02-1588-2323

     www.goodseaweed.com

   ‘성명_로고.ai’와  ‘성명_로고.pdf’(A4규격)으로 2개로 저장하시오.

     브랜드로고(위)와 심벌로고(아래)를 각각 a4 가로에 배치하시오.

  3) 인쇄용 최종 완성파일

   ‘성명-패키지디자인.ai‘와 ‘성명-패키지디자인.pdf‘(A3 규격)으로 2개로 저

장하시오. (레지스트레이션 마크, 블리드, 범례, 타발선, 접는 선 등 포함)

  4) 위 1),2),3)의 모든 파일을 ‘성명-과제’ 폴더에 포함시키면 되며, 데이터 오류가 

없어야 됩니다.(모든 ai, pdf파일, 링크된 이미지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7. 최종제출

  1) A3로 컬러 출력하여 재단되고 접어진 입체상태의 포장디자인 실물 1개

  2) 과제에서 요구한 모든 데이터파일(링크된 이미지 포함)

8. 패키지에 삽입되어야하는 제시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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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료(사진·도면·보고서 서식, 기타자료 등)

1. 제공 이미지

image01 image02 image03 image04

image05 image06 image07 image08

image09 image10 image11 image12

image13 image14 image15 image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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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방법

주관적 채점 객관적 채점 행동기록법 비고

√ √

채점기준

평가

요소
순번 평가항목(채점항목) 기준 배점

창의성 

및 기획

1 시안스케치 드로잉 표현능력이 훌륭한가? 1~5점 5

2 아이디어와 독창성이 뛰어난가? 1~5점 5

3 타켓층에 부합하는가? 1~5점 5

4 과제의 모든 요소가 연관성이 있는가? 1~5점 5

최종

디자인

5 시각적 구성의 질이 높은가? 1~5점 5

6 색상이 주제와 적합한가? 1~5점 5

7 작품이 시각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조화로운가? 1~5점 5

8 주어진 이미지의 활용능력이 좋은가? 1~5점 5

9 지기구조의 품질이 우수한가? 1~5점 5

10 레이아웃과 배색이 훌륭한가? 1~5점 5

11 한글 브랜드가 제품과 어울리는가? 1~5점 5

12 한글 브랜드 로고를 학생이 직접 디자인하여 제출하였다. Y / N 1

13 브랜드 로고를 지정한 면에 배치하였다. Y / N 1

수공

능력

14
잘라지고 접어진 입체 상태의 실물 포장디자인의 형태

와 붙임 상태가 바르게 되어 있다.
Y / N 1

15
날개부분의 결합 상태가 완벽하여 내용물이 빠지지 않도록 

되어있다.
Y / N 1

16 내용물이 보이도록 작업되었다. Y / N 1

그래픽

제작

기술

17 윗부분은 개폐가능하고, 아랫부분은 개폐가 되지 않는다. Y / N 1

18 완성된 입체물에 접는 선이 보이지 않는다. Y / N 1

19 과제에서 요구한 모든 텍스트가 다 있다. Y / N 1

20 한글 ․ 영문 브랜드명이 정확하다. Y / N 1

21 문제에서 요구한 패키지의 사이즈가 정확하다. Y / N 1

22 브랜드 로고에 코팅된 2가지 지정색을 추가하였다. Y / N 2

23 후가공 스팟 컬러의 이름이 ‘후가공’으로 되어 있다. Y / N 1

24 후가공 스팟 컬러가 Cyan 100%이다. Y / N 2

25 후가공 스팟 컬러의 투명도가 20%이다. Y / 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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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회사명의 심벌로고를 직접 디자인하여 디자인에 적용 

하였다.
Y / N 1

27 코팅된 지정색으로 패턴을 제작하여 적용시켰다. Y / N 1

28 바코드와 재활용마크는 벡터화 되어있다. Y / N 1

29 바코드가 K100%이다. Y / N 1

30
제공된 이미지 중 3개 이상을 사용하였고 이미지가 링크

되어 있다.
Y / N 1

31 최종파일의 모든 서체가 아웃라인 되어 있다. Y / N 1

32 PDF파일이 PDF/X-4:2010으로 저장되어 있다. Y / N 2

33
Color Setting CMYK:Japan color 2001 coated가 적용되어 

있다.
Y / N 2

34
‘성명_로고.*’파일에 한글 브랜드명, 영문 브랜드명, 

회사명의 벡터 오브젝트가 모두 존재한다.
Y / N 1

35 최종 파일에 삽입된 모든 이미지의 해상도가 300dpi이다. Y / N 2

36 사용된 스팟 컬러만 스와치에 존재한다. Y / N 2

인쇄

지식

37 인쇄에 적합한 블리드가 3mm(오차±0.2mm) 적용되어 있다. Y / N 2

38 레지스트레이션 마크가 올바르게 되어 있다. Y / N 2

39 범례가 올바르게 되어 있다. Y / N 1

40 접는선, 타발선이 올바르게 되어 있다. Y / N 2

41 후가공 데이터가 레이어로 분리되어 있다. Y / N 2

42 인쇄에 적합한 오버프린트가 적용되어 있다. Y / N 2

파일

저장

43
데이터 저장 파일이 문제에서 요구한 파일명으로 모두 존재

한다.
Y / N 1

44

제출 폴더 내에 필요시 수정을 위해서, 사용된 이미

지, 폰트, 편집 작업파일, 문제 요구 작품 파일 등이 

존재하며, 최종파일들을 열었을 때 링크에러 등 에러 

메시지 없이 열린다.

Y / N 1

합계 100

평가시 

유의사항

- 채점방법을 주관적 평가 항목은 주관적 채점법으로, 객관적 평가 항목은 객관적 채점

법으로 채점한다.

- 주관적 채점항목 득점 부여 : 5점(매우우수), 4점(우수), 3점(보통), 2점(미흡), 1점(매우미흡)

- 객관적 채점항목 득점부여 : Y / N (Y는 배점 전부 부여, N은 0점)

- 교수자는 작품을 평가 후, 학생에게 그 결과를 피드백 해준다.

성취기준
점수 구간 90 이상 80∼90미만 70∼80미만 60∼70미만 60점 미만

성취수준 환산 5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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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물

결과

(예시)

심볼로고 패턴

패키지디자인

과제물제출 

및 보관

제출물 최종파일, 입체물 1개

평가자료 보관방법
최종파일 및 전체 훈련생 입체물 작품을 모아 놓고 평가일

자, 작품별 훈련생 성명을 제시하고 전체 사진을 찍어 보관



NCS기반 훈련과정 편성ㆍ평가도구 활용 매뉴얼

340 ∙ 

과정명 패키지디자이너 양성과정 교과목명 패키지디자인

능력단위

0802011106_17v1

패키지 

시안디자인개발

능력단위요소

시안디자인 

기획하기

평가방법 포트폴리오
패키지 기본시안

제작하기

패키지 응용시안

제작하기

문항수 1 평가시간 6시간 배점 100

평가문항

(수행내용)

1. 주제 : 해외 수출을 위한 ‘완도 김스낵' Package Design

2. 주제설명 : ㈜The Good Seaweed는 해외 진출을 위해 자사의 제품을 전면 수

정하기로 했다. 새 제품은 기존 시중에 나온 김스낵 제품이 많아 차별화를 위해 

해산물맛으로 제작하려 한다. 또한, 자사의 기존 브랜드로고 ‘SEA TREASUE’를 

‘완도 김스낵’으로 바꾸어 국내와 해외시장까지 진출하려 하고 있다. 위 배경을 

바탕으로 해외진출까지 고려한 김스낵 제품 ‘완도 김스낵’을 DESIGN을 하시오.

3. 주요대상층 : 평소 건강과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전 국민 및 외국인

4. 세부 요구사항

1) ㈜The Good Seaweed의 ‘해산물맛 완도 김스낵’을 김과 해산물의 조화를 잘 

고려하여 포장디자인을 제작하시오.

2) 제품사이즈는 가로120mmX세로170mmX높이50mm로 작업하고, 포장디자인의 특

성에 맞추어 ‘건강과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전 국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

로 포장 디자인을 하되 내부가 보이고 패키지의 윗 부분은 개폐가 가능하고 

밑 부분은 개폐가 되지 않도록 제작하시오.

3) 브랜드로고는 한글 ‘완도 김스낵’ 과 영문 ‘Wando Seaweed Snack'을 각각 

디자인하고 패키지디자인의 한 면에는 한글 또 다른 한 면에는 영문 브랜드로

고를 적용시키시오.

4) 포장디자인의 특성에 맞추어 브랜드로고에 코팅된 2가지 지정색(2Spot Color)

을 추가하여 디자인하시오. 

  - 디자인한 브랜드로고는 포장디자인의 앞, 뒷면에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반

드시 기존 서체와 다르게 학생이 변형하거나 새롭게 디자인하시오.(영문은 기

존서체 사용 가능)

5)  브랜드로고에는 투명코팅제와 형압 후가공을 한다. 

아래 요구사항 조건에 맞는 패키지 시안을 디자인하여 결과물을 제출하시오.

[요구사항]

능력단위 평가과제(학생용)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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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명코팅제와 형압용 지정색(1spot color)으로 등록하되 이름은 ‘후가공’, 지

정색(1spot color)은 cyan100% 이어야한다. 최종 출력물은 ‘후가공’이 적용

되지 않은 상태로 출력한다. ‘후가공’의 적용은 데이터 상태로 저장하고 투

명도 20%를 적용하여 제출하시오.

6) 회사명 ㈜The Good Seaweed의 심벌로고를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직

접 디자인하여, 제작된 포장디자인에 배치시키되 기존 패키지들의 심벌로고가 

있어야 할 위치에 적용시키시오. 

7) 일러스트 프로그램(ai)을 사용하여 코팅된 1가지 지정색(1Spot Color)으로 표현

된 패턴을 제작하여 디자인된 포장디자인에 적용시키시오.(출력x)

8) 바코드와 재활용마크는 벡터파일로 변환하여 포장디자인에 자유롭게 적용하

고, 재활용마크의 컬러는 학생이 임의 선정하여 적용하며, 바코드는 반드시 

K100%으로 표현하시오.

9) 제품설명은 기존 서체를 사용해도 되며, 주어진 텍스트는 모두 사용하고 문단

부호는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디자인 구성에 따라 전, 후면, 좌측면, 우측

면에 적절히 배치하시오. (최종파일에 서체는 아웃라인하여 제출해야 되며, 필

요시 사용한 서체를 포함하시오)

10) 패키지디자인에서 내부가 보이도록 제작하시오.

11) 제공된 이미지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image19를 제외

한 3개 이상은 반드시 사용해야 되며, 이미지를 반드시 링크(Link)된 상태로 

작업하고 경로가 바뀌어도 이미지는 반드시 열려야 됩니다.

12) 시안구상을 한 뒤 컴퓨터로 작업하고, A3전용지에 2장을 출력하시오. 

   - 출력물 1장은 포장인쇄에 적합한 레지스트레이션 마크와 블리드(bleed:인쇄여

분), 범례, 접는선(fold line), 타발선(die cut line)등을 포함하고 커팅 되지 않은 

상태로 4절 검정색 하드보드지의 중앙에 마운트 하시오.

   - 출력한 또 다른 1장은 포장 구도에 따라 커팅 한 후, 접거나, 붙이거나, 조립

하여 입체로 제작하시오. 이 때 접는 선은 보이지 않아야 되며, 시제품의 지

기구조와 같이 열리고 닫혔을 때 고정 및 잘 열리는 구조여야 합니다.

13) 모든 후가공 데이터는 반드시 레이어로 분리하여 데이터 처리하시오. 단 분리

시 레지스트레이션 마크, 범레, 접는선(fold line), 타발선(die cut line)등들도 분

리시키시오.

14) 모든 PDF파일은 PDF/X-4:2010 저장을 하고, Color Setting CMYK : Japan color 

2001  coated 적용시켜 제출하시오.

5. 기술적 요구사항

  1) 규격 : 제시된 패키지 실제 크기

  2) 블리드 값 : 3mm

  3) 색상 : CMYK, 코팅된 지정색(Spot Color)

  4) Link Image

  5) PDF 저장 : Japan color 2001 coated / PDF/X-4:2010

  6) 이미지 해상도 : 300 D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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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명 : 한글 ‘완도 김스낵’  영문 ‘Wando Seaweed Snack'

  슬로건 : 해산물맛 (기존서체 사용가능)

   

  간편한 영양간식 / 맛있는 건강간식

  완도 김스낵은 소금이 아닌 천일염이 사용되었습니다. 

  굴 농축액으로 맛을 내 감칠맛과 바다향이 짙습니다. 

  기름도 줄인 완도 김스낵.

  100% 국내산 유기농 원초 사용

  청정지역에서 양식 과정중 산 처리 및 활성 처리제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 그

대로 재배한 김입니다. 

  100% 유기농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일반 기름에 비해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포함 된 100% 유기농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사용하였습니다. 

  100% 신안산 꽃바래기 천일염

  미네랄이 풍부한 신안 천일염을 사용하여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식품의 유형 : 스낵류

  중    량 : 80g

  1회 제공량 30g당 100kcal 1회제공량

  성    분 : 라이스칩 65%(베트남산), 김(국내산35)%

  제 조 국 : 대한민국

  제조일자 : 후면별도표기

6. 데이터 저장 요구사항

  1) 패턴디자인은 파일명 

   ‘성명-패턴.ai' 와 ‘성명-패턴.pdf’ (A4규격)으로 2개로 저장하시오.

  2) 브랜드로고+심벌로고는 파일명 

   ‘성명_로고.ai’와  ‘성명_로고.pdf’(A4규격)으로 2개로 저장하시오.

     브랜드로고(위)와 심벌로고(아래)를 각각 a4 가로에 배치하시오.

  3) 인쇄용 최종 완성파일

   ‘성명-패키지디자인.ai‘와 ‘성명-패키지디자인.pdf‘(A3 규격)으로 2개로 저

장하시오. (레지스트레이션 마크, 블리드, 범례, 타발선, 접는 선 등 포함)

  4) 위 1),2),3)의 모든 파일을 ‘성명-과제’ 폴더에 포함시키면 되며, 데이터 오

류가 없어야 됩니다.(모든 ai, pdf파일, 링크된 이미지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

니다.)

      

7. 최종제출

  1) A3로 컬러 출력하여 재단되고 접어진 입체상태의 포장디자인 실물 1개

  2) 과제에서 요구한 모든 데이터파일(링크된 이미지 포함)

8. 패키지에 삽입되어야하는 제시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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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방법

   - 실온보관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십이오.

   - 유통기한 : 전면표시 일자까지

     본 상품은 소비자 공정거래 기준의 의거 부정. 불량품들은 환불해드립니다. 

     소비자 상담 :  02-1588-2323

     www.goodseaweed.com

제공자료(사진·도면·보고서 서식, 기타자료 등)

image01 image02 image03 image04

image05 image06 image07 image08

image09 image10 image11 image12

image13 image14 image15 image16

1. 제공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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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평가요소

및 

배점

단원(능력단위요소) 평가요소 배점

시안디자인 기획하기 창의성 및 기획, 최종디자인 일부 30점

패키지 기본시안 

제작하기
그래픽제작 기술, 최종디자인 일부 45점

패키지 응용시안 

제작하기
인쇄 지식, 수공능력, 파일저장, 최종디자인 일부 25점

계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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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과제 채점표6

과정명
패키지디자이너 

양성과정
교과목명 패키지디자인 능력단위

0802011106_17v1
패키지 

시안디자인개발

능력단위

요소

시안디자인 기획하기

평가방법 포트폴리오패키지 기본시안 제작하기

패키지 응용시안 제작하기

평가일시
1차 2021.7.21

평가자 O O O (서명)
2차 2021.7.23

평가

차수
번호

배점

성명

평가항목(순번) 배점 및 득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2

0

1

0

2

0

2

0

1차

평가

1 이몽룡 2 3 3 3 3 1 3 2 3 2 2 1 0 0 1 0 0 1 0 0 1 2 1 2 0

2 고길동 2 2 3 3 5 3 2 3 4

3 김길동

4 남길동

5 노길동

6 이몽룡

7 문길동

8 박길동

9 배길동

10 서길동

11 손길동

12 신길동

13 안길동

14 오길동

15 이길동

재평가 

대상자
이몽룡

2차

평가

1 이몽룡 2 2 3 3 5 3 2 3 4



NCS기반 훈련과정 편성ㆍ평가도구 활용 매뉴얼

346 ∙ 

과정명
패키지디자이너 

양성과정
교과목명 패키지디자인 능력단위

0802011106_17v1
패키지 

시안디자인개발

능력단위

요소

시안디자인 기획하기

평가방법 포트폴리오패키지 기본시안 제작하기

패키지 응용시안 제작하기

평가일시
1차 2021.7.21

평가자 O O O (서명)
2차 2021.7.23

평가

차수
번호

배점

성명

평가항목(순번) 배점 및 득점

총점

(100)

성취

수준

Pass

/

Fail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1

0

1

0

1

0

1

0

1

0

1

0

2

0

2

0

1

0

2

0

2

0

2

0

2

0

1

0

2

0

2

0

2

0

1

0

1

0

1차

평가

1 이몽룡 0 0 1 1 1 1 0 0 1 58 1 Fail

2 고길동 1 1 1 1 1 1 2 2 1 85 4 Pass

3 김길동

4 남길동

5 노길동

6 이몽룡

7 문길동

8 박길동

9 배길동

10 서길동

11 손길동

12 신길동

13 안길동

14 오길동

15 이길동

재평가 

대상자
이몽룡

2차

평가

1 이몽룡 2 2 3 3 5 3 2 3 4 67 2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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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증빙자료7

과정명 패키지디자이너 양성과정 교과목명 패키지디자인 능력단위
0802011106_17v1

패키지 
시안디자인개발

능력단위

요소

시안디자인 

기획하기

평가방법 포트폴리오

평가자 O O O (서명)

패키지 기본시안

제작하기

패키지 응용시안

제작하기

평가시간 6시간
평가

일시

1차 2021.7.21

2차 2021.7.23

사진

1차 평가

최종파일 및 전체 훈련생 입체물 작품을 모아 놓고 평가일자, 작품별 훈련생 성명을 제시하고 전체 

사진을 찍어 보관

2차 평가

최종파일 및 전체 훈련생 입체물 작품을 모아 놓고 평가일자, 작품별 훈련생 성명을 제시하고 전체 

사진을 찍어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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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단위 성적표8

과정명 패키지디자이너 양성과정 교과목명 패키지디자인 능력단위
0802011106_17v1

패키지 
시안디자인개발

능력단위

요소

시안디자인 기획하기

평가방법 포트폴리오

평가자 O O O (서명)

패키지 기본시안 제작하기

패키지 응용시안 제작하기

평가시간 6시간
평가

일시

1차 2021.7.21

2차 2021.7.23

번호 성명
능력단위 점수 성취수준 Pass / Fail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 강길동 90 5 Pass

2 고길동 81 4 Pass

3 김길동 66 2 Pass

4 남길동 87 4 Pass

5 노길동 72 3 Pass

6 이몽룡 58 67 1 2 Fail Pass

7 문길동 66 2 Pass

8 박길동 84 4 Pass

9 배길동 68 2 Pass

10 서길동 80 4 Pass

11 손길동 70 3 Pass

12 신길동 76 3 Pass

13 안길동 96 5 Pass

14 오길동 98 5 Pass

15 이길동 92 5 Pass

16 장길동 80 4 Pass

17 최길동 84 4 Pass

18 홍길동 74 3 Pass

재평가 

대상자
이몽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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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교과 수행평가서9

학습자 명:

1반   6번  이몽룡

평가자 명: 

  O O O (서명)

평 가 일 시

1차 2021년   7월   21일 ×

교과목명 : 패키지디자인
0802011106_17v1

패키지 시안디자인개발

2차 2021년   7월   23일 ○

3차 200 년   월   일

평가방법 :  포트폴리오 평가

본 평가는 단계별 자기평가의 학습과정이 완료된 학습자

에 대하여 평가를 합니다.

학습을 위한 준비에서부터 실습의 완료 후 동작확인까지 

아래사항의 수행기준에 근거하여 학습자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본 능력단위의 평가방법 등을 안내하여 학습자로 하여

금 학습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함)

전체평가(고정내용으로서 임의 변경 불가)

성취
수준

수행정도

5. 해당 지식과 기술을 확실하게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토대로 주도적으로 완벽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4. 해당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토대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3. 해당 지식과 기술을 대부분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대부분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
2. 해당 지식과 기술을 부분적으로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타인과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해당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데 부족함이 있어 타인의 도움

을 받아야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평가자는 학습자의 달성정도를 성취수준에 표시한다.

평가영역(단원명) 수 행 준 거 예 아니오

0802011106_17v1.1

시안디자인 기획하기

1.1 시안 제작을 위한 이미지와 텍스트 요소를 수집하여 판형 레이아웃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
○

1.2 패키지구조 구현을 위한 기능적 요소를 수집 할 수 있다. ○

1.3 패키지 정보 요소와 기능적 요소를 적용하여 시안디자인을 기획할 수 있다. ○

0802011106_17v1.2

패키지 기본시안 제작하기

2.1 콘셉트를 시각화하기 위한 이미지와 텍스트 요소를 표현 할 수 있다. ○

2.2 기능성, 심미성을 반영한 패키지디자인 시안을 제작 할 수 있다. ○

2.3 제품스펙에 따른 지기 및 용기 구조를 고려하여 시안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

2.4 레이아웃 한 패키지 판형과 도면을 바탕으로 시안을 렌더링 할 수 있다. ○

0802011106_17v1.2

패키지 응용시안 제작하기

3.1 기본시안을 바탕으로 상품의 전개에 따른 응용시안을 계획 할 수 있다. ○

3.2 기본시안의 이미지 요소, 텍스트 정보를 응용하여 제작 할 수 있다. ○

3.3 패키지상품의 종류와 매체에 따른 응용 디자인 시안을 구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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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별 훈련과정 종합평가서10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학습자명
최종확인자
(지도교사)

패키지디자이너 양성과정 2021.6.3.~2021.8.30 이몽룡 O O O

교과목명
능력단위분류번호
능력단위명 평가자명 최종평가일시

평가결과
(성취수준)

~~~ ~~~ O O O ~~~ ~~~

패키지디자인

0802011106_17v1

패키지 

시안디자인개발

O O O 2021.7.23 67점(2수준)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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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자체크리스트 평가도구 개발사례

능력단위명 : 1502010106_14v2 홈·테이퍼 작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5. 기계 02. 기계가공 01. 절삭가공 01. 선반가공

능력단위 주요 평가영역 및 평가내용 도출1

구분 내용

훈련목표
선반가공에서 제품의 형상특성에 따른 기준면을 선정하고 내·외경 홈가공, 테

이퍼 가공을 수행할 수 있다.

장비·재료
• 선반(스윙 350mm 이상), 절삭공구, 측정공구

• 철강 및 비철금속

평가시 고려사항

• 절삭공구의 특성, 종류, 활용법

• 안전보호장구의 종류 및 착용방법

• 선반 작동방법

• 공구마모 측정 기술

• 공구 고정 방법

• 테이퍼 절삭장치에 대한 기술 등

주요 평가 영역 지식 ◑ 기술 ● 태도 ◑

평가내용

• 지급된 재료와 도면을 참고하여 정밀 홈·테이퍼 축을 가공 후 측정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치수를 측정하고, 불량 부위 발생 시 수정하여 가공하기

• 홈·테이퍼 축 가공물의 정밀도 치수를 측정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예시) 비중이 높은 주요 평가영역(●, ◉ 등),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부가적인 평가영역(○, ◑, ◔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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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단위 평가방법 및 문항수 도출2

능력단위 능력단위요소

주요 평가영역
능력단위요소 

연계성
문항수 평가방법지식

(지필)

기술·태도

(수행관찰)

기술

(산출물)

1502010106

_14v2

홈·테이퍼 

작업

작업 준비하기 √ .1 .2 .3

1
평가자

체크리스트
본가공 수행하기 √ .1 .2 .3

검사 · 수정하기 √ .1 .2 .3

능력단위요소별 배점기준 도출3

능력단위 능력단위요소

훈련 필요성

배점비중

(Ⓓ/Ⓔ)*100

중요도

Ⓐ

난이도

Ⓑ

활용빈도

Ⓒ 합계

Ⓓ낮음    ↔    보통     ↔    높음

① ② ③

1502010106_14v2

홈·테이퍼 작업

작업 준비하기 1 1 2 4 24

본가공 수행하기 3 2 3 8 47

검사 · 수정하기 2 1 2 5 29

계    Ⓔ 6 4 7 1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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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절삭가공사 양성과정 교과목명 선반가공

능력단위
1502010106_14v2

홈·테이퍼작업
능력단위요소

작업 준비하기

평가방법 평가자 체크리스트본가공 수행하기

검사 · 수정하기

문항수 1 평가시간 4시간 배점 100

평가내용

• 지급된 재료와 도면을 참고하여 정밀 홈·테이퍼 축을 가공 후 측정오차가 생기지 않도

록 치수를 측정하고, 불량 부위 발생 시 수정하여 가공하기

• 홈·테이퍼 축 가공물의 정밀도 치수를 측정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평가문항

(수행내용)

지급된 재료를 이용하여 도면과 같이 정밀 테이퍼 축을 가공 후 측정오차가 생기지 않

도록 치수를 측정하고, 불량 부위 발생 시 수정하시오.

[요구사항]

1. 일반 공차의 치수는 기준치수 6mm 이하는 ±0.1mm, 6mm 초과 30mm 이하는    

±0.2mm, 30mm 120mm 이하는 ±0.3mm로 하며 일반 모따기는 C0.2로 한다.

제공자료(사진·도면·보고서 서식, 기타자료 등)

능력단위 평가과제 개요서(교사용)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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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방법

주관적 채점 객관적 채점 행동기록법 비고

√ √

채점기준

능력단위

요소

평가

요소
순번 평가항목(채점항목) 기준 배점

작업준비

하기

작업

준비

1 적절한 공구 선택 상 5점, 중 3점, 하 1점 5

2 적절한 공작물 설치 상 7점, 중 4점, 하 1점 7

3 적절한 절삭공구 설치 상 5점, 중 3점, 하 1점 5

4 적절한 기준면 설정 상 7점, 중 4점, 하 1점 7

소계 24

본가공

수행하기

정밀

치수

5    ∅20
0

-0.052 Y / N 3

6    ∅28
0

-0.052 Y / N 3

7    ∅36 0
-0.052 Y / N 3

8    ∅28 0
-0.052 Y / N 3

일반

치수

9 ∅24±0.2 Y / N 3

10 18±0.2 Y / N 3

11 5±0.1 Y / N 3

12 15±0.2 Y / N 3

13 20±0.2 Y / N 3

14 20±0.2 Y / N 3

15 5±0.1 Y / N 3

16 100±0.3 Y / N 4

테이퍼
17 5°±0°5′ Y / N 5

18 4°±0°5′ Y / N 5

소계 47

검사 · 
수정하기

검사 
·
수정
·

작업태도

19 적절한 측정기선정 상 3점, 중 2점, 하 1점 3

20 적절한 측정방법 상 3점, 중 2점, 하 1점 3

21 공차적용의 적정성 상 3점, 중 2점, 하 1점 3

22 직각도 / 평면도 오류당 -1점 2

23 외관 상 3점, 중 2점, 하 1점 3

24 작업방법 상 3점, 중 2점, 하 1점 3

25 작업태도 상 3점, 중 2점, 하 1점 3

26 작업안전 상 3점, 중 2점, 하 1점 3

27 정리정돈 상 3점, 중 2점, 하 1점 3

28 재료사용 상 3점, 중 2점, 하 1점 3

소계 29

- 시간평가 29 작업 소요시간 초과
소요시간 (10)분 초과마다 

(5점)감점

합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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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시 

유의사항

- 채점방법을 주관적 채점 방법과 객관적 채점방법으로 채점한다.

- 주관적 채점항목 득점 부여

   ․ 3점(상), 2점(중), 1점(하)

   ․ 5점(상), 3점(중), 1점(하)

   ․ 7점(상), 4점(중), 1점(하)

   ․ 5점(만점), 4점(양호), 3점(보통)

   ․ 7점(만점), 5점(양호), 4점(보통)

- 객관적 채점항목 득점부여 : Y / N (Y는 배점 전부 부여, N은 0점)

- 학습자는 제한시간 내 과제를 수행하고,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장구를 착용한 후 작업한다.

- 교수자는 작품을 평가 후, 학생에게 그 결과를 피드백 해준다.

성취기준

점수 구간 90 이상 80∼90미만 70∼80미만 60∼70미만 60점 미만

성취수준 환산 5 4 3 2 1

과제물

결과

(예시)

[정밀 테이퍼 축 가공 공작물 형상]

과제물제출 

및 보관

제출물 정밀 테이퍼 축 가공 공작물 1개

평가자료 보관방법
전체 훈련생 작품을 모아 놓고 평가일자, 작품별 훈련생 성

명을 제시하고 전체 사진을 찍어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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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절삭가공사 양성과정 교과목명 선반가공

능력단위
1502010106_14v2

홈·테이퍼작업
능력단위요소

작업 준비하기

평가방법 평가자 체크리스트본가공 수행하기

검사 · 수정하기

문항수 1 평가시간 4시간 배점 100

평가문항

(수행내용)

지급된 재료를 이용하여 도면과 같이 정밀 테이퍼 축을 가공 후 측정오차가 생기지 않

도록 치수를 측정하고, 불량 부위 발생 시 수정하시오.

[요구사항]

1. 일반 공차의 치수는 기준치수 6mm 이하는 ±0.1mm, 6mm 초과 30mm 이하는    

±0.2mm, 30mm 120mm 이하는 ±0.3mm로 하며 일반 모따기는 C0.2로 한다.

제공자료(사진·도면·보고서 서식, 기타자료 등)

주요

평가요소

및 

배점

단원(능력단위요소) 평가요소 배점

작업 준비하기 작업 준비 24점

본가공 수행하기 정밀치수, 일반치수, 테이퍼 47점

검사 · 수정하기 검사 · 수정 · 작업태도 29점

- 시간평가 : 소요시간 (10)분 초과마다 (5점)감점 -

계 100점

능력단위 평가과제(학생용)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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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과제 채점표6

과정명 절삭가공사 양성과정 교과목명 선반가공 능력단위
1502010106_14v2

홈·테이퍼작업

능력단위

요소

작업 준비하기

평가방법
평가자 

체크리스트
학생명 O O O본가공 수행하기

검사 · 수정하기

평가시간 4시간
평가

일시

1차 2021.7.21
평가자 O O O (서명)

2차 2021.7.23

능력단위

요소

평가

요소
순번 평가항목(채점항목)

판정 및 측정치수
배점

득점

1차 2차 1차 2차

작업

준비

하기

작업

준비

1 적절한 공구 선택 상, 중, 하 상, 중, 하 5 5 /3 /1 5 /3 /1

2 적절한 공작물 설치 상, 중, 하 상, 중, 하 7 7 /4 /1 7 /4 /1

3 적절한 절삭공구 설치 상, 중, 하 상, 중, 하 5 5 /3 /1 5 /3 /1

4 적절한 기준면 설정 상, 중, 하 상, 중, 하 7 7 /4 /1 7 /4 /1

소계 24 /24 /24

본

가공

수행

하기

정밀

치수

5    ∅20 0
-0.052 3 3 / 0 3 / 0

6    ∅28 0
-0.052 3 3 / 0 3 / 0

7    ∅36 0
-0.052 3 3 / 0 3 / 0

8    ∅28 0
-0.052 3 3 / 0 3 / 0

일반

치수

9 ∅24±0.2 3 3 / 0 3 / 0

10 18±0.2 3 3 / 0 3 / 0

11 5±0.1 3 3 / 0 3 / 0

12 15±0.2 3 3 / 0 3 / 0

13 20±0.2 3 3 / 0 3 / 0

14 20±0.2 3 3 / 0 3 / 0

15 5±0.1 3 3 / 0 3 / 0

16 100±0.3 4 4 / 0 4 / 0

테이퍼
17 5°±0°5′ 5 5 / 0 5 / 0

18 4°±0°5′ 5 5 / 0 5 / 0

소계 47 /47 /47

검사 
· 

수정
하기

검사 
·
수정
·
작업
태도

19 적절한 측정기선정 상, 중, 하 상, 중, 하 3 3 /2 /1 3 /2 /1

20 적절한 측정방법 상, 중, 하 상, 중, 하 3 3 /2 /1 3 /2 /1

21 공차적용의 적정성 상, 중, 하 상, 중, 하 3 3 /2 /1 3 /2 /1

22 직각도 / 평면도 오류    개 오류    개 2 2 /1 /0 2 /1 /0

23 외관 상, 중, 하 상, 중, 하 3 3 /2 /1 3 /2 /1

24 작업방법 상, 중, 하 상, 중, 하 3 3 /2 /1 3 /2 /1

25 작업태도 상, 중, 하 상, 중, 하 3 3 /2 /1 3 /2 /1

26 작업안전 상, 중, 하 상, 중, 하 3 3 /2 /1 3 /2 /1

27 정리정돈 상, 중, 하 상, 중, 하 3 3 /2 /1 3 /2 /1

28 재료사용 상, 중, 하 상, 중, 하 3 3 /2 /1 3 /2 /1

소계 29 /29 /29

- 시간평가 29 작업 소요시간 초과 초과시간(   )분 초과시간(   )분 -    점 -    점

합계 100 /100 /100

평가자 의견 

및 환류

훈련생 확인

O O O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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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증빙자료7

과정명 절삭가공사 양성과정 교과목명 선반가공 능력단위
1502010106_14v2

홈·테이퍼작업

능력단위

요소

작업 준비하기

평가방법
평가자 

체크리스트 평가자 O O O (서명)

본가공 수행하기

검사 · 수정하기

평가시간 4시간
평가

일시

1차 2021.7.21

2차 2021.7.23

사진

1차 평가

전체 훈련생 작품을 모아 놓고 평가일자, 작품별 훈련생 성명을 제시하고 전체 사진을 찍어 보관

2차 평가

전체 훈련생 작품을 모아 놓고 평가일자, 작품별 훈련생 성명을 제시하고 전체 사진을 찍어 보관



PART

  ∙ 359

<별첨 2> NCS 평가도구 개발사례

별첨

능력단위 성적표8

과정명 절삭가공사 양성과정 교과목명 선반가공 능력단위
1502010106_14v2

홈·테이퍼작업

능력단위

요소

작업 준비하기

평가방법
평가자 

체크리스트
평가자 O O O (서명)

본가공 수행하기

검사 · 수정하기

평가시간 4시간
평가

일시

1차 2021.7.21

2차 2021.7.23

번호 성명
능력단위 점수 성취수준 Pass / Fail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 강길동 90 5 Pass

2 고길동 81 4 Pass

3 김길동 66 2 Pass

4 남길동 87 4 Pass

5 노길동 72 3 Pass

6 이몽룡 58 67 1 2 Fail Pass

7 문길동 66 2 Pass

8 박길동 84 4 Pass

9 배길동 68 2 Pass

10 서길동 80 4 Pass

11 손길동 70 3 Pass

12 신길동 76 3 Pass

13 안길동 96 5 Pass

14 오길동 98 5 Pass

15 이길동 92 5 Pass

16 장길동 80 4 Pass

17 최길동 84 4 Pass

18 홍길동 74 3 Pass

재평가 

대상자
이몽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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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교과 수행평가서9

학습자 명:

1반   6번  이몽룡

평가자 명: 

  O O O (서명)

평 가 일 시

1차 2021년   7월   21일 ×

교과목명 : 선반가공
1502010106_14v2

홈·테이퍼작업

2차 2021년   7월   23일 ○

3차 200 년   월   일

평가방법 :  평가자체크리스트

본 평가는 단계별 자기평가의 학습과정이 완료된 학습자

에 대하여 평가를 합니다.

학습을 위한 준비에서부터 실습의 완료 후 동작확인까지 

아래사항의 수행기준에 근거하여 학습자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본 능력단위의 평가방법 등을 안내하여 학습자로 하여

금 학습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함)

전체평가(고정내용으로서 임의 변경 불가)

성취
수준

수행정도

5. 해당 지식과 기술을 확실하게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토대로 주도적으로 완벽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4. 해당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토대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3. 해당 지식과 기술을 대부분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대부분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
2. 해당 지식과 기술을 부분적으로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타인과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해당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데 부족함이 있어 타인의 도움

을 받아야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평가자는 학습자의 달성정도를 성취수준에 표시한다.

평가영역(단원명) 수 행 준 거 예 아니오

1502010106_14v2.1

작업 준비하기

1.1 제품의 형상에 적합한 절삭공구를 선택할 수 있다. ○

1.2 공작물의 설치방법에 따라 부속장치를 사용하여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

1.3 절삭공구를 작업순서 및 사용빈도를 고려하여 공구대에 설치할 수 있다. ○

1.4 도면에 의해서 제품의 형상, 특성에 따른 기준면을 설정할 수 있다. ○

1502010106_14v2.2

본가공 수행하기

2.1 작업요구사항과 작업표준서에 따라 장비를 설정할 수 있다. ○

2.2 수동작업 시 가공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이송속도, 이송범위, 절삭깊이를 조

절할 수 있다.

○

○

2.3 이상발생시 작업표준서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보고할 수 있다. ○

2.4 가공조건이 부적합할 경우 수정할 수 있다. ○

2.5 테이퍼 가공법과 절삭방법의 종류를 파악하고, 가공할 수 있다. ○

2.6 내경 홈절삭 시 절삭공구의 중심높이를 중심선단 높이보다 높게 설정하여 가

공할 수 있다.
○

2.7 적절한 테이퍼 가공방법을 결정하고 테이퍼 값을 계산할 수 있다. ○

1502010106_14v2.3

검사 ․  수정하기

3.1 측정 대상별 측정방법과 측정기의 종류를 파악하여 측정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측정할 수 있다.

○

○

3.2 공구수명 단축원인 및 가공치수 불량의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

3.3 측정 후 불량부위 발생시 수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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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별 훈련과정 종합평가서10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학습자명
최종확인자
(지도교사)

절삭가공사 양성과정 2021.6.3.~2021.8.30 이몽룡 O O O

교과목명 능력단위분류번호
능력단위명

평가자명 최종평가일시 평가결과
(성취수준)

~~~ ~~~ O O O ~~~ ~~~

선반가공
1502010106_14v2

홈·테이퍼작업
O O O 2021.7.23 67점(2수준)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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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혼합형(지필형+수행형) 평가도구 개발사례

능력단위명 : 1201010101_17v4 미용업 안전위생 관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2. 이용·숙박·여행·오락·

스포츠
01. 이·미용 01. 이·미용서비스 01. 헤어미용

능력단위 주요 평가영역 및 평가내용 도출1

구분 내용

훈련목표
고객에게 청결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용사와 서비스공간의 위

생을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장비·재료
• 장비 : 컴퓨터, 빔 프로젝터, 소독기, 작업대

• 재료 : 소독제, 구급약

평가시 고려사항

• 수행준거에 따른 지식 ․ 기술 ․ 태도의 습득 능력

• 개인위생상태

•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능력

• 미용업소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방법

주요 평가영역 지식 ● 기술 ● 태도 ◑

평가내용

• 개인위생상태,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능력, 미용업소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

처 방법에 대해 지필시험 보기

• 미용업소 수건과 가운을 세탁하여 보관하는 방법, 식음료 서비스에 사용하는 

집기류 세척 및 보관 방법, 미용도구 및 기기별 소독 방법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예시) 비중이 높은 주요 평가영역(●, ◉ 등),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부가적인 평가영역(○, ◑, ◔ 등)

※ 지필 평가 포함여부 선택 : 능력단위의 주요 평가 영역이 “지식”이거나, “기술/태도”영역이지

만 제한된 훈련환경으로 인해 실무환경처럼 수행․산출물 평가가 어려운 훈련내용일 경우 그 훈련

내용은 지필평가로 대체.

※ 작업형(수행․산출물) 평가 적합성 선택 : 능력단위의 주요 평가 영역이 “기술/태도”이거나, “지

식”영역이 실습·실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기본 지식일 경우. 즉 종합적인 결과물 평가가 가능

할 경우.



PART

  ∙ 363

<별첨 2> NCS 평가도구 개발사례

별첨

지필/수행평가 적합성 선택 및 평가 문항 구성 도출2

단원명

(능력단위 

요소명)

훈련내용

(수행준거)

지필/수행평가 

적합성 선택

평가문항 구성 

도출

지필 수행 지필 수행

미용사 위생 

관리하기

1.1 고객의 두피나 얼굴 등에 상해를 주지 않도록 손톱을 관

리할 수 있다
● #1

1.2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체취와 구취를 관리할 

수 있다.
●

#21.3 미용 업소 내에서 복장을 청결하게 착용할 수 있다. ●

1.4 미용서비스 전․후 손을 깨끗이 씻거나 소독할 수 있다. ●

미용업소 

위생 

관리하기

2.1 청소점검표에 따라 미용업소 내․외부를 청소할 수 있다. ● #3

2.2 미용서비스를 위한 수건과 가운을 세탁하여 보관할 수 있다. ●

#7
2.3 식음료 서비스에 사용하는 집기류를 청결하게 세척하여 보

관 할 수 있다.
●

2.4 설비시설과 사용기기 및 도구의 소재별 특성을 고려하여 

소독할 수 있다.
●

2.5 미용업소내의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를 위해 환기할 수 있다. ●

#3
2.6 미용업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종류별로 분리하여 배

출할 수 있다.
●

미용업 

안전사고 

예방하기

3.1 전기사고 예방을 위해 전열기, 전기기기 등의 안전 상태

를 점검할 수 있다.
● #4

3.2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난방기, 가열기 등의 안전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 #5

3.3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바닥의 이물질 등을 수시로 제거할 

수 있다.
●

#63.4 구급약을 비치하여 상황에 따른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

3.5 긴급 상황 발생 시 비상조치 요령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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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단위 평가방법 및 문항수 도출3

3.1 수행평가 평가방법 및 문항수 도출

능력단위요소

주요 평가영역
능력단위요소 

연계성
문항수

수행형 

평가방법
지식

(지필)

기술·태도

(수행관찰)

기술

(산출물)

미용사 위생 관리하기 ● .1 .2 .3 - -

미용업소 위생 관리하기 ● ● .1 .2 .3 1 사례연구

미용업 안전사고 예방하기 ● .1 .2 .3 - -

계 1

3.2 지필형 평가방법 및 문항수 배정 / 최종 평가방법 선정

능력단위요소

지필형 수행형
평가

방법
문

항

수

문제 난이도 문제 유형 평가방법 평가방법

하 중 상 기초 응용 약술 진위형 연결형 택일형 선다형 단답형 서술형 사례연구

미용사 위생 
관리하기

2 1 1 1 1 1 1
진위형
택일형

미용업소 위생 
관리하기

1 1 1 1 1
택일형
서술형
사례연구

미용업 
안전사고 
예방하기

3 3 3 2 1
택일형
선다형

계 6 1 4 1 1 4 1 1 3 1 1 1

능력단위요소별 배점기준 도출4

능력단위요소

지필형(30%) 수행형(70%)

문

항

수

배

점

훈련 필요성

배점비중

(Ⓓ/Ⓔ*100

문

항

수

배

점

중요도 

Ⓐ

난이도 

Ⓑ

활용빈도 

Ⓒ 합계 

Ⓓ낮음    ↔    보통     ↔    높음

① ② ③

미용사 위생 관리하기 2 10

미용업소 위생 관리하기 1 5 3 1 2 6 100 1 70

미용업 안전사고 예방하기 3 15

계   Ⓔ 6 30 3 1 2 6 100 1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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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헤어디자이너 양성과정 교과목명
미용업 안전위생 

관리

능력단위

1201010101_17v4 

미용업 안전위생 

관리

능력단위요소

미용사 위생 
관리하기

평가방법

진위형

택일형

선다형

서술형

미용업소 위생 
관리하기

미용업 안전사고 
예방하기

문항수 6 평가시간 20분 배점 30

평가문항

문제번호 1 능력단위요소 미용사 위생관리하기 배점 5

평가방법

진위형 ● 선다형
유형구분

기초문제 응용문제 약술문제

●
연결형 단답형

난이도
상 중 하

택일형 서술형
●

문제

다음 설명이 옳으면 ○표, 틀리면 ×표에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하여 쓰시오. (     )

미용실에서 고객에게 시술하기 적합한 손톱 모양 명칭은 라운드 스퀘어(round 

square)형과 라운드(round)형이다.

① ○

② ×

모범답안 해설

①

채점 기준표

점수 채점 기준

5 모범답안일 경우

능력단위 평가과제 개요서(교사용)5

5.1 지필형 평가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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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번호 2 능력단위요소 미용사 위생관리하기 배점 5

평가방법

진위형 선다형
유형구분

기초문제 응용문제 약술문제

●
연결형 ● 단답형

난이도
상 중 하

택일형 서술형
●

문제

그림은 여러 가지 손톱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 손톱 모양과 명칭을 올바르게 

연결하시오.

① 라운드(round)형 ∙ ∙ ㉠ ㉠

② 스퀘어(square)형 ∙ ∙ ㉡ ㉡

③ 오발(oval)형 ∙ ∙ ㉢ ㉢

④ 라운드 스퀘어(round square)형 ∙ ∙ ㉣ ㉣

모범답안 해설

①-㉢, ②-㉠, ③-㉣, ④-㉡

채점 기준표

점수 채점 기준

5 4가지를 모두 오류 없이 올바르게 연결한 경우

* 5.1 지필형 평가문항 예시는 능력단위 내용에 맞는 문항개발 예시보다는 평가방법별 평가문항 예시를 보여줌



PART

  ∙ 367

<별첨 2> NCS 평가도구 개발사례

별첨

문제번호 3 능력단위요소 미용사 위생관리하기 배점 5

평가방법

진위형 선다형
유형구분

기초문제 응용문제 약술문제

●
연결형 단답형

난이도
상 중 하

택일형 ● 서술형 ●

문제

그림은 손톱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미용실에서 고객에게 시술하기 적합한 손톱 모양

중 하나인 아래 손톱 모양 그림의 명칭으로 맞는 것은? (     )

① 라운드(round)형

② 스퀘어(square)형

③ 오발(oval)형

④ 라운드 스퀘어(round square)형

모범답안 해설

④

채점 기준표

점수 채점 기준

5 모범답안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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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번호 4 능력단위요소 미용사 위생관리하기 배점 5

평가방법

진위형 선다형 ●
유형구분

기초문제 응용문제 약술문제

●
연결형 단답형

난이도
상 중 하

택일형 서술형 ●

문제

미용실에서 예기치 못한 실수로 인하여 자신이나 고객의 신체에 상처나 해를 가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시술하기 적합한 손톱 모양의 명칭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 보 기 〉

㉠ 스퀘어(square)형 ㉡ 라운드 스퀘어(round square)형

㉢ 라운드(round)형 ㉣ 오발(oval)형

① ㉠ ② ㉡, ㉢

③ ㉠, ㉢ ④ ㉡, ㉢, ㉣

모범답안 해설

②

채점 기준표

점수 채점 기준

5 모범답안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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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번호 5 능력단위요소 미용사 위생관리하기 배점 5

평가방법

진위형 선다형
유형구분

기초문제 응용문제 약술문제

●
연결형 단답형 ●

난이도
상 중 하

택일형 서술형 ●

문제

그림은 손톱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미용실에서 고객에게 시술하기 적합한 손톱 모양

중 하나인 아래 손톱 모양 그림의 명칭을 쓰시오.

○ 

모범답안 해설

라운드 스퀘어형 또는 round square형

채점 기준표

점수 채점 기준

5 모범답안일 경우



NCS기반 훈련과정 편성ㆍ평가도구 활용 매뉴얼

370 ∙ 

문제번호 6 능력단위요소 미용사 위생관리하기 배점 6

평가방법

진위형 선다형
유형구분

기초문제 응용문제 약술문제

●
연결형 단답형

난이도
상 중 하

택일형 서술형 ● ●

문제

그림은 여러 가지 손톱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 손톱 모양의 명칭을 쓰고, 미용

실에서 고객에게 시술하기 적합한 손톱 모양과 그 이유를 쓰시오.

○ 손톱 모양의 명칭

   ㉠                 ㉡                  ㉢                  ㉣

○ 고객에게 시술하기 적합한 손톱모양 : 

○ 이유 : 

모범답안 해설

○ 손톱 모양의 명칭

  ㉠ 스퀘어(square)형, ㉡ 라운드 스퀘어

(round square)형, ㉢ 라운드(round)형 

  ㉣ 오발(oval)형

○ 고객에게 시술하기 적합한 손톱모양 :  

㉡ 라운드 스퀘어(round square)형

  ㉢ 라운드(round)형

○ 이유 : 예기치 못한 실수로 인하여 자

신이나 고객의 신체에 상처나 해를 가

할 수 있기 때문

채점 기준표

점수 채점 기준

6 6가지를 오류 없이 제시한 경우

5 5가지를 오류 없이 제시한 경우

4 4가지를 오류 없이 제시한 경우

3 3가지를 오류 없이 제시한 경우

2 2가지를 오류 없이 제시한 경우

1 1가지를 오류 없이 제시한 경우

  * 평가문항 출처 : 전문교과Ⅱ 평가기준 예시자료_미용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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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번호 7 능력단위요소 미용사 위생관리하기 배점 5

평가방법

진위형 선다형
유형구분

기초문제 응용문제 약술문제

●
연결형 단답형

난이도
상 중 하

택일형 서술형 ● ●

문제

그림은 헤어디자이너의 위생 관리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의 일부이다. 

(가), (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시오.

• 근무 시 헤어와 메이크업을 깔끔하게 유지한다.

• 근무 시 복장과 신발은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게 착용한다.

• 시술 전과 후에는     (가)   , 필요에 따라 70% 알코올로 소독한다.

• 식후에는     (나)   , 시술 시작 전에는 구강 청결제를 사용하여 입냄새를 제

거한다.

○ (가) :

○ (나) : 

모범답안 해설

(가) 비누로 깨끗이 손을 씻는다.

(나) 양치질을 한다. 

채점 기준표

점수 채점 기준

5 (가)와 (나)의 내용을 모두 바르게 작성한 경우

2 (가)와 (나)의 내용 중 1가지를 바르게 작성한 경우

* 평가문항 출처 : 전문교과Ⅱ 평가기준 예시자료_미용안전보건 발췌 후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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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번호 8 능력단위요소 미용업소 위생 관리하기 배점 5

평가방법

진위형 선다형 ●
유형구분

기초문제 응용문제 약술문제

●
연결형 단답형

난이도
상 중 하

택일형 서술형 ●

문제

그림은 미용실의 위생 관리에 대한 매장 매니저와 미용사의 대화 내용이다. 대화를 통

해 유추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고객에게 커트 등 서비스 후 가위는 

어떻게 소독 관리하고 있나요?

                               

증기 소독이나 자비소독도 좋지만 단점이 

있어서 알코올로 매일 소독하고, 일이 끝

나면 자외선 소독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보 기 〉

ㄱ. 증기 소독으로는 빗이나 헤어롤 소독 관리가 어렵다.

ㄴ. 자비 소독으로는 퍼머 로드나 위생 가운 소독 관리가 쉽다.

ㄷ. 에탄올 소독으로는 가위나 헤어 클리퍼의 소독 관리가 쉽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모범답안 해설

②

증기 소독은 100℃ 이상의 습한 열을 20

분 이상 쬐어 주는 소독 방법이다. 

자비 소독은 100℃ 이상의 물속에서 10분 

이상 끓여 주는 소독 방법이다.

채점 기준표

점수 채점 기준

5 모범답안일 경우

* 평가문항 출처 : 전문교과Ⅱ 평가기준 예시자료_미용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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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번호 9 능력단위요소 미용업소 위생 관리하기 배점 5

평가방법

진위형 선다형
유형구분

기초문제 응용문제 약술문제

●
연결형 단답형

난이도
상 중 하

택일형 서술형 ● ●

문제

다음 글을 읽고 미용실 내의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한 위생 관리 개선 방안을 2가지 

쓰시오.

미용실 내의 공기 오염은 고객뿐만 아니라 미용사에게도 각종 순환기 질환

과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 이러한 질환에 걸리면 눈이 따갑고 충혈이 되

며, 목이 아프고, 두통이 심하며, 감기에 자주 걸린다. 실내 공기는 주로 일

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미세 먼지, 이산화질소, 암모니아 등에 의해 오염된다. 

이러한 오염원들은 각종 재료나 냉난방 시설, 습도 조절기, 시술 기기, 서비

스 과정상의 부산 물질 등에 의해 발생한다.

○ 

○ 

모범답안 해설

○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해 수시로 자연 

환기를 한다. 

○ 자연 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공 환

기 또는 동력 환기를 이용한 인공적인 

환기를 한다. 

○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환풍, 냉난방 시

설에 대한 위생 점검을 철저하게 한다. 

채점 기준표

점수 채점 기준

5 2가지를 오류 없이 제시한 경우

2 1가지를 오류 없이 제시한 경우

* 평가문항 출처 : 전문교과Ⅱ 평가기준 예시자료_미용안전보건



NCS기반 훈련과정 편성ㆍ평가도구 활용 매뉴얼

374 ∙ 

5.2 수행형 평가문항 

과정명 헤어디자이너 양성과정 교과목명
미용업 안전위생 

관리

능력단위

1201010101_17v4 

미용업 안전위생 

관리

능력단위요소
미용업소 위생 

관리하기
평가방법 사례연구

문항수 1 평가시간 30분 배점 70

평가내용
미용업소 수건과 가운을 세탁하여 보관하는 방법, 식음료 서비스에 사용하는 집기류 세

척 및 보관 방법, 미용도구 및 기기별 소독 방법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평가문항

(수행내용)

미용업소 위생관리 방법을 <조건>에 따라 제공한 보고서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시오.

〈 조 건 〉

1. 미용업소 수건과 가운을 세탁하여 보관하는 방법

2. 식음료 서비스에 사용하는 집기류(집기류(컵, 쟁반, 포크, 나이프, 티스푼, 믹서기, 

커피 머신, 토스터기 등)를 청결하게 세척하여 보관하는 방법

3. 미용업소에서 주로 사용되는 미용도구 및 기기별 소독 방법

제공자료(사진·도면·보고서 서식, 기타자료 등)

미용업소 위생관리 방법 조사보고서

순번 도 구 명 위생관리 또는 소독 방법

1 수건과 가운

2

집기류

(컵, 쟁반, 포크, 나이프, 티스푼, 믹서기, 

커피 머신, 토스터기 등)

3

미용

도구

가위

4 각종 빗과 핀셋, 염색 볼

5 롤 브러시

6

미용

기기

매직기, 전기 아이론, 드라이기

7 디지털 세팅기

8 스티머기

9 두피 진단기



PART

  ∙ 375

<별첨 2> NCS 평가도구 개발사례

별첨

5.3 수행형 평가문항 평가기준

과정명 헤어디자이너 양성과정 교과목명 미용업 안전위생 관리

능력단위

1201010101_17v4 

미용업 안전위생 

관리

능력단위요소
미용업소 위생 

관리하기
평가방법 사례연구

문항수 1 평가시간 30분 배점 70

채점방법
주관적 채점 객관적 채점 행동기록법 비고

√

채점기준

평가 요소 점수 채점 기준

미용업소 위생관

리 방법을 조사

하여 작성함.

70 내용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작성함.

65 작성한 자료에서 오류가 1개 발견됨.

60 작성한 자료에서 오류가 2개 발견됨.

55 작성한 자료에서 오류가 3개 발견됨.

50 작성한 자료에서 오류가 4개 발견됨.

45 작성한 자료에서 오류가 5개 발견됨.

40 작성한 자료에서 오류가 6개 발견됨.

35 작성한 자료에서 오류가 7개 발견됨.

30 작성한 자료에서 오류가 8개 발견됨.

5 작성한 자료가 미흡함.

평가시 

유의사항

- 본 과제는 작업형 평가문항으로서 100점 중 70점 배점이며, 지필형 평가문항은 30점 배점

으로 구성되어있음

- 따라서 능력단위 점수 산정시 작업형 평가점수와 지필형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아래 성취기

준을 환산함

성취기준

점수 구간 90 이상 80∼90미만 70∼80미만 60∼70미만 60점 미만

성취수준 환산 5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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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수행형 평가문항 모범 수행결과

과정명 헤어디자이너 양성과정 교과목명
미용업 안전위생 

관리

능력단위

1201010101_17v4 

미용업 안전위생 

관리

능력단위요소
미용업소 위생 

관리하기
평가방법 사례연구

문항수 1 평가시간 30분 배점 70

모범 수행

결과

미용업소 위생관리 방법 조사하기

순번 도 구 명 위생관리 또는 소독 방법

1 수건과 가운

한 번 사용한 수건과 가운은 당일 세탁 후 잘 

건조시켜 위생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자체적으로 세탁기 등을 이용해서 세탁

을 하거나 세탁 전문 업체를 통해 단체 세탁을 

맡기기도 한다.

2

집기류(컵, 쟁반, 포크, 나이

프, 티스푼, 믹서기, 커피 머

신, 토스터기 등)

- 적절한 세제를 사용하여 세척한 후 식기 건

조기에 정리하여 물기를 제거하며 자외선 

소독기 소독을 한다.

- 행주는 세제로 깨끗하게 세척 후 매일 자비 

소독을 한다.

- 싱크대와 배수구는 수시로 점거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3

미용도구

가위
머리카락과 물기를 제거한 후 알코올 솜으로 

닦아 내고 자외선 소독기에 보관한다.

4
각종 빗과 핀

셋, 염색 볼

깨끗하게 세척 후 물기를 닦아 낸다. 알코올 

솜으로 닦아 낸 후 자외선 소독기에 보관한다.

5 롤 브러시

사이에 끼인 머리카락을 빼낸 후 브러시 클리

너나 알코올 스프레이로 소독한다. 자외선 소

독기에 보관한다.

6

미용기기

매직기, 전기 

아이론, 드라

이기

드라이기 외부와 전선을 알코올 솜으로 깨끗이 

닦는다. 전선을 꼬이지 않게 정리한 후 지정 

위치에 비치한다.

7 디지털 세팅기

손걸레로 기계에 묻은 약제나 먼지 등을 닦는

다. 알코올 솜으로 깨끗하게 닦아 준 후 지정 

위치에 비치한다.

8 스티머기

물통에 물때가 끼지 않도록 깨끗하게 세척한

다. 스팀 분사기의 구멍은 면봉을 사용하여 닦

아 낸 후 지정 위치에 비치한다.

9 두피 진단기
마른 수건으로 모니터, 카메라 렌즈, 컴퓨터 

본체 등을 닦아 준 후 지정 위치에 비치한다.

과제물제출 

및 보관

제출물 미용업소 위생관리 방법 조사보고서 1부

평가자료 보관방법 개인별 조사보고서 결과 보관



PART

  ∙ 377

<별첨 2> NCS 평가도구 개발사례

별첨

과정명 헤어디자이너 양성과정 교과목명 안전위생 관리 능력단위

1201010101_17v4 

미용업 안전위생 

관리

능력단위

요소

미용사 위생 관리하기

평가방법

진위형

택일형

선다형

서술형

학생명 O O O (서명)미용업소 위생 관리하기

미용업 안전사고 예방하기

평가시간 20분 평가일시 2021.7.21 평가자 O O O (서명)

평가문항

1. 다음 설명이 옳으면 ○표, 틀리면 ×표에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하여 쓰시오. (     )

   

미용실에서 고객에게 시술하기 적합한 손톱 모양 명칭은 라운드 스퀘어(round 

square)형과 라운드(round)형이다.

   ① ○

   ② ×

2. 그림은 여러 가지 손톱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 손톱 모양과 명칭을 올바르게 

연결하시오.

① 라운드(round)형 ∙ ∙ ㉠ ㉠

② 스퀘어(square)형 ∙ ∙ ㉡ ㉡

③ 오발(oval)형 ∙ ∙ ㉢ ㉢

④ 라운드 스퀘어(round square)형 ∙ ∙ ㉣ ㉣

능력단위 평가과제(학생용)6

6.1 지필형 평가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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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림은 손톱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미용실에서 고객에게 시술하기 적합한 손톱 모양

중 하나인 아래 손톱 모양 그림의 명칭으로 맞는 것은? (     )

① 라운드(round)형

② 스퀘어(square)형

③ 오발(oval)형

④ 라운드 스퀘어(round square)형

4. 미용실에서 예기치 못한 실수로 인하여 자신이나 고객의 신체에 상처나 해를 가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시술하기 적합한 손톱 모양의 명칭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 보 기 〉

㉠ 스퀘어(square)형 ㉡ 라운드 스퀘어(round square)형

㉢ 라운드(round)형 ㉣ 오발(oval)형

① ㉠ ② ㉡, ㉢

③ ㉠, ㉢ ④ ㉡, ㉢, ㉣

5. 그림은 손톱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미용실에서 고객에게 시술하기 적합한 손톱 모양

중 하나인 아래 손톱 모양 그림의 명칭을 쓰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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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림은 여러 가지 손톱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 손톱 모양의 명칭을 쓰고, 미용

실에서 고객에게 시술하기 적합한 손톱 모양과 그 이유를 쓰시오.

○ 손톱 모양의 명칭

   ㉠                 ㉡                  ㉢                  ㉣

○ 고객에게 시술하기 적합한 손톱모양 : 

○ 이유 :                                                                        

                                                                                  

7. 그림은 헤어디자이너의 위생 관리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의 일부이다. 

(가), (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시오.

• 근무 시 헤어와 메이크업을 깔끔하게 유지한다.

• 근무 시 복장과 신발은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게 착용한다.

• 시술 전과 후에는     (가)   , 필요에 따라 70% 알코올로 소독한다.

• 식후에는     (나)   , 시술 시작 전에는 구강 청결제를 사용하여 입냄새를 제

거한다.

* 자료 출처: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그림 발췌 후 재가공

   ○ (가) :

   ○ (나) : 

8. 다음 글을 읽고 미용실 내의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한 위생 관리 개선 방안을 

   2가지 쓰시오.

미용실 내의 공기 오염은 고객뿐만 아니라 미용사에게도 각종 순환기 질환과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 이러한 질환에 걸리면 눈이 따갑고 충혈이 되며, 목

이 아프고, 두통이 심하며, 감기에 자주 걸린다. 

실내 공기는 주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미세 먼지, 이산화질소, 암모니아 

등에 의해 오염된다. 이러한 오염원들은 각종 재료나 냉난방 시설, 습도 조절

기, 시술 기기, 서비스 과정상의 부산 물질 등에 의해 발생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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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림은 미용실의 위생 관리에 대한 매장 매니저와 미용사의 대화 내용이다. 

  대화를 통해 유추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고객에게 커트 등 서비스 후 가위는 

어떻게 소독 관리하고 있나요?

                               

증기 소독이나 자비소독도 좋지만 단점이 

있어서 알코올로 매일 소독하고, 일이 끝

나면 자외선 소독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보 기 〉

ㄱ. 증기 소독으로는 빗이나 헤어롤 소독 관리가 어렵다.

ㄴ. 자비 소독으로는 퍼머 로드나 위생 가운 소독 관리가 쉽다.

ㄷ. 에탄올 소독으로는 가위나 헤어 클리퍼의 소독 관리가 쉽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평가문항

배점

문항 번호 1 2 3 4 5 6 7 8 9 계

배점 2점 2점 3점 3점 4점 4점 4점 4점 4점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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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수행형 평가문항

과정명 헤어디자이너 양성과정 교과목명 안전위생 관리 능력단위

1201010101_17v4 

미용업 안전위생 

관리

능력단위

요소
미용업소 위생 관리하기 평가방법 사례연구

학생명 O O O (서명)

득점 / 70

평가시간 30분 평가일시 2021.7.21 평가자 O O O (서명)

평가문항

(수행내용)

1. 미용업소 위생관리 방법을 <조건>에 따라 제공한 보고서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시오.

〈 조 건 〉

1. 미용업소 수건과 가운을 세탁하여 보관하는 방법

2. 식음료 서비스에 사용하는 집기류(집기류(컵, 쟁반, 포크, 나이프, 티스푼, 믹서기, 

커피 머신, 토스터기 등)를 청결하게 세척하여 보관하는 방법

3. 미용업소에서 주로 사용되는 미용도구 및 기기별 소독 방법

답안작성

미용업소 위생관리 방법 조사보고서

순번 도 구 명 위생관리 또는 소독 방법

1 수건과 가운

2

집기류

(컵, 쟁반, 포크, 나이프, 

티스푼, 믹서기, 커피 머

신, 토스터기 등)

3

미용

도구

가위

4
각종 빗과 핀

셋, 염색 볼

5 롤 브러시

6

미용

기기

매직기, 전기 

아이론, 드라이

기

7 디지털 세팅기

8 스티머기

9 두피 진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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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단위 성적표7

과정명 헤어디자이너 양성과정 교과목명
미용업 

안전위생 관리
능력단위

1201010101_17v4 

미용업 안전위생 

관리

능력단위

요소

미용사 위생 관리하기

평가방법

혼합형
(진위형, 택일형
선다형, 서술형

사례연구)

평가자 O O O (서명)미용업소 위생 관리하기

미용업 안전사고 예방하기

평가시간 50분 1차 평가일 2021.7.21 2차 평가일 2021.7.23

번호 성명
지필평가 수행평가 능력단위 점수 성취수준 Pass / Fail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 홍길동 90 5 Pass

2 홍길동 81 4 Pass

3 홍길동 66 2 Pass

4 홍길동 87 4 Pass

5 홍길동 72 3 Pass

6 이몽룡 55 65 1 2 Fail Pass

7 홍길동 66 2 Pass

8 홍길동 84 4 Pass

9 홍길동 68 2 Pass

10 홍길동 80 4 Pass

11 홍길동 70 3 Pass

12 홍길동 76 3 Pass

13 홍길동 96 5 Pass

14 홍길동 98 5 Pass

15 홍길동 92 5 Pass

16 홍길동 80 4 Pass

재평가 

대상자
이몽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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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교과 수행평가서8

학습자 명:

1반   6번  이몽룡

평가자 명: 

  O O O (서명)

평 가 일 시

1차 2021년   7월   21일 ×

교과목명 : 

미용업 안전위생 관리

1201010101_17v4 

미용업 안전위생 관리

2차 2021년   7월   23일 ○

3차 200 년   월   일

평가방법 :  

본 평가는 단계별 자기평가의 학습과정이 완료된 학습자

에 대하여 평가를 합니다.

학습을 위한 준비에서부터 실습의 완료 후 동작확인까지 

아래사항의 수행기준에 근거하여 학습자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본 능력단위의 평가방법 등을 안내하여 학습자로 하여

금 학습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함)

전체평가(고정내용으로서 임의 변경 불가)

성취
수준

수행정도

5. 해당 지식과 기술을 확실하게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토대로 주도적으로 완벽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4. 해당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토대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3. 해당 지식과 기술을 대부분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대부분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
2. 해당 지식과 기술을 부분적으로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타인과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해당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데 부족함이 있어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평가자는 학습자의 달성정도를 성취수준에 표시한다.

평가영역(단원명) 수 행 준 거 예 아니오

1201010101_17v4.1

미용사 위생 
관리하기

1.1 고객의 두피나 얼굴 등에 상해를 주지 않도록 손톱을 관리할 수 있다 ○

1.2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체취와 구취를 관리할 수 있다. ○

1.3 미용 업소 내에서 복장을 청결하게 착용할 수 있다. ○

1.4 미용서비스 전․후 손을 깨끗이 씻거나 소독할 수 있다. ○

1201010101_17v4.2

미용업소 위생 
관리하기

2.1 청소점검표에 따라 미용업소 내․외부를 청소할 수 있다. ○

2.2 미용서비스를 위한 수건과 가운을 세탁하여 보관할 수 있다. ○

2.3 식음료 서비스에 사용하는 집기류를 청결하게 세척하여 보관 할 수 있다. ○

2.4 설비시설과 사용기기 및 도구의 소재별 특성을 고려하여 소독할 수 있다. ○

2.5 미용업소내의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를 위해 환기할 수 있다. ○

2.6 미용업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다. ○

1201010101_17v4.3

미용업 안전사고 
예방하기

3.1 전기사고 예방을 위해 전열기, 전기기기 등의 안전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

3.2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난방기, 가열기 등의 안전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

3.3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바닥의 이물질 등을 수시로 제거할 수 있다. ○

3.4 구급약을 비치하여 상황에 따른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

3.5 긴급 상황 발생 시 비상조치 요령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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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별 훈련과정 종합평가서9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학습자명
최종확인자
(지도교사)

헤어디자이너 양성과정 2021.6.3.~2021.8.30 이몽룡 O O O

교과목명
능력단위분류번호

능력단위명 평가자명 최종평가일시
평가결과
(성취수준)

~~~ ~~~ O O O ~~~ ~~~

미용업 안전위생 관리

1201010101_17v4 

미용업 안전위생 

관리

O O O 2021.7.23 65점(2수준)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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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훈련과정 편성 Q&A

별첨

     <별첨 3>

훈련과정 편성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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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Q1Q1Q1Q1Q1Q1 훈련과정 편성 시 NCS기반 훈련기준의 다수 과정/과목(능력단위)을 단일 

소주제의 주요내용에 통합하여 편성해도 되나요?

답답답답답 다수의 능력단위를 주요내용에 반영함으로 써 능력단위별 시간의 적정성을 판단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따라서 훈련기준의 과정/과목을 소주제로 편성하여 훈련시간의 적정성을 확인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교과목명 능력단위분류번호 능력단위명 훈련시간

객실서비스
1203020201_13v1 객실 예약접수
1203020202_13v1 체크인(Check-In)

50시간

연번 능력단위분류번호 
능력단위 

훈련
시간 능력단위요소 훈련

시간 훈련시설 비고

1
1203020201_13v1

객실 예약접수
30

객실 및 부대시설 이용정보 파악하기 6 강의실

예약현황 파악하기 6 강의실

고객이력과 기호 확인하기 6 강의실

예약관련자료 작성하기 6 컴퓨터실

예약변경하기 6 컴퓨터실

2
1203020202_13v1

체크인(Check-In)
20

체크인 준비하기 2 객실 실습실

고객 응대하기 4 객실 실습실

등록카드 작성하기 4 객실 실습실

객실 키발급 및 정보 제공하기 4 객실 실습실

고객정보 등록하기 4 객실 실습실

단체 체크인 하기 2 객실 실습실

잘못된 사례

❖ 2개 이상의 능력단위를 주요내용에 반영함으로써, 능력단위별 시간의 적정성을 판단

할 수 없도록 한 사례

개선

❖ NCS기반 훈련기준에서 하나의 능력단위로 제시한 과정/과목을 최소한 소주제로 

편성하여 각각 적정한 시간으로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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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훈련과정 편성 Q&A

별첨

Q2Q2Q2Q2Q2Q2Q2 훈련과정 신청시 NCS기반 훈련기준 과정/과목(능력단위) 중 일부 단원만

(능력단위요소)을 선택하여 훈련과정으로 편성해도 되나요?

답답답답답 양성(구직자)훈련과 향상(재직자)훈련으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 먼저 양성(구직자)훈련의 경우, NCS기반 훈련기준의 과정/과목은 훈련의 성과에 기반

하여 모듈식으로 편성한 것으로, 일부만을 적용할 경우 훈련기준에서 제시한 과정과

목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능력단위의 일부내용을 선택하여 훈련과정을 

편성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부 능력단위요소를 제외한 경우 완성

된 모듈훈련단위로 볼 수 없음에 따라, 해당 과정/과목은 NCS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단기 직무능력향상훈련, 기업특수훈련 등 전면 적용이 어려운 재직자 향상훈련과정

(예,사업주 자체, 사업주 위탁, 중소기업핵심직무, 컨소시엄, 지역산업맞춤형)은 

훈련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 ‘능력단위’만으로 훈련과정 편성이 어려운 경우, ‘능력단위요소’를 포함하거나 ‘능

력단위요소’만으로 훈련과정 편성 가능합니다.

- 예를 들면 30시간의 훈련시간을 제시한 능력단위 안에 3개의 능력단위요소가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능력단위요소만으로도 훈련과정 편성이 가능하며, 이 

경우 능력단위에서 제시된 시간(30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훈련시간 편성 가능,

단, 편성된 훈련시간이 훈련내용에 비해 적절하지 않게 편성된 경우에는 내용심

사시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연번
능력단위분류번호 

능력단위 
훈련
시간

능력단위요소
훈련
시간

훈련시설 비고

1
1203020201_13v1
객실 예약접수

18
객실 및 부대시설 이용정보 파악하기 6 강의실
예약현황 파악하기 6 강의실
고객이력과 기호 확인하기 6 강의실

2
1203020202_13v1
체크인(Check-In)

20

체크인 준비하기 2 객실 실습실
고객 응대하기 4 객실 실습실
등록카드 작성하기 4 객실 실습실
객실 키발급 및 정보 제공하기 4 객실 실습실
고객정보 등록하기 4 객실 실습실
단체 체크인 하기 2 객실 실습실

잘못된 사례

❖ 양성과정에서 NCS기반 훈련기준 객실예약접수의 ʻʻ1203020201_13v1 객실 예약접수 ʼʼ 

과정/과목 중 단원 ʻʻ1203020201_13v1.4 예약관련 자료 작성하기ʼʼ, ʻʻ1203020201_13v1.5

예약변경하기ʼʼ를 제외하고 편성한 사례 

＊향상(재직자)과정의 경우 일부 능력단위요소로 편성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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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Q3Q3Q3Q3Q3Q3 훈련과정 신청시 NCS기반 훈련기준 과정/과목(능력단위)에 일부 NCS이외

내용을 포함하여 중단원의 훈련과정으로 편성해도 되나요?

답답답답답 NCS이외의 내용을 NCS 과정/과목과 결합하여 훈련과정을 편성하면 NCS적용 훈련

시간의 적정성 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NCS기반 훈련기준의 과정/과목 이외의

훈련내용을 NCS 훈련 과정/과목에 혼합하여 훈련과정을 편성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습니다.

연번
능력단위분류번호 

능력단위 
훈련
시간

능력단위요소
훈련
시간

훈련시설 비고

1
1203020201_13v1

객실 예약접수
30

객실 및 부대시설 이용정보 파악하기 6 강의실

예약현황 파악하기 6 강의실

고객이력과 기호 확인하기 6 강의실

예약관련자료 작성하기 6 컴퓨터실

예약변경하기 6 컴퓨터실

2
1203020202_13v1

체크인(Check-In)
20

체크인 준비하기 2 객실 실습실

고객 응대하기 4 객실 실습실

등록카드 작성하기 4 객실 실습실

객실 키발급 및 정보 제공하기 4 객실 실습실

고객정보 등록하기 4 객실 실습실

단체 체크인 하기 2 객실 실습실

개선

❖ 단원명(능력단위요소) ʻʻ1203020201_13v1.4 예약관련 자료 작성하기ʼʼ, 

ʻʻ1203020201_13v1.5 예약변경하기ʼʼ를 반영하여 편성

잘못된 사례

❖ NCS기반 훈련기준 객실관리직종의 “1203020210_13v1 호텔 세탁물 관리”과정/과목을 선택

하여 교과목 공작기계실습의 대단원을 편성함에 있어 NCS의 능력단위와 관련없는 

내용을 편성

교과명 호텔 세탁물 관리 구분 NCS 전공교과

교육훈련 내용 교육훈련 

시간교과목명 능력단위 분류번호/ 능력단위명

호텔 세탁물 관리
1203020210_13v1 호텔 세탁물 관리 20

호텔 세탁물 처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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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훈련과정 편성 Q&A

별첨

Q4Q4Q4Q4Q4Q4Q4
직업기초능력에 입․수료식 등 훈련과 관련된 행사를 기록하여도 되나요?

답답답답답 직업기초능력은 근로자들이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능력으로서 대인관계능력 등 10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능력에 대해 별도의 특화된 학습이 필요하여 NCS

기반 훈련기준에서 하나의 과정/과목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직업기초능력은 

입․수료식과 같은 행사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개선

❖ NCS의 능력단위가 아닌 내용은 별도의 교과목으로 편성

교과명 호텔 세탁물 관리 구분 NCS 전공교과

교육훈련 내용 교육훈련 

시간교과목명 능력단위 분류번호/ 능력단위명

호텔 세탁물 관리
1203020210_13v1 호텔 세탁물 관리

호텔 세탁물 처리-> 별도 교과목으로 편성
20

잘못된 사례

❖ 직업기초능력에 입･수료식 행사를 반영한 사례 

교과명 직업기초능력 구분 NCS 소양교과

교육훈련 내용 교육훈련 시간

[총: 20]교과목명 단원명

직업기초능력

입･수료식 4

문제해결능력 5

대인관계능력 4

수리능력 5

직업윤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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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Q5Q5Q5Q5Q5Q5
NCS기반 훈련기준에서 제시한 훈련시간으로 1년 1,400시간 훈련과정을

편성하고자 하는데, 제시된 훈련시간은 300시간 정도입니다. 과정/과목

(능력단위)별로 제시된 훈련 시간을 50%초과 연장해서 훈련과정을 편성

해도 되나요?

답답답답답 NCS기반 훈련기준은 해당 직종에 일정한 적성을 갖춘 훈련생이 훈련을 받는데 소요

되는 시간을 제시한 것으로 훈련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훈련시간을 과도하게 

연장하는 경우 훈련의 비효율이 문제가 됨에 따라, 50%를 초과하여 연장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습니다.

훈련기준의 과정/과목(능력단위)에 제시된 훈련시간의 최대 +50%까지 편성가능하며,

최소시간은 제한 없이 편성 가능

개선

❖ 직업기초능력교과는 직업기초능력에 해당하는 내용만 반영하고, 입･수료식은 별도로 처리

교과명 직업기초능력 구분 NCS 소양교과

교육훈련 내용 교육훈련 시간

[총: 16]교과목명 단원명

직업기초능력

문제해결능력 5

대인관계능력 4

수리능력 5

직업윤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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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Q6Q6Q6Q6Q6Q6Q6Q6 NCS기반 훈련기준에서 제시한 훈련과정/과목 10여개의 훈련시간을 합하였을 경우

200여 시간이 되는데, 이를 20시간 정도의 재직자 훈련과정으로 편성해도 되나요?

답답답답답 NCS기반 훈련기준에서 모듈형 훈련과정/과목에 대해 해당 직종에 일정한 적성을 

갖춘 훈련생이 훈련을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제시한 것으로 이는 훈련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훈련시간을 임의 조정시 훈련의 완성도가 현격하게 부족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므로, 질의 내용과 같은 상태에서 많은 내용을 교육하는 것은 불가하며, NCS를

적용하지 않은 과정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과정/과목내 능력단위요소 일부를 선택하여 해당 과정/과목(능력단위)에서 

제시된 훈련시간 이내로 편성은 가능합니다.

Q7Q7Q7Q7Q7Q7Q7Q7Q7 자동차 정비 훈련과정을 편성하려는데 기업에서 요구하는 능력단위가 

타 분야에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훈련과정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답답답답답 가능합니다. NCS의 장점은 훈련과정을 모듈식으로 조합하여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융·복합 직종 등 다양한 훈련과정을 기업체 수요에 부합하게 편성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공장에 대한 마케팅이 필요한 경우 자동차분야 이외에 마케팅 분야의 

NCS능력단위를 훈련과정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 분야의 NCS능력단위를 훈련교과에 편성하는 경우 전공교과와 상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신중한 선택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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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Q9Q9Q9Q9Q9Q9Q9Q9 목표수준이 4수준인 훈련과정 편성시 상위 수준의 능력단위를 어느정도 

활용하여 과정편성이 가능합니까?

답답답답답 과정편성 시 훈련목표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상위 수준의 능력단위도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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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4>

직업교육훈련과정 

수요 조사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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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기반 교과과정 개발을 위한 

산업현장 수요조사서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에서는 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가직무

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은 산업

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하여 표준화

한 것입니다.

본 설문조사의 목적은 체계적인 NCS기반 교과과정 개발을 위

해 직무체계에서 제시된 능력단위를 산업체 기술수요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해 신규구직자 대상 외선공사직종의 NCS기반 교

과과정을 개발하기 위함입니다. 응답해 주신 설문결과는 직업교

육훈련 과정편성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리며, 귀사의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이나 의견을 성의있게 답

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 03. .

□ 문의처
누리집

☎ Fax

Ⅰ. 기초 현황 조사

1. 기업체 현황

회사명 업종
대표자 (직인)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2. 올해 채용이 예정되어 있으면 아래 항목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2-1. 채용예정 직종은 무엇입니까 ? 

       (                                     )

2-2. 채용예정 인원은 몇 명 정도 예상하십니까? 

       (          ) 명

3.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채용을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있다     □  없다     □  한번쯤 고려해 보겠다.

4. 관련 직종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아질 것이다.    □  보통이다.   □  나빠질 것이다.

5. 귀사에서 채용 또는 재직자직무능력향상을 위해 필요로 하는 직무

분야나 교육훈련과정이 있다면 아래 공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채용과정

재직자과정



  ∙ 395

PART<별첨 4> 직업교육훈련과정 수요 조사서

별첨

Ⅱ. 교육훈련과정 수요 조사

  1. 수요조사 대상 직종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훈련이수체계(수준별 이수 과정/과목)

6수준 특급

검사· 준공

철탑공사

신기술 적용공사

내선공사관리

수변전설비공사

가공송전공사감리

지중배전공사감리

5수준 고급

송전지중 케이블공사

송전가공 선로공사

공사계획

예비전원설비공사

제어감시설비공사

신재생에너지공사

송변전 배전설비 
감리업무계획

변전설비공사감리

4수준 중급

송전관로 포설공사

배전기기 설치공사

배전지중 공사

동력설비공사

접지피뢰설비공사

전식방지설비공사

가공배전공사감리

지중송전공사감리

송변전 배전설비 
품질관리

송변전 배전설비 
준공검사

3수준 초급 배전가공 선로공사

배관배선공사

조명설비공사

방재설비공사

정보통신설비공사

송변전 배전설비 
안전관리

- 직업기초능력

  수준

        직종
외선공사 내선공사

전기설비공사감리
(송변전 배전설비공사감리)

※ 해당직종(음영)의 훈련과정을 편성하는 경우 훈련과정별 목표에 부합한 수준으로 해당 직종에서 제시한 능력단위를 기준으로 과정/과목을 편성하고, 이외 직종의 능력단위를 훈련과정에 추가 편성하려는 

경우 유사 직종의 동일 수준의 능력단위를 추가할 수 있음

※ 본 수요조사 과정은 신규입직자(구직자) 양성과정으로 설계되어 4수준 이하의 능력단위를 기본(5수준 이상도 선택 가능)으로 합니다. 

  수요조사 작성자께서는 아래의 필요한 능력단위를 선정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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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요조사 대상 직종 NCS 능력단위 선정

    ※ NCS기반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능력단위 리스트입니다. 신규직원이 산업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능력단위(교과목)에 대하여

중요성/난이도/빈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 [외선공사 신규 구직자] 과정

NCS 세분류

(직종/과정명)

능력단위명

(과정/과목)

능력단위요소

(단원)

훈련 필요성 희망 훈련시간
(기준시수±50%이내) 교육훈련방법

(○로 표시)
중요도

매우낮음 ↔ 매우높음

난이도
매우쉬음 ↔ 매우어려움

빈도
매우낮음 ↔ 매우높음

기준시수 희망시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외선공사

공사계획

현장조사하기

착공서류 작성하기

대관업무 검토하기

공사예산 수립하기

공정계획 수립하기

30 이론/실습/현장훈련

배전가공 선로공사

지장물 조사하기

건주 작업하기

장주 작업하기

가선 작업하기

전선 접속하기

40 이론/실습/현장훈련

배전지중 공사

지장물 조사하기

굴착 작업하기

맨홀 설치하기

관로 부설하기

케이블 포설하기

40 이론/실습/현장훈련

배전기기 설치공사

자재 검수하기

안전관리하기

변압기 설치하기

개폐기 설치하기

지상기기 설치하기

30 이론/실습/현장훈련

신기술 적용공사

신기술 활선․무정전 공사하기

신기술 송전 공사하기

신기술 배전 공사하기

HVDC 공사하기

20 이론/실습/현장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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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세분류

(직종/과정명)

능력단위명

(과정/과목)

능력단위요소

(단원)

훈련 필요성 희망 훈련시간
(기준시수±50%이내) 교육훈련방법

(○로 표시)
중요도

매우낮음 ↔ 매우높음

난이도
매우쉬음 ↔ 매우어려움

빈도
매우낮음 ↔ 매우높음

기준시수 희망시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외선공사

철탑공사

철탑 기초공사하기
철탑안전설비 
설치하기
철탑조립장비
설치하기
철탑조립하기
헬기이용 작업하기

40 이론/실습/현장훈련

송전가공선로공사

금구류 설치하기
가선 작업하기
간선 작업하기
가공지선 작업하기
애자류 설치하기

40 이론/실습/현장훈련

송전관로 포설공사

관로작업 전 점검하기
관로 공사하기
지중금구류 설치하기
전력 구 설치하기
관로도통 시험하기

30 이론/실습/현장훈련

송전지중케이블공사

케이블 준비 작업하기
케이블 포설하기
OF(Oil Filled)
케이블 접속하기
CV(XLPE)케이블 접속하기
접지계통 시공하기
케이블 시험하기(OF & CV(XLPE))

40 이론/실습/현장훈련

검사·준공

시험측정하기
사용전 검사하기
충전·가압하기
준공검사하기

20 이론/실습/현장훈련

기업체 요구교과(이론)
이론

이론

기업체 요구교과(실습)
실습/현장훈련

실습/현장훈련

※ 기타 요구되는 교과목이 있으시면, 기업체 요구교과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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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수요조사입니다. 교육훈련에 필요한 단원을 선택(√)하시고 희망 훈련시간에 ○표해 주시면 됩니다.

단원명 학습내용

훈련 필요성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희망 훈련시간

(④, ⑤에 해당할 경우만 ○로 표시)

① ② ③ ④ ⑤

의사소통능력 문서이해능력, 문서작성능력, 경청능력, 언어구사력, 기초 외국어 능력 5 / 10 / 15 / 20 / 기타(    )

수리능력 기초연산능력, 기초통계능력, 도표분석능력, 도표작성능력 5 / 10 / 15 / 20 / 기타(    )

문제해결능력 사고력, 문제처리능력 5 / 10 / 15 / 20 / 기타(    )

자기개발능력 자아인식능력, 자기관리능력, 경력개발능력 5 / 10 / 15 / 20 / 기타(    )

자원관리능력 시간관리능력, 예산관리능력, 물적자원관리능력, 인적자원관리능력 5 / 10 / 15 / 20 / 기타(    )

대인관계능력 팀웍능력, 리더십능력, 갈등관리능력, 협상능력, 고객서비스능력 5 / 10 / 15 / 20 / 기타(    )

정보능력 컴퓨터 활용능력, 정보처리능력 5 / 10 / 15 / 20 / 기타(    )

기술능력 기술이해능력, 기술선택능력, 기술적용능력 5 / 10 / 15 / 20 / 기타(    )

조직이해능력 국제감각, 조직 체제이해능력, 경영이해능력, 업무이해능력 5 / 10 / 15 / 20 / 기타(    )

직업윤리 근로 윤리, 공동체 윤리 5 / 10 / 15 / 20 / 기타(    )

※ 바쁘신 중에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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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세분류

(직종/과정명)

능력단위명

(과정/과목)

능력단위요소

(단원)

훈련 필요성 희망 훈련시간
(기준시수±50%이내) 교육훈련방법

(○로 표시)
중요도

매우낮음 ↔ 매우높음

난이도
매우쉬음 ↔ 매우어려움

빈도
매우낮음 ↔ 매우높음

기준시수 희망시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외선공사

공사계획

현장조사하기

착공서류 작성하기

대관업무 검토하기

공사예산 수립하기

공정계획 수립하기

√ √ √ 30 15 이론/실습/현장훈련

배전가공 선로공사

지장물 조사하기

건주 작업하기

장주 작업하기

가선 작업하기

전선 접속하기

√ √ √ 40 60 이론/실습/현장훈련

배전지중 공사

지장물 조사하기

굴착 작업하기

맨홀 설치하기

관로 부설하기

케이블 포설하기

√ √ √ 40 60 이론/실습/현장훈련

배전기기 설치공사

자재 검수하기

안전관리하기

변압기 설치하기

개폐기 설치하기

지상기기 설치하기

√ √ √ 30 40 이론/실습/현장훈련

신기술 적용공사

신기술 활선․무정전 공사하기

신기술 송전 공사하기

신기술 배전 공사하기

HVDC 공사하기

√ √ √ 20 10 이론/실습/현장훈련

수요조사 결과지 샘플

  1. 수요조사 대상 직종 NCS 능력단위 선정

    ※ NCS기반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능력단위 리스트입니다. 신규직원이 산업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능력단위(교과목)에 대하여

중요성/난이도/빈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 [외선공사 신규 구직자]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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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세분류

(직종/과정명)

능력단위명

(과정/과목)

능력단위요소

(단원)

훈련 필요성 희망 훈련시간
(기준시수±50%이내) 교육훈련방법

(○로 표시)
중요도

매우낮음 ↔ 매우높음

난이도
매우쉬음 ↔ 매우어려움

빈도
매우낮음 ↔ 매우높음

기준시수 희망시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외선공사

철탑공사

철탑 기초공사하기

철탑안전설비 

설치하기

철탑조립장비

설치하기

철탑조립하기

헬기이용 작업하기

√ √ √ 40 20 이론/실습/현장훈련

송전가공선로공사

금구류 설치하기

가선 작업하기

간선 작업하기

가공지선 작업하기

애자류 설치하기

√ √ √ 40 20 이론/실습/현장훈련

송전관로 포설공사

관로작업 전 점검하기

관로 공사하기

지중금구류 설치하기

전력 구 설치하기

관로도통 시험하기

√ √ √ 30 40 이론/실습/현장훈련

송전지중케이블공사

케이블 준비 작업하기

케이블 포설하기

OF(Oil Filled)

케이블 접속하기

CV(XLPE)케이블 접속하기

접지계통 시공하기

케이블 시험하기(OF & CV(XLPE))

√ √ √ 40 20 이론/실습/현장훈련

검사·준공

시험측정하기

사용전 검사하기

충전·가압하기

준공검사하기

√ √ √ 20 10 이론/실습/현장훈련

기업체 요구교과(이론)
전기이론 √ √ √ 40 이론

전력공학 √ √ √ 40 이론

기업체 요구교과(실습)
수변전설비공사 √ √ √ 60 실습/현장훈련

전기기기의 특성조사 √ √ √ 20 실습/현장훈련

※ 기타 요구되는 교과목이 있으시면, 기업체 요구교과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명 학습내용

훈련 필요성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희망 훈련시간

(④, ⑤에 해당할 경우만 ○로 표시)

① ② ③ ④ ⑤

의사소통능력 문서이해능력, 문서작성능력, 경청능력, 언어구사력, 기초 외국어 능력 √ 5 / 10 / 15 / 20 / 기타(    )

수리능력 기초연산능력, 기초통계능력, 도표분석능력, 도표작성능력 √ 5 / 10 / 15 / 20 / 기타(    )

문제해결능력 사고력, 문제처리능력 √ 5 / 10 / 15 / 20 / 기타(    )

자기개발능력 자아인식능력, 자기관리능력, 경력개발능력 √ 5 / 10 / 15 / 20 / 기타(    )

자원관리능력 시간관리능력, 예산관리능력, 물적자원관리능력, 인적자원관리능력 √ 5 / 10 / 15 / 20 / 기타(    )

대인관계능력 팀웍능력, 리더십능력, 갈등관리능력, 협상능력, 고객서비스능력 √ 5 / 10 / 15 / 20 / 기타(    )

정보능력 컴퓨터 활용능력, 정보처리능력 √ 5 / 10 / 15 / 20 / 기타(    )

기술능력 기술이해능력, 기술선택능력, 기술적용능력 √ 5 / 10 / 15 / 20 / 기타(    )

조직이해능력 국제감각, 조직 체제이해능력, 경영이해능력, 업무이해능력 √ 5 / 10 / 15 / 20 / 기타(    )

직업윤리 근로 윤리, 공동체 윤리 √ 5 / 10 / 15 / 20 / 기타(    )

2. 다음은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수요조사입니다. 교육훈련에 필요한 단원을 선택(√)하시고 희망 훈련시간에 ○표해 주시면 됩니다.

※ 바쁘신 중에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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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 결과 분석 및 능력단위 선정 예시

NCS 세분류

(직종/과정명)

능력단위명

(과정/과목)

훈련 필요성 희망 훈련시간
(기준시수±50%이내) 교육훈련방법

(○로 표시)

능력단위(과목)

선정
중요도

매우낮음 ↔ 매우높음

난이도
매우쉬음 ↔ 매우어려움

빈도
매우낮음 ↔ 매우높음

기준시수 희망시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외선공사

공사계획 3.23 4.13 3.35 30 15 실습

배전가공 선로공사 4.87 4.67 4.78 40 60 실습 ★

배전지중 공사 4.86 4.95 4.78 40 60 실습 ★

배전기기 설치공사 4.57 4.65 4.88 30 40 실습 ★

신기술 적용공사 2.32 4.12 2.35 20 10 실습

철탑공사 3.34 4.21 2.22 40 20 실습 / 현장훈련

송전가공선로공사 2.32 2.12 2.42 40 20 실습

송전관로 포설공사 4.89 4.75 4.65 30 40 실습 ★

송전지중케이블공사 3.24 3.13 2.25 40 20 실습

검사·준공 2.28 4.67 2.37 20 10 실습

기업체 

요구

교과

이론
전기이론 4.78 4.13 4.65 40 이론 ★

전력공학 4.88 4.86 4.21 40 이론 ★

실습
수변전설비공사 4.65 4.21 4.12 60 실습 ★

전기기기의 특성조사 4.23 4.12 4.21 20 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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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명 학습내용 훈련 필요성(평균) 희망 훈련시간(평균) 단원선정

의사소통능력 문서이해능력, 문서작성능력, 경청능력, 언어구사력, 기초 외국어 능력 3.84 5

수리능력 기초연산능력, 기초통계능력, 도표분석능력, 도표작성능력 4.85 10 ★

문제해결능력 사고력, 문제처리능력 3.87 5

자기개발능력 자아인식능력, 자기관리능력, 경력개발능력 2.88 5 

자원관리능력 시간관리능력, 예산관리능력, 물적자원관리능력, 인적자원관리능력 3.65 5 

대인관계능력 팀웍능력, 리더십능력, 갈등관리능력, 협상능력, 고객서비스능력 3.78 5 

정보능력 컴퓨터 활용능력, 정보처리능력 2.98 5 

기술능력 기술이해능력, 기술선택능력, 기술적용능력 4.72 10 ★

조직이해능력 국제감각, 조직 체제이해능력, 경영이해능력, 업무이해능력 3.35 5 

직업윤리 근로 윤리, 공동체 윤리 3.5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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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기반 교과과정 개발을 위한 

산업현장 수요조사서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에서는 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가직무

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은 산업

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하여 표준화

한 것입니다.

본 설문조사의 목적은 체계적인 NCS기반 교과과정 개발을 위

해 직무체계에서 제시된 능력단위를 산업체 기술수요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해 재직자 대상 제빵직종의 NCS기반 교과과정을 

개발하기 위함입니다. 응답해 주신 설문결과는 직업교육훈련 과

정편성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귀

사의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이나 의견을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 03. .

□ 문의처
누리집

☎ Fax

Ⅰ. 기초 현황 조사

1. 기업체 현황

회사명 업종
대표자 (직인)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2. 올해 채용이 예정되어 있으면 아래 항목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2-1. 채용예정 직종은 무엇입니까 ? 

       (                                     )

2-2. 채용예정 인원은 몇 명 정도 예상하십니까? 

       (          ) 명

3.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채용을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있다     □  없다     □  한번쯤 고려해 보겠다.

4. 관련 직종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아질 것이다.    □  보통이다.   □  나빠질 것이다.

5. 귀사에서 채용 또는 재직자직무능력향상을 위해 필요로 하는 직무

분야나 교육훈련과정이 있다면 아래 공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채용과정

재직자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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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육훈련과정 수요 조사

  1. 수요조사 대상 직종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경력개발경로

7 부장
베이커리 경영책임자

베이커리경영

베이커리 경영책임자

베이커리경영

6 차장

빵류제품 
개발책임자

빵류제품 
개발      

빵류제품 
품질책임자

빵류제품 
품질관리 

과자류제품 
개발책임자

과자류제품 
개발      

과자류제품 
품질책임자

과자류제품 
품질관리 

5 과장

빵류제품 
재료구매관리자

빵류제품 
재료구매관리      

매장관리자

매장관리

과자류제품 
재료구매관리자

과자류제품
재료구매관리      

매장관리자

매장관리

4 대리
빵류제품 위생안전관리자

빵류제품 위생안전관리

과자류제품 위생안전관리자

과자류제품 위생안전관리

3 주임

빵류제품 가공담당자

빵류제품 재료혼합

빵류제품 반죽발효

빵류제품 반죽정형

냉동빵 가공

과자류제품 
저장유통실무자

과자류제품 
저장유통

     

과자류제품 
가공담당자

과자류제품 
재료혼합

과자류제품 
반죽정형

과자류제품 
반죽익힘

2 사원

빵류제품 마무리실무자

빵류제품 반죽익힘

빵류제품 마무리

과자류제품 포장실무자

과자류제품 포장

직능수준
직능유형 제빵 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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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요조사 대상 직종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훈련이수체계(수준별 이수 과정/과목)

7수준 부장 베이커리경영 베이커리경영

6수준 차장
빵류제품 개발

빵류제품 품질관리 

과자류제품 개발

과자류제품 품질관리

5수준 과장
빵류제품 재료구매관리

매장관리

과자류제품재료구매관리

매장관리

4수준 대리 빵류제품 위생안전관리 과자류제품 위생안전관리

3수준 주임

빵류제품 재료혼합

빵류제품 반죽발효

빵류제품 반죽정형

냉동빵 가공

과자류제품 재료혼합

과자류제품 반죽정형

과자류제품 반죽익힘

과자류제품 저장유통

2수준 사원
빵류제품 반죽익힘

빵류제품 마무리 과자류제품 포장

- 직업기초능력

수준

직종
제빵 제과

※ 해당직종(음영)의 훈련과정을 편성하는 경우 훈련과정별 목표에 부합한 수준으로 해당 직종에서 제시한 능력단위를 기준으로 과정/과목을 편성하고, 이외 직종의 능력단위를 훈련과정에 추가 

편성하려는 경우 유사 직종의 동일 수준의 능력단위를 추가할 수 있음

    ※ 본 수요조사 과정은 재직자 향상과정으로 설계되어 4수준 이상의 능력단위를 기본(3수준 이하도 선택 가능)으로 합니다. 

      수요조사 작성자께서는 아래의 필요한 능력단위를 선정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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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요조사 대상 직종 NCS 능력단위 선정

    ※ NCS기반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능력단위 리스트입니다. 귀사 재직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능력단위(교과목)에 

대하여 ○로 표시하고 해당 능력단위에만 중요성/난이도/빈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 [제빵 재직자 전문가] 과정

NCS 세분류

(직종/과정명)

능력단위명

(과정/과목)

능력단위요소

(단원)

훈련 필요성 희망 훈련시간
(기준시수±50%이내) 교육훈련방법

(○로 표시)
훈련 필요성

(○로 표시)

중요도
매우낮음 ↔ 매우높음

난이도
매우쉬음 ↔ 매우어려움

빈도
매우낮음 ↔ 매우높음

기준시수 희망시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제빵

빵류제품 개발

제품 기획하기

45

이론/실습/현장훈련

제품 제조하기 이론/실습/현장훈련

제품 평가하기 이론/실습/현장훈련

빵류제품 재료혼합

재료 계량하기

30

이론/실습/현장훈련

스트레이트법 혼합하기 이론/실습/현장훈련

스펀지법 혼합하기 이론/실습/현장훈련

다양한 혼합하기 이론/실습/현장훈련

빵류제품 반죽발효

1차 발효하기

20

이론/실습/현장훈련

2차 발효하기 이론/실습/현장훈련

다양한 발효하기 이론/실습/현장훈련

빵류제품 반죽정형

반죽 분할 둥글리기

20

이론/실습/현장훈련

중간발효하기 이론/실습/현장훈련

반죽 성형 패닝하기 이론/실습/현장훈련

빵류제품 반죽익힘

반죽 굽기

20

이론/실습/현장훈련

반죽 튀기기 이론/실습/현장훈련

다양한 익히기 이론/실습/현장훈련

빵류제품 마무리

빵류제품 충전하기

20

이론/실습/현장훈련

빵류제품 토핑하기 이론/실습/현장훈련

빵류제품 냉각포장하기 이론/실습/현장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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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세분류

(직종/과정명)

능력단위명

(과정/과목)

능력단위요소

(단원)

훈련 필요성 희망 훈련시간
(기준시수±50%이내) 교육훈련방법

(○로 표시)
훈련 필요성

(○로 표시)

중요도
매우낮음 ↔ 매우높음

난이도
매우쉬음 ↔ 매우어려움

빈도
매우낮음 ↔ 매우높음

기준시수 희망시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제빵

냉동빵 가공

냉동반죽하기

45

이론/실습/현장훈련

냉동보관하기 이론/실습/현장훈련

해동생산하기 이론/실습/현장훈련

빵류제품 품질관리

품질기획하기

30

이론/실습/현장훈련

품질검사하기 이론/실습/현장훈련

품질개선하기 이론/실습/현장훈련

빵류제품 위생안전관리

개인 위생안전관리하기

20

이론/실습/현장훈련

환경 위생안전관리하기 이론/실습/현장훈련

기기 안전관리하기 이론/실습/현장훈련

공정 안전관리하기 이론/실습/현장훈련

빵류제품 재료구매관리

원재료 구매관리하기

20

이론/실습/현장훈련

부재료 구매관리하기 이론/실습/현장훈련

설비 구매관리하기 이론/실습/현장훈련

매장관리

인력관리하기

30

이론/실습/현장훈련

판매관리하기 이론/실습/현장훈련

고객관리하기 이론/실습/현장훈련

베이커리경영

생산관리하기

30

이론/실습/현장훈련

마케팅관리하기 이론/실습/현장훈련

매출손익 관리하기 이론/실습/현장훈련

기업체 요구교과(이론)
이론

이론

기업체 요구교과(실습)
실습/현장훈련

실습/현장훈련

※ 기타 요구되는 교과목이 있으시면, 기업체 요구교과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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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수요조사입니다. 교육훈련에 필요한 단원을 선택(√)하시고 희망 훈련시간에 ○표해 주시면 됩니다. 

단원명 학습내용

훈련 필요성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희망 훈련시간

(④, ⑤에 해당할 경우만 ○로 표시)

① ② ③ ④ ⑤

의사소통능력 문서이해능력, 문서작성능력, 경청능력, 언어구사력, 기초 외국어 능력 5 / 10 / 15 / 20 / 기타(    )

수리능력 기초연산능력, 기초통계능력, 도표분석능력, 도표작성능력 5 / 10 / 15 / 20 / 기타(    )

문제해결능력 사고력, 문제처리능력 5 / 10 / 15 / 20 / 기타(    )

자기개발능력 자아인식능력, 자기관리능력, 경력개발능력 5 / 10 / 15 / 20 / 기타(    )

자원관리능력 시간관리능력, 예산관리능력, 물적자원관리능력, 인적자원관리능력 5 / 10 / 15 / 20 / 기타(    )

대인관계능력 팀웍능력, 리더십능력, 갈등관리능력, 협상능력, 고객서비스능력 5 / 10 / 15 / 20 / 기타(    )

정보능력 컴퓨터 활용능력, 정보처리능력 5 / 10 / 15 / 20 / 기타(    )

기술능력 기술이해능력, 기술선택능력, 기술적용능력 5 / 10 / 15 / 20 / 기타(    )

조직이해능력 국제감각, 조직 체제이해능력, 경영이해능력, 업무이해능력 5 / 10 / 15 / 20 / 기타(    )

직업윤리 근로 윤리, 공동체 윤리 5 / 10 / 15 / 20 / 기타(    )

※ 바쁘신 중에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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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세분류

(직종/과정명)

능력단위명

(과정/과목)

능력단위요소

(단원)

훈련 필요성 희망 훈련시간
(기준시수±50%이내) 교육훈련방법

(○로 표시)
훈련 필요성

(○로 표시)

중요도
매우낮음 ↔ 매우높음

난이도
매우쉬음 ↔ 매우어려움

빈도
매우낮음 ↔ 매우높음

기준시수 희망시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제빵

냉동빵 가공

냉동반죽하기

45

이론/실습/현장훈련

냉동보관하기 이론/실습/현장훈련

해동생산하기 이론/실습/현장훈련

빵류제품 품질관리

품질기획하기

30

이론/실습/현장훈련

품질검사하기 이론/실습/현장훈련

품질개선하기 이론/실습/현장훈련

빵류제품 위생안전관리

개인 위생안전관리하기 ○ √ √ √

20

5 이론/실습/현장훈련

환경 위생안전관리하기 ○ √ √ √ 5 이론/실습/현장훈련

기기 안전관리하기 ○ √ √ √ 10 이론/실습/현장훈련

공정 안전관리하기 ○ √ √ √ 10 이론/실습/현장훈련

빵류제품 재료구매관리

원재료 구매관리하기

20

이론/실습/현장훈련

부재료 구매관리하기 이론/실습/현장훈련

설비 구매관리하기 이론/실습/현장훈련

매장관리

인력관리하기

30

이론/실습/현장훈련

판매관리하기 이론/실습/현장훈련

고객관리하기 이론/실습/현장훈련

베이커리경영

생산관리하기

30

이론/실습/현장훈련

마케팅관리하기 이론/실습/현장훈련

매출손익 관리하기 이론/실습/현장훈련

기업체 요구교과(이론)
위생관리 관련 교육 5~10정도 이론

이론

기업체 요구교과(실습)
실습/현장훈련

실습/현장훈련

수요조사 결과지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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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명 학습내용

훈련 필요성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희망 훈련시간

(④, ⑤에 해당할 경우만 ○로 표시)

① ② ③ ④ ⑤

의사소통능력 문서이해능력, 문서작성능력, 경청능력, 언어구사력, 기초 외국어 능력 5 / 10 / 15 / 20 / 기타(    )

수리능력 기초연산능력, 기초통계능력, 도표분석능력, 도표작성능력 5 / 10 / 15 / 20 / 기타(    )

문제해결능력 사고력, 문제처리능력 5 / 10 / 15 / 20 / 기타(    )

자기개발능력 자아인식능력, 자기관리능력, 경력개발능력 5 / 10 / 15 / 20 / 기타(    )

자원관리능력 시간관리능력, 예산관리능력, 물적자원관리능력, 인적자원관리능력 √ 5 / 10 / 15 / 20 / 기타( 3  )

대인관계능력 팀웍능력, 리더십능력, 갈등관리능력, 협상능력, 고객서비스능력 5 / 10 / 15 / 20 / 기타(    )

정보능력 컴퓨터 활용능력, 정보처리능력 5 / 10 / 15 / 20 / 기타(    )

기술능력 기술이해능력, 기술선택능력, 기술적용능력 5 / 10 / 15 / 20 / 기타(    )

조직이해능력 국제감각, 조직 체제이해능력, 경영이해능력, 업무이해능력 5 / 10 / 15 / 20 / 기타(    )

직업윤리 근로 윤리, 공동체 윤리 5 / 10 / 15 / 20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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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5>

NCS기반 훈련기준 개발 현황

NCS기반 훈련기준은 현재 NCS와 연계하여 개발 개선 중으로 붙임의 

일부 직종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신 자료는 NCS누리집(ncs.go.kr) 

공지사항 및 일반자료실에 등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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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3년
개발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개
발

보완
개발

개
발

개
선

개
발

개
선

개
발

개
선

개
발

개
선

개
발

개
선

24개 80개 257개 1,022개 240 288 269 50 79 50 403 50 191 50 103 20 138

01. 사업관리

1 2 5 0 0 0 5 0 0 1 0 2 0 0 0 0

01. 사업관리

01. 프로젝트관리

01. 공적개발원조사업관리   

02. 프로젝트관리   

03. 산학협력관리   

02. 해외관리
01. 해외법인설립관리   
02. 해외취업관리   

02. 경영·회계·
사무

4 11 27 11 6 8 2 7 0 11 0 4 0 3 0 6

01. 기획사무

01. 경영기획
01. 경영기획   
02. 경영평가   

02. 홍보·광고

01. PR
(구.기업홍보)   ★

02. 광고
(구.PR/광고)   ★

03. 마케팅

01. 마케팅전략기획   
02. 고객관리   
03. 통계조사   

02. 총무·인사

01. 총무

01. 총무   
02. 자산관리   
03. 비상기획   

02. 인사·조직
01. 인사   
02. 노무관리   

03. 일반사무
01. 비서   
02. 사무행정   

03. 재무·회계

01. 재무
01. 예산   
02. 자금   

02. 회계
01. 회계·감사   

02. 세무   

04. 생산·품질관리

01. 생산관리

01. 구매조달   
02. 자재관리   
03. 공정관리   
04. SCM   

02. 품질관리 01. QM/QC관리   

03. 무역․유통관리

01. 물류관리   

02. 수출입관리   
03. 원산지관리   
04. 유통관리   

03. 금융·보험

2 9 36 0 35 0 0 6 0 19 1   0 0 0 0 4

01. 금융 01. 금융영업

01. 창구사무   

02. 기업영업   

03. PB영업   

04. 카드영업   

05. 여신전문금융영업   

`13 `14 `15 1̀6 `17 `18 1̀9

개발 개발
보완
개발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개선 현황
★  : 분류체계 변경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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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5> NCS기반 훈련기준 개발 현황

별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3년
개발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개
발

보완
개발

개
발

개
선

개
발

개
선

개
발

개
선

개
발

개
선

개
발

개
선

02. 금융상품개발

01. 여수신상품개발   
02. 투자상품개발   
03. 연금상품개발   
04. 카드상품개발   

03. 신용분석

01. 개인신용분석   
02. 기업신용분석   
03. 여신심사   

04. 자산운용

01. 펀드운용   
02. 주식·채권운용   

03. 파생상품운용   
04. 대체투자   
05. 신탁자산관리   

05. 금융영업지원

01. 결제   
02. 채권추심   
03. 리스크관리   

06. 증권․외환

01. 증권거래업무   
02. 외환·파생업무   
03. 인수업무   
04. 증권상장업무   

05. 외화조달·외화대출업무   

06. 무역금융업무   

02. 보험

01. 보험상품개발

01. 보험동향분석   
02. 보험상품개발   
03. 보험계리   

02. 보험영업·계약

01. 보험모집   

02. 보험계약심사   

03. 보험계약·보전   
04. 위험관리   

03. 손해사정

01. 재물손해사정   

02. 차량손해사정   

03. 신체손해사정   

04. 교육·자연·
사회과학

2 3 8 0 6 2 0 0 0 8 0 0 0 1 0 0

02. 평생교육 02. 평생교육운영
01. 평생교육프로그램기획·개발·평가   

02.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상담·교수   

03. 직업교육

01. 직업교육

01. 경력지도   
02. 기업교육   
03. 직무분석   

02. 이러닝

01. 이러닝시스템개발   
02. 이러닝콘텐츠개발   
03. 이러닝과정(process)운영   

05. 법률·경찰·
소방·교도·국방

2 4 16 7 5 0 0 0 1 7 3   2 0 0 0 0

01. 법률 02. 지식재산관리

01. 지식재산관리   

02. 지식재산평가·거래   
03. 지식재산정보조사분석   

04. 특허엔지니어링   

02. 소방방재 01. 소방

01. 소방시설설계·감리   

02. 소방시설공사   

03. 구조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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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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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개
발

보완
개발

개
발

개
선

개
발

개
선

개
발

개
선

개
발

개
선

개
발

개
선

04. 소방안전관리   

05. 위험물운송·운반관리   
06. 위험물안전관리   
07. 화재감식평가   

02. 방재

01. 방재시설   
02. 기업재난관리   
03. 방재안전대책관리   

03. 스마트재난관리
01. 스마트재난위험예측   
02. 스마트재난관리설계   

06. 보건·의료

1 2 11 9 2 0 0 1 0 2 0   5 0 0 0 2

01. 보건

01. 의료기술지원

01. 의료기관리   
08. 요양지원   

09. 의지보조기 제작·관리
(구.의지보조기)   ★

10. 청각관리   

13. 임상심리   

14. 의료정보관리   

02. 보건지원

01. 병원행정   
02. 병원안내   

03. 보건교육   
04. 의료시설위생관리   
05. 지역사회위생관리   

07. 사회복지
·종교

3 6 17 5 5 3 3 0 0 6 1 5 0 2 0 2

01. 사회복지

01. 사회복지정책

01. 지역사회복지개발   

02. 사회복지조직운영
(구. 사회복지기관운영) ★
03. 공공복지   

02. 사회복지서비스

01. 사회복지프로그램운영   

02. 일상생활기능지원   

03. 사회복지면담   

04. 사회복지사례관리   

02. 상담

01. 직업상담서비스

01. 직업상담   
02. 취업알선   
03. 전직지원   

02. 청소년지도

01. 청소년활동   

02. 청소년상담복지   
03. 진로지원   

03. 심리상담 01. 심리상담   

03. 보육 01. 보육

01. 보육   
02. 산후육아지원   
03. 아이돌봄   

08. 문화·예술·
디자인·방송

3 9 61 20 22 2 10 9 2 25 3 13 2 3 0 5

01. 문화·예술

01. 문화예술경영

01. 문화·예술기획   
02. 문화·예술행정   
03. 문화·예술경영   
04. 문헌정보관리   

02. 실용예술
01. 실용음악   

02. 실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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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5> NCS기반 훈련기준 개발 현황

별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3년
개발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개
발

보완
개발

개
발

개
선

개
발

개
선

개
발

개
선

개
발

개
선

개
발

개
선

01. 무대연출   

03. 공연예술

02. 무대조명   
03. 무대기계   
04. 무대음향   
05. 무대미술   
06. 무대감독   
07. 무대기술감독   
08. 무대장치․소품   
09. 무대의상   
10 .무대영상   
11. 하우스매니징   

04. 문화재관리
01. 학예   
02. 문화재보수   

03. 문화재보존   

02. 디자인 01. 디자인

01. 시각디자인   
02. 제품디자인   
03. 환경디자인   
04. 디지털디자인   
05. 텍스타일디자인   
06. 서비스경험디자인   

07. 실내디자인   

08. 색채디자인   
09. 전시디자인   
10. 3D프린팅디자인   
11. 패키지디자인   
12. VR콘텐츠디자인   

03. 문화콘텐츠

01. 문화콘텐츠기획 01. 문화콘텐츠기획   

02. 문화콘텐츠제작

01. 방송콘텐츠제작   
02. 영화콘텐츠제작   
03. 음악콘텐츠제작   
04. 광고콘텐츠제작   
05. 게임콘텐츠제작   
06. 애니메이션콘텐츠제작   
07. 만화콘텐츠제작   
08. 캐릭터콘텐츠제작
(구.캐릭터제작)   ★

09. 스마트문화앱콘텐츠제작   
10. 영사   
11. 완구콘텐츠제작

12. 드론콘텐츠제작

03. 문화콘텐츠 
유통서비스

01. 방송콘텐츠유통·서비스   
02. 영화콘텐츠유통·서비스   
03. 음악콘텐츠유통·서비스   
04. 광고콘텐츠유통·서비스   
05. 게임콘텐츠유통·서비스   
06. 애니메이션콘텐츠유통·서비스   

07. 만화콘텐츠유통·서비스   

08. 캐릭터유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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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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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개
선

개
발

개
선

09. 스마트문화앱콘텐츠유통·서비스   

04. 영상제작

01. 영상연출   
02. 영상촬영   
03. 영상조명   
04. 영상음향제작   
05. 영상그래픽   
06. 영상편집   
07. 영상미술   

09. 운전·운송

4 8 31 8 16 0 2 0 4 14 0 2 1 0 0 5

01. 자동차운전·운송 01. 자동차운전·운송

01. 여객운송   

02. 화물운송   

03. 수송포장   

02. 철도운전·운송

01. 철도운전운영

01. 철도관제   

02. 열차운용DIA   

03. 철도운전   

04. 기지내차량운전   

02. 철도시설
유지보수

01. 철도선로시설물유지보수   

02. 정비기지시설물유지보수   

03. 역시설물유지보수   

04. 철도정보통신시설물유지보수   

03. 선박운전·운송
01. 선박운항

01. 항해   

02. 선박기관운전   

03. 선박통신   

04. 수면비행선박조종   

05. 수상레저기구조종   

06. 해상관제   

07. 선박갑판관리   

02. 검수․검량 01. 검수․검정   

04. 항공운전·운송

01. 항공기조종운송

01. 경량항공기조종   

02. 자가용항공기조종   

03. 사업용항공기조종   

04. 운송용항공기조종   

05. 소형무인기운용·조종   

02. 항공운항

01. 항공교통관제   

02. 운항관리   

03. 항공안전   

04. 항공보안   

05. 항공여객운송서비스   

06. 항공화물운송서비스   

03. 항행안전시설 01. 항행안전무선시설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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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5> NCS기반 훈련기준 개발 현황

별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3년
개발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개
발

보완
개발

개
발

개
선

개
발

개
선

개
발

개
선

개
발

개
선

개
발

개
선

10. 영업판매

3 8 18 1 16 0 0 0 1 9 0 2 0 0 0 0

01. 영업 01. 일반·해외영업
01. 일반영업   

02. 해외영업   

02. 부동산

01. 부동산컨설팅

01. 부동산개발   

02. 부동산분양   

03. 부동산경·공매   

02. 부동산관리

01. 주택관리   
02. 상업용건물관리   
03. 부동산자산관리   

03. 부동산중개
01. 부동산중개   
02. 부동산정보제공   

04. 감정평가

01. 부동산·동산감정평가   
02. 기업가치평가   

03. 감정평가가격정보제공   

03. 판매

01. e-비지니스
01. 통신판매   

02. 전자상거래   

02. 일반판매
01. 매장판매   
02. 방문판매   

03. 상품중개·경매 01. 농축수산물경매   

11. 경비·청소

2 2 4 0 4 0 2 0 0 4 0 0 0 1 0 0

01. 경비 01. 경비·경호
01. 보안   

02. 경호   

02. 청소
(구.청소·세탁)

01. 청소
01. 환경미화   
02. 가사지원   

02. 세탁·수선
(구.세탁)
(중분류: 청소→의복관리)

01. 세탁 (중분류: 청소→의복관리)   ★

02. 수선 (중분류: 청소→의복관리)   ★

12. 이용·숙박·
여행·오락·스포츠

4 12 46 17 21 4 0 3 0 32 0 8 4 7 0 8

01. 이·미용 01. 이·미용서비스

01. 헤어미용   

02. 피부미용   

03. 메이크업   
04. 네일미용   

05. 이용   

02. 결혼·장례

01. 결혼서비스

01. 결혼상담   
02. 웨딩플래너   
03. 결혼예식장관리   

04. 웨딩이벤트   

02. 장례서비스
01. 장례지원   
02. 장례지도   

03. 관광·레저

01. 여행서비스

01. 여행상품개발   
02. 여행상품상담   
03. 국내여행안내   
04. 해외여행안내   
05. 항공객실서비스   

02. 숙박서비스
01. 숙박기획․개발   

02. 객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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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부대시설관리   
04. 연회관리   
05. 접객서비스   

03. 컨벤션

01. 회의기획   

02. 전시기획   

03. 이벤트기획   

04. 관광레저
서비스

01. 카지노기획개발   
02. 카지노운영관리   
03. 크루즈운영관리   
04. 유원시설운영관리   
05. 리조트운영관리

04. 스포츠

01. 스포츠용품 01. 스포츠용품제작   

02. 스포츠시설
01. 스포츠시설개발   
02. 스포츠시설운영관리   

03. 스포츠경기·지도

01. 선수스포츠지도   
02. 일반인스포츠지도   
03. 건강운동관리   
04. 경기기록분석   
05. 경기심판   

06. 경기지원   
07. 건강운동ICT융복합콘텐츠개발

08. 경기력향상융복합콘텐츠개발

09. 골프캐디

04. 스포츠마케팅

01. 스포츠이벤트   
02. 스포츠라이선싱   

03. 스포츠에이전트   

04. 스포츠정보관리   

05. 레크리에이션 01. 레크리에이션지도   

13. 음식서비스

1 3 10 3 0 5 1 3 1 8 0 2 0 1 0 0

01. 식음료조리
·서비스

01. 음식조리

01. 한식조리   

02. 양식조리   
03. 중식조리   
04. 일식·복어조리   

02. 식음료서비스

01. 식음료접객   
02. 소믈리에   
03. 커피관리
(구.바리스타)   ★

04. 바텐더   

05. 식공간연출   

03. 외식경영 01. 외식운영관리   

14. 건설

8 28 132 25 23 54 7 4 4 28 4 14  8 19 3 15

01. 건설공사관리

01. 건설시공전관리 01. 설계기획관리   

02. 건설시공관리

01. 건설공사공정관리   
02. 건설공사품질관리   
03. 건설공사환경관리   
04. 건설공사공무관리   

03. 건설시공후관리 01. 유지관리   

02. 토목 01. 토목설계·감리 01. 도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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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공항설계   
03. 터널설계   
04. 교량설계   
05. 항만(해양)설계   
06. 상하수도설계   
07. 하천(댐)설계   
08. 지반설계   
09. 단지설계   
10. 철도설계   
11. 토목건설사업관리   

12. 토목시설물경관

02. 토목시공

01. 토공   
02. 지반개량   
03. 포장   
04. 수중구조물시공   
05. 삭도시공   
06. 궤도시공   
07. 상하수도시공   
08. 보링그라우팅   
09. 철강재시공   
10. 준설   
11. 석축   

03. 측량·지리정보
개발

01. 지적   
02. 측량   
03. 공간정보구축   

04. 공간정보융합서비스   

03. 건축

01. 건축설계·감리

01. 건축설계   
02. 건축구조설계   
03. 건축공사감리
(구. 건축감리) ★  

04. 실내건축설계   

02. 건축시공

01. 건축목공시공   
02. 조적미장시공   
03. 방수시공   
04. 타일시공
(구.타일석공시공)   ★

05. 건축도장시공   
06. 철근콘크리트시공   
07. 창호시공   
08. 가설시공   
09. 수장시공   
10. 단열시공   
11. 지붕시공   
12. 구조물해체   
13. 강구조시공   

14. 경량철골시공   
15. 건설공사판넬시공   

16. 한옥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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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석재시공
(구.타일석공시공 분할) ★

03. 건축설비
설계·시공

01. 건축설비설계   
02. 건축설비시공   
03. 건축설비감리   
04. 건축설비유지관리   
05. 배관시공   

04. 플랜트 
(구. 산업환경설비)

01. 플랜트설계감리 
(구. 산업·환경설비
설계·감리)

01. 발전설비설계   
02. 석유·화학설비설계   
03. 에너지설비설계   
04. 제조공장설비설계   
05. 환경설비설계   
06. 플랜트설비감리
(구. 산업·환경설비감리) ★   

07. 해수담수화플랜트설비설계   

02. 플랜트시공
(구. 산업·환경
설비시공)

01. 플랜트기계설비시공
(구. 산업·환경기계설비시공) ★   

02. 플랜트전기설비시공
(구. 산업·환경전기설비시공) ★   

03. 플랜트계측설비시공
(구. 산업·환경전기설비시공) ★   

03. 플랜트사업관리 01. 플랜트사업관리   

05. 조경 01. 조경

01. 조경설계   
02. 조경시공   
03. 조경관리   
04. 조경사업관리
(구.조경감리) ★  

06. 도시·교통

01. 국토·도시계획

01. 국토·지역계획   
02. 도시계획   
03. 도시설계   

04. 도시재생   
05. 도시개발   
06. 도시경관   

02. 교통계획·설계

01. 교통계획   
02. 교통설계   
03. 교통운영·감리   

03. 주거서비스 01. 주거서비스지원

04. 지능형교통

01. 지능형교통체계(ITS)
기획 및 설계

02. 지능형교통체계(ITS)
개발 및 구축 

03. 지능형교통체계(ITS) 
운영 및 유지관리

07. 건설기계
운전․정비

01. 토공기계운전

01. 모터그레이더운전   
02. 아스팔트피니셔운전   
03. 롤러운전   
04. 불도저운전   
05. 로더운전   
06. 굴삭기운전   
07. 준설선운전   

02. 기초공 01. 락드릴항타항발기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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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운전 02. 지열시추기운전   

03. 콘크리트공기계운전 01. 콘크리트공기계운전   

04. 적재기계운전 01. 지게차운전   

05. 양중기계운전

01. 기중기운전(이동식크레인조종)   

02. 양화장치운전(선박크레인조종)   

03. 타워크레인운전(타워크레인조종)   

04. 천장크레인운전(천장크레인조종)   

05. 컨테이너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조종)   

06. 줄걸이작업

07. 타워크레인설치해체

06. 건설기계정비

01. 건설기계정비   

02. 굴삭기정비
(건설기계정비 분할) ★

03. 지게차정비
(건설기계정비 분할) ★

04. 이동식크레인정비
(건설기계정비 분할)

★

08. 해양자원

01. 해양환경조사

01. 해양관측   
02. 해양측량   
03. 해양생태환경조사   

02. 해양환경관리

01. 해양환경보전·복원   
02. 해양환경영향평가   
03. 해양오염관리·방제
(구. 해양오염관리·방재)   ★

03. 해양플랜트
설치·운용

01. 원유시추설비설치․운용   

02. 원유생산설비설치․운용   

03. 해양터미널구조물설치   
04. 해양플랜트프로세스설계   
05. 해양플랜트시운전설계   
06. 해양플랜트안전설계   
07. 해양플랜트종합설계   
08. 해양플랜트구조설계   
09. 해양플랜트기계설계   
10. 해양플랜트계장설계

11. 해양플랜트배관설계

12. 해양플랜트전장설계

04. 해양자원
개발·관리

01. 해양자원탐사   
02. 해양자원개발   
03. 해양자원관리   

05. 잠수
01. 일반잠수   
02. 산업잠수   

15. 기계

11 34 135 17 29 67 2 16 10 38 3 29  6 16 1 17

01. 기계설계

01. 설계기획

01. 기계설계기획   

02. 기계개발기획   
03. 기계조달   
04. 기계마케팅   

02. 기계설계
01. 기계요소설계   

02. 기계시스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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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구조해석설계   
04. 기계제어설계   

02. 기계가공

01. 절삭가공

01. 선반가공   
02. 밀링가공   
03. 연삭가공   
04. CAM   
05. 측정   
06. 성형가공   

02. 특수가공

01. 방전가공   
02. 레이저가공   
03. 워터젯가공   
04. 플라즈마가공   

03. 기계조립·관리

01. 기계조립

01. 기계수동조립   
02. 기계소프트웨어개발   
03. 기계하드웨어개발   
04. 기계펌웨어개발   

02. 기계생산관리

01. 기계생산관리계획   
02. 기계자재관리   
03. 기계공정관리   
04. 기계생산성관리   
05. 기계작업감독   

04. 기계품질관리 01. 기계품질관리

01. 기계품질계획   
02. 기계품질관리   
03. 기계품질평가   

05. 기계장치설치

01. 기계장비
설치·정비

01. 운반하역기계설치·정비   

02. 건설광산기계설치·정비   
03. 섬유기계설치․정비   
04. 공작기계설치․정비   
05. 고무프라스틱기계설치·정비   
06. 농업용기계설치·정비   
07. 승강기설치·정비   

02. 냉동공조설비

01. 냉동공조설계   
02. 냉동공조설치   
03. 냉동공조유지보수관리   
04. 보일러설치·정비   

05. 보일러운영관리   

03. 이륜차정비
01. 오토바이정비   
02. 자전거정비   

06. 자동차 
(구.자동차제조)

01. 자동차설계 

01. 자동차설계   
02. 자동차시험·평가   
03. 자동차공정설계   

02. 자동차제작
01. 자동차조립   
02. 자동차성능검사   

03. 자동차정비

01. 자동차전기·전자장치정비   

02. 자동차엔진정비   

03. 자동차섀시정비   

04. 자동차차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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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자동차도장   

06. 자동차정비검사   

04. 자동차정비관리
01. 자동차정비경영관리   
02. 자동차정비현장관리   

05. 자동차관리
01. 자동차영업   
02. 자동차튜닝   

07. 철도차량제작

01. 철도차량
설계·제작

01. 철도차량설계   
02. 철도차량제작   
03. 철도차량시운전   

02. 철도차량
유지보수

01. 고속차량유지보수   
02. 디젤차량유지보수   
03. 전기차량유지보수   
04. 객화차량유지보수   
05. 특수차량유지보수   

08. 조선

01. 선박설계

01. 선박기본설계   
02. 선체설계   
03. 선박배관설계   
04. 철의장설계   
05. 기장설계   
06. 전장설계   
07. 선실설계   

02. 선체건조

01. 선체가공   
02. 선체조립   

03. 선박도장   

04. 심출(철목)   
05. 조선비계(족장, 발판, scaffolding)   

03. 선박의장생산
(구. 선체의장생산)

01. 기장생산   

02. 전장생산   
03. 선장생산   

04. 선실의장생산   

04. 선박품질관리

01. 선체품질관리   
02. 의장품질관리   
03. 도장품질관리   

05. 선박생산관리

01. 선박생산계획   

02. 선체생산관리   
03. 의장생산관리   

06. 시운전

01. 기장시운전   
02. 선장시운전   
03. 전장시운전   

07. 선박정비

01. 선체정비   
02. 선박기관정비   
03. 선박배관정비   
04. 전장정비   
05. 의장정비   

08. 레저선박

01. 레저선박 몰드제작

02. 알루미늄 레저선박건조

03. 복합재료 레저선박건조

04. 레저선박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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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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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개
발

보완
개발

개
발

개
선

개
발

개
선

개
발

개
선

개
발

개
선

개
발

개
선

05. 레저선박 기장 설치수리

09. 항공기제작

01. 항공기설계

01. 항공기기체설계   
02. 항공기엔진·프로펠러설계   
03. 항공기전기·전자장비설계   
04. 항공기시스템설계   
05. 소형무인기비행체개발   

02. 항공기제작

01. 항공기기체제작   
02. 항공기엔진·프로펠러제작   
03. 항공기전기·전자장비제작   

03. 항공기정비

01. 항공기기체정비   

02. 항공기가스터빈엔진정비   

03. 항공기왕복엔진정비   

04. 항공기프로펠러정비   
05. 항공기계통정비 
(구. 항공기기계부품·장비정비) ★   

06. 항공기전기·전자장비정비   

07. 헬리콥터정비   

08. 소형무인기정비   

04. 항공장비관리

01. 항공기정비관리   
02. 항공장비보급관리   
03. 항공장구관리   

10. 금형

01. 사출금형

01. 사출금형설계   
02. 사출금형제작   
03. 사출금형품질관리   
04. 사출금형조립   

02. 프레스금형

01. 프레스금형설계   
02. 프레스금형제작   
03. 프레스금형품질관리   
04. 프레스금형조립   

03. 다이캐스팅금형

01. 다이캐스팅금형설계   
02. 다이캐스팅금형제작   
03. 다이캐스팅금형조립   
04. 다이캐스팅금형품질관리   

11. 스마트공장
(smart factory)
(구. 스마트팩토리)

01. 스마트공장
(smart factory) 설계
(구. 스마트팩토리설계)

01. 스마트설비설계

02. 스마트공장
(smart factory) 설치
(구. 스마트팩토리설치)

01.  스마트공장
(smart factory) 시스템설치

16. 재료

2 8 39 2 10 22 0 1 1 23 1 4  3 5 0 4

01. 금속재료

01. 금속엔지니어링

01. 재료설계   
02. 재료시험   
03. 재료조직평가   

02. 금속재료제조

01. 제선   
02. 제강   
03. 열간압연   
04. 냉간압연   

05. 비철금속건식제련   

06. 비철금속습식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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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5> NCS기반 훈련기준 개발 현황

별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3년
개발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개
발

보완
개발

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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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개
발

개
선

개
발

개
선

개
발

개
선

개
발

개
선

07. 금속재료제조설비정비   

03. 금속가공

01. 주조   
02. 단조·압출·인발   
03. 열처리   

04. 선재가공   
05. 판금제관   

06. 강관제조   

07. 분말야금   
08. 특수주조

04. 표면처리
01. 도금   

02. 금속도장   

05. 용접

01. 피복아크용접   
02. CO2용접   
03. 가스텅스텐아크용접   

04. 가스메탈아크용접   

05. 서브머지드아크용접   
06. 로봇용접   

06. 비철금속재료
제조

01. 마그네슘 제조

02. 타이타늄 제조

02. 요업재료

01. 파인세라믹제조

01. 전기전자재료제조   

02. 광학재료제조   
03. 내열구조재료제조   

04. 생체세라믹제료제조   

02. 전통세라믹제조

01. 유리․법랑제조   
02. 내화물제조   
03. 연삭재제조   
04. 도자기제조   
05. 시멘트제조

06. 탄소제품제조   
07. 축로   

17. 화학

4 13 42 22 8 1 1 0 2 21 4 11 1 2 2 4

01. 화학물질·
화학공정관리

01. 화학물질관리

01. 화학물질분석   

02. 화학물질검사·평가   

03. 화학물질취급관리   

02. 화학공정관리

01. 화학공정설계   
02. 화학반응공정개발운전   
03. 화학공정유지운영   

03. 화학제품
연구개발

01. 화학제품연구개발   

02. 화학신소재개발   
03. 화학제품기술사업화관리   

04. 의약품비임상시험

02. 석유·기초
화학물제조

01. 석유·천연가스제조 01. 석유제품제조   

02. 기초유기화학물
제조

01. 석유화학제품제조   
02. 합성수지제조   
03. 합섬원료제조   

04. 합성고무제조   
05. 고분자복합재료제조   

06. 기능성고분자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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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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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개
발

보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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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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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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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개
발

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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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개
선

개
발

개
선

03. 기초
무기화학물제조

01. 무기질비료제조   
02. 산·알카리제조   

03. 정밀화학제품
제조

01. 생리활성화
제품제조

01. 의약품제조   
02. 농약제조   

03. 화장품제조   

02. 기능성정밀화학 
제품제조

01. 계면활성제제조   
02. 첨가제제조   
03. 색소(염·안료)제조   
04. 도료제조   
05. 접착제제조   

03. 바이오의약품
제조

01. 바이오의약품제조   
02. 바이오의약품개발   
03. 바이오진단제품개발·서비스   

04. 유전자변형

04. 바이오화학
제품제조

01. 범용바이오화학소재제조   
02. 바이오플라스틱제조   
03. 특수바이오화학제품제조   

05.  수소연료전지제조01. 수소연료전지제조

04. 플라스틱·
고무 제품제조

01. 플라스틱제품제조

01. 압출성형
(구.압사출성형) ★

02. 코팅
(구.코팅성형)   ★

03. 중공·진공성형   
04. 컴파운딩   
05. 사출성형
(구.압사출성형 분할) ★

02. 고무제품제조
01. 고무배합   

02. 고무제품제조   

18 섬유·의복

3 8 26 8 0 14 1 5 1 16 0 3 0 11 0 3

01. 섬유제조

01. 섬유생산

01. 방사   
02. 방적   
03. 제직   
04. 편직   
05. 부직포   
06. 사가공
(소분류: 섬유가공 → 섬유생산 이동)   ★

02. 섬유가공
01. 사가공
(소분류: 섬유가공 → 섬유생산 이동)   ★

02. 염색가공

03. 섬유생산관리
01. 구매생산관리   
02. 생산현장관리   

02. 패션

01. 패션제품기획

01. 패션기획   

02. 패션디자인   
03. 패턴   
04. 비주얼머천다이징   

02. 패션제품생산

01. 제직의류생산   
02. 편직의류생산   
03. 가죽·모피생산   

04. 패션소품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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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5> NCS기반 훈련기준 개발 현황

별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3년
개발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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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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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개
선

개
발

개
선

05. 한복생산   

03. 패션제품유통

01. 의류유통관리   
02. 가죽·모피유통관리   
03. 신발유통관리   
04. 패션소품유통관리   

04. 신발개발․생산
01. 신발생산   

02. 신발개발   

03. 의복관리
01. 세탁·수선
(구. 세탁)
(중분류: 청소→의복관리)

01. 세탁
(중분류: 청소→의복관리) ★

02. 수선
(중분류: 청소→의복관리) ★

19. 전기·전자

3 33 108 14 25 24 9 17 12 34 9 23 10 9 5 4

01. 전기

01. 발전설비설계

01. 수력발전설비설계   
02. 화력발전설비설계   
03. 원자력발전설비설계   

02. 발전설비운영

01. 수력발전설비운영   
02. 화력발전설비운영   
03. 원자력발전설비운영   
04. 원자력발전전기설비정비   

05. 원자력발전기계설비정비   

06. 원자력발전계측제어설비정비   

03. 송배전 설비

01. 송변전배전설비설계   

02. 송변전배전설비운영   

03. 송변전배전설비공사감리   

04. 직류송배전전력변환설비제작   

05. 직류송배전제어·보호시스템설비제작   

06. 직류송배전시험평가   
04. 지능형전력망

설비

01. 지능형전력망설비   

02. 지능형전력망설비소프트웨어   

05. 전기기기제작

01. 전기기기설계   
02. 전기기기제작   
03. 전기기기유지보수   
04. 전기전선제조   

06. 전기설비

설계·감리

01. 전기설비설계   
02. 전기설비감리   
03. 전기설비운영   

07. 전기공사

01. 내선공사   
02. 외선공사   
03. 변전설비공사   

08. 전기자동제어

01. 자동제어시스템설계   

02. 자동제어기기제작   
03. 자동제어시스템유지정비   

04. 자동제어시스템운영   

09. 전기철도

01. 전기철도설계·감리   

02. 전기철도시공   

03. 전기철도시설물유지보수   

10. 철도신호제어

01. 철도신호제어설계·감리   
02. 철도신호제어시공   

03. 철도신호제어시설물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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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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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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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개
선

개
발

개
선

11. 초임계CO2발전
01. 초임계CO2발전열원설계·제작   

02. 초임계CO2열교환기설계·제작   

03. 초임계CO₂회전기기설계·제작   

12. 전기저장장치
01. 전기저장장치개발   
02. 전기저장장치설치   

13. 미래형 전기시스템 01. 스마트유지보수운영

02. 전자기기일반

01. 전자제품

개발기획·생산

01. 전자제품기획   

02. 전자제품생산   
02. 전자부품

기획·생산

01. 전자부품기획   

02. 전자부품생산   

03. 전자제품

고객지원

01. 전자제품설치·정비   

02. 전자제품영업   

03. 전자기기개발

01. 가전기기 개발

01. 가전기기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   

02. 가전기기응용소프트웨어개발   

03. 가전기기하드웨어개발   
04. 가전기기기구개발   

02. 산업용

전자기기개발

01. 산업용전자기기하드웨어개발   

02. 산업용전자기기기구개발   

03. 산업용전자기기소프트웨어개발   

03. 정보통신기기

개발

01. 정보통신기기하드웨어개발   

02. 정보통신기기기구개발   

03. 정보통신기기소프트웨어개발   

04. 전자응용기기

개발

01. 전자응용기기하드웨어개발   

02. 전자응용기기기구개발   
03. 전자응용기기소프트웨어개발   

05. 전자부품개발

01. 전자부품하드웨어개발   
02. 전자부품기구개발   
03. 전자부품소프트웨어개발   

06. 반도체개발

01. 반도체개발   
02. 반도체제조   

03. 반도체장비   
04. 반도체재료   

07. 디스플레이개발

01. 디스플레이개발   

02. 디스플레이생산   
03. 디스플레이장비부품개발   

08. 로봇개발

01. 로봇하드웨어설계   
02. 로봇기구개발   
03. 로봇소프트웨어개발   
04. 로봇지능개발   
05. 로봇유지보수   
06. 로봇안전인증

09. 의료장비제조

01. 의료기기품질관리   

02. 의료기기인·허가   

03. 의료기기생산   

04. 의료기기연구개발   

10. 광기술개발
01. 광부품개발   

02. 레이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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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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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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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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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개
발

개
선

개
발

개
선

개
발

개
선

03. LED기술개발   
04. 광학시스템제조   

05. 광학소프트웨어응용

06. 광센서기기개발

07. 광의료기기개발

08. 라이다(LiDAR)기기개발

11. 3D프린터개발

01. 3D프린터개발   
02. 3D프린터용 제품제작   

03. 3D프린팅 소재개발

12. 가상훈련

시스템개발

01. 가상훈련시스템설계·검증   

02. 가상훈련구동엔지니어링   
03. 가상훈련콘텐츠개발   
04. 실감형콘텐츠하드웨어
(디바이스)개발   

13. 착용형

스마트기기

01. 착용형스마트기기설계   

02. 착용형스마트기기서비스   

03.착용형스마트기기개발   

14. 플렉시블

디스플레이개발

01. 플렉시블디스플레이모듈개발

02. 플렉시블디스플레이검사

03.  플렉시블디스플레이재료개발

15. 스마트팜개발
01. 스마트팜기술개발

02. 스마트팜계측

16. OLED개발 01. OLED조명개발

17. 커넥티드카개발
01. 커넥티트카소프트웨어기술개발

02. 커넥티드카콘텐츠서비스

20. 정보통신

3 15 95 25 4 27 2 4 6 28 12 27 12 3 7 44

01. 정보기술

01. 정보기술
전략·계획

01. 정보기술전략   

02. 정보기술컨설팅   

03. 정보기술기획   

04. SW제품기획   

05. 빅데이터 분석   

06. IoT융합서비스기획   

07. 빅데이터기획   

08. 핀테크기술기획   

02. 정보기술개발

01. SW아키텍처   

02. 응용SW엔지니어링   

03. 임베디드SW엔지니어링   

04. DB엔지니어링   

05. NW엔지니어링   

06. 보안엔지니어링   

07. UI/UX엔지니어링   

08. 시스템SW엔지니어링   

09. 빅데이터플랫폼구축   

10. 핀테크엔지니어링   

11. 데이터아키텍처

12. IoT시스템연동

13. 인프라스트럭쳐 아키텍처 구축

03. 정보기술운영

01. IT시스템관리   

02. IT기술교육   

03. IT기술지원   

04. 빅데이터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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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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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개
선

04. 정보기술관리

01. IT프로젝트관리   

02. IT품질보증   

03. IT테스트   

04. IT감리   

05. 정보기술영업
01. IT기술영업   

02. IT마케팅   

06. 정보보호

01. 정보보호관리·운영   

02. 정보보호진단·분석   

03. 보안사고분석대응   

04. 정보보호암호·인증   

05. 지능형영상정보처리   

06. 생체인식(바이오인식)

07. 개인정보보호

07. 인공지능

01. 인공지능플랫폼구축

02. 인공지능서비스기획

03. 인공지능모델링

08. 블록체인

01. 블록체인분석·설계

02. 블록체인구축·운영

03. 블록체인서비스 기획

02. 통신기술

01. 유선통신구축

01. 교환시스템구축   

02. 구내통신구축   

03. 네트워크구축   

04. 구내통신설비공사   

05. 실감형플랫폼구축   

06. 철도정보통신설비공사

07. 도로·교통정보통신설비공사

08. 항해·항만정보통신설비공사

09. 항공·항행정보통신시설공사

10. 클라우드플랫폼구축

02. 무선통신구축

01. 무선통신시스템구축   

02. 전송시스템구축   

03. 무선통신망구축   

04. 위성통신망구축   

05. IoT통신망구축   

06. 공공안전통신망구축

03. 통신서비스

01. 유선설비접속서비스   

02. 전용회선서비스   

03. 초고속망서비스   

04. 부가네트워크서비스   

05. 전보서비스
(구. 전신서비스)

  ★

06. 이동통신서비스   

07. 콘텐츠사용자서비스   

08. 콘텐츠네트워크서비스   

09. 무선초고속인터넷서비스   

10. 주파수공용통신   

11. 무선호출메시징서비스   

12. 위성통신서비스   

13. 특수이동통신서비스   

14. 인터넷지원서비스   

15. 부가통신응용중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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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개
선

개
발

개
선

16. 특수부가통신서비스   

17.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   

18. 디지털비즈니스지원서비스   

19. 실감형통신서비스   

04. 실감형콘텐츠
제작

01. 가상현실콘텐츠제작   

02. 실감콘텐츠촬영   

03. 증강현실(AR)콘텐츠제작

03. 방송기술

01. 방송제작기술
01. 중계방송
(구.방송중계)

★   

02. 방송품질관리   

02. 방송플랫폼기술

01. 라디오방송   

02. 지상파TV방송   

03. 지상파DMB   

04. 케이블방송   

05.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03. 방송서비스

01. 유무선통합서비스   

02. 방송시스템운영   

03. 정보시스템운영   

04. 방송기술지원서비스   

05. 방송장비설치유지보수   

06. 소셜미디어방송서비스

21. 식품가공

2 4 21 14 4 2 0 0 0 11 1 6 0 3 0 3

01. 식품가공

01. 식품가공

01. 수산식품가공   

02. 두류식품가공   

03. 축산식품가공   

04. 유제품가공   

05. 건강기능식품제조가공   

06. 김치·반찬가공   

07. 면류식품가공   

08. 곡류․서류․견과류가공   

09. 음료주류가공   

10. 식품가공연구개발   

11. 식품품질관리   

02. 식품저장

01. 수산식품저장   

02. 농산식품저장   

03. 축산식품저장   

03. 식품유통

01. 수산식품유통   

02. 농산식품유통   

03. 축산식품유통   

02. 제과·제빵
·떡제조

01. 제과·제빵
·떡제조

01. 제과   

02. 제빵   

03. 떡제조   

04. 한과제조   

22. 인쇄·목재
  ·가구·공예

2 4 23 0 4 19 0 1 1 19 1 2 0 4 0 2

01. 인쇄·출판

01. 출판

01. 출판기획   

02. 편집디자인   

03. 편집   

04. 제작·공정관리   

02. 인쇄
01. 프리프레스   

02. 평판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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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특수인쇄   

04. 후가공   

05. 간판디자인·제작·설치   

02. 공예

01. 공예

01. 칠공예   

02. 도자공예   

03. 석공예   

04. 목공예   

05. 금속공예   

06. 가구제작   

07. 섬유공예   

08. 나전칠기   

09. 단위화훼장식
(구.화훼장식공예)
(소분류: 공예→화훼장식)

★   ★

10. 공간화훼장식
(소분류: 공예→화훼장식)   ★

02. 귀금속․보석

01. 귀금속가공   

02. 귀금속품위감정   

03. 보석가공   

04. 보석감정   

05. 보석디자인   

06. 주얼리마케팅   

23.환경·에너지
  ·안전

6 18 57 10 33 5 1 2 3 20 2 14 1 10 2 4

01. 산업환경

01. 수질관리

01. 수질오염분석   

02. 수질공정관리   

03. 수질환경관리   

04. 정수시설운영관리   

05. 상수관로시설운영관리

06. 하수관로시설운영관리

02. 대기관리

01. 대기환경관리   

02. 온실가스관리   

03. 기상기술관리   

04. 기후변화적응   

03. 폐기물관리
01. 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   

02. 폐기물관리   

04. 소음진동관리
01. 소음진동관리   

02. 소음진동측정·분석평가   

05. 토양·지하수
관리

01. 지하수관리   

02. 토양관리   

02. 환경보건 01. 환경보건관리

01. 산업환경보건   

02. 실내공기질관리   

03. 위해성관리   

03. 자연환경 01. 생태복원·관리
01. 생태복원   

02. 생태관리   

04. 환경서비스

01. 환경경영

01. 환경컨설팅   

02. 환경시설운영   

03. 환경관리   

02. 환경평가
01. 환경영향평가   

02. 환경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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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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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에너지·자원

01. 광산조사·탐사

01. 광산지질조사   

02. 지구물리·화학탐사   

03. 석유시추   

04. 광물시추   

02. 광물·석유자원
개발·생산

01. 광물자원개발·생산   

02. 석유자원개발·생산   

03. 자원관리   

03. 광산환경관리
01. 광해조사   

02. 광해복원   

04. 광산보안
01. 광산보안관리   

02. 화약류관리   

05. 신재생에너지생산

01. 태양광에너지생산   

02. 태양열에너지생산    

03. 연료전지에너지생산   

04. 바이오에너지생산   

05. 해양에너지생산   

06. 풍력에너지생산   

07. 폐자원에너지생산   

08. 지열에너지생산·활용   

06. 에너지관리
01. 에너지절약서비스   

02.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운영관리

06. 산업안전

01. 산업안전관리

01. 기계안전관리   

02. 전기안전관리   

03. 건설안전관리   

04. 화공안전관리   

05. 가스안전관리   

06. 방사선측정평가   

07. 원자력발전소해체
방사성폐기물관리   

02. 산업보건관리
01. 산업보건관리   

02. 근로자작업환경관리   

03. 비파괴검사 01. 비파괴검사   

24. 농림어업

4 13 54 22 10 10 2 0 1 19 5 13  2 3 0 6

01. 농업

01. 작물재배

01. 수도작재배   

02. 전작재배
(구. 전특작재배) ★   

03. 채소재배   

04. 과수재배   

05. 화훼재배   

06. 버섯재배   

07. 특용작물재배   

08. 시설원예   

09. 유기재배   

02. 종자생산·유통

01. 종자계획   

02. 육종   

03. 종자생산   

04. 종자유통보급   

03. 농촌개발

01. 농촌체험상품개발   

02. 농촌체험시설운영   

03. 농업환경개선   

04. 농산물품질관리   

04. 화훼장식 01. 단위화훼장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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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3년
개발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개
발

보완
개발

개
발

개
선

개
발

개
선

개
발

개
선

개
발

개
선

개
발

개
선

(구.화훼장식공예)
(소분류: 공예→화훼장식)

02. 공간화훼장식
(소분류: 공예→화훼장식) ★

02. 축산

01. 축산자원개발

01. 사료생산   

02. 종축   

03. 동물용의약품제조
(구.동물약품제조) ★ 

04. 수의서비스   

05. 수의보조   

06. 애완동물미용   

07. 말이용   

08. 반려동물행동교정

02. 사육관리

01. 젖소사육   

02. 돼지사육   

03. 가금사육   

04. 한우사육   

05. 말사육   

07. 곤충사육   

03. 임업

01. 산림자원조성
01. 임업종묘   

02. 산림조성   

02. 산림관리
01. 산림개발   

02. 산림보호   

03. 임산물생산
·가공

01. 임산물생산   

02. 목재가공   

03. 펄프·종이제조   

04. 수산

01. 어업

01. 원양어업   

02. 근해어업   

03. 연안어업   

04. 내수면어업   

02. 양식

01. 해면양식   

02. 수산종묘생산   

03. 내수면양식   

04. 스마트양식

03. 수산자원관리

01. 수산자원조성
(구.어업자원관리) ★ 

02. 수산질병관리   

03. 염생산   

04. 어촌개발

01. 어촌체험상품개발   

02. 어촌체험시설운영   

03. 어업환경개선   

<향후 분류체계 조정계획>

○ 상기 개발현황은 ‘20년에 설정한 NCS 개발분류 체계에 의한 것으로, ’21년 

상반기 재 설정 예정인 분류체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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