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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요약 • i

연구 요약

Ⅰ. 서론

❑ 이 연구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 등 국가기술자격을 둘러싼 미래 환경에 대비한

자격종목, 정책 및 검정 혁신방안을 수립하는 데 있었으며, 세부 연구 목표는 다

음과 같음.

❍ 자격 종목 혁신 방안을 수립하였음(융합형 국가기술자격 도입 및 운영 방안,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 방안).

❍ 자격 정책 혁신 방안을 수립하였음(국가기술자격 검정 중단제도 고도화 방안, 자격
유효기간 설정을 통한 갱신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

❍ 자격 검정 혁신 방안을 수립하였음(국가기술자격 검정방법 개편빙안, 신기술을 활용
한 평가 도입 방안).

❑ 연구내용은 국가기술자격 국내 현황 및 관련 선행연구 분석, 국외 사례 분석, 국
가기술자격제도 혁신 요구 분석,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방안 개발 등으로 구분되

며,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벤치마킹,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문헌연구는 국가기술자격 제도 관련 법령 및 지침, 현황, 선행연구 등을 통해 국가
기술자격 제도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보고서(정책보고

서), 학술연구, 세미나·워크숍 자료 및 보도 자료, 관계 법령, 각종 통계자료 및 매

뉴얼 등을 대상으로 하였음.

❍ 벤치마킹은 4차 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자격 제도 선진 사례를 통해 국가기술자
격 제도 혁신 방안 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국외 자격 기관 등의 홈페

이지, 각종 보고서, 학술연구, 세미나 자료 등을 대상으로 하였음.

❍ 설문조사는 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기술자격 제도 혁신방안에 대한 요구를 수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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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현장전문가 및 공단 관계자를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종목 운영

방안,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 방안, 국가기술자격 취득 후 유효기간 운영 방안, 검정

중단 및 폐지 방안, 검정방법 개선 방안 등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Ⅱ. 국내 현황 및 관련 선행연구 분석

❑ 4차 산업혁명은 산업 전 분야에 IT 기술을 접목하고, 이를 통해 산업구조가 혁신
되는 과정을 의미하며, 최근 정부 정책 등에 따라 교육훈련 및 자격 분야에서도 4

차 산업 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시도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속도, 범위, 시스템 등의 측면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전 영역
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기존의 발전 기술들은 상호 융복합

되고, 함께 진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할 것임.

❍ 교육훈련 분야에서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융복합 기술을 기존 분야별 교육
과정에 반영한 융합형 교육과정을 통해 4차 산업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

을 시도하고 있음.

❍ 자격 분야에서는 이와 같은 분야/기술 간 융합형 역량을 인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임(어수봉 외, 2017; 조정윤 외, 2017).

❑ 디지털 리터러시란 인터넷 정보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모든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비판적인 사고력과 의사소통능력을 의미함.

❍ 협의로는 디지털매체 사용능력(기술사용 중심)을 중심으로, 광의적 개념으로는 비판
적 사고능력 및 의사소통능력(교육중심)을 포함함.

❍ 국내 국가기술자격(정보처리기능사 등)과 민간자격(컴퓨팅사고능력 등) 일부에서는
이러한 역량을 인정하고자 하는 종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디지털 매체 사용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

❑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계획은 관련 법령 상 주무부처가 수립하여 필요한 경우 일
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나 그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주무부처는 매년 1회 이상 국가기술자격을 검정할 의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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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취득 예상 인원이 아주 적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검정을 생략할 수 있음.

❍ 국가기술자격 종목 검정 시행횟수는 연간 수험인원을 주된 기준으로 산정하나 검정
을 중단해야 하는 기준은 명확히 수립되어있지 않음.

❍ 국가기술자격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최근 3년 간 응시인원 또는 취득자
수, 산업현장 부합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종목을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기술자격 폐지 정량 기준 검토결과, 기사 5개 종목, 산업기사 12개 종목, 기능
사 5개 종목 등 총 22개 종목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해양자원개발기사 등).

❍ 그럼에도 최근 5년 간 검정 중단이 시행된 종목은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아스팔
트피티셔운전기능사 등 2개 종목으로 격년으로 검정을 실시하였음.

❑ 국가기술자격은 1999년 보수교육에 의한 갱신제도 페지 이후 국가전문자격, 공인
민간자격과 달리 유효기간을 미적용하고 있음.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보수교육에 의한 갱신제도는 1999년 2월에 폐지되었으며,
이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 방안이 논의되었음.

❍ 단, 기술사 등급에서는 기술사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할 경
우, 자격 등록 후 3년 내에 90학점의 교육 이수 후 갱신함.

❍ 또한, 국가전문자격과 공인민간자격 중 안전, 보건, 교육 등과 관련된 종목이 보수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은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필기 시험 합격 후 실기 시험을

검정하는 체제가 일괄 적용되어 있으며, 실기시험은 작업형을 원칙으로 하나 현실

적 여건 상 필답형이 함께 활용되고 있는 종목도 운영되고 있음. 합격기준은 필기시

험과 실기시험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하여 필기시험과 면접 또는 실기시험
으로 구성되며, 기술사 등급을 제외한 필기시험은 객관식, 실기시험은 작업형, 필답

형 또는 복합형(일부)으로 운영되고 있음.

❍ 작업의 위험성, 구현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일부 종목의 실기시험은 동영상을 제공
하여 컴퓨터로 체크하는 형태와 오랄테스트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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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 이후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을 보는 검정방법 외에 실기시험만으로 검정하
는 자격, 필답형 또는 복합형 시험으로 검정하는 자격,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연속

하여 검정하는 자격도 일부 운영됨.

❍ 합격기준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며, 기사·산업기사
필기시험의 경우 과목당 4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함.

❑ AR/VR 기술은 교육훈련 현장에서 안전문제 해소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활용되고 있음.

❍ VR은 실제처럼 느낄 수 있는 통합된 경험을 지칭하고, AR은 현실세계 위에 가상의
정보를 덧입힌 것을 경험하는 것을 뜻함

❍ 국내 AR/VR 기술은 역량의 평가 또는 검정 과정보다는 일부 교육훈련에서 활용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주요 목적은 안전 사고 발생 위험 경감, 환경 통제

가능성 제고, 즉석결과 평가 제한성 해소 등임.

Ⅲ. 국외 사례 분석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융복합 기술을 인정하는 자격 제도와 관련된 국외 사례를

종합하면, 크게 자격으로 인정하는 유형과 교육훈련만을 인정하여 관련 교육을 활

성화시키려는 유형으로 구분됨.

❍ 또한, 관련 자격을 운영할 시에는 기존의 체제와 다른 자격 체제를 운영하거나(독일
추가자격), 기존 자격체제 하에서 종목을 신설하는 형태로 구분됨(스코틀랜드).

❍ 또한, 스페인의 경우 과정평가형 자격을 운영하는 국가임에도 검정형 자격을 통해
신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체하려 함.

❍ 일본 4차 산업혁명 기술습득 강좌인정제도와 싱가포르 스킬스퓨처 시리즈는 자격보
다는 교육훈련 인정만을 통해 수료자 개인의 역량을 인정하는 체제를 운영 중임.

❑ 디지털 리터러시의 하위 요인은 크게 기술적 측면과 기술외적 측면으로 구분되며,
관련 국외 평가 사례를 종합한 결과, 기초소양 측면에서 접근하여 정보 수집 및

활용 능력, 정보 윤리 측면에서 별도의 자격이 아닌 학령기 학생 대상의 진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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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OECD의 PISA 등).

❑ 국외 기술자격 종목폐지 및 검정중단 사례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1) 자격 검토

위원회 설립 필요성, 2) 자격 기관의 사전 검토 필요성, 3) 우선 검토 대상 선정

기준 수립, 4) 검정 중단 및 폐지 기준 개선 등에 대한 즉각적인 정보 공유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일본 재검토조사전문위원회와 같이 자격 관련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여 자격 통
폐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가 요구됨.

❍ 독일 BIBB와 같이 자격 기관이 우선 주도적으로 폐지가 요구되는 종목을 사전에
검토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은 정량적 지표를 중심으로 1차 판단을 실시하고, 이후 다각적 사회편익을 검토
하는 2차 판단을 실시함. 이를 통해 응시인원과 같은 비교적 간략한 정량 지표를 통

해 폐지 대상(안)을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일본과 독일 사례를 통해 볼 때, 정량적 기준은 대체로 응시인원, 자격 운영기간 등
이 활용되며, 정성적 기준으로는 향후 수요 및 전망, 다른 자격과의 관계, 산업현장

부합도 등을 적용함.

❑ 자격 유효기간을 설정한 국외 사례를 종합하면, 특정 종목에 유효기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주로 보수교육을 운영하여 자격을 갱신하고 있는 한편, 일부 경력인정제

를 통해 유효기간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음.

❍ 일본, 영국, 미국, 스페인 등의 자격 유효기간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종
목별로 달리 설정되어 있으며, 유효기간이 설정된 종목은 사무, 복지, 환경, 건축,

생활, 보건 분야 등에 분포하고 있음.

❍ 유효기간에 따른 갱신은 주로 보수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정규교육 뿐만 아니
라 비형식학습을 포인트 형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한편, 보수교

육 뿐만 아니라 호주와 같이 경력인정제를 운영하는 사례도 있음.

❑ 국외 자격 검정방법 사례 분석 결과를 참조하여 1) 필기문항 다양화, 2) 포트폴
리오 활용 검정 도입, 3) 검정방법의 디지털화, 3) 난이도에 따른 시험회차 및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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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기준 구분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일본은 지필시험에서 선다형 뿐 만 아니라 진위형과 같은 다양한 유형을 활용하고
있으며, 독일은 복잡하고 실제적인 과업을 기반으로 한 문항을 출제함.

❍ 영국과 호주에서는 장기간의 프로젝트를 부여하거나 현장경력 과정을 포트폴리오화하
여이를다양한내외부인력을활용하여평가하는과정을통해역량을인정하고있음.

❍ 독일과 영국에서는 PC 또는 태블릿을 활용하여 문항을 풀이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발하였으며, 특히 영국에서는 E-포트폴리오 시스템을 도입하여 다양한 형태의 증

거자료를 손쉽게 포트폴리오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필기나 실기를 회차별로 구분하지 않고 검정내용의 난이도에 따라 시
험회차를 구분함. 또한 일본은 난이도에 따라 합격기준을 상이하게 적용하기도 함.

❑ 국외에서도 AR/VR 기술은 교육훈련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주로 비
용 절감, 재료 장비 접근성 제고, 환경 통제 가능성 확보, 위험 방지 등을 위해

활용되고 있음.

Ⅳ.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요구 분석

❑ 4차 산업혁명 관련 융복합 신기술을 인정하는 자격 방안에 대한 인식 조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신기술 역량이 추가로 요구되는 경우, 자격에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현장 전문가는
융합형 자격을 운영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식한 반면, 공단 관계자는 교육훈련만

을 인증하는 방안이 더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융합형 자격을 인정하는 방법에 대해 현장 전문가와 공단 관계자 모두 교육훈련 이
수와 기관의 평가 후 인정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융합형 자격의 적절한 명칭에 대해서는 융합(형) 자격, 플러스 자격, 확장(형) 자격
이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디지털 리터러시를 평가하는 방안에 대한 인식 조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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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전문가와 공단 관계자 모두 종목을 전환하여 기술적/기술외적 측면을 검정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기존 종목 중 가장 적절한 종목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현장 전문가는 정보처리기
능사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공단 관계자는 정보처리기사의 응답 비중이 가

장 높게 나타났음.

❑ 국가기술자격 검정 중단 개선 방안에 대한 인식 조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 시행 계획 수립 및 폐지 주체에 대해 현장 전문가는 관계
자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공단 관

계자는 자격 검정기관에서 검토 및 수행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음.

❍ 특정 종목의 현장 수요가 감소하여 검정 중단(중지) 및 폐지 시 적절한 과정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현장 전문가와 공단 관계자 모두 응시인원 기준에 따라 2년 1회, 3

년 1회 순으로 검정 횟수를 줄이다가 응시인원이 폐지 기준에 이르는 때에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국가기술자격 유효기간 운영 방안에 대한 인식 조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국가기술 자격 취득 후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 제도 필요성에 대해 현장 전문가와
공단 관계자 모두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유효기간 설정 종목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 전문가와 공단 관계자 모두 적절
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적정 유효기간에 대해 현장 전문가는 평균 7.2년, 공단 관계자는 평균 7.3년으로
매우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기간의 범위를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현장 전문가와 공

단 관계자 모두 적정 유효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하라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음.

❍ 자격 갱신 방안에 대해 현장 전문가와 공단 관계자 모두 보수교육 프로그램 이수,
경력 또는 경험의 인정심사 순으로 응답 비중이 높았음.

❍ 적정 보수교육 시간에 대해 현장 전문가는 평균 22.5시간으로 공단 관계자는 평균
17,1시간으로 응답하였음.

❑ 국가기술자격 검정방법 개선 방안에 대한 인식 조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viii • 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기술자격 제도 혁신방안 연구

❍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실기시험의 필요성에 대해 현장 전문가는 대체적으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반면, 공단 관계자는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e-평가 시스템에 대한 도입 방안에 대해 현장 전문가와 공단 관계자 모두 국가기술
자격 필기 시험에 e-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필기시험 문항 수 개선 방안에 대해 현장 전문가와 공단 관계자 모두 과목당 20개
문항으로 유지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수험자 1인에게 주어지는 문항의 수 형평성에 대해 현장 전문가는 문항의 수보다 문
항의 난이도 및 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공단 관계자는 과목

당 문항수와 관계없이 수험자별로 필기시험 문항 전체 수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필기시험 합격 후 실기시험 응시 규정에 대해 현장 전문가와 공단 관계자 모두 현행
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의 비중이 가장 높았음.

❍ 필기시험 문항 유형 확대 필요성에 대해 현장 전문가는 대체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
이 많았던 반면, 공단 관계자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소 많았음.

❍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 프로그램을 활용한 국가기술자격 검정 필요성에 대해 현장
전문가와 공단 관계자 모두 대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Ⅴ.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방안 개발

❑ 융합형 자격 운영 방안으로는 총 4개 방안을 제시하였음.
❍ 1안으로 교육훈련 기반 융합형(플러스) 자격 운영 방안을 제시하며, 2안 검정시험
기반 융합형 자격 운영, 3안 과정평가형 자격 기반 융합형 자격 운영, 4안 교육훈련

인정체제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음.

❍ 1안을 운영하기 위한 세부방안으로 교육훈련 기관 심사기준, 교육훈련 내용의 편성
기준, 교육훈련생의 수료기준 등의 운영방향을 제시하였음.

❍ 자격의 명칭은 융합형 자격 또는 플러스 자격이 적절하며, 종목의 개발은 드론, 자
율주행, 에너지효율화, 온실가스/미세먼지 대응,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로봇, 핀테크, 3D 프린터, 스마트공장/물류, 사물인터넷, 뇌과학,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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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O2O, 스마트 미디어 등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음.

❑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 방안으로는 총 3개 방안을 제시하였음.
❍ 1안으로 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목 전환 방안을 제시하며, 2안 평가도구 개발 및
보급, 3안 국가기술자격 도입(전환)+평가도구 개발 및 보급 방안을 제시하였음.

❍ 1안 운영의 예시로 정보처리기능사의 출제기준 변경 예시를 제시하였으며, 2안 운영
의 예시로는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 도구 개발를 위한 하위요인 예시를 제시하였음.

❑ 국가기술자격 검정 중단 개선 방안으로는 검정 중단 및 폐지 절차 개선(안), 종목
폐지 기준 개선(안), 종목 검정 중단 기준(안)을 제시하였음.

❍ (검정 중단 및 폐지 절차 개선) 자격시행기관에서 정량 지표를 통해 검정중단

및 폐지 검토 대상을 설정한 후 별도 협의체(가칭 국가기술자격종목검토위원회)

가 이들 종목을 검토하여 주무부처에 공유하고, 부처가 검정중단을 실행한 후

그 결과를 모니터링 하여 최종적으로 폐지를 검토함.

❍ (종목 폐지 기준 개선) 정량적 기준의 경우, 기준이 불명확하였던 응시자의 증
감 추이 검토 항목에 대한 기준을 ‘최근 5년 간 연평균 증감율이 음수이면서

평균 감소율보다 낮은 종목’으로 수립함. 정성적 기준의 경우, 국가 외 검정 금지

분야, 면허적 성격, 경력개발 시 주요 고려 자격 등을 제외하는 기준을 추가함.

❍ (종목 검정 중단 기준) 기사 이하 등급의 연간 응시인원이 270명인 경우, 2년
1회 검정 시행 필요성을 검토하고, 150명인 경우, 3년 1회 검정 시행 필요성

을 검토함. 단, 이 기준은 주무부처에 검정 중단을 요청하는 기준이며, 주무부

처는 종목의 정성적 기준을 확인하여 검정 중단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함. 정

성적 기준은 기존의 취득자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외에 국가차원의 기능 보존

또는 국가기간 산업 분야 여부, 면허적 성격 여부 등을 추가하여 개선하였음.

❑ 국가기술자격 유효기간 운영 방안으로는 유효기간 설정 대상 분야 및 종목(안),

취득 갱신방안(안)을 제시하였음.

❍ (유효기간 설정 대상 분야) ①생명, 건강, 안전 분야, ②기술/산업/법령 변화가
빠른 분야, ③국가기간전략산업 등 국가차원 인력양성 관련 분야에 유효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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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유효기간 설정 대상 종목) 설정 분야별 기준을 세분화하여 적용한 결과, 기능
장 1개, 기사 9개, 산업기사 15개, 기능사 10개 등 35개 종목에 유효기간 설

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취득 갱신방안) 보수교육과 경력 및 경험 인정심사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병행
하여 적용함. 보수교육의 경우 정규교육, 형식학습, 비형식학습의 포인트를 활

용하며, 경력 및 경험 인정의 경우 심사 신청을 통한 서류 심사를 진행함.

❑ 국가기술자격 검정방법 개선방안으로는 포트폴리오 실기 검정 도입, e-평가시스템
도입, 배점 기반 문항 추출을 통한 출제 효율화, 필기/실기 검정회차 유연화, 합

격기준 개선, 필기문항 유형 다양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 (포트폴리오 실기 검정 도입) 자격 종목 검정 내용 상 작업형 검정이 어려운

경우, 필답형 시험으로 대체 시행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실기 검정방

법에 포트폴리오 검정방법을 추가하며, 평가 기준과 도구 개발, 포트폴리오 접

수 및 전문가 검정, 최종 검정 및 자격 수여 등의 과정을 통해 검정을 시행함.

포트폴리오 검정은 1) 현행 필답형 검정 종목, 2) 산업기사 이상 종목, 3) 과

정평가형 자격 운영 종목(권장) 등에 우선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검토

결과 총 167개 종목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e-평가시스템 도입) e-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검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인력

효율화 도모할 필요가 있음. 단, PC평가 시 평가 환경을 감독할 위원은 현행

유지가 필요하며, 향후에는 영국 사례와 같이 PC나 태블릿을 활용하여 언제 어

디서든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장기적으로는

CAT 방식을 적용하여 문항 수를 전반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문항 출제 및 관

리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배점 기반 문항 추출을 통한 출제 효율화) 현행 문항 수 기반의 문제 추출 방
식에서 각 난이도별 배점을 상이하게 조정하고, 배점 기반의 추출 방식으로 변경

할 경우, 전반적으로 문항 수를 감소시켜 문제 출제와 활용을 효율화할 수 있음.

❍ (필기/실기 검정회차 유연화) 필기시험의 필요성 또는 가능성이 낮은 종목, 필
기시험이 생소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수요자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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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험 선행 합격 후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합격기준 개선) 단기적으로는 기능장, 기사 등 등급이 올라갈수록 합격률이 높
아지는 필기시험에 대해 상위등급 합격기준 상향 조정이 요구됨(기술사 제외).

장기적으로는 등급 또는 종목별 합격기준을 3년 또는 5년 간 주기적으로 검토

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필기문항 유형 다양화) 필기문항의 유형을 현행 선다형에서 진위형, 완성형,

단답형, 연결형(배합형), 서술형 등으로 다양화 하여 문항 출제 유연성 확보 및

중복 문제 출제 경감을 도모함.

❑ 국내외 AR/VR 활용 사례를 종합하여 AR/VR 활용 검정 종목 검토 기준을 수립
하였으며, 해당 종목을 제시하였음.

❍ AR/VR 활용 검정 종목 검토 기준은 AR/VR 도입 시 비용 절감, 재료 장비

접근성 제고, 환경 통제 가능성 확보, 위험방지, 즉석 결과 평가 가능성 확보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종목임. 다만, AR/VR 개발에 큰 비용이 소요됨을 고

려할 때, 최종적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검정 수요가 충분한지를 검토하여야 함.

❍ 현행 작업형 검정 종목은 실무(실기) 작업을 통해 검정이 가능한 종목으로

AR/VR 활용 검정의 현행 검정 대체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반면, 현행

필답형 종목은 작업형 평가방법의 구현 어려움, 작업의 위험성, 검정시설 또는

장비 확보 제한 등에 해당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기준 검토를 실시하였음.

❍ 검토 결과 AR/VR 활용 검정 검토 1순위 종목으로 기능장 1개, 기사 7개, 산
업기사 4개 등 총 12개 종목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2순위 종목으로는

기능장 6개, 기사 18개, 산업기사 12개, 기능사 1개 등 37개 종목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Ⅵ.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을 위한 제언

❑ 앞서 제시한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방안의 활용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
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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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복합 신기술에 대한 교육훈련 인정체제를 우선 도입하고, 추후 융합형 자격 운영
세부 방안과 신설 필요 종목에 대한 후속 연구가 요구됨.

❍ 디지털 리터러시의 기초 소양 측면을 고려하여 자격 도입 보다는 평가도구를 개발하
여 보급하는 방안을 우선 도입하고, 관련 자격 도입 타당성은 점진적으로 검토할 필

요가 있음.

❍ 국가기술자격 종목 폐지 기준 중 응시인원(30명 이하)과 취득인원(10명 이하)의 수
량적 기준은 상향 조정보다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함.

❍ 국가기술자격의 유효기간은 특히 생명, 건강, 안전에 직결되는 종목에 우선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국가기술자격 갱신은 취득 종목 관련 직무 수행자는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심사를,
미수행자는 보수교육을 통해 실시하며, 이를 위한 경력관리시스템과 보수교육 체제

마련이 요구됨.

❍ 필답형 종목 외에 작업형 종목에서도 직무 특성 상 성과를 점진적으로 축적하여 검
정하는 것이 적절한 종목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포트폴리오 활용 실기 검정 종목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향후 AR/VR 활용 실기 검정 종목은 비용적 측면, 검정 효과성, 관련 교육훈련 인
프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정 및 확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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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 필요성 

❑ 국가기술자격은 우리나라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체제 중 하
나로 그간 국내 산업 발전과 고도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왔음.

❍ 국가기술자격은 우리나라 산업화를 촉진하고, 경제 및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데 필요한 기술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1973년 관련

법인 국가기술자격법의 제정 및 공포에 따라 가장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왔음

(어수봉, 2017).

❍ 이를 통해 국가기술자격은 제도가 도입된 이래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기능
인력의 수급 및 인사에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으며, 자격의 신호, 선도 혹은

선별기능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음(나승일, 2016).

❑ 향후 우리 사회는 4차 산업 혁명의 도입에 따라 산업 및 직업 구조가 크게 변
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4차 산업 혁명이란 산업 전 분야에 IT 기술을 접목하고 이를 통해 산업구조
를 혁신하여 경제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산업혁명을 의미함

(산업은행, 2017).

❍ 이에 따르면, 전 세계 및 전 산업 구조는 파괴적 기술에 의해 빠른 속도로
대대적인 재편을 마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WEF, 2016).

❍ 또한, 기존의 발전 기술들은 상호 융복합되고, 함께 진화하는 새로운 패러다
임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됨(Klau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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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이러한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하기 위하여 핵심 전문 인력을 양성하
고자 하며, 이를 위한 기제로 국가기술자격 제도 역시 고도화될 필요가 있음.

❍ 현 정부는 이러한 4차 산업 사회에서 신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인력을 양성하
기 위한 새로운 직업교육훈련의 확산을 도모하고 있음(고용노동부, 2017).

❍ 이를 고려할 때, 인력 공급 및 역량 인정의 기제인 국가기술자격 역시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이 연구에서는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혁신
방안을 종목 혁신, 정책 혁신, 검정 혁신 등의 측면에서 마련하고자 하였음.

나.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 등 국가기술자격을 둘러싼 미래 환경에 대비한
자격종목, 정책 및 검정 혁신방안을 수립하는 데 있었음.

❍ 자격 종목 혁신 방안 수립
: 융합형 국가기술자격 도입 및 운영 방안, 디지털리터러시 평가 방안

❍ 자격 정책 혁신 방안 수립
: 국가기술자격 검정 중단제도 고도화 방안,

자격 유효기간 설정을 통한 갱신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

❍ 자격 검정 혁신 방안 수립:
국가기술자격 검정방법 개편빙안, 신기술을 활용한 평가 도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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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범위

❑ 이 연구의 범위는 크게 자격 종목 혁신, 자격 정책 혁신, 자격 검정 혁신 등 3
개로 구성하였으며, 각 범위별 연구 내용은 다음 그림과 같음.

[그림 Ⅰ-2] 연구 내용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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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가. 문헌연구

q 문헌 연구는 국가기술자격 제도 관련 법령 및 지침, 현황, 선행연구 등을 통해

국가기술자격 제도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각종 문헌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 분석 내용은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신설, 검정 중단 및 폐지 관련 법령(지침)
및 이슈, 국가기술자격 유효기간(갱신제도) 연혁 및 이슈, 국가기술자격 검

정 체제 현황 및 관련 이슈 등을 고찰하였음.

❍ 분석 대상은 연구보고서(정책보고서), 학술연구, 세미나·워크숍 자료 및 보
도 자료, 관계 법령, 각종 통계자료 및 매뉴얼 등을 대상으로 하였음.

나. 벤치마킹

q 벤치마킹은 4차 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자격 제도 선진 사례를 통해 국가기

술자격 제도 혁신 방안 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국외 자격 기관

등의 홈페이지와 관련 문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 분석 내용은 융합형 자격 제도의 운영,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 체제, 국가기
술자격 종목의 폐지 체제, 국가기술자격 유효기간(갱신제도) 운영 체제, 국

가기술자격 검정 체제 등을 고찰하였음.

❍ 분석 대상은 국외 자격 기관 등의 홈페이지, 각종 보고서, 학술연구, 세미나
자료 등을 대상으로 하였음.

다. 설문조사

❑ 설문조사는 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기술자격 제도 혁신방안에 대한 요구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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렴하기 위해 현장전문가 및 공단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 설문 대상은 현장전문가의 경우,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심의에 참여한

산업현장 및 교육훈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공단 관계자는 종목

별 담당 출제연구원, 자격 검정 관련 실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실시하였음.

❍ 설문내용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종목 운영 방안, 디지털 리터러시 평
가 방안, 국가기술자격 취득 후 유효기간 운영 방안, 검정 중단 및 폐지 방

안, 검정방법 개선 방안 등의 적정성으로, 공단 관계자에 대해서는 각 방안

운영 시 적정 종목에 대한 의견을 함께 조사하였음.

❍ 설문방법은 웹서베이, 팩스 및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구분 주요 내용

조사대상
·분야별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심의 관련 산업현장/교육훈련 전문가
·분야별 국가기술자격 출제 담당 연구원, 자격 검정 실무 담당자

조사목적
·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기술자격 제도 혁신방안 관련 요구 수렴 및
적정성 검토

조사방법 ·웹서베이, 팩스 및 이메일 조사

조사내용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종목 운영 방안 관련 요구 및 적정성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 방안 관련 요구 및 적정성
·국가기술자격 취득 후 유효기간 운영 방안 관련 요구 및 적정성
·국가기술자격 검정 중단 및 폐지 방안 관련 요구 및 적정성
·국가기술자격 검정방법 개선 방안 관련 요구 및 적정성
·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기술자격 제도 혁신방안 도입 시 우선 검토
대상 종목에 대한 의견(공단관계자에 한함)

조사기간 ·2018년 N월 N일부터 N월 N일까지

<표 Ⅰ-1> 설문조사 대상 및 내용





제2장. 국내 현황 및 관련 선행연구 분석 • 7

II. 국내 현황 및 관련 선행연구 분석

1. 국가기술자격 종목 혁신

가. 융합형 국가기술자격 관련

❑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소개한 4차 산업혁명은 산업

전 분야에 IT 기술을 접목하고, 이를 통해 산업구조가 혁신되는 과정을 의미함.

❍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
이 인더스트리 4.0의 개념을 의제로 소개하면서 새로이 등장

❍ 4차 산업혁명(Industry 4.0)은 산업 전 분야에 IT 기술을 접목하고 이를
통해 산업구조를 혁신하여 경제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진함.

❍ 제4차 산업혁명은 전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에

위치하면서도 기존 산업혁명과 차별화되는데, 이는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사

람의 두뇌를 대체하는 시대의 도래를 포함하기 때문임.

[그림 Ⅱ-1]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특징

자료: 산업은행(2017). 4차 산업혁명과 고용 변화 전망. 산은조사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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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속도, 범위, 시스템 등의 측면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전
영역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WEF, 2016).

❍ 속도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은 인류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빠른 속도의 획기
적 기술 진보 초래할 것임.

❍ 범위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은 전세계 전산업 분야에서 파괴적 기술에 의해
대대적인 재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시스템의 변화는 생산, 관리, 지배구조 등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예상됨.

구분 특징

속도(Velocity) 인류가전혀 경험하지 못한 빠른 속도의 획기적 기술 진보 초래

범위(Scope) 전세계 전산업 분야에서 파괴적 기술에 의해 대대적인 재편 전망

시스템 영향
(System Impact)

생산, 관리, 지배구조 등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시스템의 큰
변화 예상

자료: World Economic Forum(2016). The Future of jobs.

<표 Ⅱ-1>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산업구조 변화 전망

❑ 이에 따라 기존의 발전 기술들은 상호 융복합되고, 함께 진화하는 새로운 패러
다임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됨(Klaus, 2016).

❍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주요 기술 융합 영역으로 물리학에서는 무인운송수단,
3D 프린팅, 로봇공학, 신소재 등이 언급되고 있음.

❍ 디지털 영역에서는 사물인터넷, 블록체인시스템 등이 언급되고 있으며, 생물
학에서는 유전학, 합성생물할, 유전자 편집 기술 등이 언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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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세부 영역 융복합 전망

물리학

무인 운송수단
센서, 인공지능 발달로 드론, 트럭, 항공기 등 무인운송수단
활성화

3D프린팅
기존의 절삭가공이 아닌 적층 방식으로 제작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하며 의료, 자동차, 항공우주 등
광범위한 범위에 적용 가능

로봇공학
센서 및 인공지능의 발달로 다양한 업무수행 가능
사물인터넷 및 네트워킹 발달로 인간과 밀접한 협업 가능

신소재
그래핀(graphene)과 같은 최첨단 나노 소재는 강철보다
200배 이상강하며, 두께는 머리카락의 100만분의 1인
혁신적 신소재

디지털

사물인터넷
작고 저렴해진 센서기술 발달로 제조공정, 물류, 집, 운송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물인터넷 확산

블록체인시스템
서로 모르는 사용자들이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시스템으로
모두에게 공유되기에 특정 사용자가 시스템을 통제하기
어려우며, 금융거래, 증명서, 의료기록 등에 적용가능

생물학

유전학
과학기술의 발달로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비용은 줄고
절차는 간단해짐

합성생물학
DNA데이터를 기록하여 유기체 제작가능, 심장병, 암 등
난치병 치료에 적용 가능하며 농업 등에도 새로운 대안 제시

유전자 편집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 인간의 성체세포를 변형할 수
있고 유전자 변형 동식물도 만들어 낼 수 있음

자료: Klaus(2016). The forth industrial revolution: what it means, how to respond.

<표 Ⅱ-2>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주요 융복합 기술

❑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융복합 신기술과 관련하여 주요국 및 우리나라 정부 정
책, 선행연구 등이 전망하는 기술의 형태는 다음과 같음.

❍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정책(관계부처 합동, 2017)에서는 지능정보기술을 활
용하여 타 기술 및 산업과 융합 가능한 12개 산업 분야를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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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정부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 대책에 따른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전망

자료: 관계부처합동(2017).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통해 산업혁신과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12개 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2022년까지 관련 산업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음.

[그림 Ⅱ-3] 정부 제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에 따른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전망

자료: 관계부처합동(2017).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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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 분야를 살펴보면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무인자동차, 3D 프린팅 등 핵심기술들을 연계

하고 있으며, 첨단제조, 정밀의료, 두뇌, 고성능컴퓨팅, 로봇 등을 포함하여

13개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됨.

[그림 Ⅱ-4] 주요국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에 따른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전망

❍ 기타 문헌에서 강조하는 제4차 산업혁명 유관 산업분야를 살펴보면 스마트
산업의 Smile Curve에서는 인공지능, 전기차, 미디어, 패션, 전자상거래,

O2O, 핀테크 등의 산업분야를 강조하고 있음. World Economic Forum에

서는 전문서비스, 이동수단, 정보통신, 금융,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고용성장

률 상승을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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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 기타 선행연구에 따른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전망

❑ 교육훈련 분야에서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융복합 기술을 기존 분야별
교육과정에 반영한 융합형 교육과정을 통해 4차 산업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시도하고 있음.

❑ 인하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공학과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IT
기술(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을 융합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교육과정은 SW 기초/고급 교과 이수 후 IT 융합교과를 이수하는 형태로 구
성되어 있음.

❍ 이 중 IT 융합교과는 IT 기술 역량 관련 교과 집중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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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6] 융합형 역량개발 사례: 인하대학교 SW 융합공학과

❑ 울산과학기술원 디자인-공학융합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의 경우, 디자인 기반

과정과 공학 기반 과정을 융합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그림 Ⅱ-7] 융합형 역량개발 사례: 울산과학기술원 디자인-공학 융합 전문대학원

❑ 한세대학교에서는 사회과학 분야에 IT 기술을 접목한 교육을 실시하여 자격 취
득에도 연계하고 있음.

❍ 한세대학교의 U-city-IT 융합 도시정책학과(환경)에서는 기술+기술의 융합
이 아닌, IT기술과 사회과학(도시정책)을 융합한 전공을 운영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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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공의 특징은 도시정책학과 졸업 시 도시정책 석사 또는 박사 학위 뿐만
아니라 환경공학과 관련된 기술사/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된다는 점임.

[그림 Ⅱ-8] 융합형 역량개발 사례: 한세대학교 U-City-IT 융합 도시정책학과

❑ 반면, 자격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분야/기술 간 융합형 역량을 인정하는 방안
이 논의되고 있음.

❍ 자격 분야에서도 융합형 역량을 인정하여 향후 4차 산업 혁명 진행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신기술 역량을 선도, 신호 및 선별하도록 지원할 필

요가 있음.

❍ 이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은 현재까지 기존의 자격체제 하에서 관련 종목을 신
설하여 운영하는 연구(조정윤 외, 2017),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자격 종

목 구조나 검정 방식을 개선하는 연구(어수봉 외, 2017)가 수행되었음.

❑ 조정윤 외(2017)의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유망 국가기술자격 신설 직종연구
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관련하여 신설이 요구되는 유망 직종 자격 종목 선

정 기준을 수립하였고, 실제로 유망할 종목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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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을 중심으로 4차 산업 시대 유망 직종에 대해 자격을 신설하는
사례를 분석하였음

❍ 유망 직종 자격 신설 종목은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유망 국가기술자격 신
설 직종연구(조정윤 외, 2017)”에 제시된 자격을 기준으로 하였음.

❑ 어수봉 외(2017)의 국가기술자격제도 발전방안 연구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신산업 및 신직업의 등장, 직무단위에서 변화, 융복합화가 전망됨에 따라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격종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보고함.

영역 직업명 자격명

정보통신

빅데이터분석사 빅데이터분석

인공지능 전문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코디네이터 IoT서비스

클라우드시스템 전문가 클라우드시스템운영

공간정보 분석가 공간정보분석

가상현실 전문가 가상현실시스템

스마트시스템 디자이너 스마트시스템설계

기계

3D메디컬제작 3D메디컬부품제작

전기자동차 수리전문가 전기자동차수리

드론 수리 전문가 드론수리

웨어러블 기기 수리 전문가 웨어러블 기기 수리

농림어업
디지털농업, 스마트팜, 정밀농업 기술자 스마트팜시스템

해외수종 검사원 국외수종관리

금융·보험

핀테크전문가 핀테크시스템

로보어드바이저 전문가 금융상담시스템관리

비대면 금융전문가 비대면금융상담

금융보안 분석가 금융보안분석

환경·에너지
녹색건축 전문가 그린하우스건축

제로에너지집관리사 제로에너지하우스

문화·콘텐츠 무인항공촬영사 무인항공촬영
자료 : 조정윤 외(2017).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유망 국가기술자격 신설 직종 연구. P.102

<표 Ⅱ-3> 조정윤 외(2017)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유망 국가기술자격 종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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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방안으로는 자격종목별 4차 산업혁명 관련 변화를 분석하고 요구되는
역량을 자격종목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코딩역량 등을 공통 시험내용으로 지정방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빠른 기술 발전 및 직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나노자격(모듈자격) 도입 검
토하고, 다양한 방식의 선택과목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 관련

❑ 제4차 사업혁명 시대 성공적 진입을 위해 창의력, 공유와 협업, 컴퓨팅 사고력
및 문제를 인식하고 융합·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되고 있으며,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17).

[그림 Ⅱ-9]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

자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2017).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SW 융합인재 양성방안.

❑ 디지털 리터러시란 인터넷 정보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모든 사용자에
게 요구되는 비판적인 사고력과 의사소통능력을 의미함.

❍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은 Paul Gilster의 저서 디지털 리터러시에서 소개
된 것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란, 인터넷 정보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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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비판적인 사고력과 의사소통능력을 의미함.

❍ 협의로는 디지털매체 사용능력(기술사용 중심)을 중심으로, 광의적 개념으로
는 비판적 사고능력 및 의사소통능력(교육중심)을 포함함.

[그림 Ⅱ-10]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

자료: 장은우(2014). 인터넷 접근과 활용 및 인지요인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

❑ 현행 디지털리터러시 관련 국가기술자격은 정보처리 기능사/산업기사/기사, 정
보관리/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컴퓨터활용능력 자격 등이 운용됨.

❍ 정보처리기능사/산업기사/기사는 프로그램 및 알고리즘 설계, 데이터베이스

실무 등에 초점을 두어 검정하고 있음.

❍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은 컴퓨터 일반과 스트레드시트를 중심으로 검정함(1급
에서 데이터베이스도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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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1] 디지털 리터러시의 관련 자격 사례: 국가기술자격

❑ 대한상공회의소 민간자격인 ‘컴퓨팅 사고능력’은 컴퓨팅사고를 바탕으로 프로그
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

❍ 대한상공회의소 민간자격인 ‘컴퓨팅 사고능력’은 컴퓨팅사고(Computational
Thinking)를 바탕으로 일상 속 창의적인 해법과 효율적인 의사결정능력을

검정하며,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

는지를 평가함.

❍ 2018년은 3급만 시행하며, 컴퓨팅 사고지식(필답형), 컴퓨팅 사고구현(작업
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자료와 정보, 알고리즘 관련 역량을 파악함.

[그림 Ⅱ-12] 디지털 리터러시의 관련 자격 사례: 컴퓨팅 사고능력 자격(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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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생산성본부의 민간자격인 SW코딩자격은 미래 인재 핵심 역량인 컴퓨팅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한 자격으로 문제 해결과 알고리즘 설계, 기본 프로그래

밍(엔트리 또는 스크래치) 등을 검정함.

❍ 한국생산성본부의 민간자격인 SW코딩자격은 미래 인재 핵심 역량인 컴퓨팅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한 자격으로 국제 IT 자격기관인 ECDL Foundation

과 공동 개발함.

❍ 이 중 3급 시험은 문제 해결과 알고리즘 설계, 기본 프로그래밍(엔트리 또는
스크래치)을 중심으로 검정함.

[그림 Ⅱ-13] 디지털 리터러시의 관련 자격 사례: SW코딩 자격 3급(한국생산성본부)

❍ 2급 시험은 컴퓨팅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알고리즘 설계, 프로그래밍 언어

이해와 프로그래밍, 피지컬 컴퓨팅 이해 등을 중심으로 검정함.

[그림 Ⅱ-14] 디지털 리터러시의 관련 자격 사례: SW코딩 자격 2급(한국생산성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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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대학의 Larson(2000)은 일반사람들이 스스로 디지털 리터러시의 능력
을 체크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음.

❍ Larson의 체크리스트는 작업시간 관리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정보 수정
및 조작 능력, 인용 능력,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같은 경우, 현재에도 적용

할 수 있는 항목으로 고려하고 있음.

❍ 다만, 컴퓨터 기술 활용 능력 쪽으로 많이 치우쳤다는 제한이 있음(김민하

외, 2003)

[그림 Ⅱ-15] Larson(2000)의 디지털 리터러시 체크리스트 능력 지표 

자료: 김민하, 안미리(2003).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 확인을 위한 문항개발 및 능력 평가.

❑ 강정묵 외(2014)의 연구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진단도구를 기술, 활용, 마인
드 부분으로 구분하여 개발하였음.

❍ 강정묵 외(2014)의 연구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진단도구를 개발하여 현 대
학생에게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음.

❍ 기술, 활용, 마인드 부분으로 구분하여 개발하였으며, 컴퓨터·스마트 기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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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웹브라우저 기술적인 이용 능력과 기본·공공·경제·문

화에서의 활용 능력, 이용동기·윤리적 행동·법제도 인식 등의 마인드 능력을

측정하였음.

구분 주요 내용

기
술

컴퓨터
이용 능력

·컴퓨터 운영에 필요한 기본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 설치 또는 삭제

·유무선 인터넷 네트워크 환경 구성

·탐색기를 활용하여 파일이나 폴더의 속성을 복사, 삭제, 이동, 변경

·문제발생시 컴퓨터 성능관리, 제어판 등을 통해 복원 및 해결

스마트
기기 이용
능력

·스마트기기 사용에 필요한 계정 생성, 앱 설치 및 설정하여 사용

·다운로드 받은 앱을 백업, 업데이트, 필요없는앱 삭제

·일정/주소록, 가계부/차계부, 메모 등을 작성 및 관리

·사진이나 영상 파일을 문자서비스 또는 블루투스로 다른 사람에게 전송

·3G, 유무선 Wifi등 네트워크 설정

·사진, 영상 등의 파일을 클라우드컴퓨팅시스템(icloud, n드라이브 등)에
연동 및 관리

·위치정보나 잠금장치 등과 같은 보안설정

·테더링을 통해 여러 개의 스마트기기를 연동하여 컴퓨터처럼 사용

소프트
웨어/
어플리
케이션
이용능력

·문서프로그램(한글이나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을 이용하여 문서
불러오기 또는 작성

·포토샵, 윈도우 무비 메이커 등의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진/영상파일 편집

·압축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파일이나 폴더를 압축 또는 해제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악성코드(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의 검사 및 치료

웹브라우
저 이용
능력

·자주 찾는 사이트 즐겨찾기, 웹브라우저 초기화면, 탭사용에 대한 옵션 설정

·웹브라우저의 다양한 보안 설정기능을 활용하여 유해사이트, 스팸메일,
팝업 및 툴바 등의 관리

·인터넷프로그램사용시문제가발생하면, 기본상태로되돌리거나문제를해결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은 사진, 문서 등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며,
이를 저장/관리/삭제

<표 Ⅱ-4> 강정묵 외(2014) 디지털 리터러시 진단도구 측정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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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7)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교육과정 적용방안 연구
를 통해 디지털 테크놀로지 이해와 활용, 디지털 의식 및 태도, 디지털 사고

구분 주요 내용

활
용

기본생활

·일상정보에서 전문정보까지 상황별로 필요한 다양한 정보의 검색(업무,
학업, 가사, 개인용무,민원행정 등)

·전자우편(이메일) 및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마이피플 등) 전송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 마이크로 블로그로 자료 공유 및 댓글 달기

공공생활
·행정업무처리(민원서류 열람 및 발급, 공과금 조회 및 납부 등)를 위한
전자민원서비스 이용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정책 건의 및 민원 제기

경제생활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나 음식, 티켓 등 인터넷 구매/결재

·계좌조회, 이체, 납부 등의 인터넷 뱅킹 및 공인인증서 관리

·직장 또는 재택근무 등의 업무에 이용

문화생활

·음악 및 영화 등 영상물 감상

·교육 및 학습(업무/학업, 어학/자격증) 서비스 이용문이나 방송뉴스, 웹진
등 읽기

·네비게이션, 온라인 지도서비스(구글맵, 다음 거리뷰, 네이버지도 등) 및
교통정보 이용

마
인
드

이용 동기

·컴퓨터, 스마트기기, 인터넷은 현대생활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도구

·컴퓨터나 스마트기기, 인터넷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의 교제(모임, 동호회
등 참여 포함)

·컴퓨터, 스마트기기, 인터넷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새로운 분야의
지식을 얻거나 학습

윤리적
행동

·내가 직접 만들지 않고 온라인에서 취득한 정보를 다시 이용할 때 출처 명시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프라이버시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는 하지 않음

·음란 퇴폐물과 같은 반사회적 불건전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는 하지 않음

·익명이라 하더라도 온라인에 접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며, 악성댓글과 같이
네티켓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않음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정기적 진단 실시

법제도
인식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없게 되면,
정보공개법에 의거하여 정보공개를 청구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공평한 접근 기회를 주기 위해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대폭 확대

자료 : 강정묵, 송효진, 김현성(2014). 스마트시대의 디지털 리터러시 측정을 위한 
진단도구의 개발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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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디지털 실천 역량 등의 디지털 리터러시 프레임워크를 설정함.

❍ 디지털 리터러시의 교육과정 적용방안 연구를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
과 하위요소를 분석, 정의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프레임워크를 설정함.

❍ 디지털 리터러시 프레임워크는 ① 디지털 테크놀로지 이해와 활용(하위요소
5개), ② 디지털 의식, 태도(하위요소 3개, ③ 디지털 사고 능력(하위요소

3개), ④ 디지털 실천역량(하위요소 3개) 등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며, 각

하위요소 별로 세부 내용을 정의하고 있음.

구분 주요 내용

디지털
테크놀
로지
이해와
활용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기기의 원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정보를 관리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컴퓨팅시스
템

·컴퓨터, 모바일기기, 웨어러블
기기 등 하드웨어 작동원리 이해

소프트웨어
활용

·다양한 기기에서의 운영체제 및
응용 소프트웨어 활용 기술

인터넷과
네트워크

·인터넷 활용기술 및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원리 이해

정보관리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여 보존
및 전달하는 기술

코딩
·컴퓨터 언어의 이해 및 기본적
활용을 통한 아이디어 표현 능력

최신기술
이슈

·가상현실, 인공지능,로봇(센서),
3D프린터 등 최신 기술 동향

디지털
의식,
태도

디지털 리터러시는
사회의 공익을 추구하고
개인의 삶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기술과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규범과 윤리를
배우고 예절과 태도를
형성해야 한다.

생명 존중
의식

·디지털 환경에서의 생명의
존엄성 및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

디지털
준법정신

·네트워크 보안, 디지털
지적재산권 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디지털 사회규범 준수

디지털 예절
·사이버 폭력 예방 등 온·오프라인
환경에서의 디지털 기기 사용
예절

<표 Ⅱ-5>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7) 디지털 리터러시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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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준(2018)은 초연결사회와 관련된 디지털 리터러시 요소를 도출하고, 측정
지표를 개발하였음.

❍ 조성준(2018)의 연구에서는 초연결사회와 관련된 디지털 리터러시 요소를

도출하여 교육 방향을 제시하였음.

❍ 디지털 미디어 텍스트 특성의 이해와 기술방법 등과 함께 표절행위, 해킹 등
의 안전, 의사결정, 법적/윤리적 이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음.

구분 주요 내용

디지털
사고
능력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식, 기술,
태도를 통합적으로
학습하고 수행하기 위한
고차원적 사고력을
필요로 한다.

비판적
사고력

·수집한 정보를 이해, 분석,
추론·논증, 종합·평가할 수 있는
사고

컴퓨팅
사고력

·추상화와 자동화를 이용하여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

창의적
사고력

·다른 관점에서 현상을 바라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서로 다른 지식과 기술
영역을 융합하는 사고

디지털
실천
역량

디지털 리터러시는
소통과 협업의 과정을
거쳐 디지털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창작해낼 수
있는 실천적 역량이다.

의사소통 &
협업

·디지털 환경에서의 상호작용,
토의·토론, 협력적 과제수행 능력

문제해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문제를
분석 하고 대안을 고안하는 능력

콘텐츠 창작

·프레젠테이션(표현),
디자인(설계), 코딩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정보·미디어를
생성하는 능력

자료: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7). 디지털 리터러시의 교육과정 적용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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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6] 조성준(2018) 디지털 리터러시 요소

자료: 조성준(2018). 초연결사회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체계 확립에 관한 연구

2. 국가기술자격 정책 혁신

가. 국가기술자격 검정 중단제도 관련

❑ 국가기술자격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국가기술자격 종목 폐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국가기술자격 종목 변경과 관련된 법률은 국가기술자격법, 동법 시행령, 동
법 시행규칙이 있음.

❍ 구체적으로 국가기술자격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 자격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 또는 심의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 종목 폐지 검토 시 검토 항목은 필요성, 취
득자 수요 및 전망, 산업현장 부합성, 유사 자격 여부, 국가기술자격 운영

분야 및 국가 외 검정 금지 분야 해당 여부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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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은 자격 폐지 검토 주체를 고용노동부로 제시하고 있
으며, 부칙으로 통폐합된 자격의 취득자나 일부 합격 인정에 대한 경과조치 사

항을 규정하고 있음.

구분 주요 내용

국가기술
자격법

제5조
제4항

제5조(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중략···)

4.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6조
제4항

제6조(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① 국가기술자격제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중략···)

4. 국가기술자격의 등급ㆍ직무분야 및 종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8조
제2항

제8조의2(국가기술자격의 운영분야) (···중략···) ③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의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기술
자격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등의 기준)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종목신설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5호 및 제9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종목신설등의 필요성
2. 해당 자격종목의 직무 내용, 직무 범위 및 직무 난이도
3. 해당 자격 취득자의 수요 및 전망
4. 해당 분야 종사인원 및 인력양성 실태
5. 검정 응시인원의 적정성 및 검정 시행의 가능성
6. 해당 자격종목이 산업현장에 적합한 정도
7. 유사 자격의 존속 여부 및 운영실태
8. 법 제8조의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운영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9. 법 제19조에 따른 국가 외 검정 금지 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10.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2018). 국가기술자격법, 동법시행령.

<표 Ⅱ-6> 국가기술자격법 및 동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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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폐지 검토가 요구되는 경우,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에 검토의견서를 제
출해야 함.

❍ 통합 또는 폐지된 종목 취득자에 대해서는 통폐합 이후에도 취득 결과를 인증
하며, 필기시험에만 합격한 경우, 통합되는 대상 종목이나 폐지된 자격이 포함

된 동일직무분야에서 본인이 선택한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함.

구분 주요 내용

국가기술
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국가기술자격 종목신설등 검토의견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신설·변경 또는
폐지(이하 "종목신설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신설등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0.>

부칙
제5조

제5조 (폐지된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중
폐지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부칙
제6조

제6조(검정의 일부합격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부칙 제4조 표의 왼쪽란에 적힌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 부칙 제 4조는 2개 이상의 종목이 1개 종목으로 통합된 경우,
기존 종목과 통합 종목 간 관계를 제시함

※ 시행령 제21조는 필기시험 합격 이후 2년 간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조항을 말함(단,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해당 필기시험 1회를 면제)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폐지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폐지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같은 등급의 동일직무분야(별표
2의 유사직무를 포함한다)의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2018).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표 Ⅱ-7> 국가기술자격법 및 동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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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폐지의 필요성은 최근 3년 간 응시인원 또는 취득자 수, 산업현장 부합도,
응시자 증감 추이, 국가 차원의 기능보존/전수보호 대상 분야 여부, 국가기간

산업 관련 여부, 소관주무부처의 폐지에 대한 의견 등을 종합 검토됨.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 신설 등에 관한 지침(2010. 12. 23. 개
정)은 자격 종목 폐지와 관련하여 종목 정비 연구보고서 작성 및 심사에 대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종목 정비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종목 정비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 등
에 대한 항목이 제시되어있음.

❍ 종목신설 등의 검토 기준은 3년간의 연평균 응시인원이 30명 이하이거나 자
격취득자수가 연평균 10명 이하인 종목인지 여부, 산업현장 요구 부응, 응시

자 증감 추이, 기능보존 및 전수보호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됨.

항목 주요 내용

제5조
심사위원회

제5조(심사위원회) ①건설환경기준팀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타당성 검토, 종목개발 또는 종목정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종목 신설 등에 관한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환경기준팀장으로 하며 심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종목의 내․외부
자격전문가와 산업현장전문가를 위주로 구성한다. 다만, 종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훈련관계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중략···)

④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거나 의견을 제시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검토내용의 심사에 관한 사항
종목개발 및 종목정비 연구보고서에 관한 사항
제1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 연구기관 활용여부에 관한 사항
기타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표 Ⅱ-8>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등에 관한 지침(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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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주요 내용

제12조
종목정비

제12조(종목정비) 종목정비 보고서는 제11조 제3항에 준하여 작성하되,
관련법령의 개정 또는 선행 연구보고서 등에서 해당종목의 폐지․통합
또는 변경을 뒷받침하고 있거나, 심사위원회에서 토의․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보고서작성 전부 또는 내용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제14조(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①건설환경기준팀장은 종목개발 및
종목정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공단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절차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구보고서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15조
보고서의
제출

제15조(보고서의 제출) 건설환경기준팀장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종목개발 또는 종목정비를 확정한 경우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기술사 종목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1]
종목신설 등
검토 기준

가. 종목폐지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방향
-검정통계를 매년 검토하여 3년간의 연평균 응시인원이 30명
이하이거나 자격취득자수가 연평균 10명 이하인 종목인지 여부를
검토한다.
-자격의 직무분석결과와 노동시장 및 산업현장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산업현장에서 직무내용이 부재, 응시자의 증감추이를 검토한다.
-국가차원의 기능보존 및 전수보호, 국가기간산업과 관련여부 및 소관
주무부장관의 폐지에 대한 의견 등을 검토한다.

나 ~ 자 : “종목신설”의 검토기준을 준용하여 검토한다.

☞ ‘나 ~ 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서 정한 종목신설 등 정비 시
검토해야 하는 항목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임
(직무분석 결과, 자격 취득자 수요 및 전망 등)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2010.12.23. 개정).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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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종목 폐지와 관련
된 정량 기준을 토대로 현행 자격에 대해 검토하였음. 구체적인 기준은 ① 3년

간 연평균 응시인원(30명 이하), ② 3년 간 연평균 자격 취득인원(10명 이

하), ③ 응시자의 증감추이 등임.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기술자격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최근 3년 간 연
평균 응시인원을 분석한 결과, 전체 해당 등급 종목 중 기능사는 6.8%, 산업

기사는 9.1%, 기사는 6.9%의 종목이 ①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기능사의 경우, 아스팔트피니셔운전기능사를 포함하여 11개 종목(전체 기능
사 자격 중 6.8%)이 ①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산업기사의 경우,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를 포함하여 11개 종목(전체 산
업기사 자격 중 9.1%)이 ①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기사의 경우, 철도차량기사를 포함하여 8개 종목(전체 기사 자격 중 6.9%)이
①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② 3년 간 연평균 자격 취득인원(10명 이하) 기준과 관련해서는 전체 기능사
종목 중 5.6%, 전체 산업기사 종목 중 20.6%, 전체 기사 종목 중 14.7%가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기능사의 경우, 도화기능사를 포함하여 9개 종목(전체 기능사 자격 중

5.6%)이 ②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산업기사의 경우,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를 포함하여 25개 종목(전체 산
업기사 자격 중 20.6%)이 ②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기사의 경우, 철도차량기사를 포함하여 17개 종목(전체 기사 자격 중 14.7%)
이 ②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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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침은 ①과 ②기준에 대하여 “3년간의 연평균 응시인원이

30명 이하이거나 자격취득자수가 연평균 10명 이하인 종목”인지를 검토하므로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해 ③ 기준을 적용하였음.

❍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종목의 총계는 기사 18개 종목, 산업기사 25개 종
목, 기능사 12개 종목으로 나타났음.

❍ 이들 종목에 대해 응시인원 추이를 분석하였으며, 응시인원 추이는 대상종목
별 최근 5년 간 연평균 증감률을 계산하여, 연평균 증감률이 음수인 종목만

추출하고, 해당 종목의 평균 감소율보다 낮은 종목 최종적으로 추출하였음.

[그림 Ⅱ-17] 국가기술자격 종목 폐지 정량 기준 검토를 위한 응시인원 추이 분석 과정

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기술자격 통계자료에 제시된 검정형 자격 시험 응시인원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로, 필기시험 면제 조항을 고려하여 필기 및 실기응시인원 중 많은 
쪽을 기준으로 하였음.

** 연평균 증감률 = [ {(2017년 응시인원 ÷ 2013년 응시인원)^(1/4) }-1]*100(%)

❑ 응시인원 추이 분석 결과, 기사 5개 종목, 산업기사 12개 종목, 기능사 5개
종목 등 총 22개 종목이 ①부터 ③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단, 이 중 1개 종목(조리(일식)산업기사)은 면허형 자격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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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종목

기준 검토 결과(단위: 명, %)
면허형
종목
여부

최근 3년 간
연평균
응시인원

최근 3년 간
연평균
취득인원

최근 5년간
응시인원
감소율

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28.0 3.3 -23.0

해양공학기사 22.3 10.0 -13.8

메카트로닉스기사 10.3 1.5 -21.2

수산제조기사 34.7 4.0 -10.1

기상감정기사 34.0 3.7 -15.3

산업
기사

영사산업기사 31.3 3.7 -21.5

조리산업기사(일식) 20.3 3.3 -12.0 ○

항로표지산업기사 37.7 6.0 -16.3

철도토목산업기사 30.7 4.3 -11.3

광산보안산업기사 33.0 3.3 -17.3

철도차량산업기사 18.7 0.0 -20.8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 57.7 8.7 -17.4

판금제관산업기사 10.0 2.3 -15.9

주조산업기사 24.0 8.0 -34.3

임산가공산업기사 26.3 5.3 -24.4

소음진동산업기사 18.3 1.7 -13.2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9.3 1.0 -11.1

기능사

철도차량정비기능사 17.7 3.0 -11.7

판금제관기능사 16.0 18.3 -26.2

원형기능사 21.7 29.3 -11.1

광학기능사 16.7 10.0 -49.9

임산가공기능사 25.7 4.3 -32.9

<표 Ⅱ-9> 국가기술자격 폐지 정량 기준 검토에 따른 폐지 검토 종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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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에 따르면, 검정 수요에 따라 주무부처의 검토에 의해 검정 중단이 일시적
으로 가능할 수 있음.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주무부처에 대해 매년 1회 이상의 국
가기술자격 검정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검정 취득 예상 인원이 아주 적거

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검정을 생략할 수 있음.

❍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통보해야 함(제15조 2항).

구분 주요 내용

국가기술
자격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시행 등) ① 주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받을 사람이 아주 적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무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검정 시행계획서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연도의 검정을 시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10월 31일까지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기술
자격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1조(검정의 시행 등) ① 영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받을 사람이 아주 적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2.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산업수요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우
3.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실기시험에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③ 영 제15조제6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이 개정된 경우
2. 검정 수요의 급격한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3. 검정을 시행할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10.
12. 13.]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2018).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 Ⅱ-10>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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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계획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 종목 검정 시행횟수는 연
간 수험인원을 주된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부 종목은 검정 시설이나 장비 등의

특성에 따라 조정됨.

❍ 1년 1회 시행되는 종목의 연간 수험인원 기준은 기술사와 기능장이 동일하
며, 산업기사/기사, 기능사 등일 동일함.

❍ 종목 소관 주무부처의 인력수급을 반영하며, 수험인원이 증가 또는 타 종목
의 수험인원에 비해 시행횟수가 적은 종목은 1회 증회하고, 수험인원이 감소

또는 타 종목의 수험인원에 비해 시행횟수가 많은 종목은 1회 감회함.

❍ 검정시설․장비 등 종목의 특성에 따라 시행횟수를 조정함(일부 종목은 종목
특성상 종목별 시행횟수 산정 기준 미적용).

구분 등급
시행횟수별 연간 수험인원 기준

1회 시행 2회 시행 3회 시행 4회 시행

기술·기
능 분야

기술사 100명 미만
100명 이상
500명 미만

500명 이상 -

기능장 100명 미만 100명 이상 - -

산업기사/기사 400명 미만
400명 이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

기능사* 400명 미만
400명 이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4,000명 미만

4,000명 이상

서비스분야 400명 미만
400명 이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

주 1) 기능사 등급 연간 수험인원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 등 필기시험 면제검정을 제외한 
인원을 의미함.

<표 Ⅱ-11> 국가기술자격 등급별 시행횟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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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와 아스팔트피니셔운전기능사 자격은 최근 5년 간 격년
검정 후 2018년에 롤러운전기능사로 통합되었음.

❍ 일시 검정 중단 제도는 최근 5년 간 2개 종목에 적용된 바 있으며, 2014년부
터 2018년까지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행계획(관계부처협동)에 따르면, 모터그레

이더운전기능사와 아스팔트피니셔운전기능사 자격은 격년 검정 후 통합되었음.

❍ 즉, 2개 종목에 대해격년에 1회씩 검정 중단을 실시하고, 1개 종목으로 통
합하였음.

년도 주요 내용
종목별 시행여부

시행종목 미시행종목

2014년

·정기검정:기술사 3회, 기능장2회,
기사/산업기사/서비스 4회,
기능사 5회(직업고교 등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포함)
·수시검정: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종목에 대해 실시
·상시검정: 정보처리기능사 등
기능사 종목 12개에 대해
시행지역별로 상시 실시

476개 ·1종목(컨벤션기획사1급)

2015년 ·(상동) 476개
·2종목(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 아스팔트피니셔운전기능사)

2016년 ·(상동) 479개 없음

2017년
·(상동)
·단 기능사에 대해 4회로 축소

477개
·2종목(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 아스팔트피니셔운전기능사)

2018년
·(상동)
·단 기능사에 대해 4회로 축소

476개
·없음(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아스팔트피니셔운전기능사
등이 롤러운전기능사로 통합)

<표 Ⅱ-12> 최근 5년 간 시행계획에 따른 검정 현황(한국산업인력공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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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기술자격 유효기간 관련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보수교육에 의한 갱신제도는 1999년 2월에 폐지되었으
며, 이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 방안이 논의되었음.

❍ 보수교육에 의한 갱신제도는 1983년 12월 도입 후 1999년 2월에 폐지되었
으며, 이후 2006년에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 방안이 논의되

었으나, 실제로 도입되진 않았음.

❍ 단, 종전 보수교육을 보완하기 위한 교육시간 축소, 온라인 교육 도입, 인센
티브 부여 및 자발적 이수 체제 전환 등이 함께 논의되었음.

[그림 Ⅱ-18] 국내 국가기술자격 취득 갱신 및 보수교육 연혁

❑ 기술사 등급에서는 기술사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할
경우, 자격 등록 후 3년 내에 90학점의 교육 이수 후 갱신함.

❍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 등급은 자격 등록, 교육훈련, 갱신으로 연계되는 선
진국형 기술사 육성, 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에 맞추고 있음.

❍ 자율학습 이수방법의 경우, 직무교육 뿐 아니라 학위 과정 교육, 연수, 논문
게재, 기술행사 참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수하여 학점 획득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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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9] 국내 국가기술자격 취득 갱신 및 보수교육 연혁

자료: 한국기술사회 홈페이지(2018). 계속교육(CPD)

❑ 국가자격인 보건 의료인, 수의사, 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경우 연간
8시간~40시간까지 보수교육과 의무연수를 이수해야 함.

보수교육 시간 해당자격

의료인 보수교육

연간 8시간 이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의료기사 보수교육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간호조무사

약사 연수교육 연간 8시간 이상 약사

수의사 연수교육 연간 10시간 이상 수의사

변리사 의무연수 2년 총 24시간 변리사

변호사 의무연수 2년 총 16시간 변호사

공인회계사 연간 40시간 이상 공인회계사

건축사 실무교육 3년 총 12시간 건축사
자료: 한국기술사회(2010). 기술사 교육훈련 제도소개

<표 Ⅱ-13> 국내 자격 보수교육/갱신 사례(국가전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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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전문자격인 청소년상담사의 경우, 청소년기본법 제24조에 의거하여 익년도
부터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청소년상담사의 경우, 청소년기본법 제24조2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
육을 실시하고 있음.

❍ 보수 교육의 형태는 집합교육과 이러닝 형태로 운영되며, 보수교육 방법은

이론 강의, 세미나, 실습 방법으로 운영됨.

[그림 Ⅱ-20] 청소년상담사 국내 자격 보수교육/갱신 사례(국가전문자격)

자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8).

❑ 국가전문자격인 청소년지도사의 경우, 청소년기본법 제24조에 의거하여 2년마
다 1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보수 교육의 형태는 집합교육 형태로 운영되며, 보수교육 방법은 이론 강의,
분임토의, 사례발표, 체험활동 등의 다양한 과정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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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1] 청소년지도사 국내 자격 보수교육/갱신 사례(국가전문자격)

자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8).

❑ 금융위원회 소관 공인민간자격 중 보수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11개 자격 종목
중 6개 종목의 갱신기간이 3년이었으며, 자격관리 기관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자격이 연장되는 형태임. 보험심사역의 경우 보수교

육은 진행하나 별도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지는 않음.

소관
부처

자격종목 등급 자격관리자
보수교육
진행여부

유효기간 보수교육 내용

금융
위원
회

신용관리사 -
(사)신용정보
협회

○ 3년마다 갱신등록

·신용관리사
역량강화를 위한
e-sStream영상강의
·자격기본법 제35조
및 신용관리사
자격관리세칙 제
64조

신용위험분석사(
CRA)

-
(사)한국금융
연수원

○ 3년마다 갱신등록 ·1회 이상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

신용분석사 - ○ 3년마다 갱신등록

여신심사역 - ○ 3년마다 갱신등록

<표 Ⅱ-14> 금융위원회 소관 국내 자격 보수교육/갱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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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소관 공인민간자격 중 보수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8개 자격 종목 모
두 자격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었으며, 유효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설정함.

보수교육은 8개 자격 중 4개 자격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며, 자격관리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보수교육 이수 후 자격을 갱신함.

소관
부처

자격종목 등급 자격관리자
보수교육
진행여부

유효기간 보수교육 내용

자산관리사(FP) - ○ 3년마다 갱신등록

재경관리사 -
삼일회계법인

Ｘ 평생 -

회계관리 1,2급 Ｘ 평생 -

AT(Accountin
g Technician)

TAT1급,T
AT2급,
FAT1급,F
AT2급

한국공인회계
사회

○ 5년마다 갱신등록

·AT시험
합격일(자격갱신일)로
부터 5년이 경과되기
6월전부터
보수교육을 이수,
자격증등록갱신신청서
제출

개인보험심사역 -
사단법인
보험연수원

○ - ·보험연수원에서 정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별도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지
않음

기업보험심사역 -
사단법인
보험연수원

○ -

신용상담사 -
신용회복위원

회
○ 3년마다 갱신등록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무료 교육을
인터넷 통해 수강 및
수료
·보수교육을 수료하면
자격 유효기간이
보수교육 수료일 기준
3년간 연장

자료: 각 자격별 자격관리자 홈페이지(2018년 8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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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부처

자격종목 등급 자격관리자
보수교육
진행여부

유효기간 보수교육 내용

금융
위원
회

신용관리사 -
(사)신용정
보협회

○ 3년마다 갱신등록

·신용관리사 역량강화를
위한 e-sStream영상강의
·자격기본법 제35조 및
신용관리사 자격관리세칙
제 64조

신용위험분석사(
CRA)

-

(사)한국금
융연수원

○ 3년마다 갱신등록 ·1회 이상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

신용분석사 - ○ 3년마다 갱신등록

여신심사역 - ○ 3년마다 갱신등록

자산관리사(FP) - ○ 3년마다 갱신등록

재경관리사 - 삼일회계법
인

Ｘ 평생 -

회계관리 1,2급 Ｘ 평생 -

AT(Accountin
g Technician)

TAT1급,
TAT2급,
FAT1급,
FAT2급

한국공인회
계사회

○ 5년마다 갱신등록

·AT시험
합격일(자격갱신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6월전부터 보수교육을
이수,
자격증등록갱신신청서
제출

개인보험심사역 -
사단법인
보험연수원

○ - ·보험연수원에서 정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별도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지 않음기업보험심사역 -

사단법인
보험연수원

○ -

신용상담사 -
신용회복위
원회

○ 3년마다 갱신등록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무료 교육을
인터넷 통해 수강 및 수료
·보수교육을 수료하면 자격
유효기간이 보수교육
수료일 기준 3년간 연장

자료: 각 자격별 자격관리자 홈페이지(2018년 8월 기준)

<표 Ⅱ-15> 기획재정부 소관 국내 자격 보수교육/갱신 사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인민간자격 20개 자격 종목 중 5개 자격종목에서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었으며, 보수교육의 경우 4개 자격종목에서 실시하고 있

었으며, 갱신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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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자격종목 등급 자격관리자
보수교육
진행여부

유효기간 보수교육 내용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e-Test
Professional

s

1,2,3,
4급

(사)한국창
의인성교육
연구원

X 평생

·2017년 12월 5일부로
유효기간(5년) 폐지
·유효기간이 2020년 08월
31일까지인 대상만 보수교육
1회 수료 후 유효기간 ‘평생’
적용

PC활용능력평
가시험
(PCT)

A,B급 (주)피씨티 X
성적발표일
로부터 2년

-

인터넷정보관
리사

전문가,
1ㆍ2급

(사)한국정
보통신진흥
협회

X 평생

·보수교육을 KAIT 운영규정
변경에 따라 폐지

리눅스마스터 1,2급 X 평생

디지털정보활
용능력
(DIAT)

초, 중,
고급

X 평생

네트워크관리
사

2급 (사)한국정
보통신자격
협회

O
5년마다
갱신등록 ·만료되기 전에 6개월 전부터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에서
제공하는 보수교육 수료 후 갱신PC정비사 1,2급 O

5년마다
갱신등록

정보기술자격(
ITQ) 시험

A,B,C
급

한국생산성
본부

X 평생 -

PC
Master(정비

사)
-

(사)한국정
보평가협회

O
5년마다
갱신등록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한국정보평가협회에서 제공하는
보수교육 이수 및 평가를 통해
자격을 갱신

데이터아키텍
처

전문가
(재)한국데
이터진흥원

X 평생 -

SQL
전문가,
개발자

(재)한국데
이터진흥원

X 평생 -

ERP물류정보
관리사

1,2급
한국생산성
본부

X 평생 -

ERP생산정보
관리사

X 평생 -

ERP인사정보
관리사

X 평생 -

ERP회계정보
관리사

X 평생 -

<표 Ⅱ-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내 자격 보수교육/갱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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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소관 공인민간자격 25개 자격 종목 중 15개 자격종목에서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었으며, 보수교육의 경우 5개 자격종목에서 진행됨.

❍ 한자·한문 전문지도사나 한자급수자격검정의 경우 자격 갱신 여부와 관계없
이 보수교육을 진행하는 형태였으며, 나머지 3개 자격종목의 경우 3년~ 5

년마다 갱신 등록을 하게됨.

소관부처 자격종목 등급 자격관리자
보수교육
진행여부

유효기간 보수교육 내용

정보기술프로
젝트관리전문
가(IT-PMP)

-
대한정보통
신기술(합)

O 3년
·프로젝트관리 전문가로써
지속적인 관리지식 및 기술지식
습득으로 능력 함양

RFID기술자
격검정

RFID-
GL,
RFID-
SL

(사)한국사
물인터넷협
회

X 평생
·보수교육 및 갱신등록
의무제도가 법률
제5890호('99.2.8.)로 폐지

IEQ(인터넷윤
리자격)

지도사
한국생산성
본부

X 평생 -

상공회의소 IT
+

레벨
1~5

대한상공회
의소

X 평생 -

데이터분석
전문가,
준전문
가

(재)한국데
이터진흥원

X 평생 -

자료: 각 자격별 자격관리자 홈페이지(2018년 8월 기준)

소관
부처

자격종목 등급 자격관리자
보수교육
진행여부

유효기간 보수교육 내용

교육부

한자능력급수
 특급, 특급Ⅱ (사)한국어

문회
X 평생 -

1, 2, 3, 3Ⅱ급 X 평생 -

TEPS(영어능력
검정)

1+, 1, 2,
2+급

(재)서울대
학교발전기
금

X 2년 -

한자실력급수
사범, 1급, 2급,

3급 (사)한자교
육진흥회

X 평생 -

한자·한문지도사
특급, 1급, 2급,

3급
X 평생 -

한자·한문
전문지도사

지도사2급, 1급,
훈장2급, 1급,

특급

(사)대한민
국한자교육
연구회

O 평생
·자격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

<표 Ⅱ-17> 교육부 소관 국내 자격 보수교육/갱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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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부처

자격종목 등급 자격관리자
보수교육
진행여부

유효기간 보수교육 내용

아동지도사급 O 평생 ·"대한민국한자급수자격시
험"의상위등급인
"3급~1급"취득자로,
보수교육이수시자격증에
이수날짜를명시

한자급수자격검
정

사범, 1급,
준1급, 2급,
준2급

O 평생

한자급수인증
장원 한국교육문

화회
X 평생 -

1,2,3 급 X 평생 -

영어회화평가시
험 ESPT

general 1급,
2급

(주)이에스
피평가아카
데미

X 2년 -

한국영어검정 1,2,2A급 (사)한국평
생교육평가
원

X 3년 -

한국한자검정 1,2,3,준3급 O
5년마다
갱신등록

·보수교육 또는 Report
작성을 통해 자격증을
PVC 자격증으로 갱신

한자능력자격 1,2,준2,3급
(사)한국한
자한문능력
개발원

X 평생 -

Mate
Speaking

Expert expert
~ Moderate
Mid (8개등급) 숙명여자대

학교

X 5년 -

Mate Writing
Expert ~
Moderate
Mid(5개등급)

X 5년 -

FLEX 중국어

1(A~C)급,
2(A~C)급,
3(A~C)급
(9개등급)

대한상공회
의소

X 2년 -
FLEX 일본어 X 2년 -
FLEX

독일어(듣기/읽
기)

X 2년 -

FLEX 스페인어
(듣기/읽기)

X 2년 -

FLEX 프랑스어
(듣기/읽기)

X 2년 -

FLEX
영어(듣기/읽기)

X 2년 -

FLEX러시아어
(듣기/읽기)

X 2년 -

상공회의소 한자 1, 2, 3급 평생 -

YBM 商務漢檢 1, 2, 3급
(주)와이비
엠시사

X 평생 -

한자어능력 1, 2, 3급
(사)한국정
보관리협회

X
5년마다
갱신
등록

·갱신신청서 작성

브레인트레이너 -
국제뇌교육
종합대학원
대학교

O
3년마다
갱신
등록

·뇌교육원격교육연수원
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 12시간

실용수학 1, 2, 3급
(사)한국창
의인성교육
연구원

X 평생 -

자료: 각 자격별 자격관리자 홈페이지(2018년 8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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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디지털포렌식전문가 자격을 보수교육을 통해 3년마다 갱신하고 있으
며,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사, 행정관리사도 5년마다 갱신등록하고 있음. 문화

체육관광부의 실천예절지도사 외 5개 자격 모두 2~5년의 갱신등록 기간을 설

정하고 있으며, 보수교육 또는 갱신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갱신할 수 있었음.

소관
부처 자격종목 등급 자격관리자

보수교육
진행여부 유효기간 보수교육 내용

법무
부

디지털포렌
식전문가 2급

(사)한국포
렌식학회/
한국인터넷
진흥원

O
3년마다
갱신등록

·자격 취득 후 3년 이내한국포렌식
학회에서 제공하는 보수교육을
24시간이수(오프라인 8시간,
온라인 16시간)

행정
안전
부

옥외광고사 2급 한국옥외광
고협회

X 5년마다
갱신등록

-

행정관리사 1, 2, 3급 (사)한국행
정관리협회

O 5년마다
갱신등록

·공인행정관리사 자격관리규정 3장
17조
·자격증 취득후5년 이내
한국행정관리협회에서 진행하는
보수교육을 12시간 이상 이수

정보시스템
감리사 -

(사)한국정
보화진흥원 X - -

문화
체육
관광
부

실천예절
지도사

-
(사)범국민
예의생활실
천운동본부

O 3년마다
갱신등록

·실천예절지도사 자격관리·운영규정
제67조 3항에 근거
·보수교육 8시간 수료 후 3년의
자격증 유효기간 유지

종이접기 마스터
(사)한국종
이접기협회 O

5년마다
갱신등록

·종이접기 마스터 자격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제35조 (자격유효기간)
및 제39조(보수교육)에 의거
협회가 제시하는 보수교육 과정
중 총 30시간의 보수교육 이수

한국실용글
쓰기검정

1, 2,
준2, 3,
준3급

(사)한국국
어능력평가
협회

O 5년마다
갱신등록

·(사)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가
제공하는 1시간 보수교육 수료 후
온라인평가 400점 중 240점
획득 필수

국어능력인
증시험

1, 2, 3,
4, 5급

(재)한국언
어문화연구
원

X 2년 -

KBS한국어
능력시험

1, 2+,
2-, 3+,
3-, 4+급

KBS한국방
송공사 X 2년 -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
(C-SAM)

2급
(사)한국소
프트웨어
저작권협회

X
2년마다
갱신등록

·한국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의
갱신시험을 통한 자격증 갱신

자료: 각 자격별 자격관리자 홈페이지(2018년 8월 기준)

<표 Ⅱ-18> 법무부, 행안부, 문화부소관국내자격보수교육/갱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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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개발컨설턴트의 보수교육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9개의 자격종목 중 샵마스터, CS Leaders(관

리사), 빌딩경영관리사,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 등의 종목에서 유효기간

을 3~5년으로 설정하고 있음. 또한 보건복지부는 3개 자격종목 중 병원행정

사, 수화통역사의 유효기간을 각각 2년, 5년으로 설정함.

소관부처 자격종목 등급 자격관리자 보수교육
진행여부 유효기간 보수교육 내용

농림축산
식품부

농어촌개발
컨설턴트

- 한국농어촌공사 - - -

산업통상
자원부

무역영어 1,2,3급　대한상공회의소 X 평생 -

샵마스터 3급
(사)한국직업연
구진흥원 O

5년마다
갱신등록 -

지역난방설
비관리사 - (사)한국에너지

기술인협회 - - -

CS
Leaders(
관리사)

-
(사)한국정보평
가협회 X

5년마다
자동갱신 -

GTQ(그래
픽기술자격) 1,2급 한국생산성본부 X 평생 -

빌딩경영관
리사 -

(재)한국산업교
육원 O 3년 ·한국산업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 이수
시스템에어
컨설계시공
관리사

- 한국냉동공조산
업협회 O 3년마다

갱신등록

·심화교육(4시간) :
시스템에어컨 설치실무,
제어기 설치 등

SMAT(서
비스경영자
격)

1급,
2급,
3급

한국생산성본부 X 평생 -

산업보안관
리사 -

한국산업기술보
호협회 O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 이수

보건
복지부

점역
교정사 1,2,3급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O -

·점역·교정사 민간자격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1조
·음악, 영어, 국어, 수학/과학
(컴퓨터) 등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
1회 이상 이수

병원행정사 - (사)대한병원행
정관리자 협회 O 2년

·병원행정사 및 건강보험사
관리규정제5조 1항
·사이버 보수교육

수화통역사 -
(사)한국농아인

협회 O 5년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실시하는
1회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자료: 각 자격별 자격관리자 홈페이지(2018년 8월 기준)

<표 Ⅱ-19> 농림부, 산자부, 보건부 소관 국내 자격 보수교육/갱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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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전산세무회계 자격을 보수교육을 통해 5년마다, 국토교통부는 3
개 종목 중 자동차진단평가사와 주거복지사 자격을 1년 이후 갱신하도록 하고

있음. 관세청은 원산지 관리사를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3

개 종목 중 도로교통사고감정사를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함. 산림청은 수목보호

기술자격 외 2개 종목을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허청은 지식재산

능력시험을 2년마다 갱신함.

소관부처 자격종목 등급 자격관리자
보수교육
진행여부

유효기간 보수교육 내용

고용
노동부

전산세무회
계

전산세무1,
2급,

전산회계1,
2급

한국세무사회 O
5년마다
갱신등록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50시간 이상 보수교육
과정 이수

국토
교통부

자동차진단
평가사

1~2급
(사)한국자동
차진단보증협

회
O

1년
이후
갱신

·매년 4시간씩 5년 동안 20시간
연수 받아야 함

주거복지사 - 한국주거학회 O
1년
이후
갱신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보수교육을
자격증 유효기간 내 8시간 이상
이수

실내디자이
너

-
한국실내건축
가협회

X 평생 -

관세청
원산지관리
사

-
(재)국제원산
지정보원

O
3년마다
갱신등록

·온라인 강의

경찰청

열쇠관리사 1급, 2급
(사)한국열쇠
협회

O - -

도로교통사
고감정사

- 도로교통공단 O
5년마다
갱신등록

·실제 교통사고 사례를 분석하여
교통사고감정서를 작성하는 실무
위주 교육으로 진행

신변보호사 -
(사)한국경비
협회

X 평생 -

산림청

수목보호기
술자격

기술자
(사)한국수목
보호협회

O 3년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6호(자격의 유효기간)와 우리
협회 수목보호기술자격
관리운영규정 제64조

분재관리사
전문관리사
, 1급, 2급

(사)한국분재
조합

O
3년마다
갱신등록

·한국분재조합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 이수

조경수조성
관리사

2~3급
(사)한국조경
수협회

O
3년마다
갱신등록

·매 3년 유효기간 전 1회의 본
협회 시행 보수교육 이수 시
3년이 연장

특허청
지식재산능
력시험

1급, 2급,
3급, 4급

한국발명진흥
회

X 2년 -

자료: 각 자격별 자격관리자 홈페이지(2018년 8월 기준)

<표 Ⅱ-20> 고용부 등 6개 부처 소관 국내 자격 보수교육/갱신 사례(국가전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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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자격 법정 보수교육 사례를 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경
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 규칙 제39조에 의거 법정 직무교육을 받아

야 할 의무가 있음. 신규 교육을 이수한 후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

개월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수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의해 선임된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가 신규 교육을 이수한 후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내에 이수해야 함.

❍ 안전관리자 보수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해 선임된 안전 관리자
가 신규 교육을 이수한 후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내에 이수

해야 하는 보수 교육임.

구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
규칙 제39조에 의한 법정 직무
교육(6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
규칙 제39조에 의한 법정 직무
교육(24시간 이상)

대상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신규 교육
이수자

·안전 관리자 신규 교육 이수자

목표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에게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및 산업 안전
보건 법령 등 사업장 내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 배양

·안전 관리자가 사업장 내 전반적인
안전 보건에 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직무와 역할을 이해하여
자율 안전 관리 업무를 가능 하도록
함

특징

·사업장의 자율 안전 관리를 통한
재해 예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 안전 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를 위한 교육

·사업장 내 산업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사업주와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를 보좌하며,
관리 감독자 및 안전 담당자에
대하여 지도·조언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 관리자를 위한 교육

<표 Ⅱ-21> 민간 자격 법정 보수교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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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 국가자격(면허), 국가전문자격, 공인민간자격 등에서 보수교육

사례를 종합하여 대상, 교육시간, 교육방법, 보수교육 미 이행 시 조치 등으로

유형화하여 정리할 수 있음.

구분

국가기술자격 국가자격 국가전문자격
공인민간
자격

민간 자격

기술사 보건의료인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대상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갱신) 하려는
기술사

·모든 의료인
및 의료기사

·청소년
상담업무를
하는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
종사하는
1~3급
자격소지자

·16개
부처청,
62개
기관,
99개
종목

·산업안전보건
법에 따라
채용된 안전
보건관리책임
자 및
안전관리자

대상 ·3년 내 90학점
·연간 8시간
이상

·자격 취득
익년도부터
매년
8시간(8차시
)이상

·2년마다
15시간

·갱신기간
2~5년
·8시간~5
0시간

·갱신기간 2년
·6시간~24시
간

교육
방법
(교육
내용)

·직무 교육
·석/박사 학위 교육
·학회, 단체 등에서
실시한 교육과 연수
·강사 활동
·산업현장에서의
업무경험
·토론회 등 기술행사
참석
·특허출원 및
기술자격 취득

·집합
교육(연수강좌
, 심포지엄,
집담회,
학술대회 등)
·온라인 교육
·자율학습 문제
출제(의료관련
법령,인문사회
의학,
의료정책,
연수교육 목적
부합 교과목)

·집합 교육
·온라인 교육

·집합 교육(2박
3일) ·이론강의

·온라인강
의
·실무위주
교육
·심화교육
·갱신시험
·영상강의
·법령
교육

·이론강의
·법령, 정책
·실무교육
·직무교육

·이론강의
·세미나
·실습

·이론강의
·분임토의
·사례발표
·체험활동

보수
교육
미이행
조치

·등록갱신의 취소
(기술사법제5조8)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자격정지 7일

·과태료부과(
1차 위반:
30만원, 2차
이상
50만원)

·과태료부과(1
차 위반:
30만원, 2차
이상 50만원)

·자격
정지

·채용 유지
불이익

<표 Ⅱ-22> 국내 자격 보수교육/갱신 사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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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2012)에서는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체계적 정리
와 고찰을 실시하였으며, 자격제도 운영에 따른 시사점이 도출되었음. 특히 보

수교육 및 자격의 유효기간 제도를 마련하여 자격 취득자 질을 담보해야 한다

는 시사점이 도출되었음.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2012)에서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국가기술
자격제도의 역할 및 기능연구를 수행하였음.

❍ 정부주도형 자격제도 도입, 산업현장 수요 반영, 국가수준 자격 운영기구 설
치, 자격취득자 우대, 보수교육 및 유효기간 제도 마련, 전산화 등의 시사점

이 도출되었음.

[그림 Ⅱ-22]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외(2012) 보수교육 관련 선행연구 주요 내용

❑ 고용노동부와 서울대학교(2012)에서는 국가기술자격 운영실태 및 현황 분석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자격 관리, 운영, 활용 측면의 시사점이 도출됨. 자격의

운영 측면에서는 검정방법의 다양화와 자격의 활용측면에서 유효기간 도입, 취

득자 사후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시사점도 도출됨.

❍ 고용노동부와 서울대학교(2012)에서는 국가기술자격 운영실태 및 현황 분석
연구를 실시하였음.

❍ 자격 운영에 산업계 참여, 현장직무 중심의 자격 종목 개편, 등급 재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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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방법 다양화, 자격 유효기간 도입과 취득자 사후관리 강화 등의 시사점

이 도출되었음.

[그림 Ⅱ-23] 고용노동부, 서울대학교 외(2012) 보수교육 관련 선행연구 주요 내용

❑ 김덕기(2004)는 자격취득자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산업구
조, 기술변화, 신기술 출현 등에 따른 변화를 기 자격취득자가 부응할 수 있도

록 계속교육훈련의 의미로 보수교육제도의 부활 필요성을 언급함.

❍ 김덕기(2004)는 자격제도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내실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연

구를 수행하였음.

❍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관리 운영상의 주요사항을 자격의 이념요소 측면(현장

성, 통합성, 활용성)에서 구분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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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4] 김덕기 외(2004) 보수교육 관련 선행연구 주요 내용

❑ 강순희 외(2003)는 국가기술자격제도 관리·운영 합리화 방안으로 자격종목의
합리적 개편 및 질 관리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시효 및 보수

교육의 개선 방안을 도출함.

❍ 강순희 외(2003)는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여 자격제도
의 기본 틀 및 관리 운영 방안을 제시함.

❍ 자격제도 관리 및 운영의 합리화 방안으로 국가기술자격의 자격기준 일몰제
도입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분야에 한하여 보수교육

의 필요성을 주장함.

[그림 Ⅱ-25] 강순희 외(2003) 보수교육 관련 선행연구 주요 내용



제2장. 국내 현황 및 관련 선행연구 분석 • 53

❑ 김덕기 외(2006)는 국가기술자격의 질적인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자격 취득자 대한 사후관리와 자격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수교육 및 등록갱신 규정을 부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음.

❍ 김덕기 외(2006)는 국가기술자격법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포함되어 있
는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활용증진 방안’ 도출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음.

❍ 특히, 개방형 자격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시사하면서, 자격 취득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자격의 실효성 여부 판단이 어려우므로 보수교육 및 등록갱

신 규정 부활을 고려하였음.

[그림 Ⅱ-26] 김덕기 외(2006) 보수교육 관련 선행연구 주요 내용

❑ 김덕기 외(2012)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교육훈련제도의 법적 근거와 시행 실
적을 분석하여 제도적 한계, 운영 성과 및 문제점을 도출함. 특히 자격취득자

의 질 제고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자율 참여 방식보다 유효기간을 도입하여 적

극적인 제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함.

❍ 김덕기 외(2012)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교육훈련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
하기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함.

❍ ① 개별 사업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교육훈련 법률 및 사례 조사,
②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 취득자의 보수교육 실태 조사, ③ 한국산업인력

공단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던 자동차정비 분야, 자동차검사 분야, 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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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대한 교육훈련 실태를 조사하였음.

❑ 한국산업인력공단(2006)은 총 224개의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대상으
로 교육훈련 도입·운영·사후관리 등의 전반적인 교육훈련 개선안을 제시함.

❍ 한국산업인력공단(2006)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 도입방안
을 제시함.

❍ 산업현장의 다양한 수요 변화를 반영한 교육훈련과 국제적 자격 통용성 확보
를 위한 교육훈련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교육훈련 개선안을 마련함.

[그림 Ⅱ-28] 한국산업인력공단(2016) 보수교육 관련 선행연구 주요 내용

[그림 Ⅱ-27] 김덕기 외(2012) 보수교육 관련 선행연구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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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기술자격 검정 혁신

가. 국가기술자격 검정 방법 관련

❑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하여 필기시험과 면접 또는 실기
시험으로 구성되며, 기술사 등급을 제외한 필기시험은 객관식, 실기시험은 작

업형, 필답형(일부)으로 운영되고 있음.

❍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4조에서는 검정방법을 필기시험·실

기시험·면접시험으로 구분하고 있음.

❍ 기술사 등급을 제외한 기술·기능분야 국가기술자격과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
자격은 필기시험 후 실기시험으로 검정하게 됨.

❍ 일부 종목은 필기시험 없이 실기시험만 실시하거나 필기시험 후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대체하게 되며, 기술사 등급은 필기시험 후 구술형 면

접시험으로 검정하게 됨.

자격등급
검정방법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기술·기능분야

기술사 단답형 또는 주관식 논문형 구술형 면접시험

기능장 객관식 작업형 실기시험

기사 객관식 작업형 실기시험

산업기사 객관식 작업형 실기시험

기능사 객관식 작업형 실기시험

서비스분야 전체 등급 객관식 작업형 실기시험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2018).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4.

<표 Ⅱ-23> 국가기술자격 등급별 검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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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이후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을 보는 검정방법 외에 실기시험만으로 검
정하는 자격, 필답형 또는 복합형 시험으로 검정하는 자격, 필기시험과 실기시

험을 연속하여 검정하는 자격도 있음.

❍ 한글속기 1~3급, 거푸집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 방수기능사, 미장기능사,

도배기능사, 지도제작기능사, 금속재창호기능사 등의 자격의 경우 필기시험

없이 실기시험만으로 검정하게 됨.

❍ 포장기사, 품질경영기사, 영사산업기사, 철도운송산업기사, 건축기사, 사회조
사분석사 2급, 직업상담사 2급 등의 자격의 경우 작업형 실기시험 대신 필

답형 또는 복합형 시험으로 검정하게 됨.

❍ 워드프로세서 자격의 경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연속하여 검정하게 됨.

❑ 기능의 숙련수준과 실무경험, 전문지식에 따라 기능사부터 기술사까지 검정기
준이 설정되어 있음.

❍ 기능사의 경우 관련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작, 제조, 조작, 운전, 보수 등의
관리 및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하고, 산업기사의 경우 기술기초이론지식과

복합적인 기능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기사의 경우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으로 설계 등의 기술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기능장의 경우 최상급 숙련기능과 함께 작업관리, 지도 및 감독, 훈련

등이 수행 가능해야 하며, 기술사의 경우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

각한 관련 종목의 모든 기술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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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등급 검정기준

기술사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사업관리, 기술관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기능장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 관리, 소속기능 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기사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
시공, 분석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산업기사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기술기초이론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기능사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작, 제조, 조작,
운전, 보수, 정비, 채취, 검사. 또는 직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자료 : Q-net 홈페이지. Retrieved from http://www.q-net.or.kr/

<표 Ⅱ-24> 국가기술자격 등급별 검정기준

❑ 검정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필기시험·실기시험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
며, 기사·산업기사 필기시험의 경우 과목당 4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함.

❍ 필기시험의 경우 기능사부터 기능장, 기술사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획
득해야 통과할 수 있으며, 산업기사와 기사는 과목당 20문항으로 과목당 40

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획득해야 함.

❍ 실기시험의 경우 기능사부터 기능장까지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 시험
을 총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획득해야 하며, 기술사는 구술형 면접시험을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획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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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등급

합격기준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기술사
·단답형 또는 주관식 논문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구술형 면접시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기능장
·객관식 4지 택일형(60문항)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기사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산업
기사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기능사
·객관식 4지 택일형(60문항)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자료 : Q-net 홈페이지. Retrieved from http://www.q-net.or.kr/

<표 Ⅱ-25> 국가기술자격 등급별 검정방법 및 합격기준

❑ 일부 종목의 경우 작업형과 필답형과 작업형을 혼합한 복합형 검정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음.

❍ 항공기관정비기능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가스기능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식
물보호기사의 경우 작업형 시험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위험물산업기사, 가스/산업안전/건설안전 산업기사/기사의 경우 필답형과 작
업형을 혼합한 복합형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위험물산업기사, 가스/산업안전/건설안전 산업기사/기사의 경우 필답형과 작
업형을 혼합한 복합형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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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격종목 검정방법

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작업형 작업형(작업+영상+오랄)

항공기체정비기능사 작업형 작업형(작업+영상+오랄)

가스기능사 작업형 작업형(영상+배관작업)

산업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작업형 작업형(수목:2시간 30분, 농작물:2시간)

위험물산업기사 복합형 필답형+ 작업형

가스산업기사 복합형 필답형+ 작업형

산업안전산업기사 복합형 필답형+ 작업형

건설안전산업기사 복합형 필답형+ 작업형

기사

식물보호기사 작업형 작업형

가스기사 복합형 필답형+ 작업형

산업안전기사 복합형 필답형+ 작업형

건설안전기사 복합형 필답형+ 작업형

자료 : Q-net 홈페이지. Retrieved from http://www.q-net.or.kr/

<표 Ⅱ-26> 작업형, 복합형 등의 시험 종목 예시

❑ 작업의 위험성, 구현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일부 종목의 실기시험은 동영상을
제공하여 컴퓨터로 체크하는 형태와 오랄테스트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음.

❍ 항공기관정비기능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등의 일부 종목의 경우, 동영상 시
험, 작업형 시험, 오랄 테스트 등을 혼합하여 실기시험을 보고 있음.

❍ 이는 작업형 평가방법의 구현 어려움, 작업의 위험성, 검정시설 및 장비의

확보 어려움 등의 이유로 적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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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직업자격학회(2017)에서는 평가도구의 타당성 등을 강화하고, 종목별 특
성에 따라 시험 활용범위를 유형화, 문제유형 다양화 요구가 있었음.

❍ 한국직업자격학회(2017)에서는 국가기술자격제도 발전방안 연구를 시행하였음.
❍ 평가도구의 타당성, 신뢰성, 최신성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종목별 특성
에 따라 시험 활용범위를 유형화하며, 문제 유형을 다양화하여야 함.

구분 주요 내용

연구
목적

·제4차산업혁명 등 기술/경영 환경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기술자격의 발전방안을 마련

관련
주요
내용

·국가기술자격 검정방식이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평가도구의 타당성, 신뢰성, 최신성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필기시험: 종목별 특성에 따라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의 활용범위를
유연화하고, 필기시험의 문제유형을 다양화해야 함.
·실기시험: 종목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문제유형을 혼합하여 평가의
타당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작품 제작, 작업수행평가, 시뮬레이션, 포트폴리오 등

자료: 한국직업자격학회(2017). 국가기술자격제도 발전방안 연구.

<표 Ⅱ-28> 한국직업자격학회(2017) 검정방법 관련 선행연구 주요 내용

항공기관정비기능사 실기시험(작업+영상+오랄)

가. DVD 동영상 문제를 보고 컴퓨터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하여 답하시오.(1시간)

나. 각 항별로 주어진 시간 안에 작업을 하시오.
1) 감독위원이 지정한 부품에 토크(Torque)작업을 하고 안전결선(Safety wire)
작업을 하시오.

2) 감독위원이 지정한 왕복기관의 실린더 장착작업을 하시오.
3) 감독위원이 지정한 제트기관의 공기흡입 부분을 정비작업을 하시오.
(가) 공기흡입 부분 장탈
(나) 공기흡입 부분 장착
4) 감독위원이 지정한 부품에 색조침투검사 작업을 하시오.

다. 감독위원이 질문하는 오랄 테스트 문제에 답하고 답안지에 쓰시오
자료 : 큐넷(2018). 항공기관정비기능사 공개문제(2017).

<표 Ⅱ-27> 항공기관정비기능사 실기시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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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진현(2016)은 문제은행식 출제, 시험 변별력 문제, 실기시험 강화 요구 등
이 제기되었음.

❍ 장진현(2016)은 ICT 관점에서 바라본 국가기술자격제도 개선 연구를 시행
하였음.

❍ 문제은행식 출제, 변별력 없는 문제, 시대에 뒤떨어진 문제, 공신력 문제, 기
술 등급 간에 차이가 없어 유사한 실기시험을 치르는 문제 등이 제기되었음.

구분 주요 내용

연구 목적
·국가기술자격제도가 당면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원인과 상황을
가능한 한 실제 데이터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

관련 주요
내용

·필기시험: 3~5배수의 문제은행식 출제(똑같은 문제의 반복 출제)로
시험의 변별력이 떨어지는 문제점, 시대에 뒤떨어진 문제 출제, 문제의
자체 오류로 인한 공신력 문제, 산업현장 실무와 검정 과목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
·실기시험: 회로제작을 하거나 필답형 시험으로 대체 시행하는
문제점(전자/정보통신 종목), 기술 등급 간에 차이가 없어 유사한
실기시험 유형을 실시, 실기시험 강화 필요, 검정장비의 부실과
수검자에 익숙하지 않은 시설의 개선 요구

자료: 장진현(2016). ICT 관점에서 바라본 국가기술자격제도 개선.

<표 Ⅱ-29> 장진현(2016) 검정방법 관련 선행연구 주요 내용

❑ 나승일 외(2012)는 종목과 직종의 차이를 고려한 다양한 검정방법의 도입을

요구하였음.

❍ 나승일 외(2012)는 국가기술자격 운영실태 및 현황분석 연구를 시행하였음.
❍ 종목에 맞는 검정방법의 다원화, 작업형 실기시험에서의 동영상 평가 도입

요구, 직종의 차이를 고려한 검정방법의 도입 등의 이슈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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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연구 목적
·국가기술자격제도 추진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환경분석을
토대로 향후 국가기술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을 설정

관련 주요
내용

·종목에 맞는 검정방법의 다원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작업형
실기시험은 포트폴리오 평가, 동영상 평가 등의 도입 요구가 있었음.
·기존의 작업형 이외의 다양한 검정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검정방법의 다원화를 위한 방안으로 과정이수형 자격 적극 운영 필요
·직종의 차이를 고려하여 경력을 통해 검정이 될 수 있는 종목에 한해
포트폴리오 검정을 도입하는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함.

자료: 나승일 외(2012). 국가기술자격 운영실태 및 현황분석.

<표 Ⅱ-30> 나승일 외(2012) 검정방법 관련 선행연구 주요 내용

❑ 노근철 외(2011)은 검정시행환경이 다름에도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시 기관

간 동일 수수료 적용에 대한 검정수수료 현실화를 요구하였음.

❍ 노근철 외(2011)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수수료 관리체계 개선 연구를 시행하였음.
❍ 검정시행원가에 차이가 있으나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동일한 수수료를 적
용하는 등의 이슈에 대한 검정수수료 현실화 요구 제기

구분 주요 내용

연구 목적
·검정수탁기관별로 자체적인 기준에 의해 설정된 검정수수료의
적용기준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후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준을 설정

관련 주요
내용

·검정수수료 현실화 필요
·검정수탁기관별 소요비용 산출기준과 산출 방식이 상이
·검정시행환경이 달라 검정시행원가에 차이가 발행하나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면접, 필답)의 경우 기관 간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
·수탁기관 손실 발생 보전 요구 등

자료: 노근철 외(2011). 국가기술자격 검정수수료 관리체계 개선 연구.

<표 Ⅱ-31> 노근철 외(2011) 검정방법 관련 선행연구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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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회(2008)는 시험 관리 상 문제점으로 출제 연구 인력의 부족, 자격 검정
시험장의 부족, 낮은 자격시험 응시료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음.

❍ 김동회(2008)는 우리나라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를 시행
하였음.

❍ 시험 관리 상 문제점으로 출제 연구 인력의 부족, 자격 검정 시험장의 부족,
낮은 자격시험 응시료 등을 제기하였음.

구분 주요 내용

연구 목적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에 따른 고용 및 임금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국가기술자격의 제도적 측면과 운영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시장친화적 발전방안을 모색

관련 주요
내용

·국가기술자격 시험관리상 문제점 제기
-출제 연구 인력의 부족
-자격검정 시험장의 부족
-낮은 자격시험 응시료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문제점 제기
-노동시장에서의 임금효과의 미흡
-자격제도의 신호기능 역할 미흡

자료: 김동회(2008). 우리나라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표 Ⅱ-32> 김동회(2008) 검정방법 관련 선행연구 주요 내용

❑ 각종 보도자료에서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하여 시험 문제 유출,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기준에 의한 심사 문제, 시험감독위원의 부적절한 위촉 등에 대한 문제

를 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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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연합뉴스(2018.6.26)
·시험 관리위원, 카페 운영자 등이 전기기능장 문제지
빼돌려 수험생에 실시간 답안 유출

뉴스1(2018.4.19) ·[단독]국가최고 자격증 ‘기능장’시험서 문제 유출

매일경제(2017.8.30)
·한국산업인력공단, 허위 서류 제출한 기술자를
‘대한민국명장＇으로 둔갑시켜

뉴스1(2015.8.24) ·‘커닝용 앱’이용 국가자격시험 합격 중국인 81명 검거

약업신문(2014.11.27)
·네일미용사 첫 국가기술자격 시험 후폭풍
- 문제 사전 유출 의혹 등 논란 잇달아

<표 Ⅱ-33> 국가기술자격 검정방법 관련 보도자료 주요 이슈

나. 신기술 활용 평가 방법 관련

❑ VR은 실제처럼 느낄 수 있는 통합된 경험을 지칭하고, AR은 현실세계 위에
가상의 정보를 덧입힌 것을 경험하는 것을 뜻함. VR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증강가상, 대체현실, 혼합현실 기술 등이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VE(Virtual

Environment)는 VR이라는 용어로 통용됨

❍ VR은 인간의 모든 감각을 사용하여, 실제처럼 느낄 수 있는 통합된 경험을
지칭함. 즉, Hologram, VR 및 AR 등 기술적으로 구분되는 모든 것들이

사실상 VR임.

❍ AR은 'Google Glass' 및 '포켓몬 고＇와 같이 전용 Glass 혹은 스마트폰
을 활용하여 현실 세계 위에 가상의 정보를 덧입힌 것을 경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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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9]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의 기술적 분류

한국콘텐츠진흥원(2016). 방송영상산업백서

❑ 국내 VR/AR 기술은 역량의 평가 또는 검정 과정보다는 일부 교육훈련에서 활
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격 검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관련 사례

를 고찰하였음.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는 고비용, 고위험, 고장 위험성, 접근성 등의 훈련 환
경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가상훈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콘텐츠의 유형은

콤포넌트형, 시나리오형, 장비실습형으로 구분함.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코리아텍) 가상훈련을 "특정한 교육에 필요한 장비나 환
경 등의 상황을 가상으로 구현하여 실제 상황처럼 진행하는 교육"으로 정의

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가상훈련연구센터를 구축하여, 가상훈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음.

❍ 약 20과정의 가상훈련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콤포넌트형, 시나리오형, 장
비실습형 등의 콘텐츠 개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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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AR/VR 및 시뮬레이션 교육은 주로 교육훈련 상황에서 발생하는 안
전사고 문제를 해소하고자 활용되고 있음. 농촌진흥청에서는 농기계 운전의 사

고 발생 위험을 줄이고자 농기계 운전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2014년에는 교

육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교육에 학습자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경운기 운전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였음.

❍ 농촌진흥청에서는 VR 기기(HMD)를 활용한 사고발생 위험과 책임부담으로
인해 가상현실을 적용한 경운기 운전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였음.

❍ 농용 트랙터 운전교육 시뮬레이터(2014)가 개발되어 있으므로, 농기계운전
기능사 실기시험에서의 활용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음.

[그림 Ⅱ-3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기술공학 가상 훈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2015). 기술공학 분야 가상 훈련: 2015년 대학 이러닝 
우수사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코리아텍)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2018). Retrieved from
https://vt.e-koreatech.ac.kr/front/course/course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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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1] 농촌진흥청 경운기 운전 시뮬레이터(VR)

자료: 국립농업과학원(2017). 경운기 안전운전 교육용 시뮬레이터 개발

❑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교통안전분야 교육에 가상현실헤드셋을 포함한 VR기술, 모션
센서 기술 등을 활용하고 있음. 특히 체험자의 안전행동 여부에 따라 점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상호작동방식을 도입하였으며, 자격 도입 및 활용 시 참고할 수 있음.

❍ 도로교통공단은 서울 등 5개 지역에 첨단교육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VR
기술, 모션센서기술, 4D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체험형 안전 교육을 제공하

고 있음.

❍ 운전모듈(핸들, 브레이크, 액셀 등을 장착하여 스스로 작동하고 개별적인 점
수를 채점하는 상호작동방식(Interactive Method)을 도입하여 교육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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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2] 도로교통공단 첨단교육센터 VR 활용 교육

자료: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2018). Retrieved from
https://www.koroad.or.kr/kp_web/krPrView.do?board_code=GABBS_050&board_num=133978&file_num=

도로교통공단 보도자료(2017.12.26). 도로교통공단 VR기술로 첨단교육센터 구축 보도자료.
도로교통공단 보도자료(2018.04.18). 가상현실(VR) 활용한 교통안전교육 실시 보도자료.

교통신문 보도자료(2018.03.26).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찾아가는 체험교육‘ 실시 Retrieved
from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859

❑ 또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위해 증강현실(AR) 방식을 도입하여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음. 본인이 워크북에 실제 색칠한 그림을 스마트폰의

앱을 실행 후 비추게 되면, 그림을 반영한 증강현실 교육이 시작되는 구조임.

❍ 도로교통공단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위해 증강현실(AR)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색칠놀이와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을 증강현실로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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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3]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 증강현실체험 교육

자료: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2018). Retrieved from
https://www.koroad.or.kr/kp_web/coloringEdu.do

서커스AR 유튜브 채널 Retrieved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Bcjmg6lUrXo

❑ 안전 분야 외에도 교육 환경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시뮬레이
션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음. 드론 조종자 국가 자격증의 경우, 교육생이 실제

드론을 조종하는 기술을 익히는 데 공간이나 기상의 환경을 제약할 수 없는 한

계와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의 교육기관에서 드론 모의 시뮬레이터

를 활용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 드론 조종자 국가 자격증(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 조종증명서)의 경우, 실
기시험 전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이 필요하며, 실기시험을 위한 비행

연습이 반드시 필요함.

❍ 다만, 시/공간과 기상, 안전 등의 이유로 교육생이 원하는 시간에 실시할 수
없어 모의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비행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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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4] 드론 시뮬레이션 활용 교육 환경 제약 해소 사례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2018). 항공/초경량 자격시험 정보; 신라대학교 부산무인항공교육원(2018).

❑ 이 외에 가상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교육훈련 과정의 비용 문제, 즉석결과 평
가 제한성 등을 해소하고자 시도한 사례가 있음. 최유진 외(2014) 는 연구과

정에서 초보 수준의 기술직업 전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문제, 재료 낭비,

의사소통 한계, 즉석결과 평가 한계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상용접훈련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훈련을 실시하였음.

❍ 최유진 외(2014)의 연구에서는 기술직업 전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가상용
접훈련 시뮬레이터 효과성 분석 연구를 실시하였음.

❍ 용접 관련 국가자격에 준하는 평가를 실행해봤을 때,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실험군은 100% 합격하는 효과성이 도출되었음.

[그림 Ⅱ-35] 전문대학 가상용접훈련 시뮬레이터 효과성 분석 연구

최유진 외(2014). 용접인력양성을 위한 가상용접훈련 시뮬레이터 효과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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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직업자격학회(2017)에서는 주관식 필답 형태로 실기시험을 시행되는 종목을
대상으로 AR/VR, 디지털 기기 등 첨단 검정 방법의 도입 필요를 제기하였음.

❍ 한국직업자격학회(2017)는 우리나라의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개선 방향을 도
출하기 위한 연구를 시행하였음.

❍ 국가기술자격 중 주관식 필답 형태로 시행되는 종목을 대상으로 AR/VR, 디
지털 기기 등 첨단 검정 방법의 도입 필요를 제기하였음.

구분 주요 내용

연구 목적
·제4차 산업 혁명 등 기술/경영 환경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기술자격의 발전 방안을 마련

관련 주요
내용

·국가기술자격검정에 신기술 활용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이 고도화 및
융/복합화 함.
-고가의 기자재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신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검정방식 도입이 필요하게 됨.
-따라서, AR/VR 등을 적용한 신규 평가 방법의 도입 필요
-주관식 필답 형태로 시행되는 종목을 대상으로 AR, VR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최신 기법을 적용한 실기 시험 평가 방법 다양화 필요
-실험활동형(시뮬레이션), 현장문제 해결형 등에 적용

자료: 한국직업자격학회(2017). 국가기술자격제도 발전방안 연구.

<표 Ⅱ-34> 한국직업자격학회(2017) 신기술 활용 관련 선행연구 주요 내용

❑ 신기술 활용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자격을 요하는 이론적으로 AR/VR을 활용한
교육이 가능하며, 안전성, 정확성, 접근성, 효율성 등의 이유로 VR /AR 기술

이 효율적임

❍ 미래창조과학부(2016)에서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며, 2016년에는 가상/증강현실 기술로 설

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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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형 교육/훈련의 활성화로 자격증이 필요한 대부분의 직무가 가상현실로
교육이 가능하다고 하였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7)에서는 개인의 역량 검증과 미래형 역량에 대한 유
연한 평가 방법을 위해 검정 방법의 첨단화(AR/VR)를 제안하였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7)는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 미래 일자리 대응 직업능력개발 발전전략 연구를 시행하였음.

❍ 개인의 역량 검증과 미래형 역량에 대한 유연한 평가 방법을 위해 검정방법
의 첨단화(AR, VR, 시뮬레이션 등)를 마련

구분 주요 내용

연구 목적
·신기술이 초래할 결과를 예측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함.

관련 주요
내용

·관리자-직원 모두 안전하고 정확한 작업 감독 및 수행 가능
-VR/AR로 다양하고 복잡한 공정을 한눈에 파악 가능
-반복적 가상 시뮬레이션 직무 교육이 가능
·높은 접근성으로 여러가지 제한 극복 가능
-교육 및 의료 등에 원격적 접근이 가능하여, 신체, 경제, 거리,
사회적 문제로 불가능했던 혜택을 수혜 가능

·비용, 효율, 안전 등의 이유로 자격이 필요한 직무의 VR 교육 전환 필요
-가상현장실습 제공으로 저비용, 고효율 실무 교육 가능
-이론적으로 자격증이 필요한 직무 대부분은 VR 교육 가능
-고위험/체험형 가상직업훈련으로 효과 제고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6). 2016 기술영향평가 보고서:
가상/증강현실 기술.

<표 Ⅱ-35> 미래창조과학부 외(2016) 신기술 활용 관련 선행연구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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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연구 목적
·일자리의 질 개선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새 정부의 직업능력개발 전략 정책을 제안하였음.

관련 주요
내용

·개인의 역량 검증을 위한 검정방법의 다양화 및 유연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검정방법의 첨단화(AR, VR 등) 검토
·미래형 역량에 대한 유연한 평가인정방법(검정방법) 마련
-AR, VR, 시뮬레이션 기법 등 다양하고 첨단화된 검정방법을
마련해야 함.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7). 미래 일자리 대응 직업능력개발 발전전략.

<표 Ⅱ-36>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7) 신기술 활용 관련 선행연구 주요 내용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7)에서는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교육훈련과정 준비 및
평가에 있어서 3D, VR, AR을 활용하여 시뮬레이션 기법 등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7)은 국제 컨퍼런스를 주관하여 해외 도제훈련의 최
신 트렌드 및 미래 산업 대응 전략을 파악하고 정책을 제언하였음.

❍ 3D, VR, AR을 활용하여 교육훈련과정 준비 및 평가에 있어서 시뮬레이션
기법 등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구분 주요 내용

연구 목적
·제4회 한국형 일학습병행제 정착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주관하여 해외
도제훈련의 최신 트렌드 및 미래 산업 대응 전략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관련 주요
내용

·교육훈련의 설계의 유연화 정책제언: 훈련내용, 훈련방법 및 평가방법의
다양화 필요
-빠른 기술 변화는 단기 코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유연한
교육훈련 내용의 설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따라서 유연한 교육훈련 내용의 설계가 가능해야 함.
-신기술 분야에 적합한 역량(디지털 역량 등)에 대해 다양한 훈련방법
발굴이 필요
-3D, VR, AR을 활용한 교육훈련과정 준비 및 평가에 있어서
시뮬레이션 기법 등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7). 제4회 한국형 일학습병행제 정착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요약 및 시사점.

<표 Ⅱ-37>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7) 신기술 활용 관련 선행연구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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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국외 사례 분석

1. 국가기술자격 종목 혁신

가. 융합형 국가기술자격 관련

1) 독일

❑ 독일의 JOBSTARTER 프로젝트는 직업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훈련 설계 부문에 추가 자격 개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JOBSTARTER 프로젝트는 독일에서의 직업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
로. 독일연방교육연구부(BMBF)를 대신하여 산업현장(기업)에서의 직업훈

련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독일연방정부, 산업계, 노동조합, 연방주에서 채택되어 BMBF와 유럽사회기
금(ESF)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기업 지원, 훈련의 설계, 숙련 근로자의 채

용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음.

❍ 훈련의 설계 분야에서 추가 자격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음.

구분 주요 내용

기업
지원

·중소기업은 JOBSTARTER 프로젝트에서 숙련된 인력의 채용이나 훈련에
대한 개별적인 조언이나 구체적인 조직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중소기업은 특정 기술을 갖춘 도제생을 원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는
훈련을 원하는 중소기업을 지원
·채용 및 조직 활동을 위한 인적 자원을 제공하고 기업에 교육 훈련을 권유

훈련의
설계

·청년 전문 인력을 끌어들이고 필요
시, 직업 훈련과 평생 교육을
제공하는 맞춤화 하는 방법과 회사
간의 네트워킹 등을 제공
·기업과 함께 직업훈련법과 규정을
기반으로 듀얼스터디나 추가

·추가 자격- 교육과 직업에서의
플러스
·듀얼스터디- 훈련과 학습(학위과정
연계)
·훈련모듈과의 연계-
듀얼시스템으로의 전환과 개선

<표 Ⅲ-1> JOBSTARTER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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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JOBSTARTER 프로젝트를 통해 총 35개의 추가 자격 개발 관련 프
로젝트가 진행되었으며, 최소 50시간의 교육 실시, 모니터링과 품질관리를 위

한 체크리스트의 개발, 인터뷰 등을 실시하였음.

❍ JOBSTARTER 프로젝트는 2008년-2012년 기간 동안 직업훈련 내에서의
추가 전문 자격의 개발과 테스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31개의 프로젝트가

지원받 았고, 2016년 이후 4개의 프로젝트가 추가 자격을 테스트하였음.

❍ 모든 JOBSTARTER의 추가 자격은 최소 50시간의 교육 기간을 가지며,

직업훈련 시간 내 교육받게 되고 인증됨.

❍ 과학적 모니터링을 위해 추가 자격 개발 관련 체크리스트가 개발되었으며,

품질관리를 위해 21개의 프로젝트에 대해 인터뷰하고 이 중 18개는 자금 지

원 기간 이후에도 추가 자격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에 있음.

구분 주요 내용

자격과 같은 혁신적인 교육
개념을 개발하고, 파트타임
훈련과 같은 새로운 훈련 방법을
테스트

·복합훈련-다른 기업과 함께
훈련(대기업-중소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
·훈련 네트워크- 산업계 및 지역간
협력

숙련
근로자
의 채용

·후보자 부족의 문제: 청년 전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
·재능과 동기부여가 갖춰진 청년들을 위한 훈련 기회를 제공: 이주청년,
가족부양책임을 가진 청년(파트타임 훈련지원),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전환과 연계, 탈락(중퇴)청년 지원, 직업 및 훈련 정보 제공,
성차별(역할)훈련 철폐 등

자료 : JOBSTARTER(2018). Retrieved from https://www.jobstarter.de/de/unsere-schwerpunkte-95.php

주요 내용

·JOBSTARTER 프로젝트는 추가 전문 자격의 개발과 테스트를 실시하였으며,
35개의 프로젝트가 지원받거나 테스트하였음.
·과학적 모니터링을 위하여 듀얼시스템의 맥락 내에서의 추가 자격 개발 관련
체크리스트가 개발되었음.

<표 Ⅲ-2> JOBSTARTER 프로젝트 중 추가 자격 개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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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은 직업훈련법의 개정에 따라 정해진 견습 과정외에 추가 자격을 교육받을
수 있고, 훈련 중이나 훈련 후 바로 교육을 실시하여 최소 40시간 이상 구성되

어야 하며, 인증이 가능함.

❍ 독일에서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산업이 추가로 요구하는 역량을 추출하여 추
가역량자격과정(Zusatzqualifikation)을 만들고 있으며, 제조, 기술직, 일

부 서비스 분야 직종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주로 향상훈련(Weiterbildung)

과정으로 활용되고 있음(이동임, 2017).

❍ 독일의 직업훈련법에 따르면, 추가 자격(Zusatzqualifikationen)은 정해진
견습 과정 외에 추가적으로 직업 기술, 지식 , 능력 등을 전달받을 수 있고,

주에서 인정되는 훈련 직종에서 견습생을 대상으로 훈련 중 혹은 훈련 후 바

로 실시되며 추가된 내용으로 교육을 보완하는 형태로 진행됨.

주요 내용

·품질관리를 위해 2012, 2013년에 종료된 프로젝트 21개의 프로젝트가 추가
지속될 수 있는 지 인터뷰되었으며, 이 중 18개는 자금 지원 기간 이후에도 계속
제공될 예정임.
·인터뷰된 프로젝트에서는 총 46개의 추가 자격/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으며, 추가
자격의 2/3는 전문 무역을 위해 개발되었고, 1/3은 산업과 상업을 위해
개발되었음. 총 400명의 견습생이 추가 자격 제공에 참여하였음.
·품질관리를 위한 인터뷰에서는 ①자금 지원 이후의 중소기업에서의 비용 조달,
②회사와 견습생의 윈-윈 혜택 창출, ③성공적인 파트너십(자격의 성공적 구현),
④충분한 광고와 정보제공, ⑤표준화를 통한 컨텐츠 유지 노력 등의 이슈가
도출되었음.
·2018년 8월 기준, 추가자격과 관련한 35개의 프로젝트를 확인할 수 있음.

자료 : JOBSTARTER(2018). Retrieved from https://www.jobstarter.de/de/unsere-schwerpunkte-95.php

구분 주요 내용

개요
·직업훈련법에 따르면, 추가 자격(Zusatzqualifikationen)은 정해진
견습 과정 외에 추가적으로 직업 기술, 지식 , 능력 등을 전달받을 수
있음.

<표 Ⅲ-3> 독일 추가자격의 개요와 데이터베이스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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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은 직업훈련법의 개정에 따라 정해진 견습 과정외에 추가 자격을 교육받을
수 있고, 훈련 중이나 훈련 후 바료 교육을 실시하여 최소 40시간 이상 구성되

어야 하며, 인증이 가능함.

❍ 독일연방직업훈련연구소(BIBB)에서는 Ausbildungplus(TrainingPlus) 프
로젝트를 통해 추가 자격을 제공하는 견습 과정을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데

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음.

구분 주요 내용

개요

·직업훈련법에 따르면, 추가 자격(Zusatzqualifikationen)은 정해진 견습
과정 외에 추가적으로 직업 기술, 지식 , 능력 등을 전달받을 수 있음.
·주에서 인정되는 훈련 직종에서 견습생을 대상으로 훈련 중 혹은 훈련
후 바로 실시되며 추가된 내용으로 교육을 보완하는 형태로 진행됨.
·예를 들어, 수공예무역 분야의 견습생들은 경영관리 지식을 습득 가능하며,
견습 기간 동안 마이스터 시험의 일부를 완료할 수 있음.
·최소 40시간 이상 구성되어야 하며, 인증이 가능한 것이어야 함.

추가
자격의

·독일연방직업훈련연구소(BIBB)에서는 Ausbildungplus(TrainingPlus)
프로젝트를 통해 추가 자격을 제공하는 견습 과정을 쉽게 탐색할 수

<표 Ⅲ-4> 독일 추가자격의 개요와 데이터베이스의 제공

구분 주요 내용

·주에서 인정되는 훈련 직종에서 견습생을 대상으로 훈련 중 혹은 훈련
후 바로 실시되며 추가된 내용으로 교육을 보완하는 형태로 진행됨.
·예를 들어, 수공예무역 분야의 견습생들은 경영관리 지식을 습득
가능하며, 견습 기간 동안 마이스터 시험의 일부를 완료할 수 있음.
·최소 40시간 이상 구성되어야 하며, 인증이 가능한 것이어야 함.

추가
자격의
탐색

·독일연방직업훈련연구소(BIBB)에서는 Ausbildungplus(TrainingPlus)
프로젝트를 통해 추가 자격을 제공하는 견습 과정을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음.
·직업/훈련 분야, 추가 자격의 내용, 장소/지역 등에 따라 검색 가능
·약 2,100가지의 추가 자격을 제공하는 훈련 기관 검색 가능

자료 : 독일연방직업훈련연구소(BIBB)(2018). Grundlegendes zu Zusatzqualifikationen.
Retrieved from https://www.bibb.de/ausbildungplus/de/34711.php
Ausbildungplus 데이터베이스(2018). 추가자격 검색. Retrieved from
http://www.ausbildungplus.de/webapp/suche?typ=zq&neuesuche=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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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연방직업훈련법으로 규정되는 자격은 양성훈련 단계의 기능사 자격, 숙련
자격과 향상훈련 단계의 마이스터 자격 등이 있음.

❍ 독일 자격제도는 연방직업훈련법으로 규정되는 수공업분야, 상업 및 서비스
분야 자격이 있으며, 주교육법으로 규정되는 자격, 개별 법령에 근거한 전문

국가 자격 등이 있음.

❍ 독일 자격제도 중 직업훈련 관련 자격인 연방직업훈련법으로 규정되는 자격
의 경우 양성훈련과 향상훈련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구분

독일 자격제도의 유형(이동임, 2011)

연방직업훈련법으로 규정되는 자격
주 교육법으로
규정되는 자격

개별 법령에
근거한 전문
국가자격수공업분야 상업 및 서비스 분야

향상
훈련

·마이스터
자격(Meis
ter)

·기획전문가
자격(Fachberater)
·실무전문가
자격(Fachwirt)
·전문가 자격
(Betriebswirt)

·종합대학 수료 자격:
엔지니어(석사)
·전문대학 수료 자격:
엔지니어(학사)
·전문학교 수료 자격:
테크니션 자격

·국가고시
예)의사,교
사자격 등

양성
훈련

·기능사
자격
(Geselle)

·숙련자격(Fachanges
tellte)

·직업전문학교
수료자격:숙련자격

자료 : 이동임(2011). 최근 독일 자격제도의 변화.

<표 Ⅲ-5> 독일 자격제도의 유형

구분 주요 내용

탐색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음.
·직업/훈련 분야, 추가 자격의 내용, 장소/지역 등에 따라 검색 가능
·약 2,100가지의 추가 자격을 제공하는 훈련 기관 검색 가능

자료 : 독일연방직업훈련연구소(BIBB)(2018). Grundlegendes zu Zusatzqualifikationen.
Retrieved from https://www.bibb.de/ausbildungplus/de/34711.php
Ausbildungplus 데이터베이스(2018). 추가자격 검색. Retrieved from
http://www.ausbildungplus.de/webapp/suche?typ=zq&neuesuche=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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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자격의 경우 양성 훈련과 향상 훈련 단계 모두에서 제공되고 있음.
❍ 양성훈련에서의 숙련자격(Fachangestellte) 수준에서 추가 자격이 제공되고
있으며, 향상훈련의 실무전문가 자격(Fachwirt) 수준에서도 제공되고 있음.

❍ 예를 들어, 의료와 치과 숙련 자격에서는 품질 관리의 추가 자격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일한 추가 자격이 외래 환자 케어 실무 전문가 향상 훈련에도 적

용되고 있음.

❍ 또한, 독일상공회의소에서는 금속, 전기, 메카트로닉스 전문직 관련 규정은
Industry 4.0 활동영역에 대한 선택적 추가 자격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음.

구분

독일 추가자격의 제공 단계
연방직업훈련법 규정 자격

추가 자격 제공
수공업분야

상업 및
서비스 분야

향상
훈련

·마이스터
자격
(Meister)

·기획전문가
자격(Fachb
erater)
·실무전문가
자격(Fach
wirt)
·전문가 자격
(Betriebsw
irt)

·“의료와 치과 숙련 자격(Medizinische und
Zahnmedizinische Fachangestellte;
Medical and Dental Assistants)”의 추가 자격
운영: 품질 관리자
·이 추가 자격은 외래 환자 케어 실무
전문가(Fachwirt/in für ambulante
medizinische Versorgung; Specialist in
outpatient medical care) 향상 훈련에도 적용됨.

양성
훈련

·기능사
자격
(Geselle)

·숙련자격(F
achangest
ellte)

·독일상공회의소(DIHK)에서는 금속, 전기,
메카트로닉스 전문직 관련 규정은 2018년 8월
1일 개정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
① 훈련 직종에서의 교육과정 요구사항 부분적 수정
② Industry 4.0 활동영역에 대한 선택적 추가
자격의 포함

③ Industry 4.0 교육 훈련을 위한 도구의 설계
자료 : 이동임(2011). 최근 독일 자격제도의  변화.

암 바서투름 전문직업학교 홈페이지(2018). Retrieved from
https://www.bk-amwasserturm.de/bildungsgaenge-der-berufsschule/medizinische-fachangestellte
독일 운터프랑켄현 수공업협회 슈바인푸르트 교육센터 홈페이지(2018). Retrieved from
https://www.hwk-ufr.de/artikel/meisterschule-metallbauer-fachrichtung-konstruktionstechnik-78,0,4630.html
DIHK(2018). IHK-Leitfaden zu den Änderungen in der Prüfungsorganisation der Industriellen
Metallberufe, Industriellen Elektroberufe und des Mechatronikers – Änderungsverordnungen zum 1.
August 2018 – Hinweise für Ausbildungsbetriebe und Auszubildende sowie Prüferinnen und Prüfer

<표 Ⅲ-6> 독일 추가자격의 제공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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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자격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에 통과한 경우, 이러한 정보를 인
정하는 추가자격 인증서(Bescheinigung)가 발급됨.

❍ 독일상공회의소(DIHK)에서는 금속, 전기, 메카트로닉스 전문직 관련 개정
규정(2018)에서 추가자격 인증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추가 자격 해당

분야, 시험 점수와 결과, 결과에 대한 설명 등을 제공하고 있음.

❍ 금속, 전기, 메카트로닉스 전문직 훈련 직종 규정에서는 에서는 적층제조공
정, 디지털네트워킹 등의 7가지 추가자격을 규정화하였음.

❍ 추가자격에 대한 인증서 양식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으며, 성명, 생년월일,

훈련된 직업인의 승인, 직종, 추가자격명, 시험점수와 결과, 결과에 대한 설

명 등이 제공됨.

[그림 Ⅲ-1] 추가자격의 양식(전기 분야)
주: EAT: 자동화기술 전자기술자, EBT: 전자기술자 EGI: 빌딩 및 인프라시스템 전자기술자 EGS: 설비 및 시스템 
전자기술자 EIS: 정보, 시스템엔지니어링 전자기술자 AM: 플랜트메카닉 IM: 산업메카닉 KM: 설계메카닉 WM:

기계메카닉 ZM: 절단기계메카닉 Me: 메카트로닉스기술자
자료: DIHK(2018). IHK-Leitfaden zu den Änderungen in der Prüfungsorganisation der Industriellen Metallberufe,
Industriellen Elektroberufe und des Mechatronikers – Änderungsverordnungen zum 1. August 2018 – Hinweise

für Ausbildungsbetriebe und Auszubildende sowie Prüferinnen und Prüfer

❑ Ausbildungplus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추가 자격의 주요 분야와 획득 기간을 제
공하고 있으며, 주로 국제적 자격(외국어), 기술, IT, 상업적 자격을 200~500

시간 수준으로 받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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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sbildungplus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추가 자격 주요 분야는 국제적 자
격(외국어), 기술, IT, 상업적 자격 등으로 나타났음.

❍ 추가 자격 취득을 위한 시간은 주로 200~500시간이며, 40시간~500시간
까지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Ausbildungplus, 2013.04.30 기준)

[그림 Ⅲ-2] 추가자격 주요 분야와 획득 기간

❑ 마케팅 추가 자격은 중소기업전문교육기관인 금속/기술연방센터에서 실시하며,
금속회사에서의 마케팅, 고객 대처 등을 교육하고, 80시간 교육 이후 과제와

구술 시험의 형태로 평가를 치르며, 인증서를 제공하고 있음.

❍ 마케팅 추가 자격의 사례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전문교육기관인 금속/기술연방센
터에서 실시하며, 정비공, 세일즈, 은행원 등 435종의 훈련직종과 관련이 있음.

❍ 금속회사에서의 마케팅, 고객 대처 등을 교육하고, 80시간 교육 이후 과제와
구술 시험의 형태로 평가를 치르며, 인증서를 제공하고 있음.

❍ 이 추가자격은 JOBSTARTER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독일연방교육연구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개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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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추가
자격에
대한
세부
정보

제공자
(Providers)

·금속/기술 노르트하임연방센터
 (비영리중소기업전문교육기관)

추가 자격명 ·(self) Marketing

추가 자격을 위한
훈련 직종

·정비공, 기계서비스, 자동차세일즈, 구조정비사,
은행원, 메카트로닉스기술자 등 435종

추가자격의 유형 ·기타 교육 제공자의 추가자격 / 교육기관

강의 내용

·금속회사의 마케팅
·견습생의 고객 대처와 기업에 대한 외부 효과의 중요성
·자기표현기법(self presentation)
·회사 대표로서의 리더십과 발표(견습생은 회사의
대표자 역할을 하며 자기표현 최적화 방법을 습득)

강의 방법
·강의를 포함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플립차트,
화이트보드, PC 활용 및 최신 기법

교육 형태/시간
·과정 기간 80~100시간, 1주에 8시간(or block
lesson), 수업 전 시험, 실습 과제, 단계별 연구, 팀 수업

위치 ·37154 노르트하임

시작 ·2014.01.07

교육 기간 ·80시간

비용(참가/시험비용) ·350€

비용 제공 ·회사 / 견습생

입학요건
학력 배경 ·없음

참가자 합계 ·25명

시험

시험 여부 ·(예/아니오) 예

시험 기관 ·BFM

시험일자 ·과정 종료 후

시험유형/시험요건 ·과제+구술 시험

출석확인서/인증서 ·인증서(Certificate)

추가자격에 대한
비고

·JOBSTARTER 프로젝트의일환으로 개발: 금속기술의
미래(Future in Metal Technology)
연방교육연구부(BMBF)와유럽연합유럽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아 개발되었음.

자료 : Ausbildungplus 데이터베이스(2018). 추가자격 검색. Retrieved from
http://www.ausbildungplus.de/webapp/index.php/suchezusatzquali/detailZusatzquali/page/1/abid/246945/zqid
/7310/back/ergebZq

<표 Ⅲ-7> Ausbildungplus 검색 사례(마케팅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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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자격을 개발하기 위한 단계로 필요성 확인부터 품질관리를 위한 추가 자격
의 테스트까지 20단계를 제공하고 있음.

❍ JOBSTARTER에서는 듀얼훈련시스템(dual Ausbildung)에서의 추가 자격
개발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추가 자격의 개발 단계를 상세히

제공하고, 추가 자격의 마케팅 및 품질 관리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음.

❍ 특히, 획득한 역량이 자격(마이스터 시험 등)이나 학위로 인정될 수 있는 지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면서 자격으로서의 기능을 구축하게 됨.

[그림 Ⅲ-3] 추가자격을 개발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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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4차산업(Industry 4.0) 관련 추가 자격이 개발되어 훈련이 진행되고
있으며(2016-2019), 서비스와 유지 관리 공정, 데이터 보호/보안, Industry

4.0의 경제적 맥락 등 7가지 모듈을 200시간 동안 학습하여, IHK 이름의 인

증서 획득이 가능함.

❍ 2016년 12월, 디지털 생산공정 분야의 추가 자격이 개발되었으며, 34명의

산업기계공 견습생들이 4차산업(Industry 4.0)관련 전문 지식을 습득하였음.

❍ 2018년 3월, 2기가 시작되었으며 스마트팩토리의 생산 네트워크에서 작업
하게 되며, 총 7개의 모듈을 학습하게 됨.

디지털 생산공정
관련 모듈

→

구분 주요 내용

서비스와 유지 관리
공정 개요

·기존 훈련인 산업기계공 훈련에 디지털
생산공정 모듈을 추가하여
상공회의소(IHK)인증서 획득 가능

자동화 기술

근거

·기존 제조공정에 Industry 4.0 관련 숙련
기술자로서의 역할 전환이 요구되며, 추가된
정보통신 작업을 수행하고, 시스템과 공정을
통제해야 하며디지털 네트워크화 된
작업공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야 함.

데이터 보호,
데이터 보안의 기초

교육 방법
·학습 콘텐츠의 경우 강의실에서의 강의,
e-러닝 모듈로 보충CAD/CAM

시스템을 활용한
설계와 제조 교육 대상

·중소기업(250명 이상)에서 기술 산업 직무에
종사하는 2년차 훈련을 하는 견습생
·50명 대상(2018년 기준)CNC 제조 공정의

설계 참여 기업 ·귀테즐로 지역 23개 회사

적층제조 교육 기간
·견습기간 15개월, 추가 자격 교육 기간
200시간

자격 인증 ·2년 차에교육이수후최종시험(final exam)실시Industry 4.0의
경제적 맥락 참여 비용 ·BIBB에서전액 기금 지원

자료 : JOBSTARTER(2018). Retrieved from https://www.jobstarter.de/de/zusatzqualifikationen-49.php
Zusatzqualifikation Digitale Fertigungsprozesse(2018). Retrieved from
http://www.ausbildung.digital/historie
/event/projektstart-zusatzqualifikation-fuer-digitale-fertigungsprozesse/

<표 Ⅲ-8> 4차산업 관련 추가 자격 개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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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코틀랜드

❑ 스코틀랜드의 경우 SCQF 체계에서 직업과 관련된 자격은 SVQ 자격이며, 스
코틀랜드 자격은 1학점(credit, 10시간 학습)으로 축적과 교환이 가능하고,

SQA 기관에서 자격의 인증과 자격의 수여를 함께 하고 있음.

❍ 스코틀랜드의 경우, 14세 이후의 모든 교육영역 즉, 직업교육, 기술교육, 일
반교육을 포괄하는 평생학습 지원체계인 SCQF를 구축하였으며, 직업자격인

SVQ는 1~5수준까지 설계되어 있음.

❍ 일반적으로 10시간 동안 학습했을 때 이룰 수 있는 학습 성과를 1학점

(credit)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초급1부터 박사학위까지 12개 단계로 구성

되며 자격을 위한 학점은 해당 교육과정 목표 달성에 필요한 평균적인 학습

의 총 시간을 기반으로 이루어짐(한국직업자격학회, 2017).

❍ 스코틀랜드의 자격은 스코틀랜드 자격 위원회(SQA, Scottish Qualification
Authority)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SQA는 자격의 인증과 수여를 함께하고 있음.

수준 SQA 자격 고등교육기관자격 SVQ
12

전문적
개발 자격
(레벨
6-12)

박사학위

11
통합석사/석사학위
준석사 수료증
준석사 자격증

SVQ5

10
우수석사 학위
학사 수료증
학사 자격증
학사/보통 학사
학사 수료증
학사 자격증

9

SVQ4

8
고급

국가수료증
(HND)

고등교육수료증

7
고급

(Advanced
고급

국가자격증
고등교육자격증 SVQ3

<표 Ⅲ-9> 스코틀랜드 학점 및 자격체계(SCQF)



제3장. 국외 사례 분석 • 87

❑ SQA에서는 빅데이터 부문의 새로운 과정을 개발하였으며, SQA에서 개발한

새로운 분야의 첫 번째 자격으로 데이터 분석 디플로마를 제공함.

❍ 데이터 분석 디플로마(Diploma in Data Analytics)는 SCQF 수준 8에

해당하며, 빅데이터 부문의 새로운 과정으로, SQA에서 개발한 새로운 분야

(new area) 첫 번째 자격임.

❍ 최소 126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필수 유닛과 선택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음.

수준 SQA 자격 고등교육기관자격 SVQ
Higher) (HNC)

6 상급(Higher)

국가자격증
(레벨 2~6)

5

중급(Intermediat
e)

2학점 Standard
Grade

국가
전문자격
(레벨
2-6)

SVQ2

4
중급1

일반 Standard
Grade

SVQ1

3
초급(Access) 3
기초 Standard
Grade

2 초급2
1 초급1

자료: SCQF(2017). The Scottish Credit and Qualifications Framework. Retrieved from
http://www.scqf.org.uk/framework-diagram/Framework.htm
한국산업인력공단(2017). 현장경력인정형 자격제도 실행화 방안 연구.
한국산업인력공단(2018). 현장경력인정형 자격 도입 적용방안 연구.

GL30 48 Diploma in Data Analytics at SCQF level 8

후보자들은 최소 126 학점(credit)을 이수해야 함.

필수 유닛

필수 이수 유닛: 73 학점을 필수 이수

SQA code Title
SCQF
수준

SCQF
학점

<표 Ⅲ-10> Data Analytics 직업자격 SVQ 자격 구조

http://www.scqf.org.uk/framework-diagram/Framework.htm


88 • 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기술자격 제도 혁신방안 연구

❑ SQA의 데이터 분석 직업자격 NVQ에서는 후보자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
으며, 자격의 획득을 위한 유닛 이수 진행 기록 양식을 제공함.

❍ 데이터 분석(Diploma in Data Analytics) 직업자격 NVQ에서는 후보자
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음.

❍ 자격명, 수준, 후보자 이름, 필수 이수 유닛 및 선택 이수 유닛의 유닛별 진
행 상황을 기록하고 있음.

GL30 48 Diploma in Data Analytics at SCQF level 8

H39F 04 개인효과성3 8 15

HD54 04 데이터 관리 인프라의 원리 8 18

HD52 04 데이터 분석 도구 8 18

HD51 04 데이터 분석: 데이터 과학 8 24

H3C5 04 IT와통신 분야에서의 보건 및 안전 4 1

선택 유닛

후보자들은 아래 그룹에서 50학점을 이수

루트 1 (필수 이수): SCQF레벨 8수준 30~50 학점 이수

H3A9 04 사건 기반 컴퓨터 프로그래밍3 8 20

H3AC 04 객체지향 컴퓨터 프로그래밍 3 8 20

H3AF 04 절차적 프로그래밍 3 8 20

H3AJ 04
IT 및 통신 시스템에 대한 고객
요구사항 조사 및 규정 3

8 15

H7CT 04 정보 보안 시스템 테스트 2 8 14

H3AW 04 IT 및 통신 시스템 테스트 3 8 15

선택 이수 유닛: 20학점 이수

HD53 04 데이터 관리 인프라 9 18

H3B9 04 IT및 통신을 위한 데이터 표현과 처리 6 8

(···이하 생략)
자료 : SQA(2018). Diploma in Data Analytics at SCQF level 8

SQA(2018) 홈페이지. Retrieved from https://www.sqa.org.uk/sqa/766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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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분석 직업자격 NVQ에서는 일부 유닛 평가에 E-평가(전자평가)가 적
합하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포트폴리오는 E-평가의 주요 방법으로도 활용

되고 있음.

❍ SQA에서 활용하는 평가방법으로는 평가방법으로 과제, 사례연구, 학위논문,
(필기)시험 등 13가지의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 E-평가(E-assessment)는 데이터 분석 디플로마 유닛의 일부 평가에 적합
할 수 있으며, E-평가는 ICT를 활용한 평가방법을 의미함.

❍ 예를 들어, e-테스팅, e-포트폴리오, 소셜 소프트웨어 같은 평가방법을 의미
하며, e-포트폴리오를 활용할 경우, 학습자는 텍스트, 그래픽, 홈페이지, 비

디오클립, 오디오 클립 등의 형태가 가능함.

[그림 Ⅲ-4] Data Analytics 직업자격 NVQ 이수 기록

자료: SQA(2013). Guidance for candidates starting an Award, Certificate or Diploma

SQA에서 활용하는 평가 방법

→

E-평가 개요
과제 ·SQA에서는 E-평가를 위해 e-테스팅 시스템

등의 전자평가 시스템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음.
·E-평가의 핵심요소는 e-테스팅의 전달과 관리,
e-포트폴리오 의 활용임.
·e-테스팅 가이드라인은 테스트환경, 레이아웃,
소프트웨어, 시설 및 구역, 보안, 등록, 장비

사례연구
학위논문

시험/필기시험
듣기 테스트
구두질문

말하기 테스트

<표 Ⅲ-11> SQA 활용 평가방법과 E-평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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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QA에서는 ICT와 디지털 기술 부문에서 디지털 어플리케이션 서포트 자격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준 5에 해당하고 최소 40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필수 유닛

과 선택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음.

❍ 디지털 어플리케이션 서포트 디플로마(Diploma in Digital Application

Support)는 SCQF 수준 5에 해당함.

❍ 2020년까지 ICT와 디지털 기술 분야에 종사자 증가 전망과 ICT와 디지털
기술 부문의 기술 개발을 위한 스코틀랜드 기술 투자 계획(2014)에 의거하

여 자격을 제공하고 있음.

공연(음악, 댄스, 드라마 등) 준비, 인증, 기밀, 점검, 초대, 시행, 종료 응답
전송, 피드백, 인증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를 제공
·E-포트폴리오 활용은 전자포트폴리오 드라이버,
관리능력 및 필요기술, 평가 프로세스, 컨텐츠
소유권, 시스템 선택, 기능 요구사항 및 문제점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를 제공

포트폴리오(e-포트폴리오 포함)
실제활동(활동의 수행 또는
최종 결과(제품 등))
전문적 토론
프로젝트
시뮬레이션

자료 : SQA(2007). E-assessment Guide to effective practice
SQA(2017). Guide to Assessment
SQA 홈페이지(2018). Retrieved from https://www.sqa.org.uk/sqa/76654.html

GL2J 45 Diploma in Digital Application Support at SCQF level 5

후보자들은 최소 40 학점(credit)을 이수해야 함.

필수 유닛

그룹 A - 필수 이수 유닛: 24학점을 필수 이수

SQA code Title
SCQF
수준

SCQF
학점

FR0Y 04 IT2를 사용한 개인과 팀 효과성 개발 5 4

H3C5 04 IT와 통신분야의 보건 및 안전 4 1

FR12 04 IT2의 잠재력 이해 5 8

HD58 04 디지털 정보 공유 5 6

<표 Ⅲ-12> Digital Application Support 디플로마 직업자격 SVQ 자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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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QA에서는 IT 부문의 성장 요구를 반영하여 개정한 정보기술 및 통신 전문가
자격을 제공하고 있음.

❍ 정보기술 및 통신 전문가 디플로마(Diploma for Information Technology
and Telecommunications Professionals)는 SCQF 수준 5에 해당함.

❍ IT 부문의 성장 요구를 반영하여 개정되었으며(2016년 1월), 최소 60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필수 유닛과 제한된 선택 유닛, 선택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음.

GL2J 45 Diploma in Digital Application Support at SCQF level 5

F99R 04 사용자를 위한 IT 보안 1 4 1

F99N 04 IT 시스템 성능 최적화 2 5 4

선택 유닛

후보자들은 아래 그룹에서 16학점을 이수

SQA code Title
SCQF
수준

SCQF
학점

F99K 04 IT 시스템 설정 2 5 4

F99L 04 IT 시스템 설정 3 6 5

F9A7 04 협력 기술 사용 2 5 4

F9A8 04 협력 기술 사용 3 6 6

F9AX 04 전산회계 소프트웨어 1 4 2

(···이하 생략)
자료 : SQA(2018). Diploma in Digital Application Support at SCQF level 5.

SQA(2018) 홈페이지. Retrieved from https://www.sqa.org.uk/sqa/76672.html

Diploma for Information Technology and Telecommunications Professionals
at SCQF level 5

후보자들은 최소 60 학점(credit)을 이수해야 하며, 획득한 학점의 최소 60%가 자격
수준(5수준)을 달성해야 함.

필수 유닛 필수 이수 유닛 이수

<표 Ⅲ-13> 정보기술 및 통신 전문가 디플로마 직업자격 SVQ 자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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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페인

❑ 스페인의 개인정보보호 전문가(PI) 검정체계의 경우 기존의 과정평가형 자격

체제 하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별도의 검정을 통해 취득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는 특징이 있음

❍ 스페인에서는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이 도입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전

문가(PI) 검정체계를 마련하였음

❍ 이 자격은 기존의 과정평가형 자격 체제 하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별도의
검정을 통해 취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특징이 있음

Diploma for Information Technology and Telecommunications Professionals
at SCQF level 5

SQA code Title
SCQF
수준

SCQF
학점

H3C3 04 개인 효과성1 5 6

H3C5 04 IT와 통신분야의 보건 및 안전 4 1

제한된
선택

다음 유닛 중 하나를 완료

H39H 04 대인관계 및 글쓰기 커뮤니케이션 5 6

H39L 04 IT 및 통신 전문가를 위한 고객 관리 5 7

선택 유닛

그룹 A- 후보자들은 아래 그룹에서 17학점을 이수, 각 그룹에서 1유닛
이상 이수

SQA code Title
SCQF
수준

SCQF
학점

H39R 04 IT 및 통신 시스템 운영 1 5 9

H39S 04 IT 및 통신 시스템 운영 2 6 12

H39W 04 IT 및 통신 시스템 운영 3 7 14

H39X 04 IT 및 통신 시스템 관리 1 5 7

(···이하 생략)
자료 : SQA(2018). Diploma in Data Analytics at SCQF level 8

SQA(2018) 홈페이지. Retrieved from https://www.sqa.org.uk/sqa/766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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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스페인 자격검정 추진체제와 PI 검정체계

자료: Spanish Data Protection Agency(AEPD)(2017). Certification Scheme of Data Protection
Officers from the AEPD.

4) 미국

❑ Microsoft 인증은 가장 기본인 MTA→ MCSA→ MCSE/MCSD로 인증 경

로가 구성되며, 역량의 분야는 이동성 등 6개의 분야로 구성되고, 인증을 위한

시험이 모듈화 되어있음.

❍ 미국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인 Microsoft 社에서는 Microsoft 인증을 제
공하고 있음.

❍ Microsoft Office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인증하는 MOS와 Microsoft 기술
관련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MTA, MCSA, MCSE/MCSD 인증이 있음.

❍ 가장 기본인 MTA(Microsoft Technology Associate) → MCSA(Microsoft
Certified Solutions Associate) → MCSE/MCSD(Microsoft Certified

Solutions Expert/Developer)로 인증 경로가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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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 Microsoft Certification 개요

자료: Microsoft Certification guide(2018). Retrieved from
https://www.microsoft.com/en-us/learning/certification-overview.aspx#/

❑ 중간단계인 MCSA 인증 중 일부 인증은 필수 시험이 유사함.
❍ 각각의 MCSA 인증은 제시되는 필수 시험을 합격해야 인증이 가능하며,

MCSE/MCSD 인증은 선택 시험 중 하나를 합격해야 인증이 가능함.

❍ 예를 들어, 70-764, 70-765 필수 시험 합격 후, MB6-894 필수 시험 합
격 시 MCSA SQL 2016 데이터베이스관리, Microsoft 운영을 위한 다이

나믹 365 모두 인증이 가능함.

[그림 Ⅲ-7] Microsoft Certification 중 MCSA 데이터베이스관리, MCSA 다이나믹 365

인증 목록

자료: Microsoft (2018). Retrieved from
https://www.microsoft.com/en-us/learning/certification-overview.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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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인증 경로인 MCSE 인증 중 일부 인증은 필수 시험이 유사함.
❍ 각각의 MCSE/MCSD 인증은 선행되는 MCSA 인증 획득 후 제시되는 선
택 시험 1개를 합격해야 인증이 가능함.

❍ MCSE 클라우드플랫폼&인프라 인증의 선택 시험 70-532, 70-535는

MCSD 앱구축자의 선택 시험에 해당함.

[그림 Ⅲ-8] MCSE 클라우드플랫폼&인프라, MCSD 앱 구축자의 선택 시험 목록

자료: Microsoft (2018). Retrieved from
https://www.microsoft.com/en-us/learning/certification-overview.aspx

❑ 인증 시험의 모듈화로 필요한 시험을 통해 분야 내 상위 수준 인증, 분야 간
인증이 가능함.

❍ 각각의 MCSA, MCSE/MCSD 시험은 중복되어 필요한 시험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증 획득이 가능함.

❍ 70-767 SQL 데이터 보관소 구현시험의 경우, 데이터 관리와 분석 분야의
중간 수준의 MCSA 인증과 상위 인증인 MCSE 인증 목록에 모두 있으며,

타 분야인 클라우드플랫폼 & 인프라분야의 상위 인증인 MCSE 인증 목록

에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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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SE, MCSD는 기존의 재인증 시험이 있었으나(각각 2년, 3년), 재인증 시
험이 폐지되고, 매년 선택 목록에 제시된 시험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음.

❍ 유효기간은 MS와 시장에서 기술을 활용하는 동안 가치가 지속됨
❍ 기존의 2년/3년마다 재인증 시험을 치루는 방법에서 선택 목록에 재시된 시
험을 매년 통과 시 인증 재획득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었으며, 인

증 획득 날짜가 최신 기술의 보유 정도를 나타냄.

[그림 Ⅲ-10] Microsoft Certification 유효와 재인증

Microsoft (2018). Retrieved from https://www.microsoft.com/en-us/learning/certification-overview.aspx

[그림 Ⅲ-9] 70-767 시험이 있는 동일 분야 MCSA/MCSE와 타 분야 MCSE 인증 사례

자료: Microsoft (2018). Retrieved from
https://www.microsoft.com/en-us/learning/certification-overview.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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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Microsoft 인증의 경우 대학 입학 허가 시 학점 인정 대상으로 추천되었
으며, 2016 엑셀의 경우 컴퓨터 응용 또는 정보 기술의 학사 및 준학사 학위

카테고리 하위 부문에서 1학점 부여 권장

❍ 미국교육협의회(ACE: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에서는 일반 학
위 과정 이외의 직장 학습을 학점과 연결하는 ACE CREDIT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음.

❍ 일부 Microsoft 인증을 대학 입학 허가 시 학점 인정 대상으로 추천하였으
며, MOS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액세스, 아웃룩 등이 해당됨.

MOS 엑셀 2016(Microsoft Office Specialist Excel 2016, 77-727)

·학점 유형: 시험
·ACE 과정 번호: 0076
·운영: Certiport, Inc.
·길이: 50분
·제공날짜: 2017.08.01-2020.07.31
·설명: MOS 엑셀 2016을 마친 후보자들은 엑셀의 환경을 이해하고 엑셀 작업을
독립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이하 생략)
·측정된 기술: 워크시트 및 워크북 작성 및 관리, 데이터 셀과 범위의 관리, 표
만들기, 수식 및 함수로 연산 진행, 차트 및 개체 만들기
·학점 권장사항: 컴퓨터 응용 또는 정보기술의 학사 및 준학사 학위 카테고리의
하위 부문에서 1 이수단위 (1 semester hour)
자료 : Microsoft(2018). Retrieved from

https://www.microsoft.com/en-us/learning/certification-overview.aspx#/
ACE CREDIT(2018). Retrieved from
http://www2.acenet.edu/credit/?fuseaction=browse.getOrganizationDetail&FICE=300514
CERTIPORT(2018). Retrieved from
http://www.certiport.com/PORTAL/desktopdefault.aspx?page=common/pagelibrary/GetCr
edit_FAQs.htm

<표 Ⅲ-14> Microsoft Certification 학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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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

❑ 일본은 4차 산업혁명기술습득 강좌 인정제도를 운영하여 해당 강좌를 이수한
사람들에게 수료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통해 비교적 짧은 유효기간 동안 신기술

습득을 위한 양질의 교육훈련 지원을 노력하고 있음.

❍ 일본은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 습득 강좌를 인정하여 해당 강좌를 이수한
사람들에게 수료증을 발급하는 제도인 4차 산업혁명기술습득 강좌 인정제도

(가칭)를 운영

❍ 급속히 변하는 기술 속도를 고려하여 비교적 짧은 유효기간 동안 신기술 습
득을 위한 양질의 교육훈련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유효기간 중에도

필요에 따라 강좌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림 Ⅲ-11] 4차 산업혁명기술습득 강좌 인정제도 개요

자료: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7). National IP Policy: [일본] 제4차 산업혁명 기술습득 
강좌인정제도(가칭)에 대하여

❑ 일본 4차 산업혁명 기술습득 강좌 인정기준은 크게 교육훈련 내용과 사업자에
대한 인정(평가)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교육훈련 내용에 대한 기준은 교

육훈련 편성이 가능한 분야, 목표 수준, 수업 및 학사 운영 방법, 학습성과 관

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인정기준은 크게 교육훈련 내용 등에 관계되는 인정기준과 교육훈련 사업자
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인정기준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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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산업계 포함) 평가 실시,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함.

❍ 교육훈련 사업자에 대한 기준은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교육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관 역량을 평가하는 것으로 기관의 경영역량, 교육훈련에 요구되는

인적 및 물적 자원 보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

구분 주요 내용

A. 교육훈련 내용 등에 관계되는 인정기준

대상 분야

·IT 분야로서 기초 또는 초급 과정은 미해당
☞ 클라우드, IoT, AI, 데이터 사이언스, 디지털 비즈니스,
네트워크 보안 등의 분야 및 제조, 자동차, 물류 분야 등에서 IT
활용 기술

목표 수준
·IT 스킬 표준 레벨 중 4에 해당하는 레벨
☞ 고도 및 선진적인 기술 및 수법을 다룰 줄 알며, 비즈니스
창출로 연계하는 등 업무상의 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수준

수업 방법
·실천적인 교육방법 포함
☞ 강의법 외 토론, 분임토의, 워크숍, 문제해결을 위한 실습 또는
연습이 수업 시간 중 일정 비율로 포함

수강생 편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수업 운영 적절성
☞ 집합형 교육 뿐만 아니라 이러닝 등을 활용한 효율적 학습 구조
정비, 야간 강좌 및 결석 시의 대체 수강 등

강사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지닌 자로서 별도의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결격요건에 미해당하는 자(예: 법령 위반 등)

수료평가

·학습결과가 인정되는 수료자에 대해 수료증 발급
☞ 성과발표 및 수료 시험 등 교육훈련의 각 수강생에 대한 효과를
파악하는 프로세스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이에 의해 인정된
자에 대해서 수료증 발급

사후평가
·교육훈련의 효과 및 개선 체제 수립
☞ 수료생에 대해 수료시점과 수료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프로그램 개선

B.교육훈련 사업자의 적절성에 관계되는 인정 기준

<표 Ⅲ-15> 일본 4차 산업혁명기술습득 강좌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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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패스포트 시험 요강 ver.3과 비교하여, IT 패스포트 시험 요강 ver.4(2019
년부터 반영)에서는 AI에 대한 용어와 활용이 추가되었으며, IoT 시스템 임베디

드 시스템 등 4차산업 관련 다양한 영역이 추가되었음.

❍ 경제산업성에서는 기초적인 IT 지식을 측정하는 IT 패스포트 시험을 개정,
고도화 할 예정임(해동일본기술정보센터, 2018).

❍ 인공지능(AI), IoT(사물인터넷), 데이터 분석 등 새로운 영역을 추가하여

제4차산업혁명에 적합한 인재를 배출하고자 함.

❍ AI의 경우, 기계학습 및 딥러닝(심층학습) 등 다양한 기술 분야 및 원리를 포
함시켜 용도에 맞게 AI 기술을 선택하는 등 유저로서의 능력을 육성하고자 함.

구분 주요 내용

기관 역량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능력 보유
☞ 법인 자격, 최근 경영상태, 최근 교육훈련 운영 실적
☞ 단, 신규 기술에 관해 교육 운영이 가능한 벤처기업 등 신규
사업자의 참가 독려를 위해 유연하게 적용

조직 및
설비

·교육훈련에 요구되는 조직 및 설비 보유
☞ 책임자 또는 담당자 상근 여부, 개인 정보 관리 체제, 교육시설
및 장비, 이러닝을 실시할 경우 필요한 시스템 등

☞ 단, 신규 기술에 관해 교육 운영이 가능한 벤처기업 등 신규
사업자의 참가 독려를 위해 유연하게 적용

소관부처와
의 협조
체제

·경제산업성이 실시하는 조사 등에 협력하고 그 지도 및 조언에 따를
의무에 대응하는 역량

결격요건

·부적격한 실시 사업자에 미해당
☞ 불건전하거나 불안정한 경영상황, 조세 납부 불이행, 부적정한
행위 등에 의한 인정 취소 내력, 반 사회적인 기관, 법인 임원
중 앞선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된 경우 등

자료 :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7). National IP Policy: [일본] 제4차 산업혁명 기술습득 
강좌인정제도(가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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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2] 4차산업 관련 영역이 추가된 일본 IP 패스포트 시험(IP) 사례

자료: 해동일본기술정보센터(2018). Retrieved from
http://hjtic.snu.ac.kr/board/news_summary/view/4066

IT パスポ ト試験 シラバス-情報処 理技術者試験 における知識の細目-Ver.3.0 (2015).
IT パスポ ト試験 シラバス-情報処 理技術者試験 における知識の細目-Ver.4.0 (2018).

6) 싱가포르

❑ 싱가포르의 Skillsfuture는 자국민의 직무역량향상 정책으로서 학교교육부터

직업훈련에 이르기까지 개인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을 다각적으로 지원하

는 제도임.

❍ 싱가포르는 고숙련 근로자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교육부터
재직자 교육을 하나로 통합하는 평생교육 시스템인 skillsfuture 이니셔티브

를 도입하였음.

❍ 단, 평생교육으로 학위과정을 대체하는 접근은 아니며 상호 보완하는 체제로
운영됨.

❍ SkillsFuture Council이 전체 프로그램을 총괄하며, 주무부서는 산업인력
부(MOM), 교육부(MOE), 인력개발청(WDA) 등이 해당하며 대표 프로그

램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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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Skills future
credit

·25세 이상 싱가포르 국민이 대학을 비롯해 정부가 인가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직무 역량 강화 및 자격증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S$500을 지원하고, 추후 주기적으로 금액을
충전(top-up)해주는 제도

Education and
Career Guidance

(ECG)

·초·중·고, 직업학교(ITE), 전문학교(Polytechnic),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상담사들이 진로 상담을
제공하는제도

Enhanced
Internships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소프트
스킬(soft skills)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강화된 인턴십 프로그램

Young Talent
Programme
(YTP)

·국제적 소양을 갖춘 전문 산업인 육성을 위해 대학생들과
전문학교(Polytechnic) 학생들에게 해외 인턴십, 산학협력
프로그램 기회 지원

Individual
Learning

Portfolio (ILP)

·교육, 직업훈련, 경력 개발 안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

SkillsFuture
Earn and Learn
Programme

·직업학교와 전문학교를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들을 전공 관련
기업에 매칭시켜 12~18개월 간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Skills-Based
Modular Courses

·경력자들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술
교육 프로그램(skills-based modular courses)에 대한
수강비를90% 보조

자료 : 주 싱가포르 대사관(2016). 싱가포르의 자국민 직무역량 향상 정책. Retrieved from
http://overseas.mofa.go.kr/sg-ko/brd/m_2511/view.do?seq=1205186&srchFr=&amp%3Bs
rchTo=&amp%3BsrchWord=&amp%3BsrchTp=&amp%3Bmulti_itm_seq=0&amp%3Bitm_
seq_1=0&amp%3Bitm_seq_2=0&amp%3Bcompany_cd=&amp%3Bcompany_nm=\

<표 Ⅲ-16> 싱가포르 Skills future 개요

❑ Skillsfuture의 세부 프로그램 중 하나인 Skillsfuture Series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기술 중에서 최신의 것에 초점을 두어 단기간 내에 즉각적으로 학습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훈련기관이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총 8개 분야에 대

한 3가지 수준의 교육훈련 선별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4차 산업 혁명 등 최근 산업 기술을 단기간 내에 즉각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강좌를 8개 분야로 선별하여 지원(도입 초반에는 선도교육 훈련기관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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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개발 지원)

❍ 기초(Basic), 일반(Intermediate), 심화(Advanced) 등 3가지 수준 프로
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수료증 또는 관련 자격 부여 여부는 교육훈련

운영 기관마다 상이함.

분야 세부 분야

데이터 분석(Data
Analytics)

·인공지능, 기계학습, 클라우드컴퓨팅, 데이터 마이닝,
코딩, IoT등

재정(Finance)
·블록체인, 핀테크, 자산관리, 위험관리,
준법감시(Compliance) 등

기술 서비스(Tech-enabled
Service)

·전기 기술, 공간정보 기술, 공급망 관리, 보안
시스템, 디지털 마케팅 등

디지털 미디어(Digital
Media)

·가상현실, 증강현실, 소셜미디어, 인터랙티브 미디어,
게임 개발 등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암호화 기술, 사이버 사건/사고 조사, 사이버 지능
및 위험 관리, 사이버 준법 감시 등

경영(Entrepreneurship)
·스타트업, 기술경영, 재정, 플랫폼 모델, 비즈니스
모델, 글로벌화, 지속가능성장, 제품 및 시장 개발 등

도시 솔루션(Urban
Solutions)

·시스템 엔지니어링, 지속가능성 솔루션, 자동
운송수단 등

심화 제조(Advanced
Manufacturing)

·IIoT(Industrial IoT), 적층 가공(입체 프린팅),
로보틱스, 자동화 등

자료 : skillsfuture Series 홈페이지(2019). Retrieved from http://www.skillsfuture.sg/emergingskills

<표 Ⅲ-17> 싱가포르 Skills future Series

나.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 관련

1) IEA

❑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 관련 사례 중 IEA에서 주관하는 ICILS는 학생들의

ICT 리터러시 수준을 4개 수준으로 나누어 컴퓨터를 기반으로 정보기반 응답

형, 기술기반, 저작형 과제 형태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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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A는 교육 측정, 평가 관련 연구 기관의 비영리 협회로 전 세계 60개국 이
상 참여하고 있음.

❍ ICILS(International Computer and Information Literacy Study) 2013
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이해(컴퓨터 사용에 대한 지식과 이해), 정보 수

집(정보 접근 및 평가, 정보 관리), 정보 생산(정보 변환, 정보 생성), 디지털

의사소통(정보 공유, 정보의 책임 있고 안전한 사용)을 측정하였음.

분야 세부 분야

주관 ·IEA

개요
·1958년부터 전세계 60개국 이상 참여
·교육 측정, 평가 관련 연구 기관의 비영리 협회
·TIMSS(수학, 과학), PRILS(읽기), ICILS(컴퓨터정보) 등

평가 기간
·ICILS 1주기 평가 2013년 평가 시행
·현재 ICILS 2주기 평가 문항 개발 중(2018년 시행 예정)

대상 연령 ·Grade 8 (만 13.5세)

참여국 ·14개 국가(표본 미충족 4개 국가)

평가결과보고
·학생들의 ICT 리터러시 수준을 4개 수준으로 나누고 각 수준별
점수 구분과 함께 루브릭(채점 기준) 수준별 역량 숙련도 제시

검사문항형태
·30분짜리 4개 모듈로 제시된 과업을 수행하는 형태
·한 개의 모듈 내에서는 5~8개의 일반과제,1개의 종합 과제 수행

측정 도구
·컴퓨터 이해(컴퓨터 사용에 대한 지식과 이해), 정보 수집(정보
접근 및 평가, 정보 관리), 정보 생산(정보 변환, 정보 생성),  

디지털 의사소통(정보 공유, 정보의 책임 있고 안전한 사용)
자료: 130회 미래교육포럼 (2017). 미래교육 대응, 디지털리터러시가 답이다.

<표 Ⅲ-18> ICILS 2013 주요 내용

❑ IEA에서 주관하는 ePIRLS는 초4 학생들의 디지털 텍스트에 대한 읽기 능력
을 평가하는 도구임.

❍ IEA의 PIRLS는 2001년 이후 매 4년 주기로 인쇄 텍스트에 대한 초4 학
생들의 기초 읽기 발달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평가도구임.

❍ 디지털 환경에서의 읽기 능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2016년 주기부터는 기존의
PIRLS 외에 ePILRS를 별도로 개발하여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디지털



제3장. 국외 사례 분석 • 105

텍스트에 대한 읽기 능력 평가를 실시하였음.

분야 세부 분야

주관 ·IEA

개요

·PIRLS는 2001년 이후 매 4년 주기로 인쇄 텍스트에 대한 초4
학생들의 기초 읽기 발달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평가도구
·디지털 환경에서의 읽기 능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2016년 주기부터는
기존의 PIRLS 외에 ePILRS를 별도로 개발하여 초4 학생들의
디지털 텍스트에 대한 읽기 능력 평가

평가 대상 ·초4

표집 방식 ·전국단위 2단계 층화표집(학교→학생). 우리나라 시행 X

평가틀

·명시적으로 기술된 정보에 대한 집중과 확인
·간단한 추론
·생각과 정보의 해석과 통합
·내용 및 텍스트의 형식 요소에 대한 평가와 비판

자료: 130회 미래교육포럼 (2017). 미래교육 대응, 디지털리터러시가 답이다.

<표 Ⅲ-19> IEA의 ePIRLS의 주요 내용

2) OECD

❑ PISA는 읽기, 수학, 과학, 협력적 문제해결력 등에 대해 컴퓨터 기반 시험을
시행함.

❍ OECD에서는 교과 지식을 넘어 현대 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활용 능력인 역량에 대해 평가하며, 2000년 이후로 3년 주기

로 평가를 시행하고 매 주기 주 평가영역이 존재함.

❍ 72개국(OECD 회원국 35개국)의 만 15세(우리나라의 경우 중고생 해당),
총 5,749명을 대상으로 읽기, 수학, 과학, 협력적 문제해결력을 평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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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세부 분야

주관 ·OECD

개요
·교과 지식을 넘어 현대 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활용 능력인 역량에 대한 평가
·2000년 이후로 3년 주기로 평가 시행, 매 주기 주 평가영역 존재

평가 기간
·PISA 2015 평가는 2015년에 검사가 시행되었으며 2017년 1월에
데이터 공개, 현재 PISA 2018 평가 문항 개발 중

대상 연령
·만 15세(우리나라의 경우, 중학교 23개, 일반고119개,
비일반계고26개 표집), 총 5,749명 참여함

참여국 ·72개국(OECD 회원국 35개국)

평가 영역 ·읽기, 수학, 과학, 협력적 문제해결력(2015년 주 영역은 과학)

측정 도구

·텍스트 과정
- 정보의 위치 파악, 이해, 평가와 성찰
·과제 관리
-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 점검, 조절

자료: 130회 미래교육포럼 (2017). 미래교육 대응, 디지털리터러시가 답이다.

<표 Ⅲ-20> OECD의 PISA 주요 내용

3) ETS

❑ ETS의 CBAL은 인지적 과정과 인지적 표상과 관련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음.
❍ CBAL은 학습 상황에서의 인지 능력에 대한 실제적, 학문적 성과를 반영하
여 평가를 개선하고자 하는 ETS의 연구 프로젝트임.

❍ 시나리오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리터러시 성취도 평가 및 컴퓨터상의 평가
과정 자체를 의미 있는 학습과정으로 경험 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인지적 과정은 해석(읽기), 표현(쓰기), 성찰(비판적 사고와 탐구)과 인지적
표상(인쇄물 모형, 언어적 모형, 담화적 모형, 개념적 모형, 사회적 모형)과

관련된 평가를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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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세부 분야

주관 ·ETS

개요

·CBAL은 학습 상황에서의 인지 능력에 대한 실제적, 학문적 성과를
반영하여 평가를 개선하고자 하는 ETS의 연구 프로젝트
·특히, 시나리오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리터러시 성취도 평가 및
컴퓨터상의 평가 과정 자체를 의미 있는 학습과정으로 경험 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평가 대상 ·K-12

표집 방식 ·비공개

평가틀

·인지적 과정 : 해석(읽기), 표현(쓰기), 성찰(비판적 사고와 탐구)
·인지적 표상
- 인쇄물 모형: 소리 내어 읽기, 해독, 기억
- 언어적 모형: 언어적 추론, 언어적 표현, 문법 분석, 문장 결합
- 담화적 모형: 요약, 구조화된 표현, 예측, 계획, 비교
- 개념적 모형: 스스로 설명, 해석, 탐구, 아이디어 적용
- 사회적 모형: 스토리텔링, 입장 취하고 바꾸기, 다양한 관점 조정

자료: 김종윤 외(2017). 디지털 리터러시의 인지적 영역 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표 Ⅲ-21> ETS의 CBAL 주요 내용

4) DIL(영국개방대학)

❑ DIL은 디지털 활동의 이해 및 참여, 정보 검색, 정보 평가(온라인에서의 상호
작용, 온라인상 도구 평가하기 포함), 정보의 운용 및 활용, 협력 및 정보 공유

등의 5개 영역, 각 영역별 4개의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디지털 및 정보 리터러시 평가틀(Digital and Information literacy)은 영
국 개방대학(Open University)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디지털 및 정보 리터

러시 평가해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공한 기준임.

❍ 평가도구로 구체화 되어있지는 않으나 평가틀로 제공하고 있음.



108 • 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기술자격 제도 혁신방안 연구

분야 세부 분야

주관 ·영국 개방대학

개요

·디지털 및 정보 리터러시평가틀(Digital and Information
literacy)은 영국 개방대학(Open University)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디지털 및 정보 리터러시 평가해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공한
기준임(평가도구로 구체화되지는 않음). 5개 영역, 각 영역별 4개의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평가 대상 ·대학생

표집 방식 ·평가도구로 구체화되지는 않음

평가틀

·디지털 활동의 이해 및 참여
·정보 검색
·정보 평가(온라인에서의 상호작용, 온라인상 도구 평가하기 포함)
·정보의 운용 및 활용
·협력 및 정보 공유

자료: 김종윤 외(2017). 디지털 리터러시의 인지적 영역 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표 Ⅲ-22> ETS의 CBAL 주요 내용

5) ORCA

❑ ORCA는 중학생들의 디지털 텍스트 읽기 능력을 평가하여 교육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미 교육과학연구소(IES)의 재정 지원을 받아 개발한 도구임.
❍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손쉽게 중학생들의 디지털 텍스트 읽기 능력을 평가
하여 교육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 하에 현재 개발 진행 중인

평가도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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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세부 분야

주관 ·미 교육과학연구소(IES)의 재정 지원을 받아 개발한 도구

개요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손쉽게 중학생들의 디지털 텍스트 읽기
능력을 평가하여 교육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 하에
현재 개발 진행 중인 평가도구임.

평가 대상 ·중 1

표집 방식
·타당화를 위해 미국 북동부 2개 주 1,200명의 7학년을
표집(편의표집).
·교실 기반 평가도구를 지향하므로 표집과 무관

평가틀 ·검색, 평가, 종합, 소통
자료: 김종윤 외(2017). 디지털 리터러시의 인지적 영역 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표 Ⅲ-23> ETS의 CBAL 주요 내용

2. 국가기술자격 정책 혁신

가. 국가기술자격 검정 중단제도 관련

1) 일본

❑ 일본에서는 2006년 기능 검정 직종 검토회를 개최하여 검정업무 통폐합 기준을
설정하고 2006년 9월 이후 4개의 검정 직종이 통폐합되었으며, 기능 검정을 시

작한 후 일정 기간 초과 직종에 한하여 수검자 수와 수요 감소 등을 고려하였음.

❍ 일본에서는 2006년 기능 검정 직종 관한 검토회를 개최하였으며, 직종 검토를
위한 "지속적인 기능 검정 직종 등의 재검토 조사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였음.

❍ 수검자 수가 특히 적은 검정 직종을 대상으로 통폐합을 고려하거나, 해당 기
능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 폐지 방향으로 검토하는 등의 기준을 설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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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3] 기능검정직종검토회의 검정업무 통폐합 기준과 폐지방향 검토 기준

자료: 技能検 定の職種等の見直しに関 する専 門調査員会(2009). 技能検 定の職種等の見直しに関
する専 門調査員会 報告書.

❑ 도도부현이 실시하는 검정 업무의 통폐합 등의 작업 계획은 1) 매년 일정한 수
검자 수를 기준으로 통폐합 검토 대상 직종을 선정하고, 2) 수검자 수 이외의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여 직종 통합, 지정시험기관 실시, 폐지를 검토하는 절차

로 구성되어 있음.

❍ 기능 검정 직종 검토회에 따라 기능 검정 직종 재검토 조사 전문 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2009), 통폐합 작업 계획이 보고되었음.

❍ 전문 위원회에 의해 매년 일정한 수검자 수를 기준으로 대상 직종을 선정하
고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여 통폐합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가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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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4] 도도부현이 실시하는 검정 업무의 통폐합 등의 작업 계획

자료: 技能検 定の職種等の見直しに関 する専 門調査員会(2009). 技能検 定の職種等の見直しに関
する専 門調査員会 報告書.

❑ 제1차 판단 시, 지난 6년 간 연평균 수검자 수가 100명 이하인 직종을 선정하
고 있으며, 제2차 판단 시 산업계, 수검자, 고용주, 소비자 및 국민의 편익을

감안하여 직종 통폐합을 고려하게 됨.

❍ 제1차 판단 시 검토 대상 직종을 선정하며 지난 6년간의 연평균 수검자 수
100명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예외 적용).

❍ 제2차 판단 시 산업, 수검자, 고용주, 소비자를 각각의 사회적 편익을 감안
하고 있음.



112 • 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기술자격 제도 혁신방안 연구

[그림 Ⅲ-15] 도도부현이 실시하는 검정 업무의 통폐합 등의 작업 계획

자료: 技能検 定の職種等の見直しに関 する専 門調査員会(2009). 技能検 定の職種等の見直しに関
する専 門調査員会 報告書.

厚生労働 省(2017). 平成２９年度技能検 定職種の統廃 合等に関 する検 討会 報告書(案)

❑ 최근의 기능 검정 직종 통폐합 등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검 신청자 수가
전년도 기준 6년 평균(2011~2016) 100명 이하인 직종을 선정하여 제1차

판단을 실시하였음.

❍ 2017년 기능 검정 직종 통폐합 등에 관한 검토회 보고서에 따르면, 2011~
2016년도 직종별 응시 신청자 수가 6년 평균 100명 이하인 직종을 기준으

로 제1차 판단을 실시하였음.

❍ 금속 용해, 봉제 기계 정비 등 10종이 제1차 판단을 통해 선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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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판단 시, 2년/3년에 1회 기능검정을 실시하는 경우 각각 50/30명 이상
일 때 연평균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며, 최근

2년간의 수검자 수가 모두 100명 이상이고 수검자 증가 추세인 주조 직종의

경우도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제1차 판단의 예외에 의해 금속용해, 봉제기계정비, 주조, 웰포인트시공, 인
장조각 직종은 제외되었음.

❍ 기계목공, 도자기제조, 제판, ALC패널 시공 직종이 선정되었음.

6년 평균 100명 이하의 직종

직종
수검신청자 수 6년 평균

수검
신청자 수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속용해 43 94 15 48 72 - 45

봉제기계정비 - 78 - 80 - 160 53

기계목공 - - 67 - - 89 26

목형제작 - - 66 - - 90 26

도자기제조 - 16 83 - 77 - 29

제판 86 80 70 58 - 189 81

주조 72 95 74 76 118 159 99

ALC패널시공 83 - 69 - 77 - 38

웰포인트시공 - 109 - 102 4 95 52

인장조각 - 117 - - 101 - 36

자료: 厚生労働 省(2017). 平成２９年度技能検 定職種の統廃 合等に関 する検 討会 報告書(案)

<표 Ⅲ-24> 검토 대상 통폐합 절차 예시(2017): 제1차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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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평균 100명 이하의 직종

직종
수검신청자 수 6년 평균

수검
신청자 수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속용해 3년에 1회 기능검정 실시, 6년 평균치 30명 이상

봉제기계정비 2년에 1회 기능검정 실시, 6년 평균치 50명 이상

기계목공 - - 67 - - 89 26

목형제작 2016년도 이미 폐지 결정

도자기제조 - 16 83 - 77 - 29

제판 86 80 70 58 - 189 81

주조 최근 2년간의 수검자 수가 모두 100명 이상, 수검자 증가 추세

ALC패널시공 83 - 69 - 77 - 38

웰포인트시공 2년에 1회 기능검정 실시, 6년 평균치 50명 이상

인장조각 3년에 1회 기능검정 실시, 6년 평균치 30명 이상
자료: 厚生労働 省(2017). 平成２９年度技能検 定職種の統廃 合等に関 する検 討会 報告書(案)

<표 Ⅲ-25> 검토 대상 통폐합 절차 예시(2017): 제1차 판단 결과

❑ 제2차 판단 시, 제판 직종의 경우 최근 2년 간 수검자 수가 100명 이상이 되어
통폐합 직종에서 제외되었으며, ALC패널시공 직종의 경우 관계 업계 단체의 의견

수렴으로 3년 실시, 30명 이상 신청자 수 확보 조건으로 통폐합 직종에서 제외

❍ 제2차 판단 시 제판 직종은 2017년도 신청자 수까지 포함하여 최근 2년 간
수검자 수가 100명 이상이 되었으므로 통폐합 선정 직종에서 제외되었음.

❍ ALC 패널시공은 관계 업계 단체의 의견 수렴 결과, 3년마다 실시하여 연평
균 30명 이상의 신청자 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조건이 수렴되어 제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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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6] 검토 대상 통폐합 절차 예시(2017): 제2차 판단 결과(제판, ALC 패널 시공)

자료: 厚生労働 省(2017). 平成２９年度技能検 定職種の統廃 合等に関 する検 討会 報告書(案)

❑ 제2차 판단 시, 관계 업계 의견을 수렴하며, 1) 검정 활용 현황, 2) 폐지 예상 시
폐해, 3) 향후 증가 전망, 4) 수검자 수 증가 방안 의견을 수렴하며, 또한 일반 국

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통폐합 여부를 결정하게 됨(조건부 인정/폐지).

❍ 기계목공 직종의 경우, 관계 업계 의견 수렴 및 일반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
과, 응시 신청자 수 연간 30명 이상 시 존속을 인정함(조건부 인정).

❍ 도자기제조 직종의 경우 신청자 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를
실시하나, 2018년 응시 신청자 수가 최소 90명 이상 시 검토회가 다시 상

의함(폐지).

[그림 Ⅲ-17] 검토 대상 통폐합 절차 예시(2017): 제2차 판단 결과(기계목공, 도자기제조)

자료: 厚生労働 省(2017). 平成２９年度技能検 定職種の統廃 合等に関 する検 討会 報告書(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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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 독일에서는 직업훈련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직업훈련을 통해 자격을 획득
할 수 있음(Gisela Dybowski, 2014). 새롭게 신설되는 훈련직종은 거의 없

으나, 직종이 통합되는 경우는 빈번하며(이동임, 2017), 현대화되는 훈련 직

종 목록을 제공함(BIBB, 2018).

❍ 독일에서는 훈련대상 직업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 관련
사항(내용, 기간, 시험기준)을 독일 전역에 일관되게 보장해주고 있음.

❍ 이원적 직업훈련을 통해 자격을 획득할 수 있음(Gisela Dybowski, 2014).
❍ 독일은 새롭게 등장하는 직종은 매우 드물며, 직종이 통합되는 경우가 빈번
함(이동임, 2017).

[그림 Ⅲ-18] 독일 4차 산업시대 직종들의 변화

자료: 이동임(2017).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해외출장보고서.
독일연방직업훈련연구소(BIBB) 홈페이지(2018). Retrieved from

https://www.bibb.de/de/berufeinfo.php/new_modernised_occupations_by_year/2018
Gisela Dybowski(2014). 독일 직업훈련의 효율과 특성. 한국노동연구원.

❑ 배관, 난방 및 에어컨 정비/기계공 분야의 훈련 직종 규정 개편 시 훈련 직종
의 인정/취소 절차/기준에 관한 권고(1974)에 따라, 자격에 대한 충분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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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훈련 시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활동을 수행, 2~3년 사이의 훈련 기간,

훈련 절차 수립 가능성 등 기준을 기반으로 개편하였음.

❍ 2016년 배관, 난방 및 에어컨 정비/기계공 분야의 훈련 직종 개편을 실시하
였음.

❍ 공인된 훈련 직종을 인정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1974년 직업훈련연방협의회의 훈련직종의 인정, 취소 절차, 기준에 관한 권

고에 기반함.

공인된 훈련 직종을 인정하고 유지하는 기준
(훈련 직종의 인정/취소 절차/기준에 관한 권고, 1974)

·적합한 자격에 대한 충분한 필요성을 갖추고 시간의 제한이 없으며, 기업에
독립적이어야 함.
·자격을 위한 훈련 시, 가능한 넓은 분야에서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함.
·전문적인 활동에 있어서 나이에 독립적이고, 영구적으로 투자할 수 있어야 함.
·광범위한 직업 기초 훈련이 가능해야 함.
·훈련 과정의 정돈된 절차 수립이 가능해야 함.
·다른 훈련 직종과 충분한 경계가 설정되어야 함.
·훈련 목표 달성을 위해 운영할 수 있어야 함.
·2년~3년 사이의 훈련 기간을 갖춰야 함.
·훈련 및 경력 향상을 위한 기반이 되어야 함.
·기술과 지식의 적용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해야 함.
자료: Axel Kaufmann(2016). Neuordnung der Berufsausbildungzum Anlagenmechaniker und

zur Anlagenmechanikerin für Sanitär-, Heizungs-und Klimatechnik. BIBB.
Bundesausschuss für Berufsbildung(1974). Empfehlung betr. Kriterien und Verfahren
für die Anerkennung und Aufhebung von Ausbildungsberufen.

<표 Ⅲ-26> 독일의 공인된 훈련 직종을 인정하고 유지하는 기준

❑ 훈련 직종 규정 개편 과정은 BIBB에서 먼저 사전에 고려하는 선행단계를 거
친 후, 이해관계자와의 준비 및 조정, 공포, 구현과 평가 단계로 개편하게 됨.

❍ 배관, 난방 및 에어컨 정비/기계공 분야의 훈련 직종 개편 시, 선행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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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및 조정 단계 →공포 단계 →개편된 훈련 직종의 구현과 평가로 개편

과정이 이루어짐.

❍ BIBB에서 개편에 대해 먼저 고려해 본 후, 연방조정위원회와 연방정부-사
회적파트너-훈련과정체계위원회-독일교욱문화부장관협의체 등과 조정하는 과

정을 거치게 됨.

[그림 Ⅲ-19] 독일 훈련 직종 규정 개편 과정

자료: Axel Kaufmann(2016). Neuordnung der Berufsausbildungzum Anlagenmechaniker und
zur Anlagenmechanikerin für Sanitär-, Heizungs-und Klimatechnik. BIBB.

❑ 훈련 직종 규정 개편을 위한 회의 참여자는 사회적 파트너 내의 전문가 및 조
정자, 직업훈련연구소 관계자, 연방 정부 및 주정부 관계자 등으로 다양한 집

단이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규정(안)을 작성하게 됨.

❍ 배관, 난방 및 에어컨 정비, 기계공 훈련 직종 개편을 위한 회의의 참여자는
BIBB를 중심으로 연방정부 및 주정부 관계자로 BMWI나 BMBF 관계자,

KMK 관계자 등이 있음.

❍ 또한 사회적 파트너 내의 전문가로 근로자, 고용주 입장의 전문가, 조정자가
참여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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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0] 독일 훈련 직종 규정 개편 회의 참여자

자료: Axel Kaufmann(2016). Neuordnung der Berufsausbildungzum Anlagenmechaniker und
zur Anlagenmechanikerin für Sanitär-, Heizungs-und Klimatechnik. BIBB.

나. 국가기술자격 유효기간 관련

1) 일본

❑ 국가자격은 면허적 자격 중심, 공적자격은 사내검정인정제도 중심, 민간자격은
국가가 관리하지 않는 자격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

❍ 일본의 자격제도는 태평양 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하였음.
❍ 근거법령의 유무, 행정의 관여, 자격의 성격 등에 따라 국가자격, 공적자격,
민간자격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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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1] 일본의 자격제도의 변천과정

자료: 한국직업자격학회(2017). 국가기술자격제도 발전방안 연구.

❑ 일본의 자격제도에서 국가자격의 경우 ① 운영방식에 따른 구분, ② 국가자격
의 효력에 따른 구분으로 나눌 수 있음.

❍ 운영방식에 따른 구분은 개별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 기능검정제도기능자격,
기술사 제도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국가자격의 효력에 따른 구분은 업무독점자격, 의무배치자격, 명칭독점자격
등으로 나뉨.

[그림 Ⅲ-22] 일본의 국가자격의 구분

자료: 한국직업자격학회(2017). 국가기술자격제도 발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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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자격제도에서 공적자격의 경우 사내검정인정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며, 민간자격의 경우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고 정부의 관여 없이 업계 단체,

임의 단체, 학교 등이 독자적으로 실시하여 인정하고 있음.

❍ 사내검정 인정 제도는 민간에서 해당 관청의 인정을 받아 운영하는 형태이
며, 2017년 기준 49개 업장 128개 직종의 자격이 운영중임.

❍ 민간자격은 국가에서 관리하지 않는 자격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자격신설 및
폐지도 민간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됨.

[그림 Ⅲ-23] 일본의 공적자격과 민간자격의 구분

자료: 한국직업자격학회(2017). 국가기술자격제도 발전방안 연구.

❑ 일본은 무선종사자 총 23개 종목 검정 및 보수교육 시행, 해상분야의 경우 5
년간 현장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선박 승선을 하려는 경우에만 3일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일본 후생노동성은 2016년도에 향후 5년간 직업능력개발 시책의 기본 방침
을 알리는 「제10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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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종합무선통신사 19종(종합무선, 해상무선, 항공무선, 육상무선, 특수

무선 등) 및 아마추어 무선기사 4종목의 무선종사자 총 23개 종목 검정 및

보수교육을 시행하며, 해상분야의 경우 5년간 현장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선

박 승선을 하려는 경우에만 3일간 교육을 실시함.

[그림 Ⅲ-24] 일본의 유효기간 적용 현황과 자격제도 최근 동향

한국직업자격학회(2017). 국가기술자격제도 발전방안 연구.
資格の王道 홈페이지(2018). Retrieved from http://www.shikakude.com/

❑ 빌딩 경영관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의 일환으로 자격검정기관 주최 강습회를 진
행하며, 그 외 자격 갱신 요건이 존재하고 있었고, 특정 분야 자격에 대해서만

자격 갱신제도를 갖추고 있는 자격들도 있었음.

❍ 공적자격인 빌딩 경영관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의 일환으로 자격검정기관 주
최 강습회를 진행하며, 그 외 임대 빌딩 경영에 관한 연구, 빌딩 경영 관리

사 협회 가입 등의 자격 갱신 요건이 존재함.

❍ 컴퓨터 서비스 기능 평가 시험과 같이 특정 분야 자격에 대해서만 자격 갱신
제도를 갖추고 있는 자격들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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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5] 일본의 유효기간 적용 현황과 자격제도 최근 동향

자료: 資格の王道 홈페이지(2018). Retrieved from http://www.shikakude.com/

❑ 일본 공적 자격 현황과 공적 자격별 유효기간, 보수교육 현황은 다음과 같음.

[그림 Ⅲ-26] 일본 공적 자격별 유효기간, 보수교육 현황

자료: 資格の王道 홈페이지(2018). Retrieved from http://www.shikaku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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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 심리사 자격은 국가의 평생학습 차원에서 5년마다 자격 갱신을 의무화 하
고 있으며, 민간 자격이지만 국가 자격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음.

❍ 평생학습 차원에서의 5년마다 자격 갱신이 필요함.
❍ 총 6개 분야의 교육훈련 기회에서 3개 항목 이상을 참여하여 총 15점 이상
을 취득하여야 자격을 갱신할 수 있도록 구조화 되어있음.

[그림 Ⅲ-27] 임상심리사 자격 갱신 관련 내용

주 1)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교육 활동을 통해 취득 가능한 포인트임.
자료: 資格の王道 홈페이지(2018). Retrieved from http://www.shikakude.com/

2) 호주

❑ 호주의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는 AQF를 근간으로 운영하고, 산업계와 직업
교육 훈련 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훈련패키지(TP: Training

Package)개발은 산업계가, 직업교육훈련의 질관리는 주정부가, 호주자격체계

(AQF)는 국가가 운영함.

❍ 2016년 이전까지 ISC주도로 개발되던 훈련패키지 개발 및 보완은 2016년
1월 이후 SSO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훈련패키지 개발 및 유지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질 제고와 정부 개입 강화를 위함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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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기준 훈련패키지는 67개가 개발되어 있고, 이를 통해 1,472개의

자격이 운영되고 있으며, 중앙정부 주도하에 운영체제를 구축함.

[그림 Ⅲ-28] 호주의 자격제도 개요 및 거버넌스

자료: 한국직업자격학회(2017). 국가기술자격제도 발전방안 연구.

❑ 호주자격체계 AQF는 자격의 수준(Levels)과 명칭(Titles), 평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합하는 단일 체계로 구성되며, 의무교육 이후 교육훈련이 전국적으로

일관된 체계로 호주자격체계 내 부여된 자격은 전국적으로 인정됨.

❍ 직업중심자격과 학습자격이 계속학습에서 최대한 유연성을 가진 단일 체계화
로 구성됨.

❍ 2017년 현재 2013년의 2차 개정 호주자격체계(AQF 2nd Edition)에 따
라 상급중등교육 자격(Senior Secondary Certificate of Education)을

포함하여 11단계 수준에 걸친 15개의 자격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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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9] 호주의 자격체계 AQF와 부문별 자격 현황

자료: 한국직업자격학회(2017). 국가기술자격제도 발전방안 연구.

❑ 호주 자격제도 운영 관련 기관은 호주정부 산업 및 직무능력위원회(CISC), 호
주직무능력품질원(ASQA), 산업별위원회(IRC), 호주산업숙련위원회(AISC),

숙련서비스기구(SSO) 등으로 구성됨.

❍ 특히, 호주직무능력품질원(ASQA)은 호주의 직업교육훈련을 관장하는 기관
으로, 2011년 국가직업교육훈련감독법에 의거하여 호주정부간위원회

(COAG) 산하로 설립

❍ 전국적으로 일관된 직업교육훈련 관련 기관의 인증·등록·관리,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의 품질 우수성을 보장 및 관련 정보 제공

❍ 숙련서비스기구(SSO)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자격취득
에 필요한 기본 자료인 훈련패키지의 개발과 유지를 담당하는 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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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내용

호주정부
산업 및
직무능력위
원회
(CISC)

·호주정부 간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호주정부위원회(COAG: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 산하 8개 위원회 중의 하나로서
고등교육, 직업교육훈련, 고용, 국제교육, 성인 및 지역 교육 등에
관한 고위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위원회

호주직무능
력품질원
(ASQA)

·호주의 직업교육훈련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2011년
국가직업교육훈련감독법에 의거하여 호주정부간위원회(COAG) 산하로
설립
·전국적으로 일관된 직업교육훈련 관련 기관의 인증·등록·관리,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의 품질 우수성을 보장 및 관련 정보 제공

산업별위원
회
(IRC)

·SSO의 지원을 받아 해당 산업의 숙련수요를 파악하는 공식적 채널로
각각의 IRC는 해당 산업 및 직업분야에 숙련수요를 전달할 수 있는
대중소기업 대표 및 노동조합 등 산업과 밀접한 인사들로
구성됨(2017년 현재 64개 산업분야에 IRC가 구성, AISC에 숙련수요
자문)

호주산업숙
련위원회
(AISC)

·2015년 5월 호주정부 산업 및 직무능력위원회(CISC)에 의하여 설립,
직업교육훈련분야에 관한 공식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산업계주도 기구임(2017년 현재 11명의 위원들은 연방 및 지방
정부의 교육훈련 관련 장관 및 핵심 산업단체로부터 추천)
·국가 훈련정책 조언, 훈련패키지 품질보증 및 승인,공인 훈련과정
개발, 승인 절차 감독,정책연구 우선 순위 가이드라인, 훈련표준 자문

숙련서비스
기구
(SSO)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자격취득에 필요한 기본
자료인 훈련패키지의 개발과 유지를 담당하는 기구. 2017년 현재 6개
·산업별 기구인 IRC가 훈련패키지 개발과 보완에 필요한 숙련수요를
파악하면 실질적으로 훈련패키지 개발과 보완작업 수행

자료: 한국직업자격학회(2017). 국가기술자격제도 발전방안 연구.

<표 Ⅲ-27> 호주 자격제도 운영 관련 기관

❑ 호주 자격체계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 거버넌스와 관
련한 많은 조직과 기구가 신설 및 폐지됨으로써 신속한 산업수요 기반의 제도

구축을 위한 정책을 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질관리 기구의 역할과 책

무를 강화하고 있음.

❍ 산업계 주도의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제도 운영을 위한 노력을 위해 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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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수요 기반의 제도 구축을 위한 정책을 구현하고자 하였음.

❍ 또한 RTO의 역량과 AQF 활용의 한계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어, RTO
훈련의 질의 균등성을 보장하여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직업자격을 높게 평가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림 Ⅲ-30] 호주의 자격체계 주요 이슈

자료: 한국직업자격학회(2017). 국가기술자격제도 발전방안 연구.

❑ 호주의 자격 등록은 5년간 유효하며, 기간 연장은 전체 등록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재등록은 주가 측정하는 관련된 표준에 일치하는가에 달려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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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1] 호주의 유효기간 적용 현황

자료: 한국직업자격학회(2017). 국가기술자격제도 발전방안 연구.

3) 영국

❑ 영국은 국가직업자격(NVQ) 개발 이후 6개 기초직업능력과 GNVQ 자격취득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교육과 자격제도의 상호호환 체제를 구축하였음.

❍ 영국은 1980년대 이후부터 직업교육훈련제도와 자격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1986년 국가직업자격위원회(NCVQ)를 설립하였음.

❍ 특정한 기술적 능력을 평가하는 NVQ만으로는 근로자들이 기술이 급속히 진
보하는 산업 사회에 적절하게 적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기초 직

업 능력을 개발하고 14개 직업분야 자격 취득 프로그램인 GNVQ가 도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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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2] 영국 자격제도의 개요 및 연혁

자료: 한국직업자격학회(2017). 국가기술자격제도 발전방안 연구.

❑ 영국의 자격체계는 RQF 수준체계를 기준으로 비교 가능하도록 제시되어 있으
며, 이 중 국가직업자격(NVQ)은 5수준 체계를 따르고 있음.

❍ 초급수준(Entry level)을 제외하고 RQF는 8수준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준별 정의를 제시하여 자격 수준 결정 근거로 활용함.

❍ NVQ level 2는 RQF level 2 수준, NVQ level 3는 RQF level 3 수준,
NVQ level 4는 RQF level 4~6, NVQ level 5는 RQF level 7~8 수준임.

[그림 Ⅲ-33] 영국의 자격 체계 및 자격별 등급체계

자료: 한국직업자격학회(2017). 국가기술자격제도 발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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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자격 운영은 정부부처, 사업주, 산업별협의체(SSC), Ofqual, 각 검정
기관(Awarding body), 평가센터(Assessment Center), 교육훈련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됨.

❍ 산업별협의체에서 자격표준을 제시하고, 검정기관에서 자격과정을 설계, 개
발하며, 교육기관·학교에서 해당 자격과정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됨.

[그림 Ⅲ-34] 영국의 자격 제도 운영 관련 기관

자료: 한국직업자격학회(2017). 국가기술자격제도 발전방안 연구.

❑ 영국의 국가직업능력표준(NOS)은 개인이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등을 표준화, 우리나라의 NCS와 동일한 기능을 함.

❍ 검정기관(Awarding body)은 NOS를 기반으로 하여 개인의 직무수행에 필
요한 교육훈련 과정을 제공하고, 이를 위한 자격과정을 설계할 수 있음

❍ 국가직업자격은 각 수준별로 NOS(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에
기반을 둔 역량수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격의 성취를 위해 이에 해당되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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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5] NOS 기반 자격

자료: 한국직업자격학회(2017). 국가기술자격제도 발전방안 연구.

❑ 영국 자격제도 개편 동향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NOS개발 예산 지원을 중
단하고 NOS와 자격 개발 경쟁체제를 도입하였으며, SSC의 성과 미비에 따라

Trail blazer라는 협의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NOS 관리를 맡던

UKCES는 폐지됨.

❍ 그동안 잉글랜드 중심의 자격제도와 관련한 제도 구축과 운영이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등 지역별로 각기 운영되는 형태로 변화하였음.

❍ 지역별 자격제도 관련 제도 운영의 다양성 확대, NOS 개발 및 활용, 산업
계의 역할, UKCES, FLSSS 관련 이슈가 제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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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6] 영국 자격제도 개편 동향

자료: 한국직업자격학회(2017). 국가기술자격제도 발전방안 연구.

❑ 현재 영국은 5년 단위로 자격을 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장의 수요가 발
생하는 신자격을 개발하고 수요가 사라진 낡은 자격을 폐지하고 있음.

❍ 현재 영국에서는 도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들을 통하여
도제교육이 청년들의 취업률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SSQ에서 국가직업표준을 개정하고 설계한 후, 검정기관에서 이를 반영하여
자격을 신설하고 교수요목을 작성하며 정기적인 자격 개정을 실시함. 또한

지속적으로 자격 콘텐츠 점검 및 개선 노력을 18개월 주기로 반복함.

[그림 Ⅲ-37] 영국 자격제도 및 유효기간 적용 사례

자료: 한국직업자격학회(2017). 국가기술자격제도 발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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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

❑ 미국의 자격제도는 시장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발전해왔으며 시장이 여러 자격
제도 제정을 주도하고 있음.

❍ 정치 사회 문화적 특성상 여러 주로 나뉘어 있고 각 주의 제도와 법률제도가
상이함. 또한 시장의 자율에 의해 자격제도가 발전됨.

❍ 미국의 자격제도는 시장기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
의 역할은 직접규제와 조정보다는 지원과 인증에 중점

❑ 미국 자격은 자격을 부여하는 주체에 따라 면허(License), 민간자격

(Certification) 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면허는 가장 엄격하고 영향력이 강한 것으로 주정부, 연방정부 주도하여 개
발하며, 주정부 단위의 면허로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건축부문, 부동산,

화장품학 등이 있고, 연방정부 단위로는 원자력 발전 해양관련 부문 항공관

제직업 영역 등이 있음.

❍ 민간 자격은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자격검정을 전문성을 지닌 민간기구에 맡
겨 시행하는 자격으로, 해당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직함을 쓸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직함보호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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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8] 미국 자격제도 및 유효기간 적용 사례

❑ 미국 뉴욕주 작업치료사 및 작업 치료 보조원의 경우, 3년 갱신기간동안 36시
간의 교육을 완료하여야 함

❍ 미국은 주에 따라 자격제도 및 유효기간 적용 지침이 다름.
❍ 뉴욕주 작업치료사 및 작업 치료 보조원의 경우 3년 갱신기간동안 36시간의
교육을 완료하여야 하며, 승인학습활동은 공식적인 학업연구/워크숍, 독립적

학습, 멘토링 등 7개 평생교육 영역에서의 활동을 인정함.

[그림 Ⅲ-39] 미국 뉴욕주 작업치료사 및 작업치료보조원 유효기간 적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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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페인

❑ 스페인의 자격제도는 자격운영 총괄기관인 INCUAL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자
격종목 신설 및 인증, 직업훈련프로그램 평가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스페인의 자격제도는 자격운영 총괄기관인 INCUAL에서 담당하며 전문자격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 자격제도는 INCUAL을 비롯하여 정부부처, 노동조합, 고용주 협회 및 위원
회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산업수요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 및 직업

교육훈련 표준 모듈을 개발하여 자격을 신설함.

[그림 Ⅲ-40] 스페인 자격제도 개요와 자격 운영 주체 및 운영 체계

자료: 스페인 국립자격연구소 홈페이지(2018). Retrieved from https://incual.mecd.es/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2013). 유럽 자격제도 및 산업체 활용 실태 조사 출장결과 보고서.

❑ 스페인의 CNCP(국가직무능력표준)은 EU의 EQF를 기반으로 총 5수준으로
설계되어 업무의 난이도, 지식수준,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되

어 활용되고 있음.

❍ 자격종목의 수준 구분은 일의 난이도, 지식수준, 독립성, 독립 작업 및 팀

작업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음.

❍ 스페인 국가법에 의거하여 5년마다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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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26개의 직무분야별로 CNCP(국가직무능력표준)의 1~3 레벨 수준

에 해당하는 자격 운영을 관장하고 있음.

[그림 Ⅲ-41] 스페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활용과 수준체계

자료: INCUAL(2015). National system for qualifications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2013). 유럽 자격제도 및 산업체 활용 실태 조사 출장결과 보고서.

❑ CNCP(표준직무능력)이 개발됨에 따라, 스페인 자격은 능력단위 및 관련 학습
모듈로 구성되며, 세부기준 및 수행준거들은 학습 및 성과평가 기준이 됨.

❍ 능력단위는 식별, 직업수행, 직업상황 등으로 구성되며, 관련 학습모듈은 식
별, 학습성과, 학습내용, 학습환경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능력단위와 학습모듈은 총 2,775개를 개발 및 활용하고 있음(Level 1 319
개, Level 2 1,197개, Level 3 1,259개).

❍ 학습모듈의 경우, 모듈별로 선택하여 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나, 자격의 경우
해당분야 모듈 전체를 이수하여야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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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2] 스페인 능력단위 및 학습모듈 구조

자료: INCUAL(2015). National system for qualifications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서울대학교(2011). 과정이수형 자격의 평가체계 개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2013). 유럽 자격제도 및 산업체 활용 실태 조사 출장결과 보고서.

❑ 스페인의 전문자격은 CNCP에 기반하여 설계되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교육이
나 훈련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자에게 교육자격 혹은 직업자격증을 발급하는 과

정이수형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스페인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는 산업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5년마다 개정, 노
동조합 등의 산업체 관련 조직이 자격운영 참여, 별도 위원회를 구성 및 활

용하고 있음.

❍ 실무현장 관찰, 모의실습, 직업 능력 검정, 구조화된 인터뷰 등의 평가 방법
과 교육생 평가 체계를 통해 과정 이수 여부를 판단함.



제3장. 국외 사례 분석 • 139

[그림 Ⅲ-43] 스페인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개요

자료: 고용노동부(2013). 국가자격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연구.
서울대학교(2011). 과정이수형 자격의 평가체계 개발.

❑ 스페인의 경우 2017년 10월 AEPD(스페인 데이터 보호국)에서 DPO 자격

인증제도를 도입하였으며, DPO 자격은 개인정보 감독기구에서 자격검정 체계

를 마련하여 국립인증기관, 자격검정기관 및 훈련기관과 함께 운영되고 있음.

❍ EU GDPR(유럽 연합 일반 데이터보호 규칙)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직책으로
‘DPO(데이터 보호 책임자)’ 가 떠오르고 있으며, 스페인의 경우 2017년 10

월 AEPD(스페인 데이터 보호국)에서 DPO 자격 인증제도를 도입하였음.

❍ 스페인 DPO 자격은 개인정보 감독기구에서 자격검정 체계를 마련하여 국립
인증기관, 자격검정기관 및 훈련기관과 함께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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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4] 스페인 DPO 자격의 개요와 운영체계

자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홈페이지(2018). Retrieved from https://www.privacy.go.kr/gdpr
AEPD(2017). Certification scheme of data protection officers from AEPD.

❑ DPO 자격은 3년간 유효하며, 이를 갱신하기 위해 연간 최소 15시간 교육 이
수 또는 3년간 60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를 필요로 하며, 1년의 해당 분야 경

력 요건을 갖추어야 자격 갱신이 가능함.

❍ 개인정보보호 관리자의 보수교육 규정으로는 교육 기간, 교육기관 및 교육

제목을 명시하지 않은 교육은 유효하지 않으며, 정당한 이유에서, 3년 중 1

년 동안 연례 최소 요구 교육(15시간)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남은 2년 안

에서 보충이 가능함.

❍ 자격 갱신절차의 경우 만료 전 통보 → 자격 갱신 요청 → 동의서 제출 →
해당 서류 확인 → 필요 서류 요청 시 제출 → 자격 갱신 여부 확인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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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5] 스페인 DPO 자격의 유효기간 적용 현황 및 규정

자료: AEPD(2017). Certification scheme of data protection officers from AEPD.

6) APEC

❑ APEC 엔지니어의 등록요건을 따로 두고 있으며, 보수교육은 3년간 150학점
의 계속교육 이행을 요구하고 있음.

❍ APEC 엔지니어제도는 국제적인 활동에 충분한 요건을 갖춘 기술자들을 각
회원 국가의 책임 하에 등록하고, 등록된 기술자가 상대 국가에서도 자신의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

❍ 보수교육 규정으로 별도의 갱신기간은 없으며, 만족할만한 수준(3년간 150
학점)의 계속교육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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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6] APEC 엔지니어 제도와 등록요건 및 보수교육 규정

7) 기타 국가 의사 면허 관리 사례

❑ 자격별 보수교육 사례 중 미국, 영국, 캐나다, 기타 유럽의 의사면허 관리 사례
를 살펴보면 대부분 5년~10년 정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있었으며, 보수교육

방법은 CPD, 시험, 그룹 및 자기학습, 진료향상 활동 등 다양하게 이루어짐.

구분 미국 영국 캐나다 기타 유럽

주체
·민간 + 지방자치
주의

·국가 ·지방자치 주의
·정부부처 +
민간 자치기관

기구

·Federation of
State Medical
Boards
American
Board of
Medical
Specialties

·General
Medical
Council

·Royal 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of Canada.
College of
Family
Physicians of
Canada

·Chamber 등

제도
·Maintenanceof
Licensure

·Revalidation
·Maintenanceo
f Certificate

·(재)면허/인증

<표 Ⅲ-28> 외국의 의사 면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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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기술자격 검정 혁신

가. 국가기술자격 검정 방법 관련

1) 독일

❑ 독일은 분야별 수준을 반영한 자격이 있으며 이는 양성 훈련과 향상 훈련 과정
에 따라 자격을 제공하고 있으며, IT 분야와 자동차 정비 분야의 사례를 살펴보

면, 듀얼시스템을 통해 3~3.5년의 훈련과정 이수 후 기능사 자격 획득이 가능

❍ 독일은 분야별 수준을 반영한 자격이 있으며, 양성훈련, 향상훈련 과정에 따
라 자격을 제공(이동임 외, 2014; 한국산업인력공단, 2016)

구분 미국 영국 캐나다 기타 유럽

Maintenanceof
Certificate

대상 ·참여 의사 ·모든 의사 ·참여 의사 ·진료허가 의사

강제성
·자발성이니
실제적인 강제
효과

·법적 강제 ·점차 강제화
·대부분 법적
강제

내용

·Federationrede
ntials
Verification
Service, CPD
평점, 시험,
진료향상활동

·등록정보,
연례평정,
CPD 활동,
기타 평가

·그룹학습,
자기학습, 평가

·주로 CPD

기간 ·5~10년 ·5년 ·5년 ·없거나 3~7년

특징

·면허유지를 위한
정보축적과 진료
자격 유지를 위한
다양한 평가체계

·등록체계를
국가적 의사
양성 및 질
향상 체계와
연계,
정성평가 위주

·진료면허관리
고도화 목표로
의사의 학습활동
증진 위한 CPD
개발, 관리

·국가별 제도가
다양하며,
EU체계
하에서의 표준화
노력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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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은승급향상훈련의경우향상훈련규정이나향상훈련시험규정에규정된시험에
합격하면담당기관(상공회의소나직종별협회)이해당자격을부여(정원호, 2016)

❍ 또한 아우스빌둥(Ausbildung)은 가장 보편화된 직업교육 방식으로 이를 이
수하면 기능사자격을 획득 가능함(한국산업인력공단, 2016).

구분 수준
수공업/제
조업

상업 및 서비스
분야

IT 및 전자분야

훈련을
통한
자격의
획득

향상
훈련

상
마이스터(
Meister)

전문가자격
(Betriebswirt)

Strategie
Profesionals

실무전문가자격
(Fachwirt)

Operative
Profesionals

중
기획전문가자격
(Fachberater)

Spezialisten

양성
훈련

하
기능사(Ge
selle)

숙련자격
(Fachangestelte)

자격
검정
방법
사례(IT
, 자동차
정비
분야)

구분 수준 응시요건 자격취득방법

인포마티커(프로
그램 개발)

DQR L4

법률로 정해져있지
않으나, 9~10년의
일반교육 수료
청년들이 응시

듀얼시스템(3년)

인포마티커(하드
웨어개발)

DQR L4 듀얼시스템(3년)

IT 시스템
기술사

DQR L4 듀얼시스템(3년)

자동차 서비스
기술자

DQR L4 듀얼시스템(3.5년)

자동차 차체
유지보수 기술자

DQR L4 듀얼시스템(3.5년)

자료: 이동임, 김상진, 서유정 (2014). 주요국의 자격제도의 성과와 한계
정원호(2016). 독일의 향상훈련과 노사정 협력 거버넌스
한국산업인력공단(2016). 국가간 자격상호인정 추진방안 연구(독일, UAE, 일본, 캐나다

<표 Ⅲ-29> 독일의 자격 획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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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차체, 차량 정비공의 경우 1차, 2차 시험으로 구성되며 평가방법은 작
업형, 보고서 작성, 토론, 필기 시험으로 동일함. 다만, 평가 내용을 시험 차수

에 따라 수준을 다르게 출제하며 그에 따른 시간과 가중치가 다르게 배정됨

❍ 독일의 차체, 차량 정비공의 경우 듀얼시스템(아우스빌둥)으로 운영되는 자
격으로 총 소요기간(교육훈련기간) 3.5년 이후 시험을 통과하면 기능사 수

준의 자격이 주어짐.

❍ 1차 시험과 2차 시험 모두 작업(생산), 보고서 작성, 토론(인터뷰), 필기시
험의 동일한 평가 방법으로 이루어지나, 평가 내용을 시험 차수에 따라 수준

을 다르게 출제하며, 그에 따라 시간, 가중치가 다르게 배정됨(1차 시험

30%, 2차 시험 70%).

구분 차체, 차량 정비공(Karosserie und Fahrzeugbaumechaniker/in)

1차
시험

구분 주요 내용 시간
총 시간
(가중치)

영역

작업(생산)
도구 선별,도면 작성, 생산,
부품테스트 등

5시간
30분 6시간

15분
(20%)

작업순서
검사보고서

작성
작업 순서 내 시험 및 측정
보고서 작성, 5회 측정

30분

토론
전문적 기술 토론(문제 및
해결)

15분

필기시험
(서면작업)

Part A: 25개 작업 45분 1시간
30분
(10%)

주문
일정관리Part B: 1개 프로젝트 45분

2차
시험

구분 주요 내용 시간
총 시간
(가중치)

영역

작업(생산)

제조, 테스트, 조립, 시스템
구성과 연결
작업지시서 분석, 계획,
시스템 투입,조립, 보고서
작성 등

13시
간
30분

14시간
(40%)

작업순서
와
고객주문

<표 Ⅲ-30> 독일 듀얼시스템 내 차체, 차량 정비공 자격 검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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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식물 기술 마이스터 시험의 분야는 1) 식물재배/공정공학/시험기술과

서비스, 2) 비즈니스 및 경영, 3) 직업 훈련과 리더십으로 구성됨. 시험 평가

방법은 식물재배/공정공학/시험기술과 서비스 과목과 비즈니스 및 경영의 경

우, 작업 프로젝트와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있음.

❍ 독일연방법무및소비자보호부(BMJV)에서는 식물 기술 마이스터 시험규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마이스터 시험의 구조는 ① 식물 재배, 공정 공학, 시험

기술과 서비스, ② 비즈니스 및 경영, ③ 직업 훈련과 리더십으로 구성됨.

❍ 시험 방법은 ① 작업 프로젝트(work project), ② 필기시험, ③ 실습시험,
④기술토론, ⑤ 사례연구 등이 있음.

구분 차체, 차량 정비공(Karosserie und Fahrzeugbaumechaniker/in)

보고서
작성

고객 주문 영역 내 시험 및
측정 보고서 작성, 고객
주문에 따른 5가지 측정

30분

토론(상황
인터뷰)

전문적 기술 토론(생산단계의
상황에서 파생 가능)

20분

필기시험
(서면작업)

차체,차량
공학

Part A: 50개
작업 180분

(20%) 4시간(3
0%)

차체,
차량 공학
경제사회
과학
필기시험
실시

Part B: 1개
프로젝트

경제사회과학
60분(
10%)

자료: 독일 상공회의소(IHK). Karosserie- und Fahrzeugbaumechaniker/-in Gestreckte
Abschlussprüfung Teil 1 und Teil 2 (Verordnung vom 10. Juni 2014, aktualisiert: Mai
2015)
한국산업인력공단(2016). 국가간 자격상호인정 추진방안 연구(독일, UAE, 일본,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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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식물 기술 마이스터 시험 규정(조례, 2017)

전제
조건

·시험 입학을 위한 전제 조건
① 식물 기술자로 인정받은 훈련 과정에서 최종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2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을 쌓아야 함.

② 다른 인정된 농업 훈련 직종에서 성공적으로 완료된 최종 시험과 직업
훈련 후 3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을 쌓아야 함. 또는,

③ 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이 있어야 함.

·1항에 언급된 능력은 식물 육종, 식물 건강/검역, 식물재배 또는 식물연구를
입증
·증거 제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시험 요건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시험을 허용해야 함.

평가
방법

① 식물
재배,
공정
공학,
시험
기술과
서비스

작업
프로
젝트

① 작업 프로젝트를 통해, 구체적인 운영 상황에 따라 식물
재배, 공정 공학, 시험 기술 및 서비스의 복잡한 관계를
기록하고 분석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 운영 상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개발하고 구현해야 함.

② 작업 프로젝트의 업무는 육종, 재배등의 사업의
일상적인 운영과 향후 개발과 관련되어있어야 하며,
프로젝트 작업 선택 시 수험자의 제안을 고려해야 함.

③ 심사위원회가 계획된 업무 프로젝트를 선택된 회사에서
수행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수험자와 합의하여 사업
계획에 상응하는 적절한 업무를 할당해야 함.

④ 수험자는 서면으로 작업 프로젝트 계획을 작성하고,
결과를 기술토론에서 설명해야 함.

⑤ 수험자는 작업 프로젝트를 완료하는데 12개월의 기간이
주어지며, 기술토론은 최대 90분의 시간이 주어짐.

필기
시험

① 필기 시험은 복잡하고 실제적인 과업으로 구성되며,
감독 하에 수행됨.

② 평가 시간은 180분임.

②
비즈니
스 및
경영

작업
프로
젝트

① 작업 프로젝트에서 수험자는 식물 육종, 재배,
식물검사입증 등에서 복합적인 비즈니스 업무를
수행해야 함. 이 프로젝트는 전체적인 운영 또는 운영의
상당 부분을 추후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며,
프로젝트 선택 시 수험자의 제안을 고려해야 함.

② 심사위원회가 계획된 업무 프로젝트를 선택된 회사에서
수행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수험자와 합의하여 사업
계획에 상응하는 적절한 업무를 할당해야 함.

③ 작업 프로젝트는 회사의 기록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이는 평가 대상이 아님.

<표 Ⅲ-31> 독일 마이스터 시험 내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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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자격 검정 과정의 경우 파트 1~4로 운영되고 있으며 파트 1~2는 분야
별 시험, 파트 3~4는 일반적인 시험으로 구성되고 있음. 평가 위원의 규정이

제공되고 있으며, 최소 1~2명의 시험 위원회의 평가 위원은 마이스터 시험을

통과하였거나 훈련생을 양성할 권리가 있어야 함.

❍ 독일수공예협회중앙협의회(Zentralverband des Deutschen Handwerks
unterstützt werden)에서는 마이스터시험 규정을 제공하고 있음.

구분 식물 기술 마이스터 시험 규정(조례, 2017)
④ 수험자는 서면으로 작업 프로젝트 계획을 작성하고,
프로젝트 과정 및 결과를 문서화하고 기술토론에서
설명해야 함. 전문가 토론은 시험 내용과
작업프로젝트의 과정과 결과를 다룸.

⑤ 수험자는 작업 프로젝트를 완료하는데 6개월의 기간이
주어지며, 기술토론은 최대 45분의 시간이 주어짐.

필기
시험

① 필기 시험은 복잡하고 실제적인 과업으로 구성되며,
감독 하에 수행됨.

② 평가 시간은 180분임.

③ 직업
훈련과
리더십

상황
구현

① 훈련 상황의 구현과 기술 토론으로 구성됨.
② 훈련 상황은 심사 위원회와 수험자가 동의하여
결정하며, 서면으로 계획하고 구현해야 하고, 훈련
상황의 선택, 설계 및 구현은 기술 토론에서 설명해야
함.

③ 훈련 상황에 대한 서면 기획은 7일의 기간이 주어지며,
실제 구현은 60분이 소요되고, 기술 토론은 최대
30분의 시간이 주어짐.

필기
시험

① 필기 시험은 사례와 관련된 작업을 처리해야 함
② 평가 시간은 150분임.

사례
연구

① 사례 연구는 리더십의 상황을 처리해야 함.
② 상황은 심사위원회에 의해서 명기하고규정에 있는
내용을 참조해야 하며, 수험자는 주어진 상황을
분석하고, 행동을 위한 선택 사항을 개발하고, 이를
서면으로 제시하며 기술 토론에서 설명해야 함.

③ 사례연구는 120분의 시간이 주어지며, 기술토론은 최대
30분의 시간이 주어짐.

자료: 독일연방법무및소비자보호부(BMJV). Retrieved from
https://www.gesetze-im-internet.de/pflanzentechmeistprv/BJNR3815000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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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공예분야 마이스터 시험은 파트 1~4로 구성되며, 파트 1~2는 각 분야
(전기, 목공예 등)의 시험규정이 제공되고, 파트 3(사업관리, 상업 및 법률

시험), 파트 4(직업 교육 시험)은 일반적인 시험 규정이 제공됨.

❍ 마이스터 시험의 등록(승인) 및 일반적인 시험 규정에 대한 등록기준, 시험
위원회 구성(제외자), 평가 점수에 대한 규정 또한 제공하고 있음.

구분 수공예 분야 마이스터 시험 규정

시험 구조
·파트 1, 2: 각 분야 시험 규정
·파트 3: 사업관리, 상업 및 법률 시험
·파트 4: 직업 교육시험

참가자제외

·심사위원회에서 배제 결정
-수험자의 고용주
-수험자의 비즈니스 파트너, 감독자, 직원
-가족(약혼녀, 배우자 친척, 형제자매 등)

평가위원
규정

·구술 시험: 기술적 토론은 일대일 인터뷰로 진행
·보충 시험: 일대일 인터뷰로 진행되며, 최대 20분간 실시, 필기
시험과 보충 시험의 결과는 2:1로 가중됨.
·구술 시험, 보충 시험, 시뮬레이션, 샘플의 작업: 시험위원장은
최소한 3명의 위원을 위촉(적절한 수행 보장 시 2인 가능), 위임된
위원 중 2명은 마이스터 시험을 통과하였거나, 훈련생을 양성할
권리가 있어야 함
·2명의 위원이 시험에 합격을 줘야 합격함.
·필기 시험의 경우, 파트 2, 3, 4에 대한 필기 시험 수행에 대해
의장은 시험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니어도 감독할 사람을 지명 가능함.
·필기시험은 최소 2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파트 2의 필기 시험 평가
위원 중 2명은 마이스터 시험을 통과하였거나, 훈련생을 양성할
권리가 있어야 함

자료: : 독일수공예협회중앙협의회(JDH). Retrieved
fromhttps://www.pruefen-im-handwerk.de/recht/meisterpruefungsverfahrens-verordnung-mpver
fvo/
독일연방법무및소비자보호부(BMJV). AMVO zu den Teilen III und IV Retrieved from
http://www.gesetze-im-internet.de/amstprv/
독일연방법무및소비자보호부(BMJV). Meisterprüfungsverfahrensverordnung (MPVerfVO)
Retrieved from
https://www.pruefen-im-handwerk.de/recht/meisterpruefungsverfahrens-verordnung-mpverfvo/
독일연방법무및소비자보호부(BMJV). Meisterprüfungsverordnungen zu den Teilen I und
IIRetrieved from
https://www.pruefen-im-handwerk.de/recht/meisterpruefungsverordnungen-teil-i-und-teil-ii

<표 Ⅲ-32> 독일 마이스터 시험 내 평가 방법(수공예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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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공예분야 마이스터 시험에서의 일반적이고 전체적인 규정에서 점수 구간은 6
구간으로 분류됨.시험 통과 및 탈락 여부의 경우, 파트마다 다소 상이하나

50-67점을 커트라인으로 설정하고 있음.

❍ 마이스터 시험의 등록(승인) 및 일반적인 시험 규정에서는 등급별 점수 구간
을 제공하고 있으며, 100-92점(매우 훌륭함), 92-81점(훌륭함), 81-67(만

족), 67-50(충분/적합), 50-30(부족), 30-0(불충분/부적합)의 6구간으로

제공하고 있음.

❍ 파트 2, 3, 4에서는 30~50점 미만일 경우 구술 보충 시험 실시가 가능하며,
30점 미만이거나, 구술 보충 시험 실시 후에도 50점 미만인 경우 탈락하게 됨.

구분 수공예 분야 마이스터 시험 규정

등급별
점수 구간

100-92 ·요건을 충족하는 성과 점수 ·매우 훌륭함

92-81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는 성과 점수 ·훌륭함

81-67 ·일반적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성과 점수 ·만족

67-50
·단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점수

·충분(적합)

50-30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성과지만, 일부
기본 지식은 활용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점수

·부족

30-0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성과이고, 기본
지식도 매우 불완전하거나 누락된 점수

·불충분(부적합)

등급별
합격 기준

파트 1
(전기)

통과:일반적으로 요건 충족 (67~), 프로젝트나 기술적
토론이 30점 이상
(프로젝트와기술적 토론 가중치; 3:1)

파트 2
(전기)

3개 분야 중, 2개 분야에서 각각 30~50점 미만: 구술
보충 시험 실시(1개)
탈락: 1개 분야, 30점 미만, 구술 보충 시험 이후 2개
분야 50점 미만

<표 Ⅲ-33> 독일 마이스터 시험 내 평가 점수(수공예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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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상공회의소에서는 향상훈련의 일환으로 PC 평가와 태플릿 평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디지털 평가 중 PC 평가는 52개 이상의 IHK에

서 매달 2,000명 이상이 수행하고 있음.

❍ 독일 상공회의소(IHK)에서는 디지털 평가가 트렌드에서 표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52개 이상의 IHK에서 디지털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음.

❍ 매달 2,000명 이상의 참가자가 디지털 평가에 참여하고 있음.

구분 수공예 분야 마이스터 시험 규정

파트 3
(일반)

3개 분야 중, 2개 분야에서 각각 30~50점 미만: 구술
보충 시험 실시(1개)
탈락: 1개 분야 30점 미만, 구술 보충 시험 실시 후 2개
분야 50점 미만

파트 4
(일반)

4개 분야 중,2개 분야에서 각각 30~50점 미만: 구술
보충 시험 실시(1개)
탈락: 필기, 실습 각각 50점 미만

자료: : 독일수공예협회중앙협의회(JDH). Retrieved
fromhttps://www.pruefen-im-handwerk.de/recht/meisterpruefungsverfahrens-verordnung-mpver
fvo/
독일연방법무및소비자보호부(BMJV). AMVO zu den Teilen III und IV Retrieved from
http://www.gesetze-im-internet.de/amstprv/
독일연방법무및소비자보호부(BMJV). Meisterprüfungsverfahrensverordnung (MPVerfVO)
Retrieved from
https://www.pruefen-im-handwerk.de/recht/meisterpruefungsverfahrens-verordnung-mpverfvo/
독일연방법무및소비자보호부(BMJV). Meisterprüfungsverordnungen zu den Teilen I und
IIRetrieved from
https://www.pruefen-im-handwerk.de/recht/meisterpruefungsverordnungen-teil-i-und-teil-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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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공예 분야 마이스터 시험 규정

상공회의소의
향상훈련 평가
개요(DIHK,
2018)

·경제에서는 능력, 유동성, 혁신적인 힘과 이동성이 특징적인
근로자가 필요함.
·상공회의소(IHK)에서는 비교 가능하고 투명한 시험 기준으로
근로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증명함으로써 경제를 촉진하고자 함.
·전국적으로 시험의 품질의 표준은 모든 상공회의소에서 보장됨.

디지털 평가 PC
평가(PC-Prüfu
ngen)의
개요(DIHK,
2018)

·52개 이상의 IHK에서 시행 중이며, 매달 약 2,000명이 디지털
시험에 응시
·디지털 시험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목록화된 시범(demo)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해 식견 제공

PC 평가 Demo
프로그램의 목록

자료: : 독일상공회의소 본부 홈페이지(2018). Retrieved from
https://www.dihk-bildungs-gmbh.de/weiterbildung/pruefungen-von-a-z/

<표 Ⅲ-34> 독일 디지털 검정의 개요와 PC 평가

❑ 공인금융투자전문가 PC 평가 시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로그인 → 예제작업
시작 → 유의사항 제공 → 평가의 실시 절차로 이루어짐. 답변 옵션(단일/다

중선택, 주관식 입력), 시험 기능(앞으로/뒤로 가기, 계산, 메모, 시간 표시)

등에 대해 익숙할 수 있도록 제공

❍ 투자전문가의 PC 평가 사례를 살펴볼 수 있으며, ① 로그인 과정 → ② 예
제 작업의 시작 → ③ 유의사항 제공 → ④ 평가의 실시 → ⑤ 평가의 종

료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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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옵션에는 원모양 체크박스(단일 선택), 네모모양 체크박스(다중 선택),
산술작업은 주관식으로 숫자 직접 입력하는 등이 있음.

❍ 시험 기능에는 앞으로/뒤로 가기, 마킹(헷갈리는 문제 표기 등), 계산 기능,
메모 기능, 시간 표시 기능 등이 있음.

[그림 Ⅲ-47] 독일 공인금융투자전문가 PC 평가 시범 프로그램 사례

자료 : 독일상공회의소 본부 홈페이지(2018). Retrieved from
https://www.dihk-bildungs-gmbh.de/weiterbildung/pruefungen-von-a-z/

❑ 독일 상공회의소에서는 태블릿을 활용한 평가 수행 실제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전문 운송 종목의 평가를 통해 태블릿을 활용한 평가가 빠르고, 복잡하지 않으

며 성공적으로 실현되었다고 평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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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상공회의소에서는 2017년, 2월 디지털 테스팅 연례 검토를 통해 태블릿
을 활용한 평가의 수행 실제 사례를 발표하였음.

❍ 로그인 → 예제작업 시작 → 유의사항 제공 → 평가의 실시 절차로 이루어

지며, 파일 첨부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구성

❍ 전문운송 종목의 평가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태블릿은 빠르고, 복잡하지 않
으며, 성공적으로 실현되었다고 평가하였음.

[그림 Ⅲ-48] 독일 공인금융투자전문가 PC 평가 시범 프로그램 사례

자료 : 독일상공회의소 본부 홈페이지(2018). Retrieved from
https://www.dihk-bildungs-gmbh.de/weiterbildung/pruefungen-von-a-z/tablet-pruefungen/

2) 영국

❑ 영국은 검정기관에서 평가기준과 문항을 개발하고 평가를 실행하고 있으며, 학습
자가 포트폴리오 및 시험답안을 제출하면 검정기관에서 평가 후 자격을 수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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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된 자격의 경우 자격검정청(Ofqual)의 이름으로 검정기관(Awarding

body)과 교육제공기관(Provider)이 명시되어 제공됨.

❍ 특히, 검정기관에서 평가 시 평가자, 내부검증, 외부검증, 검정기관 자체 검
증 등을 실시하고 있음(이동임 외 2014).

[그림 Ⅲ-49] 영국 자격의 검정과 발급과정

자료: 이동임, 김상진, 서유정 (2014). 주요국의 자격제도의 성과와 한계

❑ 영국에서는 과제, 사례연구, 논문 등의 검정 유형이 제공되며, 질문의 종류에
따른 활용법, 이점, 제한, 구조적 특징 등도 제공되고 있음. 또한 영국에서는

고등교육 수준~학/석사 학위 수준의 평가자를 위한 자격이 제공되고 있음.

❍ 영국(스코틀랜드)에서는 검정방법으로 과제, 사례연구, 논문, 시험/필기시험,
듣기시험, 구두 질문, 포트폴리오 등의 14가지 방법을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질문형 검정 방법 내에서도 진위형 질문, 주장/설득 질문, 단어 선택형
질문, 문장 완성형 질문 등의 13개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음.

❍ 한편, SVQ 3~4 수준의 평가자를 위한 자격도 제공하고 있으며, 훈련을 위
한 학습 및 개발에 대한 설계와 제공, 관리 등과 관련된 자들이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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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공예 분야 마이스터 시험 규정

검정
방법과
유형

검정방법과 유형 관찰 결과물 심사 질문
과제 ○ ○

사례 연구 ○ ○
논문 ○

시험/필기 시험 ○
듣기 시험 ○

구두 질문(oral question) ○ ○
구두 평가(oral test) ○
성과(임시적) ○
포트폴리오 ○

실습활동(기술, 예술, 창조) ○ ○
전문적 토론 ○ ○
프로젝트 ○ ○
시뮬레이션 ○ ○ ○
질문 ↓ ○

질문의
종류

·진위형
질문(참/거짓)
·주장/설득 질문
·단어 선택형 질문
·문장 완성형 질문

·자유형(확장형) 질문
·에세이
·격자형 질문
·연결형 질문
·다지선다형 질문

·다답형 질문
·제한응답 질문
·단답형 질문
·구조화된 질문

평가자
자격

자격명
SCQF

대상
수준 학점

SVQ 3 Learning
and Development
at SCQF Level 8
(고등교육 수료 수준)

3 48

·주요 직무에 추가하여 훈련의
책임이 있는 강사(trainers,
instructors), 퍼실리테이터,
멘토, 튜터,또는개인

SVQ 4 Learning
and Development
at SCQF Level 9
(학~석사 학위 수준)

4 67

·직장 또는 훈련
센터(centre)에서 학습 및
개발에 대해 설계와 제공,
·훈련 주기 대부분에 걸쳐 학습
및 개발에 책임이 있는 자:
평가와 개선, 전달에
있어서판단, 설계, 관리 요구
·주로 타인이 제공하는 학습 및
개발을 관리하는 자

자료: : SQA(2016). Assessment: A Guide for Centres offering Regulated Qualifications.
SQA(2015). Choosing Appropriate Assessor and/or Verifier Qualifications.

<표 Ⅲ-35> 영국(스코틀랜드) 자격의 검정 유형과 평가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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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에서는 E-평가(E-assessment)를 장려하고 있으며, E-평가는 주로 E-포
트폴리오와 E-테스팅의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스코틀랜드자격위원회(SQA)에서 제공하는 E-평가(E-assessment)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가이드는 영국, 웨일즈, 북아일랜드, 스코틀랜

드의 자격 규제자(regulators)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영국 자격교육과정원

(QCA)에 의해 개발되었음(QCA, 2007).

❍ E-평가(E-assessment)의 주요 양상은 E-테스팅(E-testing), E-포트폴리
오(E-portfolio)로 요약되며, E-평가를 장려하기 위해 개발됨.

주제 개요 원칙

시스템 및
보안

·데이터 입력 및 전송의 보안을
제공해야 하는 자격수여기관
시스템에서 학습자의 평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춤.

·사업의 연속성/재해(피해) 복구
·E-평가 시스템 운영
·보안
·E-평가의 타당성 및 신뢰성
·E-평가 시스템의 무결성

접근성
·학습자의 요구를 항상 고려하며
기술은 학습과 평가의 장벽을
만들어서는 안됨.

·학습자를 위해 신기술 장벽을
피해야 함.
·E-평가를 위한 접근을 설명해야
함.

E-포트폴
리오

·E-포트폴리오는 학습자와 평가
수행자에게 안전한 접근을 통해
광범위한 자격 유형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함.

·평가를 위한 E-포트폴리오 사용

도움과
지원

·자격수여기관은 E-평가와 관련된
센터와 인사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지원과 지침을 갖추고 있어야 함.

·평가자와 시스템 관리자를 위한
친화 시스템

E-테스팅

·E-테스팅 준비의 관리, 문제 은행을
위한 요건, 적응 테스트의 관리에
중점을 두고 학습자의 평가가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함.

·시험 조건과 환경
·자동 주문형 테스트 생성
·적응검사

자료: : QCA(2007). Regulatory principles for e-assessment.
QCA(2007). E-assessment-Guide to effective practice.
eAA홈페이지(2018). Retrieved from
https://www.e-assessment.com/resources/principles-of-e-assessment/

<표 Ⅲ-36> 영국 E-평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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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유형의 특성상 시스템 및 보안이 중요하며, E-포트폴리오의 운영과 E-테
스팅의 운영과 환경(시험 조건과 환경, 자동 주문형 테스트 생성, 적응 검사)

등이 중요하게 고려됨.

주제 원칙 시사점

시스템
및
보안

·E-평가의
타당성 및
신뢰성

·자격수여기관은 전자 수단에 의해 전달되고 유지되는 평가가
목적에 부합하고 후보자의 기술, 지식의 이해 및 능력에 대한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척도를 산출해야 함

☞평가는자격
취득에필요한
지식, 기술만
테스트해야함.
☞평가절차는
효력(validity)
을 유지해야함.

·E-평가가 목적에 부합하고 평가 방법과 무결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며, 평가는 자격 취득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만 테스트해야 함.
·E-평가시스템은 기존 코드 및 기준에 요약된 관련 절차를
반영하여 평가 절차의 유효성을 유지함.

·보안

·자격수여기관은 평가 결과와 부패한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E-평가 시스템의 보안을 유지하고 검토해야 함

☞ 보안성은
법규, 업계
표준을
준수하며
안전장치 확보
필요
☞ 보안과
안전을 위한
정책, 지침
필요
☞ 수요자
입장에서 고려

·보안 조치의 현행 법규 및 업계 표준 준수
·표절, 복사, 평가 결과의 간섭 등의 모든 측면에 대한 보안을
보장하도록 안전장치 확보
·E-테스팅, E-포트폴리오 시스템은 바이러스와 해킹으로부터
보호가능한 방화벽 등의 적절한 보호장치 포함
·자격수여기관은 기술제공자에게 1) 적절한 인증프로세스의
개발, 2) 사용 권한 및 액세스 권한에 따라 사용자 구분, 3)
보안시스템의 영역은 정확하게 인증된 사용자만 시스템의 특정
부분에 접근 가능을 보증하게 함.
·E-평가시스템은 정확한 추적과 활동 보고 제공 기능이
있어야 함
·자격수여기관은 서버와 같은 E-평가 HW의 물리적 보안을
고려해야 함.
·자격수여기관은 E-테스팅과 운영네트워크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HW/SW의 보안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갖춰야 함.
·자격수여기관과 센터*는 E-포트폴리오 제공업체가 후보자의
증거와 평가 결과를 보유하는데 사용되는 HW/SW 보안
보호 기능을 포함
·E-테스팅은 윈도우에서 테스트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반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개발해야 함.
·자격수여기관은 평가가 수행되기 전후, 센터전송 시 등 시험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함(전자서명의 암호화)
·자격수여기관이 다른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해야하는 경우 보안
측면에 대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함.
·자격수여기관은 E-테스팅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계산되고
생성된 결과와 점수가 정확하고 안전하게 후보자에게

<표 Ⅲ-37> 영국 E-평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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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되도록 해야함.

데이터
무결성-입
력/출력

·자격수여기관은 철저한 테스트를 거쳐 내/외부 시스템과
안전하게 데이터를 교환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저장, 검색, 생성 및 공유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데이터
저장, 검색,
생성, 공유에
있어 충분한
용량 필요
☞ 데이터
결과의
안전성을 보장

·자격수여기관은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보유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이 있어야 하며,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데에 대한 확신이 있고, 시스템 용량에 대해 효과적인
테스트가 이루어졌는 지 확인해야 함.
·자격수여기관은 데이터 입/출력에 발생하는 오류를
모니터링, 검토, 수정하고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며, 이는 품질보증절차에 포함되어야 함.
·자격수여기관은 센터 및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안전하고
견고한 데이터 저장, 보관, 검색 준비가 되어야 함.
·자격수여기관은 자격수여기관의 등록 및 진입시스템, 센터의
관리 정보 시스템, 기타 E-평가 시스템과 데이터를
교환하는 시스템이 안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E-평가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계산되고 생성된 결과가
정확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해야 함.

E-평가
시스템의
운영

·E-평가시스템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와
결과산출을 위해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함.
·관련되고 인정된 우수한 기준과 지속적으로 일치해야 하며,
조정이 용이해야 함.

☞ E-평가
시스템의
법규, 업계
표준 준수
☞ E-평가
시스템의 오류
통계, 규정
준수 등
핵심정보 생성
기능 필요

·자격수여기관은 E-평가시스템이 충분히 견고하다는 것을 보장
·자격수여기관은 제공 서비스가 업계 표준, 우수사례 뿐
아니라 보안 및 데이터 무결성에 있어서 규제 당국의 원칙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절차를 갖추어야 함.
·E-평가시스템에는 결과 및 시스템 오류 보고서에 대한
통계, 규정 준수를 입증할 데이터와 같은 핵심 정보를
생성하는 기능이 포함되어야 함.

E-평가
시스템의
무결성

·시스템은 기술개발의 관점에서 유연성을 허용
·시스템 테스트는 철저해야 하고, 시스템이 작동하면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함.
·자격수여기관은 적절한 지원시설을 갖춰야 하며, 시스템의
일부가 고장나면 비상시 계획이 있어야 함.

☞
E-평가시스템
의 시범 운영
및 정기적
모니터링 필요
☞
E-평가시스템
운영 및
비상시 상황을
위한 내부
정책 필요
☞ 수요자
요구 사항
충족과 다양한
증거 형태
확보를 위한
노력필요

·완전한 구현 이전에 자격수여기관은 잠재적으로 높은 수준의
동시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수준의 사용자를 위한 시스템의
기능 및 용량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테스트기간을 수행해야
하며, 결과를 시스템에 반영
·자격수여기관은 지속적인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E-평가시스템이 운영되면, 정기적인 시스템 테스트 및
검토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함.
·자격수여기관은 IT 인프라의 최소 요구사항, 예상되는 운영
수준의 품질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
·자격수여기관은 E-평가시스템이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명확하게 하고, 가능한 사용자가 평가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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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해야 함.
예) E-포트폴리오
·효과적인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명확한 준비가 필요하며
모든 시스템 사용자에게 추가 시스템 지원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함.

접근성(생략) (생략)

E-포트
폴리오

평가를
위한
E-포트폴
리오의
사용

·E- 포트폴리오 시스템은 필요한 모든 당사자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수행 증거를 저장하고 유지해야 하며, 다양한
자격유형에서 필요한 증거를 충족시키고 학습자가
포트폴리오를 이동시킬 수 있어야 함.

☞다양한
형태의 수행
증거,
포트폴리오의
이동성 중요

·E-포트폴리오 시스템은 견고한 인증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학습자, 평가자, 검증자, 중재자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수행 증거를 저장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함.
·자격수여기관은 E-포트폴리오 시스템에서 상호 운용성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따라서 학습자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개발하거나 보증
·자격수여기관은 위해 E-포트폴리오 시스템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함. 자격수여기관에 적합한 서비스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자격 유형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필요한 증거 요구를 개발하거나 보증해야 함.

도움과 지원(생략) (생략)

E-테스
팅

시험
조건과
환경

·자격수여기관은 수요자 테스트, 시험감독, 안전한 테스트
환경과 건강, 안전과 관련한 조건을 센터에서 통제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함.

☞시험조건,
시험 환경의
통제와 관리,
정책 마련
필요

·자격수여기관은 센터가 응시자의 사용수준에 따라 평가의
보안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문형 테스트가 가능한 범위와
관련하여 시험 조건에 대해 센터가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자격수여기관은 센터의 시험감독위원으로부터 잠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시험을 위한 기술을 사용하는 추가적
요구사항, 새로운 기술세트, 지원 등과 관련하여 센터의 시험
환경 관리를 고려함.
·자격수여기관은 평가를 위한 기술의 사용과 관련하여 안전한
시험 환경을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함.

적응검사

·자격수여기관은 적응검사를 보증해야 하며, 각 학습자의
적절한 수준을 확실히 식별하고 필요한 경우, 다양한 방식에서
비교할 수 있는 견고한 평가를 제공해야 함.

☞ 신뢰할 수
있는
측정방법,
평등한 평가
접근성, 질문
난이도 관련
데이터 수집
중요

·시스템은 구성과 내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테스트를 거쳐야 하며, 테스트는 일관되게 작동하고, 각
후보자의 달성 정도를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측정
방법으로 생성되어야 함.
·시스템은 특정 학습자 그룹의 특정 요구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세부적인 서로 다른 제공 모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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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에서의 포트폴리오는 전통적인 평가 과정의 일부였으며, 전자 양식으로 운영
하는 것을 E-포트폴리오라고 하고 있으며, E-포트폴리오는 평가, 학점전환, 발표,

학습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E-포트폴리오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음(QCA, 2007).

❍ 포트폴리오를 사용하는 것은 자격 요건에 대한 전통적인 평가 과정의 일부였
으며, 평가에서의 E-포트폴리오는 많은 자격수요기관에 의해 채택되었음

(QCA, 2007).

❍ E-포트폴리오는 전통적인 증거로서의 포트폴리오를 전자 양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정의함.

주제 원칙 시사점

비교 가능해야 함. (예: 장애가 있는 학습자에게 평등한 평가
접근성 제공)
·시스템에는 추후 테스트 세션과 개발을 알리기 위해, 평가
전반에 걸쳐 각 질문의 난이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능을 포함한 적응형 질문을 모니터링 하는 기능이
포함되어야 함.

자동
주문형
테스트
생성

·자격수여기관은 평가양식에 적합한 안전하고 견고하며,
균형잡히고 독특한 주문형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평가항목과 질문이 있는 지 확인해야 함.

☞ 전자평가
항목,
문제은행의
충분한 항목
확보,
평가항목의
안전성, 항목
당 시간 배분
일관성 고려,
무작위 질문에
대한 편향성
등 고려

·자격수여기관이 전자평가항목은행을 활용하여 주문형 테스트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경우, 철저한 테스트를 통해 평가/시험 창을
수용할 수 있는 견고하고 균형 잡힌, 고유한 테스트 서류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평가 항목이 있는 지 확인해야 함.
·전자평가항목은행이 개별 주문형 테스트를 자동으로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경우, 자격수여기관은 평가 창과
후보자의 능력을 수용하여 활용 가능한 충분한 항목이 있는
지 확인하고 사용 수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평가항목의
안전성을 확인해야 함.
·전자평가항목이나 문제은행이 사용되는 경우, 자격수요기관은
시험의 각 항목의 시간이 일관되고 비교할 수 있는 지
보장해야 함.
·시험 항목이나 질문이 무작위인 경우, 자격수여기관은
응시자의 성과에 대한 무작위 영향을 분석하고, 질문 순서가
결과를 편향시키지 않도록 정책과 절차를 마련해야 함. (예:
사전 테스트)
·자동 생성된 주문형 테스트는 장애학습자도 동등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설계되어야 함.

자료: : QCA(2007). Regulatory principles for e-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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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포트폴리오의 증거 수집을 통해 단일 단위부터 하나의 완전한 자격까지 증
거를 제출할 수 있음. 또한 E-포트폴리오는 텍스트, 문서, 음향, 이미지, 멀티

미디어 등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수집하며, 소요시간, 금액적 절약 등에서 이

구분 수공예 분야 마이스터 시험 규정

E-포트폴리오
의 개요

·자격수여기관은 전자스크립트의 수용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지면기반시스템(paper-based system)은 단순하고 확장성(더 많은
양의 증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지 않으며,
E-포트폴리오는 정형화된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요구됨.
·E-포트폴리오 도입 이유: 정형화(비공식적 형태, 학습 지원),
총괄적(공식적 형태, 외부평가) 평가를 위한 E-평가시스템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E-포트폴리오가 적절해지고 있음.
·E-포트폴리오 자격의 제공: 평가자와 교사와 함께 학습자가 증거를
업로드하고 공유할 수 있는 E-테스팅을 제공하는 자격(Level 3
ward in delivering e-testing)이 제공됨.
·직장에서 평가 받는 실무 경험(원격 등)을 지닌 학습자에게도
E-포트폴리오 사용이 증가하고 있음.

E-포트폴리오
의 활용법

평가

자격 또는 직무명세서에서와 같이
지정된 기준에 따라 평가하거나
일치되는 경우,

예) NVQ나 주요 기술에 대한
증거

전환

학생 정보를 통해 학점변환을
위한 증거와 기록을 제공하는
경우

예)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

발표

특정 고객에게 정보나 성취한
업적을 발표하는 경우

예) 고객 또는 잠재적 고용주에게
보여줄 선택된 디자인 도면

학습

학습, 반성, 자기평가와 관련된
개인 및 그룹의 정보와 학습
목표에 대한 기록인 경우

예) 학생에 대한 성취와 교사의
피드백

자료: : QCA(2007). E-assessment-Guide to effective practice.

<표 Ⅲ-38> 영국 E-포트폴리오 개요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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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나타났음.

❍ E-포트폴리오를 제출할 수 있는 범위는 단일 단위부터 전체 자격에 대한 완
전한 증거까지 다양함.

❍ E-포트폴리오를 실시해본 결과 평가 소요시간, 동기부여, 품질의 일관성, 투
명성, 보안과 기밀성, 금액적 절약 등에서 이점이 나타났음(City & Guilds).

구분 수공예 분야 마이스터 시험 규정

E-포트폴리오
의 범위

·평가를 위해 E-포트폴리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는 범위는 특정
자격수여기관, 부문이나 주제에 따라 단일 단위(single unit)에
대한 증거의 특정 부분부터 전체 자격(whole qualification)에 대한
완전한 증거까지 모든 것일 수 있음.
·이러한 의미에서 “혼합평가접근법”으로 반영됨.

E-포트폴리오
의 유형

·텍스트
·문서(Word, PowerPoint, PDF)
·음향
·이미지/그림
·비디오와 같은 멀티미디어

E-포트폴리오
사용의 이점

·대부분의 자격에서 평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만, E-포트폴리오를
사용할 때 이점이 있는 이유는 정보를 한 곳에서 보관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하며, 편집하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임.

·E-포트폴리오로 달성한 10가지 이점(City & Guilds)

1. 향선된 평가 소요시간
2. 향상된 학생 동기 부여
3. 향상된 평가 품질의 일관성
4. 향상된 품질 표준
5. 보다 투명한 내부
커뮤니케이션

6. 강사 작업량의 감소
7. 학습자/직원의 IT 기술의
향상

8. 향상된 직원의 근로의욕
9. 향상된 보안과 기밀성
10. 금액적 절약

자료: : QCA(2007). E-assessment-Guide to effective practice.

<표 Ⅲ-39> 영국 E-포트폴리오 범위와 유형,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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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포트폴리오 사례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으며, 원격 교육 프로그램을 자격으
로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고려하였고(직업 자격이 포함됨), e-포트폴리오 운

영을 위해 비용적 측면, 학습자 친화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운영하였음.

구분 주요 내용

영역 E-포트폴리오

지원되는 프로그램 상담과 지도 NVQ level 2, 3, 4

자격수여기관 Open University(OU)

수강생의 수 20명 (이 사례연구에서 다루는 수강생의 수)

배경
Advice NI는 지역사회에서 상담과 지도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북아일랜드의
조직으로, 주요 목적 중 하나는 해당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에게 적절한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 Advice NI는 원격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해 이를 수행함. OU 자격수여기관의 인증을 받은 많은 관련된 NVQ가 포함됨.

Advice NI는 벨파스트 지역에 있었고 학습자는 북아일랜드 전역에 퍼져있음 .
학습자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평가를 수행하는 측면에서 Advice NI에게 어려움이
입증되었음. 따라서, E-포트폴리오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함.

이슈
첫 번째 문제는 시스템의 선택이었으며, 최종적으로 학습자료 제공과
E-포트폴리오시스템을 결합할 수 있는 VLE를 원했음. 주요 장벽은 비용이었으며,
이 시스템에 ‘묶여’있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였음.
이러한 이유로 Advice NI는 무료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패키지인 Moodle을
선택하였고, 첫번째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실행되자 온라인 학습자료의 개발과
Moodle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입찰을 통한 계약을 체결하였음.

모든 학습자가 시스템 사용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Advice NI는 반나절 정도의
워크샵을 통해 시스템을 소개하고, 스캐너 사용 등 필요한 최소의 IT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지 확인하기로 결정함.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Moodle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함.

특정 편의를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수정사항 또는 대안사항을 수행해야 함.
예를 들어, Advice NI는 학습자의 생각과 활동에 대한 저널을 보기 위해 평가자가
요구하는 작업의 개별 영역으로서 시스템 내의 블로그 기능을 사용하고자 하였음.

<표 Ⅲ-40> 영국 E-포트폴리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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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QCA에서는 E-포트폴리오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1) 시스템

의 적합성, 2) 범위, 3) 접근성, 4) 모니터링, 5) 상호참조, 6) 보고(기록),

7) 추적과 보안, 8) 사용의 편의성, 9) 내부 및 외부평가, 10) 커뮤니케이션

링크, 11) 보관 및 보존, 12) 도입, 훈련, 지원 등의 영역에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공함.

구분 주요 내용

그러나 평가자가 개별 학습자 블로그를 볼 수 있도록 기능을 구성할 수 없었음.

평가자, 강사 뿐 아니라 다른 학습자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접근성을
보장하였으며, 이는 VLE 시스템 등 다른 시스템을 활용하였음.

개선
Advice NI는 시스템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기능과 사용방법을 여전히 학습하고 있음.
상당량의 학습자 자료가 제작되었으며, 이는 평가 요구사항과 매우 효과적이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통합됨. 증거 수집이 학습 지원과 별개로 보이지 않도록 보장함.

Advice NI는 학습자의 진행상황을 모니터하고 학습자의 증거를 평가하기 위해
시스템을 사용하였음.

학습자 피드백은 전반적으로 온라인 경험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었음.

시사점
☞ 해당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에게 적절한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제공
☞ 원격 교육 프로그램을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고려
☞ 여기에는 인증을 받은 직업자격인 NVQ가 포함됨.
☞ 전역에 퍼진 학습자를 위해 원격 프로그램으로 E-포트폴리오 채택
☞ 사업 초기, 무료 소프트웨어 패키지 활용
☞ 대안 방법의 마련(필요한 기능은 추출하여 다른 시스템을 활용)
☞ E-포트폴리오의 모든 학습자를 대상으로 워크샵을 실시하여, 최소로 필요한 IT
기술 교육 (스캐너 활용 방법 등)

☞ 증거 수집이 학습의 지원과 별개로 보이지 않도록 보장

자료: : QCA(2007). E-assessment-Guide to effective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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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포트폴리오를 위한 바람직한 기능
우선순위
상/중/하

Y/
N

1. 시스템의 적합성/허용가능성

고려 중인 제품이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자격수여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까?

해당기관의 다른 곳에서 현재 사용되는 E-포트폴리오 시스템이 있습니까?
- 그렇다면,E-평가 목적에 적합합니까?
- 그렇지 않다면, 시스템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시스템의 승인과 사용에서의 적합성 확인

2. 범위

E-포트폴리오를 다른 목적(개인 개발, 진단, 부가적인 평가)로 사용하려면,
제품에서 이러한 추가 기능을 충족할 수 있습니까?

3. 접근성

E-포트폴리오는 학습자, 교사, 평가자 및 검증자에게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까?

센터에서 떨어진 곳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까?
관련 사용자 간에 쉽게 문서와 증거를 전송할 수 있습니까?

포트폴리오 ‘소유자＇가 분명합니까?

☞ 시스템 사용자별 공간제약이 없는 접근성 확인

4. 학습자 진행상황 모니터링

후보자의 진도를 누가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까?
후보자의 진도를 쉽게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까?

온라인으로 초기 평가 점검이 가능합니까?

학습자와 함께 온라인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까?

검토를 위해 작업을 완료하면 별도의 표시가 됩니까?

학습자를 위해 추가 과정이 선택 가능합니까?

내부 및 외부 평가자의 의견을 볼 수 있습니까?
- 그렇다면, 누구에 의해 볼 수 있습니까?
이러한 의견을 변경할 수 없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까?

☞ 모니터링의 대상, 방법의 확인
☞ 결과의 별도 표시
☞ 의견 확인 가능 대상 결정
☞ 의견의 보호

5. 상호참조

<표 Ⅲ-41> 영국 E-포트폴리오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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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포트폴리오를 위한 바람직한 기능
우선순위
상/중/하

Y/
N

만약 당신이 작업하는 것이 자격요건의 전제조건이라면 증거를
상호-참조하는 것이 쉽습니까?

기준과 상호-참조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
-얼마나 쉽습니까?
-누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의 증거 파일(하나 이상의 증거 포함)은 하나의 평가기준과 상호참조될
수 있습니까?

☞ 하나의 증거와 하나의 평가기준의 상호참조 가능성

6. 보고

센터 back-end system에 대한 실시간 보고가 있습니까?

학습자보고시스템을 off-site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까?

시스템이 크레딧 및 자격 달성에 대해 보고할 수 있습니까?

센터가 보고서를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까?

6.1. 일반적 보고

시스템에서 일반적인 보고를 생성할 수 있습니까?
-평가자의 케이스 로드 크기
-후보자의 시작일과 종료일
-크레딧이나 자격을 완료하는데 걸리는 시간
-사용된 평가 양식
-개별평가자당 후보 등록의 건수
-완료 단위에 대한 본인이 획득한 크레딧의 개수
-성/다양성/평등성 보고
-후보 연령별 보고
-국가적 벤치마킹에 대한 후보자 분석

6.2. 평가자 기록

시스템이 다음과 같은 평가자 보고를 생성할 수 있습니까?
-방문 전 접촉
-방문 시 일어난 일
-학습자 진행
-평가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
-최근 학습자 출석(마지막 출석)
-다음 예정된 방문
-일정 개요의 접촉
-학습자가 4주동안 접촉하면 기록

-6.3 고용주 기록

-코스 목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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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포트폴리오를 위한 바람직한 기능
우선순위
상/중/하

Y/
N

-후보자 진척상황
-시간 내 완료된 비율

☞ 일반적 보고, 평가자 보고, 고용주 보고 확인
☞ 시작일, 종료일, 업로드 크기 등 시스템 고려 사항 확인

7. 감사 추적, 보안과 인증

제품이 감사 추적 기능을 제공합니까?

그렇다면 누가 감사 추적에 접근할 수 있습니까?

각 사용자 수준마다 고유한 보안 암호/ID가 제공됩니까?

읽기 전용 권한이 제공됩니까?

내부검증자, 자격을 가진 평가자만 참여하고나타나는 조항이 있습니까?

샘플 서명/필기를 전자적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까?

완성된 유닛을 확정(lock)할 수 있습니까?

제품 오류시 백업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 보안과 인증의 중요성 강조
☞ 유닛의 확정 확인
☞ 대상별 보여지는 페이지의 차이

8. 사용의 편의성과 표현의 품질

저장하기 쉽습니까?
-텍스트
-음향
-스캔한 이미지/그림
-비디오 증거

제품이 증거를 시각적으로 잘 보여줍니까?

제품에서 표준화된 템플릿을 사용합니까? 사용자 친화적입니까?

제품이 특정 요구사항을 가진 응시자의 사용자 정의를 허용합니까?

시스템이 역할(학습자, 평가자나검증자)에 따라 정보의 다양한
‘견해’를 나타낼 수 있습니까?

제품이 다른 문서/영역에 대한 링크를 제공합니까? (예를 들어, 센터의
정책과 절차, 자격 서류 문서 등)

직원 및 학습자가 증거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까?

포트폴리오 콘텐츠를CD로 생성할 수 있습니까?

☞ 사용자 편의성 확인(저장의 용이)
☞ 증거의 시각적 표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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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포트폴리오를 위한 바람직한 기능
우선순위
상/중/하

Y/
N

☞ 역할별 다양한 견해 표현 확인
☞ 업로드 확인

9. 내부 및 외부 평가

네트워크된 표준을 평가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온/오프사이트의
학생들에게 손쉽게 (과제) 할당할 수 있습니까?

평가를 위한 증거가 고지된 경우 평가자에게 자동적으로 통보합니까?

내부/외부 평가자가 기록하기 위해 언제든지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습니까?

평가자의 접근이 ‘관리＇될 수 있고, 접근할 때 기록됩니까?

평가자가 검토한 의견을 볼 수 있으며, 누가 어떤 데이터를 보는지 통제할
수 있습니까?

코멘트는 변경할 수 없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 평가자의 사용 용이성
☞ 평가자에게 증거 자동 통보
☞ 평가자 검토 의견의 확인과 변경 금지

10. 커뮤니케이션 링크

E-포트폴리오를 센터 e-mail 시스템에 통합할 수 있습니까?

학습자가 웹메일 계정을 가질 수 있습니까?

시스템이 센터의 VLE나 학습관리시스템과 연결될 수 있습니까?

과정 학생들을 위한 e-mail 연락처 및 배포 목록이 자동으로 생성됩니까?

지정된 직원, 학습자, 고용주 등이 원격으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습니까?

직원이 평가 또는 검증의 목적으로 시스템을 오프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PDA를 외부평가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11. 보관 및 보존

공급 업체가 규제 유지 요건을 충족합니까?

보관된 문서는 변경으로부터 보호됩니까?

학습자는 추후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다른 E-포트폴리오 시스템이나
위치로 전송할 수 있습니까?

12. 도입/훈련/지원

공급 업체는 후보자나 센터 직원에게 E-포트폴리오 제품 사용에 대한
도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까?

공급자는 E-포트폴리오 제품 운영에 있어, 자격수여기관의 평가자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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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주

❑ RTO에서 평가자, 평가방법, 평가 시기의 선정과 평가의 질에 대한 책임까지
맡고 있음(조정윤 외, 2014; 김상진, 2005).

❍ 호주는 과정평가형 자격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실시하
면 자격이 수여됨.

❍ 자격의 평가와 발급은 (ASQA로 부터 승인을 받은) RTO에서 실시하게 되
며, 자격발급기관들은 평가자, 평가방법, 평가 시기 등을 결정하여 해당 자

격에서 규정한 능력수준에 도달하였는지의 여부를 평가할 책임을 지게 됨.

❍ 평가의 탄력성, 타당성, 신뢰성의 확보와 사전학습의 인정(RPL) 등 평가방
법의 질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게됨.

E-포트폴리오를 위한 바람직한 기능
우선순위
상/중/하

Y/
N

훈련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원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라인(사용자 역할 및 권한, 상황별 차이)
-e-mail 응답
-전화 지원
-센터 내 기술적 지원(지리적 제한 포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응답시간은 얼마나 됩니까?(서비스 수준 협약이 있어야 함)

13. 참조사이트

현재 E-포트폴리오제품이 다른 조직의 학습자, 강사, 평가자 및 검증자에
의해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공급자가 연락할 수 있는
참조사이트를 제공할 의지가 있습니까?

14. 기타

자료: : QCA(2007). E-assessment-Guide to effective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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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ASQA에서는 평가 도구 개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평가 방법 고려
시 학습자 집단, 증거 수집 대상, 평가 실시 장소를 고려해야 함. 평가 도구의

유형은 수행 관찰, 작업 기반 방법, 포트폴리오, 질문, 제3자 증거 등을 제공

하고 있음.

❍ 호주의 훈련 기관/과정 승인을 통한 품질 관리 기관인 호주직무능력품질원

(ASQA)에서는 RTO와 RTO 내 평가자를 위해 실질적인 평가 도구를 개발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음.

❍ 크게 평가 도구 개발을 계획, 설계 및 개발, 품질 확인의 단계로 제공함.

역할 주요기관

자격개발

·ASQA로부터 승인된 훈련기관(RTO; Registered Training
Organisations, TAFE; 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주정부(초중등 교육 관련)
·Non-self-accrediting 고등교육 기관
·Self-accrediting 대학 및 고등교육 기관
·직업교육 및 훈련관련 이해당사자 그룹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산업별 협의체

자격승인

·호주직무능력품질원(ASQA; The Australian Skills Quality
Authority)
·주정부(초중등 교육 관련)
·Self-accrediting 대학 및 고등교육 기관
·국가직무능력표준위원회(NSSC; The National Skills Standards
Council)
·고등교육직업능력위원회(SCOTESE; a committee of the Standing
Council on Tertiary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고등교육질관리기구(TEQSA; The Tertiary Education Quality and
Standards Agency)

자격발급
및 운영

·주정부(초중등 교육 관련)
·ASQA에 의하여 승인된 RTO, TAFE
·TEQSA에 의하여 승인된 Non-self accrediting 고등교육기관
·TEQSA에 의하여 승인된 Self-accrediting 대학 및 고등교육기관

자료: : ASQA(2015). Guide—Developing assessment tools

<표 Ⅲ-42> 호주 자격 관련 주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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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의 RTO 중 한 곳인 ACFE에서는 학생들에게 평가 방법과 평가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역할 주요기관

평가 방법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학습자 집단의 대상: 가장 적절한 평가 방법은 함께 하는 학습자에
달려있음. 평가 수행 시 모든 학습자의 개별 요구를 고려해야 함.
학습자의 개별 요구를 모두 파악할 수 없다면, 학습자 그룹의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평가도구를 계획하고 개발해야 함.
예를 들어, 기존 역량을 향상시키는 근로자 학습자의 경우, 증거 수
포트폴리오를 고려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음.
·증거 수집 대상: 예를 들어, 직장의 감독자는 제3자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학습자는 증거 포트폴리오를 수집해야 함. 증거 수집 대상을
고려하여 평가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침 제공
·평가 실시 장소: 훈련패키지나 승인된 과정에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평가 조건이 결정됨. 역량의 일부 단위는 작업장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일부 단위는 안전, 공간, 장비 및 자원 접근의 제한
등으로 작업장 환경을 가능한 구현한 모의 조건에서 평가가 실시됨.

평가도구의
유형

방법 설명

수행 관찰
·직장에서 실시간으로 평가됨.
·업무 이외의, 작업장을 반영하는 시뮬레이션 된
상황으로 평가됨.

작업 기반 방법
·보고서, 디스플레이, 작업 샘플, 롤플레이(역할극),
프레젠테이션과 같은 구조적인 평가 활동

포트폴리오

·학습자가 종합하여 주석이 달린 검증되고 목적을
갖춘 증거 자료의 작업 샘플 수집
·증거 서류에는 문서, 사진, 비디오나 로그북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질문
·일반적으로 지식 증거의 평가에 적합함.
·평가는 서면 또는 구두 질문, 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짐.

제3자 증거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사람이 수행해야 함.
·직접적/간접적/보충 증거(추천서, 교육기록 등)로
분류 가능

자료: : ASQA(2015). Guide—Developing assessment tools

<표 Ⅲ-43> 호주 평가 도구 개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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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방법은 과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서면, 면접, 서면과제 제출,
프로젝트, 수행관찰 등이 있음.

❍ 평가 절차는 평가 준비, 평가 제출, 평가 결과의 제공으로 이루어지게 됨.

[그림 Ⅲ-50] 자격의 평가 과정(RTO 사례)

자료: AIEL(2017). International Student Handbook

❑ Accounting 코스를 사례로 보면, 평가 방법에는 서면활동, 사례연구, 프로젝
트, 역할극과 관찰, 수행관찰의 방법이 포함될 수 있음.

❍ 코스(과정)를 마치면 자격이 30일 이내로 발행되며, 과정을 부분적으로 완
료하는 경우 성명서가 30일 이내로 발행됨.

❍ Accounting 코스를 이수하는 방법으로는 개인지도, 워크샵, 실습을 통해

45주 이상 이수 후 서면활동 등의 평가 방법을 수행하여 13개의 유닛을 인

정받으면 전체 자격 획득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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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1] 자격의 발급 과정(RTO 사례)

자료: AIEL(2017). International Student Handbook

4) 일본

❑ 일본의 기능검정제도에 의한 자격은 명칭 독점형 국가자격으로, 등급은 단일,
특급~3급까지 있음.

❍ 일본의 직업자격 종류는 사무독점, 필치(선임), 명칭 독점형, 자율민간자격
이 있으며, 기능검정제도에 의한 자격은 명칭 독점형 국가자격임.

❍ 기능검정제도의 시험은 도도부현에서 111종, 민간 시험기관에서 15종을 담
당하고 있으며 등급은 단일, 특급~3급까지 있음.

[그림 Ⅲ-52] 일본 기능검정제도 자격 개요

자료: AIEL(2017). International Student Hand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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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기능검정은 필기와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지며, 필기시험의 출제형식은 기
능 급수(등급)에 따라 진위형과 선다형을 병용하는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고, 실기시험은 4-5시간 가량으로 작업형 위주로 운영함.

❍ 일본의 기능검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되며, 필기시험의 경우 등
급별로 출제형식과 문항 수가 다름

❍ 실기시험의 경우 제작을 직접 실시하는 시험과 측정, 계산 등을 실시하는 작
업형 시험으로 운영됨.

❍ 합격 기준의 경우 필기시험 65점 이상, 실기 시험 60점 이상임.

구분 내용

필기시험

특급 ·다지선다형50문항 2시간

1급
·다지선다형25문항
·진위형25문항

1시간 40분

2급
·다지선다형25문항
·진위형25문항

1시간 40분

3급 ·진위형30문항 1시간

단일등급
·다지선다형25문항
·진위형25문항

1시간 40분

실기시험

1
·제작 등 작업 시험 제한 시간 내에 물건의 제작, 조립,
조정 등을 실시하는 시험

2
·계획 수립 등 작업 실제적인 대상물 또는 현장 상태,
상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설문을 통해 결정, 판단,
측정, 계산 등을 실시하는 시험

→ 직종에 따라 둘 다 하거나 어느 한 쪽이 선택 가능함

합격기준

합격 기준: 도도부현 직업능력개발협회가 실시하는 경우1)

필기시험 실기시험

65점 이상 60점 이상
주 1) 민간시험기관이 실시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시험 기관마다 합격 기준이 규정되어 있음.
자료: 후생노동성 홈페이지2018).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98899.html

<표 Ⅲ-44> 일본 기능검정제도 자격 검정 방법 및 합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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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 시험 사례를 살펴보면, 시험과목 및 범위, 특성, 시험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실기 시험의 경우, 작업형 시험 문제와 시험 시간, 시험 내용 등을 제

공하고 있음.

[그림 Ⅲ-53] 1급 조경기능검정시험 검정 기준

나. 신기술 활용 평가 방법 관련

1) 네덜란드

❑ 네덜란드 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항공우주 인력 교육훈련 시 AR 필요 분야 설
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비용 절약, 접근성 향상, 시간 절약 등

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AR 활용 교육훈련 분야를 선정함.

❍ 네덜란드의 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AR 필요 분야 설정 기준과 경험 결과를
제공하고 있음.

❍ 비용, 접근성, 사용편의성, 시간, 기존시스템과의 통합, 수요자 요구,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AR 필요 분야의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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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 네덜란드 사례에서와 같이 국외에서는 주로 비용 절감이나 장비 접근성 확보를
위해 AR/VR 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영국 국방부에서는 비용과 장

비 측면에서의 훈련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증강현실을 활용한 폭발물 탐색,

가상현실을 활용한 역량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영국에서는 군인을 위한 가상 현실 기술을 제공하고 있으며, 비용 및 장비
측면에서 훈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가상현실 기반의

훈련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였음.

❍ 훈련 평가 시스템은 멀티 테스킹, 시간 제한, 공간의 인식, 탐색 등의 분야
에서 개인의 강/약점을 보여주는 등의 평가 시스템이 가능하며, 동료와 비교

평가가 가능함.

[그림 Ⅲ-54] 네덜란드의 AR 활용 항공 훈련

자료: 네덜란드항공우주연구원 홈페이지(2018). Retrieved from
https://www.nlr.org/capabilities/augmented-and-virtual-reality/#tab-i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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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5] 영국 국방부의 AR, VR 활용 훈련 사례

자료: 영국정부 홈페이지(2018). Retrieved from
https://www.gov.uk/government/news/identifying-strengths-and-weaknesses-with-virtual-reality-skills-tests

3) 미국, 일본

❑ 항공 분야 기업 중에서는 가상 현실 헤드셋을 활용하여 엔진 메카닉과 비행 승
무원을 훈련시키는 사례가 나타났음. 이를 통해 교육훈련 시에 항공기 장비를

실제 활용해야 하는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일본항공에서는 최초로 Google Glass를 훈련에 활용하였으며, 가상 현실

헤드셋을 활용하여 엔진 메카닉과 비행 승무원을 훈련시키고 있음.

❍ Pratt &Whitney사의 경우 메카닉이 엔진 내부를 들어가서 부품을 검사하고 엔
진운동을검토할수있도록가상현실기반의엔진유지보수훈련에투자하였음.

[그림 Ⅲ-56] 일본/미국 항공 분야 VR 활용 훈련 사례

자료: Woodrow Bellamy III(2017. 8.24) Retrieved from
https://www.aviationtoday.com/2017/08/24/9-companies-using-augmented-virtual-reality-a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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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페인

❑ 스페인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부학 실습에 필요한 재료 접근성을 제고하
기 위해 AR(ARBOOK)을 활용한 교육을 실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음.

❍ 7개의 공립/사립 스페인 대학의 211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제 그룹은 책과
비디오를 통해 표준 교육을 받았으며, ARBOOK 그룹은 표준 교육에 더하

여 ARBOOK 도구를 활용하였으며, AR의 사용이 해부학적 목적에 적합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음.

❍ ARBOOK 그룹은 동기 부여, 자율적 작업, 3차원 이해 분야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점수가 측정되었으며, 필기 시험의 점수도 더 높게 나타났음.

[그림 Ⅲ-57] 스페인대학의 증강현실(AR) 활용 교육 사례

자료: J. Ferrer-Torregrosa, J. Torralba, M. A. Jimenez, S. García & J. M. Barcia(2014).
ARBOOK: Development and Assessment of a Tool Based on Augmented Reality for Anatomy.

5) 캐나다

❑ 이 외에 개인의 운전 능력이나 인지 능력을 평가할 시 환경을 통제하기 위해
AR/VR을 활용하는 사례도 나타났음. 캐나다에서 두부 손상 환자의 운전 적합

성은 의학적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DriVR이라는 VR 활용 도구가

시범개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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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에서는 두부 손상과 관련된 의식 상실을 겪은 개인은 운전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해 의학적인 검토를 받아야 함.

❍ 캐나다의 앨버타 대학에서는 DriVR이라는 새로운 주행시뮬레이터를 활용하
여, ① 8개 연령 카테고리에서 두부 손상을 당하지 않은 148명의 운전 능력

을 평가하였으며, ② 두부 손상을 입은 성인 17명에 대해 운전 능력을 평가

하여, 연령과 관련한 변화와 두부 손상 환자/손상이 없는 환자의 구분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음.

❍ 이 도구는 VR을 활용하여 속도, 차선, 앞 차와의 거리, 합류/피하는 경우, 정
지 신호, 차선 변경, 특정 진입로 진입 등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임.

[그림 Ⅲ-58] 캐나다의 VR 활용 운전 능력 평가 사례 연구 사례

자료: Lili, L., Masako, M.,& Benjamin, W(1999). Norms and validity of the “DriVR” - a virtual
reality driving assessment for persons with head injury.

6) 프랑스

❑ 프랑스에서는 노화와 뇌손상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인지 능력을 분석하고

평가한 사례가 있었음. Klinger(2006)의 연구에서는 VR을 활용한 평가 도구를

개발하였는데, 그 내용은 가상 슈퍼마켓에서 구매해야 할 목록을 제공하여, 실제

이를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음. 이를 통해 실생활 평가 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 등을 미연에 방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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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 계획에서 VR 기반 평가를 통한 수행 분석을 연구하였음. 계획이란 시
공간적 맥락에서 행동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으로, 노화, 뇌손상(파킨슨병

등) 등 맥락에서 평가를 실시하여 인지 능력을 분석하였음.

❍ VR 기반 평가를 통해 ① 과제와 관련된 의미 있는 지식, ② 정보처리의 속
도, ③ 시공간에서의 운영을 평가함.

[그림 Ⅲ-59] 프랑스의 VR 기반 인지 능력 평가 사례 연구 사례

자료: Evelyne Klinger(2006). Performance analysis in a VR-based assessment of cognitive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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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요구 분석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가. 현장전문가

❑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요구 분석을 위하여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
시하였으며, 성별, 연령, 학력, 경력, 유형, 분야 등에 따른 분포를 나타냄.

❍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94.6%로 여성 5.4%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었음.
❍ 연령별로는 51세 이상 60세 이하가 52.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41세 이상 50세 이하(26.4%), 61세 이상 70세 이하(15.7%), 31세 이상

40세 이하2(5.0%), 70세 이상(0.2%)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학력별로는 박사졸업이 45.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석사 졸업

(29.1%), 4년제 졸업(19.1%), 전문대 졸업(4.8%), 고졸 이하(1.7%) 등

의 순으로 나타났음.

❍ 경력별로는 21년 이상 30년 이하가 41.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1년 이상 40년 이하(28.9%), 11년 이상 20년 이하(24.3%), 41년 이상

50년 이하(2.8%), 10년 이하(2.6%)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유형별로는 산업체가 46.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기관

(38.6%), 공공기관(7.4%), 연구기관(5.0%), 기타(2.8%) 등의 순으로 나

타났음.

❍ 분야별로는 기계분야가 14.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건설

(14.0%), 전기전자(9.1%), 정보통신(7.4%), 환경에너지(7.2%) 등의 순

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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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437 94.6
여성 25 5.4

연령

31세 이상 40세 이하 23 5.0
41세 이상 50세 이하 121 26.4
51세 이상 60세 이하 242 52.7
61세 이상 70세 이하 72 15.7

71세 이상 1 0.2

학력

고졸 이하 8 1.7
전문대학 졸업 22 4.8
4년제 대학 졸업 88 19.1
석사 졸업 134 29.1
박사 졸업 209 45.3

경력

10년 이하 12 2.6
11년 이상 20년 이하 112 24.3
21년 이상 30년 이하 190 41.3
31년 이상 40년 이하 133 28.9
41년 이상 50년 이하 13 2.8

유형

산업체 213 46.2
연구기관 23 5.0
공공기관 34 7.4
교육기관 178 38.6
기타 13 2.8

분야

사업관리 19 3.7
경영·회계·사무 24 4.7
금융·보험 9 1.8

교육·자연과학·사회과학 23 4.5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8 1.6

보건·의료 2 0.4
사회복지·종교 8 1.6

문화·예술·디자인·방송 22 4.3
운전·운송 10 1.9
영업·판매 4 0.8
경비·청소 2 0.4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14 2.7
음식 서비스 6 1.2
건설 72 14.0
광업자원 6 1.2
기계 75 14.6
재료 18 3.5
화학 7 1.4

섬유·의복 8 1.6
전기·전자 47 9.1
정보통신 38 7.4
식품가공 4 0.8

인쇄·목재·가구·공예 13 2.5
농림어업 19 3.7
안전관리 19 3.7
환경·에너지 37 7.2

<표 Ⅳ-1>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요구분석 응답자 일반적 특성(현장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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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

❑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요구 분석을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성별, 연령, 학력, 경력, 분야 등에 따른 분포를 나타냄.

❍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86.2%로 여성 13.8%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었음.
❍ 연령별로는 41세 이상 50세 이하가 48.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1세 이상 40세 이하(37.9%), 30세 이하(6.9%), 51세 이상(6.9%)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학력별로는 석사졸업이 75.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박사 졸업

(17.2%), 4년제 졸업(6.9%)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경력별로는 5년 이하와 6년 이상 10년 이하가 각각 34.5%로 가장 많았으
며, 그 다음으로 11년 이상 15년 이하(17.2%), 16년 이상 20년 이하

(10.3%), 21년 이상(3.4%)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분야별로는 기계분야와 건설분야가 각각 13.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으로 경영·회계·사무(11.1%), 전기전자(9.3%), 농림어업(5.6%), 안전관

리(5.6%)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25 86.2
여성 4 13.8

연령

30세 이하 2 6.9
31세 이상 40세 이하 11 37.9
41세 이상 50세 이하 14 48.3

51세 이상 2 6.9

학력
4년제 대학 졸업 2 6.9
석사 졸업 22 75.9
박사 졸업 5 17.2

<표 Ⅳ-2>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요구분석 응답자 일반적 특성(공단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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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기술자격 종목 혁신

가. 융합형 국가기술자격 관련

❑ 신기술 역량이 추가로 요구되는 경우, 자격에 반영하는 방법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현장 전문가는 융합형 자격 운영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반면, 공단

관계자는 교육훈련 인증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장 전문가는 융합형 자격 운영(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격증에 해당 역량만
인정받아 기입)의 요구가 38.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관련 자격

종목 신설(37.8%), 교육훈련 인증(21.6%)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구분 빈도 백분율

경력

5년 이하 10 34.5
6년 이상 10년 이하 10 34.5
11년 이상 15년 이하 5 17.2
16년 이상 20년 이하 3 10.3

21년 이상 1 3.4

담당분야

경영·회계·사무 6 11.1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1 1.9

보건·의료 1 1.9
사회복지·종교 1 1.9

문화·예술·디자인·방송 2 3.7
운전·운송 2 3.7
영업·판매 1 1.9
경비·청소 1 1.9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2 3.7
음식 서비스 2 3.7
건설 7 13.0
기계 7 13.0
재료 2 3.7
화학 1 1.9

섬유·의복 1 1.9
전기·전자 5 9.3
식품가공 1 1.9

인쇄·목재·가구·공예 2 3.7
농림어업 3 5.6
안전관리 3 5.6
환경·에너지 2 3.7

담당 종목이 없는 업무 수행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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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의견으로는 기존자격과의 연계성을 판단하여 융합형 자격으로 운영하거
나 새로 자격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언급되었음.

❍ 공단 관계자는 교육훈련 인증이 62.1%로 가장 높았으며, 융합형 자격 운영
에 대해서는 10.3%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음.

[그림 Ⅳ-1] 신기술 역량의 자격 반영 적정 방법 인식

❑ 현장 전문가는 학력이 4년제에서 석사 수준, 업무경력이 높을수록 융합형 자격
운영에 대한 요구가 높은 반면, 분야별로는 영업판매, 복지, 섬유, 운송 등에

서,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산업체, 연구기관, 공공기관에서 융합형 자격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학력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고졸이하, 전문대졸업, 박사졸업은 관련

자격 종목을 추가로 신설하여 취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던 반면,

4년제졸업, 석사졸업의 경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격증에 해당 역량만 인정

받아 기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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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경력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21년 이상 30년 이하를 제외하고 모두
관련 자격 종목을 추가로 신설하여 취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구분
신기술 역량의 자격 반영 방법

합계
융합형자격 종목신설

교육훈련만
인정

기타

학력

고졸이하
3 5 0 0 8

(37.5%) (62.5%) (0%) (0%) (100%)

전문대졸업
5 10 6 1 22

(22.7%) (45.5%) (27.3%) (4.5%) (100%)

4년제졸업
42 29 14 3 88

(47.7%) (33%) (15.9%) (3.4%) (100%)

석사졸업
50 49 34 1 134

(37.3%) (36.6%) (25.4%) (0.7%) (100%)

박사졸업
79 82 45 3 209

(37.8%) (39.2%) (21.5%) (1.4%) (100%)

전체
179 175 99 8 461

(38.8%) (38%) (21.5%) (1.7%) (100%)

<표 Ⅳ-3> 현장 전문가 학력별 신기술 역량의 자격 반영 적정 방법 인식

구분
신기술 역량의 자격 반영 방법

합계
융합형자격 종목신설

교육훈련만
인정

기타

업무경력

10년이하
3 7 2 0 12

(25%) (58.3%) (16.7%) (0%) (100%)
11년이상~
20년이하

36 46 30 0 112
(32.1%) (41.1%) (26.8%) (0%) (100%)

21년이상~
30년이하

84 63 39 4 190
(44.2%) (33.2%) (20.5%) (2.1%) (100%)

31년이상~
40년이하

51 53 26 3 133
(38.3%) (39.8%) (19.5%) (2.3%) (100%)

41년이상~
50년이하

5 6 1 1 13
(38.5%) (46.2%) (7.7%) (7.7%) (100%)

전체
179 175 98 8 460

(38.9%) (38%) (21.3%) (1.7%) (100%)

<표 Ⅳ-4> 현장 전문가 업무경력별 신기술 역량의 자격 반영 적정 방법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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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유형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산업체와 공공기관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격증에 해당 역량만 인정받아 기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던

반면, 교육기관은 관련 종목을 추가로 신설하여 취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연구기관의 경우 기존 자격증에 해당 역량만 인정받아야 한다

는 의견과 추가로 종목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두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직무분야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사업관리 등 17개 분야 전문가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격증에 해당 역량만 인정받아 기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구분
신기술 역량의 자격 반영 방법

합계
융합형자격 종목신설

교육훈련만
인정

기타

소속기관

산업체
89 72 46 6 213

(41.8%) (33.8%) (21.6%) (2.8%) (100%)

연구기관
9 9 4 1 23

(39.1%) (39.1%) (17.4%) (4.3%) (100%)

공공기관
14 13 7 0 34

(41.2%) (38.2%) (20.6%) (0%) (100%)

교육기관
64 73 40 1 178

(36%) (41%) (22.5%) (0.6%) (100%)

기타
3 7 3 0 13

(23.1%) (53.8%) (23.1%) (0%) (100%)

전체
179 174 100 8 461

(38.8%) (37.7%) (21.7%) (1.7%) (100%)

<표 Ⅳ-5> 현장 전문가 기관유형별 신기술 역량의 자격 반영 적정 방법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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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기술 역량의 자격 반영 방법

합계
융합형자격 종목신설

교육훈련만
인정

기타

직무분야

사업관리
8 8 3 0 19

(42.1%) (42.1%) (15.8%) (0%) (100%)

경영회계사무
10 11 3 0 24

(41.7%) (45.8%) (12.5%) (0%) (100%)

금융보험
3 3 3 0 9

(33.3%) (33.3%) (33.3%) (0%) (100%)

교육자연과학사회
과학

6 9 8 0 23

(26.1%) (39.1%) (34.8%) (0%) (100%)

법률경찰소방교도
국방

1 4 2 1 8

(12.5%) (50%) (25%) (12.5%) (100%)

보건의료
1 1 0 0 2

(50%) (50%) (0%) (0%) (100%)

사회복지종교
5 3 0 0 8

(62.5%) (37.5%) (0%) (0%) (100%)

문화예술디자인방
송

11 7 4 0 22

(50%) (31.8%) (18.2%) (0%) (100%)

운전운송
6 3 1 0 10

(60%) (30%) (10%) (0%) (100%)

영업판매
4 0 0 0 4

(100%) (0%) (0%) (0%) (100%)

경비청소
1 1 0 0 2

(50%) (50%) (0%) (0%) (100%)

이용숙박여행오락
스포츠

4 9 1 0 14

(28.6%) (64.3%) (7.1%) (0%) (100%)

음식서비스
3 1 2 0 6

(50%) (16.7%) (33.3%) (0%) (100%)

건설
28 21 19 4 72

(38.9%) (29.2%) (26.4%) (5.6%) (100%)

광업자원
1 2 3 0 6

(16.7%) (33.3%) (50%) (0%) (100%)

기계
30 27 16 2 75

(40%) (36%) (21.3%) (2.7%) (100%)

재료
4 10 2 2 18

(22.2%) (55.6%) (11.1%) (11.1%) (100%)

화학
2 3 2 0 7

(28.6%) (42.9%) (28.6%) (0%) (100%)

섬유의복
5 3 0 0 8

(62.5%) (37.5%) (0%) (0%) (100%)

전기전자
15 19 13 0 47

(31.9%) (40.4%) (27.7%) (0%) (100%)

정보통신
15 13 9 1 38

(39.5%) (34.2%) (23.7%) (2.6%) (100%)

식품가공
2 2 0 0 4

(50%) (50%) (0%) (0%) (100%)

인쇄목재가구공예
2 4 7 0 13

(15.4%) (30.8%) (53.8%) (0%) (100%)

농립어업
4 13 2 0 19

(21.1%) (68.4%) (10.5%) (0%) (100%)

안전관리
9 6 4 0 19

(47.4%) (31.6%) (21.1%) (0%) (100%)

환경에너지
15 8 13 1 37

(40.5%) (21.6%) (35.1%) (2.7%) (100%)

전체
179 174 100 8 461

(38.8%) (37.7%) (21.7%) (1.7%) (100%)

<표 Ⅳ-6> 현장 전문가 직무분야별 신기술 역량의 자격 반영 적정 방법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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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관계자는 업무경력별로 공통적으로 융합형 자격 운영에 대한 요구가 매우
낮았던 반면, 운전·운송, 식품가공, 안전관리 분야를 담당하는 응답자의 융합형

자격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업무경력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관련 교육훈련 인증 후 수
료생 대상 역량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직무분야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경영·회계·사무 등 16개 분야 담당자
들은 관련 교육훈련 인증 후 수료생 대상 역량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

장 많았음.

구분
신기술 역량의 자격 반영 방법

합계
융합형자격 종목신설

교육훈련만
인정

기타

업무경력

5년이하
1 1 7 1 10

(10%) (10%) (70%) (10%) (100%)

6년이상~
10년이하

2 2 5 1 10

(20%) (20%) (50%) (10%) (100%)

11년이상~
15년이하

0 0 4 1 5

(0%) (0%) (80%) (20%) (100%)

16년이상~
20년이하

0 1 1 1 3

(0%) (33.3%) (33.3%) (33.3%) (100%)

21년이상
0 0 1 0 1

(0%) (0%) (100%) (0%) (100%)

전체
3 4 18 4 29

(10.3%) (13.8%) (62.1%) (13.8%) (100%)

<표 Ⅳ-7> 공단 관계자 업무경력별 신기술 역량의 자격 반영 적정 방법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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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기술 역량의 자격 반영 방법

합계
융합형자격 종목신설 교육훈련만 인정 기타

담당분야

경영·회계·사
무

1 1 4 0 6

(16.7%) (16.7%) (66.7%) (0%) (100%)

법률·경찰·소
방·교도·국방

0 0 1 0 1

(0%) (0%) (100%) (0%) (100%)

보건·의료
0 1 0 0 1

(0%) (100%) (0%) (0%) (100%)

사회복지·종교
0 1 0 0 1

(0%) (100%) (0%) (0%) (100%)

문화·예술·디
자인·방송

0 0 2 0 2

(0%) (0%) (100%) (0%) (100%)

운전·운송
1 0 1 0 2

(50%) (0%) (50%) (0%) (100%)

영업·판매
0 0 1 0 1

(0%) (0%) (100%) (0%) (100%)

경비·청소
0 0 1 0 1

(0%) (0%) (100%) (0%) (100%)

이용·숙박·여
행·오락·스포

츠

0 0 2 0 2

(0%) (0%) (100%) (0%) (100%)

음식 서비스
0 0 2 0 2

(0%) (0%) (100%) (0%) (100%)

건설
1 0 4 2 7

(14.3%) (0%) (57.1%) (28.6%) (100%)

기계
0 1 5 1 7

(0%) (14.3%) (71.4%) (14.3%) (100%)

재료
0 1 0 1 2

(0%) (50%) (0%) (50%) (100%)

화학
0 1 0 0 1

(0%) (100%) (0%) (0%) (100%)

섬유·의복
0 0 1 0 1

(0%) (0%) (100%) (0%) (100%)

전기·전자
0 0 5 0 5

(0%) (0%) (100%) (0%) (100%)

식품가공
1 0 0 0 1

(100%) (0%) (0%) (0%) (100%)

인쇄·목재·가
구·공예

1 0 1 0 2

(50%) (0%) (50%) (0%) (100%)

농림어업
0 0 3 0 3

(0%) (0%) (100%) (0%) (100%)

안전관리
1 1 1 0 3

(33.3%) (33.3%) (33.3%) (0%) (100%)

환경·에너지
0 1 0 1 2

(0%) (50%) (0%) (50%) (100%)

담당 종목이
없는 업무
수행

0 0 1 0 1

(0%) (0%) (100%) (0%) (100%)

전체
3 4 18 4 29

(10.3%) (13.8%) (62.1%) (13.8%) (100%)

<표 Ⅳ-8> 공단 관계자 담당분야별 신기술 역량의 자격 반영 적정 방법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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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자격증에 해당 신기술 역량을 인정받아 기입하는 자격제도 도입 시 역량
인정 방안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현장 전문가와 공단 관계자 모두 신기술 관

련 교육훈련 이수와 기관의 평가 후 인정하는 과정평가형 자격 방안에 대한 인

식이 가장 높았음.

❍ 현장 전문가는 역량 인정 방안으로 과정평가형이 51.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검정형(24.9%), 교육훈련이수형(19.9%), 현장경력평가형

(2.8%) 등의 순이었음.

❍ 기타 의견으로는 교육훈련이수와 검정시험을 병행하여 단순 암기 위주의 기
술 습득을 지양하자는 방안 등이 언급되었음.

❍ 공단 관계자는 과정평가형이 62.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훈
련이수형(20.7%), 검정형(13.8%), 기타(3.4%) 등의 순이었음.

[그림 Ⅳ-2] 신기술 역량의 자격 인정 적정 방법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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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전문가는 모든 학력과 소속기관에서 공통적으로 과정평가형 응답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력별로는 41년 이상 50년 이하를 제외한 모

든 경력에서, 직무분야별로는 국방, 보건의료, 경비청소, 음식서비스, 식품가

공, 인쇄목재가구공예, 농림어업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과정평가형 응

답 비중이 가장 높았음.

❍ 학력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신기술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
하고 기관 내/외부 평가 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업무경력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41년 이상 50년 이하 경력자를 제외
하고 모두 신기술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기관 내/외부 평가 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구분
신기술 역량의 자격 인정 방법

합계
검정형

교육훈련
이수형

과정평가형
현장경력
평가형

기타

학
력

고졸이하
0 1 4 2 0 7

(0%) (14.3%) (57.1%) (28.6%) (0%) (100%)

전문대졸
업

6 4 12 0 0 22

(27.3%) (18.2%) (54.5%) (0%) (0%) (100%)

4년제졸
업

13 18 52 3 1 87

(14.9%) (20.7%) (59.8%) (3.4%) (1.1%) (100%)

석사졸업
40 19 69 4 1 133

(30.1%) (14.3%) (51.9%) (3%) (0.8%) (100%)

박사졸업
55 49 97 4 1 206

(26.7%) (23.8%) (47.1%) (1.9%) (0.5%) (100%)

전체
114 91 234 13 3 455

(25.1%) (20%) (51.4%) (2.9%) (0.7%) (100%)

<표 Ⅳ-9> 현장 전문가 학력별 신기술 역량의 자격 인정 적정 방법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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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유형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산업체,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공통적으로 과정평가형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음.

❍ 직무분야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사업관리 등 23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신기술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기관 내/외부 평가 후 인정해야 한다는 의

견이 가장 많았음.

구분
신기술 역량의 자격 인정 방법

합계
검정형

교육훈련이
수형

과정평가형
현장경력평
가형

기타

업무
경력

10년이하
3 4 5 0 0 12

(25%) (33.3%) (41.7%) (0%) (0%) (100%)
11년이상~
20년이하

27 17 65 2 1 112
(24.1%) (15.2%) (58%) (1.8%) (0.9%) (100%)

21년이상~
30년이하

45 41 96 5 0 187
(24.1%) (21.9%) (51.3%) (2.7%) (0%) (100%)

31년이상~
40년이하

35 25 64 5 2 131
(26.7%) (19.1%) (48.9%) (3.8%) (1.5%) (100%)

41년이상~
50년이하

4 4 3 1 0 12
(33.3%) (33.3%) (25%) (8.3%) (0%) (100%)

전체
114 91 233 13 3 454

(25.1%) (20%) (51.3%) (2.9%) (0.7%) (100%)

<표 Ⅳ-10> 현장 전문가 업무경력별 신기술 역량의 자격 인정 적정 방법 인식

구분
신기술 역량의 자격 인정 방법

합계
검정형

교육훈련이
수형

과정평가형
현장경력평
가형

기타

소속
기관

산업체
50 38 111 8 2 209

(23.9%) (18.2%) (53.1%) (3.8%) (1%) (100%)

연구기관
4 4 13 0 1 22

(18.2%) (18.2%) (59.1%) (0%) (4.5%) (100%)

공공기관
9 4 20 1 0 34

(26.5%) (11.8%) (58.8%) (2.9%) (0%) (100%)

교육기관
48 41 84 4 0 177

(27.1%) (23.2%) (47.5%) (2.3%) (0%) (100%)

기타
3 3 7 0 0 13

(23.1%) (23.1%) (53.8%) (0%) (0%) (100%)

전체
114 90 235 13 3 455

(25.1%) (19.8%) (51.6%) (2.9%) (0.7%) (100%)

<표 Ⅳ-11> 현장 전문가 기관유형별 신기술 역량의 자격 인정 적정 방법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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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기술 역량의 자격 인정 방법

합계
검정형

교육훈련이수
형

과정평가형
현장경력평가

형
기타

직무
분야

사업관리
6 5 7 1 0 19

(31.6%) (26.3%) (36.8%) (5.3%) (0%) (100%)

경영회계사무
7 7 9 1 0 24

(29.2%) (29.2%) (37.5%) (4.2%) (0%) (100%)

금융보험
2 1 6 0 0 9

(22.2%) (11.1%) (66.7%) (0%) (0%) (100%)

교육자연과학
사회과학

2 7 14 0 0 23
(8.7%) (30.4%) (60.9%) (0%) (0%) (100%)

법률경찰소방
교도국방

3 2 3 0 0 8
(37.5%) (25%) (37.5%) (0%) (0%) (100%)

보건의료
1 0 1 0 0 2

(50%) (0%) (50%) (0%) (0%) (100%)

사회복지종교
2 1 5 0 0 8

(25%) (12.5%) (62.5%) (0%) (0%) (100%)

문화예술디자
인방송

5 4 12 1 0 22
(22.7%) (18.2%) (54.5%) (4.5%) (0%) (100%)

운전운송
3 3 4 0 0 10

(30%) (30%) (40%) (0%) (0%) (100%)

영업판매
1 1 2 0 0 4

(25%) (25%) (50%) (0%) (0%) (100%)

경비청소
1 1 0 0 0 2

(50%) (50%) (0%) (0%) (0%) (100%)

이용숙박여행
오락스포츠

3 0 11 0 0 14
(21.4%) (0%) (78.6%) (0%) (0%) (100%)

음식서비스
3 0 2 1 0 6

(50%) (0%) (33.3%) (16.7%) (0%) (100%)

건설
20 14 33 2 1 70

(28.6%) (20%) (47.1%) (2.9%) (1.4%) (100%)

광업자원
0 1 5 0 0 6

(0%) (16.7%) (83.3%) (0%) (0%) (100%)

기계
17 19 36 1 1 74

(23%) (25.7%) (48.6%) (1.4%) (1.4%) (100%)

재료
1 4 12 0 0 17

(5.9%) (23.5%) (70.6%) (0%) (0%) (100%)

화학
0 2 5 0 0 7

(0%) (28.6%) (71.4%) (0%) (0%) (100%)

섬유의복
0 3 4 1 0 8

(0%) (37.5%) (50%) (12.5%) (0%) (100%)

전기전자
13 6 24 3 0 46

(28.3%) (13%) (52.2%) (6.5%) (0%) (100%)

정보통신
12 5 20 0 1 38

(31.6%) (13.2%) (52.6%) (0%) (2.6%) (100%)

식품가공
2 0 2 0 0 4

(50%) (0%) (50%) (0%) (0%) (100%)

인쇄목재가구
공예

2 5 5 1 0 13
(15.4%) (38.5%) (38.5%) (7.7%) (0%) (100%)

농립어업
8 4 7 0 0 19

(42.1%) (21.1%) (36.8%) (0%) (0%) (100%)

안전관리
6 4 9 0 0 19

(31.6%) (21.1%) (47.4%) (0%) (0%) (100%)

환경에너지
6 7 22 1 0 36

(16.7%) (19.4%) (61.1%) (2.8%) (0%) (100%)

전체
113 90 236 13 3 455

(24.8%) (19.8%) (51.9%) (2.9%) (0.7%) (100%)

<표 Ⅳ-12> 현장 전문가 직무분야별 신기술 역량의 자격 인정 적정 방법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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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관계자는 업무경력별로는 공통적으로 과정평가형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
았으며, 보건·의료, 사회복지·종교,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운전·운송, 재료, 화

학, 안전관리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 과정평가형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음.

❍ 업무경력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신기술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기관 내/외부 평가 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직무분야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경영·회계·사무 등 17개 분야 담당자
들은 신기술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기관 내/외부 평가 후 인정해야 한다

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구분
신기술 역량의 자격 인정 방법

합계
검정형

교육훈련이
수형

과정평가형 기타

업무
경력

5년이하
2 2 6 0 10

(20%) (20%) (60%) (0%) (100%)

6년이상~
10년이하

0 3 6 1 10

(0%) (30%) (60%) (10%) (100%)

11년이상~
15년이하

1 0 4 0 5

(20%) (0%) (80%) (0%) (100%)

16년이상~
20년이하

1 1 1 0 3

(33.3%) (33.3%) (33.3%) (0%) (100%)

21년이상
0 0 1 0 1

(0%) (0%) (100%) (0%) (100%)

전체
4 6 18 1 29

(13.8%) (20.7%) (62.1%) (3.4%) (100%)

<표 Ⅳ-13> 공단 관계자 업무경력별 신기술 역량의 자격 인정 적정 방법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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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기술 역량의 자격 인정 방법

합계
검정형 교육훈련이수형 과정평가형 기타

담당
분야

경영·회계·사무
1 1 4 0 6

(16.7%) (16.7%) (66.7%) (0%) (100%)

법률·경찰·소방·
교도·국방

0 0 1 0 1
(0%) (0%) (100%) (0%) (100%)

보건·의료
0 1 0 0 1

(0%) (100%) (0%) (0%) (100%)

사회복지·종교
0 1 0 0 1

(0%) (100%) (0%) (0%) (100%)

문화·예술·디자인
·방송

0 1 1 0 2

(0%) (50%) (50%) (0%) (100%)

운전·운송
1 0 1 0 2

(50%) (0%) (50%) (0%) (100%)

영업·판매
0 0 1 0 1

(0%) (0%) (100%) (0%) (100%)

경비·청소
0 0 1 0 1

(0%) (0%) (100%) (0%) (100%)

이용·숙박·여행·
오락·스포츠

0 0 2 0 2
(0%) (0%) (100%) (0%) (100%)

음식 서비스
0 0 2 0 2

(0%) (0%) (100%) (0%) (100%)

건설
0 2 5 0 7

(0%) (28.6%) (71.4%) (0%) (100%)

기계
0 1 5 1 7

(0%) (14.3%) (71.4%) (14.3%) (100%)

재료
1 0 1 0 2

(50%) (0%) (50%) (0%) (100%)

화학
1 0 0 0 1

(100%) (0%) (0%) (0%) (100%)

섬유·의복
0 0 1 0 1

(0%) (0%) (100%) (0%) (100%)

전기·전자
1 1 3 0 5

(20%) (20%) (60%) (0%) (100%)

식품가공
0 0 1 0 1

(0%) (0%) (100%) (0%) (100%)

인쇄·목재·가구·
공예

1 0 1 0 2
(50%) (0%) (50%) (0%) (100%)

농림어업
0 1 2 0 3

(0%) (33.3%) (66.7%) (0%) (100%)

안전관리
2 0 1 0 3

(66.7%) (0%) (33.3%) (0%) (100%)

환경·에너지
0 0 2 0 2

(0%) (0%) (100%) (0%) (100%)

담당 종목이
없는 업무 수행

0 1 0 0 1
(0%) (100%) (0%) (0%) (100%)

전체
4 6 18 1 29

(13.8%) (20.7%) (62.1%) (3.4%) (100%)

<표 Ⅳ-14> 공단 관계자 담당분야별 신기술 역량의 자격 인정 적정 방법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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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자격증에 해당 신기술 역량을 인정받아 기입하는 자격제도 관련 적절한
명칭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현장 전문가와 공단 전문가 공통적으로 융합(형)

자격, 플러스 자격, 확장(형) 자격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았음.

❍ 현장전문가는 융합(형) 자격이 28.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플러
스 자격(20.6%), 확장(형) 자격(15.3%) 등의 순이었음.

❍ 공단 관계자는 플러스 자격과 스킬업 자격이 각각 19.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융합(형)자격과 확장(형)자격이 16.7% 등의 순이었음.

[그림 Ⅳ-3] 자격 신규 제도의 명칭 적절성 인식

❑ 현장 전문가는 학력, 업무경력, 기관유형, 직무분야별로 대체적으로 융합형 자
격의 응답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학력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융합형 자격의 응답 비중이 가
장 높았음.

❍ 한편, 고졸이하는 플러스자격, 스킬업자격의 응답 비중 또한 높았으며, 전문
대졸업은 플러스자격 응답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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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경력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41년 이상 50년 이하 경력을 제외하
고 모든 경력에서 융합형 자격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음. 한편, 10년 이하

경력자는 융합형 자격, 플러스 자격, 확장형 자격, 스마트 자격 등 다양한

응답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구분
新 자격제도의 적절한 명칭

합계
융합형 플러스 추가형 개량형 향상형 확장형 스마트 스킬업 기타

학력

고졸이하
3 3 0 1 0 1 2 3 0 8

(37.5%) (37.5%) (0%) (12.5%) (0%) (12.5%) (25%) (37.5%) (0%) (100%)

전문대졸업
9 9 2 0 7 4 5 0 0 22

(40.9%) (40.9%) (9.1%) (0%) (31.8%) (18.2%) (22.7%) (0%) (0%) (100%)

4년제졸업
30 24 6 1 5 18 24 9 1 86

(34.9%) (27.9%) (7%) (1.2%) (5.8%) (20.9%) (27.9%) (10.5%) (1.2%) (100%)

석사졸업
56 34 11 1 20 34 30 6 1 132

(42.4%) (25.8%) (8.3%) (0.8%) (15.2%) (25.8%) (22.7%) (4.5%) (0.8%) (100%)

박사졸업
98 71 29 2 23 47 29 25 1 206

(47.6%) (34.5%) (14.1%) (1%) (11.2%) (22.8%) (14.1%) (12.1%) (0.5%) (100%)

전체
196 141 48 5 55 104 90 43 3 454

(43.2%) (31.1%) (10.6%) (1.1%) (12.1%) (22.9%) (19.8%) (9.5%) (0.7%) (100%)

주) 본 문항은 중복응답을 실시하였으므로, 퍼센트 및 합계는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표 Ⅳ-15> 현장 전문가 학력별 자격 신규 제도의 명칭 적절성 인식

구분
新 자격제도의 적절한 명칭

합계
융합형 플러스 추가형 개량형 향상형 확장형 스마트 스킬업 기타

업무경
력

10년이하
4 4 1 0 1 4 4 0 0 12

(33.3%) (33.3%) (8.3%) (0%) (8.3%) (33.3%) (33.3%) (0%) (0%) (100%)

11년이상~
20년이하

43 21 13 1 12 33 18 13 1 112

(38.4%) (18.8%) (11.6%) (0.9%) (10.7%) (29.5%) (16.1%) (11.6%) (0.9%) (100%)

21년이상~
30년이하

87 56 18 0 26 45 39 20 1 187

(46.5%) (29.9%) (9.6%) (0%) (13.9%) (24.1%) (20.9%) (10.7%) (0.5%) (100%)

31년이상~
40년이하

57 55 14 3 15 22 28 7 1 130

(43.8%) (42.3%) (10.8%) (2.3%) (11.5%) (16.9%) (21.5%) (5.4%) (0.8%) (100%)

41년이상~
50년이하

4 5 2 1 1 1 1 3 0 12

(33.3%) (41.7%) (16.7%) (8.3%) (8.3%) (8.3%) (8.3%) (25%) (0%) (100%)

전체
195 141 48 5 55 105 90 43 3 453

(43%) (31.1%) (10.6%) (1.1%) (12.1%) (23.2%) (19.9%) (9.5%) (0.7%) (100%)

주) 본 문항은 중복응답을 실시하였으므로, 퍼센트 및 합계는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표 Ⅳ-16> 현장 전문가 업무경력별 자격 신규 제도의 명칭 적절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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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유형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융합형 자격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음.

❍ 직무분야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금융보험

등 19개 분야에서 융합형 자격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음.

구분
新 자격제도의 적절한 명칭

합계
융합형 플러스 추가형 개량형 향상형 확장형 스마트 스킬업 기타

소속기
관

산업체
85 63 22 2 30 49 46 19 2 210

(40.5%) (30%) (10.5%) (1%) (14.3%) (23.3%) (21.9%) (9%) (1%) (100%)

연구기관
11 6 5 1 0 8 5 2 0 21

(52.4%) (28.6%) (23.8%) (4.8%) (0%) (38.1%) (23.8%) (9.5%) (0%) (100%)

공공기관
14 12 2 0 6 7 8 5 0 34

(41.2%) (35.3%) (5.9%) (0%) (17.6%) (20.6%) (23.5%) (14.7%) (0%) (100%)

교육기관
77 57 17 2 18 39 29 17 1 176

(43.8%) (32.4%) (9.7%) (1.1%) (10.2%) (22.2%) (16.5%) (9.7%) (0.6%) (100%)

기타
9 4 2 0 1 2 1 0 0 13

(69.2%) (30.8%) (15.4%) (0%) (7.7%) (15.4%) (7.7%) (0%) (0%) (100%)

전체
196 142 48 5 55 105 89 43 3 454

(43.2%) (31.3%) (10.6%) (1.1%) (12.1%) (23.1%) (19.6%) (9.5%) (0.7%) (100%)

주) 본 문항은 중복응답을 실시하였으므로, 퍼센트 및 합계는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표 Ⅳ-17> 현장 전문가 기관유형별 자격 신규 제도의 명칭 적절성 인식

구분
新 자격제도의 적절한 명칭

합계
융합형 플러스 추가형 개량형 향상형 확장형 스마트 스킬업 기타

직무분
야

사업관리
9 1 1 0 3 2 7 1 0 19

(47.4%) (5.3%) (5.3%) (0%) (15.8%) (10.5%) (36.8%) (5.3%) (0%) (100%)

경영회계사무
10 5 5 0 2 10 3 1 0 24

(41.7%) (20.8%) (20.8%) (0%) (8.3%) (41.7%) (12.5%) (4.2%) (0%) (100%)

금융보험
3 3 0 0 0 2 3 2 0 9

(33.3%) (33.3%) (0%) (0%) (0%) (22.2%) (33.3%) (22.2%) (0%) (100%)

교육자연과학
사회과학

9 7 2 0 3 7 6 2 0 23

(39.1%) (30.4%) (8.7%) (0%) (13%) (30.4%) (26.1%) (8.7%) (0%) (100%)

법률경찰소방
교도국방

4 3 2 0 0 2 2 0 0 8

(50%) (37.5%) (25%) (0%) (0%) (25%) (25%) (0%) (0%) (100%)

<표 Ⅳ-18> 현장 전문가 직무분야별 자격 신규 제도의 명칭 적절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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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新 자격제도의 적절한 명칭

합계
융합형 플러스 추가형 개량형 향상형 확장형 스마트 스킬업 기타

보건의료
1 1 0 0 0 1 0 0 0 2

(50%) (50%) (0%) (0%) (0%) (50%) (0%) (0%) (0%) (100%)

사회복지종교
4 2 0 0 0 1 4 1 0 8

(50%) (25%) (0%) (0%) (0%) (12.5%) (50%) (12.5%) (0%) (100%)
문화예술디자
인방송

10 6 1 0 1 8 6 4 0 22
(45.5%) (27.3%) (4.5%) (0%) (4.5%) (36.4%) (27.3%) (18.2%) (0%) (100%)

운전운송
2 3 1 0 2 4 1 3 0 10

(20%) (30%) (10%) (0%) (20%) (40%) (10%) (30%) (0%) (100%)

영업판매
1 1 0 0 0 0 0 2 0 4

(25%) (25%) (0%) (0%) (0%) (0%) (0%) (50%) (0%) (100%)

경비청소
1 1 1 0 0 0 0 0 0 2

(50%) (50%) (50%) (0%) (0%) (0%) (0%) (0%) (0%) (100%)
이용숙박여행
오락스포츠

5 4 4 0 2 3 1 0 0 14
(35.7%) (28.6%) (28.6%) (0%) (14.3%) (21.4%) (7.1%) (0%) (0%) (100%)

음식서비스
1 2 0 0 0 0 4 0 0 6

(16.7%) (33.3%) (0%) (0%) (0%) (0%) (66.7%) (0%) (0%) (100%)

건설
17 24 3 3 12 15 17 1 0 69

(24.6%) (34.8%) (4.3%) (4.3%) (17.4%) (21.7%) (24.6%) (1.4%) (0%) (100%)

광업자원
2 2 0 0 2 1 0 2 0 6

(33.3%) (33.3%) (0%) (0%) (33.3%) (16.7%) (0%) (33.3%) (0%) (100%)

기계
36 24 10 0 6 17 17 4 2 74

(48.6%) (32.4%) (13.5%) (0%) (8.1%) (23%) (23%) (5.4%) (2.7%) (100%)

재료
9 3 2 1 1 2 4 2 0 17

(52.9%) (17.6%) (11.8%) (5.9%) (5.9%) (11.8%) (23.5%) (11.8%) (0%) (100%)

화학
4 1 0 0 0 2 2 0 0 7

(57.1%) (14.3%) (0%) (0%) (0%) (28.6%) (28.6%) (0%) (0%) (100%)

섬유의복
4 5 0 0 1 3 2 3 0 8

(50%) (62.5%) (0%) (0%) (12.5%) (37.5%) (25%) (37.5%) (0%) (100%)

전기전자
26 16 6 0 8 12 9 7 1 47

(55.3%) (34%) (12.8%) (0%) (17%) (25.5%) (19.1%) (14.9%) (2.1%) (100%)

정보통신
17 10 6 0 4 11 6 5 0 38

(44.7%) (26.3%) (15.8%) (0%) (10.5%) (28.9%) (15.8%) (13.2%) (0%) (100%)

식품가공
1 4 0 0 0 0 1 0 0 4

(25%) (100%) (0%) (0%) (0%) (0%) (25%) (0%) (0%) (100%)
인쇄목재가구
공예

3 5 3 0 4 2 0 0 0 12
(25%) (41.7%) (25%) (0%) (33.3%) (16.7%) (0%) (0%) (0%) (100%)

농립어업
10 4 4 0 2 3 4 1 0 19

(52.6%) (21.1%) (21.1%) (0%) (10.5%) (15.8%) (21.1%) (5.3%) (0%) (100%)

안전관리
7 10 2 0 3 7 6 0 0 19

(36.8%) (52.6%) (10.5%) (0%) (15.8%) (36.8%) (31.6%) (0%) (0%) (100%)

환경에너지
20 9 5 1 6 5 5 3 0 36

(55.6%) (25%) (13.9%) (2.8%) (16.7%) (13.9%) (13.9%) (8.3%) (0%) (100%)

전체
196 142 48 5 55 105 89 43 3 454

(43.2%) (31.3%) (10.6%) (1.1%) (12.1%) (23.1%) (19.6%) (9.5%) (0.7%) (100%)

주) 본 문항은 중복응답을 실시하였으므로, 퍼센트 및 합계는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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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관계자는 업무경력별로 응답이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융합형

자격과 플러스 자격의 응답이 대체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담당분야별로는

경비·청소, 기계, 재료, 화학분야 등의 분야 담당자는 융합형 자격의 응답 비중

이 가장 높았음.

❍ 업무경력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5년 이하, 11년 이상 15년 이하, 16
년 이상 20년 이하의 경력자는 공통적으로 융합형 자격과 플러스 자격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음.

구분
新 자격제도의 적절한 명칭

합계
융합형 플러스 추가형 향상형 확장형 스마트 스킬업

업무경력

5년이하
3 3 0 2 2 1 2 10

(30%) (30%) (0%) (20%) (20%) (10%) (20%) (100%)

6년이상~10년
이하

0 1 1 2 3 1 3 10

(0%) (10%) (10%) (20%) (30%) (10%) (30%) (100%)

11년이상~15년
이하

2 2 0 1 0 0 1 5

(40%) (40%) (0%) (20%) (0%) (0%) (20%) (100%)

16년이상~20년
이하

1 1 1 0 0 1 1 3

(33.3%) (33.3%) (33.3%) (0%) (0%) (33.3%) (33.3%) (100%)

21년이상
0 0 0 0 1 0 0 1

(0%) (0%) (0%) (0%) (100%) (0%) (0%) (100%)

전체
6 7 2 5 6 3 7 29

(20.7%) (24.1%) (6.9%) (17.2%) (20.7%) (10.3%) (24.1%) (100%)

주) 본 문항은 중복응답을 실시하였으므로, 퍼센트 및 합계는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표 Ⅳ-19> 공단 관계자 업무경력별 자격 신규 제도의 명칭 적절성 인식

❍ 직무분야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경비·청소, 기계, 재료, 화학 등 8개
분야 담당자는 융합형 자격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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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新 자격제도의 적절한 명칭

합계
융합형 플러스 추가형 향상형 확장형 스마트 스킬업

담당분야

경영·회계·사무
1 2 0 2 1 0 1 6

(16.7%) (33.3%) (0%) (33.3%) (16.7%) (0%) (16.7%) (100%)

법률·경찰·소방·교도·
국방

0 0 0 1 0 0 0 1

(0%) (0%) (0%) (100%) (0%) (0%) (0%) (100%)

보건·의료
0 0 0 0 0 0 1 1

(0%) (0%) (0%) (0%) (0%) (0%) (100%) (100%)

사회복지·종교
0 0 0 0 0 0 1 1

(0%) (0%) (0%) (0%) (0%) (0%) (100%) (100%)

문화·예술·디자인·방
송

0 1 0 0 0 1 0 2

(0%) (50%) (0%) (0%) (0%) (50%) (0%) (100%)

운전·운송
1 0 0 0 2 0 0 2

(50%) (0%) (0%) (0%) (100%) (0%) (0%) (100%)

영업·판매
0 1 0 0 0 0 0 1

(0%) (100%) (0%) (0%) (0%) (0%) (0%) (100%)

경비·청소
1 0 0 0 0 0 0 1

(100%) (0%) (0%) (0%) (0%) (0%) (0%) (100%)

이용·숙박·여행·오락·
스포츠

0 0 0 2 0 0 0 2

(0%) (0%) (0%) (100%) (0%) (0%) (0%) (100%)

음식 서비스
0 0 0 1 0 0 1 2

(0%) (0%) (0%) (50%) (0%) (0%) (50%) (100%)

건설
0 2 1 2 2 0 2 7

(0%) (28.6%) (14.3%) (28.6%) (28.6%) (0%) (28.6%) (100%)

기계
2 0 0 1 2 1 1 7

(28.6%) (0%) (0%) (14.3%) (28.6%) (14.3%) (14.3%) (100%)

재료
2 1 0 0 0 0 0 2

(100%) (50%) (0%) (0%) (0%) (0%) (0%) (100%)

화학
1 0 0 0 0 1 0 1

(100%) (0%) (0%) (0%) (0%) (100%) (0%) (100%)

섬유·의복
1 0 0 0 0 0 0 1

(100%) (0%) (0%) (0%) (0%) (0%) (0%) (100%)

전기·전자
1 3 0 1 1 0 0 5

(20%) (60%) (0%) (20%) (20%) (0%) (0%) (100%)

식품가공
0 0 0 0 1 0 0 1

(0%) (0%) (0%) (0%) (100%) (0%) (0%) (100%)

인쇄·목재·가구·공예
1 1 0 0 1 0 0 2

(50%) (50%) (0%) (0%) (50%) (0%) (0%) (100%)

농림어업
0 1 0 1 0 0 1 3

(0%) (33.3%) (0%) (33.3%) (0%) (0%) (33.3%) (100%)

안전관리
2 0 0 0 1 1 1 3

(66.7%) (0%) (0%) (0%) (33.3%) (33.3%) (33.3%) (100%)

환경·에너지
0 1 1 0 1 0 1 2

(0%) (50%) (50%) (0%) (50%) (0%) (50%) (100%)

담당 종목이 없는
업무 수행

1 0 0 0 0 0 0 1

(100%) (0%) (0%) (0%) (0%) (0%) (0%) (100%)

전체
6 7 2 5 6 3 7 29

(20.7%) (24.1%) (6.9%) (17.2%) (20.7%) (10.3%) (24.1%) (100%)

주) 본 문항은 중복응답을 실시하였으므로, 퍼센트 및 합계는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표 Ⅳ-20> 공단 관계자 담당분야별 자격 신규 제도의 명칭 적절성 인식



제4장.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요구 분석 • 205

❑ 융합형 자격 도입 필요 종목 및 대상 신기술에 대한 공단관계자 설문조사 결
과, 수산양식기사, 인간공학기사, 품질경영기사, 용접기능사/산업기사/기사 등

에 대해 융합 기술에 대한 자격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융합형 자격 도입이 필요한 자격 종목명 별도 인정 필요 신기술

수산양식기사 스마트양식

인간공학기사 인공지능

품질경영기사 빅데이터

용접기사

ISO에서 인증되는 용접기법용접기능사

용접산업기사

<표 Ⅳ-21> 융합형 자격 도입 종목에 대한 공단 관계자 응답자의 인식

나.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 관련

❑ 디지털리터러시와 같은 기초 디지털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현장 전문가와 공단 관계자 모두 종목을 전환하여 기술

적/기술외적 측면을 검정하는 방안의 응답 비중이 높은 수준임.

❍ 현장 전문가는 종목 전환후 기술적/기술외적 측면 검정 응답이 37.4%로 가
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술적 측면만 전환 검정(20.7%), 종목 신설

(17.2%) 등의 순이었음.

❍ 공단 관계자는 평가도구 개발 응답이 37.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종목 전환후 기술적/기술외적 측면 검정(22.2%), 기술적 측면만 전환 검정

(14.8%) 등의 순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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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 적정 방안 인식

❑ 현장 전문가는 학력, 업무경력, 기관유형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종목전환 응
답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직무분야별로는 사회복지·종교, 음식서비스, 화학,

식품가공, 인쇄·목재·가구·공예 등의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종목전환 응

답 비율이 가장 높았음.

❍ 학력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종목전환 응답 비중이 가장 높
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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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경력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종목전환 응답 비중이 가
장 높았음.

구분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 방안

합계
종목 신설 종목 전환

평가 도구
개발

기술적
측면만
자격신설
검정

기술적
측면만
자격전환
검정

모두
필요없음

기타

학력

고졸이하
0 4 1 0 3 0 0 8

(0%) (50%) (12.5%) (0%) (37.5%) (0%) (0%) (100%)

전문대졸업
5 8 1 2 6 0 0 22

(22.7%) (36.4%) (4.5%) (9.1%) (27.3%) (0%) (0%) (100%)

4년제졸업
15 30 12 10 17 2 1 87

(17.2%) (34.5%) (13.8%) (11.5%) (19.5%) (2.3%) (1.1%) (100%)

석사졸업
23 47 16 18 26 2 1 133

(17.3%) (35.3%) (12%) (13.5%) (19.5%) (1.5%) (0.8%) (100%)

박사졸업
36 82 22 19 43 5 1 208

(17.3%) (39.4%) (10.6%) (9.1%) (20.7%) (2.4%) (0.5%) (100%)

전체
79 171 52 49 95 9 3 458

(17.2%) (37.3%) (11.4%) (10.7%) (20.7%) (2%) (0.7%) (100%)

<표 Ⅳ-22> 현장 전문가 학력별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 적정 방안 인식

구분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 방안

합계
종목 신설 종목 전환

평가 도구
개발

기술적
측면만
자격신설
검정

기술적
측면만
자격전환
검정

모두
필요없음

기타

업무
경력

10년이하
2 4 1 2 3 0 0 12

(16.7%) (33.3%) (8.3%) (16.7%) (25%) (0%) (0%) (100%)

11년이상~
20년이하

21 37 13 10 27 3 1 112

(18.8%) (33%) (11.6%) (8.9%) (24.1%) (2.7%) (0.9%) (100%)

21년이상~
30년이하

31 77 24 20 31 6 0 189

(16.4%) (40.7%) (12.7%) (10.6%) (16.4%) (3.2%) (0%) (100%)

31년이상~
40년이하

24 48 14 16 28 0 2 132

(18.2%) (36.4%) (10.6%) (12.1%) (21.2%) (0%) (1.5%) (100%)

41년이상~
50년이하

1 6 0 1 4 0 0 12

(8.3%) (50%) (0%) (8.3%) (33.3%) (0%) (0%) (100%)

전체
79 172 52 49 93 9 3 457

(17.3%) (37.6%) (11.4%) (10.7%) (20.4%) (2%) (0.7%) (100%)

<표 Ⅳ-23> 현장 전문가 업무경력별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 적정 방안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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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유형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종목전환 응답 비중이 가
장 높았음.

❍ 직무분야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사회복지·종교, 음식서비스, 화학, 식
품가공, 인쇄·목재·가구·공예를 제외한 모든 분야 담당자들의 종목전환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음.

구분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 방안

합계
종목 신설 종목 전환

평가 도구
개발

기술적
측면만
자격신설
검정

기술적
측면만
자격전환
검정

모두
필요없음

기타

직무
분야

사업관리
5 5 0 4 5 0 0 19

(26.3%) (26.3%) (0%) (21.1%) (26.3%) (0%) (0%) (100%)

경영회계사무
5 8 5 1 4 1 0 24

(20.8%) (33.3%) (20.8%) (4.2%) (16.7%) (4.2%) (0%) (100%)

금융보험
1 4 1 1 2 0 0 9

(11.1%) (44.4%) (11.1%) (11.1%) (22.2%) (0%) (0%) (100%)

교육자연과학
사회과학

2 7 3 3 7 1 0 23

(8.7%) (30.4%) (13%) (13%) (30.4%) (4.3%) (0%) (100%)

<표 Ⅳ-25> 현장 전문가 직무분야별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 적정 방안 인식

구분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 방안

합계
종목 신설 종목 전환

평가 도구
개발

기술적
측면만
자격신설
검정

기술적
측면만
자격전환
검정

모두
필요없음

기타

소속
기관

산업체
34 78 24 23 46 4 2 211

(16.1%) (37%) (11.4%) (10.9%) (21.8%) (1.9%) (0.9%) (100%)

연구기관
2 7 4 3 5 0 1 22

(9.1%) (31.8%) (18.2%) (13.6%) (22.7%) (0%) (4.5%) (100%)

공공기관
7 13 3 3 8 0 0 34

(20.6%) (38.2%) (8.8%) (8.8%) (23.5%) (0%) (0%) (100%)

교육기관
34 68 21 18 32 5 0 178

(19.1%) (38.2%) (11.8%) (10.1%) (18%) (2.8%) (0%) (100%)

기타
1 5 1 2 4 0 0 13

(7.7%) (38.5%) (7.7%) (15.4%) (30.8%) (0%) (0%) (100%)

전체
78 171 53 49 95 9 3 458

(17%) (37.3%) (11.6%) (10.7%) (20.7%) (2%) (0.7%) (100%)

<표 Ⅳ-24> 현장 전문가 기관유형별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 적정 방안 인식



제4장.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요구 분석 • 209

구분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 방안

합계
종목 신설 종목 전환

평가 도구
개발

기술적
측면만
자격신설
검정

기술적
측면만
자격전환
검정

모두
필요없음

기타

법률경찰소방
교도국방

1 2 1 2 2 0 0 8
(12.5%) (25%) (12.5%) (25%) (25%) (0%) (0%) (100%)

보건의료
0 1 0 0 1 0 0 2

(0%) (50%) (0%) (0%) (50%) (0%) (0%) (100%)

사회복지종교
3 2 2 0 1 0 0 8

(37.5%) (25%) (25%) (0%) (12.5%) (0%) (0%) (100%)

문화예술디자
인방송

5 8 3 2 3 1 0 22
(22.7%) (36.4%) (13.6%) (9.1%) (13.6%) (4.5%) (0%) (100%)

운전운송
1 4 1 2 2 0 0 10

(10%) (40%) (10%) (20%) (20%) (0%) (0%) (100%)

영업판매
1 3 0 0 0 0 0 4

(25%) (75%) (0%) (0%) (0%) (0%) (0%) (100%)

경비청소
1 1 0 0 0 0 0 2

(50%) (50%) (0%) (0%) (0%) (0%) (0%) (100%)

이용숙박여행
오락스포츠

3 5 0 3 3 0 0 14
(21.4%) (35.7%) (0%) (21.4%) (21.4%) (0%) (0%) (100%)

음식서비스
3 0 0 2 0 1 0 6

(50%) (0%) (0%) (33.3%) (0%) (16.7%) (0%) (100%)

건설
8 29 10 7 15 1 1 71

(11.3%) (40.8%) (14.1%) (9.9%) (21.1%) (1.4%) (1.4%) (100%)

광업자원
1 3 0 0 2 0 0 6

(16.7%) (50%) (0%) (0%) (33.3%) (0%) (0%) (100%)

기계
13 30 8 6 17 0 1 75

(17.3%) (40%) (10.7%) (8%) (22.7%) (0%) (1.3%) (100%)

재료
2 5 3 2 5 0 0 17

(11.8%) (29.4%) (17.6%) (11.8%) (29.4%) (0%) (0%) (100%)

화학
0 0 0 2 3 2 0 7

(0%) (0%) (0%) (28.6%) (42.9%) (28.6%) (0%) (100%)

섬유의복
0 5 1 0 2 0 0 8

(0%) (62.5%) (12.5%) (0%) (25%) (0%) (0%) (100%)

전기전자
8 16 6 6 11 0 0 47

(17%) (34%) (12.8%) (12.8%) (23.4%) (0%) (0%) (100%)

정보통신
4 12 6 4 11 0 1 38

(10.5%) (31.6%) (15.8%) (10.5%) (28.9%) (0%) (2.6%) (100%)

식품가공
0 1 0 2 0 1 0 4

(0%) (25%) (0%) (50%) (0%) (25%) (0%) (100%)

인쇄목재가구
공예

5 4 1 1 2 0 0 13
(38.5%) (30.8%) (7.7%) (7.7%) (15.4%) (0%) (0%) (100%)

농립어업
5 6 2 3 2 1 0 19

(26.3%) (31.6%) (10.5%) (15.8%) (10.5%) (5.3%) (0%) (100%)

안전관리
2 10 0 4 3 0 0 19

(10.5%) (52.6%) (0%) (21.1%) (15.8%) (0%) (0%) (100%)

환경에너지
1 17 4 4 9 1 0 36

(2.8%) (47.2%) (11.1%) (11.1%) (25%) (2.8%) (0%) (100%)

전체
78 171 53 49 95 9 3 458

(17%) (37.3%) (11.6%) (10.7%) (20.7%) (2%) (0.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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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관계자는 업무경력이 낮을수록 평가도구개발 응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담당분야 별로는 평가도구개발, 종목전환, 기술적측면만 검정 등의

순으로 응답 비중이 높았음.

❍ 업무경력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경력이 낮을수록 평가도구 개발 응답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력이 높을수록 기술적 측면만 전환

검정하는 응답의 비중이 가장 높았음.

❍ 직무분야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평가도구개발 응답이 경영·회계·사무

등 13개 분야에서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종목전환(6개

분야), 기술적측면만 신설검정(4개 분야) 등의 순이었음.

구분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 방안

합계
종목 신설 종목 전환

평가 도구
개발

기술적
측면만
자격신설
검정

기술적
측면만
자격전환
검정

모두
필요없음

기타

업무
경력

5년이하
0 2 4 0 1 1 1 9

(0%) (22.2%) (44.4%) (0%) (11.1%) (11.1%) (11.1%) (100%)

6년이상~
10년이하

1 2 5 0 1 1 0 10

(10%) (20%) (50%) (0%) (10%) (10%) (0%) (100%)

11년이상~
15년이하

0 1 1 2 0 0 0 4

(0%) (25%) (25%) (50%) (0%) (0%) (0%) (100%)

16년이상~
20년이하

0 1 0 1 1 0 0 3

(0%) (33.3%) (0%) (33.3%) (33.3%) (0%) (0%) (100%)

21년이상
0 0 0 0 1 0 0 1

(0%) (0%) (0%) (0%) (100%) (0%) (0%) (100%)

전체
1 6 10 3 4 2 1 27

(3.7%) (22.2%) (37%) (11.1%) (14.8%) (7.4%) (3.7%) (100%)

<표 Ⅳ-26> 공단 관계자 업무경력별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 적정 방안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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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 방안

합계
종목 신설 종목 전환

평가 도구
개발

기술적
측면만
자격신설
검정

기술적
측면만
자격전환
검정

모두
필요없음

기타

담당
분야

경영·회계·
사무

0 1 4 0 0 0 0 5
(0%) (20%) (80%) (0%) (0%) (0%) (0%) (100%)

법률·경찰·
소방·교도·
국방

0 1 0 0 0 0 0 1

(0%) (100%) (0%) (0%) (0%) (0%) (0%) (100%)

보건·의료
0 0 1 0 0 0 0 1

(0%) (0%) (100%) (0%) (0%) (0%) (0%) (100%)

사회복지·종
교

0 0 1 0 0 0 0 1
(0%) (0%) (100%) (0%) (0%) (0%) (0%) (100%)

문화·예술·
디자인·방송

0 0 2 0 0 0 0 2
(0%) (0%) (100%) (0%) (0%) (0%) (0%) (100%)

운전·운송
0 1 0 0 1 0 0 2

(0%) (50%) (0%) (0%) (50%) (0%) (0%) (100%)

영업·판매
0 0 1 0 0 0 0 1

(0%) (0%) (100%) (0%) (0%) (0%) (0%) (100%)

경비·청소
0 0 0 1 0 0 0 1

(0%) (0%) (0%) (100%) (0%) (0%) (0%) (100%)
이용·숙박·
여행·오락·
스포츠

0 0 1 0 0 0 0 1

(0%) (0%) (100%) (0%) (0%) (0%) (0%) (100%)

음식 서비스
1 0 1 0 0 0 0 2

(50%) (0%) (50%) (0%) (0%) (0%) (0%) (100%)

건설
0 2 0 0 2 1 1 6

(0%) (33.3%) (0%) (0%) (33.3%) (16.7%) (16.7%) (100%)

기계
0 0 3 0 1 2 0 6

(0%) (0%) (50%) (0%) (16.7%) (33.3%) (0%) (100%)

재료
0 0 1 1 0 0 0 2

(0%) (0%) (50%) (50%) (0%) (0%) (0%) (100%)

화학
0 0 0 1 0 0 0 1

(0%) (0%) (0%) (100%) (0%) (0%) (0%) (100%)

섬유·의복
0 0 0 1 0 0 0 1

(0%) (0%) (0%) (100%) (0%) (0%) (0%) (100%)

전기·전자
0 1 2 0 1 1 0 5

(0%) (20%) (40%) (0%) (20%) (20%) (0%) (100%)

식품가공
0 0 1 0 0 0 0 1

(0%) (0%) (100%) (0%) (0%) (0%) (0%) (100%)

인쇄·목재·
가구·공예

0 1 1 0 0 0 0 2
(0%) (50%) (50%) (0%) (0%) (0%) (0%) (100%)

농림어업
0 0 1 0 1 0 0 2

(0%) (0%) (50%) (0%) (50%) (0%) (0%) (100%)

<표 Ⅳ-27> 공단 관계자 담당분야별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 적정 방안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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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리터러시와 같은 기초디지털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 종목 중 가장 적
절한 종목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현장 전문가는 정보처리기능사의 응답 비중

이 가장 높은 반면, 공단 관계자는 정보처리기사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음,

❍ 현장 전문가는 정보처리기능사(국가기술자격)라는 응답이 30.2%로 가장 많
았으며, 그 다음으로 컴퓨터활용능력 1급(17.2%), 정보처리산업기사

(15.2%) 등의 순이었음.

❍ 공단 관계자는 정보처리기사(국가기술자격)라는 응답이 21.7%로 가장 많았
으며, 그 다음으로 컴퓨팅사고능력 및 SW 코딩자격(각 17.4%) 등의 순으

로 나타났음.

구분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 방안

합계
종목 신설 종목 전환

평가 도구
개발

기술적
측면만
자격신설
검정

기술적
측면만
자격전환
검정

모두
필요없음

기타

안전관리
0 2 0 1 0 0 0 3

(0%) (66.7%) (0%) (33.3%) (0%) (0%) (0%) (100%)

환경·에너지
0 1 0 0 0 0 1 2

(0%) (50%) (0%) (0%) (0%) (0%) (50%) (100%)
담당 종목이
없는 업무
수행

0 0 0 0 0 1 0 1

(0%) (0%) (0%) (0%) (0%) (100%) (0%) (100%)

전체
1 6 10 3 4 2 1 27

(3.7%) (22.2%) (37%) (11.1%) (14.8%) (7.4%) (3.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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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기초 디지털 역량 평가 적절 종목(기존) 인식

❑ 현장 전문가는 학력별, 업무경력별, 기관유형별로는 거의 정보처리기능사의 응
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 중 고졸이하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의 전환

요구가 약간 높게 나타났음.

❍ 학력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고졸이하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 37.5%
로 가장 높았던 반면, 그 외 모든 학력에서는 정보처리기능사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214 • 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기술자격 제도 혁신방안 연구

❍ 업무경력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정보처리기능사의 응답 비
중이 가장 높았음.

구분

기초 디지털 역량 평가 적정 종목(기존)

합계정보처리
기능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정보처리
기사

컴활1급 컴활2급
컴퓨터사
고능력

SW코딩자
격

기타

학력

고졸이하
2 2 2 2 3 2 2 0 8

(25%) (25%) (25%) (25%) (37.5%) (25%) (25%) (0%) (100%)

전문대졸업
12 7 5 7 5 3 4 0 22

(54.5%) (31.8%) (22.7%) (31.8%) (22.7%) (13.6%) (18.2%) (0%) (100%)

4년제졸업
36 25 13 25 12 4 11 4 87

(41.4%) (28.7%) (14.9%) (28.7%) (13.8%) (4.6%) (12.6%) (4.6%) (100%)

석사졸업
67 34 36 45 34 14 18 2 133

(50.4%) (25.6%) (27.1%) (33.8%) (25.6%) (10.5%) (13.5%) (1.5%) (100%)

박사졸업
124 54 27 58 39 31 26 2 209

(59.3%) (25.8%) (12.9%) (27.8%) (18.7%) (14.8%) (12.4%) (1%) (100%)

전체
241 122 83 137 93 54 61 8 459

(52.5%) (26.6%) (18.1%) (29.8%) (20.3%) (11.8%) (13.3%) (1.7%) (100%)

주) 본 문항은 중복응답을 실시하였으므로, 퍼센트 및 합계는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표 Ⅳ-28> 현장 전문가 학력별 기초 디지털 역량 평가 적정 종목(기존) 인식

구분

기초 디지털 역량 평가 적정 종목(기존)

합계정보처리
기능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정보처리
기사

컴활1급 컴활2급
컴퓨터사
고능력

SW코딩자
격

기타

업무
경력

10년이하
5 3 1 4 2 2 2 1 12

(41.7%) (25%) (8.3%) (33.3%) (16.7%) (16.7%) (16.7%) (8.3%) (100%)

11년이상~
20년이하

68 36 23 36 26 16 20 1 112

(60.7%) (32.1%) (20.5%) (32.1%) (23.2%) (14.3%) (17.9%) (0.9%) (100%)

21년이상~
30년이하

92 45 33 52 29 20 25 4 190

(48.4%) (23.7%) (17.4%) (27.4%) (15.3%) (10.5%) (13.2%) (2.1%) (100%)

31년이상~
40년이하

71 35 25 43 30 15 13 1 132

(53.8%) (26.5%) (18.9%) (32.6%) (22.7%) (11.4%) (9.8%) (0.8%) (100%)

41년이상~
50년이하

4 3 1 3 4 1 1 1 12

(33.3%) (25%) (8.3%) (25%) (33.3%) (8.3%) (8.3%) (8.3%) (100%)

전체
240 122 83 138 91 54 61 8 458

(52.4%) (26.6%) (18.1%) (30.1%) (19.9%) (11.8%) (13.3%) (1.7%) (100%)

주) 본 문항은 중복응답을 실시하였으므로, 퍼센트 및 합계는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표 Ⅳ-29> 현장 전문가 업무경력별 기초 디지털 역량 평가 적정 종목(기존)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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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유형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정보처리기능사의 응답 비
중이 가장 높았음.

❍ 직무분야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정보처리기능사의 응답 비
중이 높았으며, 특히 경영·회계·세무, 금융보험, 교육·자연과학·사회과학 등

21개 직무분야에서 정보처리기능사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음.

구분

기초 디지털 역량 평가 적정 종목(기존)

합계정보처리
기능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정보처리
기사

컴활1급 컴활2급
컴퓨터사
고능력

SW코딩자
격

기타

직무
분야

사업관리
4 7 2 2 0 4 3 2 19

(21.1%) (36.8%) (10.5%) (10.5%) (0%) (21.1%) (15.8%) (10.5%) (100%)

경영회계사
무

14 2 3 7 1 3 4 0 23

(60.9%) (8.7%) (13%) (30.4%) (4.3%) (13%) (17.4%) (0%) (100%)

금융보험
6 3 2 1 2 0 1 0 9

(66.7%) (33.3%) (22.2%) (11.1%) (22.2%) (0%) (11.1%) (0%) (100%)

교육자연과
학사회과학

12 9 5 6 6 11 9 0 23

(52.2%) (39.1%) (21.7%) (26.1%) (26.1%) (47.8%) (39.1%) (0%) (100%)

법률경찰소
방교도국방

3 3 3 3 2 1 1 0 8

(37.5%) (37.5%) (37.5%) (37.5%) (25%) (12.5%) (12.5%) (0%) (100%)

보건의료
1 0 0 0 2 0 0 0 2

(50%) (0%) (0%) (0%) (100%) (0%) (0%) (0%) (100%)

<표 Ⅳ-31> 현장 전문가 직무분야별 기초 디지털 역량 평가 적정 종목(기존) 인식

구분
기초 디지털 역량 평가 적정 종목(기존)

합계정보처리
기능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정보처리
기사

컴활1급 컴활2급
컴퓨터사
고능력

SW코딩자
격

기타

소속
기관

산업체
103 56 38 60 40 17 21 4 211

(48.8%) (26.5%) (18%) (28.4%) (19%) (8.1%) (10%) (1.9%) (100%)

연구기관
16 9 5 7 8 2 2 0 23

(69.6%) (39.1%) (21.7%) (30.4%) (34.8%) (8.7%) (8.7%) (0%) (100%)

공공기관
20 8 11 11 8 6 11 1 34

(58.8%) (23.5%) (32.4%) (32.4%) (23.5%) (17.6%) (32.4%) (2.9%) (100%)

교육기관
97 43 26 52 33 27 24 2 178

(54.5%) (24.2%) (14.6%) (29.2%) (18.5%) (15.2%) (13.5%) (1.1%) (100%)

기타
4 5 2 7 3 1 4 1 13

(30.8%) (38.5%) (15.4%) (53.8%) (23.1%) (7.7%) (30.8%) (7.7%) (100%)

전체
240 121 82 137 92 53 62 8 459

(52.3%) (26.4%) (17.9%) (29.8%) (20%) (11.5%) (13.5%) (1.7%) (100%)

주) 본 문항은 중복응답을 실시하였으므로, 퍼센트 및 합계는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표 Ⅳ-30> 현장 전문가 기관유형별 기초 디지털 역량 평가 적정 종목(기존)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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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초 디지털 역량 평가 적정 종목(기존)

합계정보처리
기능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정보처리
기사

컴활1급 컴활2급
컴퓨터사
고능력

SW코딩자
격

기타

사회복지종
교

8 4 4 3 4 2 3 0 8
(100%) (50%) (50%) (37.5%) (50%) (25%) (37.5%) (0%) (100%)

문화예술디
자인방송

10 7 2 4 5 3 6 1 22

(45.5%) (31.8%) (9.1%) (18.2%) (22.7%) (13.6%) (27.3%) (4.5%) (100%)

운전운송
4 3 0 2 0 1 2 0 10

(40%) (30%) (0%) (20%) (0%) (10%) (20%) (0%) (100%)

영업판매
3 0 1 0 0 0 0 0 4

(75%) (0%) (25%) (0%) (0%) (0%) (0%) (0%) (100%)

경비청소
0 1 0 1 0 1 0 0 2

(0%) (50%) (0%) (50%) (0%) (50%) (0%) (0%) (100%)
이용숙박여행
오락스포츠

9 2 1 7 5 1 2 0 14
(64.3%) (14.3%) (7.1%) (50%) (35.7%) (7.1%) (14.3%) (0%) (100%)

음식서비스
4 1 1 0 1 0 1 0 6

(66.7%) (16.7%) (16.7%) (0%) (16.7%) (0%) (16.7%) (0%) (100%)

건설
38 15 10 25 17 7 6 1 71

(53.5%) (21.1%) (14.1%) (35.2%) (23.9%) (9.9%) (8.5%) (1.4%) (100%)

광업자원
3 2 2 3 1 0 0 0 6

(50%) (33.3%) (33.3%) (50%) (16.7%) (0%) (0%) (0%) (100%)

기계
36 25 17 20 15 8 10 1 75

(48%) (33.3%) (22.7%) (26.7%) (20%) (10.7%) (13.3%) (1.3%) (100%)

재료
9 4 4 5 3 2 2 0 18

(50%) (22.2%) (22.2%) (27.8%) (16.7%) (11.1%) (11.1%) (0%) (100%)

화학
3 0 0 0 0 4 2 0 7

(42.9%) (0%) (0%) (0%) (0%) (57.1%) (28.6%) (0%) (100%)

섬유의복
3 4 1 3 2 1 0 0 8

(37.5%) (50%) (12.5%) (37.5%) (25%) (12.5%) (0%) (0%) (100%)

전기전자
22 15 9 18 12 7 8 1 47

(46.8%) (31.9%) (19.1%) (38.3%) (25.5%) (14.9%) (17%) (2.1%) (100%)

정보통신
22 9 7 10 10 4 6 2 38

(57.9%) (23.7%) (18.4%) (26.3%) (26.3%) (10.5%) (15.8%) (5.3%) (100%)

식품가공
3 2 0 0 0 1 1 0 4

(75%) (50%) (0%) (0%) (0%) (25%) (25%) (0%) (100%)
인쇄목재가
구공예

7 2 1 6 2 2 2 0 13
(53.8%) (15.4%) (7.7%) (46.2%) (15.4%) (15.4%) (15.4%) (0%) (100%)

농립어업
9 5 3 6 5 2 1 0 19

(47.4%) (26.3%) (15.8%) (31.6%) (26.3%) (10.5%) (5.3%) (0%) (100%)

안전관리
8 4 5 5 5 3 3 0 19

(42.1%) (21.1%) (26.3%) (26.3%) (26.3%) (15.8%) (15.8%) (0%) (100%)

환경에너지
21 7 7 13 8 4 5 0 37

(56.8%) (18.9%) (18.9%) (35.1%) (21.6%) (10.8%) (13.5%) (0%) (100%)

전체
241 122 83 137 93 54 62 8 459

(52.5%) (26.6%) (18.1%) (29.8%) (20.3%) (11.8%) (13.5%) (1.7%) (100%)

주) 본 문항은 중복응답을 실시하였으므로, 퍼센트 및 합계는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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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관계자는 업무경력이 낮은 경우 정보처리기사의 응답비중이 높은 반면,

업무경력이 높을수록 민간자격(SW코딩자격)에 응답하는 경향이 있었음.

❍ 업무경력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5년 이하, 6년 이상 10년 이하의 경
우 정보처리기사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던 반면, 11년 이상 15년 이하,

21년 이상의 경우 SW코딩자격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음.

❍ 한편, 16년 이상 20년 이하는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
력 1급, 컴퓨터사고능력, SW코딩자격 등 응답 비중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

었음.

❍ 담당분야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정보처리기사를 가장 많이 응답한 분
야가 10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컴퓨터활용능력 1급(8개), 정보처

리산업기사 및 컴퓨터사고능력(7개), SW코딩자격(6개) 등의 순이었음.

구분

기초 디지털 역량 평가 적정 종목(기존)

합계정보처리
기능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정보처리
기사

컴활1급 컴활2급
컴퓨터사
고능력

SW코딩자
격

기타

업무
경력

5년이하
3 3 5 1 2 2 2 0 10

(30%) (30%) (50%) (10%) (20%) (20%) (20%) (0%) (100%)

6년이상~
10년이하

1 1 3 2 0 3 1 1 9

(11.1%) (11.1%) (33.3%) (22.2%) (0%) (33.3%) (11.1%) (11.1%) (100%)

11년이상~
15년이하

0 0 1 3 1 2 3 0 5

(0%) (0%) (20%) (60%) (20%) (40%) (60%) (0%) (100%)

16년이상~
20년이하

1 0 1 1 0 1 1 0 3

(33.3%) (0%) (33.3%) (33.3%) (0%) (33.3%) (33.3%) (0%) (100%)

21년이상
0 0 0 0 0 0 1 0 1

(0%) (0%) (0%) (0%) (0%) (0%) (100%) (0%) (100%)

전체
5 4 10 7 3 8 8 1 28

(17.9%) (14.3%) (35.7%) (25%) (10.7%) (28.6%) (28.6%) (3.6%) (100%)

주) 본 문항은 중복응답을 실시하였으므로, 퍼센트 및 합계는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표 Ⅳ-32> 공단 관계자 업무경력별 기초 디지털 역량 평가 적정 종목(기존)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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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초 디지털 역량 평가 적정 종목(기존)

합계정보처리
기능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정보처리
기사

컴활1급 컴활2급
컴퓨터사
고능력

SW코딩자
격

기타

담당
분야

경영·회계·사
무

2 3 3 3 1 2 2 0 6
(33.3%) (50%) (50%) (50%) (16.7%) (33.3%) (33.3%) (0%) (100%)

법률·경찰·소
방·교도·국방

0 0 1 0 0 0 0 0 1
(0%) (0%) (100%) (0%) (0%) (0%) (0%) (0%) (100%)

보건·의료
0 1 0 1 0 0 0 0 1

(0%) (100%) (0%) (100%) (0%) (0%) (0%) (0%) (100%)
사회복지·종

교
0 1 0 1 0 0 0 0 1

(0%) (100%) (0%) (100%) (0%) (0%) (0%) (0%) (100%)
문화·예술·디
자인·방송

1 1 2 0 1 0 0 0 2
(50%) (50%) (100%) (0%) (50%) (0%) (0%) (0%) (100%)

운전·운송
1 1 1 0 0 0 1 0 2

(50%) (50%) (50%) (0%) (0%) (0%) (50%) (0%) (100%)

영업·판매
1 1 1 0 1 0 0 0 1

(100%) (100%) (100%) (0%) (100%) (0%) (0%) (0%) (100%)

경비·청소
0 0 0 0 1 1 0 0 1

(0%) (0%) (0%) (0%) (100%) (100%) (0%) (0%) (100%)
이용·숙박·여
행·오락·스포

츠

0 0 1 1 0 1 1 0 2

(0%) (0%) (50%) (50%) (0%) (50%) (50%) (0%) (100%)

음식 서비스
0 0 0 0 0 1 1 0 2

(0%) (0%) (0%) (0%) (0%) (50%) (50%) (0%) (100%)

건설
1 0 3 2 0 1 4 0 6

(16.7%) (0%) (50%) (33.3%) (0%) (16.7%) (66.7%) (0%) (100%)

기계
0 0 1 0 1 1 2 1 6

(0%) (0%) (16.7%) (0%) (16.7%) (16.7%) (33.3%) (16.7%) (100%)

재료
0 0 0 1 1 0 0 0 2

(0%) (0%) (0%) (50%) (50%) (0%) (0%) (0%) (100%)

화학
0 0 0 1 0 0 0 0 1

(0%) (0%) (0%) (100%) (0%) (0%) (0%) (0%) (100%)

섬유·의복
0 0 0 0 1 1 0 0 1

(0%) (0%) (0%) (0%) (100%) (100%) (0%) (0%) (100%)

전기·전자
1 1 2 1 1 3 1 0 5

(20%) (20%) (40%) (20%) (20%) (60%) (20%) (0%) (100%)

식품가공
0 0 1 0 0 1 0 0 1

(0%) (0%) (100%) (0%) (0%) (100%) (0%) (0%) (100%)
인쇄·목재·가
구·공예

2 2 2 0 1 0 0 0 2
(100%) (100%) (100%) (0%) (50%) (0%) (0%) (0%) (100%)

농림어업
1 1 2 1 0 1 1 0 3

(33.3%) (33.3%) (66.7%) (33.3%) (0%) (33.3%) (33.3%) (0%) (100%)

안전관리
1 1 1 1 0 0 1 0 3

(33.3%) (33.3%) (33.3%) (33.3%) (0%) (0%) (33.3%) (0%) (100%)

환경·에너지
1 0 0 2 0 0 1 0 2

(50%) (0%) (0%) (100%) (0%) (0%) (50%) (0%) (100%)
담당 종목이
없는 업무
수행

0 0 0 0 0 1 0 0 1

(0%) (0%) (0%) (0%) (0%) (100%) (0%) (0%) (100%)

전체
5 4 10 7 3 8 8 1 28

(17.9%) (14.3%) (35.7%) (25%) (10.7%) (28.6%) (28.6%) (3.6%) (100%)

주) 본 문항은 중복응답을 실시하였으므로, 퍼센트 및 합계는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표 Ⅳ-33> 공단 관계자 담당분야별 기초 디지털 역량 평가 적정 종목(기존)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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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기술자격 정책 혁신

가. 국가기술자격 검정 중단제도 관련

❑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 시행 계획 수립 및 폐지 주체 개선 방안에 대한 설
문 분석 결과, 현장 전문가는 관계자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공단 관계자는 자격 검정기관에서 검토 및 수행

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음.

❍ 현장 전문가는 관계자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여 검토 및 수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39.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소관부처/검정기관 모

니터링(33.0%), 현행 유지(19.7%) 등의 순이었음.

❍ 공단 관계자는 자격 검정 기관에서 검토 및 수행하야 한다는 응답이 41.4%
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관계자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 설치(27.6%),

소관부처/검정기관 모니터링(20.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Ⅳ-6] 검정 시행 계획 수립 및 폐지 주체 개선 방안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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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전문가는 학력, 업무경력, 소속기관 유형 등에 따라 거의 별도위원회 설
치 후 검토 및 수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박사졸업, 21년 이상

30년 이하의 업무경력, 공공기관 소속 응답자의 경우, 소관부처가 수행하되,

검정기관이 모니터링 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학력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박사졸업을 제외하고 모두 관계자로 구성
된 별도 위원회 설치 후 검토 및 수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업무경력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21년 이상 30년 이하를 제외하고 모
두 관계자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 설치 후 검토 및 수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구분

검정 시행 계획 수립 및 폐지 주체 개선 방안

합계소관부처
(현행유지)

소관부처/
검정기관
모니터링

자격검정
기관

위원회 기타

학력

고졸이하
1 0 0 6 1 8

(12.5%) (0%) (0%) (75%) (12.5%) (100%)

전문대졸업
2 4 4 12 0 22

(9.1%) (18.2%) (18.2%) (54.5%) (0%) (100%)

4년제졸업
17 29 7 34 1 88

(19.3%) (33%) (8%) (38.6%) (1.1%) (100%)

석사졸업
27 40 6 60 1 134

(20.1%) (29.9%) (4.5%) (44.8%) (0.7%) (100%)

박사졸업
44 79 17 69 0 209

(21.1%) (37.8%) (8.1%) (33%) (0%) (100%)

전체
91 152 34 181 3 461

(19.7%) (33%) (7.4%) (39.3%) (0.7%) (100%)

<표 Ⅳ-34> 현장 전문가 학력별 검정시행계획수립및폐지주체개선방안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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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유형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모두 관계자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 설치 후 검토 및 수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구분

검정 시행 계획 수립 및 폐지 주체 개선 방안

합계소관부처
(현행유지)

소관부처/
검정기관
모니터링

자격검정
기관

위원회 기타

업무
경력

10년이하
1 3 1 7 0 12

(8.3%) (25%) (8.3%) (58.3%) (0%) (100%)

11년이상~
20년이하

23 30 11 47 1 112

(20.5%) (26.8%) (9.8%) (42%) (0.9%) (100%)

21년이상~
30년이하

33 77 13 66 1 190

(17.4%) (40.5%) (6.8%) (34.7%) (0.5%) (100%)

31년이상~
40년이하

29 41 7 55 1 133

(21.8%) (30.8%) (5.3%) (41.4%) (0.8%) (100%)

41년이상~
50년이하

4 1 2 6 0 13

(30.8%) (7.7%) (15.4%) (46.2%) (0%) (100%)

전체
90 152 34 181 3 460

(19.6%) (33%) (7.4%) (39.3%) (0.7%) (100%)

<표 Ⅳ-35> 현장 전문가 업무경력별 검정시행계획수립및폐지주체개선방안인식

구분

검정 시행 계획 수립 및 폐지 주체 개선 방안

합계소관부처
(현행유지)

소관부처/
검정기관
모니터링

자격검정
기관

위원회 기타

소속
기관

산업체
43 66 14 88 2 213

(20.2%) (31%) (6.6%) (41.3%) (0.9%) (100%)

연구기관
4 8 0 11 0 23

(17.4%) (34.8%) (0%) (47.8%) (0%) (100%)

공공기관
7 15 2 10 0 34

(20.6%) (44.1%) (5.9%) (29.4%) (0%) (100%)

교육기관
35 62 17 63 1 178

(19.7%) (34.8%) (9.6%) (35.4%) (0.6%) (100%)

기타
2 1 1 9 0 13

(15.4%) (7.7%) (7.7%) (69.2%) (0%) (100%)

전체
91 152 34 181 3 461

(19.7%) (33%) (7.4%) (39.3%) (0.7%) (100%)

<표 Ⅳ-36> 현장 전문가 기관유형별 검정시행계획수립및폐지주체개선방안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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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분야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등 13개 분
야 전문가는 별도 위원회 설치 후 검토 및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

은 반면, 교육·자연과학·사회과학,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등 13개 분야

전문가는 소관부처가 자체적으로 검토 및 수행하고 기초 분석 결과를 자격

검정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구분

검정 시행 계획 수립 및 폐지 주체 개선 방안

합계소관부처
(현행유지)

소관부처/
검정기관
모니터링

자격검정
기관

위원회 기타

직무
분야

사업관리
5 4 2 8 0 19

(26.3%) (21.1%) (10.5%) (42.1%) (0%) (100%)

경영회계사무
6 4 3 11 0 24

(25%) (16.7%) (12.5%) (45.8%) (0%) (100%)

금융보험
0 1 0 8 0 9

(0%) (11.1%) (0%) (88.9%) (0%) (100%)
교육자연과학
사회과학

1 9 6 7 0 23
(4.3%) (39.1%) (26.1%) (30.4%) (0%) (100%)

법률경찰소방
교도국방

1 4 0 3 0 8
(12.5%) (50%) (0%) (37.5%) (0%) (100%)

보건의료
0 2 0 0 0 2

(0%) (100%) (0%) (0%) (0%) (100%)

사회복지종교
2 3 0 3 0 8

(25%) (37.5%) (0%) (37.5%) (0%) (100%)
문화예술디자
인방송

4 6 0 12 0 22
(18.2%) (27.3%) (0%) (54.5%) (0%) (100%)

운전운송
4 4 0 2 0 10

(40%) (40%) (0%) (20%) (0%) (100%)

영업판매
0 4 0 0 0 4

(0%) (100%) (0%) (0%) (0%) (100%)

경비청소
1 1 0 0 0 2

(50%) (50%) (0%) (0%) (0%) (100%)
이용숙박여행
오락스포츠

2 4 1 7 0 14
(14.3%) (28.6%) (7.1%) (50%) (0%) (100%)

음식서비스
0 4 0 2 0 6

(0%) (66.7%) (0%) (33.3%) (0%) (100%)

건설
11 25 7 28 1 72

(15.3%) (34.7%) (9.7%) (38.9%) (1.4%) (100%)

광업자원
1 3 0 2 0 6

(16.7%) (50%) (0%) (33.3%) (0%) (100%)

<표 Ⅳ-37> 현장 전문가 직무분야별 검정시행계획수립및폐지주체개선방안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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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관계자는 업무경력이 길수록 별도 위원회 설치가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경
향이 있었음.

❍ 업무경력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5년 이하, 21년 이상은 소관부처가

자체적으로 검토 및 수행하고 기초 분석 결과를 자격 검정기관에서 주기적으

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6년 이상 10년 이하, 16년 이상 20년 이하는 자격 검정기관에서 검토 및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16년 이상 20년 이하는 별도 위원

회 설치 후 검토 및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구분

검정 시행 계획 수립 및 폐지 주체 개선 방안

합계소관부처
(현행유지)

소관부처/
검정기관
모니터링

자격검정
기관

위원회 기타

기계
16 23 6 30 0 75

(21.3%) (30.7%) (8%) (40%) (0%) (100%)

재료
3 4 2 9 0 18

(16.7%) (22.2%) (11.1%) (50%) (0%) (100%)

화학
1 2 0 4 0 7

(14.3%) (28.6%) (0%) (57.1%) (0%) (100%)

섬유의복
3 3 0 2 0 8

(37.5%) (37.5%) (0%) (25%) (0%) (100%)

전기전자
7 18 5 17 0 47

(14.9%) (38.3%) (10.6%) (36.2%) (0%) (100%)

정보통신
11 5 2 19 1 38

(28.9%) (13.2%) (5.3%) (50%) (2.6%) (100%)

식품가공
3 1 0 0 0 4

(75%) (25%) (0%) (0%) (0%) (100%)
인쇄목재가구
공예

1 2 0 9 1 13
(7.7%) (15.4%) (0%) (69.2%) (7.7%) (100%)

농립어업
5 9 1 4 0 19

(26.3%) (47.4%) (5.3%) (21.1%) (0%) (100%)

안전관리
6 5 1 7 0 19

(31.6%) (26.3%) (5.3%) (36.8%) (0%) (100%)

환경에너지
10 13 2 12 0 37

(27%) (35.1%) (5.4%) (32.4%) (0%) (100%)

전체
91 153 34 180 3 461

(19.7%) (33.2%) (7.4%) (39%) (0.7%) (100%)



224 • 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기술자격 제도 혁신방안 연구

❍ 담당분야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운전·운송 등 10개의 분야 담당자는
소관부처가 자체적으로 검토 및 수행하고 기초 분석 결과를 자격 검정기관에

서 주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경영·회계·사무 등 8

개 분야 담당자는 자격 검정기관에서 검토 및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구분

검정 시행 계획 수립 및 폐지 주체 개선 방안

합계소관부처
(현행유지)

소관부처/
검정기관
모니터링

자격검정기관 위원회

업무경
력

5년이하
1 4 3 2 10

(10%) (40%) (30%) (20%) (100%)

6년이상~10년
이하

2 0 5 3 10

(20%) (0%) (50%) (30%) (100%)

11년이상~15년
이하

0 1 3 1 5

(0%) (20%) (60%) (20%) (100%)

16년이상~20년
이하

0 0 1 2 3

(0%) (0%) (33.3%) (66.7%) (100%)

21년이상
0 1 0 0 1

(0%) (100%) (0%) (0%) (100%)

합계
3 6 12 8 29

(10.3%) (20.7%) (41.4%) (27.6%) (100%)

<표 Ⅳ-38> 공단 관계자 업무경력별 검정시행계획수립및폐지주체개선방안인식

구분

검정 시행 계획 수립 및 폐지 주체 개선 방안

합계소관부처
(현행유지)

소관부처/
검정기관
모니터링

자격검정기관 위원회

담당
분야

경영·회계·사무
1 1 3 1 6

(16.7%) (16.7%) (50%) (16.7%) (100%)
법률·경찰·소방·
교도·국방

1 0 0 0 1
(100%) (0%) (0%) (0%) (100%)

보건·의료
1 0 0 0 1

(100%) (0%) (0%) (0%) (100%)

사회복지·종교
1 0 0 0 1

(100%) (0%) (0%) (0%) (100%)

문화·예술·디자
인·방송

0 1 1 0 2

(0%) (50%) (50%) (0%) (100%)

<표 Ⅳ-39> 공단 관계자 담당분야별 검정시행계획수립및폐지주체개선방안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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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종목의 현장 수요가 감소하여 검정 중단(중지) 및 폐지 시 적절한 과정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현장 전문가와 공단 관계자 모두 응시인원 기준에 따라

2년 1회, 3년 1회 순으로 검정 횟수를 줄이다가 응시인원이 폐지 기준에 이르

르는 때에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구분

검정 시행 계획 수립 및 폐지 주체 개선 방안

합계소관부처
(현행유지)

소관부처/
검정기관
모니터링

자격검정기관 위원회

운전·운송
0 1 0 1 2

(0%) (50%) (0%) (50%) (100%)

영업·판매
0 1 0 0 1

(0%) (100%) (0%) (0%) (100%)

경비·청소
0 1 0 0 1

(0%) (100%) (0%) (0%) (100%)
이용·숙박·여행·
오락·스포츠

0 0 2 0 2
(0%) (0%) (100%) (0%) (100%)

음식 서비스
0 0 2 0 2

(0%) (0%) (100%) (0%) (100%)

건설
0 1 4 2 7

(0%) (14.3%) (57.1%) (28.6%) (100%)

기계
0 4 1 2 7

(0%) (57.1%) (14.3%) (28.6%) (100%)

재료
0 1 1 0 2

(0%) (50%) (50%) (0%) (100%)

화학
0 0 0 1 1

(0%) (0%) (0%) (100%) (100%)

섬유·의복
0 1 0 0 1

(0%) (100%) (0%) (0%) (100%)

전기·전자
1 2 1 1 5

(20%) (40%) (20%) (20%) (100%)

식품가공
0 0 0 1 1

(0%) (0%) (0%) (100%) (100%)
인쇄·목재·가구·

공예
0 1 0 1 2

(0%) (50%) (0%) (50%) (100%)

농림어업
0 0 3 0 3

(0%) (0%) (100%) (0%) (100%)

안전관리
0 0 0 3 3

(0%) (0%) (0%) (100%) (100%)

환경·에너지
1 0 1 0 2

(50%) (0%) (50%) (0%) (100%)
담당 종목이
없는 업무 수행

0 1 0 0 1
(0%) (100%) (0%) (0%) (100%)

전체
3 6 12 8 29

(10.3%) (20.7%) (41.4%) (27.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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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전문가는 응시인원 기준에 따라 시행 횟수를 줄인 후, 폐지 기준에 이
르면 폐지를 검토하자는 방안이 45.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응시

인원 기준에 따라 2년마다 시험 실시 후, 기준에 이르면 폐지 검토

(23.1%), 현행 종목 폐지 기준 응시 인원에 해당하면 폐지 검토(18.8%)

등의 순이었음.

❍ 기타 의견으로는 사전에 단계별 응시인원 감소를 홍보하거나, 응시인원이 없
는 종목은 시행유보 조치 및 산업체 요구에 따른 수시검정용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언급되었음.

❍ 공단 관계자는 응시인원 기준에 따라 시행 횟수를 줄인 후, 폐지 기준에 이
르면 폐지를 검토하자는 방안이 44.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응시

인원 기준에 따라 2년마다 시험 실시 후, 기준에 이르면 폐지 검토

(27.6%), 현행 종목 폐지 기준 응시 인원에 해당하면 폐지 검토(20.7%)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Ⅳ-7] 자격 검정 중단 및 폐지 적절 방안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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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전문가의 학력, 업무경력, 소속기관 유형 등에 따른 자격 검정 중단 및
폐지 적절 방안 인식 수준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음.

❍ 학력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응시인원 기준에 따라 시행 횟
수를 줄인 후, 기준에 이르면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업무경력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응시인원 기준에 따라 시
행 횟수를 줄인 후, 기준에 이르면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

았음.

구분

자격 검정 중단 및 폐지 적절 방안

합계해당시폐지
검토

2년제실시
후폐지검토

3년제실시
루폐지검토

2년제/
3년제

순차실시후
폐지검토

기타

학력

고졸이하
1 0 0 4 3 8

(12.5%) (0%) (0%) (50%) (37.5%) (100%)

전문대졸업
2 5 1 14 0 22

(9.1%) (22.7%) (4.5%) (63.6%) (0%) (100%)

4년제졸업
17 21 9 39 2 88

(19.3%) (23.9%) (10.2%) (44.3%) (2.3%) (100%)

석사졸업
23 33 7 68 3 134

(17.2%) (24.6%) (5.2%) (50.7%) (2.2%) (100%)

박사졸업
44 48 26 86 5 209

(21.1%) (23%) (12.4%) (41.1%) (2.4%) (100%)

전체
87 107 43 211 13 461

(18.9%) (23.2%) (9.3%) (45.8%) (2.8%) (100%)

<표 Ⅳ-40> 현장 전문가 학력별 자격검정중단및폐지적절방안인식



228 • 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기술자격 제도 혁신방안 연구

❍ 기관유형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응시인원 기준에 따라 시행 횟수를 줄
인 후, 기준에 이르면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구분

자격 검정 중단 및 폐지 적절 방안

합계해당시폐지검
토

2년제실시후
폐지검토

3년제실시루
폐지검토

2년제/ 3년제
순차실시후
폐지검토

기타

업무경력

10년이하
1 2 0 9 0 12

(8.3%) (16.7%) (0%) (75%) (0%) (100%)

11년이상~20년
이하

26 21 8 57 0 112

(23.2%) (18.8%) (7.1%) (50.9%) (0%) (100%)

21년이상~30년
이하

33 50 22 81 4 190

(17.4%) (26.3%) (11.6%) (42.6%) (2.1%) (100%)

31년이상~40년
이하

26 29 10 60 8 133

(19.5%) (21.8%) (7.5%) (45.1%) (6%) (100%)

41년이상~50년
이하

1 4 3 4 1 13

(7.7%) (30.8%) (23.1%) (30.8%) (7.7%) (100%)

전체
87 106 43 211 13 460

(18.9%) (23%) (9.3%) (45.9%) (2.8%) (100%)

<표 Ⅳ-41> 현장 전문가 업무경력별 자격검정중단및폐지적절방안인식

구분

자격 검정 중단 및 폐지 적절 방안

합계해당시폐지
검토

2년제실시
후폐지검토

3년제실시
루폐지검토

2년제/
3년제

순차실시후
폐지검토

기타

소속
기관

산업체
45 38 14 109 7 213

(21.1%) (17.8%) (6.6%) (51.2%) (3.3%) (100%)

연구기관
3 3 5 10 2 23

(13%) (13%) (21.7%) (43.5%) (8.7%) (100%)

공공기관
9 9 1 14 1 34

(26.5%) (26.5%) (2.9%) (41.2%) (2.9%) (100%)

교육기관
25 53 21 77 2 178

(14%) (29.8%) (11.8%) (43.3%) (1.1%) (100%)

기타
3 4 3 2 1 13

(23.1%) (30.8%) (23.1%) (15.4%) (7.7%) (100%)

전체
85 107 44 212 13 461

(18.4%) (23.2%) (9.5%) (46%) (2.8%) (100%)

<표 Ⅳ-42> 현장 전문가 기관유형별 자격검정중단및폐지적절방안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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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분야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사업관리 등 22개 분야의 전문가는

응시인원 기준에 따라 시행 횟수를 줄인 후, 기준에 이르면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구분

자격 검정 중단 및 폐지 적절 방안

합계해당시폐지
검토

2년제실시
후폐지검토

3년제실시
루폐지검토

2년제/
3년제

순차실시후
폐지검토

기타

직무
분야

사업관리
7 3 0 7 2 19

(36.8%) (15.8%) (0%) (36.8%) (10.5%) (100%)

경영회계사무
6 5 2 11 0 24

(25%) (20.8%) (8.3%) (45.8%) (0%) (100%)

금융보험
1 0 1 7 0 9

(11.1%) (0%) (11.1%) (77.8%) (0%) (100%)
교육자연과학
사회과학

3 5 5 10 0 23
(13%) (21.7%) (21.7%) (43.5%) (0%) (100%)

법률경찰소방
교도국방

0 5 1 2 0 8
(0%) (62.5%) (12.5%) (25%) (0%) (100%)

보건의료
0 0 0 2 0 2

(0%) (0%) (0%) (100%) (0%) (100%)

사회복지종교
0 2 1 5 0 8

(0%) (25%) (12.5%) (62.5%) (0%) (100%)
문화예술디자
인방송

2 5 6 8 1 22
(9.1%) (22.7%) (27.3%) (36.4%) (4.5%) (100%)

운전운송
3 0 1 6 0 10

(30%) (0%) (10%) (60%) (0%) (100%)

영업판매
0 1 1 2 0 4

(0%) (25%) (25%) (50%) (0%) (100%)

경비청소
0 2 0 0 0 2

(0%) (100%) (0%) (0%) (0%) (100%)
이용숙박여행
오락스포츠

1 2 3 8 0 14
(7.1%) (14.3%) (21.4%) (57.1%) (0%) (100%)

음식서비스
1 2 0 3 0 6

(16.7%) (33.3%) (0%) (50%) (0%) (100%)

건설
13 13 3 41 2 72

(18.1%) (18.1%) (4.2%) (56.9%) (2.8%) (100%)

광업자원
0 1 1 4 0 6

(0%) (16.7%) (16.7%) (66.7%) (0%) (100%)

기계
16 23 7 24 5 75

(21.3%) (30.7%) (9.3%) (32%) (6.7%) (100%)

재료
3 7 2 5 1 18

(16.7%) (38.9%) (11.1%) (27.8%) (5.6%) (100%)

화학
3 0 1 3 0 7

(42.9%) (0%) (14.3%) (42.9%) (0%) (100%)

<표 Ⅳ-43> 현장 전문가 직무분야별 자격검정중단및폐지적절방안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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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관계자의 업무경력과 담당 분야별 자격 중단 및 폐지 적절 방안에 대한
인식은 약간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업무경력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5년 이하, 16년 이상 20년 이하, 21
년 이상은 응시인원 기준에 따라 시행 횟수를 줄인 후, 기준에 이르면 폐지

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6년 이상 10년 이하의 경우 응시인원 기준에 따라 2년마다 시험 실시 후,
기준에 이르면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11년 이상 15년 이하의 중간급 경력자의 경우 응시인원 기준에 따라 2년마
다 시험 실시 후, 기준에 이르면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응시인원

기준에 따라 시행 횟수를 줄인 후, 기준에 이르면 폐지하는 의견이 비슷한

수준이었음.

구분

자격 검정 중단 및 폐지 적절 방안

합계해당시폐지
검토

2년제실시
후폐지검토

3년제실시
루폐지검토

2년제/
3년제

순차실시후
폐지검토

기타

섬유의복
0 2 1 5 0 8

(0%) (25%) (12.5%) (62.5%) (0%) (100%)

전기전자
8 9 6 24 0 47

(17%) (19.1%) (12.8%) (51.1%) (0%) (100%)

정보통신
10 8 3 16 1 38

(26.3%) (21.1%) (7.9%) (42.1%) (2.6%) (100%)

식품가공
1 0 0 3 0 4

(25%) (0%) (0%) (75%) (0%) (100%)
인쇄목재가구
공예

1 3 0 8 1 13
(7.7%) (23.1%) (0%) (61.5%) (7.7%) (100%)

농립어업
1 7 3 8 0 19

(5.3%) (36.8%) (15.8%) (42.1%) (0%) (100%)

안전관리
8 2 2 6 1 19

(42.1%) (10.5%) (10.5%) (31.6%) (5.3%) (100%)

환경에너지
12 9 3 12 1 37

(32.4%) (24.3%) (8.1%) (32.4%) (2.7%) (100%)

전체
85 107 44 212 13 461

(18.4%) (23.2%) (9.5%) (46%) (2.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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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분야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경영·회계·사무 등 13개 분야 담당자
는 응시인원 기준에 따라 시행 횟수를 줄인 후, 기준에 이르면 폐지하는 의

견이 가장 많았음.

구분

자격 검정 중단 및 폐지 적절 방안

합계해당시폐지검
토

2년제실시후
폐지검토

3년제실시루
폐지검토

2년제/3년제
순차실시후
폐지검토

업무경
력

5년이하
4 1 0 5 10

(40%) (10%) (0%) (50%) (100%)

6년이상~10년
이하

2 4 1 3 10

(20%) (40%) (10%) (30%) (100%)

11년이상~15년
이하

0 2 1 2 5

(0%) (40%) (20%) (40%) (100%)

16년이상~20년
이하

0 1 0 2 3

(0%) (33.3%) (0%) (66.7%) (100%)

21년이상
0 0 0 1 1

(0%) (0%) (0%) (100%) (100%)

전체
6 8 2 13 29

(20.7%) (27.6%) (6.9%) (44.8%) (100%)

<표 Ⅳ-44> 공단 관계자 업무경력별 자격검정중단및폐지적절방안인식

구분

자격 검정 중단 및 폐지 적절 방안

합계해당시폐지검
토

2년제실시후
폐지검토

3년제실시루
폐지검토

2년제/3년제
순차실시후
폐지검토

담당
분야

경영·회계·사무
0 2 0 4 6

(0%) (33.3%) (0%) (66.7%) (100%)

법률·경찰·소방·
교도·국방

0 1 0 0 1

(0%) (100%) (0%) (0%) (100%)

보건·의료
0 0 0 1 1

(0%) (0%) (0%) (100%) (100%)

사회복지·종교
0 0 0 1 1

(0%) (0%) (0%) (100%) (100%)

문화·예술·디자
인·방송

1 0 0 1 2

(50%) (0%) (0%) (50%) (100%)

<표 Ⅳ-45> 공단 관계자 담당분야별 자격검정중단및폐지적절방안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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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격 검정 중단 및 폐지 적절 방안

합계해당시폐지검
토

2년제실시후
폐지검토

3년제실시루
폐지검토

2년제/3년제
순차실시후
폐지검토

운전·운송
0 0 0 2 2

(0%) (0%) (0%) (100%) (100%)

영업·판매
0 0 0 1 1

(0%) (0%) (0%) (100%) (100%)

경비·청소
0 0 1 0 1

(0%) (0%) (100%) (0%) (100%)

이용·숙박·여행·
오락·스포츠

0 2 0 0 2

(0%) (100%) (0%) (0%) (100%)

음식 서비스
1 1 0 0 2

(50%) (50%) (0%) (0%) (100%)

건설
0 2 1 4 7

(0%) (28.6%) (14.3%) (57.1%) (100%)

기계
3 1 0 3 7

(42.9%) (14.3%) (0%) (42.9%) (100%)

재료
1 0 0 1 2

(50%) (0%) (0%) (50%) (100%)

화학
0 1 0 0 1

(0%) (100%) (0%) (0%) (100%)

섬유·의복
0 0 1 0 1

(0%) (0%) (100%) (0%) (100%)

전기·전자
1 1 0 3 5

(20%) (20%) (0%) (60%) (100%)

식품가공
0 0 0 1 1

(0%) (0%) (0%) (100%) (100%)

인쇄·목재·가구·
공예

0 0 0 2 2

(0%) (0%) (0%) (100%) (100%)

농림어업
1 2 0 0 3

(33.3%) (66.7%) (0%) (0%) (100%)

안전관리
0 2 0 1 3

(0%) (66.7%) (0%) (33.3%) (100%)

환경·에너지
0 1 0 1 2

(0%) (50%) (0%) (50%) (100%)

담당 종목이
없는 업무 수행

1 0 0 0 1

(100%) (0%) (0%) (0%) (100%)

전체
6 8 2 13 29

(20.7%) (27.6%) (6.9%) (4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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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기술자격 유효기간 관련

❑ 국가기술 자격 취득 후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 제도 필요성에 대한 설문 분석 결
과, 현장 전문가와 공단 관계자 모두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현장 전문가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40.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필
요하지 않다(17.7%), 매우 필요하다(16.8%), 보통이다(14.3%), 전혀 필

요하지 않다(10.4%) 등의 순이었음.

❍ 공단 관계자는 필요하다 및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34.5%로 가장 많
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13.8%), 필요하지 않다(10.3%), 전혀 필요

하지 않다(6.9%)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Ⅳ-8]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 제도 필요성 인식

❑ 현장 전문가는 학력이 높을수록, 업무경력이 적을수록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
제도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고, 재료 및 섬유의복 분야를 제외하고 보통보

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교육기관의 필요성 인식 수준이

가장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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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고졸이하, 전문대졸업을 제외하고 유효기
간 설정 및 갱신 제도의 필요성을 보통수준 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박사졸업이 3.42점으로 필요성 인식 수준이 가장 높았음.

❍ 업무경력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41년 이상 50년 이하를 제외하고 유
효기간 설정 및 갱신 제도의 필요성을 보통수준 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

며, 특히 10년 이하가 3.75점으로 필요성 인식 수준이 가장 높았음.

구분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 제도 필요성

합계
평균 표준편차

학력

고졸이하 2.75 1.389 8

전문대졸업 2.91 1.411 22

4년제졸업 3.37 1.158 88

석사졸업 3.39 1.220 134

박사졸업 3.42 1.269 209

전체 3.36 1.245 461

주 1) 1점(전혀 필요하지 않다) ~ 5점(매우 필요하다)으로 환산하여 평균값을 제시
주 2) 합계는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표 Ⅳ-46> 현장 전문가 학력별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 제도 필요성 인식

구분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 제도 필요성

합계
평균 표준편차

업무경력

10년이하 3.75 1.215 12
11년이상~20년이하 3.56 1.184 112
21년이상~30년이하 3.31 1.244 190
31년이상~40년이하 3.27 1.286 133
41년이상~50년이하 2.85 1.144 13

전체 3.36 1.244 460
주 1) 1점(전혀 필요하지 않다) ~ 5점(매우 필요하다)으로 환산하여 평균값을 제시
주 2) 합계는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표 Ⅳ-47> 현장 전문가 업무경력별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 제도 필요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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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유형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 제
도의 필요성을 보통수준 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기타를 제외하고 교

육기관이 3.45점으로 필요성 인식 수준이 가장 높았음.

❍ 직무분야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재료, 섬유의복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 제도의 필요성을 보통수준 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광업자원(4.17),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4.14), 사회복지·종교(4.13), 보건의료(4.00), 경비청소(4.00) 분야는 필

요성 인식 수준이 매우 높았음.

구분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 제도 필요성

합계
평균 표준편차

소속
기관

산업체 3.25 1.205 213

연구기관 3.43 1.199 23

공공기관 3.38 1.371 34

교육기관 3.45 1.271 178

기타 3.92 1.188 13

전체 3.36 1.245 461
주 1) 1점(전혀 필요하지 않다) ~ 5점(매우 필요하다)으로 환산하여 평균값을 제시
주 2) 합계는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표 Ⅳ-48> 현장 전문가 기관유형별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 제도 필요성 인식

구분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 제도 필요성

합계
평균

직무분
야

사업관리 3.42 19

경영회계사무 3.33 24

금융보험 3.78 9

교육자연과학사회과학 3.87 23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3.38 8

보건의료 4.00 2

사회복지종교 4.13 8

<표 Ⅳ-49> 현장 전문가 직무분야별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 제도 필요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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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관계자는 업무경력이 많을수록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제도의 필요성을 높
게 인식하였으며, 음식서비스 분야를 제외하고 모든 분야에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함.

❍ 업무경력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 제
도의 필요성을 보통수준 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21년 이상

(5.00), 16년(4.33), 11년 이상 15년 이하(4.20)는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

구분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 제도 필요성

합계
평균

문화예술디자인방송 3.32 22

운전운송 3.10 10

영업판매 3.25 4

경비청소 4.00 2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4.14 14

음식서비스 3.50 6

건설 3.21 72

광업자원 4.17 6

기계 3.19 75

재료 2.94 18

화학 3.43 7

섬유의복 2.63 8

전기전자 3.47 47

정보통신 3.32 38

식품가공 3.25 4

인쇄목재가구공예 3.54 13

농립어업 3.63 19

안전관리 3.37 19

환경에너지 3.16 37

전체 3.36 461
주 1) 1점(전혀 필요하지 않다) ~ 5점(매우 필요하다)으로 환산하여 평균값을 제시
주 2) 합계는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주 3) 직무분야 항목은 복수응답으로 실시하였으므로, 표준편차는 제시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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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분야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음식서비스 분야를 제외한 모든 담당
자들이 모두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 제도의 필요성을 보통수준 보다 높게 인

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운전·운송(5.00), 화학(5.00), 안전관리(5.00) 등의

분야는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

구분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 제도 필요성

합계
평균 표준편차

업무경력

5년이하 3.50 1.354 10

6년이상~10년이하 3.60 1.430 10

11년이상~15년이하 4.20 0.837 5

16년이상~20년이하 4.33 0.577 3

21년이상 5.00 - 1

전체 3.79 1.236 29

주 1) 1점(전혀 필요하지 않다) ~ 5점(매우 필요하다)으로 환산하여 평균값을 제시
주 2) 합계는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표 Ⅳ-50> 공단 관계자 업무경력별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 제도 필요성 인식

구분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 제도 필요성

합계
평균

직무
분야

경영회계사무 4.17 6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3.00 1

보건의료 4.00 1

사회복지종교 4.00 1

문화예술디자인방송 3.00 2

운전운송 5.00 2

영업판매 4.00 1

경비청소 4.00 1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4.50 2

음식서비스 2.50 2

건설 4.14 7

기계 4.57 7

재료 4.50 2

<표 Ⅳ-51> 공단 관계자 직무분야별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 제도 필요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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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 자격 취득 후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 제도 도입 시 제한 종목을 설정
하는 것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현장 전문가와 공단 관계자 모두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현장 전문가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39.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
통이다(19.1%), 적절하지 않다(15.2%), 전혀 적절하지 않다(13.2%), 매

우 적절하다(13.0%) 등의 순이었음.

❍ 공단 관계자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44.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적
절하지 않다(20.7%), 전혀 적절하지 않다(13.8%), 매우 적절하다

(13.8%), 보통이다(6.9%) 등의 순이었음.

구분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 제도 필요성

합계
평균

화학 5.00 1

섬유의복 4.00 1

전기전자 3.60 5

식품가공 4.00 1

인쇄목재가구공예 4.50 2

농립어업 3.67 3

안전관리 5.00 3

환경에너지 3.00 2

담당 종목이 없는 업무 수행 5.00 1

전체 3.79 29
주 1) 1점(전혀 필요하지 않다) ~ 5점(매우 필요하다)으로 환산하여 평균값을 제시
주 2) 합계는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주 3) 직무분야 항목은 복수응답으로 실시하였으므로, 표준편차는 제시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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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9]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 제도 제한 종목 적절성 인식

❑ 현장 전문가는 학력별로는 고졸이하, 경력별로 41년 이상 50년 이하, 직무분
야별로 음식서비스, 섬유의복, 정보통신을 제외하고 모두 유효기간 설정 및 갱

신제도 제한 종목 적절성을 보통수준 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

❍ 학력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고졸이하를 제외하고 모두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제도 제한 종목 설정의 적절성을 보통수준 보다 높게 인식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박사졸업이 3.30점으로 적절성 인식 수준이 가장 높았음.

구분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 제도 제한 종목 적절성

합계
평균 표준편차

학력

고졸이하 2.88 1.126 8

전문대졸업 3.09 1.306 22

4년제졸업 3.28 1.203 88

석사졸업 3.18 1.199 133

박사졸업 3.30 1.284 208

전체 3.24 1.240 459
주 1) 1점(전혀 필요하지 않다) ~ 5점(매우 필요하다)으로 환산하여 평균값을 제시
주 2) 합계는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표 Ⅳ-52> 현장 전문가 학력별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 제도 제한 종목 적절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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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경력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제
도 제한 종목 설정의 적절성을 보통수준 보다 높게 인식하였으며, 그 중에서

도 10년 이하가 3.67점으로 필요성 인식 수준이 가장 높았음.

❍ 기관유형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제
도 제한 종목 설정의 적절성을 보통수준 보다 높게 인식하였으며, 그 중에서

도 연구기관이 3.70점으로 필요성 인식 수준이 가장 높았음.

구분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 제도 제한 종목 적절성

합계
평균 표준편차

소속
기관

산업체 3.19 1.197 211

연구기관 3.70 1.222 23

공공기관 3.06 1.229 34

교육기관 3.27 1.287 178

기타 3.00 1.354 13

전체 3.23 1.242 459
주 1) 1점(전혀 필요하지 않다) ~ 5점(매우 필요하다)으로 환산하여 평균값을 제시
주 2) 합계는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표 Ⅳ-54> 현장전문가기관유형별유효기간설정및갱신제도제한종목적절성인식

구분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 제도 제한 종목 적절성

합계
평균 표준편차

업무경력

10년이하 3.67 1.155 12

11년이상~20년이하 3.10 1.230 112

21년이상~30년이하 3.29 1.238 188

31년이상~40년이하 3.26 1.265 133

41년이상~50년이하 2.92 1.256 13

전체 3.23 1.242 458
주 1) 1점(전혀 필요하지 않다) ~ 5점(매우 필요하다)으로 환산하여 평균값을 제시
주 2) 합계는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표 Ⅳ-53> 현장전문가업무경력별유효기간설정및갱신제도제한종목적절성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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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분야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음식서비스, 섬유의복, 정보통신 분야
를 제외한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제도 제한 종목의 적

절성을 보통 및 보통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영업판매 분

야가 4.00점으로 적절성 인식 수준이 가장 높았음.

구분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 제도 제한 종목 적절성

합계
평균

직무
분야

사업관리 3.42 19

경영회계사무 3.00 24

금융보험 3.22 9

교육자연과학사회과학 3.70 23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3.88 8

보건의료 3.50 2

사회복지종교 3.38 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3.27 22

운전운송 3.70 10

영업판매 4.00 4

경비청소 3.50 2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3.00 14

음식서비스 2.83 6

건설 3.11 71

광업자원 3.67 6

기계 3.31 75

재료 3.44 18

화학 3.71 7

섬유의복 2.75 8

전기전자 3.23 47

정보통신 2.87 38

식품가공 3.00 4

<표 Ⅳ-55> 현장전문가직무분야별유효기간설정및갱신제도제한종목적절성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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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관계자는 경력별로 21년 이상을 제외하고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 제도

제한 종목 적절성 인식이 높은 반면, 분야별로는 경비청소, 건설, 기계, 섬유의

복, 환경에너지 분야를 제외하고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 제도 제한 종목 적정

성 인식이 높게 나타났음.

❍ 업무경력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21년 이상을 제외하고 모두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제도 제한 종목 적절성을 보통수준 보다 높게 인식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11년 이상 15년 이하가 3.80점으로 적절성 인식 수준이 가장 높

았음.

구분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 제도 제한 종목 적절성

합계
평균

인쇄목재가구공예 3.54 13

농립어업 3.32 19

안전관리 3.00 19

환경에너지 3.34 35

전체 3.23 459

주 1) 1점(전혀 필요하지 않다) ~ 5점(매우 필요하다)으로 환산하여 평균값을 제시
주 2) 합계는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주 3) 직무분야 항목은 복수응답으로 실시하였으므로, 표준편차는 제시하지 않았음

구분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 제도 제한 종목 적절성

합계
평균 표준편차

업무경력

5년이하 3.20 1.476 10

6년이상~10년이하 3.10 1.449 10

11년이상~15년이하 3.80 1.095 5

16년이상~20년이하 3.33 1.155 3

21년이상 2.00 - 1

전체 3.24 1.327 29
주 1) 1점(전혀 필요하지 않다) ~ 5점(매우 필요하다)으로 환산하여 평균값을 제시
주 2) 합계는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표 Ⅳ-56> 공단 관계자 업무경력별유효기간설정및갱신제도제한종목적절성인식



제4장.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요구 분석 • 243

❍ 직무분야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경비청소, 건설, 기계, 섬유의복, 환경
에너지 분야를 제외하고 모든 분야의 담당자가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제도

제한 종목 적절성을 보통수준 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이용·숙박·

여행·오락·스포츠, 음식서비스, 인쇄·목재·가구·공예 등의 분야에서 적절성

인식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났음.

❑ 국가기술 자격 취득 갱신 제도 도입 시 적정 유효기간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현장 전문가는 평균 7.2년, 공단 관계자는 평균 7.3년으로 매우 유사한 수준

구분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 제도 제한 종목 적절성

합계
평균

직무
분야

경영회계사무 4.33 6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4.00 1

보건의료 4.00 1
사회복지종교 4.00 1

문화예술디자인방송 3.00 2
운전운송 3.50 2
영업판매 4.00 1
경비청소 2.00 1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4.50 2
음식서비스 4.50 2
건설 2.29 7
기계 2.86 7
재료 4.00 2
화학 4.00 1
섬유의복 2.00 1
전기전자 4.00 5
식품가공 4.00 1

인쇄목재가구공예 4.50 2
농립어업 3.00 3
안전관리 4.67 3
환경에너지 1.50 2

담당 종목이 없는 업무 수행 5.00 1
전체 3.24 29

주 1) 1점(전혀 필요하지 않다) ~ 5점(매우 필요하다)으로 환산하여 평균값을 제시
주 2) 합계는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주 3) 직무분야 항목은 복수응답으로 실시하였으므로, 표준편차는 제시하지 않았음

<표 Ⅳ-57> 공단관계자직무분야별유효기간설정및갱신제도제한종목적절성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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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으며, 기간의 범위를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현장 전문가와 공단 관계자

모두 적정 유효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하라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음.

❍ 현장 전문가는 유효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하라는 응답이 46.5%로 가장 많
았으며, 그 다음으로 7년 초과 10년 이하(30.5%), 3년 이하(14.6%) 등의

순이었음.

❍ 공단 관계자는 유효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하라는 응답이 48.1%로 가장 많
았으며, 그 다음으로 7년 초과 10년 이하(25.9%), 3년 이하(14.8%)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Ⅳ-10] 자격 갱신 시 적정 유효 기간 인식

❑ 현장 전문가의 학력, 업부경력, 소속기관 유형별 인식 수준은 크게 나지 않았
으나, 분야별로는 적정 유효기간에 대한 인식 차이가 나타났음.

❍ 학력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자격 갱신 시 적정 유효 기간
을 3년 초과 5년 이하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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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경력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자격 갱신 시 적정 유효
기간을 3년 초과 5년 이하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구분
자격 갱신 시 적정 유효 기간

합계
3년 이하

3년 초과
5년 이하

5년 초과
7년 이하

7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학력

고졸이하
1 4 1 0 1 7

(14.3%) (57.1%) (14.3%) (0%) (14.3%) (100%)

전문대졸업
4 11 1 4 2 22

(18.2%) (50%) (4.5%) (18.2%) (9.1%) (100%)

4년제졸업
11 41 2 23 6 83

(13.3%) (49.4%) (2.4%) (27.7%) (7.2%) (100%)

석사졸업
17 54 3 49 4 127

(13.4%) (42.5%) (2.4%) (38.6%) (3.1%) (100%)

박사졸업
30 94 3 57 14 198

(15.2%) (47.5%) (1.5%) (28.8%) (7.1%) (100%)

전체
63 204 10 133 27 437

(14.4%) (46.7%) (2.3%) (30.4%) (6.2%) (100%)

<표 Ⅳ-58> 현장 전문가 학력별 자격갱신시적정유효기간인식

구분

자격 갱신 시 적정 유효 기간

합계
3년 이하

3년 초과
5년 이하

5년 초과
7년 이하

7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업무
경력

10년이하
4 5 1 1 1 12

(33.3%) (41.7%) (8.3%) (8.3%) (8.3%) (100%)

11년이상~
20년이하

19 42 1 39 6 107

(17.8%) (39.3%) (0.9%) (36.4%) (5.6%) (100%)

21년이상~
30년이하

25 96 5 43 10 179

(14%) (53.6%) (2.8%) (24%) (5.6%) (100%)

31년이상~
40년이하

15 54 2 48 8 127

(11.8%) (42.5%) (1.6%) (37.8%) (6.3%) (100%)

41년이상~
50년이하

1 6 1 3 2 13

(7.7%) (46.2%) (7.7%) (23.1%) (15.4%) (100%)

전체
64 203 10 134 27 438

(14.6%) (46.3%) (2.3%) (30.6%) (6.2%) (100%)

<표 Ⅳ-59> 현장 전문가 업무경력별 자격갱신시적정유효기간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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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유형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자격 갱신 시 적정 유효
기간을 3년 초과 5년 이하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직무분야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사업관리 등 20개의 분야 전문가는

자격 갱신 시 적정 유효 기간을 3년 초과 5년 이하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구분
자격 갱신 시 적정 유효 기간

합계
3년 이하

3년 초과
5년 이하

5년 초과
7년 이하

7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직무
분야

사업관리
4 7 0 5 0 16

(25%) (43.8%) (0%) (31.3%) (0%) (100%)

경영회계사무
3 11 1 8 1 24

(12.5%) (45.8%) (4.2%) (33.3%) (4.2%) (100%)

금융보험
2 5 0 2 0 9

(22.2%) (55.6%) (0%) (22.2%) (0%) (100%)
교육자연과학
사회과학

4 9 0 9 0 22
(18.2%) (40.9%) (0%) (40.9%) (0%) (100%)

법률경찰소방
교도국방

1 5 1 1 0 8

(12.5%) (62.5%) (12.5%) (12.5%) (0%) (100%)

<표 Ⅳ-61> 현장 전문가 직무분야별 자격갱신시적정유효기간인식

구분
자격 갱신 시 적정 유효 기간

합계
3년 이하

3년 초과
5년 이하

5년 초과
7년 이하

7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소속
기관

산업체
35 93 4 61 10 203

(17.2%) (45.8%) (2%) (30%) (4.9%) (100%)

연구기관
0 13 0 9 0 22

(0%) (59.1%) (0%) (40.9%) (0%) (100%)

공공기관
6 15 1 7 2 31

(19.4%) (48.4%) (3.2%) (22.6%) (6.5%) (100%)

교육기관
19 76 5 55 14 169

(11.2%) (45%) (3%) (32.5%) (8.3%) (100%)

기타
4 6 0 2 0 12

(33.3%) (50%) (0%) (16.7%) (0%) (100%)

전체
64 203 10 134 26 437

(14.6%) (46.5%) (2.3%) (30.7%) (5.9%) (100%)

<표 Ⅳ-60> 현장 전문가 기관유형별 자격갱신시적정유효기간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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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격 갱신 시 적정 유효 기간

합계
3년 이하

3년 초과
5년 이하

5년 초과
7년 이하

7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보건의료
0 0 1 1 0 2

(0%) (0%) (50%) (50%) (0%) (100%)

사회복지종교
4 3 0 1 0 8

(50%) (37.5%) (0%) (12.5%) (0%) (100%)
문화예술디자
인방송

3 10 1 5 2 21
(14.3%) (47.6%) (4.8%) (23.8%) (9.5%) (100%)

운전운송
1 4 0 5 0 10

(10%) (40%) (0%) (50%) (0%) (100%)

영업판매
0 3 0 1 0 4

(0%) (75%) (0%) (25%) (0%) (100%)

경비청소
0 1 0 1 0 2

(0%) (50%) (0%) (50%) (0%) (100%)
이용숙박여행
오락스포츠

2 7 0 4 1 14
(14.3%) (50%) (0%) (28.6%) (7.1%) (100%)

음식서비스
1 5 0 0 0 6

(16.7%) (83.3%) (0%) (0%) (0%) (100%)

건설
5 35 1 17 7 65

(7.7%) (53.8%) (1.5%) (26.2%) (10.8%) (100%)

광업자원
0 3 0 2 1 6

(0%) (50%) (0%) (33.3%) (16.7%) (100%)

기계
12 32 4 19 4 71

(16.9%) (45.1%) (5.6%) (26.8%) (5.6%) (100%)

재료
1 7 1 8 0 17

(5.9%) (41.2%) (5.9%) (47.1%) (0%) (100%)

화학
2 3 0 1 0 6

(33.3%) (50%) (0%) (16.7%) (0%) (100%)

섬유의복
1 3 0 2 1 7

(14.3%) (42.9%) (0%) (28.6%) (14.3%) (100%)

전기전자
8 24 0 9 5 46

(17.4%) (52.2%) (0%) (19.6%) (10.9%) (100%)

정보통신
10 13 1 11 1 36

(27.8%) (36.1%) (2.8%) (30.6%) (2.8%) (100%)

식품가공
1 1 0 2 0 4

(25%) (25%) (0%) (50%) (0%) (100%)
인쇄목재가구
공예

1 6 0 6 0 13
(7.7%) (46.2%) (0%) (46.2%) (0%) (100%)

농립어업
3 6 0 8 1 18

(16.7%) (33.3%) (0%) (44.4%) (5.6%) (100%)

안전관리
1 11 0 4 0 16

(6.3%) (68.8%) (0%) (25%) (0%) (100%)

환경에너지
1 16 0 13 2 32

(3.1%) (50%) (0%) (40.6%) (6.3%) (100%)

전체
65 202 11 133 26 437

(14.9%) (46.2%) (2.5%) (30.4%) (5.9%) (100%)



248 • 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기술자격 제도 혁신방안 연구

❑ 공단 관계자 역시 담당 분야별 적정 유효기간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업무경력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11년 이상 15년 이하를 제외하고 모
두 자격 갱신 시 적정 유효 기간을 3년 초과 5년 이하로 해야 한다는 의견

이 가장 많았음.

❍ 직무분야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운전·운송 등 11개 분야 담당자는 자
격 갱신 시 적정 유효 기간을 3년 초과 5년 이하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

장 많았음.

❍ 그 외 경영·회계·사무 등 8개 분야 담당자는 자격 갱신 시 적정 유효 기간을
3년 이하로 해야 하나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구분

자격 갱신 시 적정 유효 기간

합계
3년 이하

3년 초과
5년 이하

5년 초과
7년 이하

7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업무
경력

5년이하
1 4 0 1 2 8

(12.5%) (50%) (0%) (12.5%) (25%) (100%)

6년이상~
10년이하

2 5 0 3 0 10

(20%) (50%) (0%) (30%) (0%) (100%)

11년이상~
15년이하

1 1 1 2 0 5

(20%) (20%) (20%) (40%) (0%) (100%)

16년이상~
20년이하

0 2 0 1 0 3

(0%) (66.7%) (0%) (33.3%) (0%) (100%)

21년이상
0 1 0 0 0 1

(0%) (100%) (0%) (0%) (0%) (100%)

전체
4 13 1 7 2 27

(14.8%) (48.1%) (3.7%) (25.9%) (7.4%) (100%)

<표 Ⅳ-62> 공단 관계자 업무경력별 자격갱신시적정유효기간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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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격 갱신 시 적정 유효 기간

합계
3년 이하 3년 초과

5년 이하
5년 초과
7년 이하

7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담당
분야

경영·회계·사무
2 1 1 1 1 6

(33.3%) (16.7%) (16.7%) (16.7%) (16.7%) (100%)
법률·경찰·소방·
교도·국방

0 0 0 1 0 1
(0%) (0%) (0%) (100%) (0%) (100%)

보건·의료
0 0 0 1 0 1

(0%) (0%) (0%) (100%) (0%) (100%)

사회복지·종교
0 0 0 1 0 1

(0%) (0%) (0%) (100%) (0%) (100%)
문화·예술·디자
인·방송

0 0 0 0 2 2
(0%) (0%) (0%) (0%) (100%) (100%)

운전·운송
1 1 0 0 0 2

(50%) (50%) (0%) (0%) (0%) (100%)

영업·판매
0 0 0 0 1 1

(0%) (0%) (0%) (0%) (100%) (100%)

경비·청소
0 0 0 1 0 1

(0%) (0%) (0%) (100%) (0%) (100%)
이용·숙박·여행·
오락·스포츠

1 0 1 0 0 2
(50%) (0%) (50%) (0%) (0%) (100%)

음식 서비스
1 1 0 0 0 2

(50%) (50%) (0%) (0%) (0%) (100%)

건설
0 4 1 2 0 7

(0%) (57.1%) (14.3%) (28.6%) (0%) (100%)

기계
0 6 0 0 0 6

(0%) (100%) (0%) (0%) (0%) (100%)

재료
1 1 0 0 0 2

(50%) (50%) (0%) (0%) (0%) (100%)

화학
0 1 0 0 0 1

(0%) (100%) (0%) (0%) (0%) (100%)

섬유·의복
0 0 0 1 0 1

(0%) (0%) (0%) (100%) (0%) (100%)

전기·전자
0 3 0 1 1 5

(0%) (60%) (0%) (20%) (20%) (100%)

식품가공
0 0 0 1 0 1

(0%) (0%) (0%) (100%) (0%) (100%)
인쇄·목재·가구·

공예
1 0 0 0 1 2

(50%) (0%) (0%) (0%) (50%) (100%)

농림어업
0 1 1 0 0 2

(0%) (50%) (50%) (0%) (0%) (100%)

안전관리
1 1 0 1 0 3

(33.3%) (33.3%) (0%) (33.3%) (0%) (100%)

환경·에너지
1 1 0 0 0 2

(50%) (50%) (0%) (0%) (0%) (100%)
담당 종목이
없는 업무 수행

0 1 0 0 0 1
(0%) (100%) (0%) (0%) (0%) (100%)

전체
4 13 1 7 2 27

(14.8%) (48.1%) (3.7%) (25.9%) (7.4%) (100%)

<표 Ⅳ-63> 공단 관계자 담당분야별 자격갱신시적정유효기간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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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관계자에 특별히 더 짧거나 긴 유효기간이 요구되는 종목과 적정 유효기
간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음.

❍ 공단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기술자격의 적정 유효기간은 평균 7.3년으
로 나타났음.

❍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등의 종목은 약 3년에서 5년

사이로 나타나 평균 적정 유효기간에 비해 짧게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남.

❍ 잠수기능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장, 직업상담사, 수산양식기능사, 수산양
식산업기사, 수산양식기사, 어업생산관리기사, 임상심리사 등의 종목은 약 5

년으로 평균 적정 유효기간에 비해 짧게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남.

❍ 어로산업기사, 컨벤션기획사 1급은 약 10년으로 평균 적정 유효기간에 비해
더 길게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남.

유료기간이 더 짧거나 길게 요구되는 종목명 적정 유효기간(년)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5

3D프린터운용기능사

잠수기능사

5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장

직업상담사

수산양식기능사

수산양식산업기사

수산양식기사

어업생산관리기사

임상심리사

어로산업기사
10

컨벤션기획사 1급

<표 Ⅳ-64> 담당 종목의 유효기간에 대한 공단 관계자 응답자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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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 자격 취득 후 갱신 제도 도입 시 취득자에게 갱신을 획득하는 적절
방법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현장 전문가와 공단 관계자 모두 보수교육 프로

그램 이수, 경력 또는 경험의 인정심사 순으로 응답 비중이 높았음.

❍ 현장 전문가는 보수교육 프로그램 이수에 대한 응답이 59.8%로 가장 많았
으며, 그 다음으로 경력 또는 경험의 인정심사(31.6%), 개정된 검정 내용

등에 대한 재시험(7.7%) 등의 순이었음.

❍ 공단 관계자는 보수교육 프로그램 이수에 대한 응답이 47.2%로 가장 많았
으며, 그 다음으로 경력 또는 경험의 인정심사(30.6%), 개정된 검정 내용

등에 대한 재시험(13.9%) 등의 순이었음.

❍ 기타 의견으로는 재시험과 경력 또는 경험의 인정심사를 병행하거나 시간적
여유와 경력 유무에 따라 재시험, 보수교육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언급되

었음.

[그림 Ⅳ-11] 자격 갱신 시 적정 방법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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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전문가는 학력, 업무경력, 소속기관 유형별 차이 없이 보수교육을 가장

적절한 자격 갱신 방안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학력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자격 갱신 시 적절 방법으로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업무경력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자격 갱신 시 적절 방법으
로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구분
자격 갱신 시 적절 방법

합계
재시험 보수교육 경력심사 기타

학력

고졸이하
0 6 4 1 8

(0%) (75%) (50%) (12.5%) (100%)

전문대졸업
2 17 10 0 22

(9.1%) (77.3%) (45.5%) (0%) (100%)

4년제졸업
8 68 39 0 88

(9.1%) (77.3%) (44.3%) (0%) (100%)

석사졸업
16 110 47 1 133

(12%) (82.7%) (35.3%) (0.8%) (100%)

박사졸업
20 153 87 3 204

(9.8%) (75%) (42.6%) (1.5%) (100%)

전체
46 354 187 5 455

(10.1%) (77.8%) (41.1%) (1.1%) (100%)
주) 본 문항은 중복응답을 실시하였으므로, 퍼센트 및 합계는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표 Ⅳ-65> 현장 전문가 학력별 자격갱신시적정 방법 인식

구분
자격 갱신 시 적절 방법

합계
재시험 보수교육 경력심사 기타

업무경
력

10년이하
1 10 9 0 12

(8.3%) (83.3%) (75%) (0%) (100%)
11년이상~20년
이하

20 83 48 3 111
(18%) (74.8%) (43.2%) (2.7%) (100%)

21년이상~30년
이하

16 147 68 0 185
(8.6%) (79.5%) (36.8%) (0%) (100%)

31년이상~40년
이하

9 105 57 2 133
(6.8%) (78.9%) (42.9%) (1.5%) (100%)

41년이상~50년
이하

0 9 5 0 13
(0%) (69.2%) (38.5%) (0%) (100%)

전체
46 354 187 5 454

(10.1%) (78%) (41.2%) (1.1%) (100%)

<표 Ⅳ-66> 현장 전문가 업무경력별 자격갱신시적정 방법 인식



제4장.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요구 분석 • 253

❍ 기관유형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자격 갱신 시 적절 방법으
로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직무분야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사업관리 등 24개 분야의 전문가는

자격 갱신 시 적절 방법으로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구분
자격 갱신 시 적절 방법

합계
재시험 보수교육 경력심사 기타

직무분
야

사업관리
2 15 5 0 19

(10.5%) (78.9%) (26.3%) (0%) (100%)

경영회계사무
5 20 7 0 24

(20.8%) (83.3%) (29.2%) (0%) (100%)

금융보험
1 8 5 0 9

(11.1%) (88.9%) (55.6%) (0%) (100%)
교육자연과학사
회과학

2 15 12 0 23
(8.7%) (65.2%) (52.2%) (0%) (100%)

법률경찰소방교
도국방

0 6 3 0 8
(0%) (75%) (37.5%) (0%) (100%)

보건의료
1 1 2 0 2

(50%) (50%) (100%) (0%) (100%)

사회복지종교
0 7 5 0 8

(0%) (87.5%) (62.5%) (0%) (100%)

문화예술디자인
방송

5 13 9 0 21

(23.8%) (61.9%) (42.9%) (0%) (100%)

<표 Ⅳ-68> 현장 전문가 직무분야별 자격갱신시적정 방법 인식

구분
자격 갱신 시 적절 방법

합계
재시험 보수교육 경력심사 기타

소속기
관

산업체
21 172 85 3 211

(10%) (81.5%) (40.3%) (1.4%) (100%)

연구기관
3 17 10 1 23

(13%) (73.9%) (43.5%) (4.3%) (100%)

공공기관
0 28 15 0 34

(0%) (82.4%) (44.1%) (0%) (100%)

교육기관
21 128 72 1 174

(12.1%) (73.6%) (41.4%) (0.6%) (100%)

기타
1 10 5 0 13

(7.7%) (76.9%) (38.5%) (0%) (100%)

전체
46 355 187 5 455

(10.1%) (78%) (41.1%) (1.1%) (100%)
주) 본 문항은 중복응답을 실시하였으므로, 퍼센트 및 합계는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표 Ⅳ-67> 현장 전문가 기관유형별 자격갱신시적정 방법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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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관계자 역시 업무경력별로 공통적으로 자격 갱신 시 적절 방법을 보수교
육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담당 분야별로는 차이가 나타났음.

❍ 업무경력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자격 갱신 시 적절 방법으
로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구분
자격 갱신 시 적절 방법

합계
재시험 보수교육 경력심사 기타

운전운송
1 9 4 0 10

(10%) (90%) (40%) (0%) (100%)

영업판매
0 3 2 0 4

(0%) (75%) (50%) (0%) (100%)

경비청소
0 1 1 0 2

(0%) (50%) (50%) (0%) (100%)
이용숙박여행오
락스포츠

3 10 4 0 14
(21.4%) (71.4%) (28.6%) (0%) (100%)

음식서비스
1 6 0 0 6

(16.7%) (100%) (0%) (0%) (100%)

건설
8 50 32 1 71

(11.3%) (70.4%) (45.1%) (1.4%) (100%)

광업자원
1 5 3 0 6

(16.7%) (83.3%) (50%) (0%) (100%)

기계
6 57 32 2 73

(8.2%) (78.1%) (43.8%) (2.7%) (100%)

재료
0 13 6 0 18

(0%) (72.2%) (33.3%) (0%) (100%)

화학
0 5 5 0 7

(0%) (71.4%) (71.4%) (0%) (100%)

섬유의복
1 6 3 0 8

(12.5%) (75%) (37.5%) (0%) (100%)

전기전자
5 41 18 0 46

(10.9%) (89.1%) (39.1%) (0%) (100%)

정보통신
4 30 16 1 38

(10.5%) (78.9%) (42.1%) (2.6%) (100%)

식품가공
0 4 1 0 4

(0%) (100%) (25%) (0%) (100%)
인쇄목재가구공

예
0 11 4 0 13

(0%) (84.6%) (30.8%) (0%) (100%)

농립어업
1 15 6 0 19

(5.3%) (78.9%) (31.6%) (0%) (100%)

안전관리
1 15 11 0 19

(5.3%) (78.9%) (57.9%) (0%) (100%)

환경에너지
2 23 20 1 36

(5.6%) (63.9%) (55.6%) (2.8%) (100%)

전체
46 355 187 5 455

(10.1%) (78%) (41.1%) (1.1%) (100%)
주) 본 문항은 중복응답을 실시하였으므로, 퍼센트 및 합계는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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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분야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경영·회계·사무 등 15개 분야 담당자
는 자격 갱신 시 적절 방법으로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는 의견

이 가장 많았음.

구분
자격 갱신 시 적절 방법

합계
재시험 보수교육 경력심사 기타

업무경
력

5년이하
2 6 3 2 10

(20%) (60%) (30%) (20%) (100%)

6년이상~10년
이하

1 6 5 0 10

(10%) (60%) (50%) (0%) (100%)

11년이상~15년
이하

1 2 1 1 5

(20%) (40%) (20%) (20%) (100%)

16년이상~20년
이하

1 2 2 0 3

(33.3%) (66.7%) (66.7%) (0%) (100%)

21년이상
0 1 0 0 1

(0%) (100%) (0%) (0%) (100%)

전체
5 17 11 3 29

(17.2%) (58.6%) (37.9%) (10.3%) (100%)

주) 본 문항은 중복응답을 실시하였으므로, 퍼센트 및 합계는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표 Ⅳ-69> 공단 관계자 업무경력별 자격갱신시적정 방법 인식

구분
자격 갱신 시 적절 방법

합계
재시험 보수교육 경력심사 기타

담당
분야

경영·회계·사무
1 4 2 0 6

(16.7%) (66.7%) (33.3%) (0%) (100%)

법률·경찰·소방·
교도·국방

0 0 1 0 1

(0%) (0%) (100%) (0%) (100%)

보건·의료
0 0 1 0 1

(0%) (0%) (100%) (0%) (100%)

사회복지·종교
0 0 1 0 1

(0%) (0%) (100%) (0%) (100%)

문화·예술·디자
인·방송

0 1 0 1 2

(0%) (50%) (0%) (50%) (100%)

운전·운송
0 2 1 0 2

(0%) (100%) (50%) (0%) (100%)

<표 Ⅳ-70> 공단 관계자 담당분야별 자격갱신시적정 방법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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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격 갱신 시 적절 방법

합계
재시험 보수교육 경력심사 기타

영업·판매
0 1 0 0 1

(0%) (100%) (0%) (0%) (100%)

경비·청소
0 0 1 0 1

(0%) (0%) (100%) (0%) (100%)

이용·숙박·여행·
오락·스포츠

0 2 0 0 2

(0%) (100%) (0%) (0%) (100%)

음식 서비스
0 2 1 0 2

(0%) (100%) (50%) (0%) (100%)

건설
0 5 4 0 7

(0%) (71.4%) (57.1%) (0%) (100%)

기계
1 4 1 1 7

(14.3%) (57.1%) (14.3%) (14.3%) (100%)

재료
1 1 0 0 2

(50%) (50%) (0%) (0%) (100%)

화학
1 1 0 0 1

(100%) (100%) (0%) (0%) (100%)

섬유·의복
0 0 1 0 1

(0%) (0%) (100%) (0%) (100%)

전기·전자
2 2 1 1 5

(40%) (40%) (20%) (20%) (100%)

식품가공
0 0 1 0 1

(0%) (0%) (100%) (0%) (100%)

인쇄·목재·가구·
공예

0 2 1 0 2

(0%) (100%) (50%) (0%) (100%)

농림어업
0 3 0 0 3

(0%) (100%) (0%) (0%) (100%)

안전관리
1 2 1 1 3

(33.3%) (66.7%) (33.3%) (33.3%) (100%)

환경·에너지
1 2 1 0 2

(50%) (100%) (50%) (0%) (100%)

담당 종목이
없는 업무 수행

0 0 0 1 1

(0%) (0%) (0%) (100%) (100%)

전체
5 17 11 3 29

(17.2%) (58.6%) (37.9%) (10.3%) (100%)

주) 본 문항은 중복응답을 실시하였으므로, 퍼센트 및 합계는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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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교육을 활용한 갱신 제도 도입 시 적정 보수교육 시간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현장 전문가는 평균 22.5시간으로 공단 관계자는 평균 17,1시간에 비하

여 적정 보수 교육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장 전문가와 공단 관계

자 모두 8시간 이하, 8시간 초과 16시간 이하 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음.

❍ 현장 전문가는 8시간 초과 16시간 이하 응답이 29.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8시간 이하(29.2%), 24시간 초과 40시간 이하(19.1%) 등의 순

이었음.

❍ 공단 관계자는 8시간 이하 및 8시간 초과 16시간 이하 응답이 각각 32.1%
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16시간 초과 24시간 이하 및 24시간 초과

40시간 이하가 각각 17.9%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Ⅳ-12] 자격 갱신 시 적정 보수 교육 시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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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전문가의 학력, 업무경력, 소속기관 유형별로 적정 보수교육 시간 인식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학력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석사졸업을 제외하고 모두 자격 갱신 시
적정 보수교육 시간으로 8시간 초과 16시간 이하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업무경력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10년 이하, 31년 이상 40년 이하,

41년 이상 50년 이하는 자격 갱신 시 적정 보수교육 시간으로 8시간 초과

16시간 이하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대체적으로 경력이 많을수록 자격 갱신에 필요한 적정 보수교육 시간을 더
짧게 응답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구분

자격 갱신 시 적정 보수교육 시간

합계8시간
이하

8시간
초과
16시간
이하

16시간
초과
24시간
이하

24시간
초과
40시간
이하

40시간
초과
100시간
이하

100시간
초과

학력

고졸이하
3 3 0 0 1 0 7

(42.9%) (42.9%) (0%) (0%) (14.3%) (0%) (100%)

전문대졸
업

6 11 3 2 0 0 22

(27.3%) (50%) (13.6%) (9.1%) (0%) (0%) (100%)

4년제졸
업

20 24 18 16 3 2 83

(24.1%) (28.9%) (21.7%) (19.3%) (3.6%) (2.4%) (100%)

석사졸업
44 28 14 33 8 1 128

(34.4%) (21.9%) (10.9%) (25.8%) (6.3%) (0.8%) (100%)

박사졸업
52 62 33 32 13 1 193

(26.9%) (32.1%) (17.1%) (16.6%) (6.7%) (0.5%) (100%)

전체
125 128 68 83 25 4 433

(28.9%) (29.6%) (15.7%) (19.2%) (5.8%) (0.9%) (100%)

<표 Ⅳ-71> 현장 전문가 학력별 자격갱신시적정보수교육시간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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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유형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산업체와 연구기관은 자격 갱신에 필
요한 적정 보수교육 시간으로 8시간 이하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

았으며, 교육기관의 경우 8시간 초과 16시간 이하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

이 가장 많았음.

❍ 공공기관의 경우 8시간 이하, 8시간 초과 16이하, 24시간 초과 40시간 이
하 등 응답의 비중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음.

구분

자격 갱신 시 적정 보수교육 시간

합계8시간
이하

8시간
초과
16시간
이하

16시간
초과
24시간
이하

24시간
초과
40시간
이하

40시간
초과
100시간
이하

100시간
초과

업무
경력

10년이하
1 4 3 3 1 0 12

(8.3%) (33.3%) (25%) (25%) (8.3%) (0%)
(100%

)

11년이상~
20년이하

15 23 23 32 11 1 105

(14.3%) (21.9%) (21.9%) (30.5%)
(10.5%

)
(1%)

(100%
)

21년이상~
30년이하

63 51 25 29 7 1 176

(35.8%) (29%) (14.2%) (16.5%) (4%) (0.6%)
(100%

)

31년이상~
40년이하

43 43 16 19 6 2 129

(33.3%) (33.3%) (12.4%) (14.7%) (4.7%) (1.6%)
(100%

)

41년이상~
50년이하

5 6 1 0 0 0 12

(41.7%) (50%) (8.3%) (0%) (0%) (0%)
(100%

)

전체
127 127 68 83 25 4 434

(29.3%) (29.3%) (15.7%) (19.1%) (5.8%) (0.9%)
(100%

)

<표 Ⅳ-72> 현장 전문가 업무경력별 자격갱신시적정보수교육시간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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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분야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경영·회계·사무 등 10개 분야 전문가
는 자격 갱신에 필요한 적정 보수교육을 8시간 이하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

이 가장 많았으며, 금융보험, 교육·자연과학·사회과학 등 13개 분야 전문가

는 8시간 초과 16시간 이하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구분

자격 갱신 시 적정 보수교육 시간

합계
8시간 이하

8시간 초과
16시간
이하

16시간
초과
24시간
이하

24시간
초과
40시간
이하

40시간
초과
100시간
이하

100시간
초과

직무
분야

사업관리
3 4 6 3 0 0 16

(18.8%) (25%) (37.5%) (18.8%) (0%) (0%) (100%)

경영회계사무
7 3 5 4 4 1 24

(29.2%) (12.5%) (20.8%) (16.7%) (16.7%) (4.2%) (100%)

금융보험
3 3 2 1 0 0 9

(33.3%) (33.3%) (22.2%) (11.1%) (0%) (0%) (100%)

교육자연과학
사회과학

6 8 3 1 4 0 22

(27.3%) (36.4%) (13.6%) (4.5%) (18.2%) (0%) (100%)

법률경찰소방
교도국방

2 1 3 1 1 0 8

(25%) (12.5%) (37.5%) (12.5%) (12.5%) (0%) (100%)

보건의료
0 2 0 0 0 0 2

(0%) (100%) (0%) (0%) (0%) (0%) (100%)

<표 Ⅳ-74> 현장 전문가 직무분야별 자격갱신시적정보수교육시간인식

구분

자격 갱신 시 적정 보수교육 시간

합계
8시간 이하

8시간 초과
16시간 이하

16시간 초과
24시간 이하

24시간 초과
40시간 이하

40시간
초과
100시간
이하

100시간
초과

소속기
관

산업체
65 50 32 43 7 2 199

(32.7%) (25.1%) (16.1%) (21.6%) (3.5%) (1%) (100%)

연구기관
8 7 2 4 1 0 22

(36.4%) (31.8%) (9.1%) (18.2%) (4.5%) (0%) (100%)

공공기관
7 7 6 7 4 0 31

(22.6%) (22.6%) (19.4%) (22.6%) (12.9%) (0%) (100%)

교육기관
43 57 26 27 13 2 168

(25.6%) (33.9%) (15.5%) (16.1%) (7.7%) (1.2%) (100%)

기타
3 6 2 2 0 0 13

(23.1%) (46.2%) (15.4%) (15.4%) (0%) (0%) (100%)

전체
126 127 68 83 25 4 433

(29.1%) (29.3%) (15.7%) (19.2%) (5.8%) (0.9%) (100%)

<표 Ⅳ-73> 현장 전문가 기관유형별 자격갱신시적정보수교육시간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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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격 갱신 시 적정 보수교육 시간

합계
8시간 이하

8시간 초과
16시간
이하

16시간
초과
24시간
이하

24시간
초과
40시간
이하

40시간
초과
100시간
이하

100시간
초과

사회복지종교
1 2 1 4 0 0 8

(12.5%) (25%) (12.5%) (50%) (0%) (0%) (100%)
문화예술디자
인방송

6 4 5 5 0 0 20
(30%) (20%) (25%) (25%) (0%) (0%) (100%)

운전운송
1 7 1 1 0 0 10

(10%) (70%) (10%) (10%) (0%) (0%) (100%)

영업판매
0 0 3 1 0 0 4

(0%) (0%) (75%) (25%) (0%) (0%) (100%)

경비청소
1 1 0 0 0 0 2

(50%) (50%) (0%) (0%) (0%) (0%) (100%)
이용숙박여행
오락스포츠

1 7 2 2 2 0 14
(7.1%) (50%) (14.3%) (14.3%) (14.3%) (0%) (100%)

음식서비스
4 0 0 2 0 0 6

(66.7%) (0%) (0%) (33.3%) (0%) (0%) (100%)

건설
9 18 13 20 4 2 66

(13.6%) (27.3%) (19.7%) (30.3%) (6.1%) (3%) (100%)

광업자원
2 0 3 1 0 0 6

(33.3%) (0%) (50%) (16.7%) (0%) (0%) (100%)

기계
28 29 6 6 2 0 71

(39.4%) (40.8%) (8.5%) (8.5%) (2.8%) (0%) (100%)

재료
6 8 1 0 2 0 17

(35.3%) (47.1%) (5.9%) (0%) (11.8%) (0%) (100%)

화학
1 2 2 1 0 0 6

(16.7%) (33.3%) (33.3%) (16.7%) (0%) (0%) (100%)

섬유의복
3 3 0 1 0 0 7

(42.9%) (42.9%) (0%) (14.3%) (0%) (0%) (100%)

전기전자
15 14 8 6 2 0 45

(33.3%) (31.1%) (17.8%) (13.3%) (4.4%) (0%) (100%)

정보통신
12 6 4 10 1 1 34

(35.3%) (17.6%) (11.8%) (29.4%) (2.9%) (2.9%) (100%)

식품가공
3 0 1 0 0 0 4

(75%) (0%) (25%) (0%) (0%) (0%) (100%)
인쇄목재가구
공예

6 2 1 4 0 0 13
(46.2%) (15.4%) (7.7%) (30.8%) (0%) (0%) (100%)

농립어업
3 5 2 5 1 0 16

(18.8%) (31.3%) (12.5%) (31.3%) (6.3%) (0%) (100%)

안전관리
6 6 4 2 0 0 18

(33.3%) (33.3%) (22.2%) (11.1%) (0%) (0%) (100%)

환경에너지
7 13 4 6 2 0 32

(21.9%) (40.6%) (12.5%) (18.8%) (6.3%) (0%) (100%)

전체
126 128 68 82 25 4 433

(29.1%) (29.6%) (15.7%) (18.9%) (5.8%) (0.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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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관계자 역시 업무 경력과 담당분야별로 적정 보수교육 시간 인식에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업무경력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5년 이하, 11년 이상 15년 이하는 자
격 갱신에 필요한 적정 보수교육으로 8시간 이하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반면, 그 외 6년 이상 10년 이하, 16년 이상 20년 이하, 21년 이상은 8시
간 초과 16시간 이하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직무분야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경영·회계·사무, 법률·경찰·소방·교도·
국방 등 11개 분야 담당자는 자격 갱신시 필요한 적정 보수교육 시간으로 8

시간 이하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반면 경영·회계·사무, 운전·운송 등 9개 분야는 8시간 초과 16시간 이하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구분
자격 갱신 시 적정 보수교육 시간

합계
8시간 이하

8시간 초과
16시간 이하

16시간 초과
24시간 이하

24시간 초과
40시간 이하

업무
경력

5년이하
3 2 2 2 9

(33.3%) (22.2%) (22.2%) (22.2%) (100%)

6년이상~10년
이하

2 3 3 2 10

(20%) (30%) (30%) (20%) (100%)

11년이상~15년
이하

3 1 0 1 5

(60%) (20%) (0%) (20%) (100%)

16년이상~20년
이하

1 2 0 0 3

(33.3%) (66.7%) (0%) (0%) (100%)

21년이상
0 1 0 0 1

(0%) (100%) (0%) (0%) (100%)

전체
9 9 5 5 28

(32.1%) (32.1%) (17.9%) (17.9%) (100%)

<표 Ⅳ-75> 공단 관계자 업무경력별 자격갱신시적정보수교육시간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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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격 갱신 시 적정 보수교육 시간

합계
8시간 이하 8시간 초과

16시간 이하
16시간 초과
24시간 이하

24시간 초과
40시간 이하

담당
분야

경영·회계·사무
2 2 1 1 6

(33.3%) (33.3%) (16.7%) (16.7%) (100%)
법률·경찰·소방·
교도·국방

1 0 0 0 1
(100%) (0%) (0%) (0%) (100%)

보건·의료
0 0 0 1 1

(0%) (0%) (0%) (100%) (100%)

사회복지·종교
0 0 0 1 1

(0%) (0%) (0%) (100%) (100%)
문화·예술·디자인

·방송
0 0 1 0 1

(0%) (0%) (100%) (0%) (100%)

운전·운송
1 1 0 0 2

(50%) (50%) (0%) (0%) (100%)

영업·판매
0 0 1 0 1

(0%) (0%) (100%) (0%) (100%)

경비·청소
1 0 0 0 1

(100%) (0%) (0%) (0%) (100%)
이용·숙박·여행·
오락·스포츠

0 2 0 0 2
(0%) (100%) (0%) (0%) (100%)

음식 서비스
1 1 0 0 2

(50%) (50%) (0%) (0%) (100%)

건설
1 5 0 1 7

(14.3%) (71.4%) (0%) (14.3%) (100%)

기계
1 3 2 1 7

(14.3%) (42.9%) (28.6%) (14.3%) (100%)

재료
1 0 1 0 2

(50%) (0%) (50%) (0%) (100%)

화학
0 1 0 0 1

(0%) (100%) (0%) (0%) (100%)

섬유·의복
1 0 0 0 1

(100%) (0%) (0%) (0%) (100%)

전기·전자
2 1 1 1 5

(40%) (20%) (20%) (20%) (100%)

식품가공
0 0 0 1 1

(0%) (0%) (0%) (100%) (100%)
인쇄·목재·가구·

공예
1 0 1 0 2

(50%) (0%) (50%) (0%) (100%)

농림어업
1 1 1 0 3

(33.3%) (33.3%) (33.3%) (0%) (100%)

안전관리
1 1 0 1 3

(33.3%) (33.3%) (0%) (33.3%) (100%)

환경·에너지
0 0 1 1 2

(0%) (0%) (50%) (50%) (100%)
담당 종목이
없는 업무 수행

0 0 0 1 1
(0%) (0%) (0%) (100%) (100%)

전체
9 9 5 5 28

(32.1%) (32.1%) (17.9%) (17.9%) (100%)

<표 Ⅳ-76> 공단 관계자 담당분야별 자격갱신시적정보수교육시간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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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기술자격 검정 혁신

가. 국가기술자격 검정 방법 관련

❑ 국가기술자격에서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실기시험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현장 전문가는 대체적으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반면, 공단 관계자는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장 전문가는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실기시험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7.3%
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매우 필요하다(25.0%), 보통이다(18.2%),

필요하지 않다(8.4%), 전혀 필요하지 않다(1.2%) 등의 순이었음.

❍ 공단 관계자는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실기시험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35.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28.6%), 전혀 필요하지 않

다(21.4%), 필요하다(10.7%), 매우 필요하다(3.6%)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Ⅳ-13] 포트폴리오 활용 실기시험 필요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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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전문가는 전반적으로 학력별, 업무경력별, 기관유형별, 직무분야별 포트폴
리오를 활용한 실기시험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

❍ 학력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실기시험
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고졸이하가 4.25점으로 필요성

인식 수준이 가장 높았음.

❍ 업무경력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실기
시험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11년 이상 20년 이하가

3.87점으로 포트폴리오 활용 실기시험 필요성 인식 수준이 가장 높았음.

구분
포트폴리오 활용 실기시험 필요성

합계
평균 표준편차

학력

고졸이하 4.25 0.463 8

전문대졸업 3.73 1.077 22

4년제졸업 3.92 0.887 88

석사졸업 3.88 0.902 134

박사졸업 3.74 0.937 209

전체 3.82 0.920 461
주 1) 1점(전혀 필요하지 않다) ~ 5점(매우 필요하다)으로 환산하여 평균값을 제시
주 2) 합계는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표 Ⅳ-77> 현장 전문가 학력별 포트폴리오 활용 실기시험 필요성 인식

구분
포트폴리오 활용 실기시험 필요성

합계
평균 표준편차

업무경력

10년이하 3.83 0.718 12
11년이상~20년이하 3.87 0.865 112
21년이상~30년이하 3.85 0.942 190
31년이상~40년이하 3.78 0.948 133
41년이상~50년이하 3.38 0.961 13
전체 3.82 0.921 460

주 1) 1점(전혀 필요하지 않다) ~ 5점(매우 필요하다)으로 환산하여 평균값을 제시
주 2) 합계는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표 Ⅳ-78> 현장 전문가 업무경력별 포트폴리오 활용 실기시험 필요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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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유형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실기
시험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연구기관이 4.09점으로 포

트폴리오 활용 실기시험 필요성 인식 수준이 가장 높았음.

❍ 직무분야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실기
시험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사업관리(4.16), 보건의료

(4.00), 문화·예술·디자인·방송(4.00), 섬유의복(4.00), 식품가공(4.00) 등

의 분야에서 포트폴리오 활용 실기시험 필요성 인식 수준이 매우 높았음.

구분
포트폴리오 활용 실기시험 필요성

합계
평균 표준편차

소속
기관

산업체 3.87 0.862 213

연구기관 4.09 0.668 23

공공기관 3.79 0.880 34

교육기관 3.74 0.999 178

기타 4.00 0.816 13

전체 3.83 0.911 461

주 1) 1점(전혀 필요하지 않다) ~ 5점(매우 필요하다)으로 환산하여 평균값을 제시
주 2) 합계는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표 Ⅳ-79> 현장 전문가 기관유형별 포트폴리오 활용 실기시험 필요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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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포트폴리오 활용 실기시험 필요성

합계
평균

직무
분야

사업관리 4.16 19

경영회계사무 4.00 24

금융보험 3.89 9

교육자연과학사회과학 3.83 23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3.63 8

보건의료 4.00 2

사회복지종교 3.88 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4.00 22

운전운송 3.80 10

영업판매 3.75 4

경비청소 3.50 2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3.86 14

음식서비스 3.83 6

건설 3.74 72

광업자원 3.83 6

기계 3.87 75

재료 3.28 18

화학 3.86 7

섬유의복 4.00 8

전기전자 3.79 47

정보통신 3.84 38

식품가공 4.00 4

인쇄목재가구공예 3.92 13

농립어업 3.58 19

안전관리 3.89 19

환경에너지 3.92 37

전체 3.84 461

주 1) 1점(전혀 필요하지 않다) ~ 5점(매우 필요하다)으로 환산하여 평균값을 제시
주 2) 합계는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주 3) 직무분야 항목은 복수응답으로 실시하였으므로, 표준편차는 제시하지 않았음

<표 Ⅳ-80> 현장 전문가 직무분야별 포트폴리오 활용 실기시험 필요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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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관계자는 업무경력이 21년 이상, 분야별로는 식품가공, 환경에너지 분야
에서 포트폴리오 활용 실기시험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

❍ 업무경력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21년 이상이 4.00점으로 포트폴리오
활용 실기시험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였으며, 그 외 경력별로는 포트폴

리오 활용 실기시험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음.

❍ 직무분야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식품가공 분야(4.00), 환경 에너지 분
야(3.50)의 담당자는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실기시험 필요성 인식 수준이 높

게 나타난 반면, 그 이외의 분야에서는 포트폴리오 활용 실기시험 필요성을

전반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음.

구분
포트폴리오 활용 실기시험 필요성

합계
평균 표준편차

업무경력

5년이하 2.56 1.236 9

6년이상~10년이하 2.40 1.075 10

11년이상~15년이하 2.00 0.707 5

16년이상~20년이하 2.00 1.000 3

21년이상 4.00 - 1

전체 2.39 1.066 28

주 1) 1점(전혀 필요하지 않다) ~ 5점(매우 필요하다)으로 환산하여 평균값을 제시
주 2) 합계는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표 Ⅳ-81> 공단 관계자 업무경력별 포트폴리오 활용 실기시험 필요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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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관계자에 대해 포트폴리오 검정이 요구되는 종목에 대해 개방형으로 조사
한 결과, 조리, 디자인, 의류·섬유, 사진, 전자출판 등과 관련된 종목에 대해

포트폴리오 활용 검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구분
포트폴리오 활용 실기시험 필요성

합계
평균

직무
분야

경영회계사무 2.50 6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3.00 1

보건의료 3.00 1

사회복지종교 3.00 1

문화예술디자인방송 2.50 2

운전운송 3.00 2

영업판매 3.00 1

경비청소 2.00 1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2.50 2

음식서비스 2.00 2

건설 2.57 7

기계 2.71 7

재료 2.50 2

화학 3.00 1

섬유의복 2.00 1

전기전자 2.25 4

식품가공 4.00 1

인쇄목재가구공예 2.50 2

농립어업 1.67 3

안전관리 2.00 3

환경에너지 3.50 2

담당 종목이 없는 업무 수행 1.00 1

전체 2.39 28
주 1) 1점(전혀 필요하지 않다) ~ 5점(매우 필요하다)으로 환산하여 평균값을 제시
주 2) 합계는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주 3) 직무분야 항목은 복수응답으로 실시하였으므로, 표준편차는 제시하지 않았음

<표 Ⅳ-82> 공단 관계자 직무분야별 포트폴리오 활용 실기시험 필요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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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목명

기능장 · 조리기능장

기사

· 시각디자인기사 · 의류기사

· 제품디자인기사 · 섬유기사

· 컬러리스트기사 ·

산업기사

· 조리산업기사(한식) · 섬유산업기사

· 조리산업기사(양식) · 한복산업기사

· 조리산업기사(중식) · 제품디자인산업기사

· 조리산업기사(복어) · 시각디자인산업기사

· 패션디자인산업기사

기능사 · 사진기능사 · 전자출판기능사

<표 Ⅳ-83> 포트폴리오 활용 검정 필요 종목공단 관계자 응답자의 인식

❑ 국가기술자격에서 e-평가 시스템에 대한 도입 방안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현장 전문가와 공단 관계자 모두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e-평가 도입, 필기시험

동비 방안에 대하여 적절하다는 의견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음.

❍ 현장 전문가는 국가시험에 e-평가 도입, 필기시험 도입, 가능한 많은 종목

도입, 포트폴리오 적용 종목에 e-포트폴리오 도입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적

절하다는 응답의 비중이 더 높았으며, 필기/실기 시험 도입, 일부 검정 인원

많은 종목 도입 등 2개 항목의 경우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 공단 관계자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e-평가 도입, 필기시험 도입 등 2개 항
목에 대하여 적절하다는 응답의 비중이 더 높았으며, 그 외 항목에 대해서는

보통수준 및 부적절한 수준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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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4] e-평가 시스템의 도입 적정 방안 인식

❑ 현장 전문가는 학력, 업무경력, 기관유형, 직무분야별로 전반적으로 가능한 많
은 종목에 e-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의 적절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

었음.

❍ 학력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가능한 많은 종목에 e-평가 시
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의 적절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4점대), 그

중에서도 전문대졸업이 4.23점으로 적절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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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경력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41년 이상 경력자는 포트폴리오 적용
종목에 e-포트폴리오 도입을 가장 높게 인식하는 반면, 그 외 경력별로는 가

능한 많은 종목에 e-평가 시스템을 도입 적절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

으며, 그 중에서도 11년 이상 20년 이하가 4.23점으로 적절성 인식 수준이

가장 높았음.

구분

e-평가 시스템의 도입 적정 방안

e-평가
도입

필기
도입

필기/실기
도입

일부
검정인원
많은
종목도입

가능한
많은 종목
도입

포트폴리오
적용종목에
e-포트폴리오
도입

학력

고졸이하
3.50
(1.195)

2.75
(1.488)

2.75
(1.165)

2.29
(1.113)

4.00
(-)

4.00
(0.756)

전문대졸업
3.57
(1.028)

3.57
(1.028)

3.05
(1.024)

2.81
(1.078)

4.23
(0.813)

3.68
(1.041)

4년제졸업
3.71
(0.931)

3.61
(1.030)

2.82
(1.077)

2.99
(1.081)

4.11
(0.877)

3.80
(0.860)

석사졸업
3.64
(1.065)

3.52
(1.175)

2.91
(1.158)

2.90
(1.126)

4.22
(0.732)

3.93
(0.898)

박사졸업
3.56
(1.084)

3.43
(1.209)

2.90
(1.226)

2.86
(1.141)

4.03
(0.955)

3.61
(1.042)

전체
3.61
(1.047)

3.48
(1.166)

2.89
(1.166)

2.89
(1.121)

4.11
(0.866)

3.75
(0.971)

주 1) 1점(전혀 필요하지 않다) ~ 5점(매우 필요하다)으로 환산하여 평균값을 제시
주 2)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를 의미함

<표 Ⅳ-84> 현장 전문가 학력별 e-평가 시스템의 도입 적정 방안 인식

구분

e-평가 시스템의 도입 적정 방안 인식

e-평가
도입

필기
도입

필기/실기
도입

일부
검정인원
많은
종목도입

가능한
많은 종목
도입

포트폴리오
적용종목에
e-포트폴리오
도입

업무
경력

10년이하
3.50
(1.087)

3.58
(1.165)

3.25
(1.215)

3.17
(1.030)

4.08
(1.084)

3.83
(1.030)

11년이상~20년이하
3.70
(1.021)

3.33
(1.131)

2.92
(1.182)

2.81
(1.058)

4.23
(0.747)

3.82
(0.979)

21년이상~30년이하
3.63
(1.044)

3.53
(1.165)

2.89
(1.185)

2.84
(1.106)

4.03
(0.948)

3.65
(0.984)

<표 Ⅳ-85> 현장 전문가 업무경력별 e-평가 시스템의 도입 적정 방안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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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유형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가능한 많은 종목에 e-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의 적절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4점대), 그 중에서

도 연구기관이 4.35점으로 적절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

구분

e-평가 시스템의 도입 적정 방안 인식

e-평가
도입

필기
도입

필기/실기
도입

일부
검정인원
많은
종목도입

가능한
많은 종목
도입

포트폴리오
적용종목에
e-포트폴리오
도입

31년이상~40년이하
3.56
(1.021)

3.58
(1.171)

2.87
(1.120)

3.02
(1.169)

4.15
(0.802)

3.78
(0.948)

41년이상~50년이하
2.92
(1.443)

2.92
(1.379)

2.33
(1.073)

2.50
(1.168)

3.85
(0.899)

4.00
(0.913)

전체
3.63
(1.047)

3.48
(1.167)

2.89
(1.164)

2.88
(1.114)

4.11
(0.865)

3.75
(0.972)

주 1) 1점(전혀 필요하지 않다) ~ 5점(매우 필요하다)으로 환산하여 평균값을 제시
주 2)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를 의미함

구분

e-평가 시스템의 도입 적정 방안

e-평가
도입

필기
시험
도입

필기/실기
도입

일부
검정인원
많은
종목도입

가능한
많은 종목
도입

포트폴리오
적용종목에
e-포트폴리오
도입

소속
기관

산업체
3.50
(1.087)

3.38
(1.165)

2.86
(1.215)

2.69
(1.030)

4.10
(1.084)

3.75
(1.030)

연구기관
3.86
(1.021)

3.59
(1.131)

3.09
(1.182)

3.18
(1.058)

4.35
(0.747)

3.74
(0.979)

공공기관
3.82
(1.044)

3.62
(1.165)

2.59
(1.185)

2.94
(1.106)

3.97
(0.948)

3.94
(0.984)

교육기관
3.63
(1.021)

3.57
(1.171)

2.95
(1.120)

3.07
(1.169)

4.12
(0.802)

3.71
(0.948)

기타
4.15
(1.443)

3.77
(1.379)

3.00
(1.073)

2.92
(1.168)

4.31
(0.899)

3.92
(0.913)

전체
3.61
(1.047)

3.49
(1.167)

2.89
(1.164)

2.89
(1.114)

4.12
(0.865)

3.75
(0.972)

주 1) 1점(전혀 필요하지 않다) ~ 5점(매우 필요하다)으로 환산하여 평균값을 제시
주 2)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를 의미함

<표 Ⅳ-86> 현장 전문가 기관유형별 e-평가 시스템의 도입 적정 방안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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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음식서비스와 광업자원 분야를 제외한 모
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가능한 많은 종목에 e-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의

적절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구분

e-평가 시스템의 도입 적정 방안

e-평가
도입

필기
시험
도입

필기/실기
도입

일부
검정인원
많은
종목도입

가능한
많은 종목
도입

포트폴리오
적용종목에
e-포트폴리오
도입

직무
분야

사업관리 3.16 3.32 2.53 2.63 4.21 3.74
경영회계사무 3.61 3.30 3.22 3.04 4.13 3.75
금융보험 4.00 3.89 3.11 2.67 4.22 3.89

교육자연과학사
회과학

3.78 3.57 3.57 3.17 4.39 4.13

법률경찰소방교
도국방

3.25 3.38 2.63 2.75 4.13 4.13

보건의료 4.00 4.00 2.00 3.00 5.00 4.50
사회복지종교 4.13 3.75 3.00 3.25 4.13 3.38
문화예술디자인

방송
3.45 3.82 2.64 2.95 4.00 3.95

운전운송 4.00 3.70 2.60 2.70 4.10 3.60
영업판매 3.75 2.25 4.00 3.50 4.25 4.00
경비청소 3.50 3.00 3.00 3.00 3.50 3.50

이용숙박여행오
락스포츠

3.69 3.64 2.92 2.62 4.21 4.00

음식서비스 4.50 3.60 3.00 2.40 4.33 3.33
건설 3.35 3.25 3.02 2.64 4.15 3.65
광업자원 3.83 4.17 3.17 3.00 4.00 3.67
기계 3.64 3.69 2.67 3.08 4.11 3.67
재료 3.22 3.44 3.00 2.83 4.28 3.83
화학 3.43 3.71 3.14 3.14 3.86 3.71
섬유의복 3.29 3.57 3.38 3.57 4.25 4.13
전기전자 3.77 3.70 2.91 2.93 4.21 3.77
정보통신 3.71 3.29 2.82 2.76 3.97 3.55
식품가공 3.75 3.50 3.25 2.50 4.00 3.50

인쇄목재가구공예 3.15 3.31 2.69 2.62 4.31 4.00
농립어업 3.47 3.21 2.89 3.00 4.05 3.95
안전관리 3.26 3.26 2.47 2.84 4.00 3.74
환경에너지 3.56 3.31 2.77 3.03 4.03 3.70
전체 3.61 3.49 2.89 2.88 4.11 3.75

주 1) 1점(전혀 필요하지 않다) ~ 5점(매우 필요하다)으로 환산하여 평균값을 제시

<표 Ⅳ-87> 현장 전문가 직무분야별 e-평가 시스템의 도입 적정 방안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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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관계자는 업무경력이 많을수록 다양한 종목과 시험에 e-평가 시스템을 도
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은 반면, 분야별로는 다소 상이하게 나

타났으나, 필기시험에만 e-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

견이 많았음.

❍ 업무경력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e-평가 시스템의 도입 적절
성의 인식을 제외하고는, 5년 이하는 일부 검정인원이 많은 종목에 도입, 6

년 이상 15년 이하는 필기시험에만 도입, 16년 이상은 필기/실기에 도입 및

가능한 많은 종목에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음.

❍ 분야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경영·회계·사무 등 9개의 분야 담당자들은
필기시험에만 e-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음.

구분

e-평가 시스템의 도입 적정 방안

e-평가
도입

필기
시험 도입

필기/실기
도입

일부
검정인원
많은
종목도입

가능한
많은 종목
도입

포트폴리오
적용종목에
e-포트폴리오
도입

업무
경력

5년이하
3.70
(1.337)

3.11
(1.616)

3.00
(1.500)

3.22
(1.394)

3.00
(1.500)

2.78
(1.394)

6년이상~10년이하
3.30
(0.949)

3.10
(1.197)

2.60
(1.350)

2.00
(0.943)

2.90
(1.197)

2.50
(1.434)

11년이상~15년이하
2.80
(0.837)

3.40
(1.517)

1.60
(0.548)

2.60
(1.140)

2.20
(0.837)

2.20
(1.304)

16년이상~20년이하
3.00
(2.828)

2.50
(2.121)

2.50
(2.121)

2.00
(1.414)

3.00
(2.828)

2.50
(2.121)

21년이상
4.00
(-)

2.00
(-)

4.00
(-)

2.00
(-)

4.00
(-)

3.00
(-)

전체
3.36
(1.193)

3.07
(1.385)

2.59
(1.366)

2.52
(1.221)

2.85
(1.322)

2.56
(1.340)

주 1) 1점(전혀 필요하지 않다) ~ 5점(매우 필요하다)으로 환산하여 평균값을 제시
주 2)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를 의미함

<표 Ⅳ-88> 공단 관계자 업무경력별 e-평가 시스템의 도입 적정 방안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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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평가 시스템의 도입 적정 방안

e-평가
도입

필기
시험
도입

필기/실기
도입

일부
검정인원
많은
종목도입

가능한
많은
종목
도입

포트폴리오
적용종목에
e-포트폴리오
도입

직무
분야

경영회계사무 4.00 3.67 2.83 2.83 3.50 2.67

법률경찰소방교
도국방

4.00 4.00 2.00 3.00 3.00 4.00

보건의료 5.00 2.00 5.00 2.00 5.00 5.00

사회복지종교 5.00 2.00 5.00 2.00 5.00 5.00

문화예술디자인
방송

5.00 2.50 4.50 3.50 3.00 2.00

운전운송 4.00 3.50 3.00 3.00 3.50 2.50

영업판매 5.00 4.00 4.00 2.00 5.00 3.00

경비청소 2.00 2.00 2.00 2.00 2.00 2.00

이용숙박여행오
락스포츠

3.50 4.00 2.00 3.00 2.50 2.50

음식서비스 2.50 2.50 2.00 2.00 2.00 2.00

건설 3.00 3.20 2.00 2.00 2.60 2.00

기계 3.29 2.43 2.86 2.00 3.29 2.14

재료 2.50 2.00 1.50 3.00 2.50 3.50

화학 5.00 4.00 4.00 3.00 5.00 4.00

섬유의복 2.00 2.00 2.00 2.00 2.00 2.00

전기전자 3.00 2.80 2.20 2.20 2.80 2.60

식품가공 4.00 4.00 3.00 3.00 3.00 4.00

인쇄목재가구공예 4.50 4.50 3.00 3.00 4.00 2.50

농립어업 4.00 5.00 2.67 3.33 3.00 3.00

안전관리 4.00 4.67 2.33 2.67 3.00 2.33

환경에너지 3.50 3.00 2.00 4.00 3.00 3.00

담당 종목이
없는 업무 수행

1.00 1.00 1.00 1.00 1.00 1.00

전체 3.36 3.07 2.59 2.52 2.85 2.56
주 1) 1점(전혀 필요하지 않다) ~ 5점(매우 필요하다)으로 환산하여 평균값을 제시
주 2) 직무분야 항목은 복수응답으로 실시하였으므로, 표준편차는 제시하지 않았음

<표 Ⅳ-89> 공단 관계자 직무분야별 e-평가 시스템의 도입 적정 방안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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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문항 수 개선 방안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현장 전문
가와 공단 관계자 모두 과목당 20개 문항으로 유지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현장 전문가는 과목당 20개 문항으로 유지하자는 응답이 63.7%로 가장 많
았으며, 그 다음으로 과목당 20개 문항보다 확대(33.8%), 과목당 20개 문

항보다 축소(2.4%) 등의 순이었음.

❍ 공단 관계자는 과목당 20개 문항으로 유지하자는 응답이 62.5%로 가장 많
았으며, 그 다음으로 과목당 20개 문항보다 축소가 37.5% 수준이었음.

[그림 Ⅳ-15] 필기 시험 문항 수 개선 방안 인식

❑ 현장 전문가는 학력, 업무경력, 직무 분야, 소속기관 유형별로 큰 차이 없이 과
목당 20개 문항 유지가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학력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고졸이하를 제외하고 모두 필기시험 문항
을 현행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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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경력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필기시험 문항을 현행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기관유형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필기시험 문항을 현행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구분
필기 시험 문항 수 개선 방안

합계
20개 유지 20개보다 축소 20개보다 확대

학력

고졸이하
2 0 3 5

(40%) (0%) (60%) (100%)

전문대졸업
14 0 4 18

(77.8%) (0%) (22.2%) (100%)

4년제졸업
30 3 19 52

(57.7%) (5.8%) (36.5%) (100%)

석사졸업
62 2 33 97

(63.9%) (2.1%) (34%) (100%)

박사졸업
101 3 52 154

(65.6%) (1.9%) (33.8%) (100%)

전체
209 8 111 326

(64.1%) (2.5%) (34%) (100%)
주) 본 문항은 중복응답을 실시하였으므로, 퍼센트 및 합계는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표 Ⅳ-90> 현장 전문가 학력별 필기시험문항수개선방안인식

구분
필기 시험 문항 수 개선 방안

합계
20개 유지 20개보다 축소 20개보다 확대

업무경
력

10년이하
3 0 1 4

(75%) (0%) (25%) (100%)

11년이상~20년이하
57 1 24 82

(69.5%) (1.2%) (29.3%) (100%)

21년이상~30년이하
90 5 39 134

(67.2%) (3.7%) (29.1%) (100%)

31년이상~40년이하
52 1 42 94

(55.3%) (1.1%) (44.7%) (100%)

41년이상~50년이하
6 0 4 10

(60%) (0%) (40%) (100%)

전체
208 7 110 324

(64.2%) (2.2%) (34%) (100%)
주) 본 문항은 중복응답을 실시하였으므로, 퍼센트 및 합계는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표 Ⅳ-91> 현장 전문가 업무경력별 필기시험문항수개선방안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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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분야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사업관리 등 23개 분야 전문가들은

필기시험 문항을 현행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구분
필기 시험 문항 수 개선 방안

합계
20개 유지 20개보다 축소 20개보다 확대

직무분
야

사업관리
13 1 2 16

(81.3%) (6.3%) (12.5%) (100%)

경영회계사무
10 1 6 17

(58.8%) (5.9%) (35.3%) (100%)

금융보험
4 0 3 7

(57.1%) (0%) (42.9%) (100%)
교육자연과학사회과

학
5 1 7 12

(41.7%) (8.3%) (58.3%) (100%)
법률경찰소방교도국

방
4 0 4 8

(50%) (0%) (50%) (100%)

보건의료
2 0 0 2

(100%) (0%) (0%) (100%)

사회복지종교
5 0 0 5

(100%) (0%) (0%) (100%)

문화예술디자인방송
7 0 4 11

(63.6%) (0%) (36.4%) (100%)

운전운송
4 0 3 7

(57.1%) (0%) (42.9%) (100%)

영업판매
2 0 1 3

(66.7%) (0%) (33.3%) (100%)

경비청소
2 0 0 2

(100%) (0%) (0%) (100%)

<표 Ⅳ-93> 현장 전문가 직무분야별 필기시험문항수개선방안인식

구분
필기 시험 문항 수 개선 방안

합계
20개 유지 20개보다 축소 20개보다 확대

소속기
관

산업체
86 0 53 139

(61.9%) (0%) (38.1%) (100%)

연구기관
13 0 6 19

(68.4%) (0%) (31.6%) (100%)

공공기관
24 0 6 30

(80%) (0%) (20%) (100%)

교육기관
80 7 42 127

(63%) (5.5%) (33.1%) (100%)

기타
5 1 3 9

(55.6%) (11.1%) (33.3%) (100%)

전체
208 8 110 324

(64.2%) (2.5%) (34%) (100%)
주) 본 문항은 중복응답을 실시하였으므로, 퍼센트 및 합계는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표 Ⅳ-92> 현장 전문가 기관유형별 필기시험문항수개선방안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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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관계자는 업무경력과 담당 분야에 따라 20개보다 축소하는 의견과 20개
문항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한 인식 차이가 나타났음.

❍ 업무경력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5년 이하, 11년 이상 15년 이하는

필기시험 문항을 현행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6년 이상

10년 이하의 경우 현행보다 축소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구분
필기 시험 문항 수 개선 방안

합계
20개 유지 20개보다 축소 20개보다 확대

이용숙박여행오락스
포츠

4 1 3 8
(50%) (12.5%) (37.5%) (100%)

음식서비스
4 0 2 6

(66.7%) (0%) (33.3%) (100%)

건설
29 1 14 44

(65.9%) (2.3%) (31.8%) (100%)

광업자원
3 0 1 4

(75%) (0%) (25%) (100%)

기계
32 0 20 51

(62.7%) (0%) (39.2%) (100%)

재료
11 1 3 15

(73.3%) (6.7%) (20%) (100%)

화학
2 0 3 5

(40%) (0%) (60%) (100%)

섬유의복
5 0 1 6

(83.3%) (0%) (16.7%) (100%)

전기전자
19 0 14 33

(57.6%) (0%) (42.4%) (100%)

정보통신
15 0 12 27

(55.6%) (0%) (44.4%) (100%)

식품가공
1 0 2 3

(33.3%) (0%) (66.7%) (100%)

인쇄목재가구공예
6 2 2 10

(60%) (20%) (20%) (100%)

농립어업
8 0 6 14

(57.1%) (0%) (42.9%) (100%)

안전관리
8 0 4 12

(66.7%) (0%) (33.3%) (100%)

환경에너지
23 0 7 30

(76.7%) (0%) (23.3%) (100%)

전체
207 8 111 324

(63.9%) (2.5%) (34.3%) (100%)
주) 본 문항은 중복응답을 실시하였으므로, 퍼센트 및 합계는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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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경영·회계·사무 등 14개 분야 담당자는 필
시 시험 문항 수를 현행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구분
필기 시험 문항 수 개선 방안

합계
20개 유지 20개보다 축소

업무경력

5년이하
6 3 9

(66.7%) (33.3%) (100%)

6년이상~10년이하
2 3 5

(40%) (60%) (100%)

11년이상~15년이하
2 0 2

(100%) (0%) (100%)

전체
10 6 16

(62.5%) (37.5%) (100%)

주) 본 문항은 중복응답을 실시하였으므로, 퍼센트 및 합계는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표 Ⅳ-94> 공단 관계자 업무경력별 필기시험문항수개선방안인식

구분
필기 시험 문항 수 개선 방안

합계
20개 유지 20개보다 축소

담당분야

경영·회계·사무
2 2 4

(50%) (50%) (100%)
법률·경찰·소방·교도·국

방
0 1 1

(0%) (100%) (100%)

보건·의료
0 1 1

(0%) (100%) (100%)

사회복지·종교
0 1 1

(0%) (100%) (100%)

문화·예술·디자인·방송
1 1 2

(50%) (50%) (100%)

운전·운송
1 0 1

(100%) (0%) (100%)

영업·판매
0 1 1

(0%) (100%) (100%)

경비·청소
1 0 1

(100%) (0%) (100%)
이용·숙박·여행·오락·스

포츠
1 0 1

(100%) (0%) (100%)

음식 서비스
1 0 1

(100%) (0%) (100%)

건설
1 0 1

(100%) (0%) (100%)

<표 Ⅳ-95> 공단 관계자 담당분야별 필기시험문항수개선방안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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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자 1인에게 주어지는 문항의 수 형평성에 대해 현장 전문가는 문항의 수보
다 문항의 난이도 및 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공단 관계

자는 과목당 문항수와 관계없이 수험자별로 필기시험 문항 전체 수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현장 전문가는 문항의 수보다 문항의 난이도 및 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
이 61.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과목당 문항수는 관계없이 수험자

별로 필기시험 문항 전체 수를 동일(36.9%), 기타(0.6%) 등의 순이었음.

❍ 공단 관계자는 과목당 문항수는 관계없이 수험자별로 필기시험 문항 전체 수
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응답이 84.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타

가 15.4% 수준이었음.

❍ 기타 의견으로는 등급별 차이가 있도록 문항수를 고려하되 과목별로는 달리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방안 등이 언급되었음.

구분
필기 시험 문항 수 개선 방안

합계
20개 유지 20개보다 축소

기계
3 2 5

(60%) (40%) (100%)

재료
1 0 1

(100%) (0%) (100%)

섬유·의복
1 0 1

(100%) (0%) (100%)

전기·전자
2 2 4

(50%) (50%) (100%)

인쇄·목재·가구·공예
1 1 2

(50%) (50%) (100%)

농림어업
1 0 1

(100%) (0%) (100%)

안전관리
2 0 2

(100%) (0%) (100%)

환경·에너지
0 1 1

(0%) (100%) (100%)
담당 종목이 없는 업무

수행
1 0 1

(100%) (0%) (100%)

전체
10 6 16

(62.5%) (37.5%) (100%)
주) 본 문항은 중복응답을 실시하였으므로, 퍼센트 및 합계는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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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6] 필기 시험 문항 수 형평성 개선 방안 인식

❑ 현장 전문가는 학력, 업무경력, 소속기관 유형별로 거의 차이 없이 문항의 난
이도와 수를 고려하여 수험자 마다 문항을 동일 적용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식한 반면, 직무분야별로는 약간 차이가 나타났음.

❍ 학력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필기 시험 문항수 형평성 개선
을 위해 문항 난이도와 수를 모두 고려하여 수험마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구분

필기 시험 문항 수 형평성 개선 방안

합계
과목수 관계없이
필기시험 문항
전체수 동일

문항 난이도와 수를
모두 고려하여

수험자마다 동일 적용
기타

학력

고졸이하
1 1 1 3

(33.3%) (33.3%) (33.3%) (100%)

전문대졸업
1 4 0 5

(20%) (80%) (0%) (100%)

4년제졸업
18 26 0 40

(45%) (65%) (0%) (100%)

석사졸업
18 32 0 47

(38.3%) (68.1%) (0%) (100%)

박사졸업
27 43 2 69

(39.1%) (62.3%) (2.9%) (100%)

전체
65 106 3 164

(39.6%) (64.6%) (1.8%) (100%)
주) 본 문항은 중복응답을 실시하였으므로, 퍼센트 및 합계는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표 Ⅳ-96> 현장 전문가 학력별 필기시험문항수형평성개선방안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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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경력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필기 시험 문항수 형평성
개선을 위해 문항 난이도와 수를 모두 고려하여 수험마자 동일하게 적용하여

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기관유형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은 제외하고 모두 필기 시험
문항수 형평성 개선을 위해 문항 난이도와 수를 모두 고려하여 수험마자 동

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구분

필기 시험 문항 수 형평성 개선 방안

합계과목수 관계없이
필기시험 문항
전체수 동일

문항 난이도와 수를
모두 고려하여

수험자마다 동일 적용
기타

업무경
력

10년이하
4 6 0 9

(44.4%) (66.7%) (0%) (100%)

11년이상~20년이하
18 20 0 33

(54.5%) (60.6%) (0%) (100%)

21년이상~30년이하
28 44 0 70

(40%) (62.9%) (0%) (100%)

31년이상~40년이하
13 35 3 50

(26%) (70%) (6%) (100%)

41년이상~50년이하
2 2 0 3

(66.7%) (66.7%) (0%) (100%)

전체
65 107 3 165

(39.4%) (64.8%) (1.8%) (100%)

주) 본 문항은 중복응답을 실시하였으므로, 퍼센트 및 합계는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표 Ⅳ-97> 현장 전문가 업무경력별 필기시험문항수형평성개선방안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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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분야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경영·회계·사무 등 17개 분야 전문가
들은 필기 시험 문항수 형평성 개선을 위해 문항 난이도와 수를 모두 고려하

여 수험마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구분

필기 시험 문항 수 형평성 개선 방안

합계
과목수 관계없이
필기시험 문항
전체수 동일

문항 난이도와 수를
모두 고려하여

수험자마다 동일 적용
기타

직무분
야

사업관리
2 1 0 3

(66.7%) (33.3%) (0%) (100%)

경영회계사무
3 6 0 8

(37.5%) (75%) (0%) (100%)

금융보험
0 4 0 4

(0%) (100%) (0%) (100%)
교육자연과학사회과

학
1 13 0 14

(7.1%) (92.9%) (0%) (100%)

보건의료
1 0 0 1

(100%) (0%) (0%) (100%)

사회복지종교
3 2 0 3

(100%) (66.7%) (0%) (100%)

문화예술디자인방송
6 6 0 10

(60%) (60%) (0%) (100%)

운전운송
0 3 0 3

(0%) (100%) (0%) (100%)

<표 Ⅳ-99> 현장 전문가 직무분야별 필기시험문항수형평성개선방안인식

구분

필기 시험 문항 수 형평성 개선 방안

합계
과목수 관계없이
필기시험 문항
전체수 동일

문항 난이도와 수를
모두 고려하여

수험자마다 동일 적용
기타

소속기
관

산업체
30 59 2 85

(35.3%) (69.4%) (2.4%) (100%)

연구기관
4 5 1 9

(44.4%) (55.6%) (11.1%) (100%)

공공기관
4 0 0 4

(100%) (0%) (0%) (100%)

교육기관
25 41 0 64

(39.1%) (64.1%) (0%) (100%)

기타
2 3 0 4

(50%) (75%) (0%) (100%)

전체
65 108 3 166

(39.2%) (65.1%) (1.8%) (100%)
주) 본 문항은 중복응답을 실시하였으므로, 퍼센트 및 합계는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표 Ⅳ-98> 현장 전문가 기관유형별 필기시험문항수형평성개선방안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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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관계자는 업무경력과 담당분야에 따른 큰 차이 없이 필기시험 문항 전체
수를 동일하게 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업무경력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16년 이상 20년 이하를 제외하고 모
두 과목수와 관계없이 필기시험 문항 전체수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구분

필기 시험 문항 수 형평성 개선 방안

합계
과목수 관계없이
필기시험 문항
전체수 동일

문항 난이도와 수를
모두 고려하여

수험자마다 동일 적용
기타

영업판매
1 1 0 1

(100%) (100%) (0%) (100%)
이용숙박여행오락스

포츠
3 5 0 7

(42.9%) (71.4%) (0%) (100%)

음식서비스
1 0 0 1

(100%) (0%) (0%) (100%)

건설
16 15 1 31

(51.6%) (48.4%) (3.2%) (100%)

광업자원
0 2 0 2

(0%) (100%) (0%) (100%)

기계
10 18 1 27

(37%) (66.7%) (3.7%) (100%)

재료
3 2 0 5

(60%) (40%) (0%) (100%)

화학
0 2 0 2

(0%) (100%) (0%) (100%)

섬유의복
1 2 0 3

(33.3%) (66.7%) (0%) (100%)

전기전자
9 9 1 19

(47.4%) (47.4%) (5.3%) (100%)

정보통신
4 8 0 12

(33.3%) (66.7%) (0%) (100%)

식품가공
1 0 0 1

(100%) (0%) (0%) (100%)

인쇄목재가구공예
0 4 0 4

(0%) (100%) (0%) (100%)

농립어업
1 4 0 5

(20%) (80%) (0%) (100%)

안전관리
3 3 1 7

(42.9%) (42.9%) (14.3%) (100%)

환경에너지
3 8 0 10

(30%) (80%) (0%) (100%)

전체
65 108 3 166

(39.2%) (65.1%) (1.8%) (100%)
주) 본 문항은 중복응답을 실시하였으므로, 퍼센트 및 합계는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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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분야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경영·회계·사무 등 14개 분야 모두 과
목수와 관계없이 필기시험 문항 전체수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구분
필기 시험 문항 수 형평성 개선 방안

합계과목수 관계없이 필기시험
문항 전체수 동일

기타

업무경력

5년이하
2 0 2

(100%) (0%) (100%)

6년이상~10년이하
5 0 5

(100%) (0%) (100%)

11년이상~15년이하
2 0 2

(100%) (0%) (100%)

16년이상~20년이하
1 2 3

(33.3%) (66.7%) (100%)

21년이상
1 0 1

(100%) (0%) (100%)

전체
11 2 13

(84.6%) (15.4%) (100%)

주) 본 문항은 중복응답을 실시하였으므로, 퍼센트 및 합계는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표 Ⅳ-100> 공단 관계자 업무경력별 필기시험문항수형평성개선방안인식

구분
필기 시험 문항 수 형평성 개선 방안

합계과목수 관계없이 필기시험
문항 전체수 동일

기타

담당분야

경영·회계·사무
1 0 1

(100%) (0%) (100%)
법률·경찰·소방·교도·

국방
1 0 1

(100%) (0%) (100%)

운전·운송
1 0 1

(100%) (0%) (100%)

이용·숙박·여행·오락·
스포츠

1 0 1

(100%) (0%) (100%)

음식 서비스
1 0 1

(100%) (0%) (100%)

건설
4 2 6

(66.7%) (33.3%) (100%)

<표 Ⅳ-101> 공단 관계자 담당분야별 필기시험문항수형평성개선방안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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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의 필기시험 합격 후 실기시험 응시 규정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현장 전문가와 공단 관계자 모두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의 비중이 가장

높았음.

❍ 현장 전문가는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5.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 회차에 필기/실기시험 병행(21.6%), 난이도에 따른 회차 구분

(20.1%) 등의 순이었음.

❍ 공단 관계자는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85.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필기시험 합격 여부와 무관하게 실기시험 응시, 난이도에 따른 회

차 구분, 한 회차에 필기/실기시험 병행(각 3.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타 의견으로는 현행을 유지하되 상/하반기에 1회씩 실시하자는 의견 등이
언급되었음.

구분
필기 시험 문항 수 형평성 개선 방안

합계과목수 관계없이 필기시험
문항 전체수 동일

기타

기계
2 0 2

(100%) (0%) (100%)

재료
1 0 1

(100%) (0%) (100%)

화학
1 0 1

(100%) (0%) (100%)

전기·전자
1 0 1

(100%) (0%) (100%)

식품가공
1 0 1

(100%) (0%) (100%)

농림어업
2 0 2

(100%) (0%) (100%)

안전관리
1 0 1

(100%) (0%) (100%)

환경·에너지
1 0 1

(100%) (0%) (100%)

전체
11 2 13

(84.6%) (15.4%) (100%)
주) 본 문항은 중복응답을 실시하였으므로, 퍼센트 및 합계는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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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7] 필기 후 실기시험 규정 관련 의견

❑ 현장 전문가는 학력, 업무경력, 소속기관 유형별 차이 없이 현행과 같이 필기
시험 합격 후 실기시험을 치르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식하였음.

❍ 학력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필기시험 합격 후 실기시험을
치르는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구분

필기 후 실기시험 규정 관련 의견

합계
현행유지

실기후
필기 응시

필기합격
무관
실기응시

난이도
기반
회차구분

필기실기
병행

기타

학력

고졸이하
5 0 0 3 4 0 8

(62.5%) (0%) (0%) (37.5%) (50%) (0%) (100%)
전문대졸
업

11 2 6 3 6 0 22
(50%) (9.1%) (27.3%) (13.6%) (27.3%) (0%) (100%)

4년제졸
업

45 2 11 18 38 1 88
(51.1%) (2.3%) (12.5%) (20.5%) (43.2%) (1.1%) (100%)

석사졸업
67 3 23 32 33 0 134

(50%) (2.2%) (17.2%) (23.9%) (24.6%) (0%) (100%)

박사졸업
120 8 16 55 36 1 209

(57.4%) (3.8%) (7.7%) (26.3%) (17.2%) (0.5%) (100%)

합계
248 15 56 111 117 2 461

(53.8%) (3.3%) (12.1%) (24.1%) (25.4%) (0.4%) (100%)
주) 본 문항은 중복응답을 실시하였으므로, 퍼센트 및 합계는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표 Ⅳ-102> 현장 전문가 학력별 필기후실기시험규정관련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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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경력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필기시험 합격 후 실기시
험을 치르는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기관유형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필기시험 합격 후 실기시
험을 치르는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구분

필기 후 실기시험 규정 관련 의견

합계
현행유지

실기후
필기
응시

필기합격
무관
실기응시

난이도
기반
회차구분

필기실
기병행

기타

업무
경력

10년이하
5 0 4 1 4 0 12

(41.7%) (0%) (33.3%) (8.3%)
(33.3%

)
(0%)

(100%
)

11년이상~
20년이하

54 3 18 30 28 0 112

(48.2%) (2.7%) (16.1%) (26.8%) (25%) (0%)
(100%

)

21년이상~
30년이하

105 6 22 45 42 0 190

(55.3%) (3.2%) (11.6%) (23.7%)
(22.1%

)
(0%)

(100%
)

31년이상~
40년이하

75 4 12 33 41 2 133

(56.4%) (3%) (9%) (24.8%)
(30.8%

)
(1.5%)

(100%
)

41년이상~
50년이하

7 1 0 2 4 0 13

(53.8%) (7.7%) (0%) (15.4%)
(30.8%

)
(0%)

(100%
)

전체
246 14 56 111 119 2 460

(53.5%) (3%) (12.2%) (24.1%)
(25.9%

)
(0.4%)

(100%
)

주) 본 문항은 중복응답을 실시하였으므로, 퍼센트 및 합계는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표 Ⅳ-103> 현장 전문가 업무경력별 필기후실기시험규정관련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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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분야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사업관리 등 22개 분야 전문가들은

필기시험 합격 후 실기시험을 치르는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구분
필기 후 실기시험 규정 관련 의견

합계
현행유지

실기후 필기
응시

필기합격무
관 실기응시

난이도 기반
회차구분

필기실기병
행

기타

직무
분야

사업관리
13 0 1 3 7 0 19

(68.4%) (0%) (5.3%) (15.8%) (36.8%) (0%) (100%)

경영회계사무
8 1 6 6 8 0 24

(33.3%) (4.2%) (25%) (25%) (33.3%) (0%) (100%)

금융보험
7 0 0 1 3 0 9

(77.8%) (0%) (0%) (11.1%) (33.3%) (0%) (100%)
교육자연과학
사회과학

10 1 4 6 6 0 23
(43.5%) (4.3%) (17.4%) (26.1%) (26.1%) (0%) (100%)

<표 Ⅳ-105> 현장 전문가 직무분야별 필기후실기시험규정관련의견

구분

필기 후 실기시험 규정 관련 의견

합계
현행유지

실기후
필기
응시

필기합격
무관
실기응시

난이도
기반
회차구분

필기실
기병행

기타

소속
기관

산업체
112 8 24 49 68 1 213

(52.6%) (3.8%) (11.3%) (23%)
(31.9%

)
(0.5%)

(100%
)

연구기관
11 0 3 8 5 0 23

(47.8%) (0%) (13%) (34.8%)
(21.7%

)
(0%)

(100%
)

공공기관
24 0 4 7 5 0 34

(70.6%) (0%) (11.8%) (20.6%)
(14.7%

)
(0%)

(100%
)

교육기관
94 5 23 44 36 1 178

(52.8%) (2.8%) (12.9%) (24.7%)
(20.2%

)
(0.6%)

(100%
)

기타
6 1 2 3 5 0 13

(46.2%) (7.7%) (15.4%) (23.1%)
(38.5%

)
(0%)

(100%
)

전체
247 14 56 111 119 2 461

(53.6%) (3%) (12.1%) (24.1%)
(25.8%

)
(0.4%)

(100%
)

주) 본 문항은 중복응답을 실시하였으므로, 퍼센트 및 합계는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표 Ⅳ-104> 현장 전문가 기관유형별 필기후실기시험규정관련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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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필기 후 실기시험 규정 관련 의견

합계
현행유지

실기후 필기
응시

필기합격무
관 실기응시

난이도 기반
회차구분

필기실기병
행

기타

법률경찰소방
교도국방

4 0 0 4 0 0 8
(50%) (0%) (0%) (50%) (0%) (0%) (100%)

보건의료
2 0 0 0 0 0 2

(100%) (0%) (0%) (0%) (0%) (0%) (100%)

사회복지종교
3 0 4 0 3 0 8

(37.5%) (0%) (50%) (0%) (37.5%) (0%) (100%)
문화예술디자
인방송

11 2 3 3 8 0 22
(50%) (9.1%) (13.6%) (13.6%) (36.4%) (0%) (100%)

운전운송
4 1 3 2 1 0 10

(40%) (10%) (30%) (20%) (10%) (0%) (100%)

영업판매
2 0 0 1 3 0 4

(50%) (0%) (0%) (25%) (75%) (0%) (100%)

경비청소
1 0 0 1 0 0 2

(50%) (0%) (0%) (50%) (0%) (0%) (100%)
이용숙박여행
오락스포츠

7 1 1 5 2 0 14
(50%) (7.1%) (7.1%) (35.7%) (14.3%) (0%) (100%)

음식서비스
4 1 0 1 3 0 6

(66.7%) (16.7%) (0%) (16.7%) (50%) (0%) (100%)

건설
39 3 7 18 19 1 72

(54.2%) (4.2%) (9.7%) (25%) (26.4%) (1.4%) (100%)

광업자원
2 1 1 2 1 0 6

(33.3%) (16.7%) (16.7%) (33.3%) (16.7%) (0%) (100%)

기계
46 3 8 12 20 0 75

(61.3%) (4%) (10.7%) (16%) (26.7%) (0%) (100%)

재료
10 0 3 4 4 0 18

(55.6%) (0%) (16.7%) (22.2%) (22.2%) (0%) (100%)

화학
4 1 1 1 1 0 7

(57.1%) (14.3%) (14.3%) (14.3%) (14.3%) (0%) (100%)

섬유의복
1 1 1 5 2 0 8

(12.5%) (12.5%) (12.5%) (62.5%) (25%) (0%) (100%)

전기전자
28 0 8 10 11 0 47

(59.6%) (0%) (17%) (21.3%) (23.4%) (0%) (100%)

정보통신
21 0 3 9 8 1 38

(55.3%) (0%) (7.9%) (23.7%) (21.1%) (2.6%) (100%)

식품가공
1 1 0 3 0 0 4

(25%) (25%) (0%) (75%) (0%) (0%) (100%)

인쇄목재가구
공예

8 1 3 2 3 0 13

(61.5%) (7.7%) (23.1%) (15.4%) (23.1%) (0%) (100%)

농립어업
12 0 1 7 1 0 19

(63.2%) (0%) (5.3%) (36.8%) (5.3%) (0%) (100%)

안전관리
12 2 2 5 1 0 19

(63.2%) (10.5%) (10.5%) (26.3%) (5.3%) (0%) (100%)

환경에너지
24 1 1 9 5 0 37

(64.9%) (2.7%) (2.7%) (24.3%) (13.5%) (0%) (100%)

전체
247 14 56 111 119 2 461

(53.6%) (3%) (12.1%) (24.1%) (25.8%) (0.4%) (100%)
주) 본 문항은 중복응답을 실시하였으므로, 퍼센트 및 합계는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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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관계자는 역시 업무경력과 담당분야에 거의 관계없이 필기시험 합격 후
실기시험을 치르는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업무경력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필기시험 합격 후 실기시
험을 치르는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직무분야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경영·회계·사무 등 18개 분야 담당자
들은 필기시험 합격 후 실기시험을 치르는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구분
필기 후 실기시험 규정 관련 의견

합계
현행유지

실기후 필기
응시

필기합격무관
실기응시

난이도 기반
회차구분

기타

업무경
력

5년이하
10 0 0 0 0 10

(100%) (0%) (0%) (0%) (0%) (100%)

6년이상~10년
이하

8 0 1 0 0 9

(88.9%) (0%) (11.1%) (0%) (0%) (100%)

11년이상~15년
이하

2 1 0 1 1 5

(40%) (20%) (0%) (20%) (20%) (100%)

16년이상~20년
이하

3 0 0 0 0 3

(100%) (0%) (0%) (0%) (0%) (100%)

21년이상
1 0 0 0 0 1

(100%) (0%) (0%) (0%) (0%) (100%)

전체
24 1 1 1 1 28

(85.7%) (3.6%) (3.6%) (3.6%) (3.6%) (100%)

주) 본 문항은 중복응답을 실시하였으므로, 퍼센트 및 합계는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표 Ⅳ-106> 공단 관계자 업무경력별 필기후실기시험규정관련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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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필기 후 실기시험 규정 관련 의견

합계
현행유지

실기후 필기
응시

필기합격무관
실기응시

난이도 기반
회차구분

기타

담당
분야

경영·회계·사무
6 0 0 0 0 6

(100%) (0%) (0%) (0%) (0%) (100%)
법률·경찰·소방·교

도·국방
1 0 0 0 0 1

(100%) (0%) (0%) (0%) (0%) (100%)

보건·의료
1 0 0 0 0 1

(100%) (0%) (0%) (0%) (0%) (100%)

사회복지·종교
1 0 0 0 0 1

(100%) (0%) (0%) (0%) (0%) (100%)
문화·예술·디자인·

방송
2 0 0 0 0 2

(100%) (0%) (0%) (0%) (0%) (100%)

운전·운송
2 0 0 0 0 2

(100%) (0%) (0%) (0%) (0%) (100%)

영업·판매
1 0 0 0 0 1

(100%) (0%) (0%) (0%) (0%) (100%)

경비·청소
0 0 0 0 1 1

(0%) (0%) (0%) (0%) (100%) (100%)
이용·숙박·여행·오
락·스포츠

2 0 0 0 0 2
(100%) (0%) (0%) (0%) (0%) (100%)

음식 서비스
2 0 0 0 0 2

(100%) (0%) (0%) (0%) (0%) (100%)

건설
7 0 0 0 0 7

(100%) (0%) (0%) (0%) (0%) (100%)

기계
6 0 0 0 0 6

(100%) (0%) (0%) (0%) (0%) (100%)

재료
1 0 0 1 0 2

(50%) (0%) (0%) (50%) (0%) (100%)

화학
1 0 0 0 0 1

(100%) (0%) (0%) (0%) (0%) (100%)

섬유·의복
0 0 0 0 1 1

(0%) (0%) (0%) (0%) (100%) (100%)

전기·전자
5 0 0 0 0 5

(100%) (0%) (0%) (0%) (0%) (100%)

식품가공
0 0 1 0 0 1

(0%) (0%) (100%) (0%) (0%) (100%)
인쇄·목재·가구·공

예
2 0 0 0 0 2

(100%) (0%) (0%) (0%) (0%) (100%)

농림어업
3 0 0 0 0 3

(100%) (0%) (0%) (0%) (0%) (100%)

안전관리
2 1 0 0 0 3

(66.7%) (33.3%) (0%) (0%) (0%) (100%)

환경·에너지
2 0 0 0 0 2

(100%) (0%) (0%) (0%) (0%) (100%)
담당 종목이 없는
업무 수행

1 0 0 0 0 1
(100%) (0%) (0%) (0%) (0%) (100%)

전체
24 1 1 1 1 28

(85.7%) (3.6%) (3.6%) (3.6%) (3.6%) (100%)
주) 본 문항은 중복응답을 실시하였으므로, 퍼센트 및 합계는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표 Ⅳ-107> 공단 관계자 담당분야별 필기후실기시험규정관련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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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문항 유형 확대(주관식 단답형, 서술형 등) 필요성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현장 전문가는 대체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반

면, 공단 관계자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소 많았음.

❍ 현장 전문가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45.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
로 매우 필요하다(31.1%), 보통이다(17.3%), 필요하지 않다(4.8%), 전혀

필요하지 않다(1.1%) 등의 순이었음.

❍ 공단 관계자는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34.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
로 필요하다(20.7%), 전혀 필요하지 않다 및 매우 필요하다(각 17.2%) 등

의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Ⅳ-18] 필기 시험 문항 유형 확대 필요성 인식

❑ 현장 전문가는 학력, 업무경력, 기관유형, 직무분야에서 공통적으로 필기 시험
문항 유형 확대 필요성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학력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필기시험 문항의 유형 확대 필
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고졸이하, 전문대졸업, 4년제

졸업, 석사졸업(4점대)은 그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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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경력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필기시험 문항의 유형 확
대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11년 이상 20년 이하,

31년 이상, 40년 이하(4점대)는 그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

❍ 기관유형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필기시험 문항의 유형 확
대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산업체, 공공기관(4점대)

은 그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

구분
필기시험 문항 유형 확대 필요성

합계
평균 표준편차

학력

고졸이하 4.50 0.535 8

전문대졸업 4.05 0.785 22

4년제졸업 4.06 0.927 88

석사졸업 4.01 0.880 134

박사졸업 3.97 0.877 209

전체 4.01 0.878 461

주 1) 1점(전혀 필요하지 않다) ~ 5점(매우 필요하다)으로 환산하여 평균값을 제시
주 2) 합계는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표 Ⅳ-108> 현장 전문가 학력별 필기 시험 문항 유형 확대 필요성 인식

구분
필기시험 문항 유형 확대 필요성

합계
평균 표준편차

업무경력

10년이하 3.92 0.900 12

11년이상~20년이하 4.06 0.786 112

21년이상~30년이하 3.97 0.920 190

31년이상~40년이하 4.04 0.874 133

41년이상~50년이하 3.85 1.144 13

전체 4.01 0.879 460
주 1) 1점(전혀 필요하지 않다) ~ 5점(매우 필요하다)으로 환산하여 평균값을 제시
주 2) 합계는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표 Ⅳ-109> 현장 전문가 업무경력별 필기 시험 문항 유형 확대 필요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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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분야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필기시험 문항의 유형 확
대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경영회계사무 등 16개

분야(4점대)의 전문가들은 그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

구분
필기시험 문항 유형 확대 필요성

합계
평균

직무
분야

사업관리 3.74 19

경영회계사무 4.17 24

금융보험 4.11 9

교육자연과학사회과학 4.26 23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4.13 8

보건의료 4.00 2

사회복지종교 4.00 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4.23 22

운전운송 4.00 10

영업판매 4.25 4

경비청소 4.00 2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3.86 14

음식서비스 3.50 6

건설 3.96 72

광업자원 3.33 6

기계 4.07 75

<표 Ⅳ-111> 현장 전문가 직무분야별 필기 시험 문항 유형 확대 필요성 인식

구분
필기시험 문항 유형 확대 필요성

합계
평균 표준편차

소속
기관

산업체 4.03 0.838 213

연구기관 3.91 0.949 23

공공기관 4.00 1.015 34

교육기관 3.99 0.899 178

기타 4.00 0.913 13

전체 4.01 0.880 461
주 1) 1점(전혀 필요하지 않다) ~ 5점(매우 필요하다)으로 환산하여 평균값을 제시
주 2) 합계는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표 Ⅳ-110> 현장 전문가 기관유형별 필기 시험 문항 유형 확대 필요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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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관계자는 업무경력이 16년 이상인 경우 필기시험 문항 유형 확대 필요성
을 높게 인식하며, 분야별로는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업무경력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16년 이상 경력자는 필기시험 문항

유형 확대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16년 미만 경력자는 필기시

허 문항 유형 확대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음.

구분
필기시험 문항 유형 확대 필요성

합계
평균

재료 4.11 18

화학 3.86 7

섬유의복 4.38 8

전기전자 3.96 47

정보통신 3.84 38

식품가공 3.75 4

인쇄목재가구공예 4.38 13

농립어업 3.53 19

안전관리 4.11 19

환경에너지 4.05 37

전체 4.01 461
주 1) 1점(전혀 필요하지 않다) ~ 5점(매우 필요하다)으로 환산하여 평균값을 제시
주 2) 합계는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주 3) 직무분야 항목은 복수응답으로 실시하였으므로, 표준편차는 제시하지 않았음

구분
필기시험 문항 유형 확대 필요성

합계
평균 표준편차

업무경력

5년이하 2.40 1.265 10

6년이상~10년이하 2.80 1.398 10

11년이상~15년이하 2.60 1.517 5

16년이상~20년이하 4.67 0.577 3

21년이상 4.00 - 1

전체 2.86 1.407 29
주 1) 1점(전혀 필요하지 않다) ~ 5점(매우 필요하다)으로 환산하여 평균값을 제시
주 2) 합계는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표 Ⅳ-112> 공단 관계자 업무경력별 필기 시험 문항 유형 확대 필요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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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분야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디자인·방송 등 7개 분야의
담당자들이 필기시험 문항 유형 확대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영업판매(5.00), 화학(5.00) 분야는 필요성 인식 수준이 매우 높

았음.

구분
필기시험 문항 유형 확대 필요성

합계
평균

직무
분야

경영회계사무 2.67 6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1.00 1

보건의료 1.00 1

사회복지종교 1.00 1

문화예술디자인방송 3.50 2

운전운송 3.00 2

영업판매 5.00 1

경비청소 2.00 1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2.50 2

음식서비스 2.00 2

건설 3.57 7

기계 3.00 7

재료 4.00 2

화학 5.00 1

섬유의복 2.00 1

전기전자 2.60 5

식품가공 2.00 1

인쇄목재가구공예 3.50 2

농립어업 2.67 3

안전관리 2.67 3

환경에너지 3.00 2

담당 종목이 없는 업무 수행 2.00 1

전체 2.86 29
주 1) 1점(전혀 필요하지 않다) ~ 5점(매우 필요하다)으로 환산하여 평균값을 제시
주 2) 합계는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주 3) 직무분야 항목은 복수응답으로 실시하였으므로, 표준편차는 제시하지 않았음

<표 Ⅳ-113> 공단 관계자 직무분야별 필기 시험 문항 유형 확대 필요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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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기술 활용 평가 방법 관련

❑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 프로그램을 활용한 국가기술자격 검정 필요성에 대한
분석 결과, 현장 전문가와 공단 관계자 모두 대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함.

❍ 현장 전문가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39.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
통이다(25.0%), 필요하지 않다(17.0%), 매우 필요하다(11.3%), 전혀 필

요하지 않다(7.0%) 등의 순이었음.

❍ 공단 관계자는 필요하다 및 보통이라는 의견이 각각 31.0%로 가장 많았으
며, 그 다음으로 매우 필요하다(17.2%), 전혀 필요하지 않다(13.8%), 필

요하지 않다(6.9%)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Ⅳ-19] 가상현실/증강현실 활용 검정 필요성 인식

❑ 현장 전문가는 대체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업무경력이 낮을수록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을 활용한 검정 필요성을 높게 인식한 반면, 분야별로는 식품가공, 음

식서비스에서 소속기관 유형별로 연구기관에서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을 활용한

검정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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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을 활용
한 검정 필요성을 보통수준 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박사

졸업이 3.37점으로 필요성 인식 수준이 가장 높았음.

❍ 업무경력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을

활용한 검정 필요성을 보통수준 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10년 이하가 3.83점으로 필요성 인식 수준이 가장 높았음.

구분
가상현실/증강현실 활용 검정 필요성

합계
평균 표준편차

학력

고졸이하 3.00 1.195 8

전문대졸업 3.05 1.214 22

4년제졸업 3.08 1.086 87

석사졸업 3.33 1.028 133

박사졸업 3.37 1.120 209

전체 3.32 1.092 459

주 1) 1점(전혀 필요하지 않다) ~ 5점(매우 필요하다)으로 환산하여 평균값을 제시
주 2) 합계는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표 Ⅳ-114> 현장 전문가 학력별 가상현실/증강현실 활용 검정 필요성 인식

구분
가상현실/증강현실 활용 검정 필요성

합계
평균 표준편차

업무경력

10년이하 3.83 0.835 12

11년이상~20년이하 3.23 1.109 111

21년이상~30년이하 3.34 1.100 188

31년이상~40년이하 3.32 1.069 133

41년이상~50년이하 2.92 1.256 13

전체 3.31 1.093 457
주 1) 1점(전혀 필요하지 않다) ~ 5점(매우 필요하다)으로 환산하여 평균값을 제시
주 2) 합계는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표 Ⅳ-115> 현장 전문가 업무경력별 가상현실/증강현실 활용 검정 필요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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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유형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을

활용한 검정 필요성을 보통수준 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연구기관이 3.52점으로 필요성 인식 수준이 가장 높았음.

❍ 직무분야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안전관리 분야를 제외하고 모든 분야
의 전문가들이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활용 검정 필요성을 보통수준 보다 높

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식품가공(4.50), 음식서비스(4.33)의

필요성 인식 수준이 가장 높았음.

구분
가상현실/증강현실 활용 검정 필요성

합계
평균

직무
분야

사업관리 3.16 19

경영회계사무 3.38 24

금융보험 3.22 9

교육자연과학사회과학 3.87 23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3.75 8

보건의료 3.00 2

사회복지종교 3.63 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3.05 21

<표 Ⅳ-117> 현장 전문가 직무분야별 가상현실/증강현실 활용 검정 필요성 인식

구분
가상현실/증강현실 활용 검정 필요성

합계
평균 표준편차

소속
기관

산업체 3.17 1.090 212

연구기관 3.52 1.039 23

공공기관 3.47 1.051 34

교육기관 3.42 1.118 176

기타 3.23 0.927 13

전체 3.31 1.095 458
주 1) 1점(전혀 필요하지 않다) ~ 5점(매우 필요하다)으로 환산하여 평균값을 제시
주 2) 합계는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표 Ⅳ-116> 현장 전문가 기관유형별 가상현실/증강현실 활용 검정 필요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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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관계자는 업무경력이 16년 이상 20년 이하에서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을
활용한 검정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반면, 분야별로는 영업판매, 화학, 인쇄·

목재·가구·공예에서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

❍ 업무경력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을

활용한 검정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16년 이상 20

년 이하가 4.33점으로 필요성 인식 수준이 가장 높았음.

구분
가상현실/증강현실 활용 검정 필요성

합계
평균

운전운송 3.30 10

영업판매 3.75 4

경비청소 3.50 2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3.38 13

음식서비스 4.33 6

건설 3.35 71

광업자원 3.00 6

기계 3.23 75

재료 3.39 18

화학 3.43 7

섬유의복 3.25 8

전기전자 3.32 47

정보통신 3.00 38

식품가공 4.50 4

인쇄목재가구공예 3.23 13

농립어업 3.37 19

안전관리 2.95 19

환경에너지 3.08 37

전체 3.31 458
주 1) 1점(전혀 필요하지 않다) ~ 5점(매우 필요하다)으로 환산하여 평균값을 제시
주 2) 합계는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주 3) 직무분야 항목은 복수응답으로 실시하였으므로, 표준편차는 제시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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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분야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농림어업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 담
당자들이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을 활용한 검정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

으며. 특히 영업판매, 화학, 인쇄·목재·가구·공예는 5.00점으로 필요성 인식

수준이 가장 높았음.

구분
가상현실/증강현실 활용 검정 필요성

합계
평균 표준편차

업무경력

5년이하 3.20 1.476 10

6년이상~10년이하 3.10 0.994 10

11년이상~15년이하 3.40 1.673 5

16년이상~20년이하 4.33 0.577 3

21년이상 3.00 - 1

전체 3.31 1.257 29
주 1) 1점(전혀 필요하지 않다) ~ 5점(매우 필요하다)으로 환산하여 평균값을 제시
주 2) 합계는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표 Ⅳ-118> 공단 관계자 업무경력별 가상현실/증강현실 활용 검정 필요성 인식

구분
가상현실/증강현실 활용 검정 필요성

합계
평균

직무
분야

경영회계사무 4.00 6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4.00 1

보건의료 3.00 1

사회복지종교 3.00 1

문화예술디자인방송 3.00 2

운전운송 4.00 2

영업판매 5.00 1

경비청소 3.00 1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4.00 2

음식서비스 3.50 2

건설 3.71 7

기계 3.43 7

재료 4.00 2

<표 Ⅳ-119> 공단 관계자 직무분야별 가상현실/증강현실 활용 검정 필요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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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상현실/증강현실 활용 검정 필요성

합계
평균

화학 5.00 1

섬유의복 3.00 1

전기전자 3.40 5

식품가공 3.00 1

인쇄목재가구공예 5.00 2

농립어업 2.33 3

안전관리 3.67 3

환경에너지 3.50 2

담당 종목이 없는 업무 수행 2.00 1

전체 3.31 29
주 1) 1점(전혀 필요하지 않다) ~ 5점(매우 필요하다)으로 환산하여 평균값을 제시
주 2) 합계는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
주 3) 직무분야 항목은 복수응답으로 실시하였으므로, 표준편차는 제시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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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관계자에 대해 AR/VR 활용 검정이 요구되는 종목에 대해 개방형으로 조
사한 결과, 잠수, 산업위생/인간공학, 운송 및 운전, 인쇄, 산업장비/가스 등과

관련된 종목에 대해 AR/VR 활용 검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구분 AR/VR 활용 검정이 필요한 종목 AR/VR 활용 검정 필요 내용

기능장 잠수기능장 잠수작업

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환기, 독성물질 등에 관한 내용

인간공학기사 인체 및 근골격계 예방 등

인쇄기사 가상기기조작

광학기사 가상기기조작

철도운송기사 열차 분리 및 연결, 사고, 수신호 등

산업기사
어로산업기사 어로실무

잠수산업기사 잠수작업

기능사

롤러운전기능사 가상장비조종

굴삭기운전기능사 가상장비조종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가상장비조종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가상장비조종

타워크레인설치해체기능사 가상장비조종

가스기능사 위험한 시설, 기구 등 간접 체험

잠수기능사 잠수작업

<표 Ⅳ-120> 가상/증강현실 활용 검정 종목에 대한 공단 관계자 응답자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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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방안 개발

1. 국가기술자격 종목 혁신

가. 융합형 국가기술자격

❑ 융합형 자격과 관련된 국외사례를 종합하면, 크게 자격으로 인정하는 유형과 교
육훈련만을 인정하여 관련 교육을 활성화시키려는 유형으로 구분됨.

❍ 또한, 관련 자격을 운영할 시에는 기존의 자격제도와 다른 자격 체제를 운영
하거나(독일 추가자격), 기존 자격체제 하에서 종목을 신설하는 형태로 구분

됨(스코틀랜드 자격 사례).

❍ 또한, 스페인의 경우 과정평가형 자격을 운영하는 국가임에도 검정형 자격을
통해 신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체하려 함.

[그림 Ⅴ-1] 융합형 자격 관련 국외 사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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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1안 교육훈련 기반 융합형(플러스) 자격 운영

❑ 현행 자격 체제가 신기술 변화 속도에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우선 새
로운 자격 체제(예: 융합형 자격)를 구상하여, 신기술 자격 수요 발생 시 신기술

역량 관련 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이 때, 신기술 자격은

교육훈련 기관의 양적/질적 내실화가 확보되지 않았을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훈

련기관을 함께 진흥시키는 방향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자격 체제에서 4차 산업에 필요한 모든 역량과 관련된 자격을 신설하기
에는 기술 변화 속도에 대응하기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독일 추가자격 제도와 같이 새로운 자격 체제를 설계하여 신기술 역량을 인
정받게 하는 경로를 마련함으로써 신기술 변화 속도에 대응할 수 있음.

❍ 다양한 신기술이 다양한 직무분야와 연계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기술 역량
인정 내용은 모듈형으로 가능한 세분화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해당 신기술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기관 역시 기술변화 속도에 대
응할 필요를 고려하여 신기술 자격 종목은 교육훈련과 연계될 필요가 있음.

[그림 Ⅴ-2] 융합형 자격 1안: 교육훈련 기반 융합형(플러스) 자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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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훈련 기관을 심사하기 위한 항목과 내용,
교육훈련 내용의 편성 기준, 교육훈련생의 수료기준 등이 요구됨.

❍ 심사항목은 일본 제4차 산업혁명 기술습득 강좌인정 제도 심사내용을 참조하
여 기관역량, 인적자원 역량, 인프라 역량, 협조체제, 결격요건 등으로 구성

하였음.

[그림 Ⅴ-3] 융합형 자격 1안 세부방안: 교육훈련기관 심사항목 및 내용(안)

❍ 교육훈련 편성기준은 현행 과정평가형 및 검정형 자격 NCS 기반 운영 체제
와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관련 필수 및 선택 능력단위, 시설 및 장비 기준 등

을 준용하여 종목별로 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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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4] 융합형 자격 1안 세부방안: 교육훈련 편성기준 서식(안)

❍ 교육훈련 기반 융합형(플러스) 자격으로 (+) 드론 수리 자격을 신설할 경우,
편성기준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그림 Ⅴ-5] 융합형 자격 1안 세부방안: 교육훈련 편성기준 개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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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생 수료기준은 현행 과정평가형과 연계하여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
를 모두 실시하고 각각 50%를 반영하는 방안과 현행 검정형과 연계하여 외

부 평가만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그림 Ⅴ-6] 융합형 자격 1안 세부방안: 교육훈련생 평가방안(안)

❑ 융합형 자격의 도입은 별도의 자격 체제를 요구하는 방안으로 검정 시험 또는 교
육훈련 및 내외부 평가를 통해 신기술 역량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자격으로

서 해당 자격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구상하였음.

    ※ 적절한 명칭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현장전문가는 융합(형) 자격 > 플러스 자격 > 확장(형) 자격 순으로,

공단관계자는 플러스 자격, 스킬업 자격 > 융합(형) 자격, 확장(형) 자격의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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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안) 영문명(안) 특징

융합(형) 자격
Convergent 또는
Blended
qualification

•규모/범위 측면에서 기존 분야에 요구되는
역량 보다는 작지만 기본 역량과 융합할
수 있는 신기술 역량을 인정/검증한
자격임을 표현하는 명칭

플러스(+) 자격
Additional 또는
Plus(+)
qualification

•독일의 추가 자격 명칭을 활용한 것으로
영문명인 Additional qualification의
“Additional”을 국어 또는 플러스(+)로
표현
•특정 분야에 필요한 역량에 추가할 수
있는 모든 기능/기술 역량을 인정한
자격임을 표현하는 것으로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융합 기술을 검증하는 자격의
형태로는 제한하지 않으나 ‘융합＇이라는
표현에 비해 비교적 대중적

그 외
방안

추가(형)
자격

Additional
qualification

개량(형)
자격 improved 또는

Advanced
qualification

•기존 자격에 새로운 자격 체제를 추가하여
개선하였다는 의미로 새로운 자격 제도의
도입을 상대적으로 명확히 전달 가능
•단, 기존 자격 종목 자체를 변경하였다는
것으로 오해 가능

향상(형)
자격

확장(형)
자격

Expanded
qualification

•기존 자격체제에 또 다른 자격 체제를
수평적으로 추가하여 변경하였음을
의미하는 표현
•단, 이 표현 역시 기존 자격 종목 자체를
변경(확장)하였다는 것으로 오해 가능

스마트 자격 Smart qualification

•4차 산업 혁명 등에 따른 신기술과 관련된
기술 역량을 보유하였음을 표현
•새롭게 융합 또는 추가된 역량을 ‘스마트
기술＇임에 제한하여 전달 소지

스킬업 자격
Skill-up
qualification

•싱가포르의 스킬스퓨처시리즈를 참고한
것으로 특정한 스킬 향상(보유) 여부가
확인되었음을 의미
•기존의 자격 등급 상향 조정과 의미상
중첩되어 구분이 모호

<표 Ⅴ-1> 융합형 자격 명칭(안)

❑ 이와 같은 융합형 자격 운영 대상 분야인 신기술 형태를 4차 산업 혁명 관련 신
기술 관련 정책 및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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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
대책(관계부처 합동, 2017)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관계부처 합동, 2017)

주요국 제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관련 관련 선행연구 종합

교통
/항공

•무인대중교통 •고속도로 자율차/자율운항 선박
•산업용 드론
•지능형 신호등
•교통사고 위험 예측/예보 서비스
고도화

•드론
•항공 센싱
•마이크로 웨이브 시스템 통합

•전기차
•드론
•진공튜브열차(하이퍼루프)

에너
지

•에너지 자가 생산
•에너지 효율화

•전력 효율화(스마트그리드)
•온실가스 저감 기술

•에너지 고효율화
•온난화 대처 기술
•지능형 전력망
•바이오 연료
•신재생에너지
•빅데이터 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제어 자동화

안전
/보안

•지능형 CCTV(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기술

•노후 시설 관리 스마트 화
•인공지능 기반 범죄 분석
•지능형 국방 경계 감시 적용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지휘체계
도입

•IT 보안 •보안 자동화

금융
•로보어드바이저
•금융사기 탐지 및
대응(인공지능)

•핀테크
-

•핀테크
•데이터 자산 보호 솔루션

로봇
/제조

•가사 로봇
•3D 프린팅
•수요 맞춤형 다품종 생산

•파종 및 수확 로봇 개발
•간병 간호 지원 로봇
•스마트 공장

•가정 및 산업용 로봇
•적층가공
•신소재 개발

•3D 프린터

도시
/환경 -

•스마트 시티 모델 구현
•지능형 스마트홈 확산
•미세먼지 정밀대응
•IoT활용 환경 검사
•수질 최적관리 스마트 상하수도

•산화탄소 중립

-

의료 •정밀 의료
•유전자 분석

•유전자 맞춤형 진단 및 치료
•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

•바이오 빅데이터
•신경과학 기술 활용 -

기타

•실시간 대화형 민원 상담
서비스
•O2O

•정밀재배/스마트팜(양식)
•스마트 물류센터
•스마트 항만

•고성능컴퓨팅
•농업기계 GPS 융합

•인터렉티브 미디어
•가상현실콘텐츠
•홀로그램
•O2O

<표 Ⅴ-2> 융합형 자격 대상 분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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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2안 검정시험 기반 융합형(플러스) 자격 운영

❑ 융합형(플러스) 자격을 교육훈련이 아닌 검정시험에 기반한 형태로 설계하는 방
안으로 자격 폐지 및 신설 뿐만 아니라 취득 과정에도 효율성을 상대적으로 제

고할 수 있음.

❍ 신기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격 종목 신설 및 폐지 뿐만 아니라 취득
과정에서 효율성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이 이분화되어 있는 체제 하에서 취득

과정의 효율성은 과정평가형 보다는 검정형 자격에서 확보되고 있음.

❍ 스페인의 경우, 과정평가형 자격 중심의 자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취득
효율성을 위해 검정형 자격으로 신규 수요 대응하고자 한 종목을 신설하였음.

❍ 즉, 융합형(플러스) 자격을 별도 자격 체제로 추가하되, 기존의 검정형과 같
이 시험을 통해 발급할 경우 취득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림 Ⅴ-7] 융합형 자격 2안: 검정시험 기반 융합형(플러스) 자격 운영

❍ 검정시험 기반 융합형(플러스) 자격으로 (+) 클라우드시스템 운용 자격을

신설할 경우 출제기준 서식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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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8] 융합형 자격 2안 세부방안: 융합형 종목 출제기준 서식(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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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3안 과정평가형 자격 기반 융합형(플러스) 자격 운영

❑ 융합형(플러스) 자격 종목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융합형
(플러스) 자격을 과정평가형에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단, 취득 인

원이 적어 자격을 통한 선도기능 약화, 효용성 평가 제한 등의 문제를 해소할 필

요가 있음.

❍ 융합형(플러스) 자격을 도입하고자 할 경우, 자격의 구조가 고도화되어 행정
력과 관리비용의 부담이 커지게 됨.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종목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과정평가형 체제 하에 융합
형(플러스) 자격을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융합형(플러스) 자격을 확대하여 신

기술 자격 수요에 대응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음.

❍ 특히 과정평가형 자격은 능력단위에 의해 편성되므로 검정형에 비해 모듈형
자격 설계가 수월함.

[그림 Ⅴ-9] 융합형 자격 3안: 과정평가형 자격 기반 융합형(플러스) 자격 운영

❑ 과정평가형 자격에 대해서만 융합형(플러스) 자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행 과
정평가형 편성 기준에 추가 능력단위를 포함시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한 편성기준 서식 개선안은 다음과 같으며, 여기서 추가 능력단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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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역량 관련 능력단위로서 이를 포함한 교육훈련 즉, 융합형 교육훈련

운영 시에만 편성되는 능력단위임.

[그림 Ⅴ-10] 융합형 자격 3안 세부방안: 과정평가형 자격 편성기준 서식(안)

❍ 과정평가형 자격 기반 융합형(플러스) 자격으로 (+) 드론 수리 자격을 신설
하고 이를 관련 과정평가형 자격(예: 항공기관정비기능사)에 적용할 경우 편

성기준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그림 Ⅴ-11] 융합형 자격 3안 세부방안: 과정평가형 자격 편성기준 개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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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4안 교육훈련 인정 체제 도입

❑ 4안은 자격의 도입 없이 신기술 수요와 관련된 교육훈련과정을 인정하여 운영하
는 방안임. 현장의 신 기술 수요에 가장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나 교육훈련

수료 결과에 대한 신호 및 선별 기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벤치마킹 국가 중 일부는 신기술 역량 평가를 위한 자격 체제 도입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교육훈련 수준에서만 접근함.

❍ 이는 자격 제도 또는 종목을 변경하는 데 고려되는 기술 속도가 상당히 급변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즉, 신기술 수요 대응에 따라 자격 제도를 변경할 시 발생하는 리스크를 고려
하여 교육훈련만을 인정하거나 자격 도입 전 교육훈련 인정체제를 우선 도입

하고, 자격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분야에 대해 점차적으로 자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림 Ⅴ-12] 융합형 자격 4안: 교육훈련 인정 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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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

❑ 디지털 리터러시의 하위 요인은 크게 기술적 측면과 기술외적 측면으로 구분되
며, 관련 평가사례를 종합한 결과, 각 측면이 자격의 운영과 평가도구 개발로 대

분되어 접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국내의 경우, 컴퓨터 활용, 프로그래밍 등 기술적 측면 관련 자격으로 국가기
술자격과 민간자격이 운용됨.

❍ 반면, 국외의 경우 기초소양 측면에서 접근하여 정보 수집 및 활용 능력, 정
보 윤리 측면에서 별도의 자격이 아닌 학령기 학생 대상의 진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Ⅴ-13]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 관련 사례 종합

❑ 이를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의 도입 방향을 단일종목 도입, 기존종목 전환,
기초소양 평가도구 개발, 하위요인별 도입 방안 차별화 등 4가지로 설정하였음.

❍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 도입 방향은 종목 신규 도입, 기존 종목 전환, 기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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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음.

❍ 단, 현재까지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술적 측면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국
가기술자격 운영 타당성은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기술 외적 측면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서는 기초 소양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여 디지털 리터러

시의 하위 요인별로 접근을 달리하는 방식 또한 검토가 요구됨.

[그림 Ⅴ-14]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 도입 방향(안)

1-나-1안 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목 전환

❑ 우선, 국가기술자격으로(가칭) 디지털 활용능력 자격을 신설하여 디지털리터러

시를 평가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출제기준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예시에서는 현

행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과 동일한 직무분야에 신설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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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5]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를 위한 자격 종목 신설 예시

❑ 그러나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할 경우 특정 직무 보다는 산업 전반에 요구되는 역
량으로서 기존 종목이 운영되고 있어 직무분석과 타당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

를 보완하여 기존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내용을 전환하는 방안이 더 적절함.

❍ 현행 정보처리 기능사/산업기사/기사, 컴퓨터 활용능력 1/2급 등 기존 자격
이 운영되고 있어 자격 신설 시 타당성 확보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특히 기존의 국가기술자격이 특정 직무에 필요한 능력을 증명하는 체제임을
고려할 때, 디지털 리터러시는 산업 전반에 요구되는 소양 내지는 능력으로

자격 설계의 기반인 직무모형 개발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현행 국가기술자격 중 가장 관련성이 높은 종목의 검정 내용에 관
련 역량만을 추가하여 개정함으로써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

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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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6]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 1안: 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목 전환

❑ 실제 설문조사 결과에서 다수의 응답자가 적정 전환 종목으로 인식된 기술·기능
분야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을 전환하여 디지털 리터러시를 평가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출제기준의 예시 개요는 다음과 같음

[그림 Ⅴ-17]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 1안 세부방안: 정보처리기능사 출제기준 변경 예시



제5장.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방안 개발 • 323

1-나-2안 평가도구 개발 및 보급

❑ 디지털 리터러시가 특정 직무가 아닌 전 산업분야에서 요구되는 소양 측면에서
개념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자격 도입 없이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보급 및 활성

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디지털 리터러시가 기술 외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어 국가기술자격으로 검정
하기에 다소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외 사례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기초 소양으로 파악하는 접근
을 취하고 있으며, 디지털 리터러시를 평가하는 도구를 개발하여 학령기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단(IEA, OECD, 미국, 영국 등).

❍ 이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등 자격의 도입 없이 현행 직업기초능력 평가와 유
사한 형태로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일선 학교 및 수요기관에서 디지털 리터러

시를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그림 Ⅴ-18]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 2안: 평가도구 개발 및 보급

❑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 도구 개발 시 평가 틀(Frame) 예시는 다음과 같음.
    ※ 평가도구를 개발할 경우, 다양한 평가방법이 활용될 수 있으므로 자격 도입에 따른 제한 

없이  내용 영역을 구성할 수 있음



324 • 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기술자격 제도 혁신방안 연구

[그림 Ⅴ-19]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 2안 세부방안: 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하위요인 예시

1-나-3안 국가기술자격 도입(전환)+평가도구 개발 및 보급

❑ 4안은 디지털 리터러시의 하위 요인을 크게 기술적 측면과 기술 외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전자는 자격 신설 또는 기존 종목 개선을 통해 자격을 도입하고, 후자

는 자격 도입 없이 평가도구만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방안임.

❍ 국가기술자격을 도입할 경우, 자격 신설에 대한 부담이 있고, 기존의 국가기
술자격 검정체계가 효과적으로 능력을 검정하기에 미흡한 한편, 자격 도입 없

이 평가도구만을 개발하여 보급할 경우, 자격 도입에 비해 신호 및 선도 기능

이 약화되는 단점 보완이 필요함.

❍ 디지털 리터러시는 크게 기술적 측면과 기술 외적 측면으로 구분되며, 기술적
측면은 특수 직무 능력으로서 성격을 갖는 반면, 기술 외적 측면은 일반 소양

으로서 성격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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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고려하여 기술적 측면은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운용하는 반면, 기술 외적
측면은 평가도구 보급을 통해 향상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2. 국가기술자격 정책 혁신

가. 국가기술자격 검정 중단제도

❑ 국외 기술자격 종목폐지 및 검정중단 사례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1) 자격 검토
위원회 설립 필요성, 2) 자격 기관의 사전 검토 필요성, 3) 우선 검토 대상 선

정 기준 수립, 4) 검정 중단 및 폐지 기준 개선 등에 대한 즉각적인 정보 공유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일본 재검토조사전문위원회와 같이 자격 관련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여

자격 통폐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가 요구됨.

❍ 독일 BIBB와 같이 자격 기관이 우선 주도적으로 폐지가 요구되는 종목을 사
전에 검토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은 정량적 지표를 중심으로 1차 판단을 실시하고, 이후 다각적 사회편익

[그림 Ⅴ-20]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 3안: 국가기술자격 도입(전환)+평가도구 개발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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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토하는 2차 판단을 실시함. 이를 통해 응시인원과 같은 비교적 간략한

정량 지표를 통해 폐지 대상(안)을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일본과 독일 사례를 통해 볼 때, 정량적 기준은 대체로 응시인원, 자격 운영
기간 등이 활용되며, 정성적 기준으로는 향후 수요 및 전망, 다른 자격과의

관계, 산업현장부합도 등을 적용함.

[그림 Ⅴ-21] 자격 검정 중단 및 폐지 관련 국외 사례 종합

❑ 국내 국가기술자격 종목 폐지 및 검정중단 현황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1) 검정
중단 기준 수립, 2) 종목 폐지 기준 개선, 3) 종목 폐지 절차 명확화, 4) 소관

주무부처에 대한 즉각적인 정보 공유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현행 국가기술자격 종목 폐지 및 검정시행계획의 수립은 소관 주무부처가 전
면 결정하는 구조로 검정 중단 및 폐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발

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 자격 검정 중단 및 종목 폐지 관련 절차, 기준 등을 규정하는 지침, 법령 등
이 산재되어 있어 명확한 제시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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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2] 자격 검정 중단 및 폐지 관련 국내 현황 종합

2-가-1안 국가기술자격 종목 검정 중단 및 폐지 절차 개선(안)

❑ 현행 종목중단 및 폐지 절차를 보완하여 자격시행기관 등에서 정량 지표를 통해
검정중단 및 폐지 검토 대상을 설정한 후 별도 협의체가 이들 종목을 검토하여

주무부처에 공유하고, 부처가 검정중단을 실행한 후 그 결과를 모니터링 하여 최

종적으로 폐지를 검토함.

❍ 현행 종목 검정 중단은 종목 폐지의 선행 절차로 종목 취득 수요를 점진적으
로 확인하는 경로로 활용 가능함.

❍ 단, 이와 같이 검정중단 및 폐지 절차를 정례화할 경우, 소관 주무부처의 검
토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행정력이 과도해지는 점을 고려하여 (가칭)국가

기술자격종목검토위원회와 같은 별도 협의체 운영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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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역시 재검토조사 전문위원회 등에서 오래된 직종 또는 수검자 규모가

작은 종목을 우선 폐지 검토 대상으로 1차적으로 설정한 후 2차적으로 사회

적 편익을 확인하는 한편, 독일에서는 우선 검토 대상 선정 시 자격 기관이

사전 검토를 실시함.

❍ 따라서 별도 협의체에서 우선 검토 대상을 검토한 후 소관 주무부처에서 이
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부처 의견에 따라 검정 중단 및 점진적 폐지

를 검토함.

❍ 이 과정은 기술사, 기능장 등 높은 등급의 자격은 제외한 자격에 적용하며,
검정중단은 2년 1회 검정 실시 후 3년 1회 검정 등 점진적으로 실시함.

[그림 Ⅴ-23] 국가기술자격 종목 검정 중단 및 폐지 절차 개선(안)

❑ (가칭)국가기술자격종목검토위원회 운영 방안은 다음과 같음.
❍ (가칭)국가기술자격종목검토위원회는 소관부처의 검정중단 및 폐지 검토 과

정을 효율화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협의체임.

❍ 검토 내용 상 소관부처 관계자, 자격시행기관, 관리자와 실무자급 현장전문
가, 교육훈련 전문가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이 때, 국가기술자격법 6조, 동법 시행령 5조 4항에 따라 세부직무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촉 위원을 활용하여 검토 과정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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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검정시행계획서를 송부해야 하는 일정 내로 연
간 최소 1회 운영되어야 함.

[그림 Ⅴ-24] 국가기술자격 종목 검정 중단 및 폐지 검토를 위한 협의회 운영 방안(안)

2-가-2안 국가기술자격 종목 폐지 기준 개선(안)

❑ 현행 응시인원 추이와 관련된 폐지 기준은 검토내용으로만 제시되어 있어 기준
명확화가 요구됨. 이에 따라 정량적 기준인 응시인원추이 기준을 종목별 연평균

증감률이 음수값을 보이는 종목 또는 전체 평균 감소율 이하 음수값 종목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현행 종목 폐지를 위한 정량적 기준 중 응시자 증감 추이는 검토 항목의 수
준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특별한 기준은 미제시되어 있음.

❍ 응시자 증감 추이는 연평균 증감률을 계산하여 확인하며, 1차적으로 증감률이
음수, 즉감소를보이는종목 폐지를검토할수있으며(1안), 이를 보수적으로접

근하고자할경우, 전체감소율의평균이하인종목에대한폐지를검토함(2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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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전자의 경우, 응시 및 취득인원 수에 따라 필터링한 종목이 대부분 해당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 개별 기준으로 변별성이 낮아질 수 있어

2안을 제안함.

❍ 또한 일시적인 감소 추이를 보이는 종목의 불필요한 폐지 검토를 위해 다른
기준과 달리 최근 5년 이상의 증감률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함.

❑ 정성적 기준의 경우, 국가 외 검정 금지 분야, 면허적 성격, 경력개발 시 주요
고려 자격 등을 제외하는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정성적 기준에 대해서는 국가 외 검정 금지 분야 등 미검토 시 현행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실제 현장에서 입직 및 경력개발 과정에서 종목 폐지 시 발생할 수 있
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면허적 성격 여부, 경력개발 시 주요 고려 자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림 Ⅴ-25] 국가기술자격 종목 폐지 기준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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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3안 국가기술자격 검정 중단 기준(안)

❑ 현행 검정 중단 기준은 정량적 기준으로 응시인원 기준만 활용함을 고려하여 응
시인원의 폐지 기준을 완화하면서 현행 연간 1회 시행 응시인원 기준과 연계되

는 형태로 제시하였음.

❍ 또한, 개선방안 1에 따라 정량적 기준은 고용부 등이 소관부처에 검정 중단
을 요청하는 기준으로 활용함.

❍ 한편, 정성적 기준은 현행 기준에 종목 폐지 정성적 기준 중 중단 시에도 고
려되어야 하는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그림 Ⅴ-26] 국가기술자격 종목 검정 중단 기준 개선(안)

나. 국가기술자격 유효기간 도입 및 운영

❑ 자격 유효기간을 설정한 국외 사례를 종합하면, 특정 종목에 유효기간을 적용하
고 있으며, 주로 보수교육을 운영하여 자격을 갱신하고 있는 한편, 일부 경력인

정제를 통해 유효기간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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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영국, 미국, 스페인 등의 자격 유효기간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5년
까지 종목별로 달리 설정되어 있으며, 유효기간이 설정된 종목은 사무, 복지,

환경, 건축, 생활, 보건 분야 등에 분포하고 있음.

❍ 유효기간에 따른 갱신은 주로 보수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정규교육 뿐
만 아니라 비형식학습을 포인트 형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한편, 보수교육 뿐만 아니라 호주와 같이 경력인정제를 운영하는 사례도 있음.

[그림 Ⅴ-27] 자격 유효기간 운영 관련 국외 사례 종합

❑ 자격 유효기간을 설정한 국내 자격 현황을 종합하면, 국가 차원 인력 양성 중요
성이 확보되는 종목에 보수교육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함.

❍ 기술사 등 국가 차원에서 인력 양성이 요구되는 국가기술자격과 보건, 안전 등
직무의 결과가 생명이나 안전에 직결되는 종목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있음.

❍ 유효기간에 따른 자격 갱신은 형식학습과 비형식학습에 기반한 보수교육에 따
라 이루어지며, 보수교육을 미이행할 시 자격이 정지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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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8] 자격 유효기간 운영 관련 국내 사례 종합

2-나-1안 국가기술자격 유효기간 설정 대상 분야 및 종목(안)

❑ 국가자격/민간자격과 국외 자격의 분야별 유효기간 설정 유무를 파악하며 우선적
으로 적용되어야 할 3가지 분야를 도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유사 분야 및 종목

의 기존 국가기술자격에 유효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국내 국가자격, 민간자격, 국외 국가/공적/민간 자격의 경우 ①생명, 건강,

안전 분야, ②기술/산업/법령 변화가 빠른 분야, ③국가기간전략산업 등 국가

차원 인력양성 관련 종목을 위주로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음.

❍ 이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직무분야에 따라 구조화하여 국내 및 국외자격에
서 유효기간을 두어 운영되고 있는 유사 분야 및 종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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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9] 국가기술자격 유효기간 설정 대상 분야(안)

❑ 국가기술자격 유효기간 설정이 필요한 종목은 생명, 건강, 안전에 직결되는 종
목, 국가기간전략산업 등 국가차원 인력양성 관련 종목, 기술/산업/법령의 변화

가 빠른 종목 등을 검토하였음.

검토 항목 검토 기준(안)

1. 생명, 건강, 안전에
직결되는 종목

•국가외 검정 금지 분야 종목* 중 다음 분야와 관련된 종목

1-1. 생명 기능의 유지, 개선 및 소멸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위나 물건 및 물질 등의 제조, 유통 및 사용업무를
취급하는 분야

1-2. 건강의 유지, 회복, 예상에 필수적인 식품, 의료, 위생,
보건 업무를 취급하는 분야

1-3.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될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취급하는 분야

2. 국가기간전략산업
등 국가차원
인력양성 관련 종목

•1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다음 분야와 관련된 종목

2-1. 국가의 기간산업, 전략산업, 신산업으로서 국가 계획
하에 전국적으로 통일성과 일관성 있는 인력양성과
직무수행능력의 인정이 필요한 분야

2-2. 국가의 기간산업, 전략산업, 신산업으로서 인력양성과
직무수행능력의 인정이 필요하나 민간차원에서 운영이
어려운 분야

3. 기술/산업/법령의
변화가 빠른 종목

•2에 해당하는 종목 중 출제기준 적용기간이 각 등급별 평균
미만 범위에 있는 종목

주*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은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안전에 직결된 분야,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의 유지를 위하여 
국가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관련 종목을 국가외검정금지종목으로 규정

<표 Ⅴ-3> 국가기술자격 유효기간 설정 종목 검토 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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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1부터 3까지 항목을 검토한 결과, 총 35개 종목에 대해 유효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1항목에서 200개 종목이 추출되었으며, 이들 종목이 모두 2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200개 종목에 3항목을 추가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35개 종목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검토 항목 검토 결과

1

1-1. 생명 기능의 유지, 개선 및 소멸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위나 물건 및
물질 등의 제조, 유통 및 사용업무를
취급하는 분야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의공기사 등
3개 종목

•중복 종목
제외 후
국가외
검정금지
종목 내에서
추출한 결과,
총 200개
종목이 해당

1-2. 건강의 유지, 회복, 예상에 필수적인
식품, 의료, 위생, 보건 업무를
취급하는 분야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조리산업기사 등
25개 종목

1-3.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될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취급하는 분야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전기기능장 등 209개
종목

2

2-1. 국가의 기간산업, 전략산업,
신산업으로서 국가 계획 하에
전국적으로 통일성과 일관성 있는
인력양성과 직무수행능력의 인정이
필요한 분야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용접기사 등
438개 종목

•중복 종목
제외 후
1 기준
해당 종목
내에서
추출한 결과,
총 200개
종목이 해당

2-2. 국가의 기간산업, 전략산업,
신산업으로서 인력양성과
직무수행능력의 인정이 필요하나
민간차원에서 운영이 어려운 분야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잠수산업기사 등
66개 종목

3

3-1. 기능장은 적용기간이 3년 이내인
종목 1개
  ※ 평균이 3.5년으로 나타났음

•2기준 해당 종목 내에서 추출한 결과,
기능장1개, 기사 9개, 산업기사 15개,
기능사 10개 등 35개 종목이 해당

   ※ 적용기간 2년 종목 4개
적용기간 3년 종목 31개

3-2. 기능장 외 등급은 적용기간이 4년
이내인 종목
  ※ 평균이 4.03~4.20년으로 나타났음

<표 Ⅴ-4> 국가기술자격 유효기간 설정 종목 검토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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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1부터 3까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은 유효기간 설정 시 도
입 검토 대상으로 기능장 1개, 기사 9개, 산업기사 15개, 기능사 10개 등

35개 종목으로 나타났음.

[그림 Ⅴ-30] 국가기술자격 유효기간 설정 대상 종목(안)

2-나-2안 국가기술자격 취득 갱신방안(안)

❑ 국가기술자격 갱신 방법은 보수교육과 경력 및 경험 인정심사를 활용하는 방법으
로 구분하여 적용함. 보수교육의 경우 정규교육, 형식학습, 비형식학습의 포인트

를 활용하며, 경력 및 경험 인정의 경우 심사 신청을 통한 서류 심사를 진행함.

❍ 벤치마킹 국가의 대다수는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자격을 중심으로 보수
교육을 통하여 자격을 갱신하고 있음.

❍ 일본, 미국 등은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자격의 경우 대부분 보수교육을
통해 자격을 갱신하고 있으며, 인정하는 학습활동을 다양화함.

❍ 또한, 호주나 영국의 경우 RPL 제도 등과 같이 기존의 경력이나 경험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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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시행중임.

❍ 이를 토대로 국가기술자격의 갱신 방법 설정시 ① 보수교육을 활용하는 방법,
② 경력이나 경험의 인정심사(서류심사 기반, 필요시 면접 진행)를 통하여 갱

신하는 방법 등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그림 Ⅴ-31] 국가기술자격 취득 갱신 방안(안)

3. 국가기술자격 검정 혁신

가. 국가기술자격 검정 방법

❑ 국외 자격 검정방법 사례 분석 결과를 참조하여 1) 필기문항 다양화, 2) 포트폴
리오 활용 검정 도입, 3) 검정방법의 디지털화, 3) 난이도에 따른 시험회차 및

합격기준 구분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일본은 지필시험에서 선다형 뿐 만 아니라 진위형과 같은 다양한 유형을 활용
하고 있으며, 독일은 복잡하고 실제적인 과업을 기반으로 한 문항을 출제함.

❍ 영국과 호주에서는 장기간의 프로젝트를 부여하거나 현장경력 과정을 포트폴
리오화하여 이를 다양한 내외부인력을 활용하여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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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정하고 있음.

❍ 독일과 영국에서는 PC 또는 태블릿을 활용하여 문항을 풀이할 수 있도록 플
랫폼을 개발하였으며, 특히 영국에서는 E-포트폴리오 시스템을 도입하여 다

양한 형태의 증거자료를 손쉽게 포트폴리오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필기나 실기를 회차별로 구분하지 않고 검정내용의 난이도에 따
라 시험회차를 구분함. 또한 일본은 난이도에 따라 합격기준을 상이하게 적용

하기도 함.

[그림 Ⅴ-32] 자격 검정방법 관련 국외 사례 종합

3-가-1안 포트폴리오 실기 검정 도입 방안

❑ 자격 종목 검정 내용 상 작업형 검정이 어려운 경우, 필답형 시험으로 대체 시행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실기 검정방법에 포트폴리오 검정방법을 추가

하며, 평가 기준과 도구 개발, 포트폴리오 접수 및 전문가 검정, 최종 검정 및

자격 수여 등의 과정을 통해 검정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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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실기 검정방법은 작업형을 기반으로 실시하며, 부득이한 경우 오럴 테스
트, 동영상 활용 평가, 필답형을 진행하고 있음(필답형은 실질적으로 필기시

험에 해당).

❍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작업형, 동영상 평가, 포트폴리오 등 실기검정방법을 확
대하고, 종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하여 필답형 시험으로 대체 시행하는 문

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음(한국직업자격학회, 2018; 장진

현, 2016).

❍ 관련 국외 사례는 작업형을 포함하여 포트폴리오(영국, 호주), 프로젝트(독

일) 등의 다양한 실기검정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포트폴리오 검정에 검정

기관 내부인력, 검정기관 선정 외부검증인력, 자격기관 검증 인력 등 다양한

평가자를 활용하여 평가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함(영국).

[그림 Ⅴ-33] 포트폴리오 활용 검정 절차(안)

❑ 포트폴리오 활용 검증 방식은 기존의 검정형, 과정평가형 및 향후 도입을 검토중
인 현장경력인정형 자격 등과의 동등성 확보를 위해 평가기준을 NCS 기반으로

개발하고, 참여위원의 자격을 준용함.

❍ 현행 국가기술자격을 NCS를 기반으로 개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포트폴
리오 평가 기준 역시 NCS를 기반으로 설정함. 또한, 평가도구는 향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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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중인 현장경력인정형 자격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해당 서식을 준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함.

[그림 Ⅴ-34] 포트폴리오 활용 검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도구 예시

❍ 평가기준의 개발과 포트폴리오 채점 과정에서 참여하는 위원의 자격 기준은
현행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자격 간 동등성을 유지함.

[그림 Ⅴ-35] 포트폴리오 활용 검정을 위한 참여위원 기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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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트폴리오 검정은 1) 현행 필답형 검정 종목, 2) 산업기사 이상 종목, 3) 과정
평가형 자격 운영 종목(권장) 등에 우선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 필답형/복합형 종목 산업기사 이상 종목 NCS 기반 설계 종목(권장)

•현행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필답형 종목은 작업형
실기시험에 매우 제한이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음.

•이를 고려할 때, 필답형을
활용하여(복합형 포함)
실기시험을 진행하는
종목에 대한 포트폴리오
검정 적용 여부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음.

•포트폴리오 검정 방법은
현업 중 수험자 본인의
직무경험과 성과에
기반하여 역량을
평가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입직형 자격에 가까운
기능사 자격은 제외

•기사/산업기사의 경우에도
제외 검토될 수 있으나
우선 검토 종목 기준으로서
pool 확보 차원에서 포함

•포트폴리오 평가 기준을
NCS에 따라 개발함에
따라 관련 필수 및
선택능력단위가 설정되어
있는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종목에 우선 도입

•단, 과정평가형 자격이
운영되지 않더라도 검정형
자격 필기 및 실기
출제기준이 NCS에 기반해
개발된 경우 역시 가능

<표 Ⅴ-5> 포트폴리오 활용 검정 종목 검토 기준(안)

❑ 포트폴리오 활용 검정 종목 검토 기준(안)을 토대로 종목을 선별한 결과, 총

167개 종목이 검토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산업기사 이상 등급 자격 중 필답형 검정 종목은 61개로 이 중 6개 종목은
과정평가형 자격 또는 `17년-`18년 NCS 기반 개편 검정형 자격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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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6] 포트폴리오 활용 검정 검토 대상 종목(안): 산업기사 이상 필답형 종목

주) *표시한 종목은 공단 관계자 설문 조사 결과, 포트폴리오 활용 검정이 제한적일 것으로 인식한 종목을 표시한 것임.

❍ 산업기사 이상 등급 자격 중 복합형 검정 종목은 106개로 이 중 13개 종목

은 과정평가형 자격 또는 `17-`18년 NCS 기반 개편 검정형 자격에 해당함.

[그림 Ⅴ-37] 포트폴리오 활용 검정 검토 대상 종목(안): 산업기사 이상 복합형 종목

주) *표시한 종목은 공단 관계자 설문 조사 결과, 포트폴리오 활용 검정이 제한적일 것으로 인식한 종목을 표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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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2안 e-평가 시스템 도입 방안

❑ e-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검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인력 효율화 도모할 필요가

있음, 단, PC평가 시 평가 환경을 감독할 위원은 현행 유지가 필요하며, 향후에

는 영국 사례와 같이 PC나 태블릿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포트폴리오를 구

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관련 국외 사례는 PC나 태블릿을 활용한 디지털 평가(독일), e-포트폴리오
등 e-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e-평가는 기존의 필기시험을 PC나 태블릿을 활용하여 평가하는 방식을 활용
하거나 포트폴리오를 온라인 상에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취함.

❍ 필기시험에 대해 CBT를 개발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통해 데이터를 더 안전하
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채점하며, 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단, CBT를 운영하더라도 시험환경의 통제가 요구되며(영국), e-포트폴리오
는 포트폴리오 검정 정착 후 추진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림 Ⅴ-38] e-평가 시스템 도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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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으로는 CAT 방식을 적용하여 문항 수를 전반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문항
출제 및 관리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CAT 방식이란 이전 문제 오답 여부 등을 고려하여 수험생 능력에 맞게 문항을 제공하는 

평가 방식으로 문제 개발 원리가 복잡하고 개발 비용이 커 대규모 수험자가 발생하는 

종목에 적절

[그림 Ⅴ-39] 장기적 관점에서 e-평가 시스템 도입 방안(CAT 기반)

3-가-3안 배점 기반 문항 추출을 통한 출제 효율화

❑ CAT 기반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e-평가 시스템 도입이 이루어진 후에 검토가 가
능한 방안으로 지필평가에서는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려움. 단, 현행 문항

수 기반의 문항 추출 방식을 배점 기반으로 변경하여 문항 출제 및 활용 과정을

효율화할 수 있음.

❍ CAT를 활용한 검정 시험은 e-평가 시스템 정착 후 추진이 가능하고, 개발 비
용이 고비용이며, 문항별 난이도 분석을 위해 사전에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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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을 시범 적용하여야 하므로 문항 사전 노출 기회가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

어 상당한 검토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CAT는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즉각적으로 활용하여 다음 문항을 제시
하는 방식을 취하므로, 지필 평가에서는 적용하기에 제한적임.

❍ 단, 문항 난이도라는 문항별 특성을 활용하는 점에 착안하여 지필 평가에서는
현행 문항 수 기반의 문제 추출 방식에서 각 난이도별 배점을 상이하게 조정

하고, 배점 기반의 추출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전반적으로 문항 수를 감소시

켜 문제 출제와 활용을 효율화할 수 있음.

[그림 Ⅴ-40] 배점 기반 문항 추출을 통한 출제 효율화 방안

❍ 각 난이도별 5개 문항 씩 총 50개 문항이 출제되어 있음을 가정할 때, 100점
만점으로 문항을 추출한 결과, 문항 수 기반 추출 방식을 통해서는 20개 문

항, 배점 기반 추출 방식을 통해서는 16개 문항이 추출되었음을 확인하였음

(문항별 배점 구조는 [그림 Ⅴ-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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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41] 문항 수 기반 및 문항 배점 기반 문항 추출 결과 예시 비교

3-가-4안 필기/실기 검정회차 유연화

❑ 필기시험의 필요성 또는 가능성이 낮은 종목, 필기시험이 생소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수요자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필기시험 선행 합격 후 실기시험

에 응시할 수 있는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국가기술자격은 현장에 필요한 역량을 인정하는 제도 임에도 실무(실기)
능력 인정을 위해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실정으로 필기시험

합격이 실기시험 응시에 비해 반드시 선행해야 하는 근거가 미흡함(실제로 필

기시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연속하여 검정하는 종목 존재).

❍ 또한, 필기시험에 생소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수요자가 검정방식에 의해 역량
인정을 받는 데 있어 제한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함.

❍ 이에 따라 자격 종목별 필기 선행 후 실기 시험에 응시하는 방식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으며, 독일 사례와 같이 검정 방식에 관계없이 시험 난이도에 따라

1-2차로 구분된 시험 운용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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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42] 필기/실기 검정회차 유연화 종목 대상 선정 기준 및 시험 구성(안)

❑ 현행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과 규칙은 국가기술자격의 시험방식을 필기시험 합격
후 실기시험을 운영하는 것으로 전제한 조항이 다양하여 관련 법령인 국가기술

자격법의 개정 검토가 추가적으로 요구됨.

❍ 국가기술자격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명시한
조항은 회차별 시험(1차, 2차 시험 등)으로 변경함. 단, 관련 조항에서 시험

의 회차가 아닌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을 표현함(실기시험

→ 실기형시험).

❍ 종목별로 1-2차 시험을 별도로 운영함에 따라 합격 결정 기준을 일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서비스 자격과 같이 종목 및 회차별로 합격 기준을 규정하도록

개정함.

❍ 현행 종목별 필기 및 실기시험별 과목을 제시한 내용을 1차와 2차로 회차를
구분하여 시험과목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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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43] 필기/실기 검정회차 유연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

3-가-5안 국가기술자격 합격기준 개선방안

❑ 단기적으로는 기능장, 기사 등 등급이 올라갈수록 합격률이 높아지는 필기시험에
대해 상위등급 합격기준 상향 조정이 요구됨(기술사 제외).

❍ 2017년을 기준으로 실기시험 합격률은 등급이 올라갈 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기술사 등급의 경우, 실기시험이 아닌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해석 제외).

❍ 반면, 필기시험 합격률은 기사/기능장 수준이 기능사/산업기사에 비해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이며, 기술사 수준에서 다시 급격히 감소함.

❍ 일본, 독일과 같이 시험 난이도에 따라 합격기준을 달리하는 방안을 적용하여
기사/기능장 등급에 대해서는 합격기준을 소폭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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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44] 국가기술자격 합격기준 개선방안(단기): 등급별 합격기준 차등화

❑ 장기적으로는 등급 또는 종목별 합격기준을 3년 또는 5년 간 주기적으로 검토하
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단, 종목별 합격 기준이 서로 상이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등급별
합격기준 모니터링 및 조정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합격 결정 기준 조정 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 20조 내용 개정이
요구됨(현행 법령은 기술 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에 대해 필기/시험 및 등급

별로 합격기준을 일괄 적용하도록 규정).

[그림 Ⅴ-45] 국가기술자격 합격기준 개선방안(장기): 합격기준 적정성 모니터링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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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6안 필기 문항 유형 다양화

❑ 필기문항의 유형을 현행 선다형에서 진위형, 완성형, 단답형, 연결형(배합형),

서술형 등으로 다양화 하여 문항 출제 유연성 확보 및 중복 문제 출제 경감을

도모함.

❍ 관련 선행연구 검토 결과, 현행 필기 및 실기시험의 검정방법 다양화 요구하고
있음(한국직업자격학회, 2018; 나승일 외, 2012) .

❍ 독일의 필기시험은 복잡하고 실제적인 과업을 기반으로 문항을 출제하며, 일본
은 선다형 외 진위형 문항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항 출제하고 있음.

❍ 현행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검정 방법 중 필답형은 실질적으로 필기시험에

해당하며 문항 유형 제한이 없어 필기시험 자체에도 다양한 문항 유형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동일 유형의 유사 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문

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단, 선다형 외 문항 출제 시 문항 채점 결과에 대한 이의가 다수 발생한 소지
를 고려하여 문항 유형별 채점 기준을 명확히 수립이 추가로 요구됨.

[그림 Ⅴ-46] 국가기술자격 필기 문항 유형 다양화 및 채점 기준 필수 요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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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46] 국가기술자격 필기 문항 유형 다양화 및 채점 기준 필수 요소 예시(계속)

나. 신기술 활용 평가 방법

❑ 앞서 고찰한 국내·외 AR/VR 활용 사례 검토 결과, 비용 절감, 재료·장비 접근
성 제고, 환경 통제 가능성 확보, 안전 사고 방지, 즉석 결과 평가 가능성 확보

등의 상황에서 AR/VR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를 통해 도출한 AR/VR

적용 검정 종목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만, AR/VR 개발에 큰 비용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최종적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검정 

수요가 충분한지를 검토하였음(최근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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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47] AR/VR 활용 검정 필요 종목 검토 기준(안)

❑ AR/VR 활용 검정 필요 종목은 현행 필답형 종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음.
❍ 현행 작업형 검정 종목은 실무(실기) 작업을 통해 검정이 가능한 종목으로

AR/VR 활용 검정의 현행 검정 대체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반면, 현행 필답형 종목은 작업형 평가방법의 구현 어려움, 작업의 위험성, 검
정시설 또는 장비 확보 제한 등에 해당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기준 검토를 실

시하였음.

[그림 Ⅴ-48] AR/VR 활용 검정 필요 종목 검토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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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48] AR/VR 활용 검정 필요 종목 검토 과정(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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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검토 작업을 통해 재료 장비 접근성 제고 등 4개 기준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면서 응시규모 상위 20% 이상 종목을 1순위, 4개 기준 중 1개 이상에

해당하지만 응시규모가 상위 20% 미만인 종목을 2순위로 제시하였음.

[그림 Ⅴ-49] AR/VR 활용 검정 검토 1-2순위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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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기술자격을 둘러싼 미래 환경에 대비한 자격 종목, 정책
및 검정 혁신방안을 수립하는 데 있었으며, 국내 현황 및 관련 선행연구 분석,

국외 사례 분석, 혁신 요구 분석 등을 통해 방안을 수립하였음.

❑ (자격종목 혁신: 융합형 국가기술자격)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융복합 신기술
은 융합형 자격으로 운영하거나 자격의 도입 없이 교육훈련 인정 체제를 수립

하는 방식을 통해 해당 역량을 인정함.

❍ 1안은 교육훈련 기반 융합형 자격을 운영하는 방안으로 신기술 영역별 교육
훈련 편성기준 및 운영기관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교육훈련을 운영하게 하고,

해당 교육훈련 수료자를 대상으로 내 외부 평가를 실시하여 신기술 영역별

융합형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임.

❍ 여기서 융합형 자격은 급속한 기술변화와 역량 인정 단위의 크기와 범위로
인해 기존 국가기술자격 종목과는 달리 별도 체제로 신설 운영되는 자격 종

목 체제를 의미함. 융합형 자격의 명칭은 설문 조사 결과, 융협(형), 플러스,

확장(형) 등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음.

❍ 1안의 세부 운영 방안으로 교육훈련 기관 선정은 기관역량, 인적자원 역량,
교육인프라 역량, 협조체제 등을 포함하여 평가하고, 교육훈련 편성은 관련

NCS 세분류 및 능력단위에 기반하여 개발함. 교육훈련생 수료기준은 내 외

부 평가를 모두 실시하여 각각 50%를 반영하는 방안과 외부 평가만을 실시

하는 방안을 검토함.

❍ 2안은 검정시험 기반 융합형 자격을 운영하는 방안으로 융합형 자격을 교육
훈련이 아닌 검정시험을 통해 부여하는 방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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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안은 현행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에 대해서만 융합형 자격을 ‘(가칭)추가능
력단위’의 형태로 교육훈련하여 내 외부 평가를 통해 자격을 부여하게 하는

방안임. 여기서 추가 능력단위는 신기술 역량 관련 능력단위로서 이를 포함

한 교육훈련 즉, 융합형 자격 과정 운영 시에만 편성되는 능력단위임.

❍ 4안은 교육훈련 인정체제 도입 방안으로 자격의 도입 없이 신기술 수요와 관
련된 교육훈련과정을 인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임.

❑ (자격종목 혁신: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 디지털 리터러시는 기기 활용 기술과
같은 기술 측면과 정보 활용과 비판적 사고와 같은 기초 소양 측면의 역량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기존 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전환하거나 평가도구만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방식을 통해 평가함.

❍ 1안은 기존 종목 전환 방안으로 정보처리기능사와 같이 현행 종목 중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된 역량을 인정하는 종목의 출제기준 범위 및 내용 개선을

통해 해당 역량을 인정하게 하는 방안임.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를 위해 국가

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는 방안은 개념 상 특정 직무 보다는 산업 전반에 요

구되는 소양으로서 관련 종목 역시 일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을 확

보하기에 제한적임.

❍ 2안은 평가도구 개발 및 보급 방안으로 국가기술자격의 도입 없이 디지털 리
터러시를 평가하는 도구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방안임. 디지털 리터러시가 개

념 상 기초 소양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어 국가기술자격으로 운영하기에 부

적절할 수 있음.

❍ 3안은 1안과 2안을 통합하는 방안으로 기술적 측면과 기술 외적(소양) 측면
을 분리하여 전자는 기존 관련 종목의 전환을 통해 인정하고, 후자는 평가도

구만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방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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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정책 혁신: 국가기술자격 검정 중단제도) 기존 검정 중단 및 폐지 절차와
주체, 종목 폐지 기준 등을 개선하고, 종목 검정 중단 기준을 도입함.

❍ 현행 주무부처가 자격 종목의 연간 검정 시행 계획과 종목 폐지를 결정하는
절차를 보완하는 방안임. 구체적으로 자격시행기관 등에서 정량 지표를 통해

검정중단 및 폐지 검토 대상을 설정한 후, ‘(가칭)국가기술자격종목검토위원

회’와 같은 별도 협의체가 이들 종목을 검토함. 주무부처는 협의체의 검토 결

과를 토대로 검정 중단을 실행하며, 추후 종목 운영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최

종적으로 폐지를 검토함. 이 때 별도 협의체는 세부직무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촉 위원을 활용하여 검토 과정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음.

❍ 현행 응시인원 추이와 관련된 폐지 기준은 검토 대상 내용으로만 제시되어
있어 기준 명확화가 요구됨. 정량적 기준의 경우, 응시 인원 추이 기준을 종

목별 연평균 증감률이 음수값을 보이는 종목 또는 전체 평균 감소율 이하 음수

값 종목으로 기준을 개선함. 정성적 기준의 경우, 국가 외 검정 금지 분야,

면허적 성격, 경력개발 시 주요 고려 자격 등을 제외하는 기준을 추가함.

❍ 현행 종목별 검정 시행 횟수는 응시인원 규모에 따라 설정되고 있으나 검정
을 중단해야 하는 기준은 수립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연간 1회 검정을

실시하는 응시인원 규모(400명)와 종목 폐지를 검토하는 응시인원 규모(30

명 이하)를 고려하여 최근 5년 간 응시인원 규모를 분석하여 해당 년도 응시

인원의 규모가 약 150명 이상 270명 미만으로 추산될 경우, 2년 1회 검정

을, 약 30명 이상 150명 미만으로 추산될 경우, 3년 1회 검정을 실시함.

❑ (자격정책 혁신: 국가기술자격 취득 유효기간) 기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유효
기간은 국민의 생명, 안전 등과 직결되는 분야 등 유효기간이 요구되는 분야에

도입하며, 현장경력과 보수교육을 고려하여 자격을 갱신함.

❍ 국가기술자격 유효기간 설정이 필요한 종목은 생명, 건강, 안전에 직결되는
종목, 국가기간전략산업 등 국가차원 인력양성 관련 종목, 기술/산업/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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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빠른 종목 등으로 검토 결과, 기능장 1개, 기사 9개, 산업기사 15개,

기능사 10개 등 35개 종목이 모든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국가기술자격 갱신 방법은 보수교육과 경력인정을 활용하며, 보수교육의 경
우 정규교육, 형식학습, 비형식학습의 포인트를 통해 인정하고, 경력인정의

경우 경력증명서 등 심사 신청을 통한 서류 심사를 진행하여 인정함.

❑ (자격검정 혁신: 국가기술자격 검정방법) 포트폴리오 실기, e-평가 기반 필기
검정 등을 도입하고, 배점 기반 문항 추출, 필기/실기 검정회차 유연화, 합격기

준 개선, 필기문항 유형 다양화를 통해 검정 및 출제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함.

❍ 포트폴리오 실기 검정을 도입하여 작업형 검정이 제한되는 종목의 검정 효과
성을 제고함. 포트폴리오 실기 검정은 평가 기준과 도구 개발, 포트폴리오

접수 및 전문가 검정, 최종 검정 및 자격 수여 등의 과정을 통해 실시하며,

평가기준은 NCS 기반으로 개발함. 이에 따라 현행 필답형 검정 종목, 산업

기사 이상 종목,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종목 등의 기준을 수립하여 검토한

결과, 총 167개 종목이 검토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필기 검정에 e-평가 체제를 도입하여 검정 효율성을 제고함. 장기적으로는

포트폴리오 검정 체제에도 e-평가 체제를 도입하는 한편, e-필기평가에

CAT 방식을 적용하여 문항 출제와 검정의 효율화 방안을 검토함.

❍ 단기적으로는 현행 문항 수 기반의 문항 추출 방식을 배점 기반 문항 추출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서 문항 출제 과정을 효율화할 수 있음. 즉, 문항 난이

도에 따라 배점을 차등화하여 문항을 추출할 경우, 현행 과목 당 20개 문항

보다 더 적은 수의 문항으로 검정하여 점수를 변별할 수 있음.

❍ 현행 필기시험 선행 합격 후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규정을 개선하여 시
험 난이도에 따라 1-2차로 구분된 시험을 운영하는 방안을 통해서도 문항

출제 과정을 효율화함.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인 국가기술자격법의 전반적

인 개정 검토가 추가적으로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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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기준과 관련하여 단기적으로는 기능장, 기사 등 등급이 올라갈수록 합격
률이 높아지는 필기시험에 대해 상위등급 합격기준 상향 조정이 요구되며(기

술사 제외), 장기적으로는 등급 또는 종목별 합격기준을 3년 또는 5년 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필기문항의 유형을 현행 선다형에서 진위형, 완성형, 단답형, 연결형(배합

형), 서술형 등으로 다양화 하여 문항 출제의 유연성을 확보함.

❑ (자격검정 혁신: 신기술 활용 평가방법) AR/VR 활용 검정은 위험방지 등 AR
/VR 활용 검정 시 검정 효과성 및 효율성이 요구되는 분야 및 종목에 도입함.

❍ 국내 외 AR/VR 기술은 교육훈련에 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비용 절
감, 재료·장비 접근성 제고, 환경 통제 가능성 확보, 안전 사고 방지, 즉석

결과 평가 가능성 확보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를 통해

볼 떄, 자격 검정에 AR/VR 기술을 활용할 시 안전사고 방지, 환경통제가능

성 확보와 같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종목의 선정이 필요함.

❍ 단, 현행 작업형 실기검정 종목은 실무 작업을 통해 검정이 이미 가능하고,
AR/VR 개발에 큰 비용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비용 절감 효과 측면에서 현

행 검정 방식을 대체하기엔 제한적임. 이에 따라 AR/VR 활용 검정 필요 종

목은 필답형 종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음. 또한, 개발 비용을 고려하여 최종

적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검정 수요가 충분한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였음.

❍ 검토 결과, 재료·장비 접근성 제고, 환경 통제 가능성 확보, 안전 사고 방지,
즉석 결과 평가 가능성 확보 등의 4개 기준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면서 등급

별 응시규모 상위 20% 이상인 종목은 총 12개 종목인 것으로 나타났음(1

순위 종목). 4개 기준 중 1개 이상에 해당하지만 응시규모가 상위 20% 미

만인 종목은 총 37개 종목인 것으로 나타났음(2순위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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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 (융합형 자격 도입의 점진적 검토) 융복합 신기술에 대한 교육훈련 인정체제를
우선 도입하고, 추후 융합형 자격 운영 세부 방안과 신설 필요 종목에 대한 후

속 연구가 요구됨.

❍ 이 연구에서는 융합형 국가기술자격 운영 방안으로 교육훈련 기반형 융합형
자격 운영 방안, 검정시험 기반 융합형 자격 운영 방안, 과정평가형 자격 기

반 융합형 자격 운영 방안, 교육훈련 인정체제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음.

❍ 융합형 자격은 산업 및 기술 변화에 따른 신기술 역량을 효율적으로 인정하
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자격 체제에 새로운 자격 체제를 추가 개선하는

것으로 자격 체제의 타당성과 효용성에 대한 지속적인 도입 검토가 요구됨.

❍ 이에 따라 융합형 국가기술자격 운영 방안은 교육훈련 인정체제 운영 방안을
우선 실행하고, 추후 융합형 자격 운영에 대한 세부 추진 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음.

❍ 융합형 자격체제 도입 시, 융합형 자격 종목의 신설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연구, 즉, 산업 분야별로 융복합 대상 기술을 분석하여 종목을 시범 개

발하는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도구 개발 및 보급 우선 도입) 디지털 리터러시의 기초
소양 측면을 고려하여 자격 도입 보다는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방안을

우선 도입하고, 관련 자격 도입 타당성은 점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 방안으로 기존 국가기술자격 종목 전환
방안, 평가도구 개발 및 보급 방안, 디지털 리터러시의 하위요인별 접근 차

별화 방안(국가기술자격 전환+평가도구 개발 및 보급)을 제시하였음.

❍ 디지털 리터러시는 리터러시(문해) 중 하나로 개념 상 기초 소양에 해당하
며, 현행 대다수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운영되는 분야와 같이 하나의 직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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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으로 분리하기에는 제한적임.

❍ 이를 고려할 때, 디지털 리터러시의 평가는 평가도구만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방안이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적

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향후 논의를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와 관련된 별도 자격종목 운영
의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자격 등의 전환을 검토를 통해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검정 폐지 관련 정량적 기준 수치 유지) 국가기술자격 종목 폐지 기준 중 응
시인원(30명 이하)과 취득인원(10명 이하)의 수량적 기준은 상향 조정보다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함.

❍ 이 연구에서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폐지 검토를 위한 정량 기준에 대해 최
근 3년 간 응시인원 30명, 취득인원 10명 등 일부 현행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이 기준을 적용한 결과, 전체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 등급

종목 398개 중 22개 종목(5.5%)가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응시인원은 50명 이하, 취득인원은 30명 이하 등으로 수치를 조정하는 방안
에 대한 검토 결과, 상향 조정 시 전체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 등급 종목

중 10.3%(41개 종목)이 정량적 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응시인원 및 취득인원의 수치적 기준을 상향 조정할 경우, 기사 이하
등급 종목 10개 중 1개가 폐지 검토가 요구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소 과

하게 폐지 검토될 우려가 있음. 즉, 검정 폐지와 관련된 응시인원(30명 이

하)과 취득인원(10명 이하)의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는 방안이 적절함.

❑ (생명, 건강, 안전과 관련된 종목의 유효기간 우선 도입) 국가기술자격의 유효
기간은 특히 생명, 건강, 안전에 직결되는 종목에 우선 설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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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에서는 국가기술자격 유효기간 요구 분야의 설정 기준으로 생명, 건
강, 안전에 직결되는 종목, 국가기간전략산업 등 국가차원 인력양성 관련 종

목, 기술/산업/법령의 변화가 빠른 종목 등을 3가지를 제시하였으며, 이들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검토 결과를 제시하였음.

❍ 그러나 이들 기준 중에서도 생명, 건강, 안전에 직결되는 종목 기준의 중요
성과 시급성은 다른 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고

려할 때, 향후 유효기간의 도입은 생명, 건강, 안전에 직결되는 종목에 우선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국가기술자격 갱신을 위한 후속 조치 마련) 국가기술자격 갱신은 취득 종목
관련 직무 수행자는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심사를, 미수행자는 보수교육을 통해

실시하며, 이를 위한 경력관리시스템과 보수교육 체제 마련이 요구됨.

❍ 이 연구에서는 국가기술자격 유효기간 도래에 따른 갱신 방안으로 보수교육
과 경력심사를 병행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자격 취득 후 해당 종목 관련 분야에서 직무를 수행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대분됨을 고려할 때, 전자는 경력심사, 후자는 보수교육을 운영하는

방안이 상대적으로 적절함.

❍ 즉, 취득 종목과 관련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등을 통해 자격을
갱신하는 한편, 관련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실시함.

❍ 또한, 이러한 체제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자격 취득자의 경력을 관리할 수 있
는 시스템이 요구되며, 보수교육을 위해서는 주무부처 등에서 보수교육과 관

련된 규정, 교육 체제 등을 연구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포트폴리오 활용 실기 검정 종목 추가 검토) 필답형 종목 외에 작업형 종목에
서도 직무 특성 상 성과를 점진적으로 축적하여 검정하는 것이 적절한 종목을



제6장. 결론 및 제언 • 363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포트폴리오 활용 실기 검정 종목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에서는 포트폴리오 활용 검정 종목을 현행 필답형 검정 종목, 산업기
사 이상 종목,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종목 등의 기준을 통해 검토하였음. 이

중 필답형 검정 종목 기준은 작업형 검정에 제한이 있는 종목의 검정 개선을

위해 설정한 기준임.

❍ 그러나 설문 조사 결과, 일부 분야의 경우에는 패션과 같은 일부 분야는 작
업형 검정 방법보다 직무를 수행해온 과정이나 성과를 축적한 결과 즉, 포트

폴리오로 검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를 고려할 때, 후순위 종목으로 현행 작업형 검정 종목 중에서도 포트폴리
오 종목으로 검정하는 것이 적절한 종목을 검토 설정할 필요가 있음.

❑ (AR/VR 활용 실기 검정 종목 추가 검토) 향후 AR/VR 활용 실기 검정 종목
은 비용적 측면, 검정 효과성, 관련 교육훈련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정 및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재료·장비 접근성 제고, 환경 통제 가능성 확보, 안전 사고

방지, 즉석 결과 평가 가능성 확보 등 4가지 기준과 등급별 응시규모 상위

여부 등을 토대로 AR/VR 활용 실기 검정 종목을 검토하여 제시하였음.

❍ AR/VR을 활용한 검정 도입 시 높은 초기 개발 비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
으며, 검정의 효과성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한편, 검정 방식 변경에 따른

AR/VR 기반 교육 인프라 역시 현재로서는 미흡한 상황임.

❍ 이를 고려할 때, AR/VR 활용 검정 종목은 이 연구에서 제시한 기준 외에
개발 비용적 측면, 검정 효과성, 관련 교육 인프라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

여 도입 확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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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부록] 국가기술자격 제도 혁신을 위한 설문지

국가기술자격 제도 혁신을 위한 설문지 (현장 전문가 대상)

안녕하십니까? ㈜케이엠플러스컨설팅입니다.

저희 업체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기술자격 제

도 혁신방안 연구』를 수주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향후 4차 산업의 

도입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격 종목, 정책 및 종목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데 있으

며, 이에 산업 분야별 현장 및 교육훈련 전문가로부터 국가기술자격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얻고자 하오니, 번거로우시도라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귀하와 귀하께서 하시는 

일 모두에 행복과 무궁한 발전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11월 

[발주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수행기관] ㈜케이엠플러스컨설팅

다음은 새로운 형태의 국가기술자격 종목 도입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기]는 4차 산업 혁명과 관련된 신기술을 예시한 것입니다.

[보기]

• 빅데이터
• 가상현실/증강현실
• 사물인터넷(IoT)

• 드론
• 전기자동차
• 웨어러블 기기

• 핀테크
• 스마트공장
• 인공지능 등

귀하의 직무분야에서 위 [보기]와 같은 신기술 역량이 추가로 요구되는 경우, 이를 자

격에 어떻게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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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행 관련 종목 취득자에 대해 해당 기술 역량을 별도 인정하여 자격증에 내용을

추가 기입한다.

② 현행 종목 외에 해당 기술 관련 자격 종목을 추가로 신설하여 취득하게 한다.

③ 자격을 도입할 필요 없이 관련 교육훈련을 인증하여 수료생에 대해 해당 기술 역량

을 인정한다.

④ 기타(구체적으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2. [보기]와 같은 자격 제도에 적절한 명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 응답 가능)

[보기]
현행 종목 취득자에 대해 종목과 관련된 신기술 역량을 검정 또는 교육훈련을 통해
별도로 인정하여 [A] 자격증에 해당 내용 기입

현행 자격종목
[A] 취득

⇨
[A] 종목 관련 신기술
역량 검정(또는
교육훈련)

⇨
자격증 [A]에 신기술
검정(교육훈련) 내역

기입

① 융합(형) 자격 ② 플러스 자격 ③ 추가(형) 자격 ④ 개량(형) 자격

⑤ 향상(형) 자격 ⑥ 확장(형) 자격 ⑦ 스마트 자격 ⑧ 스킬업 자격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3. (편의상 2번 문항의 [보기]와 같은 자격 제도를 ‘플러스 자격’으로 통칭합니다). ‘플러

스 자격’ 제도를 도입할 경우, 특정 종목 관련 신기술 역량을 인정하는 방안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① 신기술과 관련된 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인정한다.

② 신기술과 관련된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을 인정한다.

③ 신기술과 관련된 교육훈련 이수 후 교육훈련 기관 내 외부 평가를 통해 인정한다.

④ 신기술과 관련된 현장경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구술면접 등을 통해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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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다음은 4차 산업 혁명에 필요한 기초 역량을 국가기술자격으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보기]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기]
• 개념: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내어 그 가치를 비판적인 사고력을 통해 평가하고,
활용하는 능력으로 기술적 측면과 기술외적 측면으로 구분

- 기술적 측면 :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운용 능력, 스마트기기 및 애플리케이션
운영 능력 등

- 기술외적 측면: 정보수집 및 활용능력, 정보윤리, 정보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 등

위 [보기]와 같은 기초 디지털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번호

기술적 측면 기술외적 측면

① 관련 자격 종목을 신설하여 한꺼번에 검정한다.

②
기존 종목 중 적절한 종목을 선정한 후 검정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한꺼번에
검정한다.

③
자격을 도입할 필요 없이 평가 도구만을 개발하여 관련 기관에서 활용하도록
보급한다.

④ 관련 자격 종목을 신설하여 검정한다. 자격도입없이평가도구만을개발보급한다.

⑤ 기존종목의검정내용을보완하여검정한다. 자격도입없이평가도구만을개발보급한다.

⑥ ①부터 ⑤까지의 자격 도입이나 평가도구의 활용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5. 기존의 자격 종목을 전환하여 기초 디지털 역량(디지털 리터러시)를 평가 인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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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적절한 종목은 무엇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① 정보처리기능사(국가기술자격) ② 정보처리산업기사(국가기술자격)

③ 정보처리기사(국가기술자격) ④ 컴퓨터활용능력 1급(국가기술자격)

⑤ 컴퓨터활용능력 2급(국가기술자격) ⑥ 컴퓨팅사고능력(대한상공회의소 민간자격)

⑦ SW코딩자격(한국생산성본부 민간자격) ⑧ 기타(구체적으로: ________________)

다음은 국가기술자격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 제도의 도입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국가기술자격 취득 후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갱신하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7. 국가기술자격 취득 갱신제도 도입 시 적용 대상 종목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

각하십니까?

① 전혀 적절하지 않다. ② 적절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적절하다. ⑤ 매우 적절하다.

8. 국가기술자격 취득 갱신제도 도입 시 적정 유효기간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괄호

안에 작성하여 주십시오. ( ) 년

9. 국가기술자격 취득 갱신 시 갱신을 희망하는 취득자에게 갱신을 획득하는 방법 중 적

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① 개정된 검정 내용 등에 대한 재시험 ② 보수교육 프로그램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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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력 또는 경험의 인정 심사 ④ 기타(구체적으로: ________________)

10. 보수교육을 활용하여 갱신제도를 도입할 경우, 자격 취득 갱신을 위한 적정 보수교육

시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괄호 안에 작성하여 주십시오. ( ) 시간

다음은 국가기술자격 검정 중단과 폐지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현행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 시행 계획 수립 및 폐지의 주체는 소관 부처로, 해당

부처가 자체적으로 검토 및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소관 부처가 자체적으로 검토 및 수행한다(현행 유지).

② 소관 부처가 자체적으로 검토 및 수행하되, 이를 위한 기초 분석 결과(예: 취득자

수)을 자격검정기관 등에서 주기적으로 제공한다.

③ 자격검정기관에서 검정 시행 계획 수립과 폐지를 검토 수행한다.

④ 관계자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가칭 국가기술자격종목개편위원회)를 설치하여 검토

수행하게 한다.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특정 종목의 현장 수요가 감소하여 검정 중단(중지) 및 폐지 과정을 거칠 경우, 다음

방안 중 어떤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 종목 폐지 기준 응시 인원에 해당하면 폐지를 검토한다.

② 응시인원 기준에 따라 2년 마다 시험을 실시하다가 폐지 기준에 이르는 때에 폐지

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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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응시인원 기준에 따라 3년 마다 시험을 실시하다가 폐지 기준에 이르는 때에 폐지

를 검토한다.

④ 응시인원 기준에 따라 2년 1회, 3년 1회 순으로 검정 시행 횟수를 줄이다가 응시

인원이 폐지 기준에 이는 때에 폐지를 검토한다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다음은 국가기술자격 검정 방법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현행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은 4지 선다형으로 출제됩니다. 문항 유형을 주관식 단답

형, 서술형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14. 현행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은 과목당 20문항으로 검정합니다. 문항 수를 어떻게 개

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복 응답 가능)

① 과목당 20개 문항으로 유지해야 한다.

② 과목당 20개 문항보다 줄여야 한다.

③ 과목당 20개 문항보다 늘려야 한다.

④ 과목당 문항 수는 관계없으나 수험자별로 필기시험 문항 전체 수가 동일해야 한다.

(현재는 산업기사, 기사 등급에서 과목 수가 상이하여 종목별로 문항 전체 수가 상이)

⑤ 문항의 수 보다는 문항의 난이도와 수를 모두 고려하여 수험자마다 동일한 수로 검

정해야 한다.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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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현행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은 작업형 또는 필답형으로 출제됩니다. 이 외에 포트폴

리오를 활용한 실기시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16. 다음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을 위한 e-평가 시스템의 도입 방안을 나열한 것입니

다. 각 방안에 대해 적절성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e-평가 시스템 도입 방안 전혀 적절하지 않다 <--> 매우 적절하다

1)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e-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필기시험에만 도입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도입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일부 검정 인원이 많은 종목에만 도입한다. ① ② ③ ④ ⑤

5) 가능한 많은 종목에 도입한다. ① ② ③ ④ ⑤

6) 포트폴리오 적용 종목에 대해 e-포트폴리오
시스템을 도입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현행 국가기술자격은 반드시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

정되어 있습니다(일부 종목 제외). 이러한 규정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다음 중 무엇

에 해당합니까? (중복 응답 가능)

① 필기시험 합격 후 실기시험을 봐야 한다(현행 유지).

② 실기시험 합격 후 필기시험을 봐야 한다.

③ 필기시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실기시험을 볼 수 있어야 한다.

④ 시험의 회차 구분은 유지하되, 검정방식이 아닌 난이도에 따라 회차를 구분해야 한다.

⑤ 시험의 회차를 구분할 필요 없이 한 회차에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볼 수 있어야 한다.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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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귀하께서는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 프로그램을 활용한 검정이

요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가상현실: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을
구현해놓은 것

• 증강현실: 실제 환경에 가상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하여 원래의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19. 우리나라 국가기술자격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만 ( ) 세

(3)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고졸 이하 ② 전문대학 졸업 ③ 4년제 대학 졸업 ④ 석사 졸업 ⑤ 박사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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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귀하의 직무 분야에서 업무 경력은 어느 정도 입니까? ( ) 년

(5) 귀하께서 현재 소속되어 계신 기관의 유형은?

① 산업체 ② 연구기관 ③ 공공기관 ④ 교육기관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___)

(6) 귀하의 직무 분야는?

① 사업관리

② 경영ㆍ회계ㆍ사무

③ 금융ㆍ보험

④ 교육ㆍ자연과학ㆍ사회과학

⑤ 법률ㆍ경찰ㆍ소방ㆍ교도ㆍ국방

⑥ 보건ㆍ의료

⑦ 사회복지ㆍ종교

⑧ 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

⑨ 운전ㆍ운송

⑩ 영업ㆍ판매

⑪ 경비ㆍ청소

⑫ 이용ㆍ숙박ㆍ여행ㆍ오락ㆍ스포츠

⑬ 음식 서비스

⑭ 건설

⑮ 광업자원

⑯ 기계

⑰ 재료

⑱ 화학

⑲ 섬유ㆍ의복　

⑳ 전기ㆍ전자

◯21 정보통신　

◯22 식품가공　

◯23 인쇄ㆍ목재ㆍ가구ㆍ공예　

◯24 농림어업　

◯25 안전관리

◯26 환경ㆍ에너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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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제도 혁신을 위한 설문지 (공단 관계자 대상)

안녕하십니까? ㈜케이엠플러스컨설팅입니다.

저희 업체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기술자격 제

도 혁신방안 연구』를 수주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향후 4차 산업의 

도입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격 종목, 정책 및 종목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데 있으

며,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내부 자격 전문가로부터 국가기술자격 제도 개선을 위

한 의견을 얻고자 하오니, 번거로우시도라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귀하와 귀하께서 하시는 

일 모두에 행복과 무궁한 발전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11월 

[발주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수행기관] ㈜케이엠플러스컨설팅

다음은 새로운 형태의 국가기술자격 종목 도입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기]는 4차 산업 혁명과 관련된 신기술을 예시한 것입니다.

[보기]

• 빅데이터
• 가상현실/증강현실
• 사물인터넷(IoT)

• 드론
• 전기자동차
• 웨어러블 기기

• 핀테크
• 스마트공장
• 인공지능 등

귀하의 직무분야에서 위 [보기]와 같은 신기술 역량이 추가로 요구되는 경우,

이를 자격에 어떻게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 관련 종목 취득자에 대해 해당 기술 역량을 별도 인정하여 자격증에 내용을

추가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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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행 종목 외에 해당 기술 관련 자격 종목을 추가로 신설하여 취득하게 한다.

③ 자격을 도입할 필요 없이 관련 교육훈련을 인증하여 수료생에 대해 해당 기술 역

량을 인정한다.

④ 기타(구체적으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2. [보기]와 같은 자격 제도에 적절한 명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 응답 가

능)

[보기]
현행 종목 취득자에 대해 종목과 관련된 신기술 역량을 검정 또는 교육훈련을 통해
별도로 인정하여 [A] 자격증에 해당 내용 기입

현행 자격종목
[A] 취득

⇨
[A] 종목 관련 신기술
역량 검정(또는
교육훈련)

⇨
자격증 [A]에 신기술
검정(교육훈련) 내역

기입

①융합(형) 자격 ②플러스자격 ③추가(형) 자격 ④개량(형) 자격

⑤향상(형) 자격 ⑥확장(형) 자격 ⑦스마트자격 ⑧스킬업자격

⑨기타(구체적으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3. (편의상 2번 문항의 [보기]와 같은 자격 제도를 ‘플러스 자격’으로 통칭합니다). ‘플러

스 자격’ 제도를 도입할 경우, 특정 종목 관련 신기술 역량을 인정하는 방안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① 신기술과 관련된 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인정한다.

② 신기술과 관련된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을 인정한다.

③ 신기술과 관련된 교육훈련 이수 후 교육훈련 기관 내 외부 평가를 통해 인정한다.

④ 신기술과 관련된 현장경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구술면접 등을 통해 인정한다.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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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별첨]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제시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담당하시는 종목 중

‘플러스 자격’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종목을 좌측 열에 작성하여 주십시오. 또한, 해당

종목에는 어떤 신기술을 추가로 인정해야 하는지 우측 열에 작성하여 주십시오.

연번 ‘플러스자격’ 도입이 필요한 자격 종목명 별도 인정 필요 신기술

1

2

3

4

5

다음은 4차 산업 혁명에 필요한 기초 역량을 국가기술자격으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보기]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기]

• 개념: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내어 그 가치를 비판적인 사고력을 통해
평가하고, 활용하는 능력으로 기술적 측면과 기술외적 측면으로 구분

- 기술적 측면 :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운용 능력, 스마트기기 및 애플리케이션 운영
능력 등
- 기술외적 측면: 정보수집 및 활용능력, 정보윤리, 정보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 등

위 [보기]와 같은 기초 디지털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안은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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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번호 기술적 측면 기술외적 측면

① 관련 자격 종목을 신설하여 한꺼번에 검정한다.

②
기존 종목 중 적절한 종목을 선정한 후 검정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한꺼번에
검정한다.

③
자격을 도입할 필요 없이 평가 도구만을 개발하여 관련 기관에서 활용하도록
보급한다.

④ 관련자격종목을신설하여검정한다. 자격도입없이평가도구만을개발보급한다.

⑤ 기존종목의검정내용을보완하여검정한다. 자격도입없이평가도구만을개발보급한다.

⑥ ①부터 ⑤까지의 자격 도입이나 평가도구의 활용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6. 기존의 자격 종목을 전환하여 기초 디지털 역량(디지털 리터러시)를 평가 인정할 경우,

다음 중 적절한 종목은 무엇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① 정보처리기능사(국가기술자격) ② 정보처리산업기사(국가기술자격)

③ 정보처리기사(국가기술자격) ④ 컴퓨터활용능력 1급(국가기술자격)

⑤ 컴퓨터활용능력 2급(국가기술자격) ⑥ 컴퓨팅사고능력(대한상공회의소 민간자격)

⑦ SW코딩자격(한국생산성본부 민간자격) ⑧ 기타(구체적으로: _______________ )

다음은 국가기술자격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 제도의 도입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국가기술자격 취득 후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갱신하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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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가기술자격 취득 갱신제도 도입 시 적용 대상 종목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

각하십니까?

① 전혀 적절하지 않다. ② 적절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적절하다. ⑤ 매우 적절하다.

9. 국가기술자격 취득 갱신제도 도입 시 적정 유효기간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괄호

안에 작성하여 주십시오. ( ) 년

10. [별첨]을 확인하시고, 귀하께서 담당하시는 종목 중 9번 문항에 대한 응답에 비해 더

짧거나 긴 유효기간이 요구되는 종목을 좌측 열에 작성하여 주십시오. 또한, 해당 종

목의 적정 유효기간을 우측 열에 성하여 주십시오.

연번 유효기간이 더 짧거나 길게 요구되는 종목명 적정 유효기간(년)

1

2

3

4

5

11. 국가기술자격 취득 갱신 시 갱신을 희망하는 취득자에게 갱신을 획득하는 방법 중 적

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① 개정된 검정 내용 등에 대한 재시험 ② 보수교육 프로그램 이수

③ 경력 또는 경험의 인정 심사 ④ 기타(구체적으로: _______________ )

12. 보수교육을 활용하여 갱신제도를 도입할 경우, 자격 취득 갱신을 위한 적정 보수교육



부록 • 385

시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괄호 안에 작성하여 주십시오. ( ) 시간

다음은 국가기술자격 검정 중단과 폐지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별첨]을 확인하시고, 귀하께서 담당하시는 종목 중 현장 수요가 가장 높다고 판단하

시는 3순위 종목을 좌측 열에 작성하여 주십시오. 반대로, 현장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하시는 3순위 종목을 우측 열에 작성하여 주십시오. 작성 시에는 연번에

따른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주십시오.

연번 현장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종목 현장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종목

1

2

3

14. 현행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 시행 계획 수립 및 폐지의 주체는 소관 부처로, 해당

부처가 자체적으로 검토 및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소관 부처가 자체적으로 검토 및 수행한다(현행 유지).

② 소관 부처가 자체적으로 검토 및 수행하되, 이를 위한 기초 분석 결과(예: 취득자

수)을 자격검정기관 등에서 주기적으로 제공한다.

③ 자격검정기관에서 검정 시행 계획 수립과 폐지를 검토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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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계자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가칭 국가기술자격종목개편위원회)를 설치하여 검

토 수행하게 한다.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15. 특정 종목의 현장 수요가 감소하여 검정 중단(중지) 및 폐지 과정을 거칠 경우, 다음

방안 중 어떤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 종목 폐지 기준 응시 인원에 해당하면 폐지를 검토한다.

② 응시인원 기준에 따라 2년 마다 시험을 실시하다가 폐지 기준에 이르는 때에 폐

지를 검토한다.

③ 응시인원 기준에 따라 3년 마다 시험을 실시하다가 폐지 기준에 이르는 때에 폐

지를 검토한다.

④ 응시인원 기준에 따라 2년 1회, 3년 1회 순으로 검정 시행 횟수를 줄이다가 응

시인원이 폐지 기준에 이는 때에 폐지를 검토한다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음은 국가기술자격 검정 방법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현행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은 4지 선다형으로 출제됩니다. 문항 유형을 주관식 단답

형, 서술형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17. 현행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은 과목당 20문항으로 검정합니다. 문항 수를 어떻게 개

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복 응답 가능)



부록 • 387

① 과목당 20개 문항으로 유지해야 한다.

② 과목당 20개 문항보다 줄여야 한다.

③ 과목당 20개 문항보다 늘려야 한다.

④ 과목당 문항 수는 관계없으나 수험자별로 필기시험 문항 전체 수가 동일해야 한다.

(현재는 산업기사, 기사 등급에서 과목 수가 상이하여 종목별로 문항 전체 수가 상이)

⑤ 문항의 수 보다는 문항의 난이도와 수를 모두 고려하여 수험자마다 동일한 수로

검정해야 한다.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18. 현행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은 작업형 또는 필답형으로 출제됩니다. 이 외에 포트폴

리오를 활용한 실기시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19. [별첨]을 확인하시고, 귀하께서 담당하시는 종목 중 포트폴리오 활용 검정이 필요하

다고 판단하시는 5순위 종목을 좌측 열에 작성하여 주십시오. 반대로, 포트폴리오 활

용 검정 적용이 어려운 5순위 종목을 우측 열에 작성하여 주십시오. 작성 시에는 연

번에 따른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주십시오.

연번 포트폴리오 활용 검정이 필요한 종목 포트폴리오 활용 검정이 어려운 종목
1
2
3
4
5

20. 다음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을 위한 e-평가 시스템의 도입 방안을 나열한 것입니

다. 각 방안에 대해 적절성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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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평가 시스템 도입 방안 전혀 적절하지 않다 <--> 매우 적절하다

1)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e-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필기시험에만 도입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도입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일부 검정 인원이 많은 종목에만 도입한다. ① ② ③ ④ ⑤

5) 가능한 많은 종목에 도입한다. ① ② ③ ④ ⑤

6) 포트폴리오 적용 종목에 대해 e-포트폴리오
시스템을 도입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현행 국가기술자격은 반드시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

정되어 있습니다(일부 종목 제외). 이러한 규정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다음 중 무엇

에 해당합니까? (중복 응답 가능)

① 필기시험 합격 후 실기시험을 봐야 한다(현행 유지).

② 실기시험 합격 후 필기시험을 봐야 한다.

③ 필기시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실기시험을 볼 수 있어야 한다.

④ 시험의 회차 구분은 유지하되, 검정방식이 아닌 난이도에 따라 회차를 구분해야 한다.

⑤ 시험의 회차를 구분할 필요 없이 한 회차에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볼 수 있어야 한다.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22. 귀하께서는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 프로그램을 활용한 검정이

요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가상현실: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을
구현해놓은 것

• 증강현실: 실제 환경에 가상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하여 원래의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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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별첨]을 확인하시고, 귀하께서 담당하시는 종목 중 가상/증강현실 활용 검정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시는 5순위 종목을 좌측 열에 작성하여 주십시오. 또한, 해당 종목에는

어떤 가상/증강현실 내용이 구현되어야 하는지 우측 열에 작성하여 주십시오.

연번 가상/증강현실 활용 검정이 필요한 종목 필요 가상/증강현실 내용

1

2

3

4

5

24. 우리나라 국가기술자격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만 ( ) 세

(3)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고졸 이하 ② 전문대학 졸업 ③ 4년제 대학 졸업 ④ 석사 졸업 ⑤ 박사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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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귀하의 직무 분야에서 업무 경력은 어느 정도 입니까? ( ) 년

(5) 귀하께서 담당하고 계신 종목의 분야는?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 사업관리

② 경영ㆍ회계ㆍ사무

③ 금융ㆍ보험

④ 교육ㆍ자연과학ㆍ사회과학

⑤ 법률ㆍ경찰ㆍ소방ㆍ교도ㆍ국방

⑥ 보건ㆍ의료

⑦ 사회복지ㆍ종교

⑧ 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

⑨ 운전ㆍ운송

⑩ 영업ㆍ판매

⑪ 경비ㆍ청소

⑫ 이용ㆍ숙박ㆍ여행ㆍ오

락ㆍ스포츠

⑬ 음식 서비스

⑭ 건설

⑮ 광업자원

⑯ 기계

⑰ 재료

⑱ 화학

⑲ 섬유ㆍ의복　

⑳ 전기ㆍ전자

◯21 정보통신　

◯22 식품가공　

◯23 인쇄ㆍ목재ㆍ가구ㆍ공예　

◯24 농림어업　

◯25 안전관리

◯26 환경ㆍ에너지

◯27 담당종목이없는업무수행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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