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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 서론

This research was attempted to figure out the
feasibility of the introduction of NCS at Department

2. 이론적 배경

of Design Studies. For this study, we progressed a

2.1. NCS의 개념

questionnaire survey targeting 200 workers working

2.2. 디자인학과에서 NCS 도입의 필요성
2.3. NCS 기반 학습모듈

for design companies, and collected data got
frequency analysis, t-test and variance analysis
executed by using a statistic package program with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SPSS 20.0 for Windows.

3.2. 조사도구
3.3. 조사방법

the result of analysis on the influences of NCS

3.4. 분석방법

enforcement upon the design industry, it showed a

As for the result of analysis thereto, firstly, as

high level of opinion that it will cast an affirmative
effect

4. 분석결과

on

the

Secondly,

4.1. 일반적 사항
4.2. NCS 도입에 대한 인식

as

design
the

industrial

result

of

development.

analysis

on

the

curriculum demand level of design business field,
the necessity of site practical education and the
necessity as to detailed major education were

5. 결 론

surveyed most highly. Thirdly, as the result of
analysis

on

satisfaction

참고문헌

professional
in

the

manpower

business

site,

utilizing
a

little

dissatisfaction was surveyed most highly, and the
main reason covered most of deficit of site
practical education. On the other hand, in the

논문요약

awareness on the necessity of the cultivation of
본 연구는 디자인학과에서 NCS 도입의 가능성

competent people required by the business in the

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를 위해

application of NCS,

디자인 회사에 근무하는 200명의 종사원들을 대상으

highly.

'Required' was surveyed most

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for Windows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
여 빈도분석, t검정(t-test),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Key Word

이에 따른 분석결과, 첫째, NCS시행이 디자인산
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디자인 산업 발

NCS,
Studies

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높았
다. 둘째, 디자인 산업체 현장의 교육과정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 현장실기 교육의 필요성과 세분화된
전공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셋째, 산업현장에서 전문인력 활용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다소 불만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주된 원인
으로 현장실기교육 부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NCS을 적용한 기업요구형 인재양성의 필요성에 대
한 인식은 '필요하다'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주제어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디자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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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Skills

Standfard,

Design

및 자격에 체계적으로 반영(일=자격=교육훈련연계)

1. 서 론

하기 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 및 보급하고
있으나, 교육과정에서의 활용은 매우 미흡한 상태이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1세기는 무한 경쟁의 시대로 전문 능력과 기술을
갖춘 인력이 요구되는 사회이다. 디자인분야와 같은
전문 산업현장에서 디자이너의 직무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직업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
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국가 경쟁력의 확보에 인
적자원의 질적 능력이 중요시 되는 부분이기도 하
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된
직무 능력에 대한 표준을 만들어 교육훈련과 자격을
통해 노동시장에 배출하여 인적자원의 현장 적응능
력을 높이고, 체계적인 능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

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하지만 앞으로 교육
부와 노동부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NCS를 활용한 교육과정 개발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여기에 발 맞춰서 실용디자인 전
문대학, 실용디자인 교육기관에서도 산업체 요구 및
현장 중심형의 실용디자인 교육 콘텐츠의 총체적인
개선과 또한 정부가 지향하는 능력중심사회에 대비
하여 NCS 활용 및 국가역량(NQF)의 구축 및 운영
에 실용디자인 대학 및 실용디자인교육 기관의 능동
적인 대처 또한 필요하다 생각된다.

도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국가직무능력표
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하 NCS)이다

1.2. 연구 목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본 연구는 전문디자인 대학들에서 NCS 도입의

고도화 되어가고 있는 디자인 산업현장에서 직무
수행에 관한 디자인 전문 인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목표를 설정하였다.

증가하는 반면, 디자인학과를 비롯한 교육기관에서
배출된 인력들이 디자인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응하

첫째, 디자인 산업체 현장의 교육과정 요구도는
어떠한가?

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공과 다른 직종으로 이직 현상으로 나타나며, 이

둘째, 산업현장에서 전문인력 활용만족도와 개선
방안은 어떠한가?

직한 산업의 현장에서는 직무능력수행능력 미흡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현상을 부르게 된다. 수많은 실용
디자인과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분야를 살리지 못하

2. 이론적 배경

로 습득하지 못한 채 졸업하고 있다. 실용디자인 산

2.1. NCS의 개념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개념은 산업현장에서의

업계는 디자인계의 여러 분야들 즉, 웹, 편집, 광고,

근로자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능력(지식, 기술,

패키지, 그래픽 등 디자인 특성상 정보와 기술의 급

도구, 소양 등)을 산업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고 실제 디자인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을 제대

격한 변화와 발달로 인해 직업적인 면에서 다양한

산업별 인적자원협의체 또는 대표기구가 개발하고

갈래와 분야로 각각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국가가 확정·고시 한 것이다(자격기본법 제2조, 제5

들어 과거에는 산업 디자이너들이 회사의 요청과 제

조, 제6조). 즉, 한 근로자가 자신의 직무를 효과적으

품 특성에 따라 디자인을 구상하였다면, 현대사회는

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지식, 기술, 태

전문 디자인 회사들이 철저한 시장조사와 소비계층

도)을 국가차원에서 표준화 한 것을 말한다.

조사 등 기획단계를 거쳐 디자인을 다양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장목적과 소비자의 요구도에
따라 디자인을 완성해내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실용디자인분야의 관련 산업계는 점점
세밀화 되고 분야별로 전문화의 길을 걷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많은 수의 전문 인력들은 실용디자
인과 출신 학생들이 선택하기 좋은 진로 중의 하나
[그림 1]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개념도

일 것이다. 그러므로 관련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지
식과 소양은 우리나라 실용디자인대학의 교육과정과

NCS 기반의 교육의 개념을 말한다면, 기업 또는

면밀히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산업현장은 지식과 기술, 소양 등이 갖추어진 인력

2013).
교육부와 노동부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교육훈련

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체의 요구사항들을

- 145 -

수집하여 공통의 기준인 NCS의 교육과정을 통해 지

디자인 교육과정은 모듈식으로 개발하며, 각각의 디

식은 이론중심 전문 교과를 중심으로, 기술은 실습

자인 교육과정별로 여러 개의 모듈명세서를 작성한

중심 전문 교과를 중심으로, 소양은 인성, 직업기초

다. 각각의 모듈명세서는 모듈명, 모듈개요, 모듈목

능력 등의 보통교과목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표, 이수시간, 교육대상, 강의활동 등의 내용으로 구

것을 말한다.

성하며 모듈명은 능력단위명을 뜻하고, 모듈개요는
능력단위 설명, 모듈목표는 능력단위 설명, 작업 상

2.2. 디자인학과에서 NCS도입의 필요성

황, 평가방법을 나타낸다. 여기에 강의활동은 지식,

디자인학과에서 NCS 도입 필요성은 교육훈련과

기술, 태도, 학습자원, 교수학습방법, 평가방법 등의

정 및 자격기준에 NCS를 활용함으로써 기업현장,

요소로 나누며 지식, 기술, 태도는 능력요소별 수행

교육훈련, 자격 간 연계를 통한 교육 투자의 효용성

기준의 지식, 기술, 태도를 의미한다. 학습자원은 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NCS기반 교

력요소별 장비 및 도구를 뜻하고, 교수학습방법은

육과정은 성과중심의 교육운영으로서 직업교육의 질

능력요소별 작업 상황을 평가방법은 능력요소별 평

향상에 기여할 뿐 아니라,인력양성 및 평가에 산업

가방법을 뜻한다. 또한 능력단위군을 다시 여러 개

별 합의체 등이 참여함으로써 현장 중심 교육운영이

의 능력단위 요소로 분할하여 직무능력을 세분화 하

가능하다는 것이다(최동선, 2013). 직무능력표준은

였으며 이렇게 세분화 된 능력단위 요소들은 NCS활

질 중심이어야 하는데, 한 개인이 단순히 얼마나 많

용 교육과정 개발의 디자인 학과의 교과목 도출에

은 종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보다는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한 능력의 질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는지 여부

NCS는 현장의 “직무요구서”라고 할 수 있고,

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한국산업인력공단, 2013). 따

NCS학습모듈은 구체적인 직무를 학습할 수 있는 이

라서 디자인학과는 학과의 특성에 따라 NCS 교육과

론 및 실습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풀어낸 것이

정을 개편 운영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라 할 수 있다. 또한 학습모듈은 국가직무능력표준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의 구체적인 능력단위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실용디자인교육 관련 대학 및 교육기관의 NCS

교과목 수준의 교수 학습 자료이며, 대학 교육과정

적용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을 요약한다면 NCS에

에 활용하기 위한 토대로써 수행준거, 이론 및 실습,

서는 인력양성 목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요구하고

이수시간 및 수준, 관련자격, 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있다.이는 해당 산업분야의 인력의 직무를 명확히

또한 NCS 학습모듈은 NCS를 교육훈련에 안착시키

정하고 그에 따른 직무능력을 요구하며, 직무에 맞

기 위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학습모듈을 통해 강의

는 교육을 통해 전문 직업인의 양성을 의미한다. 기

내용과 절차, 결과에 대해 공유하고 상호 주도할 수

존 실용디자인 교육과정은 해당 과목에 대한 학습이

있도록 하며, NCS 학습모듈을 통해 전문대학 등의

교육의 목적이라고 본다면, NCS 적용의 교육과정은

교육기관에서 기본적인 교재로서의 역할 및 교육과

기업의 요구를 기반으로 교육이 구성된다는 점이다.

정 개편 시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이는 기업의 해당 직무에 대하여 정확한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교육을 뜻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인력의 가치 창출과 산업체의

3. 연구방법

효율적인 생산력 향상을 위해서 NCS의 활용을 적극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명이 최종

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디자인 산업에 있어서 전문
인력 양성은 기술력이 경쟁력이 되는 현대 산업사회
에 매우 필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이유로 디자인 산
업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NCS기반 실용디
자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이들의 일반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은 남성이 45.5%, 여성이 54.5%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종사
분야는 패키지 디자인이 53명(26.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3. NCS 기반 학습모듈
NCS의 개발 단계에서는 교육과정 서식에 따라

그

다음으로

웹디자인

46명(23.0%),

U.I/U.X 디자인 41명(20.5%)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

모듈명세서에는

다. 경력은 5년-10년 미만이 85명(42.5%), 1년-3년 미

모듈명, 모듈개요, 이수시간, 교육대상, 강의활동, 모

만 49명(24.5%), 1년 미만 45명(22.5%) 등의 순으로

듈 평가 등으로 구성된다(최동선, 2013). NCS기반

나타났다.

모듈명세서(profile)를

작성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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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학적 특성과 NCS 이수자 채용여부 등을 파악하

[표 1] 일반적 사항
구분

빈도(n)

퍼센트(%)

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

성

여성

109

54.5

였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디자인 기업

별

남성

91

45.5

체의 요구도와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t검정(t-test)

1년 미만

45

22.5

과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산

1년-3년 미만

49

24.5

분석 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는 Duncan의 사후

경

3년-5년 미만

11

5.5

검정을 사용하여 집단간 차이를 규명하였다.

력

5년-10년 미만

85

42.5

10년 이상

10

5.0

웹 디자인

46

23.0

종

편집 디자인

29

14.5

사

패키지 디자인

53

26.5

분

U.I/U.X 디자인

41

20.5

야

광고

23

11.5

기타

8

4.0

야는?’, ‘시각디자인 출신 사원의 업무만족도는?’ 등

합계

200

100.0

에 대한 내용을 설문조사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4. 분석결과

4.1. 전문인력 채용실태
본 연구는 디자인 기업체의 전문인력 채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실용디자인 전공 졸업생
을 채용한 적이 있는가?’, ‘ 채용시 중점을 두는 분

다음과 같다. 먼저, ‘최근 3년간 실용디자인 전공 졸
3.2. 측정도구
본 연구는 디자인 기업의 대학교육과정 요구도와
NCS 교유과정 이수자의 채용여부, 산업체 실무에서
디자인 교육의 적합성 등 디자인 회사들의 NCS 관

업생을 채용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5%만이
‘없다’라고 대답하였고, 95%는 ‘있다’라고 응답하였
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디자인 회사들이 전공자들
을 채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련 인식과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한 내용으로 설문문

[표 2] 최근 3년간 실용디자인 전공 졸업생채용

항을 구성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장

여부

봉기, 2012; 김동연, 2015; 김세환, 2015 등)를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설문지를 구성하였고, 5점

구분

빈도(n)

퍼센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있다

190

95.0

없다

10

5.0

합계

200

100

3.3. 연구방법 및 기간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디
자인 회사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작위 추출
법을 이용하여 최종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설문
조사방법은 면담조사로 이루어졌고, 본 연구자가 현
장에서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방법
은 응답자가 설문항목에 대해 직접 기입하는 자기
기입방법을 사용하였다. 응답자가 설문지에 응답하
는 시간은 평균 10-15분이 소요되었다. 연구를 위한

‘채용시 중점을 두는 분야가 무엇인가?’라는 질문
에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인 것은 전공(디자인 관
련)으로 100%가 중요하다고 답변하였다. 그 다음으
로 컴퓨터 능력 65%, 출신대학 25% 등의 순으로 조
사되었다. 이를 통해 앞선 답변과 마찬가지로 전공
이 채용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5년 1월 10일부터 2015년 2월
20일까지 약 40일간 이루어졌다. 배포된 350부의 설
문지 중 회수된 설문지는 223부였고, 불성실한 23부
를 제외한 200부가 유효설문지였다.
3.4. 분석방법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20.0
for Windows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
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표본의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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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채용시 중점을 두는 분야
구분

빈도(n)

퍼센트(%)

출신대학

50

25.0

컴퓨터능력

130

65.0

전공

200

100

합계

200

100

‘시각디자인 출신 사원의 업무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표 7] 교육과정의 불만족 분야

다소 불만이 85%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구분

빈도(n)

퍼센트(%)

이론교육

10

5.0

현장실기교육

180

90.0

그 다음으로 매우만족, 만족, 보통이 각각 5%로 조
사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공 출신 사원의 업무만족
도는 낮게 조사되었다.

창의성개발교육

10

5.0

합계

200

100

[표 4] 시각디자인 출신 사원의 업무 만족도
구분

매우 만족

업무 만족도

5.0%

만족

보통

5.0%

4.2. NCS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분석

다소 불만

5.0%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이수한 디자인 전공 졸업생

85.0%

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인식을
업무불만족 부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실

조사한 결과, 90%가 ‘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를 통

무중심 현장실습이 85.0%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해 산업체에 필요한 디자이너 교육이 시급히 필요함

그 다음으로 전공분야의 심도 있는 지식 65.0%, 창

을 시사하였다.

의적인 아이디어와 교양 및 상식이 각각 25.0%로 파
악되었다. 이를 통해 현장중심 실습과 전공분야에

[표 8] 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 전공 졸업생의 우선

대한 심도 있는 지식이 미흡하다는 것이 가장 큰 불

채용여부

만족 내용으로 파악되었다.

구분

[표 5] 사원의 업무 불만족 분야 (복수응답)
구분

빈도(n)

퍼센트(%)

빈도(n)

퍼센트(%)

있다

180

90.0

없다

20

10.0

합계

200

100

창의적인 아이디어

50

25.0

전공분야의 심도있는 지식

130

65.0

실무중심 현장실습

170

85.0

외국어 능력

0

0.0

교양 및 상식

50

25.0

2.0% 등으로 조사되어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국가직
무능력표준이 산업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원만한 대인관계

10

5.0

컴퓨터 활용능력

40

20.0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적용한 기업요구형 인재양성
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필요가 67.5%로 가
장 높게 조사되었고, 그 다음 보통 30.5%, 불필요는

이를 성별, 경력, 전문분야에 따라 차이분석한 결
과, 경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시각디지인학과 교육과정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표 9] 인재양성의 필요성

다소 불만이 80%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그 다음
으로 보통 10%, 만족과 매우불만이 5%로 조사나타

필요

보통

불필요

n (%)

n (%)

n (%)

남성

73(67.0)

33(30.3)

3(2.8)

여성

62(68.1)

28(30.8)

1(1.1)

1년 미만

11(40.7)

10(37.0)

6(22.2)

1년-3년미만

11(39.3)

12(42.9)

5(17.9)

3년-5년미만

20(54.1)

14(37.8)

3(8.1)

5년-10년미만

19(47.5)

11(27.5)

10(25.0)

10년-15년

16(69.6)

2(8.7)

5(21.7)

15년이상

32(71.1)

7(15.6)

6(13.3)

웹 디자인

13(48.1)

14(51.9)

0(0.0)

편집 디자인

19(67.9)

8(28.6)

1(3.6)

패키지

21(56.8)

15(40.5)

1(2.7)

디자인
U.I/U.X

31(77.5)

8(20.0)

1(2.5)

디자인
광고

19(82.6)

3(13.0)

1(4.3)

구분

났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 만족도 역시 낮게 조사되
었다.

성별

[표 6] 시각디자인 학과 교육과정 만족도
구
분
만족도

매우
만족

만족

0.0%

5.0%

보통
10.0%

다소
불만

매우
불만

80.0%

5.0%

경력

교육과정의 불만족 분야를 분석한 결과, 현장실기
교육이 90.0%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이

전문

론교육과 창의성 개발교육이 각각 5.0%로 나타났다.

분야

따라서 현장에서 실습과 훈련을 바탕으로 한 교육의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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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692
(.708)

19.731
(.032)*

15.225
(.124)

32(71.1)

13(28.9)

0(0.0)

전문분야(p<.001)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135(67.5)

61(30.5)

4(2.0)

따라서 응답자들이 현장실습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기타

합계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p<.05, ***p<.001

[표 11] 시각디자인학과의 교수과목 요구도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시행이 디자인산업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질문에 도움됨이 52.0%로

구분

이론교육 현장실습 창의성교육
n (%)

n (%)

n (%)

남성

30(27.5)

73(67.0)

6(5.5)

여성

23(25.3)

52(57.1)

16(17.6)

분야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이를 통해

1년 미만

6(22.2)

4(14.8)

17(63.0)

국가직무능력표준이 활성화되면 디자인 산업에도 긍

1년-3년 미만

4(14.3)

2(7.1)

22(78.6)

경 3년-5년 미만

8(21.6)

9(24.3)

20(54.1)

력 5년-10년미만

12(30.0)

5(12.5)

23(57.5)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그 다음으로 보통 38.8%, 도
움 안됨 9.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 경력,

성
별

전문분야에 따라 차이분석한 결과, 성별, 경력, 전문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0] 시각디자인 관련 전공교육이 디자인 산업발

10년-15년

10(43.5)

4(17.4)

9(39.1)

달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

15년이상

31(68.9)

3(6.7)

11(24.4)

웹 디자인

9(33.3)

18(66.7)

0(0.0)

6(21.4)

22(78.6)

0(0.0)

12(32.4)

25(67.6)

0(0.0)

U.I/U.X

11(27.5)

29(72.5)

0(0.0)

디자인
광고

6(26.1)

12(52.2)

5(21.7)

기타

9(20.0)

19(42.2)

17(37.8)

53(26.5)

125(62.5)

22(11.0)

도움됨
구분
성별

n (%)

n (%)

도움안됨
n (%)

남성

14(12.8) 67(61.5) 28(25.7)

여성

15(16.5) 67(73.6)

1년 미만
1년-3년

경력

보통

1(3.7)

3(11.1)

7(25.0) 20(71.4)

1(3.6)

3(8.1)

7.736
7(18.9) (.021)*

27(73.0)

편집디자인
전
문 패키지 디자인

8.238
(.016)*

23(85.2)

미만
3년-5년

9(9.9)

  (p)

분
야

합계

  (p)
7.438
(.024)*

39.899
(.000)***

53.615
(.000)***

미만
5년-10년

6(15.0) 25(62.5)

9(22.5)

미만

시각디자인 학과의 교육내용에 있어서 건의하고

10년-15년 4(17.4)

14(60.9)

5(21.7)

싶은 내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

15년이상 8(17.8)

25(55.6) 12(26.7)

다. 본 질문은 복수응답으로 진행하였고, 그 결과

웹 디자인 8(29.6)

15(55.6)

4(14.8)

‘전공을 세분화한 심도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현장

12(42.9) 13(46.4)

3(10.7)

편집
디자인

전문

패키지

분야

디자인

20(54.1) 17(45.9)

0(0.0)

U.I/U.X 24(60.0) 13(32.5)
디자인

3(7.5)

합계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실전업무 능력
18.300
(.050)*

향상을 위한 현장실습 강화’가 응답자의 90%를 차지
해 산업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으로 전
문성을 포함한 실무 중심의 교육이라는 의견이었다.

광고

15(65.2) 7(30.4)

1(4.3)

기타

25(55.6) 12(26.7)

8(17.8)

104(52.0) 77(38.5)

19(9.5)

[표 12] 시각디자인학과의 건의사항 및 개선사항(복
수응답)
구분

p<.05
시각디자인 전공과 관련하여 시각디자인학과에서
중점적으로 교육되었으면 하는 교육에 대한 요구도
는 현장실기 교육이 62.5%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그 다음이 이론교육 26.5%, 창의성교육 11.0%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성별, 경력, 전문분야에 따
라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p<.05)과 경력(p<.001),

빈도(n)

퍼센트(%)

전공을 세분화한 심도있는 교육의
필요성

180

90.0

한 장르의 디자인을 배우기엔 교육
시간이 부족

10

5.0

현장 실무중심의 교육과정 필요

180

90.0

실전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실
습 강화

180

90.0

디자이너의 소양을 갖출 수 있는
인성교육의 필요성

40

20.0

창의적인 인재교육 필요

30

15.0

- 149 -

4.3. 시각디자인학과의 교육과정 분석
현대 정보화 사회 속에서 점차 중요하게 인식되

패키지 한 표면그래픽디자인 제작방법 학습, 상품의 부
디자인 가가치를 위한 브랜드 패키지 디자인 전략 실습

고 있는 시각디자인의 여러 분야에서 필요한 창의

포스터 포스터 디자인은 소비자 욕구에 따른 마케팅 환

력과 표현력 및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 디자이너를

디자인 경을 이해하고 디자인, 색상 등을 기획･제작해

양성한다. 졸업 후에는 기업체 광고 홍보전문가, 디

봄으로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

자인 프로덕션, 전시기획 및 디자이너, 출판 및 기

브랜드디 기업이나 단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의
자인 정체성을 상징하는 CI･BI 디자인 아이템의 창조

타 디자인 관련업체의 디자이너, 컴퓨터그래픽디자
이너, 웹디자이너, 디지털 컨텐츠 개발 및 기획자,

적 연구를 행할 수 있도록 학습

모바일 인터페이스 디자이너, 포장디자이너, 편집디

패키지 패키지디자인 제작 전반적인 Process와 고부가

자이너, 브랜드디자이너, 사인디자이너, 방송국･신

디자인 가치의 브랜드력이 있는 패키지 디자인방법을

제작과 실습을 통하여 학습

문사 등의 광고 및 홍보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디자인 디자인 기획에서 생산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기획 이해하고, 기획, 크리에이티브, 매체기획, 전략,

카피라이터, 캐릭터디자이너, 팬시디자이너, 미술학
원, 디자인학원 강사 및 운영, 초･중등 미술디자인

광고의 기능 등 다양한 디자인 기획 사례 학습

실기교사 등 시각디자인학과 학생들은 폭넓게 취업
인쇄

이 가능하고 다양한 분야로 디자이너를 배출한다.
시각디자인학과의 교과과정을 분석하면 다음
<표 13>과 같다.

표현 방법의 디자인 표현 능력 배양

에디토리 출판편집물의 역할을 이해하고 기획, 제작, 출판
얼디자인 까지의 전 과정을 산업요구에 맞추어 실습

[표 13] 시각디자인학과 교과과정 분석
구분

DPT 환경의 인쇄원고 디자인 제작에 필요한 기

디자인 본적인 이론을 익히고, 인쇄기법을 통한 다양한
프로세스

광고

내용

신문, 잡지, 웹, 영상 등 매체 광고물의 실제적

디자인 인 작성과 제작을 실습

기초 컴퓨터그래픽 디자이너가 갖추어야 할 기능 외

인디자인 편집 프로그램인 인디자인의 사용법과 제작과정

컴퓨터 적인 부분들과 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을 교육
POP

있는 표현 전략과 컨셉트 등

POP디자인의 주요개념을 파악하고, 트렌드를

디자인 고려한 효율적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직접적으로

디자인론 디자인론의 기본적 개념의 정립, 시각디자인의

실무에 적용하도록 연구

위치와 영역, 시각의 기호학, 미디어론, 커뮤니
사인

케이션 방법론, 프로파간다를 통한 심리전술 이

표지판, 사인, 픽토그램 등 건물 및 공공장소를

디자인 위한 비주얼 인터페이스 개발을 통해 창의적이

론으로 체계화하여 학습
폼과

입체 디자인은 3차원 조형 활동의 공통기초학

스페

습, 시각전달을 위한 기초적 조형요소를 강의하

이스

고 실습

고 기능적인 정보전달 방법을 연구
컴퓨터 디자인 환경에서 필요한 기본 툴인 프로그램을
스튜디오 습득
디자인 Graphic Design을 기반으로, 디자이너들의 상상
& 테크 력과 표현력 표출에 필요한 다양한 테크놀로지

타이포그 글자를 이해하고 조형감각과 창의력 배양을 바
래피 탕으로 폰트의 활용을 습득하고 활자를 이용한

놀로지

다양한 디자인분야

들과 플랫폼들에 대한 지식을 학습

UX/UI User Experience의 정의, UX 조사 방법론, UI
Design 시나리오 제작등 다양한 UX Design 방법을 학

드로잉 실물의 존재감을 평면위에 묘사하고, 시각전달

을 목적으로 하는 이미지를 주관적 상상표현에

습하며, 동시에 UX 디자이너로서 갖추어야 할

이르도록 하는 기초과정

그래픽작업에 대한 표현, 전략 등 학습

기초시각 디자인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평면구성, 색채,
디자인 기초표현, 구성기법, 제작기법 등을 습득

포토

IT 미디어들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바탕으

타이핑 로, Coding & Tool들을 학습하여, Design &

포토샵과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의 기본을 익
일러스트 히고 숙지하여 시각전달의 목적이나 기능에 따
레이터

Technology, UI/UX Design 수업들과 연계된
Prototype 제작을 학습목표로 함.

라 적합한 표현 스타일을 구사 할 수 있는 능력

배양
크리

창의적인 사고와 새로운 자기표현 방법 개발,

에이

자신만의 독특한 재능을 개발해서 디자인의 기

티브

술과 즐거움을 학습

퓨터능력과 U.I./U.X디자인 교과 과정을 신설하였고,

발상법
기초

J대학교에서는 2013년 산업체 수요조사를 통해 컴
빛과색채, 쿽익스프레스, 포토그래피, 카피라이팅, 북

상품포장의 기본기능과 소비자 Needs를 토대로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한 수요조사의 결과가 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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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류에 맞게 수정하였다. 능력단위는 학습 내용

낮아 폐강하였다.

및 정해진 학습 그룹의 인원에 따라 불필요한 항목
[표 14] J대학 시각디자인학과 교과과정 수요조사
현행 교육과정

(%)

향후 필요교육과정

을 삭제하거나 영역별로 가감할 수 있다. 강사는 교
과내용을 NCS 학습모듈의 구성에 맞추어 하나의 프

(%)

로젝트로 수강생에게 제시하고, 수강생은 그 프로젝

실기교육방법론

10.0

컴퓨터 능력

85.0

빛과색채

30.0

U.I./U.X.디자인

100.0

타이포그래피

90.0

타이포그래피

100.0

하여 전문가가 되어 해당 프로젝트의 선택한 능력단

일러스트레이터

100.0

디자인과 테크놀로

100.0

위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트를 부여받아 자신의 적성에 맞는 능력단위를 선택

지
쿽익스프레스

300

인디자인

100.0

디자인과 형태

95.0

기초시각디자인

100.0

포토샵

100.0

포토샵과 일러스트

100.0

레이터
포토그래피

85.0

U.I./U.X.디자인

90.0

아이덴티티디자인

90.0

아이덴티티디자인

90.0

패키지디자인

100.0

패키지디자인

100.0

디자인마케팅

85.0

사인디자인

85.0

카피라이팅

40.0

북일러스트레이션

45.0

[그림 2] 패키지디자인 교과의 (NCS)학습모듈

2011년에 시행된 산업체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만들어진 NCS 학습모듈을 통해 수강생은

J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과목 중 패키지디자인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분야에 대한

을를 비롯한 기초시각디자인, 아이덴티티디자인, 타

전문성을 취득하고, 각자의 전문화된 내용을 바탕으

이포그래피 등의 수요도는 100.0%로 가장 높게 조사

로 직업기초능력인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

되었다. 반면, 실기교육방법론은 10%로 가장 낮게

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조사되었다. 따라서 시대에 맞는 교과목 운영을 위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를 학습

해 정밀묘사 교과는 폐강하였고, U.I./U.X디자인 과

하게 된다.

목을 신설하였다. 신설된 U.I./U.X. 과목은 학생들이
모바일 App/Web디자인 산업체 현장에서 향후 디자
이너로써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컴퓨터 활용

5. 결론

수업들과 연계하여 실무에서 사용가능한 GUI/기획
능력/Prototype 제작하는 내용으로 교과목을 신설하
였다.

본 연구는 시각디자인학과에서 NCS 도입의 가능
성을 파악하고, NCS 도입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연
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 위치

4.4. 시각디자인학과에서 NCS 도입모듈
시각디자인학과에서 수요자 중심의 NCS 학습모
듈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 NCS 학습모듈을 살펴보면

한 디자인 회사 종사원 20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5년 1월 10일부터 2015
년 2월 20일까지 약 40일간 이루어졌고, 수집된 자

시각디자인은 대분류인 ‘문화․예술․디자인’에 속하

료의 통계처리는 SPSS 20.0 for Windows 통계 패키

며 시각 디자인의 능력단위로는 9가지로 개발되어

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t검정(t-test), 분

있다.

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 후 유의한 차이가

다음 <그림 2>에 제시된 모형은 <표 13>에 제시
된 시각디자인학과 교과과정 분석내용을 토대로 패

있는 경우는 Duncan의 사후검정을 사용하여 집단간
차이를 규명하였다.

키지디자인 교과의 NCS 학습모듈로 재구성하여 제

본 연구에서 진행한 산업체 수요조사를 통해 디자

시한 것이다. 영역분류 중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인 실무현장에서 필요한 교육과정의 인식과 필요성

교과의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으로 표기하고 직무분

그리고 요구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즉, 산업체에서

류 중 세분류는 패키지 디자인을 구성하였다. 이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해 시각디자인학과의 교육과정

따른 능력단위는 <그림 2>에 제시된 영역을 가지고

에서 실무중심 교육과정이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되
었다.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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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도출한

의견을 포함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시각디자인 학과에 적

셋째, 연구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양적연구 방법

용한다면 향후 디자인 실무현장에 유용하게 작용할

만을 활용하여 분석한 관계로 향후 연구에서는 양적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역할

연구 뿐만 아니라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인터

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국가직무능력

뷰나 질적연구를 병행하여 양적연구의 한계점을 보

표준의 시행이 디자인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

완할 필요성이 있다.

한 결과, 디자인 산업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90%를 넘었다. 따라
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시각디자인 학과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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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계한 전문교육과 실습이 정규교육 과정에서 수
용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한정된 지역과 시
간내에 연구를 진행한 관계로 공간적, 시간적인 한
계점이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한 지속적인 연구가 제기된다.
둘째, 본 연구는 디자인 회사에 종사하는 전문가
들만을 대상으로 한 관계로 연구대상의 한계점이 있
다. 향후 연구에서는 학계와 디자인학과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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