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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提要】

본 연구는 전공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관광서비

스 분야의 중국어 교육과정 개발 방안을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과정 개발은 

국가 차원에서 개발한 매뉴얼에 따라 9단계로 진행했다. 먼저 환경분석과 요구분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NCS 분류체계에 근거해 관광서비스 분야의 직무를 선

정하고, 선정된 직무의 능력단위와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 등을 검증했다. 마지막으

로 능력단위,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의 내용과 크기를 고려해 판매실무중국어, 호텔

실무중국어, 예약실무중국어 교과목을 도출하고, 교과목에 대한 모든 교육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교과목 프로파일을 작성했다. 이렇게 개발된 교육과정은 교육내

용과 구성면에서 기존의 교육과정과 비교했을 때 더욱 ‘표준화(standardization)’,

세분화, 다양화되었으며, 이러한 교육과정의 변화는 관광서비스 분야의 중국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현장전문성을 높이는 데 일조하리라 생각된다.

* 경인여자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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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03년 이후 우리나라는 청년층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청년층의 경제활

동 참가율 역시 꾸준히 하락했다.1)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와 노동력 시장의 변화를 직접 실감하는 단계에 이르렀다.2) 이러

한 사회 환경의 변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Mismatch)현상에 더욱 주목하도록 했으며, 미래사회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정부는 사회 환경의 변화와 요구에 대

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2002년에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라 약칭함)을 개발하고, 2013년부터 ‘능력중심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확정한 후 본격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을 추진했

다.3) 전문대학 직업교육에서는 2013년 교육부에서 국정과제 기본계획으로 ‘전문대

학 육성 방안’이 발표되면서 ‘역량기반교육’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전문대학의 역

량기반교육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개념과 시행방법은 2014년 특성화전문대학육성

사업(SCK:Specialized Cpllege of Korea)이 시행되면서 제시되었으며 현재에 이

르고 있다.4)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진행된 역량 중심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

은 4년제 대학보다는 주로 실무능력을 갖춘 직업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전문대

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5) 전공에서 교양 교과과정에 이르기까지 개발 분야가 

1) 청년층 인구는 2003년 10,368천 명에서 2015년 9,486천 명으로 감소했으며, 경제활

동 참가율은 2003년 48.3%에서 2015년 45.7%로 2.6% 하락했다(2016년 감사원 감

사보고서 <청년고용대책 성과분석> 참조).
2)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서 최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제기되는 것은 저출산 및 고령

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와 기술혁신에 따른 4차 산업혁명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저

출산은 학령인구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 노동력 감소를 야기하면서 경제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한국고용정보원,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17~
2027> 참조)

3) NCS 홈페이지, NCS 연혁(https://www.ncs.go.kr/th01/TH-102-001-04.scdo) 참

조.
4) 김기홍⋅홍선이⋅주홍석,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전문대학 역량기반교육 운영 내실화 

방안》(진한엠앤비, 2019), 54쪽 참조.
5) “2015년에는 전문대학 전체 학과의 70% 이상이 NCS 기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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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다양하다.6)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는 78개 전문대학에서 NCS기반 교육과

정을 운영했고 2017년에는 83개 대학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7)

물론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교육과정이나 미흡한 평가 시스템 등의 이유로 NCS

기반 교육과정의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특히 학문 지향적 교육목

표를 가지고 있는 대학에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한계성에 주목해 비판적 견

해를 보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대학 교육과정을 마친 학

생들은 궁극적으로 산업현장에 뛰어들어 그들이 요구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

다. 전문대학 학생들은 그 시점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대학과 학과가 학생들의 진

로를 고민해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전공직무능력과 현장실무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

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은 전문대학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대

학과 학과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필요 역량에 집중해 교육하는 것은 학문영역과 실

무영역을 불문하고 직무불일치 문제, 스펙 중심의 채용, 불필요한 취업준비 비용 

등을 해결하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학교육에서는 인문 

교양 교육을 통한 지적 탐구 및 인성 교육과 함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이후 직

업 세계를 준비하는 기초 교육과, 나아가 전문직업교육, 평생교육을 위한 토대를 

성과와 평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이소현, <4년제 대학 중국어 관광

서비스 분야 NCS 기반 교과목 개발 모색>, 《중국학》 제66집, 2019.3)
6)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은 비서, 컴퓨터, 세무회계, 디자인, 뷰티, 항공 등 다양한 전

공과 교양 교과과정에서 진행되었다. 예를 들면, 맹보학⋅채수경, <NCS 기반 비서⋅사

무행정 교육과정 개발 사례>, (《비서⋅사무경영연구》 Vol.25 No.2, 2016), 김동연,
<컴퓨터과의 특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사례 연구>(《한국기술교육학회지》,
2015), 김보미⋅유정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대학 무용교육전문인 양성 교

육과정 기준 개발>(《한국예술교육학회》, 2017), 김영락 외 3명, <NCS 기반 교육과정

의 지속적교육품질개선(CQI)에 관한 연구 － K대학 세무회계정보과를 중심으로>(《한

국세무회계학회지》, 2015), 최인희, <NCS를 적용한 네일미용 교육의 학습만족도 및 

학업성취도가 실무능력에 미치는 영향>(《한국뷰티아트학회지》, 2017), 이재훈, <디자인

분야의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NCS기반의 교육과정모형 개발>(경희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16), 양영근⋅정원희, <NCS 직업기초능력에 기반한 교양교과목 개편방향 

연구>(교양교육연구, 2014), 박현아,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항공서비스과 NCS기반 

교육과정 개발 연구>(《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10집, 2018) 등이 있

다.
7) 김덕영, <전문대학 교육현장 NCS 기반 교육과정>, The HRD Review, 2017, 4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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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8)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

본 연구는 관광서비스 분야에 적합한 중국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공직

무역량에 기반한 관광서비스분야 중국어 교육과정 개발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

다. 국내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관광산업전망을 감안했을 때 특히 전문대학 학생들

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에서 일반목적의 중국어 교육과정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

한 교과목 운영은 분명 변화가 필요하다. 사회 환경의 변화와 수요자 중심의 교육

과정은 앞으로 더욱 다양한 교육과정과 교과목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하며,

본 연구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교육과정의 개발절차 

및 개발자료, 개발결과는 필자가 소속한 학과(K대학)의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함을 

미리 밝힌다.

Ⅱ. NCS 개요

1. NCS 정의

NCS란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의 약자다. 국가

직무능력표준(NCS)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다.9)

그동안 한국의 교육시장(대학, 직업교육기관)은 노동시장(기업 또는 공기업 등)

의 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교육시장과 노동

시장의 연계성 부족은 자연스럽게 직업교육⋅훈련-자격의 미스매치(Mismatch)현

상을 가져왔으며, 이는 인적자원개발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비판

을 면하기 어려웠다.10)

8) 이지현⋅한동헌, <역량기반 대학 커리큘럼의 방향 탐색: 치의학과 학사과정 커리큘럼 

개편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공학연구》, 2015.
9) NCS홈페이지(https://www.ncs.go.kr/th01/TH-102-001-01.scdo).

10)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동연구원 등 기관에서 청년층의 첫 일자리 전공불일치 

비율이나 대졸 신입사원의 재교육 기간, 1인당 재교육비용, 1년 내 퇴사율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육과 직무의 미스매치 현상을 더욱 명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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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명확한 채용기준이 공지되지 않는 

상황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필요한 스펙(On-Spec)뿐 아니라 직무와 무

관한 다양한 스펙(Over-Spec)을 쌓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왔다. 취업에 

대한 불안감으로 취업 시기를 지연하는 현상도 나타났는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대졸청년 휴학경험은 (ʼ10년) 39.7%, (ʼ11년) 43.0%, (ʼ12년) 42.7%였다. 이러

한 현상은 모두 기업이 원하는 교육훈련이 아닌 공급자 위주의 교육훈련이 이루어

진 결과라 할 수 있다. NCS는 이러한 인적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제로 필요한 능력을 국

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을 의미하며,11) NCS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 NCS 구성

NCS 분류체계는 한국고용직업분류(KECO:Korean Employment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을 참고하여 직무의 유

형을 분류되었다. ‘직무수행능력’ 함양을 위한 NCS는 2019년 현재 직무의 유형

(Type)에 따라 경영⋅회계⋅사무, 금융⋅보험, 교육⋅자연⋅사회과학, 보건⋅의료,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등 산업분야를 포함하여 대분류 24개, 중분류 79

개, 소분류 253개, 세분류 1,001개로 구성되어있다. 세분류는 특정 직무에서 업무

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을 교육훈련 및 평가가 가능한 기능 단

위로 개발한 능력단위로 이루어져있다. 각각의 능력단위는 능력단위분류번호, 능력

단위명칭, 능력단위요소(수행준거, 지식⋅기술⋅태도), 적용범위 및 작업상황, 평가

지침, 직업기초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12) ‘직업기초능력’이란 직업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과 인성을 말하는데,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등의 10개 영역과 

3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게 설명해 준다.
11) 2017년도 NCS개발 매뉴얼, 7쪽 참조.
12) 《NCS 기반 교육과정 가이드라인》(2015년 개정판), 11쪽. (NCS 홈페이지 자료실:

https://www.ncs.go.kr/th06/bbs_lib_list.do?libDstinCd=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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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는 1~8단계 수준으로 나뉘는데, 수준에 따라 지

식, 역량, 경력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면, ‘2수준’은 ‘일반적인 지시 

및 감독 하에 해당분야의 일반 지식을 사용하여 절차화 되고 일상적인 과업을 수행

하는 수준’이며, ‘해당분야의 일반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과 ‘절차화 되고 일상

적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며, ‘수준1에서 6-12개월 정도

의 계속 업무 후 도달 가능한 수준’의 경력에 해당한다.

3.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절차

<그림1>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순서절차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 가이드라

인’(2015년 개정판)에서 교육과정의 개발절차, 운영, 평가 등에 대한 지침을 제시

했다. NCS 기반 관광서비스 분야 중국어 교육과정은 본 가이드라인을 참조한 K대

학의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매뉴얼’을 준수하여 1) 환경분석 및 요구분석, 2)

학과 인재양성유형 설정 및 교육목표 수립, 3) 직무정의 및 NCS 분류체계 기술,

4) NCS 체계에 의한 직무모형 설정, 5) 직무모형 검증, 6) 교과목 도출, 7) 교과

목 프로파일 작성, 8) NCS와 교과목 연계성 기술, 9) 직무별 교육과정 로드맵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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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총 9단계로 진행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인 개발과정과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본 논문은 중국어 교과목 개발에 대한 소개이므로 전체 교육과정에 대한 로

드맵을 제시하는 9단계는 생각하고자 한다.

Ⅲ. NCS 기반 관광서비스중국어 교육과정 개발

1. 환경분석 및 요구분석

환경분석은 학과 전공과 연관 있는 분야의 산업동향, 인력동향, 지역동향 등의 

외부환경과 학과현황(인재상,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원현황 등), 학생현황(신입생 

경쟁률, 재학생 충원률, 자격증 취득률, 취업률 등)을 포함한 내부환경으로 나누어 

다각적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본 학과의 경우, 최근 주요 취업방향이 관광산업과 관련 있는 서비스 분야였지

만, NCS 활용 이전의 교육과정은 학과 개설 당시 상황을 반영한 회계, 무역 중심

의 교육과정이어서 현 진로와의 연계성이 부족했다.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이나 방

한 외래 관광객 동향, 전 세계 관광산업 고용 전망, 국내 서비스산업 동향, 인천지

역 외국인 현황뿐만 아니라, 국제 관광서비스업의 변화와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인

천지역의 글로벌 관광시장 확대 정책을 확인한 후 관광산업 분야의 중국어 활용 가

능 인력의 고용비중이 여전히 확대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13) 항공, 카지노 

서비스 분야는 학과의 주요 취업방향이 아니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학과 졸업생이 취업을 했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관광서비스 분야의 직업

13)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17~2027>(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8년 국내 부동산 시장 및 건설경기 전망>(건설산업연구원, 2017), <중국인 관광

객 사백만에서 일천만 시대로 - 요우커(遊客)의 특징과 경제적 효과>(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2014), 박문수⋅고대영⋅구진경⋅최재영, <중국인 관광객 소비패턴 분석 

및 산업연계 활용방안>, <방한 주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및 시

사점>(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4), <여행산업보고서> 15호(한국여행업협회,
2018.8), <2018년 인천광역시 주요업무계획>(인천관광공사, 2018), <2019년 인천광

역시 주요업무계획>(인천관광공사, 2019) 등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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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도 참고했다.

<표1> 관광 서비스 관련 직업정보14)

소분류 여행서비스 일반판매 숙박서비스

직업명 여행사무원
여행 및 

관광통역 안내원
상점판매원

숙박시설 

서비스원

세분류
01.여행상품개발

02.여행상품상담

03.국내여행안내

04.해외여행안내
01.매장판매

01.숙박기획⋅
개발

02.객실관리

03.부대시설관리

04.연회관리

05.접객서비스
종사자수 20,900명 13,100명 2,593,000명 24,053,400명

종

사

현

황

연령 평균 37세 평균 42세 평균: 43.7세 평균 48세
임금 평균 206.3만원 평균 162.5만원 평균 132만원 평균 212만원
학력 평균 14.4년 평균 14년 평균 12년 평균 12.1년

성비
남성: 45.7%

여성: 54.3%

남성: 45.9%

여성: 54.1%

남성: 4.8%

여성: 55.2%

남성: 57.9%

여성: 42.1%
근속

년수
평균 6.1년 평균 4.8년 평균 7.7년 평균 7.6년

관련자격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없음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요구분석은 산업체, 재학생, 졸업생을 대상으로 채용 시 전문대 학생에게 요구하

는 내용과 취업 필수 역량 등으로 구성된 문항을 설문조사나 대면 형식으로 실시하

여 분석한다.15) 환경분석과 요구분석은 학과의 교육목표를 설정하는데 매우 중요

14) 고용노동부 등(2013),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패키지(https://www.ncs.go.kr) 참조.
15) 학과의 산업체 요구조사는 학과 교육과정개발위원회의 산업체 인사를 중심으로 진행했

다. 조사 결과, 채용 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인성/성실성, 일에 대한 열정(적극성), 외

국어 능력, 직업기초능력/전공실무능력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대졸 신입사원에게 부

족한 능력은 인성/성실성, 일애 대한 열정(적극성), 외국어능력/전공실무능력, 직업기

초능력 순이었다. 학과 졸업생이 취업 가능한 영역으로는 서비스직, 일반사무직 순이었

으며, 서비스직 중 취업 가능한 직무는 면세점, 호텔, 여행사, 항공지상직/보안 및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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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소이기도 하며, 사회 환경의 변화를 읽는 시작이므로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그런데, 학과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의 개발과 개편의 목적

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본 단계는 중심내용 없이 현재의 상황을 나열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2. 학과 인재양성유형 설정 및 교육목표 수립

내부⋅외부 환경분석과 요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과교육과정개발위원회에서 

학과 주요 직업(군)을 기존의 무역업체에서 관광서비스 분야로 수정하기로 결정하

고, 취업 가능성이 높은 7개 관광서비스 분야 가운데 매장판매원, 호텔서비스원,

여행상품상담원을 최종 직업(군)으로 선정했다.

의 순으로 나타났다. 개설 요청 교과목으로는 중국어와 일본어, 호텔서비스실무/항공서

비스실무, 예약발권 관련 컴퓨터 자격증 등이 있었고, 취업 시 필요한 자격증 순위는 

HSK/HSKK, 일본어, 컴퓨터, 영어로 조사되었다. 재학생 요구조사는 1, 2학년 105명 

중 85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졸업 시 희망하는 취업분야는 서비스직이 가장 많았으

며, 취업을 희망하는 서비스 직무 분야는 면세점과 호텔, 항공지상직, 항공보안 및 검

색, 여행사 순이었다. 취업 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생각되는 항목은 인성 및 성

실성, 외국어능력, 전공실무능력, 일에 대한 열정(적극성)의 순서로 산업체 요구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자격증으로는 HSK⋅
HSKK 자격증, 영어 자격증, 컴퓨터 자격증의 순으로 대답했으며, 졸업 후 목표를 이

루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싶은 관심 분야로는 어학실력 향상, 전공자격증 취득, 현장실

습, 컴퓨터 활용능력의 순이었다. 현 교육과정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는 면세점 중심 교

육과정에서 다양한 서비스 실무를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 개설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최근 3년간 졸업생이 가장 많이 취업한 분야는 면세점이 월등히 많고 소수 인원이 항

공보안, 여행사 및 호텔에 취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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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학과 직업(군) 선정

구분
직무의

중요도

직업 

전망

취업

성과

학과 

비전

교육

효과성
계 결과

매장판매원 5 5 5 5 5 25 선정

호텔서비스원 5 5 5 5 5 25 선정

여행상품상담원 5 4 4 5 5 23 선정

항공 지상 서비스원 2 3 2 3 2 12
미선

정

일반사무원 2 2 2 2 2 10
미선

정

크루즈 승객 서비스원 3 3 2 3 3 14
미선

정

의료코디네이터 2 2 2 2 2 10
미선

정

학과의 인재양성유형은 직업군 선정 결과를 반영하여 매장판매원, 호텔리어, 여

행서비스전문가로 선정하고, 수행 업무를 반영하여 직무의 범위와 개요를 설정한

다. 이어서 대학의 사명과 비전 등을 고려하며 학과의 교육목표를 수립한다. 본 학

과에서는 ‘능통한 외국어 실력을 겸비한 여성 서비스인재 양성’, ‘글로벌 마인드와 

매너를 겸비한 여성 서비스인재 양성’ 등을 교육목표로 설정했다.

3. 직무정의 및 NCS 분류체계

학과에서 수립한 인력양성유형과 교육목표에 따른 직업(군)별 직무를 정의하고,

무별로 필요한 직업기초능력은 산업체 요구분석 결과분석에서 도출된 내용 중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능력 2가지를 선정했다.16) 표로 정

16) 의사소통능력(문서이해 및 작성능력, 경청, 의사표현과 외국어 능력)과 대인관계능력

(팀워크, 리더십, 갈등관리, 협상 및 고객서비스 능력)은 단일 교과목에서 완벽하게 소

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대학 차원에서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이라는 교과목

을 별도로 개설했다. 참고로, NCS는 외국어를 별도의 직무로 분류하지 않고 의사소통

능력의 범주 안에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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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 직업(군)별 직무 정의

직업(군) 직무명 직무정의

매장

판매원

매장

판매

적합한 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매장방문 고객을 위하여 상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품판매 및 매장 운영활동을 수행하는 

직무임.

여행상품

상담원

여행상

품상담

여행상품 판매를 위하여 고객의 욕구에 부합하는 여행 관련 상

품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에 도달할 수 있게 하며, 여행자에게 

내국인 국내여행 미 해외여행, 외국인 국내여행 등과 관련한 여

행상품의 관광자원, 숙박, 교통 등을 설명하고 상담하는 직무임.

호텔

서비스원

객실

관리

고객의 편안하고 안락한 투숙을 위해, 예약 접수, 체크 인/아웃 

업무, 객실과 공용지역 정비 및 호텔 세탁물 관리 등을 통해 최

상의 객실 상품을 창출하는 직무임.

부대시

설관리

숙박객 및 방문객의 이용 목적에 따른 편의 제공을 위해 객실,

식음료와 판매시설, 레저 스포츠 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관

리하는 직무임.

다음으로 선정된 직무에 대해 NCS 분류체계를 기술하는데, 매장판매원은 세분

류 ‘매장판매’, 여행상품상담원은 ‘여행상품상담’, 호텔서비스원은 ‘객실관리’와 ‘부대

시설관리’의 능력단위를 활용하고자 하고자 한다.

<표4> 직무별 NCS 분류체계

직업(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매장판매원 10.영업판매 03.판매 02.일반판매 01.매장판매
여행상품

상담원

12.숙박⋅여행⋅
오락

03.관광⋅레저 01.여행서비스 02.여행상품상담

호텔

서비스원

12.숙박⋅여행⋅
오락

03.관광⋅레저 02.숙박서비스 02.객실관리

12.숙박⋅여행⋅
오락

03.관광⋅레저 02.숙박서비스 03.부대시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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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CS 체계에 의한 직무모형 설정

이전 단계에서 선정된 직무에 해당하는 NCS에 분류체계에 따라 도표를 활용하

여 능력단위와 능력단위요소를 기술하는 단계이다.

<표5> 매장판매 직무 직무모형 예시

직

무
능력단위 능력단위요소

매

장

판

매

판매 기본 정보 

분석

매장 특성 분석하기, 상품 특성 분석하기, 상품 사용법 숙

지하기, 매장 사용 용어 숙지하기
매장영업전판매

지원점검

매장 청결 작업하기, 비품⋅소모품 점검하기, 안전시설 점

검하기, 용모와 복장 갖추기, 영업 전 전달사항 확인하기

매장판매 상담
방문 고객 맞이하기, 고객 니즈 파악하기, 상품 설명하기,

판매 확정하기
전화고객 상담 전화고객 응대하기, 전화고객 판매상담하기

매장판매 마무리
결제하기, 포장하기, 배송 의뢰하기, 고객 환송하기, 상품

배송하기
고객관계 관리 일반고객 관리하기, 우수고객 관리하기

고객요구 관리
불만고객 관리하기, A/S 요구고객 관리하기, 고객의 소리

(VOC) 관리하기
매장 판매촉진 

관리

판매촉진활동 기획하기, 판매촉진활동 실행하기, 판매촉진

활동 평가하기
매장판매 교육 판매 기본 정보 교육하기, 판매서비스 교육하기
매장영업 관리 영업매출 관리하기, 손익 관리하기, 영업 기획하기 
디스플레이 관리 디스플레이 점검하기, 디스플레이 관리하기 

매장경영관리
재고 관리하기, 거래처 관리하기, 인사조직 관리하기, 매

장 경영 기획하기

5. 직무모형 검증

도출된 직무모형에서 각 능력단위에 대해 교육필요도와 직무중요도를 검토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할 능력단위를 선정하는 단계이다. 학과에서는 매장판매 직무 12

개, 여행상품 상담 직무 15개, 객실관리 직무 10개, 부대시설관리 직무 10개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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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를 각각 5점 척도로 평가하고 선정 기준점수를 3점으로 정했다. 그 결과 매장

판매 직무에서 5개, 여행상품 상담 직무에서 8개, 객실관리에서 4개, 부대시설관리

에서 3개, 총 20개 능력단위를 활용하기로 했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단위가 매

뉴얼에 없는 경우에는 대학자율 능력단위를 학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능력단위 검증 단계에서 선정된 능력단위에 대해 다시 능력단위요소를 검증한다.

활용하기로 한 직무 능력단위에서 난이도가 너무 낮거나 교육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신입사원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경우 등은 능력단위요소를 배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면세점이라는 특수 환경을 고려하여 매장판매 능력단위요소 중 ‘매장 청

결 작업하기’, ‘비품⋅소모품 점검하기’, ‘안전시설 점검하기’, ‘용모와 복장 갖추기’,

‘배송 의뢰하기’, ‘상품 배송하기’ 등은 미활용하기로 했다. 동일한 방법으로 선정된 

능력단위요소에 대한 수행준거 검증도 진행한다.

<표6> 매장판매 능력단위요소 검증 예시

분 류 번 호 능 력 단 위 능 력 단 위 요 소 활용

1003020101_14v1 판매 기본 정보 분석

매장 특성 분석하기 Y
상품 특성 분석하기 Y
상품 사용법 숙지하기 Y

매장 사용 용어 숙지하기 Y

1003020111_16v2
매장 영업전 판매 지

원 점검

매장 청결 작업하기 N
비품⋅소모품 점검하기 N
안전시설 점검하기 N
용모와 복장 갖추기 N

영업 전 전달사항 확인하기 Y

1003020112_16v2 매장판매상담

방문 고객 맞이하기 Y
고객 니즈 파악하기 Y

상품 설명하기 Y
판매 확정하기 Y

1003020106_16v2 매장판매 마무리

결제하기 Y
포장하기 Y

배송 의뢰하기 N
고객 환송하기 Y
상품 배송하기 N

1003020115_16v2 고객요구 관리
불만고객 관리하기 Y

A/S 요구고객 관리하기 Y
고객의 소리(VOC) 관리하기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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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판매 기본 정보 분석 내 매장 특성 분석하기 수행준거 검증 예시(일부)

능력

단위명

능력단위

요소명
수행준거

활용

여부

판매 기본 

정보 분석

(10030201

01_14v1)

매장 특성 분석

하기

(1003020101

_1

4v1.1)

1.1 판매 기본 정보 교육용 교재에 따라 매장 유형

에 따른 시설 및 비품 관련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Y

1.2 판매 기본 정보교육용 교재에 따라 매장 유형에 

따른 매장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
Y

1.3 판매 기본 정보 교육용 교재에 따라 매장 유형

에 따른 매장의 환경요소를 분석할 수 있다.
Y

1.4 경쟁 또는 타 매장 분석에 따라 해당 매장의 특

성을 비교할 수 있다.
Y

1.5 고객 응대 시 습득한 매장 특성을 설명할 수 있

다
Y

6. 교과목 도출

교과목은 능력단위, 능력단위요소의 내용, 크기, 관계 등을 고려하여 도출하는데,

능력단위별로 1:1, N:1, 1:N, N:N 등으로 자유롭게 편성 가능하다. 외국어 교과

목은 NCS 교과목에 포함시켜 운영하지는 않았지만, 관광서비스 중국어 교과목의 

내용은 모두 NCS를 기반으로 구성했다.

<표8> NCS 기반 관광서비스중국어 교과목 도출

능력단위 능력단위요소 교과목명

이수 

시간

(학점)

판매 기본 정보 분석

매장 특성 분석하기

판매실무중국어 30(2)

상품 특성 분석하기
상품 사용법 숙지하기

매장 사용 용어 숙지하기

매장판매상담

방문 고객 맞이하기
고객 니즈 파악하기

상품 설명하기

판매 확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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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판매 마무리
결제하기 

고객 환송하기

상품 설명

상품설명 방법 선택하기

예약실무중국어 30(2)

상품설명하기
설명결과 활용하기

상담 고객관리

부가상품 정보 제공하기
네트워크 활용하기
대면 상담하기

여행요금 상담

여행요금 산출하기
원가표 작성하기
요금 상담하기

교통편 예약

항공여객 예약하기
육상교통편 예약하기
해상여객선 예약하기

교통편 조회

항공여객예약 조회하기
육상교통편예약 조회하기
해상여객선예약 조회하기

교통편 발권

항공여객 발권하기
육상교통편 발권하기
해상여객선 발권하기

여행서류확인

여권 비자 확인하기
출입국 서류 확인하기
보험 서류 확인하기

객실 예약 접수

객실 및 부대시설 이용정보 파악하기

호텔실무중국어 30(2)

예약 현황 확인하기
고객 이력과 기호 확인하기
예약 관련 자료 작성하기

예약 변경하기

체크인(Check In)

체크 인 준비하기
고객 응대하기

등록카드 작성하기
객실 키 발급 및 정보 제공하기

고객정보 등록하기
단체 체크 인 하기

재실고객 관리

고객 요청 사항 처리하기
객실 상태 확인하기

객실 변경(Room Change) 하기
고객 불평 접수하기

객실 수납
현금 지급(Paid Out) 처리하기

전기(Posting)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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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과목 프로파일 작성

교과목 프로파일은 도출된 교과목에서 요구되는 수행준거, 지식, 기술, 태도 등

을 종합하여 작성하는데, 교과목 정보, 관련 직무명, NCS 능력단위, 교과목 개요,

교육목표, 교육내용, 장비 및 도구, 교수학습방법, 평가방법, 교육정보 등을 제시한

다. 특히 NCS를 활용한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교육목표는 ‘알고 이해하는’ 것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능력으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9> 판매실무중국어 교과목 프로파일 예시

교과목 정보

교과목명
판매실무중국

어
이수구분 전공선택 시수 2

학년-학기 2-1 학    점 2 이론/실습 1 / 1

객실 요금 중간 정산하기
환전 업무하기

체크아웃(Check Out)

투숙객 정보 확인하기
추가 사용 내역 확인하기

최종 내역 계산하기
환송하기

식음료 업장 관리

예약 현황 파악하기
식음료 이용요금 계산하기

영업 마감하기

호텔 레스토랑 서비스

고객 예약 응대하기
고객 영접하기
메뉴 추천하기
메뉴 주문받기
음식 서빙하기
고객 환송하기

호텔 음료 서비스

음료 준비하기
음료 서빙하기

음료재고 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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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명 및 NCS 능력단위
직무명 능력단위 능력단위코드 학습모듈

매장판매

판매 기본 정보 분석 1003020101_14v1 ■유 / □무

매장판매 상담 1003020112_16v2 ■유 / □무

매장판매 마무리 1003020106_16v2 ■유 / □무

교과목

개요

⦁매장판매원으로써 판매의 기본정보 분석에서 상품의 판매까지 판매의 

전 과정을 이해하고 절차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론

과 실습을 병행한다.

교육목표

⦁원활한 상품 판매를 위하여 매장 및 상품의 특성을 분석하고 상품 사

용법과 매장 사용용어를 숙지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중국어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고객의 구매 확정 후 요구사항 충족을 위하여 판매상품에 대한 결제

와 포장, 고객 환송을 할 수 있다.

교육내용

1. 판매 기본정보 분석

1) 매장 특성 분석

2) 상품 특성 분석

3) 상품 사용법 숙지

4) 매장 사용 용어 숙지

2. 매장판매상담

1) 방문 고객 맞이하기

2) 고객 니즈 파악하기

3) 상품 설명하기

4) 판매 확정하기

3. 매장상품 판매 마무리

1) 결제하기

2) 고객 환송하기

장비 및

도구

NCS 능력단위 자체 능력단위

⋅컴퓨터 ⋅시청각 시설 ⋅화이트보드 ⋅디스

플레이 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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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방법

a b c d e f g h
○ ○ ○ ○

a. 이론강의, b. 실습, c. 발표, d. 토론, e. 팀프로젝트, f.

캡스톤디자인, g. 포트폴리오(학습자/교수자), h. 기타 

평가

방법

a b c d e f g h i j k l m
○ ○ ○ ○ ○

a. 포트폴리오 b. 문제해결시나리오 c. 서술형시험 d. 논술형시험 

e. 사례연구 f. 평가자 질문 g. 평가자 체크리스트 

h.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i. 일지/저널 j. 역할연기 k. 구두발표 

l. 작업장평가 m. 기타

교육

정보

⦁판매 기본 정보 관련 참고서적

⦁매장 시설물 배치도

⦁상품 유형에 따른 상품 사용설명서 

⦁상담 방법 관련 참고서적

⦁서비스 예절 관련 참고서적

⦁‘소비자보호법’ 관련 자료

관련 NCS 정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능력단위 능력단위코드

영업판매 판매 일반판매 매장판매

판매 

기본정보 

분석

1003020101_14

v1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 지식⋅기술⋅태도

매장 특성 분석하기

(1003020101_14v1.1)

1.1 판매 기본 정보 교육용 교재에 따

라 매장 유형에 따른 시설 및 비품 관

련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1.2 판매 기본 정보교육용 교재에 따

라 매장 유형에 따른 매장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

1.3 판매 기본 정보 교육용 교재에 따

라 매장 유형에 따른 매장의 환경요소

를 분석할 수 있다.

1.4 경쟁 또는 타 매장 분석에 따라 

해당 매장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다.

1.5 고객 응대 시 습득한 매장 특성을 

[지식]

ㅇ판매 기본 정보 교육용 교재에 대한 

지식

ㅇ매장 유형에 대한 지식

ㅇ매장 내 시설 이용방법

ㅇ매장 내 비품 사용방법

ㅇ매장 구조에 대한 지식

ㅇ매장 환경요소에 대한 지식

ㅇ경쟁 또는 타 매장 비교분석 방법

[기술]

ㅇ판매 기본 정보 교육용 교재에 대한 

이해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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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할 수 있다.

ㅇ매장 유형 파악 능력

ㅇ매장 내 시설 이용능력

ㅇ매장 내 비품 사용능력

ㅇ매장 구조에 대한 파악 능력

ㅇ매장 환경요소에 대한 파악 능력

ㅇ경쟁 또는 타 매장 비교분석 능력

[태도]

ㅇ매장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태

도

ㅇ매장의 시설 및 비품에 대한 세밀한 

파악 의지

⋅⋅⋅

고객 환송하기

(1003020106_16v2.4)

4.1 매장판매서비스 매뉴얼에 따라 구

매

고객에 대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4.2 판매 종료 후 매장 편의시설 이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4.3 고객에게 포장된 구매 상품을 인

도할 

수 있다.

4.4 배송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연락처

를 

안내할 수 있다.

4.5 매장판매서비스 매뉴얼에 따라 고

객

에게 정중하게 배웅인사를 할 수 있다.

[지식]

ㅇ매장판매서비스 매뉴얼에 대한 지식

ㅇ상품구매에 따른 혜택

ㅇ매장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

ㅇ매장 편의시설 이용 방법

ㅇ상품 인도 방법

ㅇ배송 업무에 대한 지식

ㅇ고객 환송과정에 대한 지식

ㅇ인사 방법

ㅇ비즈니스 매너에 대한 지식

ㅇ서비스 예절에 대한 지식

[기술]

ㅇ매장판매서비스 매뉴얼 이해 능력

ㅇ상품구매에 따른 혜택 파악 능력

ㅇ매장 편의시설에 대한 이해 능력

ㅇ상품 인도 능력

ㅇ배송 업무에 대한 이해 능력

ㅇ고객 환송과정에 대한 이해 능력

ㅇ비즈니스 매너 이해 능력

ㅇ서비스 예절 이해 능력

[태도]

ㅇ고객의 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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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NCS와 교과목 연계성 기술

학기별로 교양 교과목과 전공 교과목의 NCS 적용 여부, 도출된 교과목과 능력

단위 간 연계성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학기별 직무 관련 중국어 교과목은 실무 교

과목의 함께 동일한 학기에 배정해 실무, 이론, 중국어 학습 간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이고자 했다. 중국어 관련 교과목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10> 중국어 교과목 학기별 연계성

1-1 1-2 2-1 2-2 직무
기초중국어문법

기초중국어회화

문화관광중국어

초급중국어문법

초급중국어회화

호텔예약실무

중급중국어문법

중급중국어회화

고급중국어문법

고급중국어회화 공통

호텔실무 판매실무 예약실무

호텔실무중국어

객실관리

부대시설

관리

판매실무중국어 매장판매

예약실무중국어 여행상담

실무교과목과 중국어 교과목의 학기별 분류는 중국어 어휘 및 표현의 난이도, 취

업 가능성, 취업 시기 등을 고려하여 배정했다.17)

17) 예를 들면, 현장에서 사용하는 판매실무중국어의 상품설명 난이도는 호텔실무중국어보

다 높다고 판단했으며, 학과 졸업생의 경우 여행사 취업시기보다 면세점 취업시기가 조

금 빠른 편이다. 1학년 1학기에는 아무런 기초 없이 실무중국어를 소화할 수 없기에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 교과목을 배정했다.

ㅇ고객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태도

ㅇ정중하고 예의바른 자세



전문대학 전공직무역량기반 관광서비스중국어 교육과정 개발 사례 203

Ⅳ. 교육내용 구성 및 설계

NCS에 기반해 도출된 판매실무중국어, 예약실무중국어, 호텔실무중국어는 모두 

취업 후 현장에서 담당하게 될 직무와 연관성이 큰 실무 교과목이다. 때문에 이 세 

교과목의 교재 내용은 최대한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구성해야 하

는데, 가급적 사용 비중이 높은 기본표현과 함께 특수한 상황을 대비한 전문적인 

표현까지 제공하는 것이 좋다. 또한 교재 내용은 반드시 현장감이 반영된 사실성과 

학습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난이도여야 한다. 학과에서 적용하고 있는 세 교과목

의 교육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 판매실무중국어

<표11> 03.판매>02.일반판매>01.매장판매

능력단위 능력단위요소 교재구성 단위별 주제

판매 기본 

정보 분석

매장 특성 분석하기
제1과

제2과

제1과 면세점 이용과 안내(공항)

제2과 면세점 이용과 안내(시내)

상품 특성 분석하기

제5과~

제12과

제5과 화장품, 제6과 향수, 제7과 

패션잡화, 제8과 전자제품, 제9과 담배,

제10과 주류, 제11과 식품, 제12과 

기념품

상품 사용법 

숙지하기

매장 사용 용어 

숙지하기

제1과

제2과

제1과 면세점 이용과 안내(공항)

제2과 면세점 이용과 안내(시내)

매장판매상담

방문 고객 맞이하기 제3과 제3과 고객 응대하기

고객 니즈 파악하기

제5과~

제12과

제5과 화장품, 제6과 향수, 제7과 

패션잡화, 제8과 전자제품, 제9과 담배,

제10과 주류, 제11과 식품, 제12과 

기념품

상품 설명하기

판매 확정하기

매장판매 

마무리

결제하기 제4과 제4과 결제와 세금환급

고객 환송하기 제3과 제3과 고객 응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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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약실무중국어

<표12> 03.관광⋅레저>01.여행서비스>02.여행상품상담

능 력 단 위 능 력 단 위 요 소
교재 

구성
단위별 주제

고객응대

전화 응대하기

제1과 제1과 고객 응대방문 응대하기

온라인 응대하기

상품 설명

상품설명 방법 선택하기

제2과 제2과 여행상품 설명상품설명하기

설명결과 활용하기

상담 고객관리

부가상품 정보 제공하기

제3과

제4과

제3과 여행상품 상담(이론)

제4과 여행상품 상담(실습)

네트워크 활용하기

대면 상담하기

여행요금 상담

여행요금 산출하기

원가표 작성하기

요금 상담하기

교통편 예약 항공여객 예약하기
제5과

제6과

제5과 항공편 예약(이론)

제6과 항공편 예약(실습)

교통편 조회 항공여객예약 조회하기
제7과

제8과

제7과 항공편 조회(이론)

제8과 항공편 조회(실습)

교통편 발권 항공여객 발권하기
제9과

제10과

제9과 항공여객 발권(이론)

제10과 항공여객 발권(실습)

여행서류확인
여권 비자 확인하기 제11과

제12과

제11과 여행서류 확인(이론)

제12과 여행서류 확인(실습)
출입국 서류 확인하기
보험 서류 확인하기

3. 호텔실무중국어

<표13> 03.관광⋅레저>02.숙박서비스>02.객실 관리/03.부대시설 관리

능력단위 능력단위요소 교재구성 단위별 주제

객실 예약 접수

객실 및 부대시설 이용정보 

파악하기

제1과

제2과

제4과 

제1과 객실 예약 서비스

제2과 객실 예약 취소

제4과 객실 배정

예약 현황 확인하기

고객 이력과 기호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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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별 교육내용은 능력단위 범위 내에서 학과특성에 맞게 업무의 수행 순서나 

직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해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NCS 기반 교육의 획일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긴 하지만, 교육내용의 표준화와 활용도 측면에서 학과의 상

황을 반영해 운영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예약 관련 자료 작성하기

예약 변경하기 제3과 제3과 객실 예약 변경

체크 인(Check

In)

체크 인 준비하기

제5과 제5과 데스크 체크인

고객 응대하기
등록카드 작성하기

객실 키 발급 및 정보 제공하기
고객정보 등록하기
단체 체크 인 하기

재실고객 관리

고객 요청 사항 처리하기 제6과,

제8과
제6과 재실고객 관리 

서비스

제7과 불만고객 응대

제8과 룸서비스

메시지 및 전달물 취급하기
제6과,

제8과객실 상태 확인하기

제6과 객실 변경(Room Change) 하기
제7과

고객 불평 접수하기 제7과 제7과 불만고객 응대

객실 수납 환전 업무하기 제6과
제6과 재실고객 관리 

서비스

체크 

아웃(Check

Out)

투숙객 정보 확인하기

제12과 제12과 체크아웃
추가 사용 내역 확인하기

최종 내역 계산하기

환송하기

식음료 업장 

관리

예약 현황 파악하기 제10과

제11과

제10과 호텔 음료 서비스

제11과 호텔 바 서비스식음료 이용요금 계산하기

호텔 레스토랑 

서비스

고객 예약 응대하기

제9과 제9과 레스토랑 서비스

고객 영접하기
메뉴 추천하기
메뉴 주문받기
음식 서빙하기
고객 환송하기

호텔 음료 

서비스

음료 준비하기 제10과

제11과

제10과 호텔 음료 서비스

제11과 호텔 바 서비스음료 서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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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인구의 노령화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직업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G2 시대

와 글로벌 관광산업의 확산은 중국어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켰으며, 경쟁력 있는 

중국어 전공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공급자 중심 교육과정에서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

으로 개편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

하다. 특히 직업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전문대학에서는 짧은 교육기간에 사회

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역량과 최고의 직무능력을 갖추도록 최적화된 교육을 할 필

요가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바로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현장중심, 직무능

력중심 인재양성을 위해 개발되었다.

본 연구는 사회적 수요에 맞추어 NCS에 기반한 관광서비스 분야 중국어 교육과

정 개발 방안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교육과정 개발은 국가 차원에서 개

발한 매뉴얼에 따라 9단계로 진행했다. 환경분석과 요구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NCS 분류체계에 근거해 관광서비스 분야의 직무를 선정하고, 선정된 직무의 능력

단위와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 등을 검증했으며, 검증된 능력단위와 능력단위요소

의 내용과 크기를 고려해 교과목을 도출했다. 관광서비스 관련 중국어 교과목은 판

매실무중국어, 호텔실무중국어, 예약실무중국어이며, 교과목 프로파일은 교과목에 

대한 모든 교육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렇게 개발된 교육과정

은 기존의 교육과정과 비교했을 때 몇 가지 변화가 생겼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교육내용과 구성이 ‘표준화(standardization)’ 되었다. 필요에 의해 반드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수행준거마다 지식, 기술, 태도를 명확하게 제시해 놓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지든 표준화된 내용을 학습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교육내용과 구성이 세분화되었다. 일반 생활회화와 중국어 자격증 취득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기존의 교과목은 취업 후의 직무와 연관성이 높은 교과목(판

매실무중국어, 예약실무중국어, 호텔실무중국어)으로 세분화되었다.

셋째, 교육내용과 구성이 다양화되었다. 교육내용이나 교과목 명칭이 유사한 교

과목(예를 들면, 중급중국어회화, HSK중급회화 등)이나 교과목 난이도 구분이 모

호했던 교과목(예를 들면, 초급중국어쓰기, 중급중국어쓰기, 비즈니스중국어Ⅰ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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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교과목별 특성이 명확하게 구분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역량교육은 ‘알고 있도록’ 하는 것보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교육

의 목표가 달라졌으므로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방법 또한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

NCS 기반 교육은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NCS 기반 교육과정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도 적지 않다. 현재 개발된 NCS 분류체계와 세부내용은 직업의 변화와 요

구를 수시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이 단순한 개발과 운

영에 그치지 않고 더 나은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품질 개선 노력도 필

요하다. 또한 NCS 기반 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NCS 기반 채

용을 위한 산업체의 노력과 협조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사회 환경의 변화

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러한 변화에 적절한 교수학습방법을 적용, 개발하려는 교

수자의 노력과 정보 공유는 역량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기본일 것이다. 본 연

구에서는 NCS 기반 교과목 운용의 구체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담지 못했다. 어떤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고 어떤 점이 수업의 장점으로 작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를 통해 객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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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人口老龄化趋势与第四次产业革命的到来带来了职业的变化｡ 国家职务能力

标准(NCS)就是为培养产业现场要求的具有应对环境变迁的人才而建议的｡ 本研
究旨将介绍以国家职务能力标准(NCS)为基础的旅游服务领域的汉语教育课程开

发过程｡ 基于NCS的教育课程开发遵循了教育部和韩国研究财团提出的《专科大学

基于国家职务能力标准(NCS)的教育课程指导方针》(2015年修订版)与K大学的

《基于NCS的教育课程开发手册》, 开发程序共分为环境分析和要求分析､ 设置学科
人才培养类型及制定教育目标､ 职务定义与NCS分类体系记述､ 根据NCS体系设

定职务模型､ 职务模型验证､ 科目导出､ 课程简介记述､ NCS和科目关联性记述､ 
制定按职务分类的教育课程发展蓝图的9个阶段｡ 旅游服务相关中文科目的开发结
果导出了销售实务汉语､ 酒店实务汉语､ 预约实务汉语｡ 以NCS为基础的汉语教

育课程在教育内容和构成方面与现有的教育课程相比更加标准化

(standardization)､ 细分化､ 多样化了｡ 这种教育课程的变化有助于培养旅游服
务领域所需的汉语专门人才, 提高现场实务能力｡ 虽然也有人担心基于NCS的教

育课程的单一性,但从教育内容的标准化和活用度方面来看,可以充分反映学科状

况｡ 

【主題語】

국가직무능력표준, 관광서비스, 중국어, 교육과정, 직무역량

国家职务能力标准, 旅游服务, 汉语, 教育课程, 职务力量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NCS), Chinese, Tourist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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