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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요구되는 IT 기술에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기술 등이 

필요하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산업체에서 필요한 실무적인 IT융합 인력 양성이 컴퓨터 관련학과의 

주요 교육 내용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의 접근 방법으로 대두되는 것이 NCS 기반의 교육

과정에 기반을 둔 IT융합 인력의 양성이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IT융합 인력 양성을 위하

여 컴퓨터과학 전공을 위한 NCS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분석한다. 제시된 교육과정의 주요 교육 내용에는 포스트 모

바일 및 포스트 인터넷 기술을 대표하는 챗봇, 블록체인, 사이버물리시스템 등의 교육 내용이 포함된다. 

ABSTRACT

The IT technologies applying to IoT(Internet of Things), Big Data, and AI(Artificial Intelligence) are needed in the era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So, the IT convergence courses of computer science major which will be required in the 
companies in order to prepare the crises of 4th industry revolution are necessary. And, one approach to cope with this 
problem is the training of IT convergence man power based on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 educa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nd analyze the NCS education courses for computer science major in order to teach the students who 
are needed in the Korean domestic companies prepar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skills and applications of 
Chatbot, Blockchain, and CPS(Cyber Physical System) for the post mobile and post Internet technologies are included in 
the proposed co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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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4차 산업혁명 개념은 2012년에 독일이 제시한 인더

스트리 4.0에 그 근원을 두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이라

는 용어는 2016년 다보스 포럼(세계경제포럼, WEF)에
서 인더스트리 4.0 개념을 의제로 소개하면서 새로이 등

장하고 확산되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산업 전 

분야에 IT기술을 접목하고 이를 통해 산업구조를 혁신

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IT 활용 기술이 필요하다.[1] 4
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컴퓨터/IT,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 matics), 창
의력/소프트스킬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

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IT 인력은 기술에 

대한 변화 적응력과 코딩 능력을 길러야 되는 것으로 전

문가들은 예견하고 있다.[2]
이 논문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요구하는 인재

상과 인력 수급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고, 4차 산업혁명

에 필요한 IT융합 기술교육에 대하여 분석한다. 또한,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IT융합 인력 양성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조사,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요구하는 IT융합 인력 양성과 관련

하여 NCS 기반 IT융합 기술교육에 대하여 분석한다. 이
와 같은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4차 혁명시대에 필요한 

IT융합 인력양성을 위하여 컴퓨터과학 전공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분석한다.

Ⅱ. 4차 산업혁명과 IT융합 기술교육

4차 산업혁명의 확산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

술 분야인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의 분

야에 대한 인력수요는 증가하겠지만 제조업 등의 전통

직업군에 대한 수요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3] 이와 같

은 시대적 변화에서 대학의 IT 교육에서도 4차 산업혁

명 시대에 필요한 인력양성 체계를 정립하고 교육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 인력을 요구하는 새로운 인력 수요

에 대비하여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IT융합 인력 양성 방

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우리나라의 스마트 제조기술별 인력수요에 대한 예

측 자료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에서는 우리나라

의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스마트 제조기술별 인력 

수요에 대한 예측자료를 정부의 보도자료 형식으로 발

표하였다. 표 1에 제시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사물인터넷, 스마트센서, 사이버물리시스템 등에 

대한 인력 양성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 확산에 따른 새로운 고용창출 및 인력수

요에 주목하여 스마트 제조기술 분야에 따른 융합형 인

력 양성에 집중해야 될 것이다.

Table. 1 Estimate of manpower demand per smart 
manufacturing technology

(unit: person)

year IoT Holo
gram

3D 
printing

Big 
Data Cloud Smart 

Sensor
Energy 
saving CPS Total

2017 17,047 2,285 207 1,326 4,255 16,538 1,139 13,581 56,377
2020 40,451 4,102 352 2,818 8,924 21,006 2,333 15,223 95,209

[ source : Relevant Ministry policy report(2015.3.19), “Manufacturing 
industry revolution 3.0 strategic action plan”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4차 산업

혁명 인재양성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관련 사업으로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 혁신선도대

학사업과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선도인

력 양성사업이 있다.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 혁신선도대학사업은 교육부

에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사업의 일

환으로 2018년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

업을 통하여 스마트 헬스케어,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IoT),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스마트 팩토리, 인
공지능, 로봇 등의 신산업 분야를 선도할 미래인재 양성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4]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

으로 시행하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부터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는 새로운 방

식의 직업훈련을 바탕으로 신기술·고숙련 청년인력을 

양성하기로 하고, 올해 4월부터 15개 훈련기관에서 빅

데이터, IoT 등 36개 훈련과정을 통해 850명을 양성하

고 있다. 2018년 훈련과정 선정현황(1차)으로는 7개 분

야, 14개 기관, 24개 훈련과정을 선정했으며, 선정분야

로는 스마트 제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정보보안 등 

신기술 중심으로 선정되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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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NCS 기반 IT융합 기술교육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

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이다. 
NCS와 관련된 내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홈페이지

[6]에서 정의하고 배포하고 있다.
NCS에서 직무는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의 세분류

를 의미하며, 원칙상 세분류 단위에서 표준이 개발된다. 
NCS를 구성하는 능력단위는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의 

하위단위로서 국가직무능력 표준의 기본 구성요소에 

해당되며, 능력단위요소(수행준거, 지식, 기술, 태도), 
적용범위 및 작업상황, 평가지침, 직업기초능력 등으로 

구성된다.[7]
국가직무능력표준이 현장의 직무요구서에 해당하는 

반면에 NCS 학습모듈은 NCS의 능력단위를 교육훈련

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수학습 자료이다. NCS 
학습모듈은 구체적으로 직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이론 

및 실습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IT 분야의 NCS 직무와 관련한 학습모듈은 ‘정보통

신’ 분야의 직무 분류에 정의되어 있으며, ‘국가직무능

력표준NCS’의 홈페이지에서 ‘NCS 및 학습 모듈’을 통

한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다.

Table.2 Structure analysis of occupational category 
(NCS based qualification program)

Manpower 
traing goal

[qualified subject]

Related NCS

category sub-
category division section

Application SW 
engineering

[SWdevelopme
nt_L5_ver2.0]

20
Information 

Communicati
on

01
Information 
Technology

02
Inforamtion 
Technology 

Development

02
Application 

SW 
Engineering

동의대학교 컴퓨터과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종구

조분석(NCS기반 자격 프로그램) 내용이 표 2에 표시되

어 있다. 표 2에서는 ‘인력양성 목표’로 ‘응용SW엔지니

어링’으로 설정하였으며, ‘자격 종목’으로는 ‘SW개발

_Level 5’로 설정하고 ‘관련 NCS’ 분류를 대분류, 중분

류, 소분류, 세분류 범주들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 
‘SW개발 자격 수준’과 관련해서는 해당 종목이 2016년
에는 국가에서 Level 5가 개발되기 이전으로 Level 4에 

해당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행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Level 5에 해당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응용SW엔지니어링’의 자격 수준 ‘SW개발_L5_ver2.0’

의 직무 관련 설명과 훈련 목표는 표 3에 기술된 바와 같

다. 표 3에서는 ‘자격수준’의 ‘SW개발 Level 5’와 관련

한 ‘직무 설명’이 기술되어 있으며 ‘훈련 목표’가 기술되

어 있다.

Table.3 Duty and training goal of qualification level
Level Related job explanation

SWdevelo
pment_L5

_ver2.0

Understand the design specification of SW system, 
develop the application SW and accomplish testing 

work.
Traing goal

In order to accomplish SW development L5 job, perform the 
training education to understand the design output of SW detail 
functions and specifications for each business by the commands 
written by computer languages, to perform the implementation,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product, and secure the ability of 

service improvement.

Ⅳ. NCS 기반 컴퓨터과학 교육과정

동의대학교에서는 IPP사업을 2015년부터 5년 사업

으로 수행하고 있다. 일학습병행제(NCS) 사업은 1년 단

위로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수행 첫해인 2015년에

는 사업 선정 등으로 사업의 시행 시기가 늦추어져서 

IPP 사업만 하계 계절학기부터 수행하였다. NCS사업은 

사업 2년째인 2016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컴

퓨터과학과에서는 2015년에는 IPP 사업에만 참여하였

고 2016년부터는 NCS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4학년 

재학생 기준으로 매년 35~45%의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동의대학교 컴퓨터과학과의 NCS 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에 최소한 4개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

하여야 하며, 표 4에 그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표 4에서

는 컴퓨터과학과에서 담당하는 ‘OFF JT' 훈련에 해당하

는 필수 교과목명과 각 교과목의 능력 단위명 및 각 능

력 단위별 훈련 시간을 기술하고 있으며, Off-JT 교육에

서 담당해야 할 훈련시간이 총 180시간임을 표시해주고 

있다. Off-JT 교육은 4학년 1학기에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OJT 교육은 4학년 2학기부터 NCS사업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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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업체에 학생(훈련생)들이 출근하여 수행하게 된다.

Table. 4 NCS required cources of computer science
Job 

training Subject Ability unit Training 
hour(h)

OFF
JT

Total 180

Software 
Engineeing 

Practice

Application SW basic tecnique 
applied 20

Application of Software 
Engineering 25

Mobile 
Contents

Screen implementation 30
App programming 15

Embedded 
System

Implementation of embedded 
application 25

Requirement verification 20

E-Commer
ce Security 

Practice

Implementation of data 
input/output 10

Accomplishment of application 
test 20

Implementation of integration 15

컴퓨터과학과에서 운영하는 NCS 교과목들은 프로

젝트 기반의 강의 방법을 채택하여 실무 위주로 진행한

다. 필수로 이수해야 할 각 교과목들에서 중점적으로 교

육을 진행하는 교육 내용을 표 5에 제시한다. 표 5에서

는 컴퓨터과학과의 교육 목표에 부합하며 4차 산업혁명

에 필요한 핵심 기술 항목들을 NCS 필수 교과목 별로 

교육 훈련할 학습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Table. 5 Learning contents of NCS courses

Subject grade/
semester

Learnig 
contents Note

Software 
Engineeing 

Practice
3 / 1 CPS* SE* UML

Mobile 
Contents 4 / 1 Chatbot mobile 

App
Sensor/IoT 
mobile App

Embedded 
System 4 / 1 Cyber Physical 

System
Sensor 

Programming
E-Commerce 

Security 
Practice

4 / 2 Blockchain and 
DApp**

Summer school 
of 4th grade

* CPS(Cyber Physical System), SE(Software Engineering)
** DApp(Decentralized App)

‘소프트웨어공학실무’ 교과목에서는 사이버물리시

스템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공학 기술 내용을 학습내

용으로 설정하였고, ‘모바일콘텐츠’ 교과목에서는 포스

트 모바일 기술로 예측되고 있는 ‘챗봇 모바일 앱’으로 

학습내용을 설정하였다. ‘임베디드시스템’ 교과목에서

는 ‘센서 프로그래밍’을 기반으로 하여 ‘사이버물리시

스템’ 개발 내용으로 학습내용을 설정하였고, ‘전자상

거래보안실무’ 교과목에서는 포스트 인터넷 기술로 예

측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 관련 내용을 학습내

용으로 설정하였다. 각 교과목별 주요 내용들은 4차 산

업혁명 시대에서 요구되는 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 내용

을 중심으로 선택했으며, 포스트 모바일, 포스트 인터넷 

기술로 예상되는 IT 기술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1) 챗봇 모바일 앱

최근 포스트 모바일 시대에서 주요 기술로 대두되는 

것이 챗봇 모바일 앱이다. 모바일 트렌드가 앱에서 챗봇

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챗봇의 등장으로 모바일 

앱 시장의 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8,9]

(2) 블록체인과 DApp

최근 블록체인 기술이 급속하게 확산되며 IT 직업에

서 블록체인 개발자들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블록체인

과 DApp(Decentralized App)[10] 개발에 대한 교육이 

대학의 IT 교육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2017년 하반기부

터 2018년 상반기 사이에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이 로봇 

다음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 2위와 3위를 차지

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개발자(블록체인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IT 기
술자들의 연봉 수준에서도 블록체인 개발자들의 수입

이 IT 개발자들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

(3) CPS(Cyber Physical System)

사이버물리시스템(cyber-physical system)은 4차 산

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기술로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사이버

물리시스템 교육을 위한 새롭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개발이 요구된다. CPS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를 컴퓨터

과학의 기술교육 관점에서 정의하면 CPS는 실시간 응

답을 요구하는 실시간 시스템(real-time system) 요소를 

갖추고 대부분의 경우에 분산 처리되는(distributed 
computing) 임베디드 시스템(embedded system)으로 정

의된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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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PS SE(Software Engineering)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력 양성을 위하여 최근 대학

의 학부과정에서 Cyber-Physical Systems (CPS) 와 

Internet of Things (IOT) 개발자들을 위한 소프웨어공학 

교육과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은 복

잡한 CPS와 IOT 시스템과 다학제간(컴퓨터과학, 전자

공학, 로봇공학 등)의 기술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내용을 구

비해야만 한다.[13]

Table. 6 Learning contents of NCS courses(Proposed)

Subject grade/
semester Learning contents Note

Programming 
Languages 3 / 1 Programming 

Methodology
Mobile 

Programming
Software 

Engineering 3 / 1 SW development 
methodology UML

Compiler 3 / 2 compiler 
construction

Embedded 
programming

Mobile Contents 4 / 1 Chatbot mobile 
App

Sensor/IoT 
mobile App

Embedded 
System 4 / 1 Cyber Physical 

System
Sensor 

Programming
Software 

Engineeing 
Practice

4 /2 CPS SE
Summer 

school of 4th 
grade

E-Commerce 
Security Practice 4 / 2 Blockchain and 

DApp

Summer 
school of 4th 

grade

위와 같이 분석한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

명 시대에 컴퓨터과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과정이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에서는 4개의 NCS 필
수교과목에서 학습할 학습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선수과목으로 이수할 필요성이 있는 관련 교

과목들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은 동

의대학교 컴퓨터과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들을 

기반으로 제시하였다. 
현재 3학년 1학기에 개설된 ‘소프트웨어공학실무’ 

교과목은 ‘소프트웨어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실무’ 교
과목으로 구분하여 3학년과 4학년에 각각 개설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3학년에 개설

되어 있는 ‘프로그래밍언어론’과 ‘컴파일러’ 교과목을 

NCS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필수적으로 이수하도

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프트웨어공학실무’ 교과목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사이버물리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소프

트웨어 개발 실무 교과목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을 주요 학습 내용으로 학습하는 ‘소프트웨어공학’ 교
과목과는 분리하여 선수/후수 교과목으로 연계하여 교

육할 필요성이 있다. ‘프로그래밍언어론’ 교과목은 ‘챗
봇 모바일 앱’ 프로그램 개발과 ‘블록체인 DApp’ 프로

그램 개발을 위한 프로그래밍 방법론 등을 위한 학습 내

용으로서의 선수 교과목으로 교육되어야만 한다. ‘컴파

일러’ 교과목은 ‘사이버물리시스템’ 기술 개발을 위한 

핵심 교육 내용인 ‘임베디드 시스템’ 기술 개발을 위해

서는 필수적으로 선행하여 학습해야만 할 교과목이다. 
‘소프트웨어공학실무’ 교과목과 ‘전자상거래보안실무’ 
교과목은 컴퓨터과학과의 교육과정 편제상 4학년 2학
기에 개설되어 있어야만 하며, NCS 참여 학생들은 4학
년 2학기에는 각 협약 기업체에 파견되어 OJT 훈련을 

받아야함으로 4학년 하계 계절학기에 개설되어 운영되

어야만 한다.

Ⅴ. 결  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대두되고 있는 IT융합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

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컴퓨터과

학 등의 IT 관련학과 학생들에게는 취업 등의 진로에 대

한 장래가 밝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요구하는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의 IT 융합 교

육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대고 있으며, 이에 적합한 교육

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다행히 국가에서도 시대적 상황

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학에서도 이에 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IT 융합 인력

을 NCS에 기반하여 유관 기업체에서 필요로하는 교육

을 실행하기 위한 NCS 형 컴퓨터과학과 교육과정을 제

시하고 분석하였다. 동의대학교 컴퓨터과학과에서는 

2015년부터 IPP사업에 참여하여 NCS 교육과정을 운영

하고 있으며, 이 논문에서는 효과적인 NCS 기반 IT융합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이 논문에서 제시된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별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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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려고 한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적용되는 

IT 기술들은 포스트 모바일, 포스트 인터넷 기술들을 필

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챗봇 모바일 앱, 사이버물리시스템, 블록체인 서비스 개

발 기술, 사이버물리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소프트웨

어공학 기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교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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