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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제1장 기관소개

목적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서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심사·평가에 대한 통합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능력중심
사회구현에 이바지 하고자 2015년 4월 설립된 기관입니다.

설립근거

+ 기획재정부 고용·복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결과 통보(’15.1)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혁신 3개년 계획(’14.9)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7조 의 2(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

심사ㆍ평가사업의
정책적 환류체계

+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평가, 체계적인 훈련관리, 훈련품질
강화 유도, 철저한 부정훈련 차단 노력 등을 조화롭게 추진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와
능력중심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일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직업능력
개발사업 평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정책방향

훈련기관
인증평가

집체/원격훈련
과정심사

부정훈련관리

훈련
성과평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경영이념

미션

직업능력 품질관리를 통한 선진 국가인적자원개발 체계 확립

비전

직업능력개발을 선도하는 심사평가 전문기관

핵심가치
공정·신뢰

고객지향

우리는
우리는 고객을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존중하며, 고객 중심의
청렴한 직원으로서
생각으로 다양한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와의 믿음을
새로운 직업능력개발을
쌓아갑니다.
열어갑니다.

전략목표 및 과제

직업능력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및 위상 확립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평가 체계 구축

전문성

소통·협력

우리는 품질 높은
직업능력개발을
열어가기 위하여 전문
역량을 갖춘 직원과
기관으로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열린 사고로
상호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며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 기관 정체성 및 기능 확립
+ 직업능력개발 심사평가 수행 및 사업확대
+ 직업능력개발 역량 강화 기반 조성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확산에서 역할 강화

+ 공정한 심사평가 체계 구축
+ 심사평가 통합 관리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심사평가제도 연구기능 강화

기관 및 구성원의
전문성 제고

+ 구성원 전문성 강화
+ 합리적인 성과평가 체계 구축

사업홍보 및
글로벌 역할 강화

+ 대국민 홍보 및 정책 환류 체계 강화
+ 해외 유사기관 간 네트워크 및 교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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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 인증평가

제2장 사업현황

훈련기관인증평가

+ 훈련기관의 건전성과 훈련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부지원 훈련 위탁 자격
인증(신규기관/실적보유기관)
+ 직업훈련 품질 향상을 위해 훈련성과기반의 인증평가 운영

우수훈련기관 육성 및
훈련기관 역량강화 지원

+ 훈련기관 전문화 및 특성화를 위한 우수훈련기관 제도 운영
+ 우수기관 모니터링을 통한 체계적 관리
+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를 통한 훈련기관 자율적 역량 강화 지원
+ 신규기관의 훈련시장 안착을 위한 훈련운영 역량강화

2018년 훈련기관인증평가 운영 체계

준법성

1단계,

2단계,

기관건전성
평가

역량평가
(100점)*

준법성 및 재정건전성

훈련성과(60점)

행정처분내역(처분정도에 따라 1~20점 감점)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지급 위반 여부
(1인당 10점 감점)

재정건전성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각 10점 감점)
신용수준(완전자본잠식,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Pass
(20점 미만
감점)

Fail
(20점 이상
감점)

최대 10점 감점)

※ 다년인증 취소요건
1. 기관건전성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감점 요인이
발생한 경우 즉시 등급조정 및 혜택배제
- 10점 이상 감점시 등급 조정, 20점 이상 감점시
인증유예
2. 훈련성과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3. 훈련기관에서 사회적 물의를 발생시킨 경우

<실업자훈련>

<재직자훈련>

취업률(25점)
수요자만족도(10점)
중도탈락률(5점)
훈련이수자평가결과(10점)
개설률(10점)
취업자 임금(가점3점)

수료율(20점)
수요자만족도(20점)
훈련이수자평가결과(10점)
개설률(10점)

현장평가(40점)
기관경영(6점)  기관장리더십, 기관발전계획, 정보 보안
훈련과정관리(8점)  훈련과정개발, 운영, 개선
시설 및 장비(10점)  훈련시설, 장비, 안전사고대비
훈련교·강사(10점)  교·강사 확보, 근로조건, 처우개선
훈련생관리(6점)  훈련생모집, 고충처리, 사후관리
*   신규기관의 경우, 현장평가(100점)만 적용(훈련성과평가 미실시)
** 신규기관의 경우, 1년 인증 등급만 부여

평가결과

5년 인증
3년 인증
1년 인증**
인증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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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훈련과정심사

통합심사

훈련
내용

+ 일반 및 우수 직종의 실업자 훈련(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및 계좌제),
재직자 훈련(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주 위탁훈련) 등
총 4개 훈련의 훈련과정심사

훈련
교·강사

훈련
방법

특화심사

집체훈련과정

+ 일반고, 청년취업아카데미, 과정평가형 등 특화된 훈련대상 및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과정심사

훈련
장비

훈련
시설

훈련기관등록·관리시스템
고품질의 훈련과정 선정

+ 실시가능직종 검토 및 훈련 교·강사(NCS 확인강사) 등록/승인

5개 심사항목에 대하여 정량·정성적
심사기준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사 수행

집체훈련과정심사 절차

신청 공고
+ 심사대상 및 시기, 방법 등 안내
+ 훈련기관 설명회 개최

훈련과정 신청 및 접수
+ (HRD-Net) 훈련과정
신청 및 접수

기본요건 심사
+ 훈련기관 신청자격 검토
+ 훈련과정 기본편성요건 검토
직종분류검토 + NCS 적용과정 필수기준 검토

훈련과정적합성심사
+ 신청제한분야심사 : 직업훈련으로의 인정 여부
+ 과정적정성심사 : 훈련과정의 적정성 및 우수성
+ 성과적정성 : 직종별 성과에 따라 실업자 과정을 선정

훈련비 실시
+ 훈련과정 운영에 적정한
훈련비용 산정

최종심의회
+ 최종적합 판정과정에 대한
선정 결과 심의

결과공고
+ 최종 선정된 훈련과정
결과 공고

03
재직자
원격훈련과정심사

제2장 사업현황

원격훈련과정심사

+ 인터넷원격훈련과정 심사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LMS등)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을 심사
+ 스마트훈련과정 심사
위치기반서비스, 가상현실 등 스마트 기기의 기술적 요소를 활용하거나, 특성화된
교수방법을 적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을 심사
+ 우편원격훈련과정 심사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이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LMS등)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을 심사

실업자
원격훈련과정심사

+ 실 업자 등에게 필요한 직무수행능력 습득·향상을 위한 계좌적합인터넷
원격훈련과정의 심사를 통해 적합훈련과정 목록(ETPL) 제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원격훈련과정
심사

사업주훈련
원격훈련과정
심사
계좌적합
인터넷
원격훈련과정
심사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기업대학
원격훈련과정
심사

+ 원격훈련 활성화 및 품질향상을 위한 심사제도 연구 및 제도 개편 추진

원격훈련과정심사
관련 제도 연구
+ 원격훈련과정 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원격훈련심사시스템(www.e-simsa.or.kr)

원격훈련심사시스템
고도화

구축 및 기능개선 등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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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사업성과평가

중앙부처
직업훈련사업

+ 실태조사-중앙부처 직업훈련사업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자리

실태조사 및 연계효율화

+ 중앙부처 직업훈련사업 유사·중복 검토-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 요청에 따라

직업훈련사업에 대해 실태조사
직업훈련사업 간 유사·중복 검토 실시
- 직업훈련사업 사전협의제-일자리사업(직업훈련)의 신설 및 사업 변경을 위하여
중앙부처가 제출한 협의요청서에 따라 기존 운영 중인 직업훈련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 판별(고용노동부)
- 신규 사업 유사·중복 상호검증-신규 사업 개설을 희망하는 중앙부처 신규요구
사업과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사업 간 비교를 통하여 유사·중복 상호검증체계 지원
(기획재정부)

+ 신규 인력양성·훈련사업 타당성 검토-긴급한 산업현장 수요에 즉시 대응하기
위하여, 신규 직업훈련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고용보험기금 운영
사업으로 통합·지원

지방자치단체 직업훈련사업
실태조사 분석

제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사업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

중앙부처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심사평가

+ 지방자치단체 직업훈련사업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사업에 대해 실태조사 분석
+ 선정심사-제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인력양성 훈련사업 운영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선정
+ 성과평가-훈련과정 운영 모니터링, 훈련이수자평가, 사업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대중소상생형, 전략분야형, 지역형) 목적에 부합한
훈련사업 운영을 위해 공동훈련센터 대상 성과평가 실시, 사업의 효과성 강화 및
차년도 정책방향 및 제도개선
+ 중앙부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훈련기관인증평가
및 과정심사를 실시함으로써 고용부 훈련사업과 동일수준으로 일관성 있게 관리·
운영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

+ 2017년도 일학습병행제(재직자, IPP, 유니테크, 도제학교) 운영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

+ 2017년 일학습병행제 재직자단계의 운영 실적 등 성과에 대한 정성 및 정량평가

181개소에 대한 평가 설명회

05

제2장 사업현황

훈련이수자평가

훈련이수자평가
실시

+ 훈련기관이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를 기반으로 훈련기관 현장을 방문하여

훈련이수자평가기준
개선

+ 훈련기관인증평가 및 훈련과정심사 지표와 연계를 강화하여 직업훈련 성과관리 및

훈련과정의 평가계획, 평가실행, 평가결과 관리 적절성 및 훈련생 성취도 평가

사업 간 환류체계 강화
+ 훈련생을 대상으로 샘플평가를 실시하여 직접적인 훈련생의 훈련성과 검증 강화

NCS 기반
훈련이력 관리

+ N CS 기반 훈련과정을 이수한 훈련생의 능력단위 이수정보를 체계적으로

훈련기관 역량강화
지원

+ 훈련이수자 평가 우수사례 확산, 평가위원의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여 훈련기관의

훈련이수자 평가
발전방안 연구

+ 훈련이수 자 평가효과성 및 타당성 검증을 토대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성과평가

등록·관리하여 훈련성과 및 경력개발 관리 지원

성과관리 지원

강화 및 품질 제고
+ 훈련이수자 평가 도입 전·후의 훈련품질 비교·분석을 통한 효과성 검증

훈련이수자평가 절차

사업계획 공고 및 대상 안내

평가신청 접수

사업계획 공고 및 대상 안내

월별 신청 안내
(심평원, HRD-Net)

평가신청서 및 자체평가보고서 접수
(HRD-Net)

훈련과정별 개별 통보
(HRD-Net)

훈련이수자평가 실시

평가결과 발표 및 이의신청

훈련비 추가 우대지원금 지급

심사평가위원 3인
(훈련기관 현장방문)

평가 회차별 발표
(HRD-Net)

등급별 차등 지원
(고용센터/인력공단)

훈련이수자
평가 결과

+ 평가결과에 따른 훈련비 추가지원*(40시간 이상 NCS 기반 훈련과정)
* 고용센터(실업자 훈련, 근로자개인훈련) 및 인력공단(사업주 훈련)에 서면으로 훈련비 추가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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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훈련관리

+ 데이터마이닝, 오피니언마이닝, 시나리오기법 등 다양한 분석방법으로
지도·감독 대상기관 선정
+ 훈련시장 동향을 분석하여 부정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 이슈분야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및 데이터 심층 분석

현지조사

+ 지도·감독대상/유관기관 요청/신고제보 기관에 대한 합동 지도·감독
+ 훈련품질 점검 위주의 현지조사

부정훈련예방

+ 부정훈련예방 교육 콘텐츠 개발, 훈련기관 대상 부정훈련 예방교육 및 컨설팅 실시
+ 올바른 훈련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행사 및 홍보물 기획·배포
(포스터, 사례집, 리플렛 등)   

부정관리협업

+ (내부) 부정훈련 이슈 관련 심사·평가 기능 연계 및 제도 개선사항 제안
+ (외부) 유관기관 간담회 및 정례협의회 개최

부정훈련관리 업무 프로세스

자료수집
HRD-Net 빅데이터
부정훈련 신고·제보
On/Off Line 민원
부정훈련 언론동향

사전분석
1차 분석
정기
패턴분석
+
이슈
패턴분석

현지조사
2차 분석

지도·감독
대상 기관
추출

대상 기관
심층 분석

지도·감독
착안사항
도출

지도·감독
대상기관
합동
지도·감독

개선활동

지도·감독
결과 공유
및
사후관리

부정훈련관리 관점의
제도 개선
부정훈련관리와
심사·평가 연계
부정훈련예방활동
포스터, 사례집,
공모전, 예방 우수사례집
언론보도 등

수강평 분석

훈련 실적 및 현황 분석

이슈 탐색

부정 수강평
검출
+
부정 단어 추출

기관별 ·사업별
분기별 훈련 실적
분석

data mining
기반
부정 이슈 탐색

부정훈련예방교육

후속분석
문제
법령
검토

현안
훈련
분석

기타
훈련
분석

지역별 집체훈련
+
이러닝 훈련과정
부정훈련관리 유관기관 네트워크
유관기관 협의회
+
역량강화 워크숍

KOREATECH KSQA

문의사항별 문의처 및 원격훈련과정심사 일정

문의사항별 문의처 및 원격훈련과정심사 일정

1

문의사항별 문의처

1)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문의사항

재직자(사업주, 근로자개인) 원격훈련
과정심사에 관한 사항
인터넷원격훈련 과정심사
스마트훈련 과정심사
우편원격훈련 과정심사
기타원격훈련 과정심사
(컨소시엄, 기업대학 등)

∙
∙
∙
∙

문의처

원격훈련심사센터
1644-5113
(내선번호 : 3번)

☎

실업자 원격훈련 과정심사에 관한 사항
계좌적합인터넷원격훈련 과정심사

∙

홈페이지

www.ksqa.or.kr
경로 : 소통마당 원격훈련심사
Q&A

→

→

www.e-simsa.or.kr
경로 : 소통마당 Q&A

→

원격훈련심사시스템(e-simsa)에 관한 사항
심사시스템 이용방법 문의

∙

훈련기관 인증평가에 관한 사항
인증평가 일정, 신청대상
평가 단계별 기준
인증평가 결과 등

훈련기관인증평가센터
1644-5113
(내선번호 : 1번)

www.ksqa.or.kr
경로 : 소통마당
훈련기관인증평가 Q&A

집체훈련 통합심사에 관한 사항
통합심사 일정, 신청대상
심사 단계별 기준
통합심사 결과 등

∙
∙
∙

집체훈련심사센터
1644-5113
(내선번호 : 2번)

www.ksqa.or.kr
경로 : 소통마당
집체(통합)훈련심사 Q&A

훈련이수자평가 관한 사항
이수자평가 일정, 신청대상
평가 단계별 기준 등

∙
∙

훈련성과평가센터
1644-5113
(내선번호 : 4번)

www.ksqa.or.kr
경로 : 소통마당
훈련성과평가 Q&A

부정훈련에 관한 사항

부정훈련관리센터
1644-5113
(내선번호 : 5번)

www.ksqa.or.kr
경로 : 소통마당
부정훈련관리 Q&A

∙
∙
∙

☎
☎
☎
☎

→
→
→
→

→
→

→
→

- 가급적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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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훈련과정심사 훈련기관 설명회 자료집

2) 유관기관
문의사항

문의처

홈페이지

www.hrd.go.kr
HRD-Net 전산 입력 방법 및 오류 문의

∙ 운영 관련 데이터 입력 방법 등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

경로 : 행정지원시스템

→

(상단)고객센터

→ (좌측)질문과 답변
www.hrdkorea.or.kr

사업주훈련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사업주훈련과정(자체/위탁) 인정 및 운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
(상단)공단소개 → 조직안내 →

경로 :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Ctrl+F로 관할 지역 검색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및 운영

관할 고용센터

☎1350

(내선번호 3번)

실업자 훈련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계좌적합인터넷훈련과정 운영
∙ 집체 통합심사 승인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관할 고용센터

(변경신고, 훈련생등록, 훈련기관 승인,

(내선번호 3번)

훈련장려금 지급, 지도·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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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2019년도 재직자 원격훈련과정 심사 일정

2019년도 재직자 원격훈련과정 심사 일정

심사차수
(심사시스템상 구분)

접수 시작

접수 마감

반려 발표

반려 보완
접수 마감

결과 발표

1차
(1월 1차)

1.31(목)

2.13(수)

2.21(목)

2.25(월)

3.27(수)

2차
(3월 1차)

3.28(목)

4.4(목)

4.11(목)

4.15(월)

5.17(금)

3차
(5월 1차)

5.21(화)

5.28(화)

6.4(화)

6.10(월)

7.10(수)

4차
(7월 1차)

7.12(금)

7.19(금)

7.26(금)

7.30(화)

8.30(금)

5차
(9월 1차)

9.3(화)

9.10(화)

9.20(금)

9.24(화)

10.25(금)

6차
(10월 1차)

10.30(수)

11.6(수)

11.13(수)

11.15(금)

12.18(수)

※ 2019년 일정은 상기 표와 같으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공지함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심사시스템 심사 신청을 비롯하여 심사자료(콘텐츠 저장매체, 우편훈련교재 등)
제출 등을 마쳐야 함
※ 승인된 원격훈련과정의 교·강사, 시설·장비(집체훈련 포함 과정) 변경은 월 2회 상시 진행함
(2017년 2차 이후 승인과정에 해당, 매월 15일, 30일 접수마감)

▪ 접수처
(우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12층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종합민원센터 원격훈련심사센터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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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원격훈련 상시변경심사 심사일정

심사차수
(심사시스템상 구분)
1월 1차 (20190101)
1월 2차 (20190102)

접수 마감

결과 발표

1.15(화)

1.30(수)

1.30(수)

2.15(금)

2월 1차 (20190103)

2.15(금)

2.28(목)

2월 2차 (20190104)

2.28(목)

3.15(금)

3월 1차 (20190105)

3.15(금)

3.29(금)

3월 2차 (20190106)

4.1(월)

4.15(월)

4월 1차 (20190107)

4.15(월)

4.30(화)

4월 2차 (20190108)

4.30(화)

5.15(수)

5월 1차 (20190109)

5.15(수)

5.30(목)

5월 2차 (20190110)

5.30(목)

6.14(금)

6월 1차 (20190111)

6.17(월)

6.28(금)

6월 2차 (20190112)

7.1(월)

7.15(월)

7월 1차 (20190113)

7.15(월)

7.30(화)

7월 2차 (20190114)

7.30(화)

8.14(수)

8월 1차 (20190115)

8.16(금)

8.30(금)

8월 2차 (20190116)

8.30(금)

9.11(수)

9월 1차 (20190117)

9.16(월)

9.30(월)

9월 2차 (20190118)

9.30(월)

10.15(화)

10월 1차 (20190119)

10.15(화)

10.30(수)

10월 2차 (20190120)

10.30(수)

11.15(금)

11월 1차 (20190121)

11.15(금)

11.29(금)

11월 2차 (20190122)

12.2(월)

12.13(금)

12월 1차 (20190123)

12.16(월)

12.30(월)

12월 2차 (20190124)

12.30(월)

2020.1.15.(수)

※ 신청마감일 및 발표일이 공휴일인 경우, 접수일은 평일 기준으로 익일까지 마감, 발표일은 평일
기준 전날에 발표함
※ 상시변경심사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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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원격훈련 유효기간 자동연장 심사일정
(2019년 1월 ~ 2019년 12월)

대상과정(’17년 3차 ～ ’18년 2차 적합과정 대상)
유효기간 자동연장
심사차수

유효기간 자동연장
심사결과 발표

1차

’19.2.8.(금)

2차

3.22.(금)

3차

5.3.(금)

4차

6.14.(금)

5차

8.9.(금)

6차

9.20.(금)

7차

11.8.(금)

8차

12.27.(금)

기승인 심사 차수
(심사시스템상 구분)
’17년 3차
(3월 1차)
’17년 4차
(5월 1차)
’17년 5차
(6월 1차)
’17년 6차
(8월 1차)
’17년 7차
(9월 1차)
’17년 8차
(11월 1차)
’18년 1차
(1월 1차)
’18년 2차
(2월 2차)

적합 과정
유효기간 만료일
’19.5.10.

6.22.

8.3.

9.14.

11.8.

12.21.

‘20.2.8.

3.26.

※ 유효기간 자동연장 심사는 별도 접수 절차가 없으며, 유효기간 만료 120일 전을 기준으로 실적
산정* 후 자동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
* 유효기간 만료 120일 전 시점이 2017년인 3차 대상과정의 경우 2018년도 수료율 적용
※ 유효기간 자동연장에서 비연장(제외)된 과정은 정기심사로 심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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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리
1. 직업능력개발훈련 : 근로자(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 취업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2. 사업주 훈련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줄임말로서,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형태의 훈련을 말한다.
3. 근로자 개인 훈련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줄임말로서,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 형태의 훈련을 말한다.
4.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고시를 말한다.
5.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과정의 인정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고시를 말한다.
6. 원격훈련 : 원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인터넷원격훈련, 스마트훈련,
우편원격훈련으로 구분되어진다.
7. 인터넷원격훈련 :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LMS)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8. 스마트훈련 : 위치기반서비스, 가상현실 등 스마트 기기의 기술적 요소를 활용하거나 특성화된
교수방법을 적용하여 원격 등의 방법으로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LMS) 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을 말한다.
9. 혼합훈련(Blended Learning) : 집체훈련, 현장훈련 및 원격훈련 중에서 두 종류 이상의 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10.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 훈련기관의 학사관리시스템(LMS)으로서 학습 및
평가활동 등 훈련생관리가 이루어지는 웹 시스템을 말한다.
11. 콘텐츠 : 훈련생 교육을 위한 학습자원으로서, 훈련기관이 LMS에 탑재한 이러닝 콘텐츠를
말한다.
12.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 기술 ․ 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 수준별로 체계화 ․ 표준화한
것을 말한다.
13. NCS 적용 과정 : 과정설계 시 NCS 능력단위요소를 최소 1개 이상 사용하고, 전체 차시의 40%
이상 능력단위요소를 사용한 과정을 말한다.
14. NCS 비적용 과정 : NCS 능력단위요소를 사용하지 않거나, 전체 차시의 40% 미만 능력단위요소를
사용한 과정, NCS 훈련기준이 미개발된 직종에 해당되는 과정, 직업기초능력, 외국어 분야 등에
해당하는 과정을 말한다.
15. 진행단계평가 : 훈련생의 학습성과 및 훈련목표 달성을 위해 최종평가 전 학습 진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평가 활동을 말한다.
16. 교 ․ 강사 : 과정 운영 시 학습에 대한 안내자, 촉진자, 코치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7. 원격훈련심사시스템 : 원격훈련과정의 심사신청, 심사, 심사결과 통보, 심사자료 관리 등 심사업무를
온라인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개발 ․ 운영하는 웹 사이트를 말한다.
(URL : http://www.e-sim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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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원격훈련 심사제도 세부 내용 설명

인터넷원격훈련과정 심사 개요

1 인터넷원격훈련 소개

○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의미함
○ 인터넷원격훈련 사업으로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기업대학이 있음
2 인터넷원격훈련 적용 사업

○ 인터넷원격훈련은 재직자 원격훈련과 실업자 원격훈련으로 구분
- (재직자 원격훈련) 사업주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사업주 훈련),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근로자 개인 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인터넷원격훈련
(이하 컨소시엄), 기업대학 인터넷원격훈련(이하 기업대학) 등

- (실업자 원격훈련) 계좌적합인터넷원격훈련
○ 재직자 대상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은 연 6차 심사일정에 따른 정기심사로 실시하며,
컨소시엄, 기업대학은 수시심사 실시
※ 실업자 원격훈련과정 심사는 연 6차 정기심사 일정에 따라 실시하며, 세부 일정 및 심사기준은
별도 적용함

3 과정심사 및 과정 인정 절차

○ 사업주 훈련과 근로자 개인 훈련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사전 심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과정에 한하여 과정 인정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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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6조제3호가목)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사전 심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훈련과정일 것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6조제1항제2호다목)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적합 판정을 받은 훈련과정으로 운영되는 훈련과정일 것

- 적합 과정의 과정 인정은 훈련기관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사업주 훈련)
및 관할 고용센터(근로자 개인 훈련)에서 실시
※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심사 신청 시 운영 예정인 직업훈련유형(사업주/근로자/사업주+근로자)을
입력해야 하며, 승인받은 유형으로만 과정 인정 신청이 가능함

○ 인터넷원격훈련의 과정심사 및 과정 인정 절차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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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근로자 개인 훈련) 안내
□ 개요
○ 근로자 개인 훈련의 지원대상은 개별 근로자로서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 후, 훈련기관의 훈련과정 신청을 하게 됨
○ 근로자 개인 훈련의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음
구분

세부내용

훈련방법

･ 집체훈련
･ 원격훈련(인터넷원격훈련, 우편원격훈련, 스마트훈련)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된 사람
･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 대기업에 고용된 45세 이상인 사람
･ 180일 이내 이직예정자, 육아휴직 중인 자
･ 90일 이상 무급휴직·휴업하고 복귀하지 못한 자
･ 고용보험 미가입 재직근로자 등

훈련생 지원
한도

지원 금액
(원격 기준)

훈련생
자비부담

훈련 과정

･ 1년 200만원(단, 고용보험 미가입 재직근로자는 150만원)
･ 5년 300만원 한도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별표4] 원격훈련 지원금의 100분의 100
단, 외국어 과정일 경우 원격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 훈련생 지원금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수강료에 대해서 자비부담 발생
예) 수강료가 10만원, 훈련생 지원금 기준금액이 6만원인 경우 훈련생 자비부담은 4만원

･ 훈련시간 16시간 이상으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과정인정을 받은 과정

※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적합 받은 과정만 관할 고용센터에 과정인정 신청 가능

※ 근로자 개인 훈련의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6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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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정심사 세부 절차 및 주요 내용

1) 정기심사
○ 정기심사 세부절차도

○ 정기심사 단계별 세부항목
형식요건(반려) 심사

･ 심사신청 정보
･ 과정개요서
･ LMS
･ 콘텐츠 저장매체 등

1단계 심사

➡

･ 직무수행 적정성
･ 원격훈련 적정성
･ 훈련등급 적정성

2단계 심사

➡

･ 훈련분량 적정성
･ 학습계획활동 적정성
･ 학습수행활동 적정성
･ 평가참여활동 적정성
･ NCS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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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요건(반려) 심사 : 형식요건 충족 여부(심사신청 시 접수 오류, 심사자료
미제출, LMS 오류 등) 사전 심사
- 1단계 심사 : 직무수행 적정성, 원격훈련 적정성, 훈련등급 적정성 심사
- 2단계 심사 : 학습계획활동, 학습수행활동, 평가참여활동의 설계 적정성, NCS
적정성, 훈련분량 적정성 심사
○ 심사일정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ksqa.or.kr) 및 원격훈련심사시스템(www.e-simsa.or.kr)에
심사일정을 사전 공지하며, 변동이 있을 경우 별도 공지함
- 형식요건(반려) 심사결과 발표 후, 1단계 및 2단계 심사결과는 최종 심사결과
발표일에 동시 발표함
※ 특수 분야 훈련과정에 대해 심사기간이 연장 될 수 있으며, 훈련기관에 연장 사유를 사전에 통보함

○ 심사 단계별 심사주체
구분

심사주체

형식요건(반려) 심사
1단계
심사

․

․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직무수행 원격훈련 훈련등급 적정성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훈련분량 적정성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2단계
심사

학습계획활동·학습수행활동·
평가참여활동·NCS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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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시 변경심사
○ 상시 변경심사 세부절차도

○ 심사대상 : 적합 판정되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과정
○ 심사자료 : 추가사항 관련 자료 외 별도 심사자료(예 : 저장매체, LMS, 평가파일 등)는
요구되지 않음
○ 심사항목 : 사전 적합과정의 과정 운영에 있어 변경이 필요한 사항
- 교수진(교·강사, 집체 교·강사 등) 또는 집체 시설·장비의 변경
※ 과정 당 신청 가능한 교·강사는 최대 5명으로 제한(추가 및 변경 교·강사 포함)
※ 이전 심사(18년 8차 까지)에서 인정 교·강사 5명을 초과한 과정의 상시 변경심사 신청 시,
추가 및 변경 교·강사를 포함하여 최대 5명이 되도록 조정하여 신청해야 함

- 직업훈련유형(사업주/근로자/사업주+근로자)의 변경
※ 직업훈련유형의 변경은 4월1차 상시변경심사(20190107)부터 가능함

○ 심사일정
- 매월 15일, 30일까지 접수된 과정에 한하여 일괄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15일
이내 결과를 발표함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ksqa.or.kr) 및 원격훈련심사시스템(www.e-simsa.or.kr)에
공지된 ‘[공지] 2019년도 원격훈련과정 심사 공고’ 상시변경심사 일정(p.19) 참고
※ 심사기간은 연장될 수 있으며, 연장될 경우 원격훈련심사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지함

○ 심사신청 방법 : 심사시스템 과정신청/등록

– 우측 상단 [과정 불러오기] 메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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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사신청 유형

○ 심사신청 유형 도식도
- 과정의 심사이력 및 신청사유에 따라 심사신청 유형에 맞춰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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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심사
- 이전 심사이력 없이 처음 심사 신청하는 과정
※ 단, 최초심사로 신청하여 반려된 과정은 반드시 해당 이력의 ‘최초심사’로 신청해야 함

○ 재심사
- 이전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받은 과정을 수정·보완하여 심사 신청하는 경우
- 과정개요서 [기본정보]에 심사이력 및 이전 부적합 사유, 변경내역을 반드시
작성해야 함
※ 최초심사, 재심사, 변경심사로 신청하여 부적합을 받은 과정은 반드시 해당 이력의 ‘재심사’로
신청해야 하며, 유효기간 연장심사로 신청하여 부적합을 받은 과정은 ‘유효기간 연장심사’로
신청해야 함
※ 이전 부적합 이력이 있는 과정과 훈련내용이 일부 중복되는 과정을 신청할 경우에도 반드시
이전 부적합 과정의 재심사로 신청해야 함(적합 판정을 확보한 뒤 변경심사 신청이 가능함)

○ 변경심사
- 적합 판정을 받은 과정의 내용 일부(수료기준, 평가문항 등)를 변경한 경우 또는 법,
제도 등 개정으로 훈련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심사를 신청해야 함
- 변경심사 신청 시, 과정개요서 [기본정보]에 심사이력 및 신청사유, 변경내역 등을
반드시 상세히 기재해야 함
- 변경심사로 적합 받은 과정은 신규 과정 코드가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적합일로
부터 2년임
※ 과정개요서 [기본정보]에 작성된 신청사유 및 변경내역이 불명확한 경우, 또는 실제 변경내역과
불일치하는 경우 반려확정 또는 부적합 될 수 있음
※ 내용변경이 없거나, 단순히 차시 조합을 달리하여 변경심사 신청하는 경우 반려확정 또는 부적합
될 수 있음

【변경심사 신청 기준】

○ 적합 과정의 훈련내용(평가문항 포함) 변경 등은 변경심사로 신청
- 기존 적합 과정과 차시 일부가 동일하나 최초심사로 신청한 경우, 심사신청 유형 오류로
반려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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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 과정의 교﹡강사 변경(추가 포함) 및 직업훈련유형의 변경(예: 사업주 훈련→근로자
개인 훈련 등)은 상시변경심사로 신청
- 적합 과정의 심사자료(훈련내용이나 평가문항 등) 수정 없이 교·강사 또는 직업훈련유형만
변경하는 경우 상시변경심사로 신청해야 하며, 정기심사로 신청할 경우 반려될 수 있음

○ 공통법정훈련 포함 및 신청제한 분야 과정으로 인정 및 실시불가 처리된 기존 적합과정의
훈련내용 변경은 변경심사로 신청
- 과정개요서에 심사이력 및 주요 변경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

○ 단, 훈련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훈련품질의 강화를 위한 변경사항(수료기준 상향, UI
변경, URL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사업주 훈련)에

※

변경신고 할 수 있음 (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문의)
- (예) 진도율 80% 이상 시 수료

→ 진도율 90% 이상 시 수료

○ 유효기간 연장심사
- 사전 적합 받은 과정의 유효기간 종료 120일 전 시점에 심사등급,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 ‘자동연장’ 여부를 심사하여 공지하며, 자동연장 되지 않은
과정은 유효기간 연장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사전 적합 받은 과정의 유효기간(2년) 종료 90일 전부터 유효기간 연장심사를 신청
할 수 있으며, 과정개요서 [기본정보]에 심사이력 및 신청사유, 변경내역을 반드시
작성해야 함
※ 유효기간 연장심사는 변경 사항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함

- 유효기간 연장심사 신청 후 부적합 된 이력이 있는 과정은 ‘유효기간 연장심사’로
신청해야 함
- 유효기간 연장심사로 적합 받은 과정은 신규 과정 코드가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적합일로부터 2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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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활동 훈련분량 변경심사
- ’16년 1차 이후 적합 판정되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과정에 한하여 평가활동 훈련
분량 변경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평가활동 훈련분량 변경심사는 1과정 당 1회만 심사신청 가능하며, 기존에 심사받은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평가활동 훈련분량을 추가적으로 인정받은 과정에 변경심사 또는 유효기간 연장심사 필요 시
모(母)과정으로 심사 신청 가능

- 별도 심사자료(예 : 저장매체, LMS, 과정개요서 별첨자료 등)는 요구되지 않으나,
과정개요서 [평가방법 및 수료기준]의 평가문항 수는 반드시 기재해야 함
※ 작성된 내용이 실제 평가내용과 상이할 경우 부적합 처리됨
※ 평가방법이 3가지 이상인 경우, 심사시스템 해당란의 1, 2번째에 입력한 평가방법만 평가활동
훈련분량 심사 시 반영됨

- 평가활동이 훈련분량으로 인정된 경우 변경된 심사발급코드가 부여되며, 기존
적합 과정의 유효기간이 그대로 승계됨
※ 평가활동에 대한 훈련분량 인정 여부는 심사신청 시 자동 입력된 시간이 아닌 최종 결과 발표 후
인정된 값으로 확인(추가 인정 신청시간은 심사 시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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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 안내
【유효기간 자동연장 심사】
○ 기존 적합 과정의 유효기간 종료 120일 전을 기준으로 훈련 운영 실적 등을 확인하여
유효기간 1년 자동연장(유효기간 최대 3년 부여)
○ 자동연장 여부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하여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에 훈련기관에
공지함
※ 유효기간 자동연장 심사 세부일정은 원격훈련심사시스템 공지사항 ‘[공지] 2019년도
원격훈련과정 심사 공고(2019-01-11)’ 참조
○ 유효기간 자동연장 기준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 충족 시 유효기간 1년 자동연장
▪ 훈련기관 인증평가 1년 인증 이상 훈련기관의 과정으로, 심사등급 A등급 + 전년도
수료율 평균 이상인 과정
▪ 훈련기관 인증평가 1년 인증 이상 훈련기관의 과정으로, 심사등급 B등급 + 전년도
수료율 평균 이상 + 개설횟수 2회 이상인 과정
▪ 훈련기관 인증평가 우수훈련기관(3년 이상)의 과정으로, 전년도 수료율 평균 이상인
과정
※ 수료율, 운영회차는 사업주훈련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실적을 기준으로 산정
※ 평가활동 훈련분량 변경심사 적합 과정의 운영실적은 모(母) 과정의 운영실적으로
합산하여 산정하며, 유효기간 자동연장 여부는 두 개 심사발급코드에 모두 적용
※ 행정처분 훈련과정, 공통법정훈련과정 등 비지원 과정은 유효기간 자동연장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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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사신청 준비단계

1) 심사접수
○ 심사차수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심사 신청과정 및 구비 자료 확인 후 심사시스템에서
심사를 신청하고, 심사자료를 제출해야 함
○ 심사자료 : 과정개요서(심사시스템), 과정개요서 별첨자료, LMS, 훈련과정 저장매체
(CD/DVD 등) 1부 등
제출처

구분

제출형태

훈련과정 저장매체

CD/DVD 등 1부

저장매체 제출목록

제출목록 출력본 1부

과정개요서

시스템 심사신청

원격훈련심사시스템

과정개요서 별첨자료

시스템 탑재

(e-simsa)

기타 첨부자료(필요 시)

시스템 탑재

LMS

URL 링크제공

원격훈련심사센터

※ 심사 관련 양식은 원격훈련심사시스템(www.e-simsa.or.kr) 자료실 참조(최신등록일 기준)

○ 심사 자료 제출 시 유의 사항
- 접수 : 과정의 심사 이력 및 신청 사유에 따라 심사신청 유형에 맞춰 신청해야 함
- 과정개요서(심사시스템) : 훈련과정의 기본정보, 훈련목표 및 대상, 교수진 소개,
평가방법 및 수료기준, 과정 및 양식등록, NCS 정보(NCS 적용 과정에 한함),
심사등급 산정정보, 집체훈련 정보(집체훈련 포함 과정에 한함)를 작성해야 함
주요사항 안내
【과정개요서 [기본정보] 작성】

① 직업훈련유형 및 직무법정과정, 자격증연계과정 정보 입력

43

2019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원격훈련과정심사 훈련기관 설명회 자료집

○ 직업훈련유형 : 운영 예정인 훈련유형(사업주/근로자/사업주+근로자)을 선택하여, 심사 시
승인된 직업훈련유형으로만 과정운영이 가능함
* 각 직업훈련유형 규정에 따라 과정 승인 여부를 판단하므로 직업훈련유형에 따라 관련
규정, 고시, 심사기준 등을 확인해야 함
* 직업훈련유형의 변경 또는 추가를 목적으로 기존 승인과정을 다시 심사 신청할 경우
(상시변경심사), 훈련대상 및 내용 등에 따라 부적합 판정될 수 있음

○ 과정구분 : 직무법정과정, 전문직무과정, 공통직무과정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
직무와의 관련성이 높으며, 법적으로 의무화된 훈련으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직무법정훈련으로 체크해야 하며, 관련 법령을 함께 기재해야 함
(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상 교육,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인증평가 대비 포함),

직무법정
과정

요양보호사 교육,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교육, 보육기관 종사자 교육, 건설기술자
대상 설계 및 품질관리 교육, 운수업자 교육, 금융업 외국환 및 자금세탁 교육,
전기업 안전관리자 및 기술인 교육, 보험설계사 교육, 승강기관리자 교육,
철도운수업종사자 교육, 식품위생업종사자 교육, 신용카드 모집 종사자 교육 등

* 관련 내용을 1개 차시 이상 포함하는 경우 직무법정과정으로 분류함
* 기업의 ‘평가 인증’ 등에 활용되는 경우도 직무법정과정으로 적용함
전문직무
과정

직무법정과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문적인 직무수행능력 습득을 주요
훈련내용으로 다루는 훈련
대다수의 직무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초직무능력으로 ‘NCS 직업기초능력’에
해당되는 훈련내용의 경우 공통직무과정에 해당함

공통직무
과정

* NCS 직업기초능력 : 의사소통능력(커뮤니케이션 등), 수리능력(기초통계 등),
문제해결능력(의사결정 등), 자기개발능력(성과관리 등), 자원관리능력
(인적자원 관리 등), 대인관계능력(리더십, CS 등), 정보능력(OA 등),
기술능력 (기술이해 등), 조직이해능력(경영일반, 미래경영 등), 직업윤리 등

자격증
연계과정

국가자격, 민간자격 등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진행되는 과정인 경우 반드시
체크해야 하며, 해당 자격증명을 ‘자격명’란에, 관련 법령을 ‘자격정보’란에 함께
기재해야 함

※ 직무법정훈련 여부 등 심사 관련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미기재 또는 사실과
내용을 다르게 기재할 경우 심사결과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직무법정﹡전문직무﹡공통직무과정 정보는 심사발급코드 값에 반영됨(p.122 참조)
※ 훈련과정명은 해당 법정훈련, 자격증과 관련된 정보(명칭)를 포함하는 것을 권장함
(예) [위험물산업기사]일반화학, [법정필수] 자금세탁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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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사이력 및 신청 정보 입력
○ 심사이력 : 해당 과정에 대한 이전 심사 내역을 모두 기재해야 함

* 사전심사발급코드, 심사차수 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예시이므로 각 과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하거나,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기재하지 않음

○ 신청 및 부적합 사유 : 심사신청 유형에 따른 심사신청 사유를 작성하며, 이전 심사 결과
부적합인 경우 해당 부적합 사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

○ 주요 변경 내역 : 재심사, 변경심사, 유효기간 연장심사 등 기존 과정에서 변경된 내역이 있어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변경된 내용에 대한 상세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
* 변경 내역이 불명확하거나 단순 차시 조합 등으로 훈련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우 최종 부적합
판정될 수 있음

○ 파일 업로드 : 심사시스템 내에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의 파일 업로드를 통해 심사신청
정보(심사이력, 신청 및 부적합 사유, 주요 변경 내역 등)를 제출할 수 있음

【과정개요서 [과정 및 양식등록] 콘텐츠 개발정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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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개발정보 정의 및 상한제 적용인원>
구분/개발정보

자
체
임
대

Ⓐ 직접개발
Ⓑ 외주개발
Ⓒ 임대콘텐츠

정의
훈련기관 소유의 직접개발 콘텐츠
훈련기관이 외주 개발사와의 계약을 통해 직접
개발한 콘텐츠

자체개발인정 시
상한제 적용인원
(기본) 3,000명
+
(추가) 2,000명

MCP/CP사 등 콘텐츠개발기관이 개발한
콘텐츠를 임대 활용

3,000명

① 콘텐츠 개발 정보 입력

○ 개발여부 : 자체개발(Ⓐ 직접개발, Ⓑ 외주개발), Ⓒ 임대콘텐츠 중 선택
* 자체개발(직접개발/외주개발) 과정이 아닌 과정은 임대콘텐츠를 선택 후 CP사 정보 작성

○ 개발사 정보 : 콘텐츠(과정) 개발사명 입력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상호명과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함
○ 개발기간 :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 시 총 개발기간 자동입력
○ 개발비용 : 총 개발비(개발에 투입된 총 개발비)와 투자금액(훈련기관에서 투입한 투자금액)
입력 시 투자비율 자동계산

○ 비고 : 공동개발의 경우 타 훈련기관명 등 추가로 입력이 필요한 사항
② 증빙서류
○ 계약서류 : 과정개발 계약서(이러닝콘텐츠 개발용역 표준계약서 등)
○ 참여인력서류 : 콘텐츠 개발에 참여한 인력 정보
○ 저작권등록증 : 개발한 콘텐츠의 저작권등록증 확인서류
○ 기타서류 : 기타 훈련기관 소유여부가 확인 가능한 서류 등
【콘텐츠 자체개발(직접/외주)개발 인정신청 시 유의사항】

○ 자체개발과정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함
○ 자체개발 중 외주개발 과정은 의뢰사가 투자ㆍ개발금액의 50% 이상의 투자사실이
증빙확인 되어야 인정이 가능함

○ 직무법정과정은 자체개발(직접/외주) 판단대상이 아니며, 모든 과정은 기본상한 3,000명임
* 콘텐츠 개발정보에 따른 상한제 적용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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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개요서 [과정 및 양식등록] 과정 차시정보 작성】

○ 총 재생시간 및 총 학습시간 : 차시별 재생시간 및 학습시간에 따라 자동 입력
○ 훈련구분 : 차시별 훈련구분(인터넷/집체) 입력
○ 재생시간 : 실제 콘텐츠가 재생되는 시간
○ 학습시간 : 실제 훈련생의 학습에 소요는 시간
○ 학습시간 산정사유 : 학습시간이 재생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학습시간 산정사유에 대해서
반드시 작성해야 함
* [일괄업로드] 기능을 통해 차시 정보를 일괄 등록할 수 있음
* 과정 차시정보에 입력하는 훈련구분, 차시번호, 차시명은 과정개요서 별첨자료에 입력하는
값과 일치해야 하며, 서로 상이할 경우 심사결과에 불이익이 있음
* 집체훈련 차시는 각 차시별 재생시간과 학습시간이 동일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1개 차시의
재생시간은 50분으로 구성해야 함
* 집체훈련 포함 과정에 대한 사항은 [붙임1] 집체훈련 포함 과정 편성 안내 참고

- LMS(학사관리시스템) : 온라인 학사관리 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의미함. 교수진 소개, 훈련생 학습관리, 시험, 과제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학습과정과 결과를 웹으로 구현해야 하며 실제 운영하는 사이트와 동일해야 함

【심사 기간 내 LMS 설정 유의사항】

○ 진도율 제한 : 진도율을 달성해야만 평가 응시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1일 8시간(8차시) 이내로만
수강하도록 제한하는 기능 해제

○ 순차학습 : 훈련내용을 순차적으로 학습하도록(차시 또는 페이지를 건너뛸 수 없도록) 제한하
는 기능 해제

○ 본인인증 : 본인인증을 해야만 로그인 또는 강의실 입장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기능 해제
○ 설문/평가 응시에 따른 진도제한 : 설문 또는 평가를 응시해야만 학습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기능 해제

○ 지속적인 LMS 기능 설정 오류로 심사에 지장이 있을 경우 반려 또는 부적합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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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과정 접속정보(URL) : 실제 운영 중인 훈련기관 사이트 주소로 작성해야 하며,
훈련생 계정 5개와 관리자, 교·강사 계정 각 1개를 제출해야 함. 만약 훈련생 계정에
복수 개의 훈련과정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중복 로그인이 가능해야 함
※ 관리자 계정 제출이 어려운 기관은 과정개요서 별첨자료 [2. 학사관리시스템]에 화면캡처 및
기능설명 작성 시 인정 가능

- 훈련과정 저장매체(CD/DVD 등) : 저장매체(CD/DVD 등)는 실행여부 확인 후
인터넷원격훈련과정 저장매체 제출 목록을 반드시 동봉하여 제출
※ 저장매체 제출 목록 미제출 및 개별 과정 식별불가로 인하여 과정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저장매체
미제출로 간주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저장매체 제출 목록 양식은 원격훈련심사시스템(e-simsa) 소통마당>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저장매체 제출 시 유의사항】

○ 저장매체 내 콘텐츠는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함
- 실제 콘텐츠를 저장하지 않고 링크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 환경에서만 콘텐츠 재생이
가능한 경우 반려 또는 부적합 될 수 있음

○ CD 또는 DVD로 제출하는 경우 1개의 저장매체 내 1개의 과정만 탑재해야 함
○ USB/외장하드에 여러 개의 훈련 과정을 저장하여 제출하는 경우 폴더명을 훈련과정명으로
구분하여 저장해야 함

○ 저장매체 제출 훈련기관명이 원격훈련심사시스템(e-simsa)에 등록된 기관명과 상이한
경우 반려확정될 수 있음

- 과정개요서 별첨자료 : 훈련내용 및 방법, 학사관리시스템, 평가 내용(진행단계평가,
시험, 과제 등) 등을 작성 후 등록해야 함. 과정 설계에 따라 추가적인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파일을 추가 제출해야 함
※ 과정개요서 별첨자료의 작성 내용이 과정개요서(심사시스템) 및 실제 훈련내용과 상이할 경우
반려 또는 부적합 될 수 있음
※ 과정개요서 별첨자료는 반드시 과정개요서 - [과정 및 양식 등록] - [과정개요서 별첨자료
등록]란에 업로드 해야 하며, 지정 경로 외 업로드 할 경우 심사결과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별첨자료와 관련된 별도의 서류(과제 파일, 모범답안 등)은 별첨자료와 함께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해야 하며, 최종 파일명(.zip)은 과정명으로 설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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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첨부파일
(1) 과정개요서 별첨자료
- [1. 훈련내용 및 방법]

① 과정명과 훈련분량에 적합한 운영기간을 작성해야 함
※ '운영기간'은 훈련내용 및 분량을 고려하여 실제 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간을 '주' 단위로
작성해야 하며, 운영기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적합 될 수 있음
※ ‘운영기간’ 정보는 심사시스템(e-simsa) 과정개요서-[기본정보]에 등록 가능하도록 추후 시스템
개편 예정

② 해당 차시의 훈련유형에 따라 훈련구분(인터넷/집체)을 작성해야 함
③ 차시 및 차시명, 차시목표, 주요 훈련내용, 교수학습방법, 주요 학습활동은
훈련구분(인터넷/집체) 관계없이 모든 차시에 공통으로 작성해야 함
※ 교수학습방법 사항 작성 시 [붙임2]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방법 안내 참고
※ 과정개요서 별첨자료에 입력하는 훈련구분, 차시번호, 차시명은 과정개요서 - [과정 및 양식등록]
- [과정 차시정보]에 입력된 값과 일치해야 하며, 서로 상이할 경우 심사결과에 불이익이 있음

④ NCS 적용 과정 및 집체훈련 포함과정인 경우 NCS 능력단위(요소), NCS 적용
예외사항을 작성해야 함
※ NCS 적용 과정 작성에 대한 사항은 [붙임3] NCS 편성 가이드 참고

⑤ 개별화/맞춤화 상호작용이 제공되는 차시에 해당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함
※ 개별화/맞춤화 상호작용은 과정개요서 [심사등급 산정정보] 학습지원강화 등급 신청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하며, 학습지원강화 관련 자세한 사항은 p.73 참고

⑥ 훈련구분이 ‘집체’인 경우 훈련방법, 평가방법, 평가방법 상세내용을 작성해야 함
※ 집체훈련 포함 과정 작성에 대한 사항은 [붙임1] 집체훈련 포함 과정 편성 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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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사관리 시스템]

※ 첨부되는 캡처화면은 육안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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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LMS 훈련생 모드의 주요 정보(훈련목표, 훈련대상, 교수진 소개, 훈련기간, 훈련
진행절차 등)에 대한 접속경로를 작성하고, 해당 화면을 함께 캡처하여 제시해야 함
② LMS 훈련생 모드에서 훈련생이 평가(시험/과제 등) 수행 후 결과확인을 하는
페이지의 접속경로와 화면캡처, 이에 대한 기능설명을 작성해야 함
③ LMS 교·강사 모드에서 교·강사가 훈련생이 작성한 답안지를 첨삭 지도하는 페이지를
캡처하고, 이에 대한 기능설명을 작성해야 함
④ LMS 관리자 모드에서 관리자가 훈련생에게 독려하는 기능의 페이지를 캡처하고,
이에 대한 기능설명을 작성해야 함
⑤ 집체훈련 포함 과정의 경우, LMS 관리자 모드에서 관리자가 집체훈련에서의 출결
및 훈련생 관리하는 기능의 페이지를 캡처하고, 이에 대한 기능설명을 작성해야 함
⑥ LMS 훈련생/교·강사/관리자 모드에서 그 외 심사 중 확인할 수 없는 기능 또는
특성화된 기능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작성해야 함
- [3. 평가(진행단계평가/시험/과제)]

① 진행단계평가의 실시 횟수(최소 1회 이상) 및 출제문항 수, 문항유형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자유롭게 설계하여 작성할 수 있음
② 문항유형은 선다형, 단답형, 진위형, 서술형, 약술형, 실습형, 문제해결형, 개별화/
맞춤화 현업적용형 등 출제 문항의 특성에 따라 작성해야 함
③ 문항유형이 서술형인 경우, 해당 문항의 출제목표를 작성해야 함
④ NCS 적용 과정의 경우, 문항에 반영된 NCS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를 작성해야 함
※ 진행단계평가는 자유로운 형태로 설계할 수 있으므로, 해당 양식을 설계된 평가 형태에 맞춰
수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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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제 시험/과제의 총 평가문항 수와 과정개요서 [평가방법 및 수료기준]에
작성하는 총 평가문항 수가 일치해야 함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총 평가문항 수’는 ‘출제문항 수’의 3배수 이상으로
출제해야 함

② 문항유형은 선다형, 단답형, 진위형, 서술형, 약술형, 실습형, 문제해결형, 개별화/
맞춤화 현업적용형 등 출제 문항의 특성에 따라 작성해야 함
③ 시험에 서술형 문항을 출제하거나 과제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문항의 출제목표를
작성해야 함
④ NCS 적용 과정의 경우, 문항에 반영된 NCS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를 작성해야 함
⑤ 시험 및 과제 이외의 평가방법을 실시하는 경우, 엑셀 시트를 추가하여 작성해야 함
※ 실제 시험/과제의 출제문항 수와 총 평가문항 수, 문항유형별 평가문항 수와 배점이 과정개요서
[평가방법 및 수료기준]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도록 점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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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 안내
【 진행단계평가 】
진행단계평가
훈련생의 학습성과 및 훈련목표 달성을 위해 최종평가 전 학습진행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평가 활동

○ 심사 신청 과정은 반드시 진행단계평가를 1회 이상 포함해야 하며, LMS에 평가결과가 연동
되어야 함
○ 진행단계평가는 수료기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평가 총 배점(100점) 중 최소 10점 ∼
최대 3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계 가능
- 참여활동(토론 과제, 그룹 과제 등)의 경우 훈련생 참여지표(작성글 및 댓글 개수 등)에
대한 일부 점수 포함 가능
- 단순참여(출석체크 등)만으로 진행단계평가를 설계하는 등 점수산정이 부적절한 경우
평가참여활동 적정성에서 부적합 될 수 있음
○ 진행단계평가의 경우 3배수 문항출제 및 시험시간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진행단계평가의 실시 횟수 및 출제문항 수, 평가유형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자유롭게 설계
가능
- 단, 진행단계평가의 실시 횟수, 출제문항 수, 난이도에 비해 수료기준 점수가 과다하게
부여 되었다고 심사위원이 판단한 경우 부적합 될 수 있음
- 진행단계평가 출제문항과 최종평가(시험/과제)의 출제문항이 동일한 경우 부적합
○ 평가 재응시는 불가함
※ 단, 다시풀기 기능이 있는 콘텐츠 내 ‘학습마무리 퀴즈’ 등을 진행단계평가로 활용하는 경우 훈련생이
처음 기재한 답안으로 평가결과가 LMS에 연동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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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단계평가 설계 예시
① 4개 모듈(1개 모듈당 4개 차시, 총 16차시)로 구성된 훈련과정
- 진행단계평가는 모듈별 1회씩 총 4회 이루어지며, 모듈에 대한 학습이 완료될 때마다
훈련생은 LMS 내 진행단계평가(선다형 3개 문항)를 수행하도록 설계
② 총 8차시로 구성된 훈련과정
- 1~4차시 학습 후 훈련생이 LMS 내 진행단계평가(선다형 10개 문항)를 수행하도록 설계
③ 총 16차시로 구성된 훈련과정
- 훈련생이 8차시 학습 후 LMS 내 진행단계평가(토론 과제)를 수행하도록 설계. 토론 과제의
경우 훈련생 참여지표를 수료기준에 반영
※ 훈련등급 적정성 ‘학습지원강화’ 등급 항목과 연계하여 진행 가능

(2) 교수진 증빙서류
- 원격훈련심사시스템 과정개요서 [교수진 소개]에 ‘교·강사’, ‘내용전문가’, ‘집체
교·강사’ 정보를 입력할 때 해당 과정의 분야와 관련된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에
대한 증빙서류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Tip

교수진 구분

① 교･강사(Tutor) : 과정 운영 시 학습에 대한 안내자, 촉진자, 코치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② 집체 교･강사 : 집체훈련에서 특정 직업에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③ 내용전문가(Subject Matter Expert) : 교육훈련에 필요한 직무관련 내용에 대해 전문적 지식
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정 설계 시 전체적인 학습목표와 교수내용을 교과내용에
맞춰 설계 및 강의를 한 사람

- 과정당 신청 가능한 교·강사는 최대 5명으로 제한하며, 운영 중 교·강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5명 내에서 상시변경심사로 신청 가능
※ 집체훈련 포함과정의 경우 과정당 집체 교·강사 3명을 추가로 신청 가능함

- 교·강사 등록 시 ① 교·강사 활동 가능분야(NCS소분류 기준)를 등록하고,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항에 대한 ② 증빙서류(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와
③ 교·강사 등록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함
※ 활동 가능분야(NCS소분류 기준) 관련 교･강사 등록관리는 p.271 원격훈련과정심사 시스템
매뉴얼 참조
※ 교･강사 등록 확인서 양식은 원격훈련심사시스템(e-simsa) 소통마당>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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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강사 자격요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1])
- 훈련과정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훈련교사로 둘 것
1. 해당 훈련과정의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2. 해당 훈련과정의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해당 훈련과정의 관련분야의 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 집체 교·강사는 집체훈련 포함 과정에 한하여 등록하고, 집체 교·강사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증빙서류(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와 등록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함
집체 교 ․ 강사 자격요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7조)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4.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해당 분야의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내용전문가 등록 시 내용전문가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1부 이상을 필수로 등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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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 강사 증빙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 및 학력은 인정되지 않음
○ 교․강사 증빙서류는 반드시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료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 교․강사 증빙서류로 세부전공이 미기재 된 ‘석/박사 학위증명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논문 제목’ 등 세부전공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작성해야 함
- 특정 분야의 경우 세부전공이 확인되지 않을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교․강사 증빙서류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훈련과정의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담당 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담당 업무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교․강사 등록 확인서 내 서명 또는 직인 누락, 정보 상이 등으로 인해 본인 및 훈련기관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

- 과정개요서와 교 강사 증빙서류, 등록확인서 간의 교 강사 성명과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 교 강사 등록확인서 내 훈련기관명 및 직인이 누락되거나 타 훈련기관명, 직인이 기재된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을 제외한 7자리 삭제 후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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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 안내
【 교·강사 심사 】

○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과정별 교·강사 Pool을 심사·승인하며, 훈련기관은 과정심사에서
적합 받은 교․ 강사 Pool 내에서만 운영해야 함
- 과정인정 신청 및 변경신고 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인정받은 교·강사 Pool 내에서만
교·강사 활용이 가능함
- 교·강사 Pool 이외의 교·강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상시
변경심사 신청을 통해 변경 가능(p.50 상시 변경심사 안내 참조)

○ 과정개요서 [교수진 소개]에 입력된 교·강사 Pool에 대하여 개별 교·강사마다 인정/불인정
여부 심사
- 과정당 신청 가능한 교·강사는 최대 5명으로 제한하며, 운영 중 교·강사 변경이 필요한
경우 5명 내에서 상시변경심사로 신청 가능
- 교강사 인정 여부는 훈련과정별로 판단되므로 신청과정과 동일한 NCS소분류라도
훈련내용에 따라 다르게 인정될 수 있음
- 전체 교·강사가 불인정인 경우 2단계 심사 학습계획활동 항목 최종 심사 결과 부적합

※ 1명 이상의 교·강사가 인정된 경우 개별 교·강사 인정 여부만 통보
- 여러 훈련분야가 융합된 과정의 경우, 각 훈련분야를 담당할 교·강사가 미포함 되었거나
불인정 될 경우 부적합

○ 교·강사 Pool 인정/불인정 결과는 ‘심사결과관리’에서 확인 가능
- 최종 심사결과 적합/부적합 구분 없이 교․강사 Pool에 대한 개별 인정/불인정 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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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원격훈련과정 심사 기준

1 형식요건(반려) 심사

○ 심사주체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 심사목적 : 인터넷원격훈련과정으로서 심사진행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확인
○ 심사결과
- 승

인 : 형식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과정

- 반려보완 : 반려보완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과정
- 반려확정 : 반려확정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과정
※ 형식요건(반려) 심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반려확정 항목이 추후 확인될 경우, 최종 부적합 될
수 있음

○ 심사방법 및 기준
- 과정개요서(심사시스템), LMS 및 콘텐츠, 과정개요서 별첨자료, 훈련과정 저장매체
등 심사 진행을 위한 형식요건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 심사 접수마감 이후 LMS를 수정할 경우 반려확정 또는 부적합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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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심사 항목

반려확정 항목

◈ 훈련과정 저장매체 관련
- 훈련과정 저장매체(CD/DVD, USB 등) 미제출 (심사마감일 18시 이후 도착분 포함)
- 훈련과정 저장매체(CD/DVD, USB 등) 파손 또는 콘텐츠 확인 불가
- 훈련과정 저장매체(CD/DVD, USB 등) 내 콘텐츠 파일이 오프라인 환경에서 확인 불가
- 저장매체에 기재된 훈련기관명과 원격훈련심사시스템(e-simsa)에 등록된 훈련기관명이 상이
하여 제출 훈련기관 확인 불가
- [집체훈련 포함] 훈련교재(심사용, 스캔용) 미제출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접수 관련
- 훈련기관 인증평가 결과 ‘인증유예’ 판정된 훈련기관이 신청한 경우

※ 훈련기관 인증평가등급(1년인증 이상) 미보유 시 심사신청이 불가하며, 심사 진행 중에 인
증평가등급이 인증유예로 변경되는 훈련기관의 과정은 최종 심사결과 부적합 판정
- 부적합 과정을 재심사 또는 유효기간 연장심사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같은 차수 내 동일 과정을 중복 심사 신청한 경우

※ 단, ① 이전 심사이력이 없으며 ② 과정명 표준화를 통해 과정 간 연계성이 명확할 경우에
한해 일부 중복차시를 포함하여 최초심사 신청 가능 (반드시 과정개요서 [기본정보] 신청사유
에 과정명 표준화를 통한 과정 간 연계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함)
- 이의신청 기간 동안 동일 과정을 심사 신청한 경우
- 변경심사 유형으로 신청했으나, 적합 과정의 교﹡강사 변경(추가 포함) 및 직업훈련유형의 변경
(예: 사업주 훈련

→ 근로자 개인 훈련 등)만을 위해 신청한 경우

※ 위 경우, 상시변경심사로 신청해야 함

- 변경심사 유형으로 신청했으나, 적합 과정의 콘텐츠 개발정보 변경만을 위해 신청한 경우

◈ 심사자료 관련

- 심사자료 미제출 (과정개요서 별첨자료 등)

◈ LMS 관련
- 심사과정 학습불가 (모든 접속계정에서 과정 미탑재, 타과정 탑재, ID/PW 오류 등 학습이
불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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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보완 항목

◈ 심사시스템 입력오류 관련
- 심사시스템 과정개요서 입력오류
- 심사시스템과 과정개요서 별첨자료 간 정보 상이
- 변경심사 유형으로 신청했으나, 심사시스템-[기본정보]-[주요 변경내역]에서 정확한 사유
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접수 관련

- 적합 판정을 받은 과정을 변경심사 또는 유효기간 연장심사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심사자료 관련

- 심사자료 미제출 (교수진 증빙서류, 교·강사 등록확인서, 집체훈련 관련 증빙자료 등)

◈ LMS 관련

- 심사과정 학습불가 (일부 접속계정에서 과정 미탑재, 타과정 탑재, ID/PW 오류 등 학습이 불가한 경우)
- 심사과정 학습오류 (학습기간 설정오류, 1일 진도제한, 순차학습 등 기능 부분)
- 심사시스템과 LMS 상의 정보(수료기준 등) 상이

형식요건(반려) 심사는 심사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 중 심사신청 자료 등의 유, 무 등을 판단함

※ 그 외 심사 진행을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 형식요건(반려) 항목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 반려보완 될 수 있음

※ 형식요건(반려) 항목은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시점에 원격훈련심사시스템을 통해 별도 공지
【 반려보완 접수 시 유의사항 】

○ 반려보완 과정은 반려 발표 후 2일 이내에 수정하여 재접수 가능함
○ 재접수 된 반려보완 과정에 대한 결과발표는 별도로 하지 않으며, 반려보완에 대한 조치
여부는 1단계 및 2단계 심사결과와 함께 최종결과에 반영됨

○ 재접수 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은 반려보완 과정은 최종 심사결과 ‘반려’ 처리됨
○ 신청유형을 변경심사 또는 유효기간 연장심사로 변경해야 하는 과정의 경우, 심사시스템
상 훈련기관이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 및 부적합 사유에 변경되어야 하는 신청유형을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미작성 될 경우 최종 부적합 될 수 있음
(예) 본 훈련과정은 변경심사로 신청하여야 하는 과정이므로 신청유형 변경을 요청함

60

Ⅱ. 인터넷원격훈련 심사제도 세부 내용 설명

2 1단계 심사

○ 심사항목
심사항목

심사내용

1. 직무수행 적정성

∘ 훈련과정이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Skill-Up)과 직접적인 관련이

2. 원격훈련 적정성

∘ 원격훈련과정으로서 기본 요건을 갖추었는지, 원격훈련과정으로

3. 훈련등급 적정성

∘ 훈련콘텐츠 품질 우수성, 훈련방법 특화, 산업현장성, 학습지원강화

있는지 여부

운영하기 적합한 과정인지 여부

등 항목에 대한 반영 여부

1) 직무수행 적정성
○ 심사주체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 심사목적 : 직무능력 향상과의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를 확인
○ 심사결과
- 적 합 :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과정
- 부적합 :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관련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과정
○ 심사방법 및 기준 : 훈련기관이 제출한 과정개요서(심사시스템), LMS 및 콘텐츠,
과정개요서 별첨자료 등 심사자료를 통해 훈련목표, 훈련대상과 훈련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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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한 분야 】
○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보교류활동이나 시사, 일반상식 등 교양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 시민의식, 직장예절, 비즈니스 매너, 에티켓, 처세술, 경제상식, 금융상식 등 일반상식 내용 위주로
구성된 과정은 부적합 예정

○ 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ㆍ기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취미활동, 오락, 스포츠, 부동산ㆍ
주식 투자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정규 교육과정
※ 단,「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5조제3호가목의 사내대학(기업대학) 과정은 심사
신청 가능

○ 외국어 능력 평가 시험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 근로자의 직무와 관계없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가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정
※ 공통법정훈련, 직무무관법정훈련 부적합 예정

○ 사업장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목적으로 물품을 제작하거나 실습물을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훈련과정
○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과정
○ (근로자 개인 훈련만) 변호사·변리사·공인중개사·공인노무사 등의 업무 독점적 자격시험,
공무원 공채시험과 관련된 과정
○ 그 밖에 각 사업별 규정에서 제한하는 과정 및 훈련과정으로 부적합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과정
※ 정부혁신, 갑질예방 등 주된 훈련대상이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등과 같이 사업주훈련으로서
지원필요성이 미흡한 과정 부적합 예정

【신청제한 과정 관련 유의사항】

○ 신청제한분야에 해당되는 내용을 1개 차시 이상 포함하는 경우에도 부적합 판정

※ 단, 불가피하게 직무과정의 일부 훈련내용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 과정개요서-[기본정보][신청 사유] 및 [훈련목표 및 대상]에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작성 과정에 한해
심사를 거쳐 대상한정 과정으로 제한적 인정 가능
(예) 의료 직무 과정에 심폐소생술 내용 포함
인사·급여담당자 직무과정에 퇴직연금 내용 포함 등

※ 대상한정은 p. 120 심사결과 참고

○ 심사 신청 시 훈련목표, 훈련대상, 훈련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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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수행 적정성’ 심사항목 체크리스트】
심사항목

심사내용

심사결과

시사, 일반상식 등 교양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가?
개인의 취미, 오락, 스포츠, 재테크, 건강증진 등을 주된 목적
으로 하는가?
외국어 능력평가 시험 응시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가?
☐적 합

직무수행
적정성

2개 이상의 주제를 조합한 과정의 경우, 차시 간 조합이 타당

☐ 부적합

한가?
근로자의 직무와 관계없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
업주가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려는
과정인가?
타 부처 또는 공공기관을 통한 이중지원, 주요 훈련대상이 공
무원인 과정 등 정부지원 필요성이 낮은 과정인가?

- 시사, 일반상식 등 교양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가?
① 역사, 철학, 한자, 예술, 시사상식 등과 같은 교양증진 과정인 경우 부적합
② 자기계발, 자기경영, 성과관리, 집중력, 창의력, 사고력, 문제해결력 기르기, 아이디어
개발하기, 시간 관리 및 활용, 메모의 기술, 일기쓰기, 개인습관 고치기, 자신감 기르기,
셀프리더십 등 개인의 교양증진에 해당되는 과정인 경우 부적합
③ 일반상식, 금융상식, 경제상식, 법률상식, 글로벌 매너(문화), 대중문화, 인문학 등 기본상식에
해당되는 과정인 경우 부적합
④ 개인 pc관리, 개인 홈페이지 제작, UCC활용, SNS활용, 동영상 제작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으로 활용될 수 있는 훈련내용이지만, 직무나 업무와의 연계성보다 기본상식이나 개인의
교양증진에 해당되는 내용 위주의 과정인 경우 부적합
(예) 코딩 관련 과정 중 난이도가 낮아(주요 훈련내용이 오조봇, 스크래치 등 입문용 소프트웨어 활용법
위주) 실무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활용될 수 있는 내용 위주의 과정인 경우 부적합

⑤ 시민의식, 직장예절, 비즈니스 매너, 에티켓, 처세술, 인맥관리, 인간관계 등 직무수행 능력
향상(Skill-Up)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정인 경우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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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취미, 오락, 스포츠, 재테크, 건강증진(신체적, 정신적)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가?

① 요리, 커피, 와인, 유머, 등산, 풍수지리, 마술, 반려동물 관리 등과 같은 개인적인 취미
및 여가활동 과정인 경우 부적합

② 등산, 낚시, 요가 등 스포츠와 관련된 과정인 경우 부적합
③ 마사지, 안마, 치료 등과 관련된 내용(경락, 경혈, 반사, 지압, 필링, 비만, 메디컬 등)이
포함된 과정인 경우 부적합

④ 부동산, 주식, 펀드, 채권투자, 경매, 세금 절감 등 개인의 재테크 관련 과정인 경우
부적합

⑤ 개인의 스트레스 관리 및 해소(감정관리 등), 건강관리(금연, 금주, 안전운전, 스트레칭 등),
건강관련정보(각종 질환 및 예방법) 등 개인 건강 증진 과정인 경우 부적합

- 외국어 능력평가 시험 응시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가?

① 어학능력개발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외국어 과정인 경우 적합
② 외국어 능력평가 시험(TOEIC, TOEFL, JPT, HSK 등) 응시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인 경우 부적합

③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KBS한국어능력시험 등) 응시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인
경우 부적합

- 2개 이상의 주제를 조합한 과정의 경우, 차시 간 조합이 타당한가?

① 2개 이상의 주제를 조합한 과정의 경우, 훈련내용 간 조합의 타당성이 미흡한 경우
부적합
(예) 과정 내 배상의학에 관한 훈련내용과 절세전략에 대한 훈련내용을 조합하였으나, 두 분야에 대
한 조합의 타당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부적합
(예) 요양병원 직무과정이나 윤리지침 및 청렴소양에 대한 차시가 포함되어, 전체 훈련내용과 비교
하여 타당성이 떨어지므로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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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직무와 관계없이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정인가?
① 개인정보 보호,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개선 등 근로자의 직무와
관계없이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가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정(공통법정훈련)인 경우 부적합
② 성매매 예방, 성폭력 예방, 가정폭력 예방, 아동학대 예방, 노인학대 예방, 인권, 양성평등,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소방안전, 재난안전, 퇴직연금, 부정청탁 금지, 임직원 행동강령,
갈등관리, 폭언·폭행 예방 등 근로자의 직무와 관계없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
하여야하는 과정(직무무관 법정훈련)인 경우 부적합
※ 단, 불가피하게 직무과정의 일부 훈련내용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 과정개요서-[기
본정보]-[신청사유]에 명확하게 기재한 경우에 한해 대상한정 인정
[예외 적용 사례] 대상한정﹡으로 제한적 승인 (훈련대상 구체적 작성 필수)
- 의료 직무 과정에 심폐소생술 내용 포함
- 인사·급여담당자 직무과정에 퇴직연금 내용 포함
※ 관련 내용을 1개 차시 이상 포함하는 경우 해당 법정훈련으로 분류
※ 대상한정은 p. 120 심사결과 참고

- 타 부처 또는 공공기관을 통한 이중지원, 주요 훈련대상이 공무원인 과정 등
정부지원 필요성이 낮은 과정인가?

① 타 부처 또는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받아 이중지원을 받게 되는 과정인
경우 부적합

② 정부혁신, 갑질예방, 정부혁신 등 주요 훈련대상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 재직자훈련으로서 지원필요성이 미흡한 과정인 경우 부적합

Tip

직무수행 적정성 판정 기준

◈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과 관련성이 있는 내용인 경우에도, 재직자 직무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내용으로 구성된 경우는 부적합으로 판정될 수 있음

◈ 심사신청 시 선택한 훈련사업(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따라
1단계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집체훈련이 포함된 원격훈련과정(B/L과정)의 신청제한 분야는 집체훈련 기준과 동일 적용함
(2019년도 상반기 운영 집체통합심사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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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격훈련 적정성
○ 심사주체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 심사목적 : 인터넷원격훈련과정으로서 기본적인 구성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함
※ 인터넷원격훈련과정으로서 기본적인 구성요건(내용전달 방법, 평가항목, 학습활동 등)의 미비
여부 확인 및 자기 주도적 훈련 가능 여부 확인

○ 심사결과
- 적 합 : 인터넷원격훈련과정으로서 구성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과정
- 부적합 : 인터넷원격훈련과정으로서 구성요건이 미흡한 과정
【 ‘원격훈련 적정성’ 심사항목 체크리스트】
심사항목

심사내용

심사결과

원격훈련과정으로서의 기본 요건을 갖추었는가?
원격훈련
적정성

전문적인 지도나 실습만이 필요한 기능연마, 기능숙련 과정인가?

☐적 합
☐ 부적합

자격증 시험대비 문제풀이 및 해설 위주의 과정인가?

- 원격훈련과정으로서의 기본 요건을 갖추었는가?

① 상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업의 업무매뉴얼, 제품매뉴얼, 사내 업무매뉴얼, 프로그램 사용법,
기기 사용법을 훈련과정으로 개발한 경우 부적합
(예) “갑”이 자사의 자동차 매뉴얼 내용만으로 과정을 개발한 경우 부적합
단, 영업사원을 위한 마케팅 전략 등을 훈련내용으로 포함한 과정으로 개발한 경우 적합 가능
(예) 특정 회사에서 개발한 업무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법만으로 과정을 개발한 경우 부적합
단, 특정 직무에서 범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체 불가능한 프로그램(ex. 회계, OA 등) 사용법은
적합 가능

② 교수-학습활동 없이 도서, 매뉴얼 등을 e-book 형태로 개발한 경우 부적합
③ 원격훈련을 목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동영상(방송, 영화, 사내교육자료, 집체강의 촬영영상,
학원 강의 촬영영상 등)으로 구성된 과정인 경우 부적합

④ 저작도구를 활용하여 동영상만으로 제작한 과정인 경우 부적합
단, 동영상 교안 및 기타 방법 등 교수-학습활동이 포함되는 경우 적합 가능

※ 동영상으로 학습내용을 설명하는 경우, 동영상은 교수학습 자료의 하나이므로, 단순청취가 아닌
학습활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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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적인 지도나 실습이 필요한 기능 연마, 기능 숙련 과정인가?
① 훈련목표 달성을 위해 전문적인 실습이 요구되는 과정인 경우 부적합
② 훈련목표 달성을 위해 기능 숙련이 꼭 필요한 과정인 경우 부적합

- 자격증 시험대비 문제풀이 및 해설 위주의 과정인가?
① 자격증 취득 시험 대비 기출문제, 예상문제 등 문제풀이 및 해설위주로만 구성되어 있는
과정인 경우 부적합
② 자격증 과정 중 기초개념, 이론, 원리 등 설명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과정인 경우 적합 가능

3) 훈련등급 적정성
○ 심사주체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 심사목적 : 훈련콘텐츠 품질 우수성, 훈련방법 특화, 산업현장성, 학습지원강화 등
항목에 대한 반영 여부에 따라 훈련과정 구성요소 및 전략에 따른 훈련과정의
심사등급을 부여하기 위함
○ 심사결과 : A등급, B등급, C등급
- A등급 : A등급의 대분류 5개 중 3개 이상 충족 시
- B등급 : B등급의 대분류 5개 중 3개 이상 충족 시
- C등급 : C등급의 대분류 5개 중 5개 필수항목 충족 시
※ 상위등급 항목에서 충족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등급의 항목 충족으로 대체인정 가능
※ 대분류 내 세부항목 중 1개 이상 충족 시 해당 대분류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심사등급은 적합과정에 한해 2단계 심사에서 최종 부여됨

○ 심사방법
- 심사신청 시 훈련기관이 선택한 훈련과정 등급별 대분류 내 세부항목 충족 여부를
심사하며, 대분류 기준 충족 개수에 따라 훈련등급을 부여함
-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훈련기관이 신청한 등급에 맞추어 심사를 진행하되, 이를
조정할 수 있음
※ 훈련등급 신청 관련 자료는 과정개요서 [심사등급 산정정보] 세부항목 내에 반드시 첨부 및
기재 해야만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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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등급 기준
대분류

A등급

B등급

C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특화

∘혼합훈련 구성(B/L)

∘혼합훈련 구성(B/L)

∘원격훈련(인터넷) 구성

산업

∘ NCS 비율

∘ NCS 비율

훈련콘텐츠
품질 우수성
훈련방법

현장성

70% 이상 적용

40% 이상 ~ 70% 미만

(능력단위요소 기준)

적용(능력단위요소 기준)

∘ 교·강사 활동(피드백 등)을
학습지원

기반으로 하는

강화

개별화/맞춤화 된

∘ 개별화/맞춤화 된
상호작용이 포함된 과정

∘ NCS 비적용 과정
∘ 일반적인 상호작용이
포함된 과정

상호작용이 포함된 과정

평가

∘ 개별화/맞춤화
현업적용형 과제 출제

∘ 다양한 평가방법/평가유형 ∘ 평가실시
실시 과정

(시험 또는 과제 등)

○ 등급별 세부 항목 심사기준
- A등급 : A등급의 대분류 5개 중 3개 이상 충족 시
대분류
훈련콘텐츠 품질
우수성
훈련방법
특화과정

∘ ‘훈련콘텐츠 전달방식’과 ‘훈련내용 및 최신성’이 매우 우수한
훈련과정인가?

∘ 집체훈련 포함 훈련과정인가?
※ 단, 인터넷원격훈련이 20% 이상 반영되어야 함

산업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능력단위요소로 구성되었고(70% 이상),

현장성

평가에서 NCS 능력단위요소의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가?

학습지원
강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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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훈련과정 내 교·강사-훈련생 간 맞춤화된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훈련생 개인별 교수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 개별화/맞춤화 현업적용형 과제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심사결과

□인 정
□조 정
□인 정
□ 불인정
□인
□조
□인
□조
□인
□조

정
정
정
정
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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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등급 : B등급의 대분류 5개 중 3개 이상 충족 시
대분류
훈련콘텐츠
품질 우수성
훈련방법
특화과정

산업
현장성

학습지원
강화

평가

항목

심사결과

∘ ‘훈련콘텐츠 전달방식’과 ‘훈련내용 및 최신성’이 우수한 훈련과정인가? □□ 인조
∘ 집체훈련 포함 훈련과정인가?
※ 단, 인터넷원격훈련이 20% 이상 반영되어야 함

강화되었는가?

∘ 다양한 평가방법/평가유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정

□인 정
□ 불인정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능력단위요소로 구성되었고(40%이상~ 70% □ 인
미만), 평가에서 NCS 능력단위요소의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가?
□조
∘ 개별화/맞춤화된 학습자료 제공 등 상호작용 활동 및 교수학습지원이

정

□인
□조
□인
□조

정
정

정
정
정
정

- C등급 : C등급의 대분류 5개 중 5개 필수항목 충족 시
※ C등급의 세부항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원격훈련 적정성 부적합
대분류
훈련콘텐츠
품질 우수성

훈련방법
특화과정
산업
현장성
학습지원
강화
평가

항목

심사결과

∘ ‘훈련콘텐츠 전달방식’과 ‘훈련내용 및 최신성’이 일반적인 훈련과정인가? □□ 인조

정
정

∘ 원격훈련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인 정
□ 불인정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비적용 과정인가?

□인

정

∘ 훈련과정 내 표준화(일반화)된 상호작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인

정

∘ 평가(시험 또는 과제 등)를 실시하고 있는가?

□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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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별 세부 항목 심사기준

훈련콘텐츠 품질 우수성

① [A/B/C등급] ‘훈련콘텐츠 전달방식’과 ‘훈련내용 및 최신성’이 우수한 훈련과정인가?
◈ [훈련콘텐츠 전달방식 우수성]과 [훈련콘텐츠 내용 우수성 및 최신성] 각 평가 준거의 달성
정도에 따라 심사위원이 점수를 부여하며, 해당 점수에 따라 A/B/C 등급을 산정함

※ 각 준거에 따른 점수를 인정받고자 할 경우, 관련 내용을 충실하게 증빙하여야 함
※ 과정개요서 ⇒ [심사등급 산정정보] ⇒ [훈련콘텐츠 품질우수성]에서 해당 등급 선택 ⇒ [내용]
버튼 클릭 후 증빙자료 탑재

※ 지정 경로 외 업로드 할 경우 심사결과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훈련콘텐츠 전달방식 우수성] 평가 준거

평가 준거

① 훈련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그래픽, 도표, 차트,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매체를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② 스토리텔링, 사례 제시, 드라마 기법, 우수강사 강의 등 차별화된 교수 방법을 통해 훈련생의
학습동기 및 흥미를 유발하고 있는가?

③ 훈련생의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사전지식 제시, 선수학습 수준 진단 등 체계적인 학습요소를
포함하여 설계하였는가?

④ 훈련생의 학습효과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부가학습기능(스크랩 기능, 메모기능, 실시간 질의응답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는가?

⑤ 동영상, 이미지, 텍스트 해상도 등 모든 콘텐츠의 자료는 적정품질로 구동되는가?

◈ [훈련콘텐츠 내용 우수성 및 최신성] 평가 준거
평가 준거

① 최근 2년 이내(심사접수 마감일 기준) 개발한 신규 콘텐츠인가? (최초개발 또는 전면 재개발)
(*증빙자료 제출 필수)

②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적인 훈련내용(NCS 4수준 이상에 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는가?
③ 해당 분야의 최신 산업현황을 훈련과정에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④ 훈련생 현업 적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례 등을 훈련내용에 반영하고 있는가?
⑤ 해당분야의 전문가 가 과정 개발에 참여하였는가?
*

* 해당분야 관련 경력 10년 이상,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기능장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 중
한 개 이상 충족 시 인정 (통합심사 고급 및 특화과정 훈련강사 심사기준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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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방법 특화과정
① [A/B등급] 집체훈련 포함 과정인가?

◈ 인터넷원격훈련기관과 집체훈련기관으로서 각각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반려/부적합
◈ 집체훈련 포함 과정으로 설계 시 인터넷원격훈련이 20% 이상인 경우 인정
◈ 집체훈련 포함 과정으로 훈련방법 및 시설․장비 등이 미흡한 경우 부적합 될 수 있음
- 인터넷원격훈련과 집체훈련 간 연계성이 부적절한 경우 부적합

․

- 집체 교 강사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적합
- 훈련 시설 및 장비가 집체훈련을 실시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부적합
- 집체훈련의 출결 및 훈련생 관리가 웹상에서 연동될 수 있는 기능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
부적합

※ 집체훈련 포함 과정 작성에 대한 사항은 [붙임1] 집체훈련 포함 과정 편성 안내 참고
② [C등급] 원격훈련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원격훈련과정으로서 기본 요건을 갖춘 경우 인정
◈ 원격훈련과정으로서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원격훈련 적정성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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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성

① [A등급]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능력단위요소로 구성되었고(70%이상),
평가에서 NCS 능력단위요소의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가?

◈ 훈련내용의 70% 이상이 NCS 능력단위요소로 구성되었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문항이
있는 경우 인정
예) 20개 차시 중 14개 차시(70%) NCS 능력단위요소 반영

◈ NCS 능력단위요소 및 수행준거를 반영한 훈련내용이 70% 미만으로 조정된 경우 B/C등급 조정
◈ 평가문항이 능력단위요소 및 수행준거를 바탕으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 C등급 조정
- 평가문항은 NCS가 반영된 비율 수준으로 구성해야함
※ NCS 적용 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3] NCS 편성 가이드 참고

② [B등급]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능력단위요소로 구성되었고(40%이상~70%미만),
평가에서 NCS 능력단위요소의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가?

◈ 훈련내용의 40% 이상∼70% 미만이 NCS 능력단위요소로 구성되었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문항이 있는 경우 인정
예) 20개 차시 중 10개 차시(50%) NCS 능력단위요소 반영

◈ NCS 능력단위요소 및 수행준거를 반영한 훈련내용이 40% 미만으로 조정된 경우 C등급 조정
◈ 평가문항이 능력단위요소 및 수행준거를 바탕으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 C등급 조정
- 평가문항은 NCS가 반영된 비율 수준으로 구성해야함

③ [C등급]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비적용 과정인가?
◈ NCS 능력단위요소를 사용하지 않은 훈련과정인 경우 인정
◈ NCS 능력단위요소 및 수행준거를 40%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 인정
◈ 전체 NCS 948개 직종 중 훈련기준이 미개발된 직종인 경우 인정

※ 추후 NCS 직종은 한국산업인력공단(www.ncs.go.kr)의 공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훈련과정 개발
시 NCS 훈련기준은 원격훈련심사시스템(e-simsa) 자료실에 공지된 최신 버전을 기준으로 인정함

◈ 그 외 NCS 미개발 분야, 직업기초능력, 외국어 분야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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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강화(상호작용)

① [A등급] 훈련과정 내 교·강사-훈련생 간 맞춤화된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훈련생 개인별
교수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 훈련생의 참여활동에 따른 추가 학습활동 및 학습자료 제공 등이 교·강사의 활동을 통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인정
교·강사 활동(피드백 등)을 기반으로 하는 개별화/맞춤화 된 상호작용

①
･․

훈련생의 학습작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토론 수행, 그룹 과제 등 ‘훈련생 참여
활동’이 이루어지고,
훈련생 참여활동 진행사항 및 결과에 대한 ‘교 강사의
개별적, 적시적 피드백’이 제공되는 등 교 \ 강사를 통한 직접적인 학습 지원을
통해 훈련생 개인에 대한 맞춤화 된 상호작용

②

․

※ 학습지원강화(상호작용) 등급 신청 시 과정개요서 별첨자료 [1. 훈련내용 및 방법]에
상호작용 구분(A/B등급)과 그에 대한 세부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 ‘훈련생 참여활동’ 및 ‘교․강사의 개별적, 적시적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B/C등급 조정
※ 진행단계평가와 연계하여 개별화/맞춤화 상호작용 활동 가능

◈ 학습지원강화(상호작용) A등급 신청 시 아래 두 가지 자료를 반드시 첨부 하여야 함
*

- 교·강사 피드백 지침서 : 훈련과정 및 훈련생 참여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피드백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작성기한, 사례별 피드백 작성지침,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방법 등
교·강사의 피드백 작성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함
- 교·강사 비용지급 가이드라인 : 강사료 지급기준(세금 관련내용 포함), 강사료 정산기준일,
강사료 지급일, 강사료 상향/하향 조정 기준 등 교·강사의 추가적인 피드백 활동에 대한
보상기준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함

⇒ [심사등급 산정정보] ⇒ “9. 교·강사 활동(피드백 등)을 기반으로 하는 개별화/맞춤화 된
상호작용이 포함된 과정” 선택 ⇒ [내용] 버튼 클릭 후 첨부파일 탑재

* 과정개요서

◈ 훈련생 참여활동과 그에 따른 교·강사 활동에 대한 예시 및 LMS 구현내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LMS 교·강사 모드에서 훈련생이 작성한 답안지에 대한 피드백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화면캡처, 이에 대한 기능설명을 상세히 작성해야 함
- 훈련과정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학습활동 주제가 제시되거나, 훈련생 답변예시와 피드백
예시가 미흡한 경우 B/C등급 조정

◈ 필수 첨부파일을 미제출하거나, 상호작용 활동에 대한 설명이 미흡할 경우 B/C등급 조정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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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강사 비용지급 가이드라인
- 기본료, 강사료, 학습지도비 등 교·강사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의
가이드라인을 명문화하여 제출
(예1)

… 훈련기관은 교·강사의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강사료를 지급한다.
단, 강사료의 지급수준은 교·강사의 활동에 대한 매 1개월 단위의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평가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활동집계 기간 내 활동 건 수에 따라 기본료를 지급한다. 단, 기본급 지급대상

(예2)

건 내 지연채점(종강일 +2일) 건이 있을 경우, 기본급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활동한 건수에 상응하는 금액만큼만 지급한다. (과제 1~2건 : 건당 5,000원
/ 과제 3건부터 : 건당 3,000원 등)
(예3)

…

… 학습지도비는 과정을 최종 수료한 수강생 1인당 3,000원(원천세 포함)으로
한다. 훈련기관은 교·강사에게 매 과정이 종료된 익월 15일에 학습지도비에서
원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예4)

…

… 분기별 교·강사 실적 평가를 통해 각각 전체 교·강사 상위 20%, 하위 10%에
해당하는 교·강사에게는 아래와 같이 조정된 강사료를 지급한다. …

[교·강사 활동(피드백 등)을 기반으로 하는 개별화/맞춤화 된 상호작용 예시]
활동항목

활동내용

실시간 강의,
라이브 세미나

훈련생 요구 또는 수준에 대한 사전진단 후 훈련생에게 맞춤화 된
훈련내용(실시간 강의, 라이브 세미나 등)을 제공함

Gamification

훈련과정이 게임형태로 진행되며, 게임 진행에서 지속적으로
교 강사-학습자 간 상호작용 또는 학습자-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짐

소셜러닝

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 훈련주체 간의 상호작용 및 훈련
내용에 대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짐

토론 활동

교·강사가 사전 토론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진행방법, 피드백지침
등)을 훈련생에게 제공하고 토론을 실시한 뒤 개별 피드백을 제공함

문제상황 인식 및
사전 학습 진단

훈련생의 학습 동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교·강사가 훈련내용과 관련된
차시별 문제 상황 또는 사례를 제시하거나 학습자의 관심을 유발하는
퀴즈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함

․

․

훈련생 스스로의 훈련목표 훈련생 스스로 훈련목표를 작성하며, 교 강사는 훈련생이 작성한
작성 및 피드백
훈련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활동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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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활동

차시별 문제 상황이나 사례/과제 등을 제시하고, 사전진단(테스트)
결과에 따라 그룹 별로 의견 교류를 진행함. 교 강사는 훈련생의
의견에 대한 피드백 및 그룹원 간의 의견 조율, 과제에 대한 설명 및
작성 Tip 제공 역할을 수행함

기타

그 외 교 강사-학습자 간 상호작용, 학습자-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개별화/맞춤화된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경우 (Q&A, 설문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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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B등급] 개별화/맞춤화 된 학습자료 제공 등 상호작용 활동 및 교수학습지원이 강화되었는가?
◈ 훈련생의 학습활동에 따라 추가 학습활동 또는 학습자료 등이 제공되는 경우 인정
개별화/맞춤화 된 상호작용

①

훈련생 요구 또는 수준에 따라 훈련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중간평가 등 ‘훈련생 학습활동’이 이루어지고,
훈련생 학습활동 진행사항 및
결과에 대한 ‘콘텐츠/LMS 상의 피드백’이 제공되는 등 훈련생 개인에 대한 맞춤화된
상호작용

②

※ 학습지원강화(상호작용) 등급 신청 시 과정개요서 별첨자료 [1. 훈련내용 및 방법]
에 상호작용 구분(A/B등급)과 그에 대한 세부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 ‘훈련생 학습활동’ 및 ‘개별화/맞춤화된 추가 학습활동 또는 학습자료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C등급 조정
- LMS 내에서 실제 학습활동 또는 학습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C등급 조정

◈ 훈련생에게 제공되는 개별화/맞춤화된 학습자료가 있을 경우 해당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 과정개요서

⇒ [심사등급 산정정보] ⇒ “10. 개별화/맞춤화 된 상호작용이 포함된 과정” 선택 ⇒

[내용] 버튼 클릭 후 첨부파일 탑재

- 개별화/맞춤화 된 학습자료 간 변별력이 없을 경우 C등급으로 조정

◈ 필수 첨부파일을 미제출하거나, 상호작용 활동에 대한 설명이 미흡할 경우 C등급으로 조정될
수 있음
[ 맞춤화 된 보충심화 학습자료* 예시 ]
활동항목

활동내용

사전진단(테스트)에
따른 학습자료 제공

제시된 사전진단(테스트) 결과에 따라 콘텐츠/LMS 상에서 개별화/맞춤화
된 보충심화 학습자료를 제공함

학습퀴즈 또는
의견작성에 대한
학습자료 제공

매 차시마다 이루어지는 학습퀴즈 또는 의견작성 결과에 따라 콘텐츠/LMS
상에서 개별화/맞춤화된 보충심화 학습자료를 제공함

중간평가 결과에 대한 진도율이 50% 수준이 되었을 때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습자료 제공
콘텐츠/LMS 상에서 개별화/맞춤화된 보충심화 학습자료를 제공함

기타

그 외 콘텐츠/LMS 상에서 개별화/맞춤화 된 방식으로 훈련생에게 보충심화
학습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 훈련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훈련생이 학습할 수 있도록 훈련기관 또는 교·강사가 직접
가공하여 제공하는 학습자료 (콘텐츠 내 특정 페이지의 Tip, 팝업 등의 내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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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C등급] 훈련과정 내 표준화(일반화)된 상호작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훈련과정 내 일반적으로 활용 가능한 수준의 상호작용으로서 내용 및 기능이 제시된 경우
인정
표준화(일반화)된 상호작용
훈련생에게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유도하고자 이루어지는 활동이나 반응을 의미하며,
단순 클릭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진행단계평가는 표준화(일반화)된 상호작용 요소로 인정하지 않음

◈ 훈련내용이 단순 청취 형태로 구성된 경우 원격훈련 적정성 부적합

※ 동영상/플래시는 교수학습 자료의 하나이므로 단순 청취가 아닌 학습활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 표준화(일반화)된 상호작용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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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항목

활동내용

사전 지식 체크
문제 제공

해당 회차의 훈련내용에 관련한 지식을 미리 점검함으로써 훈련생 스스로
자신의 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훈련생 따라하기
실습 제공

훈련생이 프로그램 기능을 직접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훈련생들 간
의견공유

훈련생들 간 각 차시별, 주제별로 의견공유 활동을 할 수 있는 게시판 또는
기능을 제공함

추가학습 내용 제공

훈련목표 달성 및 학습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학습 내용(Tip, 팝업 등)을 제공함

퀴 즈(형성평가)

훈련내용 학습(차시별, 모듈별) 이후 학습퀴즈를 제공함으로써 훈련생 스스로
학습 결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

기 타

그 외 일반적인 수준의 콘텐츠-학습자 간 표준화된 상호작용, 훈련생-훈련생
간 표준화된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경우

Ⅱ. 인터넷원격훈련 심사제도 세부 내용 설명

평가

① [A등급] 개별화/맞춤화 현업적용형 과제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 개별화/맞춤화 현업적용형 과제를 출제하는 과정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
개별화/맞춤화 현업적용형 과제

① 훈련생 특성에 따라 개별화/맞춤
화된 형태로 구체적인 현업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② 훈련생 개인의 적용
(개선, 해결, 활용) 방안을 작성하도록 구성되며 ③ 그에 대한 1:1 첨삭지도가
훈련목표, 훈련대상, 훈련내용을 연계하여

제공되는 현업 과제

◈ 현업적용형 과제를 훈련생 특성에 따라 개별화된 형태로 제시하는 경우 인정
- 훈련생 업종, 직무, 사전진단결과 등으로 그룹을 구분하고 그룹에 따른 현업적용형 과제를
제시한 경우 인정
- 사전테스트에 따른 훈련생 수준별 현업적용형 과제를 제시한 경우 인정
<불인정 사례>
- 콘텐츠 및 훈련교재에 제시된 내용에 대한 단순 학습자 개인 의견을 작성하는 경우
- 문제에 제시된 현업상황 또는 판례가 콘텐츠 및 훈련교재에 제시된 내용과 동일한 경우
- 문제에 현업상황 또는 판례를 제시하여 정해진 답을 유도하는 경우
- 회계/재무 계산형 문제, OA/프로그래밍 실습형 문제

◈ 개별화/맞춤화 현업적용형 과제가 아닌 서술형 과제인 경우 B/C등급 조정
- 구체적인 현업상황 제시 및 훈련생의 적용방안 작성 없이, 단순히 훈련내용의 이해도를
확인하는 과제의 경우 B/C등급 조정

◈ 과제 문항의 일부 문항은 개별화/맞춤화 현업적용형, 일부 문항은 서술형 과제로 구성된 경우
B/C등급 조정 (예 : 총 평가문항 3개 중 1개 문항 출제 시 3개 문항 중 1개 문항이 서술형인
경우)
- 단, 서술형 과제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훈련생이 1개 이상의 개별화/맞춤화 현업적용형
과제를 반드시 수행하도록 설계된 경우 인정

◈ 과제 문항 내에 세부문항으로 서술형과 현업적용형이 혼합된 형태의 과제인 경우 인정
- 단, 현업적용형의 비율에 따라 B/C등급 조정 될 수 있음

◈ 개별화/맞춤화 현업적용형 A등급 신청 시 아래 두 가지 자료를 반드시 첨부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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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강사 첨삭 지침서 : 과정개요, 평가 방향 및 구성, 수료기준 등 전반적인 내용의 이해,
평가 시 유의사항 및 평가유형별 피드백 방법,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제시해야 함
- 교·강사 비용지급 가이드라인 : 강사료 지급기준(세금 관련내용 포함), 강사료 정산기준일,
강사료 지급일, 강사료 상향/하향 조정 기준 등 교·강사의 추가적인 첨삭활동에 대한
보상기준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함
* 과정개요서

⇒ [심사등급 산정정보] ⇒ “12. 개별화/맞춤화 현업적용형 과제” 선택 ⇒ [내용] 버튼

클릭 후 첨부파일 탑재

② [B등급] 다양한 평가방법/평가유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평가방법 및 평가유형 안내

∘평가방법 : 시험, 과제, 토론 등 평가활동 방법 (진행단계평가 제외)
∘평가유형 : 평가방법의 세부유형 (예 : 시험 - 선다형, 진위형, 단답형, 서술형 등)
◈ 훈련과정이 시험, 과제 등 평가방법 중 2가지 이상의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인정
- 과제는 서술형, 현업적용형, 계산형, 실습형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선다형 및 단답형 답안을
유도하는 과제는 인정되지 않음 (2단계 평가참여활동 적정성 부적합)

◈ ‘시험’만 수행 시 서술형을 포함한 평가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 인정
- 서술형 : 훈련생이 ‘문장 형태’로 정답을 작성해야 하고, 교․강사가 직접 내용 확인 후 첨삭을
수행하는 문항 유형 (약술형, 논술형 포함 / 단답형 미포함)
- 선다형, 서술형 형태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인정
- 선다형, 진위형, 단답형 형태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C등급 조정

③ [C등급] 평가(시험, 과제 등)를 실시하고 있는가?
◈ 훈련과정의 최종평가가 시험, 과제 등 평가방법 중 한 가지 방법으로만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인정
- 평가방법 중 ‘시험’으로만 평가 수행 시 서술형을 제외한 평가유형(선다형, 진위형 등)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인정
- 평가방법 중 ‘과제’로만 평가 수행 시 서술형 과제로 실시하는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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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단계 심사

○ 심사항목
심사항목
1. 훈련분량 적정성ㅇㅇ

2. 학습계획활동 적정성

3. 학습수행활동 적정성

심사내용

∘ 훈련기관이 제시한 훈련분량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 LMS에서 훈련기간, 학습진행 절차(훈련기간, 평가방법, 수료기준) 등에
대한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 훈련과정에서 제시한 훈련목표 및 훈련대상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 훈련과정의 교수진(교·강사)이 적정한지 여부
∘ 훈련목표 달성에 적합한 훈련내용과 최신 현황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
되었는지 여부

∘ 훈련내용 전달에 있어 적절한 도구(동영상, 그림 등)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 훈련목표, 훈련대상, 훈련내용에 적정한 평가방법을 활용하고 있고, 내용이
4. 평가참여활동 적정성

적정한지 여부

∘ LMS에 제시된 평가 진행(제한 시간, 문항 수 등)과 교․강사 피드백
내용 및 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5. NCS 적정성ㅇㅇㅇㅇ

∘ (NCS 적용과정) NCS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 (NCS 비적용과정) 신청한 NCS훈련분류가 적정한 지 여부

1) 훈련분량 적정성
○ 심사주체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 심사목적
- 훈련과정의 훈련분량이 적절한지 여부
- 평가활동 훈련분량 추가 인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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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방법
(1) 학습활동 훈련분량 인정
- 차시별 진행시간이 25분 이상인 경우 ‘1시간’으로 인정
※ 혼합훈련(인터넷+집체) 시 집체훈련에 대한 분량산정은 차시별 시간(50분) 산정방식으로
산정함.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집체훈련 포함 과정 편성 안내 참고

(2) 평가활동 훈련분량 인정
- 최소 기준 이상 평가활동 수행 시, 최종 인정된 훈련분량에 최대 2시간 인정
훈련분량

평가 인정 대상

평가 최대 인정시간

16(H) 미만

최종평가 1회 이상

최대 1시간 인정

16(H) 이상

중간/최종평가 포함 2회 이상

최대 2시간 인정

※ 평가방법 중 진행단계평가(퀴즈 등)는 훈련분량 인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평가방법이 3가지 이상인 경우, 심사시스템 해당란의 1, 2번째에 입력한 평가방법만 평가활동
훈련분량 심사 시 반영됨
※ 평가활동이 학습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만 훈련분량 인정이 가능하며, 과정개요서 [평가방법
및 수료기준] - [평가시기]에 기재해야 함

- 아래 기준에 따라 1시간 평가시간 인정
평가유형
시험 단독 출제
과제 단독 출제
시험+과제 출제

출제문항 수 기준

∘ 시험 20문항 이상
∘ 과제 3문항 이상*
∘ 시험 10문항 이상 + 과제 1문항 이상

평가 인정시간
1시간
1시간
1시간

* 단, 현업적용형 과제 등이 3문항 미만으로 출제 되는 경우, 1시간에 준하는 수준의 평가문항이면서,
평가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평가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음

평가활동 훈련분량 2시간 인정기준 예시
훈련분량이 16시간 이상이면서 아래 예시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2시간 인정 가능

① 시험 20문항 이상 + 과제 3문항 이상 출제
② 중간시험 20문항 이상 + 최종시험 20문항 이상 출제
③ 그 밖에 평가 2시간 인정 가능한 것으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판정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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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결과 : 적합 / 분량조정 / 부적합
- 적합 : 콘텐츠와 과정개요서 - [과정 및 양식등록] - [과정 차시정보]를 확인한
결과 훈련기관이 제시한 훈련분량이 적절한 것으로 확인된 과정
- 분량조정 : 콘텐츠와 과정개요서 - [과정 및 양식등록] - [과정 차시정보]를 확인한
결과 훈련기관이 제시한 훈련분량이 부적절한 경우 조정함
※ 훈련성과 측정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우(같은 내용 반복재생, 쉬어가기 페이지 등)는 훈련
분량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부적합 : 훈련분량이 1시간 미만인 경우 또는 훈련분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집체훈련 포함 과정의 경우 원격훈련분량이 20% 미만인 경우 부적합 처리됨
*

훈련분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과정개요서 [과정 및 양식등록] - [과정 차시정보]에 기재된
재생 시간과 콘텐츠(훈련내용)의 재생시간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 등

※ 집체훈련 포함 시 집체훈련에 대한 분량산정은 1시간 단위(50분 기준)로 산정함.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집체훈련 포함 과정 편성 안내 참조

Tip

훈련유형별 과정인정 시 최소 인정시간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 훈련과정 분량이 8시간 이상일 것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6조(훈련과정의 인정요건 등)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 훈련과정 분량이 16시간 이상일 것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6조(훈련과정의 인정요건 등)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사전심사 시에는 인정받은 훈련과정 분량이 1시간 이상일 경우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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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계획활동 적정성
○ 심사주체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심사위원
○ 심사목적 : 학습 오리엔테이션 및 학습계획 수립 관련 사항이 적정한지 여부 심사
○ 심사결과 : 적합 / 부적합
【 ‘학습계획활동’ 심사항목 체크리스트】
심사내용

체크리스트

심사결과

학습 절차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훈련진행절차(훈련
1. 오리엔테이션
및 학습계획
수립

기간, 평가방법, 수료기준)등에 대한 내용이 적정한가?
- [집체훈련 포함] 집체훈련으로 구비되어있는 시설 및 장비
가 학습에 적정한가?

☐적 합
☐ 부적합

본 과정의 교수진이 적정한가? (증빙서류 필수 확인)
2. 학습목표 설정

판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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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에서 제시한 훈련목표 및 훈련대상이 적정한가?

□ 적 합 (체크리스트별 제시한 내용이 적정한 경우)
□ 부적합 (제시한 내용이 없거나, 내용이 있어도 적정하지 않은 경우)
※ 항목별 최종 결과는 한 가지라도 부적합이면 부적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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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계획활동

1. 오리엔테이션 및 학습계획 수립

☞ 학습 절차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훈련진행 절차(훈련기간, 평가방법, 수료기준)등에
대한 내용이 적정한가?
* 훈련생이 학습순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훈련진행 절차(훈련기간, 평가방법, 수료기준) 등이
적절하면 적합
* 과정 운영기간이 훈련내용 및 분량에 비해 과다 산정/과소 산정된 경우 부적합
* 학습진행 및 학습수행의 전체적인 목표와 학습수행활동, 일정계획 등이 적절하면 적합
[집체훈련포함] 집체훈련으로 구비되어있는 시설 및 장비가 학습에 적정한가?
∘ 학급당 정원, 훈련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 훈련시설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적합
∘ 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 훈련에 필요한 필수장비 및 기자재가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산업현장
활용도/훈련내용 측면에서 장비 및 기자재 사양, 내구연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부적합
∘ 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 학급당 정원 대비 훈련장비 및 기자재 수량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부적합
※ 집체훈련포함 과정에 대한 사항은 [붙임1] 집체훈련 포함 과정 편성 안내 참고

☞ 본 과정의 교수진이 적정한가? (증빙서류 필수 확인)
․

* 교 강사가 사업주 고시에서 제시하는 자격요건 3가지 중 1가지 이상 충족하고,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적합

․

․

* 다수의 교 강사로 Pool을 구축한 경우, 교 강사들의 학력 및 경력이 전체 훈련내용을 지도하기에
적절하면 적합

․
* 교․강사의 학력 및 경력이 훈련과정의 관련분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불인정 또는 부적합
* 교․강사의 경력사항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 불인정 또는 부적합
* [집체훈련 포함] 집체 교․강사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서 제시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 교 강사의 학력 및 경력이 훈련내용의 일부분만 포함 된 경우 부적합

못하거나 증빙서류가 미흡한 경우 부적합
* 내용전문가의 학력, 경력이 훈련내용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거나, 증빙서류가 미흡한
경우 부적합

․

※ 전체 교 강사가 불인정되는 경우 ‘학습계획활동’에서 부적합이 되고, 일부 불인정되는 경우 인정된

․

교 강사로만 운영 가능

※ 교수진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p. 56 교수진 증빙서류 안내 참고

2. 학습목표 설정

☞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목표 및 훈련대상을 적절히 제시하고 내용이 적정한가?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의 지원대상과 훈련목표
또는 훈련대상의 연계성이 부족한 경우 부적합
* 훈련목표가 훈련생이 학습 후 달성해야 할 목표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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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 강사 관련분야 심사 사례】

① 회계/재무 과정에서 국제통상 전공 또는 영업, 건축/토목 경력 등 관련성이 낮은 경우 불인정
② 기계/자동차 과정에서 전기/전자 전공/경력 등의 관련성이 낮은 경우 불인정
③ 전기/전자 과정에서 건축/토목, 화학, 기계 전공/경력 등 관련성이 낮은 경우 불인정
④ 저작권/특허 과정에서 경영학, 행정학 전공 또는 노무법인 경력 등 관련성이 낮은 경우 불인정
⑤ 마케팅 과정에서 교육학, 간호학, 법학, 행정학 전공/경력 등 관련성이 낮은 경우 불인정
⑥ 구매/계약 과정에서 IT/공학 등 관련성이 낮은 경우 불인정
⑦ 금융 과정에서 경영학/무역/유통 전공/경력 등 관련성이 낮은 경우 불인정
⑧ 부동산 과정에서 영업, 전기/전자 경력 등 관련성이 낮은 경우 불인정
※ 금융 관련 경력의 경우 자산관리 등 부동산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경력에 한해 인정 가능

⑨ 리더십 등 일부 공통직무 과정에서 학력증명서 또는 NGO활동증명서 등만 제출하여 조직 실무
경력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불인정
⑩ 외국어 과정에서 해외대학 석/박사학위 보유 시 인정 가능하며, 학력/경력 외 공인 외국어시험
(TOEIC 등) 점수 결과를 함께 제출 시 감안하여 심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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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예시(부적합 판정)
[예시] 관련분야와 무관한 교 ․ 강사 Pool을 제출한 경우 부적합
【과정명 : 부동산 실무】

≫ 교･강사(내용전문가 제외) 전원의 학력(석사 이상) 전공이 조직인사, 경영과학 등으로
해당과정의 관련분야(부동산)와의 관련성이 떨어지므로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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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교 ․ 강사의 학력 및 경력이 훈련내용의 일부분만 포함된 경우 부적합

【과정명 : 하도급법】

≫ 훈련내용에 대한 교·강사의 학력 및 경력이 전체차시에 해당되지 않고, 일부분에
대해서만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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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교 ․ 강사의 학력 및 경력이 훈련과정의 관련분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부적합

【과정명 : 재무회계】

≫ 교･강사의 학력 및 경력은 OA 및 전산 교육 분야로 훈련과정의 분야(회계)에 대한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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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교 ․ 강사의 경력사항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

≫ 교･강사의 증빙서류로 제출한 재직증명서에 경력에 대한 세부내용(직급, 부서,
담당업무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훈련과정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불인정
[예시] 교 ․ 강사 등록 확인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 교･강사 등록 확인서 내 훈련기관의 서명(또는 직인)이 누락되었으므로 불인정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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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훈련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부적합

≫ 훈련대상에 ‘학생(취준생) 및 일반인’이 포함되어 적정하지 않으므로 부적합
[예시] 수료기준이 사업주/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미흡한 경우 부적합

≫ 수료기준(진도율 및 평가성적)이 지원규정에 고시된 바에 미흡하므로 부적합

89

2019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원격훈련과정심사 훈련기관 설명회 자료집

3) 학습수행활동 적정성
○ 심사주체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심사위원
○ 심사목적 : 훈련내용(콘텐츠 등) 및 훈련과정 설계 관련 사항이 적정한지 여부 심사
○ 심사결과 : 적합 / 부적합
【 ‘학습수행활동’ 심사항목 체크리스트】
심사내용
1. 차시별 학습
준비

체크리스트
LMS 및 콘텐츠 확인이 가능한가?
차시별 (모듈별) 훈련목표의 내용이 적정한가?

심사결과
☐ 적 합
☐ 부적합

훈련목표, 훈련대상, 훈련내용의 연계가 적절한가?
- [집체훈련 포함] 원격훈련과 집체훈련 간 연계성이 적정한가?
훈련내용이 최근 산업현장의 현황과 추이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2. 훈련내용 학습
훈련내용이 최근 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 적 합
☐ 부적합

있는가?
훈련내용 전달에 있어 적절한 도구(동영상, 그림 등)를 사용하고
있는가?
3. 학습정리

판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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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S에 제시된 설문의 내용이 적정한가?

☐ 적 합
☐ 부적합

□ 적 합 (체크리스트별 제시한 내용이 적정한 경우)
□ 부적합 (제시한 내용이 없거나, 내용이 있어도 적정하지 않은 경우)
※ 항목별 최종 결과는 한 가지라도 부적합이면 부적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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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수행활동

☞ LMS 및 콘텐츠 확인이 가능한가?
* 훈련기관 LMS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 한 경우 부적합
* LMS 내 콘텐츠 페이지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부적합
* 콘텐츠 내 퀴즈문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부적합

☞ 차시별(모듈별) 훈련목표의 내용이 적정한가?
* 훈련생이 달성해야 할 차시별 훈련목표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 부적합
* LMS와 과정개요서 별첨자료 간 차시명이 상이할 경우 부적합
* LMS와 과정개요서 별첨자료 간 훈련내용이 상이할 경우 부적합

☞ 훈련목표, 훈련대상, 훈련내용의 연계가 적절한가?
* 훈련목표, 훈련대상과 훈련내용의 연계가 전반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부적합
[집체훈련포함] 원격훈련과 집체훈련 간 연계성이 적정한가?
∘ 원격훈련에서 다룬 훈련내용을 바탕으로 집체훈련에서 심화된 형태로 가르치거나, 훈련생
수행활동(참여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적합
∘ 원격훈련에서 다룬 훈련내용을 집체훈련에서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경우 부적합
∘ 집체훈련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오리엔테이션, 평가활동 등 훈련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부적합
※ 집체훈련포함 과정 심사방법은 [붙임1] 집체훈련 포함 과정 편성 안내

☞ 훈련내용이 최근 산업현장의 현황과 추이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 훈련내용의 최근 통계 및 사례가 적절히 제시되지 않은 경우 부적합

☞ 훈련내용이 최근 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 훈련내용이 최근 법 개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부적합

☞ 훈련내용 전달에 있어 적절한 도구(동영상, 그림 등)를 사용하고 있는가?
* 훈련목표 및 내용특성에 맞는 훈련방법으로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부적합
(예) 신제품 수리기술 습득 과정 : 내용이해를 위해 제품내부구성도, 수리방법 등이 사진,
동영상으로 제시되어야 하나 텍스트만으로 설명된 경우 부적합

☞ LMS에 제시된 설문의 내용이 적정한가?
* 학습에 대한 만족도 및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설문작성 기능이 LMS에 구현되어 있으면 적합

･

* 콘텐츠 내용, 학습방법, 교 강사의 질, 운영지원활동, LMS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면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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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예시(부적합 판정)
[예시] LMS 내 훈련내용(콘텐츠) 중 동영상 재생에 오류가 있는 경우

≫ 훈련내용(콘텐츠) 내 동영상을 재생할 수 없어 학습이 불가능하므로 부적합
[예시] LMS 내 훈련내용(콘텐츠) 중 퀴즈문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 훈련내용(콘텐츠) 내 퀴즈문항의 각 보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어 문제를 풀 수
없으므로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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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LMS와 과정개요서 별첨자료 간 훈련내용이 상이한 경우

≫ ①번 과정개요서 별첨자료(엑셀파일)에 기재된 내용 중 32차시는 ‘직업심리학’ 관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②번 동일 차시의 LMS 내 콘텐츠에는 ③번 ‘노동수요’에
대한 동영상 강의가 수록되어 있으므로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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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훈련내용이 최근 법 개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부적합

≫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감염대책위원회의 설치는 2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및 2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이므로 콘텐츠 내 개정 내용 반영 미흡으로 부적합
[예시] 훈련내용의 최근 현황이 적절히 제시되지 않은 경우 부적합

≫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에 대한 내용이지만 2010년 자료를 사용하여 현재 ‘발효된
FTA’를 ‘서명 및 협상타결 FTA’로 소개하고 있으므로 최근 현황이 적절하게 제시되고
있지 못하므로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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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참여활동 적정성
○ 심사주체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심사위원
○ 심사목적 :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목표 달성여부 및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기준에 맞도록 평가활동이 구성되었는지 여부 심사
○ 심사결과 : 적합 / 부적합
【 ‘평가참여활동’ 심사항목 체크리스트】
심사내용

체크리스트

심사결과

훈련목표, 훈련대상, 훈련내용에 적정한 평가방법을 활용하고
있고, 내용이 적정한가?
1. 평가응시

각 문항별 정답 및 해설, 채점기준과 배점, 출제목적 등이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적 합
☐ 부적합

LMS에 제시된 평가 진행(제한시간, 문항 수 등) 절차가 적정
한가?
2. 평가과제 제출

판정 결과

･

평가에 대한 교 강사 피드백 내용 및 방법이 적정한가?

☐적 합
☐ 부적합

□ 적 합 (체크리스트별 제시한 내용이 적정한 경우)
□ 부적합 (제시한 내용이 없거나, 내용이 있어도 적정하지 않은 경우)
※ 항목별 최종 결과는 한 가지라도 부적합이면 부적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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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참여활동

☞ 훈련목표, 훈련대상, 훈련내용, 훈련방법에 적정한 평가방법을 활용하고 있고, 내용이 적정한가?
⑴ 최종평가로 평가방법(시험 또는 과제)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
* 제시된 평가방법만으로는 훈련목표 달성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추가적인 평가방법(시험, 과제 등)
이 필요한 경우 부적합

⑵ 최종평가로 실습형/문제해결형 과제가 필요한 경우
* 과정내용의 특성상 객관적 지식을 묻는 문항보다는 실습형/문제해결형 과제가 적절한 경우 부적합

⑶ 평가방법(시험 또는 과제)의 난이도 상향이 필요한 경우
* 평가문항의 난이도가 과정을 수강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수준인 경우 부적합
* 훈련목표 달성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평가문항의 난이도가 낮은 경우 부적합
* 랜덤 출제 되는 평가문항 간 난이도의 차이가 큰 경우 부적합

⑷ 평가방법(과제)의 평가유형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 평가방법(과제)의 세부 평가유형이 진위형, 선다형, 단답형으로만 구성된 경우 부적합

☞ 각 문항별 정답 및 해설, 채점기준과 배점, 출제목적 등이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⑴ 진행단계평가 설계가 부적절한 경우
* 진행단계평가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부적합
* 진행단계평가가 수료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부적합
* 진행단계평가의 실시 횟수, 출제문항 수, 난이도에 비해 수료기준 점수가 과다하게 부여된 경우 부적합
* 진행단계평가 출제문항과 최종평가(시험, 과제 등)의 출제문항이 동일한 경우 부적합

⑵ 최종평가에서 전체 차시에 대한 평가가 미흡한 경우
* 전체 차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부적합
단, 집체훈련 포함(혼합훈련) 과정인 경우 집체훈련 관련 차시에 대한 평가 미출제 가능
* 출제문항 수가 훈련목표의 달성여부를 판단하기에 부족한 경우 부적합

< 최종평가 출제문항 수 심사기준 >
평가유형
시험 단독 출제
과제 단독 출제
시험+과제 출제

출제문항 수 기준

∘시험 20문항 이상
∘과제 3문항 이상*
∘시험 10문항 이상 + 과제 1문항 이상

비고

∘시험시간 60분 기준
-

∘시험시간 30분 기준

* 단, 현업적용형 과제 등이 3문항 미만으로 출제 되는 경우, 1시간에 준하는 수준의 평가문항이면서,
평가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경우 인정받을 수 있음
※ 위 기준은 문항 수에 대한 최소기준이며, 해당 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훈련목표 달성여부를
판단하기에 미흡한 경우 부적합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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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평가문항(진행단계평가/시험/과제)에 오류가 있는 경우
*
*
*
*

평가문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부적합
개정된 내용이 평가문항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부적합
제시된 문항과 정답 및 해설, 채점기준 내용이 서로 상이하게 제시된 경우 부적합
학습자가 문제를 풀 때, 정답에 영향을 주는 오탈자가 있는 경우 부적합

⑷ 평가문항(진행단계평가/시험/과제)의 정답 및 해설, 배점, 차시정보 등에 공란이 있는 경우
* 평가문항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차시정보, 문제, 정답, 배점 등을 미기재 한 경우 부적합

Tip

전체 차시 평가 안내

◈ 최종평가는 반드시 ‘전체 차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단, 평가방법별로 구분
하여 ‘전체 차시’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지 않음

∼

∼

(예 : 총 16개 차시의 과정일 때 1 10차시는 시험문항 출제, 11 16차시는 과제문항으로
출제한다면 전체 차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함)

◈ 진행단계평가는 전체 차시 출제 여부에 포함되지 않음
∼

∼

(예 : 총 16개 차시의 과정일 때 1 2차시는 진행단계평가 문항, 3 16차시는 시험 문항을
출제한다면 전체 차시에 대한 평가로 인정하지 않음)

◈ 집체훈련 포함 과정인 경우 집체훈련 차시는 전체 차시 출제와 무관함
∼

∼

(예 : 총 10개 차시의 과정일 때 1 5차시는 집체훈련, 6 10차시는 인터넷원격훈련으로 진
행된다면, 최종평가는 6 10차시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

∼

※ 단, 집체훈련은 과정개요서 별첨자료 [1. 훈련내용 및 방법]에 집체훈련에 대한 평가방법을
상세히 작성해야 함
※ 집체훈련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실시해야 함(수료기준 반영여부는 훈련과정 설계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 가능)

⑸ 평가문항(진행단계평가/시험/과제)의 총 평가문항 수와 출제문항 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
* 총 평가문항 수와 실제 평가문항 수가 상이한 경우 부적합
* 출제문항 수가 총 평가문항 수보다 많은 경우 부적합

⑹ 중복문제를 출제한 경우
* 중복되는 평가문항이 있는 경우 부적합
* 동일문항으로 단답형과 선다형을 출제한 경우 부적합

⑺ 문항 및 보기, 해설의 내용을 유추하여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
* 특정 문항 및 보기, 해설의 내용을 유추하여 다른 문항의 정답을 알 수 있는 경우 부적합

⑻ 시험 문항의 배점에 오류가 있는 경우
* 시험 문항 중 일부 문항의 배점이 잘못 기입되어 100점 만점이 되지 않는 경우 부적합

⑼ 제시된 과제의 평가문항이 포괄적이지만 정답 및 해설, 채점기준은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
* 정답 및 해설, 채점기준은 세분화되어 있는데 반해 과제 문항이 포괄적이어서 훈련생이 제시된 평가문항
으로는 정답을 작성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부적합

⑽ 과제 문항의 배점이 상이한 경우
* 세부배점의 합과 총 배점이 다른 경우 부적합
* 세부배점이 잘못 부여된 경우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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⑾ 과제 문항의 객관적인 채점기준이 필요한 경우
* 채점기준에 대한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부적합
* 채점기준에 ‘논리적인 / 미흡한 / 독창성 / 창의성 / 성실성 / 이해가 다소 부족한 경우’ 등 주관적인
단어가 사용된 경우 부적합

⑿ 과제 문항에 기본점수를 부여한 경우
* 과제선택, 과제제출 등 평가내용 이외의 항목에 기본점수를 부여한 경우 부적합
* 배점과 감점 기준이 맞지 않아 기본점수가 부여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경우 부적합
* 글자 수, 출처 인용 등 답안 내용과 관계없이 작성한 사실만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 부적합

⒀ 과제 문항 점수를 과다하게 부여한 경우
* 수료가 용이하도록 배점을 과다하게 산정한 경우 부적합
* 특정 항목에 점수를 과다하게 부여하여 세부채점기준이 필요한 경우 부적합

⒁ 실습형/문제해결형 과제의 모범답안(예시답안)이 누락된 경우
* 실습형/문제해결형 과제에서 모범답안(예시답안)이 없는 경우 부적합

⒂ 평가문항(시험/과제)이 3배수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진행단계평가 제외)
* 시험/과제의 총 평가문항 수가 출제문항 수의 3배수가 되지 않는 경우 부적합

☞ LMS에 제시된 평가 진행(제한시간, 문항 수 등) 절차가 적정한가?
⑴ LMS 내 학습평가 기능에 오류가 있는 경우
* LMS에서 평가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부적합
* LMS에서 평가응시 시 평가문항 또는 보기가 누락된 경우 부적합

⑵ 과정개요서/과정개요서 별첨자료 평가의 평가문항과 LMS 출제된 평가문항이 상이한 경우
* LMS와 과정개요서 별첨자료 간 평가문항이 상이한 경우 부적합
* LMS와 과정개요서 별첨자료 평가 간 평가문항 유형이 상이한 경우 부적합
* LMS와 과정개요서 [평가방법 및 수료기준] 간 평가문항 수가 상이한 경우 부적합

⑶ 평가(시험) 응시 시 시험시간(분)에 오류가 있는 경우
* 평가(시험) 응시 시 시험시간(분) 제한이 없는 경우 부적합
* 평가(시험) 응시 시 시험시간(분)이 평가유형 및 문항 수 대비 적절하지 않은 경우 부적합

< 시험시간(분) 심사기준 >

∘ 평가(시험) 응시 시 시험시간(분)은 심사기준(예 : 20문항 최대 60분, 40문항 최대 120분
등)을 충족해야 하며, 심사기준 미충족 시 문항유형 및 난이도에 따라 부적합 될 수 있음

⑷ 평가(시험) 응시 시 재응시 제한이 없는 경우
* 평가(시험) 응시 시 재응시 제한이 없는 경우 부적합

☞ 평가에 대한 교･강사 피드백 내용 및 방법이 적정한가?
* 과정에 대한 개요, 평가방법 및 구성, 수료기준, 유의사항 안내 및 평가유형별 피드백 방법, 상호작용
방법 등이 적절히 제시되어 있으면 적합
* 과정개요서 별첨자료 [2. 학사관리시스템]에서 해당 기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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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예시(부적합 판정)
[예시] 훈련내용의 특성상 시험보다는 실습형/문제해결형 과제가 적절한 경우

≫ ‘엑셀 2013’ 활용 훈련과정으로 훈련목표는 ‘엑셀2013의 기능 습득’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평가방법은 시험(선다형)만 제시됨. 훈련목표 달성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평가방법(실습형 또는 문제해결형 과제)이 필요하므로 평가방법 미흡으로
인한 부적합

[예시] 문항의 난이도가 과정을 수강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수준인 경우

≫ 문항과 보기를 유추해 볼 때, 과정을 수강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난이도이므로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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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전체 차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제시된 최종평가(시험, 과제 등)가 전체 차시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적합
[예시] 출제문항 수가 훈련목표의 달성여부를 판단하기에 부족한 경우

≫ ②번

훈련내용은 61개 차시로 구성되었지만 ①번에 기재된 총괄평가(시험)의

출제문항 수는 총 10문항으로 제시되어 훈련분량 대비 평가문항 수가 훈련목표를
달성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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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학습내용과 전혀 관련 없는 평가문항이 출제된 경우

≫ ①번 훈련내용은 ‘기업혁신을 위한 분임조활동 ABC - 제조업’에 관한 내용인데 ②번
평가내용은 해당과정과 관련이 전혀 없는 기후 및 탄소 배출권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므로 훈련목표를 달성하는데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부적합

[예시] 최근 개정된 내용이 평가문항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 2017년 4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7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이에 대한 내용이 문항 전반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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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평가문항의 차시정보, 문제, 정답, 배점 등을 미기재 한 경우

≫ 차시정보, 문제, 정답, 배점 등에 미기재(공란 등)가 있으므로 부적합
[예시] 동일문항으로 단답형과 선다형을 출제한 경우

≫ 동일문항으로 단답형 및 선다형으로 다르게 출제 할 경우, 랜덤 출제 시 동시에 문제가
제시될 수 있으므로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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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중복되는 평가문항이 있는 경우

≫ 진행단계평가 문항 8번과 시험 19번의 문항 및 보기, 정답 및 해설이 중복되므로
부적합

[예시] 정답과 해설이 상이한 경우

≫ 정답은 O 이나 해설내용은 X 가 정답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부적합
[예시] 단일 정답을 제시했으나 중복 정답이 될 수 있는 경우

≫ 캐드 삭제 명령은

Erase가 맞지만 윈도우 공통 삭제 명령인 Delete도 정답이 될 수

있으므로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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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특정 문항 및 보기 내용을 유추하여 다른 문항의 정답을 알 수 있는 경우

≫ 42번 문항의 문제와 보기 내용을 참고하여 70번 문항의 정답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부적합
[예시] 제시된 문항과 정답 및 해설, 채점기준 등이 서로 상이하게 제시된 경우

≫ 정답파일에서는 페이지 테두리 여백을 1.5cm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채점기준에는
1cm로 설정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므로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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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과정개요서 [평가방법 및 수료기준]과 과정개요서 별첨자료 간 총 평가문항 수가 상이한
경우

≫ ①번 과정개요서 [평가방법 및 수료기준]에 제시된 총 평가문항 수는 35문항이지만
②번 과정개요서 별첨자료 [3-2. 평가(시험)]에 제시된 실제 평가문항 수는 60문항으로
서로 상이하므로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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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각 평가문항의 배점의 합과 총 배점이 상이한 경우

≫ ①번 문항의 배점은 40점, ②번 문항의 배점은 50점으로 채점기준의 총 합계는
90점이지만 배점은 100점으로 상이하므로 부적합

[예시] 정답 및 해설, 채점기준은 세분화되어 있지만 평가문항이 포괄적이어서 훈련생이 제시된
평가문항으로는 정답을 작성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 정답 및 해설, 채점기준은 세분화되어 있지만 평가문항이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정확한
문제의 요구를 판단하기에 어려우므로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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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채점기준에 대한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 채점기준 중 ‘기타’에 대한 내용이 주관적이고 불명확해서 객관적인 채점기준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합

[예시] 채점기준에 대한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 채점기준 중 ‘정확한 이해’, ‘이해가 다소 부족할 때’, ‘이해가 부정확할 때’의 기준이
주관적이고 불명확해서 객관적인 채점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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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채점기준에 주관적인 단어가 사용된 경우

≫ 채점기준에 주관적인 단어(논리적인/ 미흡한/ 독창성/ 창의성/ 성실성/ 이해 등)가
사용되었으므로 부적합

[예시] 채점기준에 기본점수에 점수를 부여한 경우

≫ 채점기준 중 ‘과제제출 및 정해진 형식을 지켰는지 여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등
훈련내용과 무관한 내용에 대한 기본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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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배점과 감점의 기준이 맞지 않아 기본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경우

≫ 채점기준 중 문항에 적합하지 않은 사례가 제시된 경우도 점수가 부여되므로 부적합
[예시] 특정 항목에 점수를 과다하게 부여하여 세부채점기준이 필요한 경우

≫ ‘표본공간’에 대한 점수가 50점으로 특정 항목에 점수를 과다하게 부여하고 있어
세부채점기준이 필요하므로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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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LMS에서 평가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 LMS의 평가(시험)응시 버튼을 불렀을 때, 오류로 평가(시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부적합
[예시] LMS에서 첨부자료(데이터 자료 등) 누락으로 평가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엑셀 실습 데이터’가 있어야 하나, 문제 파일만 첨부되고 데이터
파일은 확인 되지 않아 평가(과제) 응시가 불가능하므로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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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LMS와 과정개요서 [평가방법 및 수료기준] 간 시험 출제문항 수가 상이한 경우

≫ ②번 과정개요서 [평가방법 및 수료기준]에 제시된 시험 출제문항 수는 10문항이나,
①번 LMS에 출제된 시험 출제문항 수는 20문항으로 상이하므로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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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LMS와 과정개요서 별첨자료 평가 간 평가문항이 상이한 경우

≫ ①번 LMS에 출제된 평가문항의 보기와 ②번 과정개요서 별첨자료 내 제시된
평가문항의 보기가 상이하므로 부적합

[예시] LMS와 과정개요서 별첨자료 간 평가문항이 상이한 경우 부적합

≫ LMS와 과정개요서 별첨자료 간 평가문항이 상이하므로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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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LMS에서 평가 응시 시 평가문항 또는 보기가 누락된 경우

≫ LMS에 제시된 평가(시험)의 선다형 문항에서 보기가 누락되어 정답을 찾을 수
없으므로 부적합

[예시] LMS와 과정개요서 별첨자료 평가 간 평가문항의 유형이 상이한 경우

≫ 동일한 문항인데, LMS에는 선다형, 과정개요서 별첨자료는 단답형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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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평가(시험) 응시 시 시험시간(분)이 평가유형 및 문항 수 대비 적절하지 않은 경우

≫ 평가(시험) 시험시간이 80분으로, 출제문항 수(선다형/단답형 20문항) 대비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부적합

5) NCS 적정성
○ 심사주체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심사위원
○ 심사목적 : (NCS 적용과정) NCS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심사
(NCS 비적용과정) 신청한 NCS훈련분류가 적정한 지 여부 심사
○ 심사결과 : 인정 / 분류조정 / 불인정

∘ (NCS 적용과정) NCS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 인정 : NCS 적용 과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과정
- 분류조정 : NCS 세분류가 적정하지 않아 조정되는 과정
- 불인정 : NCS 적용 과정으로 인정될 수 없거나, NCS 반영 비율이 40% 미만인
과정 (NCS 비적용 과정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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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S 비적용과정) 신청한 NCS훈련분류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 인정 : 신청한 NCS 세분류가 적정하여 인정될 수 있는 과정
- 분류조정 : 신청한 NCS 세분류가 적정하지 않아 조정되는 과정
※ NCS 적용/NCS 비적용 과정의 정의 및 심사기준은 [붙임3] NCS 편성 가이드 참고

○ 심사방법 : 훈련기관이 제출한 과정의 훈련내용 및 과정개요서, 과정개요서
별첨자료 등을 바탕으로 신청한 NCS훈련분류가 적정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NCS적용과정의 경우 NCS 적용 과정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심사
【 ‘NCS 적정성’ 심사항목 체크리스트】
심사항목

심사내용
NCS 세분류가 적정한가?

NCS 적정성

심사결과
☐인

정

☐ 분류조정

[NCS 적용 과정] NCS 능력단위요소가 훈련과정에

☐인 정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불인정

[NCS 적용 과정] NCS 반영비율이 적정한가?

☐인 정
☐ 불인정

- NCS 세분류가 적정한가?
훈련내용과 과정개요서 [기본정보]에 기재된 NCS 세분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분류 조정

※ 특정 NCS 분류로 편성하기 어려운 공통직무훈련과정(리더십 등)은 별도 구분 예정

- [NCS 적용 과정] NCS 능력단위요소가 훈련과정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① NCS 훈련기준에 제시된 능력단위요소 및 수행준거와 NCS 적용 과정의 훈련내용이 불일
치하는 경우 불인정

② 과정개요서 별첨자료 [3. 평가] 시트에 기재된 평가문항별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불인정

- [NCS 적용 과정] NCS 반영비율이 적정한가?
NCS 반영 차시 인정값 기준, NCS 반영비율이 40% 미만인 경우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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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NCS 적용 과정 인정

◈ NCS 적용 과정으로 인정받았더라도 훈련기관이 작성한 NCS 반영 차시가 모두 인정받는 것은
아니며, 일부 차시가 미반영 차시로 변경될 수 있음

◈ 따라서, 일부 차시가 미반영 차시로 판정될 경우 NCS 반영 비율의 범위(70% 이상 → 40%이상
∼70% 미만)가 조정될 수 있음
※ 단, NCS 반영 비율이 40% 미만이 되는 경우 ‘불인정’ 처리되며, ‘NCS 비적용 과정’으로 조정됨

◈ 단, 집체훈련포함 과정(B/L) 내 집체훈련 차시는 제외하므로 원격훈련 차시에 NCS 적
용으로 개발한 경우만 NCS 적용 과정으로 신청해야 함

Tip

NCS 비적용과정 훈련분류 조정

◈ 훈련과정의 해당 NCS 소분류에 따라 공급정도 조정계수가 부여됨에 따라 NCS 비적용 과정에
대해서도 NCS 훈련분류 검토

◈ 원격훈련과정 심사 신청 시 훈련내용과 가장 부합하는 NCS 세분류 선택
◈ NCS 세분류가 훈련내용에 적정하지 않은 경우 심사 시 조정할 수 있음
- NCS 세분류가 조정되어 소분류가 변경되는 경우, 공급정도 조정계수는 조정된 소분류로 적용함
- 공통직무훈련 및 외국어과정 등 특정 NCS 소분류로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 일괄 조정됨

※ 예 : 공통직무훈련 010101 경영기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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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적정성

☞ NCS 세분류가 적정한가?
* 훈련기관에서 신청한 과정의 NCS 세분류가 훈련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 인정
* 신청한 과정의 NCS 세분류가 훈련내용과 불일치한 경우 분류조정
* 신청한 과정의 NCS 세분류가 훈련내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경우 분류조정
* 신청한 과정의 NCS 세분류가 미개발된 경우 분류조정
* 특정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공통직무과정(020101 경영기획)에 해당하나 타 세분류로 신청한 경우
분류조정

※ 외국어 과정 또한 NCS 직업기초능력에 해당하므로 공통직무과정으로 신청해야 함

☞ NCS 능력단위요소가 훈련과정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NCS 훈련기준에 제시된 능력단위요소 및 수행준거와 NCS 적용 과정의 훈련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불인정
* NCS 훈련기준에 제시된 수행준거가 훈련과정의 차시목표로 활용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
* NCS 적용과정의 차시목표(수행준거)와 실제 훈련내용이 불일치한 경우 부적합
* 원격훈련으로 실시가 불가한 수행준거를 사용하여 원격훈련으로 개발한 경우 불인정
* 과정개요서 별첨자료 [3. 평가] 시트에 기재된 평가문항별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불인정
* 해당 NCS 훈련기준 파일을 제출하지 않거나 타 훈련기준 파일을 제출하여 적용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불인정
* 1개 차시에 2개 이상의 능력단위요소를 반영한 경우 불인정
* 1개 능력단위요소를 2개 이상의 차시에 반영한 경우 인정
단, 동일한 훈련목표(수행준거)를 2개 이상 차시에 사용할 수 없음

☞ NCS 반영비율이 적정한가?
* NCS 반영 차시 인정값 기준, NCS 반영비율이 40% 미만인 경우 불인정
* NCS 반영 차시 인정값 기준, NCS 반영비율이 전체 차시 중 40%~70%로 조정된 경우 인정
* NCS 직업기초능력으로 차시 및 훈련내용을 개발한 경우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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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예시(불인정 판정)
[예시] 과정의 NCS 훈련분류와 차시에 적용된 NCS 능력단위(요소)가 상이한 경우

≫ 해당 과정은 ① 과정개요서 [기본정보]에서 ‘고객관리’를 NCS 훈련분류로 설정
하였으나, 실제로 ②･③ ‘일반영업’의 NCS 능력단위(요소)를 차시 및 훈련내용에
적용하였으며 차시구성 및 훈련내용이 ‘일반영업’에 적정하므로 분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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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과정의 NCS 훈련분류와 훈련내용 간 매칭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 과정개요서 ① [기본정보] 및 ② [NCS 정보]에서 ‘매장판매’를 NCS 훈련분류로 설정하여
NCS 적용 과정으로 심사 신청하였으나, 차시구성 및 훈련내용이 ‘매장판매’가 아닌
‘고객관리’에 적정하므로 분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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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발표

○ 심사결과 확인
-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심사결과를 최종 발표하면 훈련기관은 원격훈련심사
시스템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 적합 : 훈련등급(A, B, C)과 심사발급코드가 부여되며, 신청한 훈련유형에 해당하는
훈련과정 인정 신청이 가능함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 대상한정 설정될 수 있음(하단 유의사항 참고)
※ 부여된 심사발급코드에서 17번째 자리 공급정도에 따라 훈련비 지원율이 차등됨(하단 참고사항 참조)

- 부적합 : 부적합 사유를 확인할 수 있음
※ 부적합 과정을 수정하여 재심사 신청할 경우, 안내된 부적합 사유뿐만 아니라 과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신청하여야 함

○ 심사결과 이의신청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직업능력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은 원격훈련심사센터 대표메일(e-simsa@koreatech.ac.kr)로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내용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는 이의신청 접수를 위해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과정을 심의하고,
60일 이내 그 결과를 훈련기관에 통보함
- 이의신청된 과정은 결과가 통보되기 전까지 별도의 심사신청은 할 수 없음

참고사항

【대상한정 설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 원격훈련과정 중 훈련대상에 따라 취미, 교양, 재테크 목적으로 활용되는 등 직무 관련성이
달라질 우려가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대상한정 설정
(예) 금융, 법률, 부동산, 세무 등

○ 훈련유형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포함하여 신청한 과정은 대상한정 설정 시, 과정인정
및 실시신고 단계에서 관련서류(근로자 직무와 훈련과정 간 관련성 확인서, 훈련참여자
담당직무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함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3조제1항 참조

120

Ⅱ. 인터넷원격훈련 심사제도 세부 내용 설명

공급정도에 따른 조정계수 안내(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 개요
○ 시장에서의 훈련과정 공급 수준에 따라 정부의 훈련비 지원율 차등
○ 훈련과정별로 해당 분야의 훈련과정 공급정도를 측정하여 조정계수 값 부여
-

NCS 소분류를 기준으로 훈련과정의 공급정도를 판단

□ 산출방법
① (공급정도 기준값 산정) ‘유효기간 내의 전체 원격훈련과정(심사코드 기준) 수’를
‘전체 NCS 소분류 개수’로 나눈 평균을 기준값으로 설정
② (조정계수 부여) ‘기준값(①번) 대비 NCS 소분류별 과정 수’ 비율을 산출하여 구간에
따라 공급정도(1~4) 및 조정계수(0.7~1) 값 부여
< 공급정도 심사 기준 및 지원율 반영(안) >
공급정도
(심사코드반영)

평균값 대비
해당분야의 과정 수 비율

지원율 조정계수(안)

1

500% 초과

0.7

2

200% 초과

0.8

3

100% 초과

0.9

4

100% 이하

1.0

□ 기타사항
○ 직무법정훈련과정 및 외국어 과정은 조정계수 적용 제외
○ 특정 NCS분류로 편성하기 어려운 과정(예 : 리더십 등 공통직무훈련)은 심사코드에
별도 구분(심사발급코드 16번째 자리 신청유형)값을 부여하며, 동일한 공급정도
(심사발급코드 17번째 자리) 값 부여 예정
○ 공급정도 기준 및 훈련과정별 공급정도 정보는 매년 정책방향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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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원격훈련 심사발급코드 부여 방법

I20180808-0001-L1116-01
코드자리

예시
I (인터넷원격), P (우편원격),

I
(코드자리1)

20180808

훈련유형

U (기업대학), C (컨소시엄),
H (스마트훈련), B (혼합훈련)

〜

심사발표일자(년, 월, 일)

-

〜

해당 차수 일련번호

-

(코드자리 2 9)
0001

의미

(코드자리 11 14)

전문직무 과정 : L, 외국어과정 : F,

L
(코드자리 16)

과정운영 형태

NCS 적용 과정 : A,
직무법정과정 : R, 공통직무과정 : J
NCS소분류별 평균과정수 대비
해당분야의 과정 수 비율

1
(코드자리 17)

공급정도

500% 초과: 1, 200% 초과: 2
100% 초과: 3, 100% 이하: 4
* 직무법정과정, 외국어과정: 0

1
(코드자리 18)
16

〜

(코드자리 19 20)

훈련등급

A등급 : 1, B등급 : 2, C등급 : 3

훈련시간

훈련과정 이력관리번호

10
(코드자리 22~23)

이력관리번호

* 스마트훈련의 경우, 코드자리 22번째
1: 교수설계유형
2: 기술기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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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터넷원격훈련 1단계, 2단계 심사 체크리스트
심사
단계

심사항목

심사세부항목

참조
페이지

시사, 일반상식 등 교양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가?
개인의 취미, 오락, 스포츠, 재테크, 건강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가?
외국어 능력평가 시험 응시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가?
직무수행 적정성

2개 이상의 주제를 조합한 과정의 경우, 차시 간 조합이 타당한가?

p.61

근로자의 직무와 관계없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가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려는 과정인가?
타 부처 또는 공공기관을 통한 이중지원, 주요 훈련대상이 공무원인 과정
등 정부지원 필요성이 낮은 과정인가?
원격훈련과정으로서의 기본 요건을 갖추었는가?
원격훈련 적정성

전문적인 지도나 실습만이 필요한 기능연마, 기능숙련 과정인가?

p.66

자격증 시험대비 문제풀이 및 해설 위주의 과정인가?

훈련
콘텐츠
품질
우수성

1
단
계

훈련

A등급 : ‘훈련콘텐츠 전달방식’과 ‘훈련내용 및 최신성’이 매우 우수한 훈련
과정인가?
B등급 : ‘훈련콘텐츠 전달방식’과 ‘훈련내용 및 최신성’이 우수한 훈련
과정인가?
C등급 : ‘훈련콘텐츠 전달방식’과 ‘훈련내용 및 최신성’이 일반적인 훈련
과정인가?
A등급/B등급 : 집체훈련 포함 과정인가?

방법
특화

훈련
등급
적정성

C등급 : 원격훈련(인터넷) 과정인가?
A등급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능력단위요소로 구성되었고(70%
이상), 평가에서 NCS 능력단위요소의 반영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가?

산업
현장성

B등급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능력단위요소로 구성되었고(40% 이상
- 70%미만), 평가에서 NCS 능력단위요소의 반영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가?

p.67

C등급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비적용 과정인가?

학습
지원
강화

A등급 : 훈련과정 내 교·강사-훈련생 간 맞춤화된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훈련생 개인별 교수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B등급 : 개별화/맞춤화 된 학습자료 제공 등 상호작용 활동 및 교수학습
지원이 강화되었는가?
C등급 : 훈련과정 내 표준화(일반화)된 상호작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A등급 : 개별화/맞춤화 현업적용형 과제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평가

B등급 : 다양한 평가방법/평가유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C등급 : 평가(시험, 과제 등)를 실시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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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단계

심사항목

심사세부항목

참조
페이지

훈련분량이 시간단위로 적정하게 구성되었는가?

p.79

훈련분량 적정성
평가활동 훈련분량 추가 인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오리엔
테이션
및
학습

학습

계획

계획

활동

수립

학습 절차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훈련진행절차
(훈련기간, 평가방법, 수료기준)등에 대한 내용이 적정한가?
- [집체훈련 포함] 집체훈련으로 구비되어있는 시설 및 장비가 학습에
적정한가?
본 과정의 교수진이 적정한가? (증빙서류 필수 확인)

p.82

적정성
학습
목표

훈련과정에서 제시한 훈련목표 및 훈련대상이 적정한가?

설정
차시별

LMS 및 콘텐츠 확인이 가능한가?

학습
준비

차시별 (모듈별) 훈련목표의 내용이 적정한가?
훈련목표, 훈련대상, 훈련내용의 연계가 적절한가?

학습

- [집체훈련 포함] 원격훈련과 집체훈련 간 연계성이 적정한가?

수행

훈련

2

활동

내용

훈련내용이 최근 산업현장의 현황과 추이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단

적정성

학습

훈련내용이 최근 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계

p.90

훈련내용 전달에 있어 적절한 도구(동영상, 그림 등)를 사용하고 있는가?
학습
정리

LMS에 제시된 설문의 내용이 적정한가?
훈련목표, 훈련대상, 훈련내용에 적정한 평가방법을 활용하고 있고, 내용이
적정한가?

평가
평가

응시

각 문항별 정답 및 해설, 채점기준과 배점, 출제목적 등이 적정하게 제시되어

참여

있는가?

활동

LMS에 제시된 평가 진행(제한시간, 문항 수 등) 절차가 적정한가?

p.96

적정성
평가
과제

･

평가에 대한 교 강사 피드백 내용 및 방법이 적정한가?

제출
NCS 소분류가 적정한가?

NCS 적정성

[NCS 적용 과정] NCS 능력단위요소가 훈련과정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NCS 적용 과정] NCS 반영비율이 적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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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

스마트훈련 심사제도 세부 내용 설명

스마트훈련 과정 심사 개요

1 스마트훈련 소개

□ 스마트훈련 정의 및 목적
○ 스마트훈련이란 위치기반서비스, 가상현실 등 스마트 기기의 기술적 요소를
활용하거나, 특성화된 교수방법을 적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의미함
○ 스마트훈련 도입 목적
- (직업훈련 성과 제고) 기존 효율성 관점에서 접근했던 원격훈련을 훈련생의 ‘성과’
중심으로 관점 전환
- (첨단정보통신 기술 활용 훈련과정 개발 장려) 위치기반서비스, 가상현실 등 스마트
기기의 기술적 요소를 활용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형태의 훈련과정 개발 장려
- (특성화된 교수설계 방법을 사용한 훈련과정 개발 장려) 플립러닝, 진행형 훈련,
원격과 집체를 융합한 Blended Learning 등 특성화된 교수설계 방법을 현장에 맞춰
유연하게 설계한 훈련과정 개발 장려
- (창의적 훈련과정 개발 장려) 기존 획일화된 훈련과정 형태에서 Gamification 훈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된 창의적 훈련과정 개발 장려
- (정형화된 훈련과정 수강방식 탈피) 기존 정형화된 훈련과정 수강방식에서
비형식･무형식의 학습자원(지식, 노하우)을 공유,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
- (교･강사의 역할 강화) 기존 과제에 대한 첨삭 강사로서의 수동적인 교･강사
역할에서 훈련생의 학습활동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촉진자’로서의 역할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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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훈련 유형
○ 과정개발 초점에 따라 ‘기술기반 유형’과 ‘교수설계 유형’으로 구분

• 기술기반 유형
- 위치기반서비스, 가상현실 등 스마트 기기의 기술적 요소를 활용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형태로 운영하는 원격훈련 유형

• 교수설계 유형
- 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특성화된 교수설계 방법을 적용하여 운영하는 원격훈련 유형

○ 기술기반 유형 예시
- (가상현실 활용 훈련)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훈련과 유사하게 구현하여
훈련에 몰입시키는 훈련유형
※ 예 : 콘텐츠형, 헤드마운트디스플레이(HMD)형, 시뮬레이터형 가상훈련 등

- (증강현실 활용 훈련) 현실세계에 3차원 가상의 객체를 겹쳐서 보여줌으로써
훈련생에게 실제 환경보다 많은 훈련내용을 전달시킬 수 있는 훈련유형
- (스마트디바이스 활용 훈련) 스마트디바이스의 특성을 활용하여 기존 원격훈련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형태의 기술기반 훈련유형
※ 예 : 위치기반서비스, 센서 활용기술,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활용한 훈련

- (플랫폼 활용 훈련)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거나, 새로운 기술 요소를 도입한 플랫폼
기반의 기술을 활용한 훈련
○ 교수설계 유형 예시
- (플립러닝) 전통적인 학습방식을 ‘뒤집는 학습(flipped learning)’으로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자기주도적으로 사전학습을 진행하고, 집체훈련을 통해 협력,
토론, 문제중심학습 등 사전학습내용의 이해와 심화를 돕는 훈련유형
- (진행형 훈련) 교·강사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훈련생의 수준/직무/요구사항
등에 따라 훈련방법, 훈련내용, 훈련전략 등을 적시적으로 적용시키는 개별화/맞춤화
훈련
- (소셜러닝)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SNS를 통해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면서 학습이
진행되는 훈련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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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활동형 훈련) 학습진행 외 과제, 실습, 토론 등 훈련생 참여활동이 진행되며,
활동에 대한 교·강사의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학습이 전개되는 훈련유형
- (모듈형 훈련) 훈련생의 수준/직무/요구사항에 맞춰 5~10분 단위의 학습모듈을
조합, 훈련생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훈련유형
- (Micro Learning) 짧은 단위의 학습 서비스인 마이크로 콘텐츠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접속하여 빈번하게 학습이 진행되는 훈련유형
- (Adaptive Learning) 상세한 개별 학습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 수행과 진행에
따라 학습자의 필요 사항을 고려하며 적절한 수준의 교수 자료와 학습 지원을
제공하는 훈련유형
- (상호작용형 멀티미디어북 훈련) 텍스트,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가 결합된 디지털북
(e-book, 웹북 등) 형태로 훈련이 제공되며, 훈련생-콘텐츠-교․강사 간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준별 개별화가 가능한 훈련유형
- (Gamification 훈련) 재미･보상･경쟁 등의 요소를 이러닝에 적용한 훈련유형

Tip

새로운 훈련 방식의 예시

① 미국 K사는 학습자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 방식을 교사 및 학습자에게 제공함. 학습자
및 교육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자 개인별 수준에 맞춰 다음 과제를 추천하고, 학습 성과 및
만족도 분석을 통해 교육 내용을 개선함

② 일본 A사는 영어학습용 가상현실 콘텐츠를 출시하고 이를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하여 스마트폰용
HMD를 사용하여 VR 형태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함. 학습·답변에 따라 달라지는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VR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 하고 있음

③ 미국 L사는 코딩교육에 특화된 블록 제품을 출시함. 스마트 토이 형태로 타깃 디바이스(코딩의 실행
결과를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센서들을 장착한 장치)를 블록형태로 제작하여 코딩 실습이
가능하도록 함
※ 위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의 스마트훈련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스마트훈련 과정의 구체적인 사례 및 예시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ksqa.or.kr) 및
원격훈련심사시스템(www.e-simsa.or.kr)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함

129

2019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원격훈련과정심사 훈련기관 설명회 자료집

2 스마트훈련 주요사항 및 과정설계 시 참고사항

○ 스마트훈련 주요사항
구분

적용사업

스마트훈련
지원금

세부내용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주 훈련)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 개인 훈련)
∘ (교수설계 유형) 인터넷원격훈련 지원단가의 약 200% 지원
∘ (기술기반 유형) 인터넷원격훈련 지원단가의 약 300% 지원
∘ 집체훈련이 포함된 스마트훈련의 경우, 집체훈련 방식으로 진행되는 부
분도 스마트훈련 지원금으로 산정

훈련분량
산정

최소 훈련시간

외국어 인정
여부

∘ 차시별 시간 산정방식에 따른 시간단위 심사
∘ 진행예정시간도 훈련시간으로 인정 (*진행예정시간 안내 p.174 참고)
∘ 최소 8시간 이상으로 구성 필요
∘ 단, 집체훈련을 포함하여 스마트훈련 과정을 구성할 경우 원격훈련 분량이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20 이상(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올림)
이어야 함

∘ 외국어 과정 신청 불가(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6조)
∘ 스마트훈련과정 심의위원회 운영(스마트훈련 등급 적정성)
- 스마트훈련 과정별 운영계획에 대해 발표평가 시행

심사 특이사항

- 스마트훈련 과정 교수설계 적정성 심사 진행
- 심의 결과, 100점 만점 중 70점 미만 시 최종 부적합 판정

∘ 그 외 사항은 인터넷원격훈련과정 심사기준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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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훈련 과정 설계 시 참고사항
구분

세부내용

스마트훈련은

① 창의적 형태의 기술적･특성화된 과정 개발/운영을 전제로 함
② 기존 인터넷원격훈련, 혼합훈련 과정과 차별성*을 가져야 함
기존 콘텐츠
활용 가능여부

∘ 스마트훈련 과정 개발 시 기존에 개발된 인터넷원격훈련 콘텐츠 활용 가능
- 단, 활용된 콘텐츠의 최신성 및 적정성은 심의대상에 포함됨

∘ 훈련목표 달성 및 훈련성과 제고를 위해 가상현실, 증강현실, 스마트 디바이스
기술 등 첨단화된 기술을 훈련과정 구성에 적용한 훈련유형

- 훈련시설·장비 및 기타 적정한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하여 설계 가능함
- 과정 설계상 타당한 경우, 훈련 구성에 필요한 기술적 요소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훈련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적재적소에 기술 요소를 반영하여 설계하는 경우
기술기반 유형

기술기반 유형 스마트훈련 과정으로 인정 가능

- 단, 스마트훈련에 활용되는 기술기반 요소가 훈련목표 달성에 활용 되어야
하며, 단순히 이용 및 활용과 같은 체험적 활동과 구분되어야 함

∘ 별도의 훈련시설을 이용한 가상현실/증강현실 훈련의 경우, 다음 항목을
충족해야 함

- 집체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인력 등 기본요건을 충족해야 함
- 인터넷원격훈련이 해당 과정 전체 훈련시간 100분의 20 이상 포함해야 함

∘ 복수의 미니콘텐츠(예. 5∼10분)를 조합하여 1개 차시로 구성 가능
미니 콘텐츠
조합

- 실제 운영 시에는 차시 구분 없이 자유롭게 운영 가능함
- 단, 제출한 스마트훈련과정 운영계획서와 동일하게 운영해야 함
- 미니콘텐츠 조합 시 대상 및 내용 등의 연계성이 적절해야 함

∘ 훈련생 참여활동은 훈련생에게 유의미해야 하며, 설계적 타당성이 필요함
∘ 교･강사의 피드백 제공 전략과 훈련생의 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훈련생
참여활동 설계

실행계획 필요
- 각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How) 수행하는지, 왜(Why) 그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지 스마트훈련 심의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함
- 플립러닝 방식으로 구성할 경우, 원격훈련(사전학습)과 집체훈련
(본 학습) 연계방안을 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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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활동 설계

세부내용

∘ 훈련생 참여활동을 진행단계평가로 적용 가능
예) 그룹 활동 평가, 토론 참여평가 등

∘ 훈련생의 다양한 참여활동(그룹 활동, 토론활동 등) 및 진행형 콘텐츠 (실시간
화상강의, 보충강의 등)에 대해 훈련시간 인정 가능
진행예정시간

- 훈련생 참여활동이 훈련으로서 의미가 있어야 하며, 설계적인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어야 함

∘ 진행예정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과정개요서 별첨자료 및

운영계획서를 통해 상세하게 작성해야 함(p.174 진행예정시간 상세 안내)

∘ LMS의 UI 및 디자인 등은 등급 판정 시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며, 일부
LMS

Tip

미흡하거나 개발/보완 중인 경우에도 심사 신청 가능
- 단, 개발/보완 중인 경우 운영계획서 상에 개발 계획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필요하며, LMS 개발 상황이 학습 불가 수준인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함

기존 원격훈련 및 Blended Learning과의 차이점

① 스마트훈련은 콘텐츠 중심의 정형화된 기존 원격훈련에서 나아가 훈련생 ‘맞춤화’ 학습을
제공하고, ‘협력학습’ 등 참여활동을 통한 지식의 확장 및 창출을 목적으로 함

② 스마트훈련은 훈련 구성의 유기적 연계성이 중요하며, 훈련생 학습 촉진을 위한 교·강사 활동
(피드백 등), 상호작용활동, 현업적용 활동, 기술요소 접목 등 기존 원격훈련과의 차별화
포인트를 반드시 포함하여 설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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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정심사 및 과정인정 절차

○ 스마트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과정에 한하여 인정신청이 가능함
- 스마트훈련 과정의 인정요건은 인터넷원격훈련의 과정 인정요건과 동일함

･

- 집체훈련이 포함된 스마트훈련과정은 집체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집체훈련 분량이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하로
구성되어야 함
○ 적합 과정의 인정은 관할 한국 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사업주 훈련), 관할 고용센터
(근로자 개인 훈련)에서 받을 수 있음
※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심사 신청 시 운영 예정인 직업훈련유형(사업주/근로자/사업주+근로자)을
입력해야 하며, 승인받은 유형으로만 과정 인정 신청이 가능함

○ 스마트훈련의 과정심사 및 인정 절차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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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정심사 세부 절차 및 주요 내용

1) 정기심사
○ 정기심사 세부절차도

○ 정기심사 단계별 세부항목
형식요건
(반려)심사

･ 심사신청 정보
･ 과정개요서
･ LMS
･ 스마트훈련 운영계획서
･ 콘텐츠 저장매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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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심사

➡

･ 직무수행 적정성
･ 원격훈련 적정성
･ 스마트훈련 등급 적정성
(발표평가)

2단계 심사

➡

･ 훈련분량 적정성
･ 학습계획활동 적정성
･ 학습수행활동 적정성
･ 평가참여활동 적정성
･ NCS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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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요건(반려) 심사 : 형식요건 충족여부(심사신청 시 접수 오류, 심사자료 미제출,
LMS 오류, 스마트훈련 운영계획서 기재 오류 등)에 대한 사전 심사
- 1단계 심사 : 직무수행 적정성, 원격훈련 적정성, 스마트훈련 등급 적정성 심사
- 2단계 심사 : 학습계획활동, 학습수행활동, 평가참여활동의 설계 적정성, NCS
적정성, 훈련분량 적정성 심사
○ 심사 일정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ksqa.or.kr) 및 원격훈련심사시스템(www.e-simsa.or.kr)에
심사일정을 사전 공지하며, 변동이 있을 경우 별도 공지함
- 형식요건(반려) 심사결과 발표 후, 1단계 및 2단계 심사결과는 최종 심사결과
발표일에 동시 발표함
※ 특수 분야 훈련과정에 대해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훈련기관에 연장 사유를 사전에 통보함

- 스마트훈련 등급 적정성 심의를 위한 스마트훈련 심의위원회는 반려보완 접수
마감 이후 진행됨(발표평가 일정은 훈련기관 개별 통보)
○ 심사 단계별 심사주체
구분
형식요건(반려) 심사

1단계
심사

･

직무수행 원격훈련 적정성
스마트훈련 등급 적정성
훈련분량 적정성

2단계
심사

․
․
평가참여활동․NCS 적정성

학습계획활동 학습수행활동

심사주체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 스마트훈련 심의위원회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 심사위원 (학계 및 현장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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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시 변경심사
○ 상시 변경심사 세부절차도

○ 심사대상 : 적합 판정되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과정
○ 심사자료 : 추가사항 관련 자료 외 별도 심사자료(예 : 저장매체, LMS, 평가파일 등)는
요구되지 않음
○ 심사항목 : 사전 적합과정의 과정 운영에 있어 변경이 필요한 사항
- 교수진(교·강사, 집체 교·강사 등) 또는 집체 시설·장비의 변경
※ 과정 당 신청 가능한 교·강사는 최대 5명으로 제한(추가 및 변경 교·강사 포함)
※ 이전 심사(~18년 8차)에서 인정 교·강사 5명을 초과한 과정의 상시 변경심사 신청 시, 추가
및 변경 교·강사를 포함하여 최대 5명이 되도록 조정하여 신청해야 함

- 직업훈련유형(사업주/근로자/사업주+근로자)의 변경
※ 2019년 1차 심사 이후 심사과정에 해당함

○ 심사일정
- 매월 15일, 30일까지 접수된 과정에 한하여 일괄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15일
이내 결과를 발표함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ksqa.or.kr) 및 원격훈련심사시스템(www.e-simsa.or.kr)에
공지된 ‘[공지] 2019년도 원격훈련과정 심사 공고’ 상시변경심사 일정(p.19) 참고
※ 심사기간은 연장될 수 있으며, 연장될 경우 원격훈련심사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지함

○ 심사신청 방법 : 심사시스템 과정신청/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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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사신청 유형

1) 심사신청 유형 도식도
○ 과정의 심사 이력 및 신청 사유에 따라 심사신청 유형에 맞춰 신청해야 함

※ 유형별 정의는 p.39 인터넷원격훈련 매뉴얼 참조

Tip

유효기간 1년 자동연장 기준

◈ ‘훈련기관 인증평가 1년 인증 이상 훈련기관’이면서 아래 요건 충족 시 유효기간 1년 자동연장
▪ 스마트훈련 과정 + 전년도 스마트훈련과정 수료율 평균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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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사신청 제출자료 및 유의사항

○ 스마트훈련 과정 운영계획서
- 스마트훈련 과정의 스마트훈련 등급 적정성 심사를 위해 기관운영 역량 적정성
심사 항목과 과정설계 및 운영 적정성 심사 항목의 상세사항을 작성해야 함
- 스마트훈련 과정의 운영계획서는 과정개요서 별첨자료 등과 함께 스마트훈련
심의위원회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므로 핵심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함
※ 해당 양식은 PPT 등 다른 형태로 제출 가능하나 각 심사 항목에 맞도록 작성해야 함
※ 사실에 근거하여 운영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과정개요서(심사시스템)
- 훈련과정의 기본정보, 훈련목표 및 대상, 교수진 소개, 평가방법 및 수료기준, 과정
및 양식등록, NCS 정보(NCS 적용 과정에 한함), 심사등급 산정정보, 집체훈련
정보(집체훈련 포함 과정에 한함)를 작성해야 함

주요사항 안내
【과정개요서 [기본정보] 작성】
① 직업훈련유형 및 직무법정과정, 자격증연계과정 정보 입력

○ 직업훈련유형 : 운영 예정인 훈련유형(사업주/근로자/사업주+근로자)을 선택하여,
심사 시 승인된 직업훈련유형으로만 과정운영이 가능함
* 각 직업훈련유형 규정에 따라 과정 승인 여부를 판단하므로 직업훈련유형에 따라 관련 규정,
고시, 심사기준 등을 확인해야 함

* 직업훈련유형의 변경 또는 추가를 목적으로 기존 승인과정을 다시 심사 신청할 경우(상시변경
심사), 훈련대상 및 내용 등에 따라 부적합 판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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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구분 : 직무법정과정, 전문직무과정, 공통직무과정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
직무와의 관련성이 높으며, 법적으로 의무화된 훈련으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직무법정훈련으로 체크해야 하며, 관련 법령을 함께 기재해야 함
(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상 교육,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인증평가 대비 포함),

직무법정
과정

요양보호사 교육,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교육, 보육기관 종사자 교육, 건설기술자
대상 설계 및 품질관리 교육, 운수업자 교육, 금융업 외국환 및 자금세탁 교육,
전기업 안전관리자 및 기술인 교육, 보험설계사 교육, 승강기관리자 교육,
철도운수업종사자 교육, 식품위생업종사자 교육, 신용카드 모집 종사자 교육 등
* 관련 내용을 1개 차시 이상 포함하는 경우 직무법정과정으로 분류함
* 기업의 ‘평가 인증’ 등에 활용되는 경우도 직무법정과정으로 적용함

전문직무
과정

직무법정과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문적인 직무수행능력 습득을 주요
훈련내용으로 다루는 훈련
대다수의 직무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초직무능력으로 ‘NCS 직업기초
능력’에 해당되는 훈련내용의 경우 공통직무과정에 해당함

공통직무
과정

* NCS 직업기초능력 : 의사소통능력(커뮤니케이션 등), 수리능력(기초통계 등),
문제해결능력(의사결정

등),

자기개발능력(성과관리

등),

자원관리능력

(인적자원 관리 등), 대인관계능력(리더십, CS 등), 정보능력(OA 등), 기술능력
(기술 이해 등), 조직이해능력(경영일반, 미래경영 등), 직업윤리 등

※ 직무법정훈련 여부 등 심사 관련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미기재 또는 사실과 내용을
다르게 기재할 경우 심사결과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직무법정﹡ 전문직무﹡ 공통직무과정 정보는 심사발급코드 값에 반영됨(p.122 참조)
※ 훈련과정명은 해당 법정훈련, 자격증과 관련된 정보(명칭)를 포함하는 것을 권장함
(예) [위험물산업기사]일반화학, [법정필수] 자금세탁방지 등

- 자격증연계과정 : 국가자격, 민간자격 등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진행되는 과정인
경우 반드시 체크해야 하며, 해당 자격증명을 ‘자격증 명’란에, 관련 법령을 ‘자격
정보’란에 함께 기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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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사이력 및 신청 정보 입력

○ 심사이력 : 해당 과정에 대한 이전 심사 내역을 모두 기재해야 함

* 사전심사발급코드, 심사차수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예시이므로 각 과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하거나,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기재하지 않음

○ 신청 및 부적합 사유 : 심사신청 유형에 따른 심사신청 사유를 작성하며, 이전 심사
결과 부적합인 경우 해당 부적합 사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

○ 주요 변경 내역 : 재심사, 변경심사, 유효기간 연장심사 등 기존 과정에서 변경된
내역이 있어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변경된 내용에 대한 상세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
* 변경 내역이 불명확하거나 단순 차시 조합 등으로 훈련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우 최종 부적합
판정될 수 있음

○ 파일 업로드 : 심사시스템 내에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의 파일 업로드를 통해
심사신청 정보(심사이력, 신청 및 부적합 사유, 주요 변경 내역 등)를 제출할 수 있음

【과정개요서 [과정 및 양식등록] 콘텐츠 개발정보 작성】
① 콘텐츠 개발 정보(자체개발/임대)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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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개발정보 정의 및 상한제 적용인원>
구분/개발정보

자
체
임
대

Ⓐ 직접개발
Ⓑ 외주개발
Ⓒ 임대콘텐츠

정의
훈련기관 소유의 직접개발 콘텐츠
훈련기관이 외주 개발사와의 계약을 통해 직접
개발한 콘텐츠

자체개발인정 시
상한제 적용인원
(기본) 3,000명
+
(추가) 2,000명

MCP/CP사 등 콘텐츠개발기관이 개발한
콘텐츠를 임대 활용

3,000명

① 콘텐츠 개발 정보 입력

○ 개발여부 : 자체개발(Ⓐ 직접개발, Ⓑ 외주개발), Ⓒ 임대콘텐츠 중 선택
* 자체개발(직접개발/외주개발) 과정이 아닌 과정은 임대콘텐츠를 선택 후 CP사 정보 작성

○ 개발사 정보 : 콘텐츠(과정) 개발사명 입력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상호명과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함
○ 개발기간 :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 시 총 개발기간 자동입력
○ 개발비용 : 총 개발비(개발에 투입된 총 개발비)와 투자금액(훈련기관에서 투입한 투자
금액) 입력 시 투자비율 자동계산

○ 비고 : 공동개발의 경우 타 훈련기관명 등 추가로 입력이 필요한 사항
② 증빙서류
○ 계약서류 : 과정개발 계약서(이러닝콘텐츠 개발용역 표준계약서 등)
○ 참여인력서류 : 콘텐츠 개발에 참여한 인력 정보
○ 저작권등록증 : 개발한 콘텐츠의 저작권등록증 확인서류
○ 기타서류 : 기타 훈련기관 소유여부가 확인 가능한 서류 등
【콘텐츠 자체개발(직접/외주)개발 인정신청 시 유의사항】

○ 자체개발과정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함
○ 자체개발 중 외주개발 과정은 의뢰사가 투자ㆍ개발금액의 50% 이상의 투자사실이
증빙확인 되어야 인정이 가능함

○ 직무법정과정은 자체개발(직접/외주) 판단대상이 아니며, 모든 과정은 기본 상한 3,000명임
* 콘텐츠 개발정보에 따른 상한제 적용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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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개요서 [과정 및 양식등록] 과정 차시정보 작성】

○ 총 재생시간 및 총 학습시간 : 차시별 재생시간 및 학습시간에 따라 자동 입력
○ 훈련구분 : 차시별 훈련구분(인터넷/집체) 입력
○ 재생시간 : 실제 콘텐츠가 재생되는 시간
○ 학습시간 : 실제 훈련생의 학습에 소요는 시간
○ 학습시간 산정사유 : 학습시간이 재생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학습시간 산정사유에 대해서
반드시 작성해야 함
* [일괄업로드] 기능을 통해 차시 정보를 일괄 등록할 수 있음
* 과정 차시정보에 입력하는 훈련구분, 차시번호, 차시명은 과정개요서 별첨자료에 입력하는
값과 일치해야 하며, 서로 상이할 경우 심사결과에 불이익이 있음
* 집체훈련 차시는 각 차시별 재생시간과 학습시간이 동일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1개 차시의
재생시간은 50분으로 구성해야 함
* 집체훈련 포함 과정에 대한 사항은 [붙임2] 집체훈련 포함 과정 편성 안내 참고

○ LMS(학사관리시스템)
- 과정의 온라인 학사관리 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의미함. 교수진
소개, 훈련생 학습관리, 시험, 과제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학습과정과 결과를
웹으로 구현해야 하며 실제 운영하는 사이트와 동일해야 함
- 집체훈련을 포함하여 설계한 스마트훈련 과정(플립러닝 등)의 경우, 반드시 LMS
내에 집체훈련의 출결 및 훈련생 관리가 진행되도록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심사기간 중 LMS를 임의로 수정할 경우 심사결과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훈련과정 접속정보(URL)
- 훈련과정 접속정보(URL)는 실제 운영 중인 훈련기관 사이트 주소로 작성해야
하며, 훈련생 계정 5개와 관리자, 교･강사 계정 1개를 제출해야 함. 만약 훈련생
계정에 복수 개의 훈련과정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중복 로그인이 가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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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제출이 어려운 기관은 과정개요서 별첨자료 [2. 학사관리시스템]에 화면캡처 및
기능설명 작성 시 인정 가능

○ 훈련과정 저장매체(CD/DVD 등)
- 저장매체(CD/DVD 등)는 실행여부 확인 후 제출해야 함
※ 저장매체 제출 목록 미제출 및 개별 과정 식별불가로 인하여 과정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저장매체
미제출로 간주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저장매체 제출 목록 양식은 원격훈련심사시스템(e-simsa) 소통마당>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과정개요서 별첨자료
- 훈련내용 및 방법, 학사관리시스템, 평가 내용(진행단계평가, 시험, 과제 등) 등을
작성 후 등록해야 함. 과정 설계에 따라 추가적인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파일을 추가 제출해야 함
※ 과정개요서 별첨자료의 작성 내용이 과정개요서(심사시스템) 및 실제 훈련내용과 상이할
경우 반려 또는 부적합 될 수 있음
※ 과정개요서 별첨자료는 반드시 과정개요서 - [과정 및 양식 등록] - [과정개요서 별첨자료
등록]란에 업로드 해야 하며, 지정 경로 외 업로드 할 경우 심사결과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별첨자료와 관련된 별도의 서류(과제 파일, 모범답안 등)은 별첨자료와 함께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해야 하며, 최종 파일명(.zip)은 과정명으로 설정해야 함

○ 훈련교재(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별도의 교재를 활용하는 스마트훈련 과정의 경우, 반드시 교재를 제출해야 함
※ 훈련교재 2권(심사용 및 스캔용)은 접수마감일까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으로 제출하며, 동일한
판 정보의 훈련교재가 심사시스템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사용 1권만 제출함

• 심사차수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심사시스템에서 심사를 신청하고, 심사 자료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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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훈련과정 심사 기준

1 스마트훈련과정 심사기준 개요

○ 스마트훈련 심사항목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원격훈련과 동일하며, 스마트훈련 등급
적정성 심사 항목이 질적 심사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단계

형식요건
(반려)심사

1단계 심사

➡

동일 기준

･ 직무수행 적정성
･ 원격훈련 적정성

➡

동일 기준

➡

별도 기준

․훈련분량 적정성

➡

별도 기준

･ 학습계획활동 적정성
･ 학습수행활동 적정성
･ 평가참여활동 적정성
･ NCS 적정성

➡

동일 기준

․스마트훈련 등급 적정성

(진행예정시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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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동일여부

･ 심사신청 정보
･ 과정개요서
･ LMS
･ 콘텐츠 저장매체 등
･ 스마트훈련 과정 운영계획서

- 기관운영 역량 적정성
- 과정설계 및 운영 적정성

2단계 심사

인터넷원격훈련과의

스마트훈련 심사항목

Ⅲ. 스마트훈련 심사제도 세부 내용 설명

2 형식요건(반려) 심사

○ 심사주체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 심사목적 : 스마트훈련과정으로서 심사진행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확인
○ 심사결과
- 승

인 : 형식요건 항목을 모두 갖추고 있는 과정

- 반려보완 : 반려보완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과정
- 반려확정 : 반려확정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과정
※ 형식요건(반려) 심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반려확정 항목이 추후 확인될 경우, 최종 부적합 될
수 있음

○ 심사방법 및 기준
- 과정개요서(심사시스템), LMS 및 콘텐츠, 과정개요서 별첨자료, 훈련과정 저장매체
등 심사 진행을 위한 형식요건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 심사 접수마감 이후 LMS를 수정할 경우 반려확정 또는 부적합 됨

【반려보완 접수 시 유의사항】
○ 반려보완 과정은 반려 발표 후 2일 이내에 수정하여 재접수 가능함
○ 재접수 된 반려보완 과정에 대한 결과발표는 별도로 하지 않으며, 반려보완에 대한 조치 여부는
1단계 및 2단계 심사결과와 함께 최종결과에 반영됨
○ 재접수 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은 반려보완 과정은 최종 심사결과 ‘반려’ 처리됨
○ 신청유형을 변경심사 또는 유효기간 연장심사로 변경해야 하는 과정의 경우, 심사시스템 상
훈련기관이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 및 부적합 사유에 변경되어야 하는 신청유형을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미작성 될 경우 최종 부적합 될 수 있음
(예) 본 훈련과정은 변경심사로 신청하여야 하는 과정이므로 신청유형 변경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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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심사 항목
반려확정 항목

◈ 훈련과정 저장매체 관련
- 훈련과정 저장매체(CD/DVD, USB 등) 미제출 (심사마감일 18시 이후 도착분 포함)
- 훈련과정 저장매체(CD/DVD, USB 등) 파손 또는 콘텐츠 확인 불가
- 훈련과정 저장매체(CD/DVD, USB 등) 내 콘텐츠 파일이 오프라인 환경에서 확인 불가
- 저장매체에 기재된 훈련기관명과 원격훈련심사시스템(e-simsa)에 등록된 훈련기관명이
상이하여 제출 훈련기관 확인 불가
- [집체훈련 포함] 훈련교재(심사용, 스캔용) 미제출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접수 관련
- 훈련기관 인증평가 결과 ‘인증유예’ 판정된 훈련기관이 신청한 경우

※ 훈련기관 인증평가등급(1년 인증 이상) 미보유 시 심사 신청이 불가하며, 심사 진행 중 인
증평가등급이 인증유예로 변경되는 훈련기관의 과정은 최종 심사결과 부적합 판정
- 부적합 과정을 재심사 또는 유효기간 연장심사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같은 차수 내 동일 과정을 중복 심사 신청한 경우

※ 단, ①이전 심사이력이 없으며 ②과정명 표준화를 통해 과정 간 연계성이 명확할 경우에 한해
일부 중복 차시를 포함하여 최초심사 신청 가능(반드시 과정개요서 [기본정보] 신청사유에
과정명 표준화를 통한 과정 간 연계성을 명확히 기재해야만 함)
- 이의신청 기간 동안 동일 과정을 심사 신청한 경우
- 변경심사 유형으로 신청했으나, 적합 과정의 교﹡강사 변경(추가 포함) 및 직업훈련유형의 변
경(예: 사업주 훈련

→ 근로자 개인 훈련 등)만을 위해 신청한 경우

※ 위 경우, 상시변경심사로 신청해야 함

- 변경심사 유형으로 신청했으나, 적합 과정의 콘텐츠 개발정보 변경만을 위해 신청한 경우

◈ 심사신청 자료 관련
- 심사자료 미제출(과정개요서 별첨자료, 스마트훈련 과정 운영계획서 등)

◈ LMS 관련
- 심사과정 학습불가(모든 접속계정에서 과정 미탑재, 타과정 탑재, ID/PW 오류 등 학습이
불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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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보완 항목

◈ 심사시스템 입력오류 관련
- 심사시스템 과정개요서 입력 오류
- 심사시스템과 과정개요서 별첨자료 간 정보 상이
- 변경심사 유형으로 신청했으나, 심사시스템-[기본정보]-[주요 변경내역]에서 정확한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접수 관련
- 적합 판정을 받은 과정을 변경심사 또는 유효기간 연장심사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심사 자료 관련
- 심사자료 일부 미제출(교수진, 집체훈련 관련 증빙자료 등)

◈ LMS 관련
- 심사과정 학습불가(일부 접속계정에서 과정 미탑재, 타과정 탑재, ID/PW 오류 등 학습이
불가한 경우)
- 심사과정 학습오류(학습기간 설정오류, 1일 진도제한, 순차학습 등 기능부분)
- 심사시스템과 LMS 상의 정보(수료기준 등) 상이

◈ 스마트훈련 과정 운영계획서 관련
- 스마트훈련 과정 운영계획서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경우
- 스마트훈련 과정 운영계획서 관련 추가 증빙자료 일부 미제출 등
형식요건(반려)심사는 심사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 중 심사신청 자료 등의 유, 무 등을
판단함

※ 그 외 심사 진행을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 형식요건(반려) 항목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 반려보완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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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단계 심사 - 직무수행/원격훈련 적정성 심사

【직무수행/원격훈련 적정성 심사 주요내용】
심사항목

심사내용

1. 직무수행 적정성

∘훈련과정이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직접적인

2. 원격훈련 적정성

∘원격훈련과정으로서 기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

심사결과
☐ 적합
☐ 부적합
☐ 적합
☐ 부적합

○ 심사주체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 심사목적 : 직무능력 향상과의 직접적인 관련성 및 원격훈련과정으로서의 기본적인
구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심사결과
- 적합 :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원격훈련과정의 구성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과정
- 부적합 :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관련이 부족하거나, 원격훈련과정으로서
구성요건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과정
○ 심사방법 및 기준 : 훈련기관이 제출한 과정개요서(심사시스템), LMS 및 콘텐츠,
과정개요서 별첨자료, 스마트훈련 과정 운영계획서를 통해 훈련목표, 훈련대상과
훈련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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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단계 심사 - 스마트훈련 등급 적정성 심사

○ 심사주체 : 스마트훈련 심의위원회
○ 심사목적 : 훈련기관의 스마트훈련과정 운영 역량 보유 여부와 훈련과정의 기획,
실행계획, 성과관리 등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훈련등급을 부여하기 위함
○ 심사결과 : 훈련등급 (A, B, C등급) / 부적합
- 질적 심사 총 점수를 기준으로 훈련등급(A, B, C등급) 구분
※ A등급 : 총점 90점 이상 / B등급 : 총점 80점 이상 / C등급 : 총점 70점 이상
※ 스마트훈련 등급 적정성 총 점수가 70점 미만 시 부적합
※ 기관운영 역량 적정성 심사(30점 만점)에서 20점 미만 시 부적합

○ 심사방법 및 기준
- 훈련기관이 제출한 ‘스마트훈련 과정 운영계획서’를 바탕으로 스마트훈련 심의
위원회에서 적정 여부 심사
- 훈련기관 ‘스마트훈련 과정 운영계획’ 발표평가 시행
※ 훈련기관의 스마트훈련 대표과정을 대상으로 발표평가 1회 시행. 단, 필요 시 추가 발표평가가
요구될 수 있음
※ 발표평가 일정은 운영계획서에 기재한 담당자 연락처로 안내 예정

149

2019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원격훈련과정심사 훈련기관 설명회 자료집

【스마트훈련 등급 적정성 심사항목】
구 분

심사영역

배점

1.1 훈련기관 평가

5점

1.2 스마트훈련 인프라

5점

1. 기관운영
역량 적정성

30점
1.3 스마트훈련 전담인력

15점

1.4 스마트훈련 운영실적

5점

2.1 과정 기획의 적정성

20점

2.2 과정 실행의 적정성

20점

2. 과정설계 및
운영 적정성

70점
2.3 성과 관리의 적정성

20점

2.4 기술 환경의 적정성

10점

3.1 가점
- 기술기반유형 스마트훈련 과정
3. 가점

- 스마트훈련 참여인력의 훈련교사 보수교육
참여 실적 보유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적용 과정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대상 과정
- 과정 운영이 사업주와 사전 협약된 과정

4. 감점

4.1 감점
- 훈련기관이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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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운영 역량 적정성

기관운영 역량 적정성 심사는?

□ 기관운영 역량 적정성 심사의 목적은 훈련기관이 스마트훈련과정을 운영할 만한
역량을 보유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 부실 및 부정훈련기관, 역량 미보유 기관의 참여 제한을 통한 훈련품질 강화
도모

□ 세부 항목은 훈련기관 평가 결과, 인프라(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전담인력,
스마트훈련 운영실적 등으로 구성

□ 훈련기관은 스마트훈련 과정 운영계획서 작성 시 타 원격훈련기관과의 차별점
및 특성화 사항 중심으로 작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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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운영 역량 적정성 체크리스트】
심사영역

심사항목

배점

1.1.1. 훈련기관 인증평가 결과
구분
1.1 훈련기관 평가
(5점)

점수 반영
다년 인증

원격훈련기관
인증평가 결과

(3년/5년)
1년 인증

자체 훈련기관

1.2 스마트훈련
인프라(5점)

1.3 스마트훈련
전담인력
(15점)

1.4 스마트훈련
운영실적
(5점)

5점
3점
3점

1.2.1. 스마트훈련 운영에 필요한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는가?

3점

1.2.2. 스마트훈련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학사관리시스템
(LMS) 등)를 갖추고 있는가?

2점

1.3.1. 스마트훈련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10점

1.3.2. 스마트훈련 전담인력의 전문성이 충분한가?

5점

1.4.1. 스마트훈련 개발 실적이 있는가?

3점

1.4.2. 스마트훈련 운영 실적이 있는가?

※ (스마트훈련 개발 및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훈련기
관 소개 자료 제출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안내

∘유의사항 : 스마트훈련과정 기획,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작성방법 : 스마트훈련과정 운영계획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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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양식 및 방법
1.1. 훈련기관 평가
【작성방법】
○ ‘훈련기관 관리번호’는 심사 신청 기관의 훈련기관 관리번호를 기재
○ ‘훈련기관 평가 결과’는 가장 최근의 훈련기관 인증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체크
○ 훈련기관 인증평가 결과가 없는 자체 훈련기관의 경우 자체 훈련기관 란에 체크하고,
훈련기관에서 운영 중인 원격훈련을 선택하여 기재

훈련기관 관리번호

<표 1.1.1. 훈련기관 평가 결과>
인증평가

평가 결과 체크

훈련 구분
(인터넷/우편)

□

-

□

-

다년 인증
(3년/5년)

훈련기관
인증평가 결과

1년 인증

자체 훈련기관

□

□ 인터넷
□ 우편

※ 체크된 항목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후 심사에 반영함

○ 최근의 원격훈련기관 인증평가 결과가 점수에 반영
구분

점수반영

원격훈련기관

다년 인증(3년/5년)

5점

인증평가 결과

1년 인증

3점

자체 훈련기관

3점

※ 자체+위탁의 경우 위탁 훈련기관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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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양식 및 방법
1.2. 스마트훈련 인프라
1.2.1. 하드웨어 현황
【작성방법】
○ 스마트훈련 과정 운영에 필요한 하드웨어(장비 및 기자재) 보유현황 작성
○ 하드웨어의 역할 및 훈련에 영향을 주는 요소 등 작성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인력, 시설·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별표1]에 명시된 하드웨
어 장비요건 수준의 장비 이외의 추가적인 장비 또는 고급화/차별화된 사양의 하드웨어
가 있는 경우 특·장점을 강조하여 작성

<표 1.2.1(1). 하드웨어 현황>
순번

하드웨어명

보유량

주요사양

사용
년수

구비
여부

주요기능과 모델명 등

1년

자체/임대

<표 1.2.1(2). 하드웨어 증빙자료>
○ 하드웨어명:

○ 하드웨어명:

사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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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스마트훈련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현황
【작성방법】
○ 스마트훈련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LMS 및 학습지원도구 등) 현황 작성
○ 훈련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능과 훈련에 영향을 주는 요소 등 작성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인력, 시설·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별표1]에 명시된
소프트웨어 장비요건 요건 수준 이외의 고급화/차별화된 사양의 소프트웨어가 있는 경우
특·장점을 강조하여 작성

<표 1.2.2(1). 소프트웨어 현황>
순번

소프트웨어명

보유량
(라이선스 수)

주요사양

사용
년수

구비
여부

주요기능 및 모델명 등

1년

자체/임대

<표 1.2.2(2). 소프트웨어 증빙자료>
○ 소프트웨어명:

○ 소프트웨어명:

사진

사진

<비고>

○ 해당 스마트훈련 과정 운영을 위해 훈련기관이 구비한 서버 및 네트워크 설비 현황,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현황을 상세히 기재함

○ 훈련기관에서 확보(자체/임대)한 시설 및 설비만을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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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양식 및 방법

1.3. 스마트훈련 전담인력
1.3.1. 스마트훈련 전담인력 확보
1.3.2. 스마트훈련 전담인력 전문성
【작성방법】
○ 스마트훈련 전담조직 및 인력 현황 작성(훈련기관의 고용보험 납입 인원 기준)
○ 전담인력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원격훈련 관련 경력사항(프로젝트 경험, 포트폴리오 등)
작성
○ 단, 기재한 전담인력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1개 이상 제출해야 함

<표 1.3.1. 스마트훈련 전담인력>
순번

부서

직위

성명

담당업무

학력 및 전공

경력
연수

관련
자격사항

<비고>

○ 스마트훈련 운영을 위해 각 업무별 충분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확보해야 함
○ 훈련기관에 재직 중인 직원 중 스마트훈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성명, 부서, 직위,
세부 업무내용, 학력 및 전공, 경력, 자격을 기재함

※ 대표자 및 원장 등 기관 운영을 책임지는 직위를 부여받은 사람은 업무내용에서 제외함

156

Ⅲ. 스마트훈련 심사제도 세부 내용 설명

작성양식 및 방법
1.4. 스마트훈련 운영실적
1.4.1. 스마트훈련 과정 개발 실적
1.4.2. 스마트훈련 과정 운영 실적
【작성방법】
○ 훈련기관의 스마트훈련 과정(자체 개발한 스마트훈련에 한함)의 개발 및 운영 실적 작성
○ ‘순번’은 가장 최근 심사받은 과정의 순서로 기재
○ ‘심사차수’는 해당 과정이 적합 판정을 받은 심사 차수를 기재
○ ‘훈련유형’은 교수설계유형 또는 기술기반유형으로 구분하여 기재
○ ‘훈련과정명’은 심사 신청 시 기재한 과정명과 동일하게 기재
○ ‘심사등급’은 적합 판정을 받은 당시 부여받은 스마트훈련 과정 등급을 기재
○ ‘개발연도’는 해당 스마트훈련 과정의 최초 개발연도를 기재
○ ‘개설횟수’는 최초 적합일로부터 심사 접수 마감일까지 HRD-Net 내 수료보고까지 완료된
차수의 총 횟수를 기재
○ ‘실시인원(A)’ 및 ‘수료인원(B)’은 HRD-Net 내 실시 및 수료보고 인원 기준으로 기재
○ ‘만족도’는 스마트훈련 과정 운영 후 훈련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만족도 결과 기재
○ ‘비고’는 <표 1.4.1.>에 기재한 과정의 주요 개발/운영전략, 특·장점, 훈련대상, 운영결과(운영
시 특이점 등), 만족도 등을 작성
○ 스마트훈련 과정 개발 및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 작성 제외

<표 1.4.1. 스마트훈련 개발 및 운영 실적>
(단위 : 명, %)
순번

심사
차수

훈련
유형

훈련과정명

심사
등급

개발
연도

개설
횟수

실시인원 수료인원 수료율
만족도
(A)
(B)
(B/A)*100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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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기관이 자체 개발한 스마트훈련 과정에 대해서만 인정 가능하며, 인터넷원격훈련의 일반적인
과정 형태 및 기존 스마트러닝(유형 1~4) 훈련 과정은 인정하지 않음

○ 스마트훈련 개발 및 운영실적 산출일은 심사 신청 차수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스마트훈련 과정 개발 및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 양식은 기재하지 않음
작성양식 및 방법
1.4. 스마트훈련 운영실적
1.4-1. 훈련기관 소개 자료
(※ 스마트훈련 과정 개발 또는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만 작성)

【작성방법】
○ 스마트훈련 과정 개발 및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필수 작성
○ 원격훈련 사업 및 그 외 사업경험, 기관 연혁, 보유 특허, 자본금 등 스마트훈련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의 운영 역량 및 특장점이 나타나도록 작성
○ 스마트훈련 과정 개발 및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 작성 제외

<상세사항>

○ 훈련기관이 자체 개발 및 운영한 스마트훈련 과정 실적이 없는 경우 필수 작성함
(1.4.1. 및 1.4.2. 항목을 작성한 경우, 작성 대상이 아님)

○ 스마트훈련 과정 운영을 위한 현재 기관의 준비 현황(인프라, 전담인력 구성 제외), 향후
스마트훈련 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의 역량 및 특장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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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정설계 및 운영 적정성 심사

과정설계 및 운영 적정성 심사는?

□ 과정설계 및 운영 적정성 심사의 목적은 스마트훈련과정이 기존 원격훈련이
갖고 있던 한계점을 극복하고, 훈련생의 ‘성과’ 중심으로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 세부 항목은 과정 기획 ･ 실행 ･ 성과관리, 기술 환경 적정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사 시 ‘종합적인 관점’에서 훈련생의 직업훈련 성과제고를 위해
훈련기관이 접근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가 진행됨

□ 기술기반 유형은, 스마트 기기의 기술적 요소를 활용한 개발전략 중심으로
심사가 진행됨

□ 교수설계 유형은, 훈련생 개별화/맞춤화 된 참여활동 및 동기유발 전략,
교･강사의 전문성 및 적시적 피드백 여부 등 운영전략 중심으로 심사가 진행됨
□ 훈련기관은 스마트훈련과정 운영계획서 작성 시 기존 원격훈련 과정과의 차별점
및 특성화 사항 중심으로 작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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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정설계 및 운영 적정성 체크리스트】
심사영역

2.1. 과정 기획의
적정성 (20점)

심사항목

배점

2.1.1. 스마트훈련 기획 의도가 타당한가?

10점

2.1.2. 스마트훈련 기획을 위한 사전분석(환경분석, 수요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훈련과정에 충분히 반영하
였는가?

10점

2.2.1. 스마트훈련 실행계획이 적정한가?

10점

2.2.2. 훈련생의 학습 수행 및 평가 촉진을 위한 실행계획이 우수
한가?

10점

2.3.1. 훈련성과관리(개선 및 환류체계) 계획이 적정한가?

10점

2.3.2. 훈련성과관리(개선 및 환류체계) 계획에 따라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10점

2.4.1. 스마트훈련을 위한 기술환경이 사용자 이용에 용이한가?

10점

2.2. 과정 실행의
적정성 (20점)

2.3. 성과 관리의
적정성 (20점)

2.4. 기술 환경의
적정성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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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양식 및 방법
2.1. 과정 기획의 적정성
2.1.1. 스마트훈련 기획 의도 타당성
【작성방법】
○ 해당 스마트훈련 과정의 기획 의도 및 배경을 작성
○ 스마트훈련 도입 목적을 고려하여 과정 기획의 타당성을 제시

<상세사항>

○ 스마트훈련 도입 목적 및 과정 개발 배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심사 신청 과정의 기획 의도 및 배경을 훈련과정의 특성, 내용 등과 연계하여 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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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양식 및 방법
2.1.2. 스마트훈련 기획 분석결과 반영
【작성방법】
○ 스마트훈련 과정 개발을 위해 수행한 사전분석(직무분석, 수요조사, 환경 분석, 훈련생
분석 등) 내용 기재
○ 사전분석 결과가 스마트훈련 과정의 개발전략, 운영전략, 실행계획, 성과관리 등에 연계·
반영되어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작성

<상세사항>

○ 스마트훈련 과정 개발을 위해 수행한 분석결과를 과정 설계, 개발전략, 실행계획, 운영전략 등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분석결과가 훈련과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스마트훈련 과정의 기획을 위해서는 구조화된 분석도구를 사용하여 체계적인 사전분석이 진행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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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양식 및 방법
2.2. 과정 실행의 적정성
2.2.1. 스마트훈련 실행 계획 적정성
【작성방법】
○ 스마트훈련 과정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훈련내용, 참여활동 등) 작성
○ 스마트훈련 과정 운영을 위한 훈련 기관만의 특성화된 운영전략, 실행계획 포함하여 작성
○ 훈련과정 실행 단계에서의 교·강사, 운영자, 관리자의 역할 등 구체적으로 작성

<상세사항>

○ 스마트훈련 과정의 세부적인 실행계획(훈련방법, 평가방법, 훈련분량, 교․강사 전문성, 교․강사
역할 등)을 수립하여 제시해야 함

○ 실제 스마트훈련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세부 커리큘럼이 운영계획서 내에 포함
되어야 함

○ 진행예정시간을 훈련시간이나 평가활동에 포함하여 설계한 경우, 구체적인 학습수행계획 및 평가수
행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함

○ 별도의 학습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료도 함께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함
○ 기존 원격훈련과 차별화된 운영 계획이 드러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함
○ 훈련기관의 스마트훈련 운영 역량을 반영한 특성화된 실행 전략을 제시해야 함
○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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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양식 및 방법
2.2.2. 훈련생 학습 수행 및 평가 촉진을 위한 실행계획 우수성
【작성방법】
○ 훈련생 학습수행 및 평가 촉진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상세히 작성

<상세사항>

○ 훈련생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학습 수행을 촉진하기 위해 수립한 동기유발
전략에 대해 제시해야 함

○ 훈련목표 및 수료기준에 적합한 난이도와 방법의 평가를 설계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해야 함
○ 평가방법(퀴즈, 시험, 과제, 토론 등)에 따른 피드백 제공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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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양식 및 방법
2.3. 성과 관리의 적정성
2.3.1. 훈련성과관리(개선 및 환류체계) 계획 적정성
【작성방법】
○ 스마트훈련 과정 운영 종료 후 훈련생의 성과관리를 위한 계획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
○ 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성과관리계획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 본 스마트훈련 과정을 위해 특성화된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상세사항>

○ 스마트훈련 운영 종료 후 수행할 훈련성과관리(개선 및 환류체계)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해야 함
○ 훈련생의 훈련 성과를 높이기 위한 사후조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스마트훈련 과정의 지속적인 개선 및 발전을 위한 환류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훈련기관이 보유한 스마트훈련 전 과정에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훈련성과관리 방안 외에 해당
과정만을 위한 별도의 훈련성과관리 계획이 있을 경우, 특성화된 전략을 강조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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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양식 및 방법
2.3.2. 훈련성과관리(개선 및 환류체계)에 따른 개선 진행 여부
【작성방법】
○ 훈련성과관리 계획 수행에 대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이전 실적이 있을 경우, 운영
전/후 개선지표를 비교하여 제시 등)

<상세사항>

○ 훈련성과관리 계획에 따른 전/후 개선지표를 비교하여 제시하는 등 훈련성과관리에 따른 결과를
수치, 도표, 그래프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스마트훈련 과정 운영 실적이 있는 과정의 경우,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심사 진행을 위해 해당
과정에 대한 훈련성과관리 개선실적, 통계자료 및 보고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시한 훈련성과관리 계획의 수행 실적이 있는 경우, 기존 훈련성과관리 계획에서 보완하거나
새롭게 설계한 부분을 강조하여 제시해야 함

○ 제시한 훈련성과관리 계획의 수행 실적이 없는 경우, 훈련성과관리 계획 수행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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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양식 및 방법
2.4. 기술 환경의 적정성
2.4.1. 스마트훈련 기술 환경 사용자 편리성
【작성방법】
○ 훈련대상 및 훈련내용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특성 및 구체적인
기능을 제시
○ 기술적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된 모든 기능(화면구성, 디자인, 구현 기술 등)의 안정성(오류
발생 여부 등)에 대해 작성
○ (기술기반 유형) 가상현실․증강현실을 활용한 훈련과정의 경우, 적용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기능 설명 제시

<상세사항>

○ 콘텐츠 및 LMS 등 학습 환경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훈련생의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쉽고 편리하게 구현해야 함

○ 훈련 중 끊김, 오류 등에 인한 훈련생의 동기 및 흥미를 반감시키는 문제가 없도록 안정적으로
구현해야 함

○ 현재 지원되는 기술 환경의 기능적 요소를 제시해야 함
○ 개발 진행 중인 기능이 있을 경우, 구체적인 개발 계획 일정이 운영계획서 내에 포함되어야
하며 스마트훈련 등급 적정성 발표 평가 시 모든 기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기술기반 유형) 가상현실․증강현실을 활용한 훈련과정의 경우, 적용한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기능 설명을 작성해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발표평가 시 시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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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점 및 감점
【3. 가점 및 4. 감점 사항 체크리스트】
평가영역

3.1. 가점 (10점)

4.1. 감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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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배점

3.1.1. 기술기반유형으로 개발한 스마트훈련 과정인가?

2점

3.1.2. 스마트훈련 참여인력 중 훈련교사 보수교육에 참여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가?

2점

3.1.3.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적용 과정인가?

2점

3.1.4.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대상 과정인가?

2점

3.1.5. 과정 운영이 사업주와 사전 협약된 과정인가?

2점

4.1.1. 훈련기관이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가?

최대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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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양식 및 방법
3.1. 가점
<표 3.1 가점 해당 항목>
가점 항목
1

2

3.1.1. 기술기반유형의 스마트훈련 과정
3.1.2. 스마트훈련 참여인력 중 훈련교사 보수교육에
참여한 실적 보유

Y

N

□

□

□

□

3

3.1.3.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적용 과정

□

□

4

3.1.4.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대상 과정

□

□

5

3.1.5. 사업주와 사전 협약된 과정 운영

□

□

※ 체크된 가점 해당 항목의 경우 심사단계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가점 여부를 최종 반영함
※ 3.1.2. 훈련교사 보수교육 참여 실적 보유 체크 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
※ 3.1.4.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대상 과정 체크 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
※ 3.1.5. 사업주와 사전 협약된 과정 운영 체크 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

○ ‘훈련교사 보수교육’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직업훈련 교·강사 보
수교육]을 의미함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적용 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3] NCS 편성 가이드를 참고하여
과정을 구성해야 함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대상 과정으로 선택한 경우, 해당 훈련대상에 특화된 내용으로 구성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관련 내용을 운영계획서 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인정 가능

○ 여러 개의 가점 항목을 선택할 경우, 모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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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양식 및 방법

4.1. 감점
<표 4.1 감점 해당 항목>
가점 항목

1

4.1.1. 훈련기관이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가?

배점

최대 -10점

※ 과정 당 3점, 최대 10점 감점
- 전 과정 행정처분의 경우 과정 수 관계없이 감점 10점 적용

○ 감점 항목은 운영계획서 내 별도의 양식으로 제출받지 않으며,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일괄
확인하여 점수에 반영함

170

Ⅲ. 스마트훈련 심사제도 세부 내용 설명

5

2단계 심사
○ 심사항목
심사항목

1. 훈련분량 적정성ㅇㅇ

2. 학습계획활동 적정성

3. 학습수행활동 적정성

심사내용

∘ 훈련기관이 제시한 훈련분량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 LMS에서 훈련기간, 학습진행 절차(훈련기간, 평가방법, 수료기준) 등에
대한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 훈련과정에서 제시한 훈련목표 및 훈련대상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 훈련과정의 교수진(교·강사)가 적정한지 여부
∘ 훈련목표 달성에 적합한 훈련내용과 최신 현황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
되었는지 여부

∘ 훈련내용 전달에 있어 적절한 도구(동영상, 그림 등)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 훈련목표, 훈련대상, 훈련내용에 적정한 평가방법을 활용하고 있고, 내용이
4. 평가참여활동 적정성

적정한지 여부

∘ LMS에 제시된 평가 진행(제한 시간, 문항 수 등)과 교･강사 피드백 내용
및 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5. NCS 적정성ㅇㅇㅇㅇ

∘ (NCS 적용과정) NCS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 (NCS 비적용과정) 신청한 NCS훈련분류가 적정한 지 여부

※ 2단계 심사항목의 세부기준은 p.79 인터넷원격훈련 매뉴얼 참조

1) 훈련분량 적정성 심사
○ 심사주체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 심사목적
- 훈련과정의 훈련분량이 적절한지 여부
- 평가활동 훈련분량 추가 인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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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방법
(1) 훈련분량 산정 기준
- 차시별 시간 산정방식 : 차시별 진행시간이 25분 이상인 경우 ‘1시간’으로 인정
※ 집체훈련이 포함된 경우 집체훈련에 대한 분량산정은 차시별 시간(50분) 산정방식으로 산정함.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집체훈련 포함 과정 편성 안내 참고

(2) 평가활동 훈련분량 인정
- 최소 기준 이상 평가활동 수행 시, 최종 인정된 훈련분량에 최대 2시간 추가 인정
훈련분량

평가 인정 대상

평가 최대인정시간

16(H) 미만

최종평가 1회 이상

최대 1시간 인정

16(H) 이상

중간/최종평가 포함 2회 이상

최대 2시간 인정

※ 평가방법 중 진행단계평가(퀴즈 등)는 훈련분량 인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평가방법이 3가지 이상인 경우, 심사시스템 해당란의 1, 2번째에 입력한 평가방법만 평가활동
훈련분량 심사 시 반영됨
※ 평가활동이 학습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만 훈련분량 인정이 가능하며, 과정개요서 [평가방법
및 수료기준] - [평가시기]에 기재해야 함

- 아래 기준에 따라 1시간 평가시간 인정
평가유형

시험 단독 출제
과제 단독 출제
시험+과제 출제

출제문항 수 기준

∘시험 20문항 이상
∘과제 3문항 이상*
∘시험 10문항 이상 + 과제 1문항 이상

평가 인정시간

1시간
1시간
1시간

* 단, 현업적용형 과제 등이 3문항 미만으로 출제 되는 경우, 1시간에 준하는 수준의 평가문항이면서,
평가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평가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음

평가 2시간 인정기준 예시
훈련분량이 16시간 이상이면서 아래 예시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2시간 인정

① 시험 20문항 이상 + 과제 3문항 이상 출제
② 중간시험 20문항 이상 + 최종시험 20문항 이상 출제
③ 그 밖에 평가 2시간 인정 가능한 것으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판정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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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행예정시간 인정
- 훈련기관이 작성한 진행예정시간을 스마트훈련 심의위원회가 훈련과정의 기획
목적, 과정 전략 및 실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진행예정시간 인정여부를
결정함
※ 진행예정시간 : 토론, 실시간(라이브) 세미나 등 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는 훈련생 활동
예정 시간

○ 심사결과 : 적합 / 분량조정 / 부적합
- 적합 : 스마트훈련 과정 운영계획서, 콘텐츠, 과정개요서 [과정 및 양식등록]을
심사하여 훈련기관이 제시한 훈련분량이 적절한 것으로 확인된 과정
- 분량조정 : 스마트훈련 과정 운영계획서, 콘텐츠, 과정개요서 [과정 및 양식등록]을
심사하여 훈련기관이 제시한 훈련분량이 부적절한 경우 조정함
※ 훈련성과 측정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우(같은 내용 반복재생, 쉬어가기 페이지 등)는 훈련
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부적합 : 훈련분량이 1시간 미만인 경우 또는 훈련분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부적합 처리됨
* 훈련분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과정개요서 [과정 및 양식등록]에 기재된 재생 시간과
콘텐츠(훈련내용)의 재생시간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 등

Tip

훈련유형별 과정인정 시 최소 인정시간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 훈련과정 분량이 8시간 이상일 것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6조(훈련과정의 인정요건 등)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 훈련과정 분량이 16시간 이상일 것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6조(훈련과정의 인정요건 등)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사전심사 시에는 인정받은 훈련과정 분량이 1시간 이상일 경우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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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예정시간 안내
□ 개요
○ 진행예정시간을 구성할 경우 스마트훈련 과정 운영계획서 [2.2 과정 실행의 적정성]
항목에 관련 활동과 진행예정시간 산정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함
○ 과정개요서 [과정 및 양식등록]에도 반드시 진행예정시간을 반영하여 분량산정 후
심사신청 해야 함
○ 스마트훈련 심의위원회는 훈련과정의 기획 목적, 과정 전략 및 실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진행예정시간 인정여부를 결정하며, 진행예정시간의 구성이
부적절할 경우 분량 조정 또는 부적합 될 수 있음
※ 진행예정시간은 심사 시 인정받은 내용과 반드시 동일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모니터링 시
부정･부실이 확인된 경우 과정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진행예정시간 인정 예시
○ 훈련생 참여활동
- LMS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생 참여활동(토론, 그룹과제 수행, 실습 수행 등)의
진행예정시간 인정 가능
- 단, 훈련생 참여활동의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함께 교․강사의 훈련생 개별화/맞춤화
피드백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훈련생 참여활동에 대한 개인별 참여지표를
수료기준에 반영해야 함
○ 실시간 세미나 및 보충강의
- 훈련과정 진행에 따라 다른 형태로 제공되는 실시간(라이브) 세미나, 보충강의
등의 진행예정시간 인정 가능
○ 개별화/맞춤화 된 현업적용형 과제
- 훈련과정 진행에 따라 훈련생 개인별로 맞춤화된 현업적용형 과제를 제공하고,
교･강사의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경우 진행예정시간 인정 가능
- 단, 설계된 과제 활동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개인별 과제활동은
지표화 하여 수료기준에 반영해야 함
○ 기타
- 기타 진행예정시간으로 훈련분량이 인정될 수 있다고 스마트훈련 심의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진행예정시간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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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CS 적정성 심사
○ 심사주체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심사위원
○ 심사목적 : (NCS 적용과정) NCS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심사
(NCS 비적용과정) 신청한 NCS훈련분류가 적정한 지 여부 심사
○ 심사결과 : 인정 / 분류조정 / 불인정

∘ (NCS 적용과정) NCS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 인정 : NCS 적용 과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과정
- 분류조정 : NCS 세분류가 적정하지 않아 조정되는 과정
- 불인정 : NCS 적용 과정으로 인정될 수 없거나, NCS 반영 비율이 40% 미만인
과정 (NCS 비적용 과정으로 조정)
∘ (NCS 비적용과정) 신청한 NCS훈련분류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 인정 : 신청한 NCS 세분류가 적정하여 인정될 수 있는 과정
- 분류조정 : 신청한 NCS 세분류가 적정하지 않아 조정되는 과정
※ NCS 적용/NCS 비적용 과정의 정의 및 심사기준은 [붙임3] NCS 편성 가이드 참고

○ 심사방법 : 훈련기관이 제출한 과정의 훈련내용 및 과정개요서, 과정개요서
별첨자료 등을 바탕으로 신청한 NCS훈련분류가 적정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NCS적용과정의 경우 NCS 적용 과정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심사
【 ‘NCS 적정성’ 심사항목 체크리스트】
심사항목

심사내용
NCS 세분류가 적정한가?

NCS 적정성

심사결과
☐인

정

☐ 분류조정

[NCS 적용 과정] NCS 능력단위요소가 훈련과정에 적정

☐인 정

하게 반영되었는가?

☐ 불인정
☐인 정

[NCS 적용 과정] NCS 반영비율이 적정한가?

☐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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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S 세분류가 적정한가?
훈련내용과 과정개요서 [기본정보]에 기재된 NCS 세분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분류 조정
특정 NCS 분류로 편성하기 어려운 공통직무훈련과정(리더십 등)은 별도 구분 예정

※

- [NCS 적용 과정] NCS 능력단위요소가 훈련과정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① NCS 훈련기준에 제시된 능력단위요소 및 수행준거와 NCS 적용 과정의 훈련내용이 불일치
하는 경우 불인정
② 과정개요서 별첨자료 [3. 평가] 시트에 기재된 평가문항별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불인정

- [NCS 적용 과정] NCS 반영비율이 적정한가?
NCS 반영 차시 인정값 기준, NCS 반영비율이 40% 미만인 경우 불인정

Tip

NCS 적용 과정 인정

◈ NCS 적용 과정으로 인정받았더라도 훈련기관이 작성한 NCS 반영 차시가 모두 인정받는 것은
아니며, 일부 차시가 미반영 차시로 변경될 수 있음

◈ 따라서, 일부 차시가 미반영 차시로 판정될 경우 NCS 반영 비율의 범위(70% 이상 → 40%이상
∼70% 미만)가 조정될 수 있음
※ 단, NCS 반영 비율이 40% 미만이 되는 경우 ‘불인정’ 처리되며, ‘NCS 비적용 과정’으로 조정됨

◈ 단, 집체훈련포함 과정 내 집체훈련 차시는 제외하므로 원격훈련 차시에 NCS 적용으로
개발한 경우만 NCS 적용 과정으로 신청해야 함

Tip

NCS 비적용과정 훈련분류 조정

◈ 훈련과정의 해당 NCS 소분류에 따라 공급정도 조정계수가 부여됨에 따라 NCS 비적용 과정에
대해서도 NCS 훈련분류 검토

◈ 원격훈련과정 심사 신청 시 훈련내용과 가장 부합하는 NCS 세분류 선택
◈ NCS 세분류가 훈련내용에 적정하지 않은 경우 심사 시 조정할 수 있음
- NCS 세분류가 조정되어 소분류가 변경되는 경우, 공급정도 조정계수는 조정된 소분류로 적용함
- 공통직무훈련 및 외국어과정 등 특정 NCS 소분류로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 일괄 조정됨

※ 예 : 공통직무훈련 010101 경영기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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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사발표

○ 심사결과 확인
-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심사결과를 최종 발표하면 훈련기관은 원격훈련심사
시스템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 적합 : 훈련등급(A, B, C)과 심사발급코드가 부여되며, 신청한 훈련유형에 해당하는
훈련과정 인정 신청이 가능함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 대상한정 설정될 수 있음(하단 참고사항 참고)
※ 부여된 심사발급코드에서 17번째 자리 공급정도에 따라 훈련비 지원율이 차등됨(*조정계수 안내
p.121 참고)

- 부적합 : 부적합 사유를 확인할 수 있음
※ 부적합 과정을 수정하여 재심사 신청할 경우, 안내된 부적합 사유뿐만 아니라 과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신청하여야 함

○ 심사결과 이의신청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직업능력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은 원격훈련심사센터 대표메일(e-simsa@koreatech.ac.kr)로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내용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는 이의신청 접수를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과정을 심의하고,
60일 이내 그 결과를 훈련기관에 통보함
- 이의신청된 과정은 결과가 통보되기 전까지 별도의 심사신청은 할 수 없음
참고사항

【대상한정 설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 원격훈련과정 중 훈련대상에 따라 취미, 교양, 재테크 목적으로 활용되는 등 직무 관련성이
달라질 우려가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대상한정 설정
(예) 금융, 법률, 부동산, 세무 등

○ 훈련유형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포함하여 신청한 과정은 대상한정 설정 시, 과정인정
및 실시신고 단계에서 관련서류(근로자 직무와 훈련과정 간 관련성 확인서, 훈련참여자
담당직무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함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3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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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리
1.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 취업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2. 사업주 훈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줄임말로서,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형태의 훈련을 말한다.
3.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고시를 말한다.
4. 원격훈련: 원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인터넷원격훈련, 스마트훈련,
우편원격훈련으로 구분되어진다.
5. 혼합훈련(Blended Learning, B/L): 집체훈련, 현장훈련 및 원격훈련 중에서 두 종류 이상의
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6. 우편원격훈련: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이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
(LMS)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7.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훈련기관의 학사관리시스템(LMS)으로서 학습 및 평가
활동 등 훈련생관리가 이루어지는 웹 시스템을 말한다.
8. 훈련교재: 우편원격훈련의 주 훈련매체로 훈련기관이 직접 개발한 자체교재와 시중유통교재로
구분한다
9. 교수학습활동서: 과정훈련목표, 차시별 학습목표, 학습요약정리, 학습계획 및 일정 등 교수학습
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지침서. 인쇄물(PDF)와 LMS콘텐츠 형태가 있음
10.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표준화한 것을
말한다.
11. NCS 적용 과정: 과정 설계 시 NCS 능력단위요소를 최소 1개 이상 사용하고, 전체 차시의 40%
이상 능력단위요소를 사용한 과정을 말한다.
12. NCS 비적용 과정: NCS 능력단위요소를 사용하지 않거나, 전체 차시의 40% 미만 능력단위
요소를 사용한 과정, NCS 훈련기준이 미개발된 직종에 해당되는 과정, 직업기초능력, 외국어
분야 등에 해당하는 과정을 말한다.
13. 진행단계평가: 훈련생의 학습성과 및 훈련목표 달성을 위해 최종평가 전 학습 진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평가 활동을 말한다.
14. 교․강사: 과정 운영 시 학습에 대한 안내자, 촉진자, 코치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5. 원격훈련심사시스템(https://www.e-simsa.or.kr): 원격훈련과정의 심사신청, 심사, 심사결과
통보, 심사자료 관리 등 심사업무를 온라인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개발·운영하는 웹 사이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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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1

우편원격훈련 심사제도 세부 내용 설명

우편원격훈련과정 심사 개요

1 우편원격훈련 소개

○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이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원격훈련을 말함
○ 우편원격훈련 사업으로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있음
2 우편원격훈련 적용사업

○ 훈련대상에 따른 재직자 대상 원격훈련심사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사업주 훈련),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근로자 개인훈련)로 구분
훈련대상/심사사업

재
직
자

심사구분

심사주기

정기심사

연 6차

훈련분량 변경심사

연 6차

사업주 훈련,

훈련종류

인터넷원격훈련,
스마트훈련,

근로자 개인훈련

우편원격훈련,
상시 변경심사

월 2회

유효기간 자동연장 심사

연 8차

혼합훈련

※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심사 신청 시 운영 예정인 직업훈련유형(사업주/근로자/사업주+근로자)을
입력해야 하며, 승인받은 유형으로만 과정 인정 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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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정심사 및 과정인정 절차

○ 사업주 훈련 및 근로자 개인훈련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과정에 한하여 과정 인정신청이 가능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6조제3호가목)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사전 심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훈련과정일 것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6조제2호다목)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적합 판정을 받은 훈련과정으로 운영되는 훈련과정일 것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사항은 p.34 참조

○ 과정심사 및 과정 인정절차는 다음과 같음

○ 적합 과정의 과정인정은 ① 사업주 훈련의 경우,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서 실시하며, ② 근로자 개인훈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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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정 심사 세부 절차 및 주요 내용

1) 정기심사
○ 과정심사 세부절차도

○ 과정심사 단계별 세부항목
형식요건(반려) 심사

･ 접수(훈련교재 등)
･ 심사시스템(과정개요서 등)
･ 심사신청 유형
･ 심사신청 자료
･ 사업주/근로자 지원규정
･ LMS 등
*

1단계 심사

➡

･ 직무수행 적정성
･ 원격훈련 적정성
･ 훈련등급 적정성

2단계 심사

➡

･ 훈련분량 적정성
･ 학습계획활동 적정성
･ 학습수행활동 적정성
･ 평가참여활동 적정성
･ NCS 적정성

* 심사신청자료 : 교수학습활동(PDF) 및 LMS구현내역서, 평가파일, 교강사 피드백지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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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단계별 주요내용 및 심사주체
심사단계

심사주체

형식요건
(반려)

심평원

1단계

심평원

주요내용

과정개요서(심사시스템) 입력 오류, 심사자료(증빙자료)의 유무,
LMS 접속 및 과정탑재 유무 등 형식요건 미비사항 심사

직무수행 적정성, 원격훈련 적정성, 심사등급 적정성 심사

학습계획활동, 학습수행활동, 평가참여활동의 설계 적정성, NCS
2단계

심사위원

반영 및 훈련분류 적정성, 훈련분량 적정성(심평원 내부심사)
심사

○ 심사 일정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ksqa.or.kr) 및 원격훈련심사시스템(www.e-simsa.or.kr)에
심사일정을 사전 공지하며, 변동사항은 별도 공지함
- 형식요건(반려) 심사결과는 별도 발표하며, 1단계 및 2단계 심사결과는 최종 심사결과
발표일에 동시 발표함
※ 특수 분야 훈련과정에 대해 심사기간이 연장 될 수 있으며, 훈련기관에 연장 사유를 사전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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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시 변경심사
○ 상시 변경심사 세부절차도

○ 심사대상 : 적합 판정되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과정
○ 심사자료 : 추가사항 관련 자료 외 별도 심사자료(예 : 훈련교재, LMS, 평가파일 등)는
요구되지 않음
○ 심사항목 : 사전 적합과정의 과정 운영에 있어 변경이 필요한 사항
- 교수진(교·강사, 집체 교·강사 등) 또는 집체 시설·장비의 변경
※ 과정 당 신청 가능한 교·강사는 최대 5명으로 제한(추가 및 변경 교·강사 포함)
※ 이전 심사(18년 8차 까지)에서 인정 교·강사 5명을 초과한 과정의 상시 변경심사 신청 시, 추가
및 변경 교·강사를 포함하여 최대 5명이 되도록 조정하여 신청해야 함

- 직업훈련유형(사업주/근로자/사업주+근로자)의 변경
※ 직업훈련유형의 변경은 4월1차 상시변경심사(20190107)부터 가능함

○ 심사일정
- 매월 15일, 30일까지 접수된 과정에 한하여 일괄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15일
이내 결과를 발표함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ksqa.or.kr) 및 원격훈련심사시스템(www.e-simsa.or.kr)
‘[공지] 2019년도 원격훈련과정 심사 공고’ 상시변경심사 일정(p.19) 참고
※ 심사기간은 연장될 수 있으며, 연장될 경우 원격훈련심사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지함

○ 심사신청 방법 : 심사시스템 과정신청/등록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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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심사 신청유형
○ 심사 신청유형 도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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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심사
- 이전 심사이력 없이 처음 신청하는 과정은 최초심사로 신청해야 함
※ 단, 최초심사로 신청하여 반려된 과정은 반드시 해당 이력의 ‘최초심사’로 신청해야 함

○ 재심사
-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과정의 경우 재심사로 신청해야하며, 과정개요서 [기본정보]에
심사이력 및 이전 부적합 사유, 변경내역을 반드시 작성해야 함
※ 최초심사, 재심사, 변경심사로 신청하여 부적합을 받은 과정은 반드시 해당 이력의 ‘재심사’로
신청해야 하며, 유효기간 연장심사로 신청하여 부적합을 받은 과정은 ‘유효기간 연장심사’로
신청해야 함

○ 변경심사
- 이전 심사 시 적합 판정을 받은 과정의 내용 일부(수료기준, 평가내용 등)를 변경한
경우 또는 법, 제도 등 개정으로 훈련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심사로
신청해야 하며, 과정개요서 [기본정보]에 심사이력 및 신청사유, 변경내역을 반드시
작성해야 함
- 변경심사로 적합 받은 과정은 신규 과정 코드가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적합일로
부터 2년임
※ 과정개요서 [기본정보]에 작성된 신청사유 및 변경내역이 불명확한 경우, 또는 실제 변경내역과
불일치하는 경우 반려확정 또는 부적합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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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심사 신청 기준】
○ 적합 과정의 훈련내용(평가문항 포함) 변경 등은 변경심사로 신청
- 단, 동일교재 구성 과정이 최초심사로 신청된 경우, 접수 오류로 반려확정될 수 있음

○ ① 공통법정훈련, ② 신청제한분야에 해당하는 기존 적합과정은 내용 변경 후 변경심사 신청
- 단, 과정개요서에 심사이력 및 주요 변경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

○ 훈련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훈련품질의 강화를 위한 변경사항(수료기준 상향, UI 변경,
URL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사업주 훈련), 관할 고용
센터(근로자 개인훈련)에 변경신고 할 수 있음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 (예) 진도율 80% 이상 시 수료 → 진도율 90% 이상 시 수료

○ 적합 과정의 교강사 변경(추가 포함) 및 직업훈련유형의 변경(예: 사업주 훈련 → 근로자
개인훈련 등)은 상시변경심사로 신청
- 적합 과정의 심사자료(훈련내용, 평가문항 등) 수정 없이 교강사 또는 직업훈련유형만
변경하는 경우 상시변경심사로 신청해야 하며, 정기심사로 신청할 경우 반려될 수 있음

○ 유효기간 연장심사
- 사전 적합 받은 과정의 유효기간(2년) 종료 90일 전부터 유효기간 연장심사를 신청
할 수 있으며, 과정개요서 [기본정보]에 심사이력 및 신청사유, 변경내역을 반드시
작성해야 함
※ 유효기간 연장심사는 변경 사항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함

- 유효기간 연장심사 신청 후 부적합 된 이력이 있는 과정은 ‘유효기간 연장심사’로
신청해야 함
- 유효기간 연장심사로 적합 받은 과정은 신규 과정 코드가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적합일로부터 2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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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활동 훈련분량 변경심사
- ’16년 1차 이후 적합 판정되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과정에 한하여 평가활동 훈련
분량 변경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평가활동 훈련분량 변경심사는 1과정 당 1회만 심사신청 가능하며, 기존에 심사받은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평가활동 훈련분량을 추가적으로 인정받은 과정에 변경심사 또는 유효기간 연장심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모(母)과정으로만 심사 신청 가능

- 별도 심사자료(예 : 훈련교재, LMS, 과정개요서 별첨자료 등)는 요구되지 않으나,
과정개요서 [평가방법 및 수료기준]의 평가문항 수는 반드시 기재해야 함
※ 작성된 내용이 실제 평가내용과 상이할 경우 부적합 처리됨
※ 평가방법이 3가지 이상인 경우, 심사시스템 해당란의 1, 2번째에 입력한 평가방법만 평가활동
훈련분량 심사 시 반영됨

- 평가활동이 훈련분량으로 인정된 경우 변경된 심사발급코드가 부여되며, 기존
적합 과정의 유효기간이 그대로 승계됨
※ 평가활동에 대한 훈련분량 인정 여부는 심사신청 시 자동 입력된 시간이 아닌 최종 결과 발표
후 인정된 값으로 확인(추가 인정 신청시간은 심사 시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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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 안내
【유효기간 자동연장 심사】

○ 기존 적합 과정의 유효기간 종료 120일 전을 기준으로 훈련 운영 실적 등을 확인하여 유효기간
1년 자동연장(유효기간 최대 3년 부여)

※ 평가활동 훈련분량 변경심사 적합 과정의 운영실적은 모(母)

과정의 운영실적으로

합산하여 산정하며, 유효기간 자동연장 여부는 두 개 심사발급코드에 모두 적용

○ 자동연장 여부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하여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에 훈련기관에
공지함

※ 유효기간 자동연장 심사 세부일정은 원격훈련심사시스템 공지사항 ‘2019년도 원격훈련과정
심사계획 공고(2019-01-11)’ 참조

○ 유효기간 자동연장 기준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 충족 시 유효기간 1년 자동연장

▪ 훈련기관 인증평가 1년 인증 이상 훈련기관의 과정으로, 심사등급 A등급 + 전년도
수료율 평균 이상인 과정

▪ 훈련기관 인증평가 1년 인증 이상 훈련기관의 과정으로, 심사등급 B등급 + 전년도
수료율 평균 이상 + 개설횟수 2회 이상인 과정

▪ 훈련기관 인증평가 우수훈련기관(3년 이상)의 과정으로, 전년도 수료율 평균 이상인
과정

※ 수료율, 운영회차는 사업주 훈련 및 근로자 개인훈련 운영실적을 기준으로 산정
※ 평가활동 훈련분량 변경심사 적합 과정의 운영실적은 모(母) 과정의 운영실적으로
합산하여 산정하며, 유효기간 자동연장 여부는 두 개 심사발급코드에 모두 적용

※ 행정처분과정, 공통법정훈련과정 등 비지원 과정은 유효기간 자동연장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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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사신청 준비단계

1) 심사접수
○ 심사차수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심사 신청과정 및 구비 자료 확인 후 심사시스템에서
심사를 신청하고, 심사자료를 제출해야 함
○ 심사 자료
제출처
원격훈련심사센터

구분

제출형태

훈련교재

심사용/스캔용 각1권

훈련교재목록

1부/대표메일 및 박스동봉

과정개요서

시스템 심사신청

교수학습활동서(PDF) 및
원격훈련심사시스템

･

(e-simsa)

LMS구현내역서

시스템 탑재

교 강사 피드백 지침서

시스템 탑재

평가파일 등 첨부자료

시스템 탑재

LMS

URL 링크제공

※ 심사관련 양식은 원격훈련심사시스템(e-simsa.or.kr)>자료실 참조(최신등록일 기준)

○ 심사 접수 시 유의 사항
- 접수 : 과정의 심사 이력 및 신청 사유에 따라 심사신청 유형에 맞춰 신청해야 함
- 과정개요서(심사시스템) : 훈련과정의 기본정보, 훈련목표 및 대상, 교수진 소개,
평가방법 및 수료기준, 과정 및 양식 등록(자체개발과정 정보), NCS 정보(NCS
적용 과정), 심사등급 산정정보, 집체훈련 정보(집체훈련 포함 과정)를 작성해야 함
주요사항 안내
【과정개요서 [기본정보] 작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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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업훈련유형 : 운영 예정인 훈련유형(사업주/근로자/사업주+근로자)을 선택하
여, 심사 시 승인된 훈련사업으로만 과정운영이 가능함
※ 각 직업훈련유형 규정에 따라 과정 승인 여부를 판단하므로 직업훈련유형에 따라 관련 규정,
고시, 심사기준 등을 확인해야 함
※ 직업훈련유형의 변경 또는 추가를 목적으로 기존 승인과정을 다시 심사 신청할 경우(상시변경
심사), 훈련대상 및 내용 등에 따라 부적합 판정될 수 있음

② 과정구분 : 직무법정과정ㆍ전문직무과정ㆍ공통직무과정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
직무와의 관련성이 높으며, 법적으로 의무화된 훈련으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직무법정훈련으로 체크해야 하며, 관련 법령을 함께 기재해야 함
(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상 교육,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인증평가 대비 포함),
요양보호사 교육,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교육, 보육기관 종사자 교육, 건설기술자

직무법정
과정

대상 설계 및 품질관리 교육, 운수업자 교육, 금융업 외국환 및 자금세탁 교육,
전기업 안전관리자 및 기술인 교육, 보험설계사 교육, 승강기관리자 교육,
철도운수업종사자 교육, 식품위생업종사자 교육, 신용카드 모집 종사자 교육 등

* 관련 내용을 1개 차시 이상 포함하는 경우 직무법정과정으로 분류함
* 기업의 ‘평가 인증’ 등에 활용되는 경우도 직무법정과정으로 적용함
전문직무
과정

직무법정과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문적인 직무수행능력 습득을 주요
훈련내용으로 다루는 훈련
대다수의 직무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초직무능력으로 ‘NCS 직업기초능력’에
해당되는 훈련내용의 경우 공통직무과정에 해당함

공통직무
과정

자격증
연계과정

* NCS 직업기초능력 : 의사소통능력(커뮤니케이션 등), 수리능력(기초통계 등),
문제해결능력(의사결정 등), 자기개발능력(성과관리 등), 자원관리능력
(인적자원 관리 등), 대인관계능력(리더십, CS 등), 정보능력(OA 등),
기술능력 (기술이해 등), 조직이해능력(경영일반, 미래경영 등), 직업윤리 등
국가자격, 민간자격 등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진행되는 과정인 경우 반드시
체크해야 하며, 해당 자격증명을 ‘자격명’란에, 관련 법령을 ‘자격정보’란에 함께
기재해야 함

※ 직무법정훈련 여부 등 심사 관련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미기재 또는 사실과 내용을
다르게 기재할 경우 심사결과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전문직무과정ㆍ공통직무과정ㆍ직무법정과정ㆍ자격증 연계과정 입력 정보는 심사발급코드
값에 반영됨(p.267 참조)
※ 훈련과정명은 해당 법정훈련, 자격증과 관련된 정보(명칭)를 포함하는 것을 권장함
예) [위험물산업기사]일반화학
➀ 자격명

+

과정명

[법정필수]자금세탁방지 등
/ ➁ 직무법정훈련의 명칭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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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심사이력 및 신청 정보 입력

- 심사이력 : 해당 과정에 대한 이전 심사 내역을 모두 기재해야 함
- 신청 및 부적합 사유 : 심사신청 유형 및 심사신청 사유를 기재하며, 이전 심사결과 부
적합인 경우 해당 부적합 사유를 함께 반드시 기재해야 함
- 주요 변경 내역 : 재심사, 변경심사, 유효기간 연장심사 등 기존 과정에서 변경된 내역이
있어 신청하는 경우 해당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 변경 내역이 불명확하거나 단순 차시 조합 등 훈련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우 최종 부
적합 판정될 수 있음
- 파일 업로드 : 시스템 내에서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 [파일 업로드]를 통해 심
사신청 정보(주요 변경 내역 등)를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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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개요서 [과정 및 양식 등록] 콘텐츠 개발정보 작성 안내】

【콘텐츠 개발정보 정의 및 상한제 적용인원】
구분/개발정보

자
체
임
대

Ⓐ 직접개발
Ⓑ 외주개발
Ⓒ 임대콘텐츠

정의

자체개발인정 시
상한제 적용인원

훈련기관 소유의 직접개발 콘텐츠
훈련기관이 외주 개발사와의 계약을 통해 직접
개발한 콘텐츠
MCP/CP사 등 콘텐츠개발기관이 개발한
콘텐츠를 임대 활용

(기본) 3,000명
+
(추가) 2,000명
3,000명

① 콘텐츠 개발 정보 입력

○ 개발여부 : 자체개발(Ⓐ 직접개발, Ⓑ 외주개발), Ⓒ 해당없음(우편해당) 중 선택
＊ 우편원격훈련과정은 자체교재 구성과정을 자체개발로 보며, 시중유통교재는 ‘해당없음’ 선택
○ 개발사 정보 : 콘텐츠(과정) 개발사명 입력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상호명과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함
○ 개발기간 :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 시 총 개발기간 자동입력
○ 개발비용 : 총 개발비(개발에 투입된 총 개발비)와 투자금액(훈련기관에서 투입한 투자금
액) 입력 시 투자비율 자동계산

○ 비고 : 공동개발의 경우 타 훈련기관명 등 추가로 입력이 필요한 사항
② 증빙서류
○ 계약서류 : 과정개발 계약서(이러닝콘텐츠 개발용역 표준계약서 등)
○ 참여인력서류 : 콘텐츠 개발에 참여한 인력 정보
○ 저작권등록증 : 개발한 콘텐츠의 저작권등록증 확인서류
○ 기타서류 : 기타 훈련기관 소유여부가 확인 가능한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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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자체개발(직접/외주)개발 인정신청 시 유의사항】

○ 자체개발과정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함
○ 자체개발 중 외주개발 과정은 의뢰사가 투자·개발금액의 50% 이상의 투자사실이
증빙확인 되어야 인정이 가능함
○ 직무법정과정은 자체개발(직접/외주) 판단대상이 아니며, 모든 과정은 기본상한 3,000명임
* 콘텐츠 개발정보에 따른 상한제 적용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과정개요서 [과정 및 양식 등록] 과정 차시별 정보 작성 안내】

① 훈련구분 입력 : 우편 또는 집체 선택(집체 포함 과정은 집체차시 반드시 입력)
② 차시/차시명/차시목표 입력 : 신청 과정의 차시번호, 차시명, 차시목표를 모두 기재해야 함
③ 일괄 업로드 : 시스템 내에서 직접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일괄 업로드] 버튼 클릭 →
엑셀 Sample 다운로드 → 엑셀 Sample에 내용 작성 후 저장 → [일괄 업로드] 찾아보기
버튼 클릭 → 저장한 엑셀 파일 업로드하여 일괄 입력 가능
* 훈련구분, 차시번호, 차시명, 차시목표는 교수학습활동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서로 상이할 경우 심사결과에 불이익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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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교재 :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된 교재 1권 이상을
심사시스템에 등록하고,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2권(심사용 및 스캔용)을
제출해야 함
※ 훈련교재 2권(심사용 및 스캔용)은 접수마감일까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으로 제출하며, 동일한
판 정보의 훈련교재가 심사시스템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사용 1권만 제출함

- 훈련교재목록 : 심사시스템에 공지된 ‘훈련교재목록 양식’을 활용하여 교재 발송 시
함께 동봉하고, 대표메일(e-simsa@koreatech.ac.kr)로 발송
※ 훈련교재목록 양식 변경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교수학습활동서(PDF) : 교수학습활동서를 PDF 형태로 심사시스템에 필수 첨부
Tip

교수학습활동서란?

학습자의 학습성과를 담보하기 위해 훈련과정의 교수학습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지침서로 별도의 인쇄물, LMS상의 콘텐츠형태로 개발된 것 또는 교재 내 해당내용을
포함하여 개발된 것 등을 의미함

- LMS 구현내역서 : 해당 훈련과정의 LMS 구축 경로를 상세히 작성하여 교수학습
활동서 첫 페이지에 제시하고, PDF 형태로 심사시스템에 필수 첨부
- LMS : 온라인 학습관리 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의미함. 교수진
소개, 훈련생 학습관리, 시험, 과제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학습과정과 결과를
웹으로 구현해야 하며 실제 운영하는 사이트와 동일해야 함
※ 심사기간 중 LMS를 임의로 수정할 경우 심사결과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심사기간 중 해제해야 할 기능】

○ 순차학습 : 훈련내용을 순차적으로 학습하도록(차시를 건너뛸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능 해제
○ 본인인증 : 본인인증을 해야만 로그인 또는 강의실 입장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기능 해제
○ 설문/평가 응시에 따른 진도제한 : 설문/평가를 응시해야만 학습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기능 해제
○ 진도율에 따른 평가제한 : 일정 진도율을 달성해야만 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기능 해제
○ 중복 로그인 제한 : 한 계정에 복수 개의 심사 과정이 등록된 경우, 심사 진행을 위해 중복
로그인 제한하는 기능 해제

○ 지속적인 LMS 기능 설정 오류로 심사에 지장이 있을 경우 반려 또는 부적합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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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강사 피드백 지침서 : ① 과정개요 ② 평가방향 및 구성 ③ 수료기준 ④ 훈련내용의
이해 ⑤ 평가 시 유의사항 및 평가 유형별 피드백 방법 ⑥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안내를 제시해야 하며 심사시스템에 첨부
- 평가파일 : 훈련생이 해당 과정을 학습한 후,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개월 차 평가내용(문항, 채점기준, 배점 등) 및 진행단계평가(예. 주 1회
학습활동 등)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심사시스템에 첨부해야 함. 과정 설계에 따라
추가적인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파일을 추가 제출해야 함
※ 과정개요서 작성 내용이 교수학습활동서 및 평가파일과 상이할 경우 반려 또는 부적합 될 수
있음
※ 별도의 파일(과제 파일, 모범답안 등)은 평가파일과 함께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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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 자료(주요 첨부파일)
(1) 교수진 증빙서류

･

･

○ 과정개요서 [교수진 소개]에 ‘교 강사’, ‘내용전문가’, ‘집체 교 강사’ 정보를 입력할
때 해당 훈련분야와 관련된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교수진 구분

Tip

① 교･강사(Tutor) : 과정 운영 시 학습에 대한 안내자, 촉진자, 코치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② 집체 교･강사 : 집체훈련에서 특정 직업에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③ 내용전문가(Subject Matter Expert) : 교육훈련에 필요한 직무관련 내용에 대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정 설계 시 전체적인 학습목표와 교수내용을 교과내용에 맞춰
설계 및 강의를 한 사람

○ 과정당 신청 가능한 교·강사는 최대 5명으로 제한하며, 운영 중 교·강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5명 내에서 상시변경심사로 신청 가능
※ 집체훈련 포함과정의 경우 과정당 집체 교·강사 3명을 추가로 신청 가능함

･

･

○ 교 강사 등록 시 ① 교 강사 활동 가능분야(NCS소분류 기준)를 등록하고,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항에 대한 ② 증빙서류(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와 ③ 교·강사 등록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함
※ 활동 가능분야(NCS소분류기준) 관련 교･강사 등록관리는 p.283 원격훈련과정심사 시스템
매뉴얼 참조
※ 교･강사 등록 확인서 양식은 원격훈련심사시스템(e-simsa) 소통마당>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교 강사 자격요건(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1] 원격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 훈련과정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훈련교사로 둘 것
1. 해당 훈련과정의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2. 해당 훈련과정의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해당 훈련과정의 관련분야의 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

･

○ 집체 교 강사는 집체훈련을 포함한 훈련과정에 한하여 등록하고, 집체 교 강사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증빙서류(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와 등록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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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 교 ․ 강사 자격요건(「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7조)

｢
｢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연구기관 및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를 한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다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4.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해당 분야의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

․

｣

｣

｣｢

｢

｣

○ 내용전문가 등록 시 내용전문가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1부 이상을 필수로 등록해야 함

【교·강사 증빙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 및 학력은 인정되지 않음
○ 교 ․ 강사 증빙서류는 반드시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료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 교 ․ 강사 증빙서류로 세부전공이 미기재 된 ‘석/박사 학위증명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논문 제목’ 등 세부전공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작성해야 함
- 특정 분야의 경우 세부전공이 확인되지 않을 시 불인정될 수 있음

○ 교 ․ 강사 증빙서류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훈련과정의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담당 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담당 업무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특정 세부 분야 및 조합 또는 융합 훈련과정의 경우, 증빙자료를 통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해야함

○ 교 ․ 강사 등록 확인서 내 서명 또는 직인 누락, 정보 상이 등으로 인해 본인 및 훈련기관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과정개요서와 교 ․ 강사 증빙서류, 등록확인서 간의 교 ․ 강사 성명과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교 ․ 강사 등록확인서 내 훈련기관명 및 직인이 누락되거나 타 훈련기관명, 직인이 기재된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을 제외한 7자리 삭제 후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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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 안내
【교･강사 심사 안내】

○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과정별 교·강사 Pool을 심사･승인하며, 훈련기관은 과정심사에서
적합 받은 교･강사 Pool 내에서만 운영해야 함
- 과정 인정신청 및 변경신고 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인정받은 교･강사 Pool 내에
서만 교･강사 활용이 가능함
- 교･강사 Pool 이외의 교･강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상시 변경
심사 신청을 통해 변경 가능(p.186 ‘상시 변경심사 안내’ 참조)

○ 과정개요서 [교수진 소개]에 입력된 교･강사 Pool에 대하여 개별 교･강사마다 인정/불인정
여부 심사
- 과정당 신청 가능한 교･강사는 최대 5명으로 제한하며, 운영 중 교·강사 변경이 필요한
경우 5명 내에서 상시변경심사로 신청 가능
- 교강사 인정 여부는 훈련과정별로 판단되므로 신청과정과 동일한 NCS소분류라도 훈련
내용에 따라 다르게 인정될 수 있음
- 전체 교･강사가 불인정인 경우 2단계 학습계획활동 영역 최종 심사 결과 부적합
※ 1명 이상의 교･강사가 인정된 경우 개별 교강사 인정 여부 통보
- 훈련분야 융합 또는 조합 과정의 경우, 각 훈련분야를 담당할 교강사가 미포함 되었거나
불인정될 경우 부적합

○ 교･강사 Pool 인정/불인정 결과는 ‘심사결과관리’에서 확인 가능
- 최종 심사결과 적합/부적합 구분 없이 교･강사 Pool에 대한 개별 인정/불인정 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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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훈련교재 및 훈련교재목록
① 훈련교재 : 심사시스템에 등록한 훈련교재를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제출(심사용
및 스캔용)
② 훈련교재 목록 : 심사시스템에 등록한 과정의 교재정보를 상세히 작성하여 훈련
교재 제출 시 1부(출력본)를 동봉하고 대표메일(e-simsa@koreatech.ac.kr)로 원본
파일제출

③ 훈련교재 판 정보 : 교재에 표시되어 있는 정확한 판 정보를 기재해야 함
- 훈련교재목록과 과정개요서의 훈련교재 정보를 동일하게 기재
- 과정명, 교재명, 발행일, 판, ISBN은 정확하게 기재
※ 반려 및 보관, 기발송된 교재의 경우 비고란에 해당 차수를 포함하여 기재

【발행일, 판 정보 작성예시】
구분

교재 정보

작성 예시

발행일

훈련 교재의 발행
일을 기재

초판2쇄 인쇄 2016년 2월 2일
개정판1쇄 발행 2019년 1월 8일

2019-01-08
(최근 발행정보를 기재)

초판, 1판
개정판, 증보판, 중판, 재판*,
개정증보판, 전정판, 신판
개정2판
개정3판

1판

판 정보

판 정보는
심사시스템에서
숫자로만
입력 가능

2판
3판
4판

* 중판, 재판의 경우 출판사에 따라 개정판 또는 이전 판의 내용을 다시 인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판사에 문의
후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여 접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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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교재 관련 유의사항】
☞ 훈련교재

○ 훈련교재 2권(심사용 및 스캔용)은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으로 제출하며,
훈련교재가 심사시스템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사용 1권만 제출함

○ 과정별로 포장하지 말고 한 박스에 정리하여 보내야 하며, 기관명을 기재해야 함
○ 스캔교재는 교재 표지 위 부착양식을 붙이지 않고, 별도의 박스로 포장 발송 함
☞ 훈련교재 목록

○ 훈련교재목록 양식 변경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반려된 과정의 훈련교재는 보관되므로 다음 신청 시 교재를 보내지 않아도 됨
(단, 훈련교재 목록은 대표메일(e-simsa@koreatech.ac.kr)로 재발송해야 함)

※ 반려과정의 보관 교재는 1년간 보관 후 기증 또는 폐기하며, 심사완료 시중교재는 지역사회(도서관
등)에 기증함

☞ 훈련교재 판 정보 등록

○ 신규교재의 정보는 향후 다른 훈련기관에서 활용될 수 있음
○ 훈련교재 목록 기재 시 교재의 정보와 동일하게 기재(예. 개정2판 등)
○ 심사용 교재와 스캔용 교재는 판 정보가 일치해야 함
○ 자체교재는 내용 개정 및 부적합 사유 수정 등으로 인한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판 정보를
개정하여 기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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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교재 접수 체크리스트

1. 훈련교재목록 작성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① 해당 차수에 심사 신청해야 할 우편원격훈련과정이 확정이 되었는가?
② 확정 된 우편원격훈련과정들을 바탕으로 원격훈련심사센터에서 제공한 양식에 맞춰
훈련교재 목록을 작성하였는가?
③ 이전 반려 및 미신청 과정의 경우, ‘비고’ 란에 해당사항을 작성하였는가?
2. 심사용 교재 준비
① 훈련교재 목록과 심사용 교재가 일치(판정보 등)하고, 교재 부착 양식을 부착하였는가?
② 훈련교재 목록에 작성한 판, 쇄, ISBN 등의 정보와 심사용 교재의 정보가 모두
일치하는가?
3. 스캔용 교재 준비
① 스캔이 필요한 과정의 경우, 훈련교재 목록의 ‘스캔필요여부’ 란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고, 스캔용 교재를 준비하였는가?
② 스캔이 필요한 과정의 경우, 심사용 교재와 스캔용 교재의 판 정보 및 ISBN 정보 등이
모두 일치하는가?
③ 스캔용 교재에 교재 부착 양식을 부착하지 않고 별도의 박스에 포장하였는가?
4. e-simsa 시스템 등록
① e-simsa 시스템에 등록한 판, 쇄, ISBN 등의 정보와 심사용 교재의 정보가 모두
일치하는가?
② 스캔이 필요한 과정의 경우, e-simsa 시스템에 교재를 ‘미등록’ 상태로 하였는가?
5. 교재 발송
① 교재 박스에 훈련교재 목록(인쇄물)을 첨부하였는가?
② 훈련교재 목록을 원격훈련심사센터 이메일(e-simsa@koreatech.ac.kr)로
발송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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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학습활동서(PDF) 및 LMS 구현내역서
- 교수학습활동서는 학습자의 학습성과를 담보하기 위해 훈련과정의 교수학습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지침서로 별도의 인쇄물, LMS 상의 콘텐츠 형태로 개발된 것,
또는 교재 내 해당내용을 포함하여 개발된 것임
※ 우편원격훈련 과정 개발 시, [붙임4] 우편원격훈련 과정운영 표준(안)-예시 참조
※ [집체훈련 포함 과정인 경우] 교수학습활동서 및 LMS 학습계획활동(학습로드맵, 학습방법 및
수료기준 등)에 집체훈련 내용을 포함하여 전체 차시 훈련내용에 대한 안내를 제시해야 함

- 훈련기관은 심사시스템에서 교수학습활동서 구현 여부를 [인쇄물]과 [LMS탑재]
2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모든 내용을 PDF 형태로 등록해야 함
※ [LMS탑재]인 경우에도 반드시 LMS 상의 차시별 내용을 반영하여 캡처화면이 아닌 문서
형태의 PDF로 첨부해야 함

- 훈련기관마다 LMS 구현방법이 상이하므로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교수학습
활동서 첫 페이지에 LMS 구현내역서를 첨부해야 함
- LMS 구현내역서 ‘① 교수학습활동서 page’란에는 교수학습활동서에 해당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page기재 및 ‘② LMS 구현’란에 O표기하고, ‘③ LMS 확인방법’란에
경로를 상세히 작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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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생 LMS 구현내역서(예시)】
1. 학습계획활동
학습영역

오리엔테이션

학습목표설정
학습계획수립

학습자 활동

①

교수학습
활동서page

②LMS

③LMS 확인방법(자세히)

구현

학습 로드맵 확인

O(1page)

O

학습방법 및 수료기준 확인

･ ･

O(2page)

O

교수진 소개(내용전문가 교 강사)

O(3page)

O

훈련과정에 대한 목표 확인

O(4page)

O

※ 선택사항임

O(5page)

O

※ 선택사항임

교수학습
활동서page

LMS
구현

O(10page)

O

O(12page)

O

학습자 개별 목표설정
차시별 학습일정 및 활동 확인
학습 계획 수립

2. 학습수행활동
학습영역

학습자 활동

LMS 확인방법(자세히)

※ 선택사항임

차시별 문제상황 확인
차시별

차시별 학습목표 확인

학습준비

차시별 학습목표 수립
차시별 학습범위/주요내용 확인
차시별 교재학습

O

차시별 과제활동

O

교재 학습

보충심화학습

※ 선택사항임
→

→

나의학습장 나의강의실

→차시별과제활동

※ 선택사항임

보충심화 학습자료 학습
차시별 학습 정리내용 확인

O(20page)

O

※ 선택사항임

학습내용 공유를 위한 상호작용
차시별 학습 퀴즈 작성
학습정리

차시별 학습 체크포인트 확인

O

차시별 과제활동 대체

O(30page)

O

※ 선택사항임

O(40page)

O

나의학습장 나의강의실
만족도 설문

교수학습
활동서page

LMS
구현

LMS 확인방법(자세히)

학습목표 미달성 내용에 대한 재학습
만족도 설문지 작성 및 의견 제시

→

나의학습장 나의강의실 차시별학습
* 독려, 피드백기능은 평가파일에 별도
첨부

→

→

3. 평가참여활동
학습영역

학습자 활동
일반 과제 확인

O

나의학습장 나의강의실 과제

일반 과제 수행

O

→
→
나의학습장→나의강의실→과제

※ 선택사항임
※ 선택사항임

시험 일정 확인

O

나의학습장 나의강의실 시험

시험 응시

O

채점 결과 확인

O

평가과제제출

과제 작성 확인 및 제출

O

교 강사 피드백 지침 평가파일에 별도
첨부

평가결과확인

피드백 결과 확인

O

평가파일에 별도 첨부

맞춤형 과제 선택
평가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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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의학습장→나의강의실→시험
나의학습장→나의강의실→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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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충심화 학습자료(※선택사항)
- 학습자가 교재학습을 진행하면서 보충 또는 심화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학습자료를
제공하여 학습자의 본 학습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
- 과정개요서 [과정 및 양식 등록] 보충심화제공여부에 ‘유’를 선택하고, 추가정보를
반드시 입력해야 함. LMS 구현내역서에 보충심화 학습자료의 확인 경로를 상세히
기재해야 함
※ 보충심화 학습자료는 선택사항이며, 훈련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보충심화자료는 문서자료 뿐만 아니라 학습콘텐츠(이러닝, 멀티미디어동영상 등)를
포함하여 다양한 자료들에 대해 인정 가능함. 단, 차시별 훈련내용과 연관성이
있어야 훈련내용으로 인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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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강사 피드백 지침서
- 과정개요, 평가 방향 및 구성, 수료기준 등 전반적인 내용의 이해, 평가 시 유의사항
및 평가유형별 피드백 방법,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제시해야 함
- 학습 수행 중 교･강사 활동을 포함한 상호작용(A등급)을 제시한 경우 교·강사
비용지급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하며, 개별화/맞춤화 상호작용을
포함한 경우 해당내용을 교･강사 피드백 지침서에 제시해야 함
※ 해당 내용 누락시 신청한 훈련등급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 LMS 교 강사 모드에서 훈련생이 작성한 답안지에 대한 첨삭지도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화면캡처 및 기능설명 등을 상세히 작성해야 함

(6) 평가파일
- 평가파일은 제공된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엑셀파일로 심사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 구성: 평가개요 / 평가내용(각 개월차) / 진행단계평가(주 1회 학습활동 등) / 평가
피드백 기능 / 학습독려기능 / NCS 적용, 집체훈련 포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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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가개요 : 과정명, 평가구분, 평가시기, 평가유형, 총 문항 수, 출제문항 수, 배점,
점수, 수료기준 등에 대한 개요를 작성함

∼

- 진행단계평가는 수료기준에 최소 10 30점 이하로 배점하여 자유롭게 설계가능
※ 시험시간은 20문항 60분을 기준으로 하되 평가문항 수, 문항 유형 등에 따라 평가활동훈련분량
인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

② 평가내용 : 평가내용은 개월별 별도 Sheet로 구분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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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유형 : 선다형, 단답형, 약술형, 서술형 등 평가유형 작성
- 평가유형별 연번 : 유형별로 3배수 출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유형별로 각 문항의
연번을 작성
- 개월차 교재명, 평가문항, 정답 및 해설, 배점, 채점기준, 해당 차시, 해당페이지,
출제목적 작성
※ 개월별로 교재명을 기재해야 함

- NCS 적용 과정의 경우, 문항에 반영된 NCS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를 작성해야 함
③ 진행단계평가(주 1회 학습활동 등)
- 진행단계평가(주 1회 학습활동 등) 문항을 평가파일 시트에 제시해야 하며, LMS에
제시된 문항과 동일해야 함. 평가문항, 정답 및 해설, 배점, 채점기준, 해당차시,
해당 페이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함
- 주 1회 학습활동(학습퀴즈) 이외의 방법으로 진행단계평가를 출제할 경우, 해당
서식을 수정하여 다양하게 작성가능하며, 교･강사의 구체적인 활동을 포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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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 안내
【진행단계평가 안내】
진행단계평가
훈련생의 학습성과 및 훈련목표 달성을 위해 최종평가 전 학습 진행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평가 활동

○ 심사 신청 과정은 반드시 진행단계평가를 1회 이상 포함해야 하며, LMS에 평가결과가 연동
되어야 함(취득점수 확인 가능하도록 구현해야 함)

○ 진행단계평가는 수료기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평가 총 배점 (100점) 중 최소 10점∼30점
이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계 가능
- 참여활동(토론 과제, 그룹과제 등)의 경우 훈련생 참여지표(작성글 및 댓글 개수 등)에 대한
일부 점수 포함 가능
- 단순참여(출석체크 등)만으로 진행단계평가를 설계한 경우 등 점수산정이 부적절한 경우
평가적정성에서 부적합 될 수 있음

○ 진행단계평가의 경우 3배수 문항출제 및 시험시간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진행단계평가의 실시 횟수 및 출제문항 수, 평가유형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자유롭게 설계
가능
- 단, 진행단계평가의 실시 횟수, 출제문항 수, 난이도에 비해 수료기준 점수가 과다하게 부여
되었다고 심사위원이 판단한 경우 부적합 될 수 있음
- 진행단계평가 출제문항과 최종평가(수료평가)의 출제문항이 동일한 경우 부적합

○ 평가 재응시는 불가함
※ 단, 다시풀기 기능이 있는 ‘학습마무리 퀴즈’ 등을 진행단계평가로 활용하는 경우 훈련생이
처음 기재한 답안으로 평가결과가 LMS에 연동되어야 함

우편원격훈련 진행단계평가 구성 예시

① 주1회 학습활동(학습퀴즈)에 문항별 점수를 부여하여 산정
② 주1회 학습활동과 별도로 진행단계평가(학습마무리 퀴즈 등)를 실시하고
문항별 점수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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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차시별 학습독려 기능, 평가결과 피드백 기능
- 학습독려 및 평가결과 피드백의 경우 사전 심사 시 확인이 어려우므로 운영 예시
캡처 이미지를 제시한 경우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함
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적용, 집체훈련 포함 과정
- NCS 기반으로 설계된 훈련과정일 경우 NCS 적용 과정 목차를 구성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능력단위요소를 기재해야 함
- 차시, 페이지, 차시명, 차시목표, 주요훈련내용, 주요학습활동, NCS 능력단위
분류번호, 능력단위명, 능력단위요소 분류번호, 능력단위요소명 등 작성
- 집체훈련을 포함하여 설계된 과정인 경우 집체 포함 과정 목차를 작성해야 함
([붙임1] 집체훈련 포함 과정 편성 안내, [붙임3] NCS 편성 가이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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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편원격훈련과정 심사 기준

1 형식요건(반려) 심사

1) 형식요건(반려) 심사
○ 심사주체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 심사목적 : 우편원격훈련과정으로서 심사진행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충족
하는지 여부 확인
○ 심사결과
- 승

인 : 형식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과정

- 반려보완 : 반려보완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과정
- 반려확정 : 반려확정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과정
※ 형식요건(반려) 심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반려확정 항목이 추후 확인될 경우, 최종 부적합 될
수 있음

○ 심사방법 및 기준
- 과정개요서(심사시스템), 훈련교재, 교수학습활동서 및 LMS 구현내역서,
평가파일, LMS 등 심사자료가 최소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심사 접수마감 이후 LMS를 수정할 경우 반려확정 또는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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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심사 항목
반려확정 항목

◈ 훈련교재 제출 관련
- 훈련교재(심사용, 스캔용, 부교재 포함) 미제출

※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도착분도 미제출로 간주함

- 심사신청(시스템 등록) 교재와 정보가 상이한 교재 제출(판, 권 등)
- [집체훈련 포함] 훈련교재(심사용, 스캔용) 미제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접수 관련
- 훈련기관 인증평가 결과 ‘인증유예’ 판정된 훈련기관이 신청한 경우

※ 훈련기관 인증평가등급(1년 인증 이상) 미보유 시 심사신청이 불가하며, 심사 진행 중에
인증평가등급이 인증유예로 변경되는 훈련기관의 과정은 최종 심사결과 부적합 판정

- 최초심사 외의 심사 시 최초심사로 신청한 경우
- 부적합 과정을 재심사 또는 유효기간 연장심사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같은 차수 내 동일 과정을 중복 심사 신청한 경우
- 이의신청기간 동안 동일과정을 심사 신청한 경우
- 적합 과정의 교﹡강사, 직업훈련유형(예: 사업주 훈련

→ 근로자 개인훈련 등), 콘텐츠

개발정보 변경만을 위해 변경심사를 신청한 경우

※ 기존 적합 과정의 교·강사 및 시설·장비, 직업훈련유형을 변경할 경우, 상시 변경심사로 신청

◈ 심사자료 관련

･

- 심사자료 미제출(평가파일, 교수학습활동서, 교 강사 피드백 지침서 등)

◈ LMS 관련
- 심사과정 학습불가(모든 접속계정에서 과정 미탑재, 타 과정 탑재, ID/PW 오류 등
학습이 불가한 경우)

반려보완 항목

◈ 심사시스템 입력오류 관련
- 심사시스템 과정개요서 입력 오류
- 훈련교재 미등록 및 등록 오류
- 변경심사 신청 시 심사시스템-[기본정보]-[주요 변경내역]에 정확한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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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관련
- 적합 판정을 받은 과정을 변경심사 또는 유효기간 연장심사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

◈ 심사자료 관련
- 심사자료 미제출(교수진, 집체훈련 관련 증빙자료 등)

◈ LMS 관련
- 심사과정 학습불가(일부 접속계정에서 과정 미탑재, 타과정 탑재, ID/PW 오류 등 학습이
불가한 경우)
- 심사과정 학습오류(학습기간 설정오류, 1일 진도제한, 순차학습 등 기능부분)
형식요건심사는 심사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 중 심사신청 자료의 유, 무 등을 판단함

※ 그 외 심사 진행을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 반려보완 항목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
반려보완 할 수 있음

※ 형식요건(반려)항목은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시점에 원격훈련심사시스템을 통해 별도 공지

【반려보완 접수 시 유의사항】
○ 반려보완 과정은 반려 발표 후 2일 이내에 수정하여 재접수 가능함
○ 재접수 된 반려보완 과정에 대한 결과발표는 별도로 하지 않으며, 반려보완에 대한 조치
여부는 1단계 및 2단계 심사결과와 함께 최종결과에 반영됨
○ 재접수 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은 반려보완 과정은 최종 심사결과 ‘반려’ 처리됨
○ 신청유형을 변경심사 또는 유효기간 연장심사로 변경해야 하는 과정의 경우, 심사시스템 상
훈련기관이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 및 부적합 사유에 변경되어야 하는 신청유형을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미작성 될 경우 최종 반려될 수 있음
(예) 본 훈련과정은 변경심사로 신청해야 하는 과정이므로 신청유형 변경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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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단계 심사

○ 심사항목
심사항목

심사내용

1. 직무수행 적정성

∘훈련과정이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2. 원격훈련 적정성

∘원격훈련과정으로서 기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3. 훈련등급 적정성

∘훈련콘텐츠 품질 우수성, 훈련방법 특화, 산업현장성,

있는지 여부

학습지원강화 등 항목에 대한 반영여부

1) 직무수행 적정성
○ 심사주체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 심사목적 : 직무수행능력 향상과의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를 확인
○ 심사대상 : 과정개요서, 훈련교재, 교수학습활동서(PDF), LMS 등
○ 심사결과
- 적합 : 근로자의 직무 수행에 있어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과정
- 부적합 :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관련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과정
○ 심사방법 및 기준 : 훈련기관이 제출한 과정개요서와 훈련교재 및 교수학습활동서
등을 바탕으로 훈련대상 및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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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청제한분야】
○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보교류활동이나 시사, 일반상식 등 교양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 시민의식, 직장예절, 비즈니스 매너, 에티켓, 처세술, 경제상식, 금융상식 등 일반상식 내용 위주로
구성된 과정은 부적합

○ 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ㆍ기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취미활동, 오락, 스포츠, 부동산ㆍ
주식 투자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정규 교육과정
※ 단,「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5조제3호가목의 사내대학(기업대학) 과정은 심사
신청 가능

○ 외국어 능력 평가 시험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 근로자의 직무와 관계없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가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정
※ 공통법정훈련, 직무무관법정훈련 부적합

○ 사업장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목적으로 물품을 제작하거나 실습물을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훈련과정
○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과정
○ (근로자 개인 훈련만) 변호사·변리사·공인중개사·공인노무사 등의 업무 독점적 자격시험,
공무원 공채시험과 관련된 과정
○ 그 밖에 각 사업별 규정에서 제한하는 과정 및 훈련과정으로 부적합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과정
※ 정부혁신, 갑질예방 등 주된 훈련대상이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등과 같이 사업주훈련으로서
지원필요성이 미흡한 과정 부적합

【신청제한 과정 관련 유의사항】

○ 신청제한분야에 해당되는 내용을 1개 차시 이상 포함하는 경우에도 부적합 판정

※ 단, 불가피하게 직무과정의 일부 훈련내용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 과정개요서-[기본정보][신청 사유] 및 [훈련목표 및 대상]에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작성 과정에 한해
심사를 거쳐 대상한정 과정으로 제한적 인정 가능
(예) 의료 직무 과정에 심폐소생술 내용 포함
인사·급여담당자 직무과정에 퇴직연금 내용 포함 등

※ 대상한정은 p.265 심사결과 참고

○ 심사 신청 시 훈련목표, 훈련대상, 훈련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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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수행 적정성’ 심사항목 체크리스트】
심사항목

심사내용

심사결과

시사, 일반상식 등 교양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가?

개인의 취미, 오락, 스포츠, 재테크, 건강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가?

직무수행
적정성

근로자 직무와 관계없이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정인가?

☐ 적합
☐ 부적합

타 부처 또는 공공기관을 통한 이중지원, 주요훈련대상이
공무원인 과정 등 정부지원 필요성이 낮은 과정인가?

훈련목표와 관계없는 교재들이 혼재되어 있는가?

- 시사, 일반상식 등 교양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가?

① 역사, 철학, 한자, 예술, 수학, 과학 등 교양증진 관련 과정인 경우 부적합
② 직무나 업무와의 연계성보다 개인의 교양증진(자기계발, 자기경영, 성과관리, 집중력,
창의력, 사고력, 자신감 기르기, 시민의식, 직장예절, 비즈니스 매너, 에티켓, 처세술,
인맥관리, 인간관계, 습관, 시간관리, 셀프리더십 등)에 해당되는 과정인 경우 부적합

③ 직무나 업무와의

연계성보다 기본상식/IT입문(금융·경제·법률·역사·시사·인문학 등

일반상식, 개인 PC관리, 홈페이지 제작, UCC활용, SNS활용, 동영상 제작, 입문용
소프트웨어* 등)에 해당되는 과정인 경우 부적합
* (예) 코딩 과정 중 난이도가 낮아(주요 훈련내용이 오조봇, 스크래치 등 입문용 소프트웨어
활용법 위주) 실무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활용될 수 있는 과정인 경우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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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취미, 오락, 스포츠, 재테크, 건강증진(신체적, 정신적)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가?

① 요리, 커피, 와인, 유머, 풍수지리, 마술, 애견관리 등과 같은 개인적인 취미 또는
여가활동 과정인 경우 부적합

② 등산, 낚시, 요가 등 스포츠와 관련된 과정인 경우 부적합
③ 마사지, 안마, 치료 등과 관련된 내용(경락, 경혈, 반사, 지압, 필링, 비만, 메디컬 등)이
포함된 과정인 경우 부적합

④ 부동산, 주식, 펀드, 채권투자, 경매, 세금 절감 등 개인의 재테크 관련 과정인 경우
부적합

⑤ 스트레스 관리 해소(감정관리 등), 건강관리(금연, 금주, 안전운전, 스트레칭, 명상 등),
건강관련정보(각종 질환 및 예방법) 등 개인 건강 증진과 관련된 과정인 경우 부적합

- 근로자 직무와 관계없이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정인가?

① 개인정보보호, 산업안전보건,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개선 등 공통법정훈련과정인
경우 부적합

※ 산업안전보건 공통법정훈련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등

② 성매매 예방, 성폭력 예방, 가정폭력 예방, 아동학대 예방, 노인학대 예방, 인권,
양성평등,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소방안전, 재난안전, 퇴직연금, 부정청탁 금지,
임직원행동강령, 갈등관리, 폭언·폭행 예방 등 직무무관 법정훈련과정인 경우 부적합

※ 관련 내용을 1개 차시 이상 포함하는 경우 직무무관 법정훈련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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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부처 또는 공공기관을 통한 이중지원, 주요 훈련대상이 공무원인 과정 등
정부지원 필요성이 낮은 과정인가?

① 타 부처 또는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받아 이중지원을 받게 되는 과정인
경우 부적합

② 정부혁신, 갑질예방, 정부혁신 등 주요 훈련대상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 재직자훈련으로서 지원필요성이 미흡한 과정, 의료법 위반이 우려되는
과정인 경우 부적합

- 훈련목표와 관계없는 교재들이 혼재되어 있는 과정 부적합

Tip

직무수행 적정성 판정 기준

◈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과 관련성이 있는 내용인 경우에도, 재직자 직무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내용으로 구성된 경우는 부적합으로 판정될 수 있음

◈ 심사신청 시 선택한 훈련사업(사업주 훈련, 근로자 개인훈련)에 따라 1단계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집체훈련이 포함된 원격훈련과정(B/L과정)의 신청제한분야는 집체훈련 기준과 동일 적용함
(2019년도 상반기 운영 집체통합심사 공고문 참조)

2) 원격훈련 적정성
○ 심사주체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 심사목적 : 우편원격훈련만으로 훈련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함
○ 심사대상 : 훈련교재, 교수학습활동서(PDF), LMS 등
○ 심사결과
- 적합 : 우편원격훈련과정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과정
- 부적합 : 우편원격훈련과정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 판정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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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원격훈련 적정성’ 심사항목 체크리스트】
심사항목

심사내용

심사결과

원격훈련과정으로서의 기본 요건을 갖추었는가?
원격훈련
적정성

전문적인 지도나 실습이 필요한 기능연마, 기능숙련 과정인가?

☐ 적합
☐ 부적합

자격증 시험대비 문제풀이 및 해설 위주의 과정인가?

- 원격훈련과정으로서의 기본 요건을 갖추었는가?
➀ 훈련교재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교수설계 요건이 적용되지 않은 단순 제품 또는
업무 매뉴얼 부적합

② 업무관련 사업보고서나 연구보고서, 리포트 등 단순 참고자료 또는 보조적 활용(부
교재 등)이 적절한 경우 부적합

- 전문적인 지도나 실습이 필요한 기능 연마, 기능 숙련 과정인가?

① 훈련목표 달성을 위해 전문적인 실습이 요구되는 과정인 경우 부적합
② 훈련목표 달성을 위해 기능 숙련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경우 부적합
- 자격증 시험대비 문제풀이 및 해설 위주의 과정인가?

① 자격증 취득대비 기출문제, 예상문제 등 문제풀이 및 해설위주로만 구성되어 있는
과정인 경우 부적합

② 자격증 과정 중 기초개념, 이론, 원리 등 설명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과정인 경우 적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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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훈련등급 적정성
○ 심사주체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 심사목적 : 훈련콘텐츠 품질 우수성, 훈련방법 특화, 산업현장성 등 항목에 따라 과정의
훈련등급을 부여하기 위함
○ 심사결과 : A등급, B등급, C등급
- A등급 : A등급의 대분류 5개 중 3개 이상 충족 시
- B등급 : B등급의 대분류 5개 중 3개 이상 충족 시
- C등급 : C등급의 대분류 5개 중 5개 필수항목 충족 시
※ 상위등급 항목에서 충족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등급의 항목 충족으로 대체인정 가능
※ 심사등급은 적합과정에 한해 2단계 심사에서 최종 부여됨

○ 심사방법
- 심사신청 시 훈련기관이 선택한 훈련과정 등급별 세부항목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훈련등급을 부여함
-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훈련기관이 신청한 등급에 맞추어 심사를 진행하되, 이를
조정할 수 있음
※ 훈련등급 관련 자료는 과정개요서 [심사등급 산정정보] 세부항목 내에 첨부/기재 시 인정

Tip

대분류 등급 인정 기준

◈ 대분류 내 세부항목 중 1개 이상 충족 시 해당 대분류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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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등급 기준
대분류
훈련콘텐츠
품질 우수성

훈련방법
특화

산업
현장성

학습지원
강화

평가

A등급

B등급

C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혼합훈련 구성(B/L)

∘혼합훈련 구성(B/L)

∘원격훈련(인터넷·우편)

NCS 비율 40% 이상
∘NCS 비율 70% 이상 적용 ∘~70%
미만 적용
(능력단위요소 기준)

∘교·강사 활동(피드백 등)을
기반으로 하는
개별화/맞춤화 된
상호작용이 포함된 과정

∘개별화/맞춤화
현업적용형 과제 출제

(능력단위요소 기준)

구성

∘NCS 비적용 과정

∘개별화/맞춤화 된

∘일반적인 상호작용이

∘다양한 평가방법/

∘평가실시

상호작용이 포함된 과정

평가유형 실시 과정

포함된 과정

(시험 또는 과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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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별 세부 항목 심사기준
- A등급 : A등급의 대분류 5개 중 3개 이상 충족 시
대분류
훈련콘텐츠
품질 우수성
훈련방법
특화

산업현장성

학습지원강화

평가

항목

심사결과

∘‘훈련콘텐츠 전달방식’과 ‘훈련내용 및 최신성’이 매우 우수한 □ 인정
훈련과정인가?
□ 조정
∘집체훈련 포함 훈련과정인가?
□ 인정
※ 단, 원격훈련이 20%이상 반영되어야 함
□ 불인정
(우편원격훈련은 32시간 (2개월) 이상 포함되어야 함)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능력단위요소로
□ 인정
구성되었고(70%이상), 평가(시험, 과제 등)에서 NCS
□ 조정
능력단위요소의 반영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가?
∘훈련과정 내 교·강사-훈련생 간 맞춤화된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 인정
훈련생 개인별 교수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 조정
∘개별화/맞춤화 된 현업적용형 과제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 인정
조정

- B등급 : B등급의 대분류 5개 중 3개 이상 충족 시
※ 단, A등급 항목에서 충족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 대체 인정
대분류
훈련콘텐츠
품질 우수성
훈련방법
특화

산업현장성

학습지원강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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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훈련콘텐츠 전달방식’과 ‘훈련내용 및 최신성’이 우수한
훈련과정인가?

∘집체훈련 포함 훈련과정인가?

※ 단, 원격훈련이 20%이상 반영되어야 함
(우편원격훈련은 32시간 (2개월) 이상 포함되어야 함)

심사결과

□ 인정
□ 조정
□ 인정
□ 불인정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능력단위요소로 구성되었고(40%이상 □ 인정
~70%미만), 평가(시험, 과제 등)에서 NCS 능력단위요소의 반영
□ 조정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가?
∘ 개별화/맞춤화된 상호작용이 포함되었는가?

∘다양한 평가방법/평가유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 인정
□ 조정
□ 인정
□ 조정

Ⅳ. 우편원격훈련 심사제도 세부 내용 설명

- C등급 : C등급의 대분류 5개 중 5개 필수항목 충족 시
※ C등급의 세부항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원격훈련과정 부적합
대분류
훈련콘텐츠
품질 우수성

훈련방법
특화

산업현장성

학습지원강화

평가

항목

심사결과

∘‘훈련콘텐츠 전달방식’과 ‘훈련내용 및 최신성’이 일반적인

□ 인정

∘원격훈련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인정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비적용 과정인가?

□ 인정

∘훈련과정 내 표준화(일반화)된 상호작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인정

∘평가(시험 또는 과제 등)를 실시하고 있는가?

□ 인정

훈련과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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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별 세부 항목 심사 기준

훈련콘텐츠 품질 우수성

① [A/B/C등급] ‘훈련콘텐츠 전달방식’과 ‘훈련내용 및 최신성’이 우수한 훈련과정인가?
◈ [훈련콘텐츠 전달방식 우수성]과 [훈련콘텐츠 내용 우수성 및 최신성] 각 평가 준거의 달성
정도에 따라 심사위원이 점수를 부여하며, 해당 점수에 따라 A/B/C 등급을 산정함

※ 각 준거에 따른 점수를 인정받고자 할 경우, 관련 내용을 충실하게 증빙하여야 함
※ 과정개요서 ⇒ [심사등급 산정정보] ⇒ [훈련콘텐츠 품질우수성]에서 해당 등급 선택 ⇒ [내용]
버튼 클릭 후 증빙자료 탑재

※ 지정 경로 외 업로드 할 경우 심사결과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훈련콘텐츠 전달방식 우수성] 평가 준거

평가 준거

① 훈련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예. 교수학습활동서 내 그래픽, 도표, 차트, 사진, 애니메이션 등을 활용하거나, 맞춤형
보충학습자료(멀티미디어 등 URL, QR코드 등 다양한 전달방식) 활용)

② LMS를 활용하여 콘텐츠, 영상, 카드뉴스 등 차별화 된 교수방법을 통한 학습동기 및 흥미를
유발하고 있는가?

③ 훈련생의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사전지식 제시, 선수학습 수준 진단 등 체계적인 학습요소를
포함하여 설계하였는가?

④ 훈련생의 학습효과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부가학습기능(평가결과에 따른 참고문헌[레퍼런스]
제공이나 실시간 질의응답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는가?

⑤ 동영상, 이미지, 텍스트 해상도 등 모든 콘텐츠(훈련교재, 교수학습활동서, 보충학습자료 등)의
자료는 적정품질(가독성 등)로 제공되는가?

◈ [훈련콘텐츠 내용 우수성 및 최신성] 평가 준거
평가 준거

① 최근 2년 이내(심사접수 마감일 기준) 개발한 신규 콘텐츠인가? (최초개발 또는 전면 재개발)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우편원격훈련과정의 경우 훈련기관이 직접 개발한 교재로 구성된 과정이어야 함
②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적인 훈련내용(NCS 4수준 이상에 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는가?
③ 해당 분야의 최신 산업현황을 훈련과정에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④ 훈련생 현업 적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례 등을 훈련내용에 반영하고 있는가?
⑤ 해당분야의 전문가 가 과정 개발에 참여하였는가?
*

* 해당분야 관련 경력 10년 이상,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기능장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 중
한 개 이상 충족 시 인정 (통합심사 고급 및 특화과정 훈련강사 심사기준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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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방법 특화 과정
① [A/B등급] 집체훈련 포함 훈련과정인가?

◈ 우편원격훈련기관과 집체훈련기관으로서 각각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반려/부적합
◈ 집체훈련 포함 과정으로 설계 시 우편원격훈련이 20% 이상, 최소분량은 2개월(32시간) 이상인
경우 인정

※ 교수학습활동서 및 LMS 학습계획활동(학습로드맵, 학습방법 및 수료기준, 교수진 소개 등)에
집체훈련 내용을 포함하여 전체 차시 훈련내용에 대해 안내해야 함

◈ 집체훈련 포함 과정으로 훈련방법 및 시설･장비 등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부적합
- 우편원격훈련과 집체훈련 간 내용 연계성이 부적절한 경우 부적합
- 우편원격훈련에서 다룬 훈련내용을 집체훈련에서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경우 부적합

･

- 집체 교 강사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불인정 또는 부적합
- 훈련 시설 및 장비가 집체훈련을 실시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부적합
- 집체훈련의 출결 및 훈련생 관리가 웹상에서 연동될 수 있는 기능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
부적합

※ 집체훈련 포함 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집체훈련 포함 과정 편성 안내 참조
② [C등급] 원격훈련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원격훈련과정으로서 기본요건을 갖춘 경우 인정
- 원격훈련과정으로서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원격훈련 적정성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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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성
① [A등급]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능력단위요소로 구성되었고(70%이상),
평가(시험, 과제 등)에서 NCS 능력단위요소의 반영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가?

◈ 훈련분량의 70% 이상이 NCS 능력단위요소로 구성되었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문항이
있는 경우 인정
예) 2개월 과정의 경우, 총 8주차 중 6주차 이상 NCS 적용

◈ NCS 능력단위요소를 반영한 훈련내용이 70% 미만으로 구성된 경우 B/C등급 조정
◈ 평가문항이 능력단위요소 및 수행준거를 바탕으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 C등급 조정
- 평가문항은 NCS가 반영된 비율 수준으로 구성해야함

◈ NCS능력단위요소명을 활용하여 차시명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B/C등급 조정

※ NCS 적용 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3] NCS 편성 가이드 참조
※ 능력단위요소의 모든 수행준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NCS 적용 예외사항을 반드시 작성

② [B등급]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능력단위요소로 구성되었고(40%이상∼70%미만),
평가(시험, 과제 등)에서 NCS 능력단위요소의 반영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가?

◈ 훈련분량의 40%이상~70%미만이 NCS 능력단위요소로 구성되었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문항이 있는 경우 인정

◈ NCS 능력단위요소를 반영한 훈련내용이 40% 미만으로 구성된 경우 C등급 조정
◈ 평가문항이 능력단위요소 및 수행준거를 바탕으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 C등급 조정
- 평가문항은 NCS가 반영된 비율 수준으로 구성해야함
③ [C등급]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비적용 과정인가?

◈ NCS 능력단위요소를 40% 미만으로 반영한 경우 인정
◈ 전체 NCS 948개 직종 중 훈련기준이 미개발된 직종인 경우 인정

※ 추후 NCS 직종은 한국산업인력공단(www.ncs.go.kr)의 공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훈련기준은 원격훈련심사시스템(e-simsa) 자료실에 공지된 최신 버전을 기준으로 인정함

◈ 그 외 NCS 미개발 분야, 직업기초능력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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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지원 강화(상호작용)
① [A등급] 훈련과정 내 교·강사-훈련생 간 맞춤화된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훈련생 개인별 교수학
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 교･강사-학습자, 학습자-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도구로서 아래의
[상호작용 예시] 등이 ①(직무, 수준 등에 따라)개별화, 맞춤화된 상호작용 방식과 ②교･강사
활동(1:1 피드백 등은 교강사 피드백 지침서에 세부적으로 기재) 등을 포함하여 제시된 경우
인정
- 교강사 활동 없이 개별화 맞춤화된 상호작용만 제시된 경우 B등급 조정 될 수 있음

･

- 학습지원강화(상호작용) A등급 신청 시 ‘교 강사 비용지급 가이드라인’을 교강사 피드백
지침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함(미포함 시 불인정)

◈ [상호작용 예시] 등의 학습활동에 대한 교·강사 활동(운영 및 피드백) 내용이 (직무, 수준

등에 따라) 개별화/맞춤화되어 제공되고, ‘교･강사 피드백 지침서’ 등에 상세히 제시되어 있는
경우 인정
- ‘훈련생 참여활동’ 및 ‘교 강사의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B/C등급 조정 될 수 있음
- 해당 활동에 대한 활동 예시, 교 강사 피드백 지침 등의 첨부자료 등록을 권장하며, 활동에
대한 설명이 미흡할 시 B/C등급 조정 될 수 있음
- [진행단계평가]와 연계하여 개별화/맞춤화 상호작용 활동 가능

･

･

★ 교·강사 비용지급 가이드라인
- 기본료, 강사료, 학습지도비 등 교·강사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의 가이드라인을
교·강사 피드백 지침서에 명문화하여 제출
(예1)

… 훈련기관은 교·강사의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강사료를 지급한다. 단, 강사료의
지급수준은 교·강사의 활동에 대한 매 1개월 단위의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평가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예2)

…

… 활동집계 기간 내 활동 건 수에 따라 기본료를 지급한다. 단, 기본급 지급대상
건 내 지연채점(종강일 +2일) 건이 있을 경우, 기본급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활동한 건수에 상응하는 금액만큼만 지급한다. (과제 1~2건 : 건당 5,000원 /
과제 3건부터 : 건당 3,000원 등)

(예3)

…

… 학습지도비는 과정을 최종 수료한 수강생 1인당 3,000원(원천세 포함)으로
한다. 훈련기관은 교·강사에게 매 과정이 종료된 익월 15일에 학습지도비에서
원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예4)

…

… 분기별 교·강사 실적 평가를 통해 각각 전체 교·강사 상위 20%, 하위 10%에
해당하는 교·강사에게는 아래와 같이 조정된 강사료를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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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B등급] 개별화/맞춤화 된 상호작용이 포함되었는가?

◈ 교･강사-학습자, 학습자-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도구로서 [상호작용
예시] 등이 (직무, 수준 등에 따라) 개별화/맞춤화된 방식으로 다양하게 제시된 경우 인정

◈ 훈련교재 외에 보충 및 심화학습을 위한 자료로서 [보충심화 학습자료 예시] 등이 ①직무수준,
훈련단계 ②훈련생 요구 또는 수준에 따라 개별화/맞춤화된 방식으로 제공되는 경우 인정
[개별화/맞춤화 된 상호작용 예시]
활동항목

활동내용

실시간 강의, 라이브
세미나

훈련생 요구 또는 수준에 대한 테스트/진단 후 훈련생에게 맞춤화
된 훈련내용(실시간 강의, 라이브 세미나 등)을 제공함

Gamification

훈련과정이 게임형태로 진행되며, 게임 진행에서 지속적으로
교 강사-학습자 상호작용 또는 학습자-학습자 상호작용이 이루어짐

소셜러닝

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 훈련주체간의 상호작용 및
훈련내용에 대한 상호작용이 실시되는 과정

토론 활동

토론을 실시하며, 토론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방향성, 토론 문제
등)과 교 강사의 ‘토론 실시(진행)방법 및 피드백 지침’을 제공함

문제상황 인식 및
사전 학습 진단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훈련 내용과 관련된 차시별 문제
상황 또는 사례를 제시하거나 학습자의 관심을 유발하는 퀴즈를
제시하고 교 강사가 이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있는지 확인

･

･

･

･

훈련생 스스로의 훈련목표 훈련생 스스로 훈련목표를 작성(설정)하고, 교 강사는 훈련생이
작성 및 피드백
작성한 훈련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원
사전진단/테스트에
따른 학습활동 제공

사전진단/사전테스트 결과에 따라 학습자를 그룹화하고, 맞춤화된
학습활동을 진행함

그룹(커뮤니티) 활동

차시별 문제 상황이나 사례/과제 등을 제시하고, 사전진단/테스트 결과에
따른 그룹(커뮤니티) 별로 의견교류를 진행. 교 강사는 훈련생의 의견에
대한 첨언 및 그룹원 간의 의견 조율, 과제에 대한 설명 및 작성 Tip 제공
역할 수행

기 타

그 외 교 강사-학습자 상호작용, 학습자-학습자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개별화, 맞춤화된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경우
(Q&A, 설문 제외)

･

･

[보충심화 학습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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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항목

활동내용

현장적용형
사례

해당 개월별로 중심 되는 학습내용과 연관된 사례로 구성되어야
함. 사례의 분량 제한은 없으나 학습한 내용을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 혹은 학습한 내용이 현장에서 활용되는 사례를 다루고
있어야 함

부교재

학습자가 본 과정 학습 중에 학습 내용에 대한 심화 학습이 가능
하도록 추가적인 보조교재를 별도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멀티미디어
콘텐츠

해당 학습내용과 관련이 있는 동영상 강의 또는 플래시로 개발된
강의 등을 의미함

참고문헌 및
요약정리

훈련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참고
문헌 등을 구체적으로 내용과 함께 제공하는 경우

Ⅳ. 우편원격훈련 심사제도 세부 내용 설명

③ [C등급] 훈련과정 내 표준화(일반화)된 상호작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교･강사-학습자, 학습자-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도구로서 [상호작용
예시] 등이 표준화(일반화)된 방식으로 다양하게 제시된 경우 인정

◈ 주 1회 학습활동(퀴즈), 평가 피드백, 질의응답, 만족도 설문 등 필수 항목에 대해서는
상호작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표준화(일반화) 된 상호작용 예시]
활동항목

활동내용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훈련 내용과 관련된 차시별
문제상황 인식 및
문제 상황 또는 사례를 제시하거나, 사전 학습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전 학습 진단
퀴즈를 제시함
실시간 강의,
라이브 세미나
SNS 활동
토론 및 학습자
의견 공유

실시간 강의, 라이브 세미나 등으로 훈련내용을 제공함
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훈련내용에 대해 훈련주체 간
상호작용할 수 있음
훈련 내용과 관련된 특정 주제에 대하여 토론을 실시함

※ 상호작용에 해당되는 모든 기능과 설계전략에 대해 상세히 기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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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① [A등급] 개별화/맞춤화된 현업적용형 과제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 개별화/맞춤화 현업적용형 과제를 출제하는 과정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
개별화/맞춤화 현업적용형 과제

①

훈련목표, 훈련대상, 훈련내용을 연계하여 훈련생 특성에 따라
개별화/맞춤화된
형태로 구체적인 현업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적용(개선, 해결, 활용) 방안을
작성하도록 구성된 맞춤형 현업 과제

②

◈ 현업적용형 과제를 훈련생 특성에 따라 개별화된 형태로 제시하는 경우 인정
- 훈련생 업종, 직무, 사전진단결과(관심사) 등으로 그룹을 구분하고 그룹에 따른 현업적용형
과제를 제시한 경우 인정
- 사전테스트에 따른 훈련생 수준별 현업적용형 과제를 제시한 경우 인정
<불인정 사례>
- 콘텐츠 및 훈련교재에 제시된 내용에 대한 단순 학습자 개인 의견을 작성하는 경우
- 문제에 제시된 현업상황(판례 등)이 콘텐츠 및 훈련교재에 제시된 내용과 동일한 경우
- 문제에서 현업상황 또는 판례를 제시하여 정해진 답을 유도하는 경우
- 회계/재무 계산형 문제, OA/프로그래밍 실습형 문제

◈ 개별화/맞춤화 현업적용형 과제가 아닌 서술형 과제인 경우 B/C등급 조정
- 구체적 현업상황 제시 및 현업 적용방안 작성 없이, 단순히 훈련내용의 이해도를 확인하는
서술형 과제의 경우 B/C등급 조정

◈ 과제 문항의 일부 문항은 개별화/맞춤화 현업적용형, 일부 문항은 서술형 과제로 구성된
경우 B/C등급 조정
(예 : 총 평가문항 3개 중 1개 문항 출제인 경우, 3개 문항 중 1개 문항이 서술형인 경우)
단, 서술형 과제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훈련생이 1개 이상의 개별화/맞춤화 현업적용형
과제를 반드시 수행하도록 설계된 경우 인정

◈ 과제 문항 내에 세부문항으로 서술형과 현업적용형이 혼합된 형태의 과제인 경우 인정
단, 현업적용형의 비율에 따라 B/C등급 조정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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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B등급] 다양한 평가방법/평가유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평가방법 및 평가유형 안내

∘평가방법 : 시험, 과제, 토론 등 평가활동 방법 (진행단계평가 제외)
∘평가유형 : 평가방법의 세부유형 (예 : 시험 - 선다형, 단답형, 서술형 등)
◈ 훈련과정이 시험, 과제 등 2가지 이상의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인정
- 평가 1회에 시험과 과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시험은 10문항(시험시간 30분 이내)
이상 출제하는 경우 인정
- 과제는 서술형, 현업적용형, 계산형, 실습형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선다형 및 단답형 문항은
과제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부적합

◈ ‘시험’만 수행 시 2가지 이상의 유형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다양한 평가유형으로 인정
- 선다형, 단답형, 서술형 등 형태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인정
- 시험문항 20문항 미만(시험시간 60분 이내) 출제 시 불인정 및 부적합 될 수 있음

◈ ‘과제’만 수행 시 서술형, 논술형, 실습형 등 2가지 이상의 유형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다양한 평가유형으로 인정
- 출제 문항 수가 3문항 미만인 경우 C등급 조정
- 과제에 진위형, 선다형 등 객관식 문항 포함하는 경우 불인정 및 부적합 될 수 있음

③ [C등급] 평가(시험 또는 과제 등)를 실시하고 있는가?

◈ 시험, 과제 등 한 가지 이상의 평가방법 및 유형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인정
- 시험문항 20문항 미만(시험시간 60분 이내) 출제 시 불인정 및 부적합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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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단계 심사

○ 심사항목
심사항목

심사내용

1. 훈련분량 적정성

2. 학습계획활동 적정성

3. 학습수행활동 적정성

∘ 훈련기관이 제시한 훈련분량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 학습 오리엔테이션, 학습목표설정, 학습계획수립 내용의 적정성
여부
∘ 훈련과정의 교수진(교·강사)이 적정한지 여부
∘ 차시별 학습준비, 교재학습, 학습정리 내용의 적정성 여부
∘ 훈련목표 달성에 적합한 훈련내용과 최신 현황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 여부

4. 평가참여활동 적정성

∘ 훈련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평가방법 및 내용이 적정하게
구성되었는지 여부
∘ LMS 평가 진행(제한 시간, 문항 수 등)과 교･강사 피드백
내용 및 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 NCS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 신청한 NCS 훈련분류가 적정한지 여부

5. NCS 적정성

1) 훈련분량 적정성
○ 심사주체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 심사목적 : 제시된 기간에 상응하는 훈련분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함
○ 심사방법 : 훈련기관이 제출한 훈련교재와 교수학습활동서, 보충심화 학습자료(선택)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 심사결과 : 적합 / 분량조정 / 부적합
- 적합 : 제시된 기간에 상응하여 훈련교재 등의 분량이 적정한 경우
- 분량조정 : 48시간(3개월) 이상 과정의 분량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하향조정
- 부 적 합 : 신청한 훈련기간에 대한 훈련교재 등의 분량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예. 32시간(2개월) 신청 과정이 최소기준 2개월 분량에 미달되는 경우)
※ 집체훈련 포함 시 집체훈련에 대한 분량산정은 1시간 단위로 산정함.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집체훈련 포함 과정 편성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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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훈련분량’ 심사항목 체크리스트】
심사내용

체크리스트

훈련내용(교재+교수학습활동서 등)의 분량이 2개월에 미달
되는가?
훈련분량
적정성

훈련분량이 제시된 훈련기간에 미달하는가?

심사결과

☐ 적합
☐ 분량조정
☐ 부적합

각 개월차 별 훈련교재의 내용이 중복되는가?

- 훈련내용(훈련교재, 교수학습활동서 등)의 분량이 32시간(2개월)에 미달되는 경우
부적합
※ 훈련교재의 학습 분량이 부족하더라도, 교수학습활동서 및 보충심화 학습자료 등을 통해
훈련분량을 충분히 보완한 경우 적합

- 훈련분량이 제시된 훈련기간에 미달하는 과정 분량조정
※ 최소 기준인 32시간(2개월)에는 부합되나 훈련내용이 훈련기관에서 제시한 훈련분량에
미달하는 과정은 분량조정함(예로 훈련기간이 48시간(3개월)인 훈련과정을 신청하였으나
심사결과 훈련기관에서 제시한 48시간(3개월) 훈련분량에 미달하는 경우 분량을 하향조정함)

- 각 개월차별 훈련교재의 내용이 중복되는 과정 부적합
※ 훈련과정이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교재로 중복 구성되어 있는 경우 부적합

- 훈련 목표를 달성하기에 학습 분량이 부족한 경우 부적합
※ 훈련목표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나 학습 분량이 부족해 이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부적합

- 훈련대상자 및 내용에 따라 훈련기간 산정 판단
※ 훈련대상자 중 보편적인 학습자가 평균적으로 학습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분량 산정.
훈련대상자가 고급관리자인 과정에 기본 개념 위주의 초급학습자에게 적정한 분량이 제시되면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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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분량 구성 시 유의사항】

○ 훈련분량은 훈련대상 중 보편적인 학습자가 평균적으로 학습하였을 때 소요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 훈련범위는 단순 교재의 페이지 수가 아닌 교재 내용 중심으로 산정하여 구성해야 함
- 1권을 2개월 또는 3개월 분량으로 산정하거나 2권을 1개월 분량으로 산정 가능

○ 교재의 분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훈련내용을 보완하는 보충심화자료, 콘텐츠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단, 보충자료 내용이 차시별 훈련내용 및 평가내용과 연관되어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보충심화자료의 분량(범위)은 개월차를 구분하여 명시해야 하며, LMS구현내역서 등에 보충심화자료
제공 경로를 안내해야 함

○ 평가활동 훈련분량 인정
- 최소기준 이상의 평가활동 수행 시, 산정방식에 따라 최종 판정된 훈련분량에
최대 2시간 추가 인정
훈련분량

평가 인정 대상

평가 최대인정시간

32시간(2개월) 이상

개월별 최종평가

2시간

※ 평가방법 중 진행단계평가(퀴즈 등)는 훈련분량 인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개월별 최종평가는 아래 기준 충족 시 시간 인정 가능(1시간/개월)
평가유형
시험 단독 출제
과제 단독 출제
시험+과제 출제

출제문항 수 기준

∘시험 20문항 이상
∘과제 3문항 이상*
∘시험 10문항 이상 + 과제 1문항 이상

평가 인정시간
1시간
1시간
1시간

* 단, 현업적용형 과제 등이 3문항 미만으로 출제되는 경우, 1시간에 준하는 수준의 평가문항이면서,
평가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평가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음

Tip

훈련분량 변경심사

◈ 기존 적합 과정에 대하여 정기심사 일정에 맞춰 평가활동 훈련분량 추가 인정을 위한 변경심사 신청
◈ 훈련분량 변경심사는 훈련내용 및 평가내용의 변경이 없는 과정에 한하며, 이전 심사 시 제출한
심사자료를 토대로 인정여부 검토 (※ 훈련내용 변경사항은 변경심사를 통해 신청)
◈ 훈련분량 변경심사 과정은 출제문항 수 및 시험시간 최소기준을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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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계획활동 적정성
○ 심사주체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심사위원
○ 심사목 적 : 학습 오리엔테이션 및 학습계획수립, 학습목표설정 내용의 적정성 확인
○ 심사결과 : 적합 / 부적합
○ 심사항목
【 ‘학습계획활동’ 심사항목 체크리스트】
심사내용

체크리스트

심사결과

학습 절차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학습로드맵
(차시명, 학습일정 및 활동 등)의 내용이 적정한가?
- [집체훈련 포함] 집체훈련으로 구비되어있는 시설 및
장비가 학습에 적정한가?
1. 오리엔테이션
및 학습계획 수립

학습 일정별 학습자가 수행해야 할 활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학습방법 및 수료기준의 내용이 적정한가?

☐ 적합
☐ 부적합

본 과정의 교수진이 적정한가? (증빙자료 필수 확인)

2. 학습목표 설정

판정 결과

훈련과정에서 제시한 훈련목표 및 훈련대상이 적정한가?

□ 적합 (체크리스트별 제시한 내용이 적정한 경우)
□ 부적합 (제시한 내용이 없거나, 내용이 있어도 적정하지 않은 경우)
※ 항목별 최종 결과는 한 가지라도 부적합이면 부적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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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계획활동
1. 오리엔테이션 및 학습계획 수립

☞ 학습 절차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학습로드맵(차시명, 학습일정 및 활동 등)의 내용이
적정한가?
* 학습자가 학습순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학습흐름도(차시구분과 차시명 작성)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 적합
* 과정 시작부터 학습진행, 마무리단계까지 전체적인 학습수행의 목표, 일정, 내용 등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 적합
* LMS의 학습로드맵에서 차시명 및 주요 내용이 중복 제시되어 있는 경우 부적합
* 차시별 학습내용 중 해당 차시의 주요 내용이 차시명으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 적합
* 학습일정 및 학습활동에 대한 표준학습계획을 포함하여 학습진행을 위한 진도 계획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 적합

[집체훈련 포함] 안내 사항

☞ 교수학습활동서 및 LMS 학습계획활동(학습로드맵, 학습방법 및 수료기준, 교수진 소개
등)에 집체훈련 내용을 포함하여 전체 차시 훈련내용에 대한 안내를 제시해야 함
☞ 집체훈련으로 구비되어있는 시설 및 장비가 학습에 적정한가?

∘ 학급당 정원, 훈련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 훈련시설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적합
∘ 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 훈련에 필요한 필수장비 및 기자재가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산업현장 활용도/훈련내용 측면에서 장비 및 기자재 사양, 내구연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부적합

∘ 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 학급당 정원 대비 훈련장비 및 기자재 수량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부적합

※ 집체훈련 포함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집체훈련 포함 과정 편성 안내 참조

☞ 학습 일정별 학습자가 수행해야 할 활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학습방법 및 수료기준의 내용이
적정한가?
* 학습에 앞서 학습장 내 개월차별 / 차시별 주요학습내용 및 활동 내용이 적정하게 제시된 경우 적합
* 매월 총괄평가와 주 1회 학습활동 참여 등 수료기준이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고 내용이 적정하면 적합

☞ 본 과정의 교수진이 적정한가? (증빙자료 필수 확인)

※ 교수진(교･강사, 내용전문가) 증빙자료 : 교·강사 등록확인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제출 필수
* 교수진이 사업주 고시에서 제시하는 자격요건 3가지 중 1가지 이상 충족하고, 해당 분야(세부
전문분야의 경우 세부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
적합(증빙자료 필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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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수의 교 강사로 Pool을 구축한 경우, 교 강사들의 학력 및 경력이 전체 훈련내용을 지도하기에
적절하면 적합

･
* 교･강사의 학력 및 경력이 훈련과정의 관련분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불인정 또는 부적합
* 교･강사의 경력사항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 불인정 또는 부적합
* 제시된 교･강사의 실무경력이 해당과정의 현업 적용을 지도하기에 부족하거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 교 강사의 학력 및 경력이 훈련내용의 일부분만 포함 된 경우 부적합

판단되는 경우 부적합

･

* [집체훈련 포함] 집체 교 강사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제시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증빙서류가 미흡한 경우 부적합

･

* 학습 진행을 담당할 교 강사 및 내용전문가 프로필이 LMS 상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 적합

･

※ 전체 교 강사가 불인정되는 경우 ‘학습계획활동’에서 부적합이 되고, 일부 불인정되는 경우 인정된
교 강사로만 운영 가능
※ 교수진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p.199 교수진 증빙서류 안내 참고

･

2. 학습목표 설정

☞ 훈련과정에서 제시한 훈련목표 및 훈련대상이 적정한가?
* 사업주/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의 지원대상과 훈련목표·대상의 연계성이 부족한 경우
부적합
* 훈련(학습)목표는 관찰 가능한 행위 동사로 기술되어야 함
* 과정안내 시 훈련과정에 적합한 훈련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 경우 적합
* 훈련목표가 차시별 학습목표를 나열한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 부적합
* 훈련목표가 과정개요 내용처럼 제시되어 훈련생이 학습 후 달성해야 할 목표로 볼 수 없는 경우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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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강사 관련분야 심사 사례】

① 회계/재무 과정에서 국제통상 전공 또는 영업, 건축/토목 경력 등 관련성이 낮은 경우 불인정
② 기계/자동차 과정에서 전기/전자 전공/경력 등의 관련성이 낮은 경우 불인정
③ 전기/전자 과정에서 건축/토목, 화학, 기계 전공/경력 등 관련성이 낮은 경우 불인정
④ 저작권/특허 과정에서 경영학, 행정학 전공 또는 노무법인 경력 등 관련성이 낮은 경우
불인정
⑤ 마케팅 과정에서 교육학, 간호학, 법학, 행정학 전공/경력 등 관련성이 낮은 경우 불인정
⑥ 구매/계약 과정에서 IT/공학 등 관련성이 낮은 경우 불인정
⑦ 금융 과정에서 경영학/무역/유통 전공/경력 등 관련성이 낮은 경우 불인정
⑧ 부동산 과정에서 영업, 전기/전자 경력 등 관련성이 낮은 경우 불인정
※ 금융 관련 경력의 경우 자산관리 등 부동산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경력에 한해 인정
가능
⑨ 리더십 등 일부 공통직무 과정에서 학력증명서 또는 NGO활동증명서 등만 제출하여 조직
실무경력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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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예시
[예시] LMS의 학습로드맵에서 차시명 및 주요내용이 중복되어 제시되어 있는 경우 부적합

≫ LMS의 학습로드맵에 ①번 1개월과 ②번 2개월의 학습내용이 중복 제시되어 있으므로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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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교 ․ 강사의 학력 및 경력이 훈련과정의 관련분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부적합
【과정명 : 기초부터 탄탄한 조경시공 실무】

≫ ①번의 훈련목표(조경시공)와 ②번에 제시된 교수진의 학력(건축학) 및 경력(건축시공)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합
[예시] 교 ․ 강사의 학력 및 경력이 훈련과정의 관련분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부적합
【과정명 : 해양 실무자가 알아야 할 해사 실무】

≫

①번의 훈련목표(선박기관정비)와 ②번에 제시된 교수진의 학력(산업공학) 및
경력(품질관리 등)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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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교 ․ 강사의 학력 및 경력이 훈련내용의 일부분만 포함된 경우 부적합

】

과정명 :【품질경영과 생산관리 테크닉

≫ 본 과정의 구성 중 1개월(50%)에 해당하는 분량이 생산관리분야이나, 제시한 교강사는
품질관리분야로만 한정되어있으므로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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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훈련목표가 과정개요 내용처럼 제시되어 있어 훈련생이 학습 후 달성해야 할 목표로 볼 수
없는 경우 부적합
【과정명 : 의료기관의 보건의사소통 신기술】

≫ 본 과정의 훈련목표는 훈련과정의 개요내용으로 제시되어 있어 학습 종료 후, 훈련생이
달성해야 할 수준의 목표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합

[예시] 수료기준이 사업주/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미흡한 경우 부적합

≫ 본 과정의 수료기준은 ‘총 12회 중 8회 이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사업주 훈련 지원규정에
고시된 ‘80% 이상’ 학습 진도율에 충족되지 않으므로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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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수행활동 적정성
○ 심사주체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심사위원
○ 심사목적 : 차시별 학습준비, 교재학습, 보충심화학습, 학습정리 내용의 적정성 확인
○ 심사결과 : 적합 / 부적합
○ 심사항목
【 ‘학습수행활동’ 심사항목 체크리스트】
심사내용
1. 차시별
학습 준비

체크리스트

심사결과

차시별 학습목표의 내용이 적정한가?
각 차시별 학습범위와 주요내용(키워드, 보충설명 등)이 적정한가?
훈련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훈련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훈련내용이 업무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다루고
있고 내용이 적정한가?
- [집체훈련 포함] 원격훈련과 집체훈련 간 연계성이 적정한가?

2. 교재학습

훈련내용이 최근 산업 또는 업무 현장의 현황과 추이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학습자의 이해도와 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진행단계평가(주 1회

☐ 적합

이상의 학습활동, 학습퀴즈 등)와 피드백 기능이 LMS에서 적절히

☐ 부적합

구현되어 있는가?
학습자가 학습정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학습요약정리 내용이
적정한가?
학습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한 학습퀴즈(선다형 등)가 제공되고
3. 학습정리

내용이 적정한가? (주 1회 학습활동이 퀴즈인 경우 생략가능)
차시별 학습 내용을 점검하기 위한 학습 체크포인트 내용이 적정한가?
LMS에 제시된 설문의 내용이 적정한가?

판정 결과

□ 적합 (체크리스트별 제시한 내용이 적정한 경우)
□ 부적합 (제시한 내용이 없거나, 내용이 있어도 적정하지 않은 경우)
※ 항목별 최종 결과는 한 가지라도 부적합이면 부적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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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수행활동
1. 차시별 학습준비

☞ 차시별 학습목표의 내용이 적정한가?
* 학습자들이 해당 차시의 학습목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활동서에 제시하고 있는 경우 적합
* 차시별 학습목표가 수행중심으로 명확히 진술되어 있는 경우 적합

☞ 각 차시별 학습범위와 주요내용(키워드, 보충설명 등)이 적정한가?
* 학습자들이 각 차시에 진행해야 하는 학습범위와 주요 내용(키워드, 보충설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활동서 또는 LMS에 제시하고 있는 경우 적합
* 학습키워드에 대한 보충설명이 누락되었거나, 학습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상식 수준의 내용으로
제시한 경우 부적합
* 학습키워드의 보충설명이 일반적인 정의에서 벗어나 교재 저자의 주관적 견해인 경우 부적합

2. 교재학습

☞ 훈련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훈련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 ‘마케팅 실무’ 과정에서 마케팅 이론 중심으로만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경우 부적합
보충심화 학습자료를 제공한 과정의 경우 이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내용 확인
* 차시별 학습목표와 훈련내용(키워드, 보충설명 등)의 연계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부적합

※

☞ 훈련내용이 업무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다루고 있고 내용이 적정한가?
* ‘엑셀 실무’ 과정이 엑셀 2007로 훈련내용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일부 사업장에서 활용하고 있으므로
적합

[집체훈련 포함] 원격훈련과 집체훈련 간 연계성이 적정한가?

∘ 원격훈련에서 다룬 훈련내용을 바탕으로 집체훈련에서 심화된 형태로 가르치거나, 훈련생
수행활동(참여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적합
∘ LMS 및 교수학습활동서(PDF)에 집체훈련을 포함하여 학습계획, 학습일정, 학습로드맵 등
학습흐름도를 제시하고 있으면 적합

∘ 원격훈련에서 다룬 훈련내용을 집체훈련에서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경우 부적합
∘ 집체훈련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오리엔테이션, 평가활동 등 훈련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부적합

※ 집체훈련 포함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집체훈련 포함 과정 편성 안내 참조

☞ 훈련내용이 최근 산업 또는 업무 현장의 현황과 추이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 회계관련 과정 중 ‘재무제표’ 관련 훈련교재가 최근의 회계기준과 상법의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여
보충심화 학습자료 등으로 구성되지 못한 경우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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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제표’ 관련 일한번역 훈련교재가 일본의 회계기준을 중심으로 작성되어 한국의 회계용어 및
기준을 반영한 보충심화 학습자료 등으로 구성되지 못한 경우 부적합
* ‘최신 물류관리 이론 및 활용방안’ 과정 내용에 최신 정부 정책이 반영되지 않아 최근 업무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부적합

☞ 학습자의 이해도와 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진행단계평가(주 1회 이상의 학습활동,
학습퀴즈 등)와 피드백 기능이 LMS에서 적절히 구현되어 있는가?
* 주 1회 학습활동이 학습한 내용에 대한 학습퀴즈, 학습내용 요약, 토론참여 등 학습한 내용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내용인 경우 적합
* 주 1회 학습활동에 대한 피드백이 없는 경우 부적합 (주 1회 학습활동이 과제 및 토론 활동일 경우,
교 강사 피드백 지침서에 관련내용을 제시해야 함)
* 주 1회 학습활동(퀴즈)을 LMS에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적합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의 주 1회 학습활동에 대한 수료기준 ‘8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부적합
* LMS 주 1회 학습활동(주차별 퀴즈) 일부 문항이 중복 출제된 경우 부적합

･

3. 학습정리

☞ 학습자가 학습정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학습요약정리 내용이 적정한가?
* 차시별 학습내용을 요약한 자료를 학습목표와 관련하여 제시한 경우 적합
* 차시별 학습요약정리 내용의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목차 나열식으로만 제시한 경우 부적합
* LMS에서 차시별 학습요약정리 내용이 누락되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부적합

☞ 학습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한 학습퀴즈(선다형 등)가 제공되고 내용이 적정한가? (주 1회
학습활동이 퀴즈인 경우 생략가능)
* 학습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정리를 위한 학습 마무리 퀴즈를 제공하는 경우 적합

☞ 차시별 학습 내용을 점검하기 위한 학습 체크포인트 내용이 적정한가?
* LMS에서 학습체크포인트 내용이 누락되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부적합
* 학습 목표 달성 여부, 학습 활동 수행 여부 등을 체크할 수 있는 경우 적합
* 학습목표 달성 체크리스트별 재학습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 경우 적합
* 차시별로 학습목표에 부합하는 체크포인트가 아닌 매 차시 동일한 체크포인트를 제시하고 있는 경우
부적합

☞ LMS에 제시된 설문의 내용이 적정한가?
* 학습에 대한 만족도 및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설문작성 기능이 LMS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 적합
* 학습에 대한 만족도 및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LMS 설문작성 기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부적합

･

* 교재내용, 학습방법, 교 강사의 질, 운영지원활동, LMS 만족도 등으로 설문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
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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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예시
[예시] 훈련내용이 최근 산업 또는 업무 현장의 현황과 추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은 경우 부적합

【과정명 : 품질경영의 이해】

≫ 위 과정은 ‘품질경영의 이해’ 과정으로 ①번 훈련목표가 ‘최신 품질원리를 파악하여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제시 할 수 있다’로 제시되어 있으나, ②번 훈련교재에 최근
변경된 ISO 9001 품질경영의 원리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함. 교수학습 활동서
및 보충심화 학습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변경된 내용에 대한 안내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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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진행단계평가(주 1회 학습활동 등)를 LMS에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적합

≫ 심사기간 중 주 진행단계평가(주 1회 학습활동 등)가 LMS에 구현되지 않아 학습자가
주별 학습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부적합

[예시] LMS에서 학습요약정리 내용이 누락되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부적합

≫ LMS 학습정리 내용이 누락되어 훈련생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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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LMS에서 학습체크포인트 내용이 누락되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부적합

≫ LMS 학습체크포인트 내용이 누락되어 훈련생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적합
[예시] 학습만족도 및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LMS 설문작성 기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부적합

≫ LMS 학습 완료 후 해당 과정에 대한 만족도 설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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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참여활동 적정성
○ 심사주체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심사위원
○ 심사목적 :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목표 달성여부 및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기준에 맞도록 구성되었는지 여부 심사
○ 심사결과 : 적합 / 부적합
○ 심사항목
【 ‘평가참여활동’ 심사항목 체크리스트】
심사내용

체크리스트

심사결과

훈련목표, 훈련대상, 훈련내용에 적정한 평가방법을 활용하고 있고,
내용이 적정한가?

각 문항별 정답 및 해설, 채점기준과 배점, 출제목적 등이 적정
1. 평가응시

하게 제시되어 있는가?(단, 채점기준 및 출제목적은 자동채점이
가능한 것 이외에 모두 제시)

☐ 적합
☐ 부적합

LMS에 제시된 평가 진행(제한시간, 문항수 등)이 적정한가?

2. 평가과제
제출

판정 결과

･

평가에 대한 교 강사 피드백 내용 및 방법이 적정한가?

□ 적합 (체크리스트별 제시한 내용이 적정한 경우)
□ 부적합 (제시한 내용이 없거나, 내용이 있어도 적정하지 않은 경우)
※ 항목별 최종 결과는 한 가지라도 부적합이면 부적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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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참여활동은 수료점수에 반영되는 월별평가를 의미
- 진행단계평가(주 1회 학습활동 등)를 위한 퀴즈 및 과제는 학습수행 활동 중에
이루어지므로 동 단계의 평가 활동으로 포함하지 않음
※ 평가참여활동의 구성은 일반 과제형, 개별화/맞춤형 과제형, 시험응시형 중 1가지
유형을 선택하거나 병행하여 구성 가능함
☞ 일반 과제 수행 (주관식)
① 과제의 내용이 지엽적인 문제가 아닌 훈련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 심사
② 과제의 내용이 단순한 지식 이해도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한 내용을
현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수행형 과제로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
③ 과제 문항이 문제은행방식으로 3배수 이상 출제되어 있는지 여부 심사
☞ 개별화/맞춤형 과제 수행 (주관식)
① 학습자가 자신의 업종 또는 직무에 맞춰 현업에 적용 가능한 과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수행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지 심사
② 맞춤형 과제 문항이 문제은행방식으로 3배수 이상 확보하였는지 여부 심사
☞ 시험 응시형 (전 유형 가능)
① 시험은 제한된 시간 내 학습한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 방법으로, 학습목표에 부합되게 평가문항이 출제되었는지 여부 심사함
② 시험 문항이 문제은행방식으로 3배수 이상 출제되어 있는지 여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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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참여활동
1. 평가응시

☞ 훈련목표, 훈련대상, 훈련내용에 적정한 평가방법을 활용하고 있고, 내용이 적정한가?
* 평가 방법(일반 과제, 맞춤형 과제, 시험 응시 등)이 훈련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된 경우 적합
* 훈련 목표가 ‘자신의 리더십 유형을 분석하여 이에 적합한 리더십 역량 개발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인데 수행과제는 리더십의 개념과 유형만을 작성하는 것이라면 부적합

→ 실제로 자신의 리더십 유형을 체크해 보고,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자신의 리더십 유형의
장단점을 분석, 현장에서의 역량 개발방안을 실제적으로 도출해보는 것이라면 적합

* OA 관련 과정 등 실습이 필요한 과정이 실습 중심의 과제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경우 부적합
* OA 과정에 실습형 문제 첨부파일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적합
* OA 과정의 실습형 문항이 단순 기능 반복 위주로 출제되어 있는 경우 부적합
* OA 과정의 실습형 문제를 교재 실습파일과 똑같이 출제할 경우 부적합
* 디자인,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 실습형 첨부파일의 용량이 심사시스템의 탑재용량을 초과할 경우
확인할 수 있는 URL 및 링크를 제공하고 교수학습활동서(PDF) 또는 과정개요서에 상세 확인 경로를
제시하면 적합

☞ 각 문항별 정답 및 해설, 채점기준과 배점, 출제목적 등이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단, 채점기준 및 출제목적은 자동채점이 가능한 것 이외에 모두 제시)
* 시험 문항의 경우 평가유형별 기본 3배수로 출제되어야 함
* 총 문항 중에서 중복문항이 있을 경우 평가유형별 기본 3배수 문항 출제 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므로
부적합
* 약술형, 서술형, 실습형 문항의 경우 채점기준이 제공되지 않으면 부적합
* 채점기준이 제공되더라도 훈련교사가 채점을 하기에 명확하지 않고, 출제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부적합(세부 채점기준으로 객관적 채점이 어려운 경우 부적합)
* 평가(과제)의 모범답안이 제시되더라도 해당 문항의 모범답안으로 적절치 않으면 부적합
* 평가(과제)의 모범답안의 전체 혹은 일부 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면 부적합
* 평가문항에 일부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부적합
* 평가문항에 개정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부적합
* 평가문항(시험/과제)의 정답 및 해설, 배점, 차시정보 등에 공란이 있는 경우 부적합
* 평가(시험) 선다형 문항 중에서 해설이 중복 제시된 경우 부적합
* 평가(과제) 서술형 문항의 출제목적이 중복 제시된 경우 부적합
* 학습대상자가 신입사원인데 자신의 근무 경험에 비추어 사례를 분석하는 문항이 출제되었다면
난이도가 적절치 않으므로 부적합
* 과정을 학습하지 않아도 수료기준인 60점 이상을 획득하여 수료가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문항이 쉽게
출제되었다면 부적합(예. 학습요약정리만 보고, 평가 답안 작성 및 수료가 가능한 경우)
* 평가파일의 평가문항과 LMS 출제된 평가문항이 상이할 경우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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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MS에 제시된 평가 진행(제한시간, 문항 수 등)이 적정한가?
* 평가(시험) 응시 시 LMS에서 제한된 시험 시간과 평가문항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 경우 적합

< 최종평가 출제문항 수 심사기준 >
평가유형
시험 단독 출제
과제 단독 출제
시험+과제 출제

출제문항 수 기준

비고

∘시험 20문항 이상
∘과제 3문항 이상*
∘시험 10문항 이상 + 과제 1문항 이상

∘시험시간 60분 기준
-

∘시험시간 30분 기준

* 단, 현업적용형 과제 등이 3문항 미만으로 출제 되는 경우, 1시간에 준하는 수준의 평가문항이면서,
평가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인정받을 수 있음

※ 위 기준은 문항 수에 대한 최소기준이며, 해당 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훈련목표 달성여부를
판단하기에 미흡한 경우 부적합 될 수 있음
* 평가(시험) 문항 수가 20문항 미만이거나, 시험시간이 20문항 기준 60분을 초과하는 경우 부적합
* 평가(시험+과제) 응시 시 ‘시험’ 문항 수가 10문항 미만이거나, 시험시간이 10문항 기준 30분을
초과하는 경우 부적합

< 시험시간(분) 심사기준 >

∘평가(시험) 응시 시 시험시간(분)은 심사기준(예 : 20문항 최대 60분, 40문항 최대 120
분 등)을 충족해야 하며, 심사기준 미충족 시 문항유형 및 난이도에 따라 부적합 될 수 있
음
* 평가(시험) 응시 시 평가시간 제한이 없는 경우 부적합
* 평가(시험) 응시 시 LMS에서 평가문항이 무작위로 출제되어 있지 않는 경우 부적합
* 평가(시험) 응시 시 재응시 제한이 없는 경우 부적합
* 평가 응시 시 평가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부적합
* 평가 응시 시 일부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부적합
* 평가(과제) 응시 시 임시저장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경우 적합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 평가(시험)는 평가시간 제한 및 평가 재응시 제한 기능을 갖출 것]

2. 평가과제 제출

☞ 평가에 대한 교･강사 피드백 내용 및 방법이 적정한가? (교･강사 피드백 지침서 별도자료 첨부)
* 과정개요, 평가개요(평가 방향 및 구성, 수료기준 등), 평가 시 유의사항 및 평가유형별 피드백 방법,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제시하고 있는 경우 적합

･

* 채점결과 피드백 내용이 평가파일(평가 피드백 기능(캡처)) 또는 교 강사 피드백 지침서에 제시되어
있으면 적합
* 평가파일(평가 자동 피드백 기능(캡처))에 평가피드백 기능 캡처 이미지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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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과제)의 채점기준의 배점 부여 방식 등 상세 기준이 미흡한 경우
* 평가문항에 제시된 정답과 채점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부적합
* 평가(과제) 논술형 문항의 채점기준이 우수/보통/미흡 등 주관적인 단어가 사용된 경우 부적합
* 문항에서 제시한 배점(10점)과 채점기준의 세부배점의 총합(12점)이 상이한 경우 부적합
* 채점기준 내 세부배점이 잘못 부여된 경우 부적합
* 특정 항목에 점수를 과다하게 부여하여 세부채점기준이 필요한 경우 부적합
* 평가(과제) 서술형 문항의 채점기준 제시 없이, ‘튜터채점’으로 기재된 경우 부적합
* 평가(과제) 서술형 문항의 채점기준에 명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된 경우 부적합

☞ 문제와 채점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평가문항은 5가지를 서술하라고 제시된 반면, 채점기준에는 2가지만 서술해도 만점을 부여하는 경우
부적합
* 정답 및 해설, 채점기준은 세분화되어 있는 반면, 평가문항은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정확한 정답을
작성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부적합

☞ 채점기준 중에 기본 점수를 부여한 경우
* 평가(과제) 서술형 문항에서 문제의 제시어에 점수를 부여한 경우 부적합
* 오답 작성에도 점수를 부여하도록 제시되어 있는 경우 부적합
* 배점과 감점 기준이 맞지 않아 기본점수가 부여되는 경우 부적합

☞ 수료가 용이하도록 기본 배점을 과다하게 산정한 경우
* 수료가 용이하도록 기본 배점을 과다하게 산정한 경우 부적합
* 총괄평가(시험)만으로 수료가 가능한 평가비율을 제시한 경우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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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예시
[예시] 평가(시험) 응시 시 시험시간(분)이 평가유형 및 문항 수 대비 적절하지 않은 경우 부적합

≫ ①번 평가(시험) 평가시간이 120분으로 ②번 출제문항 수(선다형 5문항) 대비 과다하게
제시되어 있으므로 부적합
[예시] 평가(과제) 논술형 문항의 모범답안이 누락된 경우 부적합

≫ 논술형 문항에서 학습자 의견을 작성하는 문항으로 채점 시 정확한 가이드를 위해
해당 문제의 모범답안이 제시되어야 하나 누락되었으므로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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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평가문항의 차시정보, 문제, 정답, 배점 중 공란이 있는 경우 부적합

≫ 평가파일에 차시정보, 문제, 정답, 배점 등 내용이 누락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 부적합
[예시] 특정 항목에 점수를 과다하게 부여하여 세부채점기준이 필요한 경우 부적합

≫ ‘시즐’에 대한 점수가 30점으로 특정 항목에 점수를 과다하게 부여하고 있어
세부채점기준이 필요하므로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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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총 문항 중에서 중복 문항이 있을 경우 부적합
(중복문항 제외 시 평가유형별 기본 3배수 문항 출제 기준에 미달)

평가유형

서술형

서술형

문항
번호

평가문항 문제

정답

채점기준

출제목적

1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인 세가지를 서
술하시오.

1. 정해진 일정 안에 개
발하기
2. 주어진 예산 규모 내
에서 개발 완료
3. 요구사항 적극적인
수용

- 고려해야 할 요인 3가지 모두 작
성 시 10점부여(1가지 누락 시
3점씩 감점, 모두 작성하지 않으
면 0점부여)
- 정답 특성 상 키워드 또는 핵심
내용 별도 적용 없음

소프트웨어 개
발관리에서 가
장 중요한 3가
지 요소를 이해
하도록 한다.

5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작성
하시오

1. 정해진 일정 안에 개
발하기
2. 주어진 예산 규모 내
에서 개발 완료
3. 요구사항의 적극적인
수용

- 제시된 정답과 같이 3가지 모두
작성 시 10점부여(1가지 누락
시 3점씩 감점. 모두 작성하지
않으면 0점부여)
- 정답 특성 상 키워드 또는 핵심
내용 별도 적용 없음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반드
시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해 설
명할 수 있다.

≫ 서술형 문항 중 일부 문항이 중복 출제되었으므로 부적합
[예시] OA 과정 등 실습이 필요한 과정이 실습 중심의 과제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경우 부
적합

≫ 실습형 문항이 없으며 단순 기능을 서술하는 문항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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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평가(과제) 논술형 문항의 채점기준이 우수/보통/미흡으로 제시된 경우 부적합

≫ 논술형

문항에서 학습자 현업적용 의견을 작성하는 문항으로 채점기준에

우수/보통/미흡으로 제시하여 불분명하고, 채점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므로
부적합

[예시] 평가문항은 5가지를 서술하라고 제시되었으나, 채점기준에는 2가지만 서술해도 만점
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부적합

≫ 평가문항은 5가지를 서술하라고 제시된 반면, 채점기준에는 2가지만 서술해도
만점을 부여하므로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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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NCS 적정성
○ 심사주체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심사위원
○ 심사목적 : NCS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신청한 NCS 훈련분류가 적정한지 심사
○ 심사결과
- 인정 : NCS 적용 과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과정
- 불인정 : NCS 적용 과정이라고 인정될 수 없거나, NCS 반영 비율이 40% 미만인 과정
(NCS 비적용 과정으로 조정)
- 분류 조정 : NCS 세분류가 적정하지 않아 조정되는 과정
※ NCS 적용/NCS 비적용 과정의 정의 및 심사기준은 [붙임3] NCS 편성 가이드 참고

○ 심사방법 : 훈련기관이 제출한 과정의 훈련내용 및 과정개요서, 평가파일을 바탕으로
NCS 반영 여부, NCS 훈련분류를 검토하여 판정
【 ‘NCS 적정성’ 심사항목 체크리스트】
심사항목

심사내용
NCS 세분류가 적정한가?

NCS 적정성

[NCS 적용 과정] NCS 능력단위요소가 훈련과정에 적정
하게 반영되었는가?
[NCS 적용 과정] NCS 반영비율이 적정한가?

심사결과
☐ 인정
☐ 분류 조정
☐ 인정
☐ 불인정
☐ 인정
☐ 불인정

- NCS 세분류가 적정한가?
훈련내용 및 교수학습활동서, 평가파일과 과정개요서 [기본정보]에 기재된 NCS 세분류가 일치
하지 않는 경우 분류 조정

※ 특정 NCS 분류로 편성하기 어려운 공통직무훈련과정(리더십 등)은 별도 구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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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S 적용 과정] NCS 능력단위요소가 훈련과정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① NCS 훈련기준에 제시된 능력단위요소 및 수행준거와 NCS 적용 과정의 훈련내용이 불일치
하는 경우 불인정
② 평가파일에 기재된 평가문항별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불인정
- [NCS 적용 과정] NCS 반영비율이 적정한가?
NCS 반영 차시 인정값 기준, NCS 반영비율이 40% 미만인 경우 불인정

Tip

NCS 적용 과정 인정

◈ NCS 적용 과정은 해당 능력단위요소명을 포함하여 차시명을 작성해야하며, 수행준거와
차시목표를 일치시켜 작성해야함

◈ NCS 적용 과정으로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훈련기관이 작성한 NCS 반영 차시가 모두
인정받는 것이 아니며, 일부 차시가 미반영 차시로 변경될 수 있음

◈ 따라서, 일부 차시가 미반영 차시로 판정될 경우 NCS 반영 비율의 범위(70% 이상 →
40%이상∼70% 미만)가 조정될 수 있음

※ 단, NCS 반영 비율이 40% 미만이 되는 경우 ‘불인정’ 처리되며, ‘NCS 비적용 과정’으로 조정됨

◈ 단, 집체훈련 포함 과정 중 집체훈련 부분은 NCS 적용이 필수이므로 NCS 적용 과정으로
인정하지 않음

Tip

NCS 비적용 과정의 훈련분류 조정

◈ 훈련과정의 해당 NCS 소분류에 따라 공급정도 조정계수가 부여됨에 따라 NCS 비적용
과정에 대해서도 NCS 훈련분류 검토

◈ 원격훈련과정 심사 신청 시 훈련내용과 가장 부합하는 NCS 세분류 선택
◈ NCS 세분류가 훈련내용에 적정하지 않은 경우 심사 시 조정할 수 있음
- NCS 세분류가 조정되어 소분류가 변경되는 경우, 공급정도 조정계수는 조정된 소분류로
적용함
- 공통직무훈련 등 특정 NCS 소분류로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 일괄 조정됨

※ 예 : 공통직무훈련 020101 경영기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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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적정성

☞ NCS 세분류가 적정한가?
* 훈련기관에서 신청한 과정의 NCS 세분류가 훈련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 인정
* 신청한 과정의 NCS 세분류가 훈련내용과 불일치한 경우 분류조정
* 신청한 과정의 NCS 세분류가 훈련내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경우 분류조정
* 신청한 과정의 NCS 세분류가 미개발된 경우 분류조정
* 특정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공통직무과정(020101 경영기획)에 해당하나 타 세분류로 신청한 경우
분류조정

☞ NCS 능력단위요소가 훈련과정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NCS 훈련기준에 제시된 능력단위요소 및 수행준거와 NCS 적용 과정의 훈련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불인정
* NCS 훈련기준에 제시된 수행준거가 훈련과정의 차시목표로 활용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
* NCS 적용과정의 차시목표(수행준거)와 실제 훈련내용이 불일치한 경우 부적합
* 원격훈련으로 실시가 불가한 수행준거를 사용하여 원격훈련으로 개발한 경우 불인정
* 평가파일에 기재된 평가문항별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불인정
* 해당 NCS 훈련기준 파일을 제출하지 않거나 타 훈련기준 파일을 제출하여 적용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불인정
* 1개 차시에 2개 이상의 능력단위요소를 반영한 경우 불인정
* 1개 능력단위요소를 2개 이상의 차시에 반영한 경우 인정
단, 동일한 훈련목표(수행준거)를 2개 이상 차시에 사용할 수 없음

☞ NCS 반영비율이 적정한가?
* NCS 반영 차시 인정값 기준, NCS 반영비율이 40% 미만인 경우 불인정
* NCS 반영 차시 인정값 기준, NCS 반영비율이 전체 차시 중 40%~70%로 조정된 경우 인정
* NCS 직업기초능력으로 차시 및 훈련내용을 개발한 경우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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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예시
[예시] NCS 훈련기준에 제시된 능력단위요소 및 수행준거와 NCS 적용 과정의 훈련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인정

≫ NCS 소분류 ‘회계․감사’ 훈련기준에 제시된 능력단위 ‘전표관리’의 능력단위요소
(회계상 거래 인식하기)와 수행준거 내용을 바탕으로 훈련교재와 차시명, 차시목표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해당 1~3차시에 대하여 NCS차시로 인정(NCS차시가 전체 차시의
40%이상인 경우 NCS적용 B등급 요소, 70%이상인 경우 A등급 요소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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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개 차시에 다수의 능력단위요소가 반영되어 있는 경우 불인정

≫ 1개 차시에 능력단위 ‘의료정보관리 질 향상’의 4개 능력단위요소로 구성하였으며,
능력단위요소의 수행준거가 차시목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차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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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발표

○ 심사 결과 확인
-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심사결과를 최종 발표하면 훈련기관은 심사시스템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 적합 : 훈련등급(A, B, C)과 심사발급코드가 부여되며, 신청한 훈련유형에 해당하는
훈련과정 인정 신청이 가능함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 대상한정 설정될 수 있음(하단 참고사항 참고)
※ 부여된 심사발급코드에서 17번째 자리 공급정도에 따라 훈련비 지원율이 차등됨(하단 참고사항 참조)

- 부적합 : 부적합 사유를 확인할 수 있음
※ 부적합 과정을 수정하여 재심사 신청할 경우, 안내된 부적합 사유뿐만 아니라, 과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신청해야 함

○ 심사결과 이의 신청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직업능력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은 원격훈련심사센터 대표메일(e-simsa@koreatech.ac.kr)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내용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는 접수를 위해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과정을 심의하고,
60일 이내 그 결과를 훈련기관에 통보함
- 이의신청된 과정은 결과가 통보되기 전까지 별도의 심사신청은 할 수 없음
참고사항

【대상한정 설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 원격훈련과정 중 훈련대상에 따라 취미, 교양, 재테크 목적으로 활용되는 등 직무 관련성이
달라질 우려가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대상한정 설정
(예) 금융, 보험, 세무, 법률, 부동산, 의료, 사회복지, 보육 등

○ 훈련유형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포함하여 신청한 과정은 대상한정 설정 시, 실시
신고 단계에서 직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3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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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정도에 따른 조정계수 안내(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 개요
○ 시장에서의 훈련과정 공급 수준에 따라 정부의 훈련비 지원율 차등
○ 훈련과정별로 해당 분야의 훈련과정 공급정도를 측정하여 조정계수 값 부여
-

NCS 소분류를 기준으로 훈련과정의 공급정도를 판단

□ 산출방법
① (공급정도 기준값 산정) ‘유효기간 내의 전체 원격훈련과정(심사코드 기준) 수’를
‘전체 NCS 소분류 개수’로 나눈 평균을 기준값으로 설정
② (조정계수 부여) ‘기준값 대비 NCS 소분류별 과정 수’ 비율을 산출하여 구간에
따라 공급정도(1~4) 및 조정계수(0.7~1) 값 부여
< 공급정도 심사 기준 및 지원율 반영(안) >
공급정도
(심사코드반영)

평균값 대비
해당분야의 과정 수 비율

지원율 조정계수(안)

1

500% 초과

0.7

2

200% 초과

0.8

3

100% 초과

0.9

4

100% 이하

1.0

□ 기타사항
○ 직무법정훈련과정 및 외국어 과정은 조정계수 적용 제외
○ 특정 NCS분류로 편성하기 어려운 과정(예 : 리더십 등 공통직무훈련)은 심사코드에
별도 구분(심사발급코드 16번째 자리 신청유형)값을 부여하며, 동일한 공급정도
(심사발급코드 17번째 자리) 값 부여 예정
○ 공급정도 기준 및 훈련과정별 공급정도 정보는 매년 정책방향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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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원격훈련 심사발급코드 부여 방법

P20180917-0001-L1132-30
코드자리

P
(코드자리1)

20180917

〜

(코드자리 2 9)

의미

훈련유형

예시
I (인터넷원격)

P (우편원격)

U (기업대학)

C (컨소시엄)

H (스마트훈련)

B(혼합훈련)

심사발표일자(년, 월, 일)

-

해당 차수 일련번호

-

0001
(코드자리

〜

11 14)
L
(코드자리 16)

과정운영 형태

L(전문직무과정)

F (외국어과정)

A(NCS적용과정)

R(직무법정과정)

J(공통직무과정)
1
(코드자리 17)
1
(코드자리 18)

공급정도

500% 초과 : 1

200% 초과 : 2

100% 초과 : 3

100% 이하 : 4

* 직무법정과정, 외국어과정 : 0
훈련등급

A등급 : 1, B등급 : 2, C등급 : 3

32
(코드자리

〜

훈련시간

2개월: 32, 3개월: 48, 4개월: 64

…

19 20)
30
(코드자리

훈련과정 이력관리번호

-

22~23)

267

2019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원격훈련과정심사 훈련기관 설명회 자료집

5 우편원격훈련 1단계, 2단계 심사 체크리스트
심사
단계

심사항목

심사세부항목

참조
페이지

근로자 직무와 관계없이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가 근
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정인가?
시사, 일반상식 등 교양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가?

직무수행 적정성

개인의 취미, 오락, 스포츠, 재테크, 건강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가?

p.216

타 부처 또는 공공기관을 통한 이중지원, 주요훈련대상이 공무원인
과정 등 정부지원 필요성이 낮은 과정인가?
훈련목표와 관계없는 교재들이 혼재되어 있는가?
원격훈련과정으로서의 기본 요건을 갖추었는가?

원격훈련 적정성

전문적인 지도나 실습이 필요한 기능연마, 기능숙련 과정인가?

p.220

자격증 시험대비 문제풀이 및 해설 위주의 과정인가?
A등급 : ‘훈련콘텐츠 전달방식’과 ‘훈련내용 및 최신성’이 매우 우수한

훈련
콘텐츠
품질
우수성

1

훈련과정인가?
B등급 : ‘훈련콘텐츠 전달방식’과 ‘훈련내용 및 최신성’이 우수한 훈련과
정인가?

p.226

C등급 : ‘훈련콘텐츠 전달방식’과 ‘훈련내용 및 최신성’이 일반적인 훈련
과정인가?

단
계

훈련방법
특화

A등급/B등급 : 집체훈련 포함 과정인가?
p.227
C등급 : 원격훈련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A등급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능력단위요소로 구성되었고
(70%이상), 평가(시험, 과제 등)에서 NCS 능력단위요소의 반영 여
부를 확인 할 수 있는가?

훈련
등급

산업

적정성

현장성

B등급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능력단위요소로 구성되었고

∼

p.228

(40%이상 70%미만), 평가(시험, 과제 등)에서 NCS 능력단위요소
의 반영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가?
C등급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비적용 과정인가?
A등급 : 훈련과정 내 교·강사-훈련생 간 개별화/맞춤화된 상호작용을

학습지원
강화

기반으로, 훈련생 개인별 교수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B등급 : 개별화/맞춤화된 상호작용이 포함되었는가?

p.229
~ 231

C등급 : 훈련과정 내 표준화(일반화)된 상호작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A등급 : 개별화/맞춤화된 현업적용형 과제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평가

B등급 : 다양한 평가방법/평가유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C등급 : 평가(시험 또는 과제 등)를 실시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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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단계

심사항목

심사세부항목

참조
페이지

훈련내용(교재+교수학습활동서 등)의 분량이 2개월에 미달되는가?

훈련분량 적정성

훈련분량이 제시된 훈련기간에 미달하는가?

p.234
~ 236

각 개월차 별 훈련교재의 내용이 중복되는가?
학습 절차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학습로드맵(차시명, 학습일정

오리엔

및 활동 등)의 내용이 적정한가?

테이션

- [집체훈련 포함] 집체훈련으로 구비되어있는 시설 및 장비가 학습에

및
학습

학습

계획

계획

활동

수립

적정성

적정한가?
학습 일정별 학습자가 수행해야 할 활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학습방법
및 수료기준의 내용이 적정한가?

p.237
~ 240

본 과정의 교수진이 적정한가? (증빙자료 필수 확인)

학습
목표

훈련과정에서 제시한 훈련목표 및 훈련대상이 적정한가?

설정
차시별

차시별 학습목표의 내용이 적정한가?

학습
2

준비

각 차시별 학습범위와 주요내용(키워드, 보충설명 등)이 적정한가?

단
계

훈련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훈련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훈련내용이 업무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다루고 있
고 내용이 적정한가?
- [집체훈련 포함] 원격훈련과 집체훈련 간 연계성이 적정한가?

교재
학습

학습

훈련내용이 최근 산업 또는 업무 현장의 현황과 추이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수행
활동

학습자의 이해도와 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진행단계평가(주 1회 이상

적정성

p.245
~247

의 학습활동, 학습퀴즈 등)와 피드백 기능이 LMS에서 적절히 구현되
어 있는가?

학습자가 학습정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학습요약정리 내용이 적정
한가?

학습
정리

학습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한 학습퀴즈(선다형 등)가 제공되고 있고 내
용이 적정한가? (주 1회 학습활동이 퀴즈인 경우 생략가능)
차시별 학습 내용을 점검하기 위한 학습 체크포인트 내용이 적정한가?
LMS에 제시된 설문의 내용이 적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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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단계

심사항목

심사세부항목

참조
페이지

훈련목표, 훈련대상, 훈련내용에 적정한 평가방법을 활용하고 있고,
내용이 적정한가?

평가

평가

각 문항별 정답 및 해설, 채점기준과 배점, 출제목적 등이 적정하게 제시

응시

되어 있는가? (단, 채점기준 및 출제목적은 자동채점이 가능한 것 이외에
모두 제시)

참여

p.251
~ 255

활동
LMS에 제시된 평가 진행(제한시간, 문항수 등)이 적정한가?

적정성
평가
과제
제출

･

평가에 대한 교 강사 피드백 내용 및 방법이 적정한가?
(교 강사 피드백 지침서 별도자료 첨부)

･

NCS 세분류가 적정한가?

NCS 적정성

[NCS 적용 과정] NCS 능력단위요소가 훈련과정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NCS 적용 과정] NCS 반영비율이 적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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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심사시스템 세부내용 설명

Ⅴ

1

심사시스템 세부내용 설명

회원가입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온라인 원격훈련심사시스템에 가입한 아이디와 비밀 번호로
로그인하며, 신규사용자의 경우 회원가입 절차를 통하여 온라인 원격 훈련심사
시스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원격훈련심사시스템 홈페이지 : https://www.e-simsa.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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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훈련기관(대표) 회원가입

○ 회원가입 정보를 입력하기 전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 후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화면]

○ 훈련기관(대표) 회원가입 : 온라인 원격훈련심사시스템에서 훈련기관(대표)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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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유형선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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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기관(대표) 회원가입을 위한 상세내용을 입력합니다.

[회원가입 훈련기관(대표) 화면]

① 훈련기관 정보를 입력합니다.
- 아이디 입력 후 중복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중복여부를 확인합니다.
- 대표자명,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업체유형 : ‘스마트’, ‘인터넷’, ‘우편’, ‘계좌제’, ‘컨소시엄’, ‘기업대학’을 선택합니다.
(동시에 운영할 경우 중복으로 체크합니다.)
- 훈련기관 주소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입력합니다.
- 훈련기관관리번호 : HRD-Net에서 발급한 훈련기관 관리번호를 입력합니다.
※ 훈련기관 관리번호는 HRD-Net > 행정지원서비스 > 훈련기관정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원격훈련시설 증빙자료 : 원격훈련을 운영할 수 있는 훈련시설 증빙자료를 업로드
합니다.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를 출력하여 업로드 합니다.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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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담당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담당자명, 담당부서, 직책,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생년월일을
정확히 입력합니다(*로 표시된 부분은 필수입력사항입니다.).
③ 확인 버튼을 누르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 심사발표 및 SMS 안내는 훈련기관 담당자 정보의 연락처로 전송됩니다.

3 훈련기관(회원) 회원가입

○ 회원가입 정보를 입력하기 전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 후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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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기관(회원) 회원가입 : 온라인 원격훈련심사시스템에서 훈련기관(회원)으로
회원가입 클릭합니다.

[회원가입 유형 선택 화면]

○ 훈련기관(대표) 회원가입을 위한 상세내용을 입력합니다.
※ 훈련기관(대표) 회원가입 후, 훈련기관(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훈련기관(회원)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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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훈련기관 정보를 입력합니다.
- 아이디 입력 후 중복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중복여부를 확인합니다.
- ‘대표자훈련기관아이디확인’ 버튼을 클릭 후 확인버튼을 누르면 업체명, 업체유형,
주소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② 담당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담당자명, 담당부서, 직책,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을 정확히
입력합니다(*로 표시된 부분은 필수입력사항입니다.).
③ 회원가입버튼을 누르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 훈련기관 회원계정은 훈련기관(대표)의 승인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이페이지 내 회원관리 화면]

4 로그인

○ 로그인 : 온라인 원격훈련심사시스템에 로그인 합니다.
1. 온라인 원격훈련심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원격훈련심사시스템 홈페이지 : https://www.e-simsa.or.kr
2. 홈페이지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며 로그인 페이지를 표시합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원격훈련심사센터의 회원가입
승인처리 후에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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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화면]

5 아이디 및 비밀번호 찾기

○ 아이디 및 비밀번호 찾기 : 온라인 원격훈련심사시스템에 가입되어 있는 훈련
기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찾습니다.
○ 아이디 및 비밀번호 찾기
1. 온라인 원격훈련심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버튼 하단에 있는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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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비밀번호 찾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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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훈련기관(대표)를 선택한 경우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아이디, 비밀번호를 등록된 메일로 발송합니다.

[훈련기관(대표)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3. 훈련기관(회원)를 선택한 경우 이름, 이메일을 입력하여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아이디, 비밀번호를 등록된 메일로 발송합니다.

[훈련기관(회원)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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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강사 등록

1 교강사 등록

○ 교강사 등록 : 원격훈련과정 운영을 위한 교강사를 관리하는 메뉴입니다.
1. 교강사 등록 메뉴를 클릭합니다.

[교강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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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강사 정보를 등록합니다.

[교강사 등록 화면]

①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교강사를 등록합니다.
- 수정 할 교강사를 클릭하여 교강사의 수정을 진행합니다.
- 삭제 할 교강사를 클릭하여 삭제합니다(등록 완료 후 심사신청이 진행된 교수진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교강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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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등록된 교강사의 이름, 생년월일, 구분, NCS분류, 학력, 경력, 교강사 등록 확인서
등을 확인합니다.
3. 등록버튼을 클릭하여 교강사를 등록 합니다.

[교강사 등록화면]

① 교강사의 기본정보를 등록합니다.
- 이름, 생년월일, 소속, 이메일, 연락처, 교강사역할 (교강사, 내용전문가)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이름, 생년월일이 동일한 교강사는 등록 할 수 없으며, 등록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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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진 등록화면]

-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기존에 입력한 교강사의 정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구분의 정보가 내용전문가인 경우 NCS 전문분야, 교강사 등록 확인서를
업로드 하지 않아도 입력이 가능
② 교강사의 NCS전문분야를 NCS중분류(6자리)까지 입력합니다.
- 교강사의 NCS전문분야와 과정의 NCS분야가 동일한 경우만, 심사신청이
가능하므로 심사신청하는 과정의 NCS분야에 맞는 교강사의 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진 등록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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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력 및 전공, 경력, 관련자격증, 교강사 등록 확인서 등의 정보를 자격요건에
맞춰 입력합니다.
- 교강사의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시, 교강사가 저장 완료되지 않습니다.
- 교강사 등록 확인서 양식 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임시저장,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한 정보를 저장합니다.
- 임시저장을 클릭 시 필수적인 정보를 미입력 해도 저장이 되지만 심사신청시
입력할 수 없습니다.
- 모든 필수정보를 입력한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교수진을 등록합니다.

3

사업주/근로자 원격훈련 심사관리

1 과정신청/등록

○ 과정신청/등록 : 사업주/근로자 원격훈련 메뉴에서 과정신청/등록을 클릭 한 후,
과정심사를 신청합니다.
1. 사업주/근로자 원격훈련심사에서 과정신청/등록 탭을 선택합니다.

[사업주/근로자 원격훈련심사 신청 초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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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정신청/등록 화면에서 등록한 사업주/근로자 과정을 조회합니다.

[과정신청/등록 목록화면]

①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과정을 등록합니다.
- 과정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기존에 등록한 과정심사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과정신청/등록 목록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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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명, 심사차수, 과정코드, 심사구분, 심사결과, 신청가능심사유형 등을 검색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가능한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 심사이력 버튼을 클릭하여 심사 신청한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심사신청을 수정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 접수기간 내에 심사신청된 과정을
취소 및 수정하여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이전심사결과가 적합과정인 경우 변경심사를, 이전심사결과가 부적합과정인 경우
재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유효기간연장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90일 남은 시점부터
유효기간연장심사 버튼이 활성화 되며, 심사일정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 반려확정과정은 반려수정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이전심사가 부적합인데 최초심사로 재신청할 경우, 반려확정되므로 주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과정운영에 필요한 교강사, 시설장비를 추가할 경우 상시변경심사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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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주/근로자 과정을 등록 및 신청합니다.
3-1. 기본정보 입력
- 등록버튼을 클릭합니다.

[과정신청/등록 화면]

- 과정개요서를 작성합니다.

[등록 버튼 클릭시 입력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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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시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과정 입력 정보를 저장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저장완료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 정보를
모두 입력 한 후 저장버튼을 클릭하여야 합니다.
② 훈련기관의 유형에 따라 신청 가능한 심사구분이 표시되며, 심사구분에 맞추어
심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③ 기본정보 탭을 선택합니다(입력하고 있는 정보 탭이 진한색으로 표시됩니다.).

[기본정보 입력화면]

④ 직업훈련유형을 선택합니다.

[직업훈련유형 입력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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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훈련과정명을 필수로 입력해야 임시저장이 됩니다.
(*로 표시된 부분은 필수입력사항입니다.)
⑥ 과정구분을 직무법정과정, 전문직무과정, 공통직무과정, 자격증연계과정, 집체훈련포함,
외국어과정 등을 체크합니다.
가. 직무법정과정을 체크한 경우 직무법정관련 법조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나. 직무법정과정, 전문직무과정, 공통직무과정, 외국어과정은 중복하여 체크할
수 없습니다(자격증연계과정, 집체훈련포함은 중복하여 체크가 가능합니다.).
다. 집체훈련포함을 체크할 경우 집체훈련포함 정보를 입력하는 탭이 생성됩니다.

[집체활동 정보 입력화면]

⑦ 한국고용직업분류 버튼을 클릭하여 한국고용직업분류를 입력합니다.
- 신청과정에 해당하는 한국고용직업분류 소분류를 입력합니다.

[한국고용직업분류 선택 팝업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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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NCS 훈련분류를 검색하여 입력합니다.
- NCS 훈련분류 검색 버튼을 클릭한 후, 해당 과정의 NCS직업분류 세분류를
선택합니다.
- 해당 과정에 제시된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에 맞는 NCS 세분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 가장 유사한 NCS 세분류 선택

- 융합 과정으로 NCS 세분류가 복수개가 있는 경우 훈련시간 비중이 높은 NCS
세분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NCS훈련분류 선택 팝업화면]

⑨ 훈련직종검색을 클릭하여 훈련직종정보를 입력합니다.
- 훈련직종을 선택하면 훈련직종검색 팝업이 뜹니다. 해당 훈련직종을 더블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훈련직종 입력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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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훈련수준을 입문, 향상, 전문 중 선택합니다.
⑪ NCS과정을 NCS 적용, NCS 비적용 중 선택합니다.
- NCS 적용을 선택할 경우 NCS 정보를 입력하는 탭이 생성됩니다.

[NCS 적용 선택시 NCS정보 입력화면]

⑫ 훈련분량산정방식을 선택합니다.
⑬ 평가활동 훈련분량은 평가방법 및 수료기준에 따라 자동 계산 됩니다.
⑭ 총 과정 훈련분량을 입력합니다.
- 원격훈련분량을 선택하면 총 훈련분량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총 훈련분량 = (원격훈련분량) + (평가활동훈련분량)

[총 훈련분량 입력화면]
※ 원격훈련분량과 집체훈련분량을 입력하면, 아래 ‘총 훈련분량’과 집체훈련비율’이 자동 계산되며,
집체훈련 비율이 80%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심사신청 되지 않습니다.

[집체훈련포함 체크시 총훈련분량 입력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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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자격정보를 텍스트로 입력합니다.
⑯ 이전에 심사받은 심사 내역을 모두 입력합니다.
- 심사결과가 적합, 부적합, 반려확정 중 선택하고 과정명, 사전심사발급코드,
심사차수를 입력합니다.
-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이력을 추가 입력합니다.

[심사이력 및 변경내역 입력화면]

- 신청 및 부적합사유, 주요 변경 내역 등을 입력하고, 추가 입력이 필요한 경우
파일을 업로드 하여 입력합니다.

3-2. 훈련목표 및 대상 입력

[훈련목표 및 대상 입력화면]

① 훈련목표 및 대상 탭을 선택합니다.
② 훈련목표 대상 정보(훈련목표, 훈련대상)를 텍스트로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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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교수진 소개 입력

[교수진소개 입력화면]

① 교수진 소개 탭을 선택합니다.
②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화면이 뜹니다.

③ 교수진을 선택합니다.
- 교수진 선택 : 기본정보에서 과정의 NCS훈련분류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교수진이 입력되지 않습니다.

[교수진소개 입력화면]

- 교수진 선택 : 신청 과정에 맞는 교수진을 체크한 후 교수진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 과정의 NCS훈련분류와 교수진의 NCS훈련분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사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NCS훈련분류를 일치시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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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진 선택 화면]

3-4. 평가방법 및 수료기준 입력

[평가방법 및 수료기준 입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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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가방법 및 수료기준 탭을 선택합니다.
② 수료기준을 입력합니다.
- 진도율은 80~100% 중 선택합니다.
- 평가종합 평균 및 반영비율을 숫자로 입력해야 합니다.
- 훈련기관 자체기준/과락이 있는 경우 반영비율을 입력해야 합니다.
③ 진행단계평가 부분에서 평가방법(퀴즈, 과제, 토론, 기타 중 택1)을 선택하고
평가방법세부내용, 평가결과 및 피드백을 입력합니다.
※ 평가문항을 퀴즈, 과제로 선택했을 시 문항수 탭에서 충 평가문항 수, 출제문항 수를 입력해야
합니다.

④ 최종평가 부분에서 평가방법(시험, 과제, 기타 중 택1)을 선택하고 수료기준, 평가결과
및 피드백을 입력합니다.
※ 시험시간은 평가방법이 시험인 경우만 입력 가능합니다.
※ 평가방법을 시험, 과제로 선택했을 시 문항수 탭에서 충 평가문항 수, 출제문항 수를 입력해야
합니다.
※ 우편과정인 경우 월별평가를 입력합니다.

⑤ 평가활동 훈련분량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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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과정 및 양식등록 입력

[과정 및 양식등록 입력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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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정 및 양식등록 탭을 선택합니다.
② 훈련과정 학습자모드 URL정보, 교강사모드 URL 정보, 관리자모드 URL 정보,
과정 양식 등록 부분을 입력합니다.
- 심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LMS) 경로 및 아이디/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 훈련과정 학습자모드 URL은 5개, 교강사모드 URL은 1개, 관리자모드 URL은 1개 이상을 입력
하여야 합니다.
※ URL 이동버튼을 클릭하여 주소가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확인 후 업로드 합니다.

③ 과정개요서 별첨자료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과정개요서 별첨자료를 작성합니다.

[과정개요서 별첨자료 등록 입력화면]

[과정개요서 별첨자료 등록 입력화면]

- 보조학습자료 제공여부를 유로 선택시 멀티미디어 및 PDF형태, 보조훈련교재
정보를 입력합니다.
④ 콘텐츠 개발 정보 입력 및 증빙서류를 업로드 합니다.

[콘텐츠 개발정보 및 증빙서류 입력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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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개발여부를 직접개발, 외주개발, 임대인지 선택합니다.(우편과정인 경우
직접개발, 외주개발, 해당없음 중 선택합니다.)
- 외주개발, 임대 인 경우 개발사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개발기간의 시작일, 종료일을 입력하면 총 개발기간이 자동 계산됩니다.
- 개발비용은 총 개발비, 투자금액을 입력하며 투자비율은 자동 계산됩니다.
⑤ 증빙서류는 계약서류, 참여인력서류는 필수적으로 업로드 해야 하며 관련 저작권등록증
및 기타서류를 별도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⑥ 과정차시 정보를 입력합니다.
- 과정의 훈련구분, 차시, 차시명, 주요학습활동, 재생시간, 학습시간, 학습시간
신청사유를 입력합니다.
- sample 파일을 작성하여 일괄 업로드하여 과정차시 정보를 입력합니다.
⑦ 우편과정인 경우 과정 주차별 정보를 입력합니다.
- 과정의 주차, 주차별주제를 입력합니다.
- sample 파일을 작성하여 일괄 업로드하여 과정 주차별 정보를 입력합니다.

3-6. NCS 정보 입력

[NCS 정보 입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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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NCS정보 탭을 선택합니다.
② NCS 정보를 차시순서대로 NCS차시, NCS 비적용 차시를 입력하면 NCS총차시와
NCS비율이 자동 계산됩니다.
③ NCS차시 추가버튼을 클릭 한 후, 차시명, NCS능력단위, 능력단위요소를 입력
합니다.
- NCS 차시는 차시명 및 해당되는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NCS 비적용 차시는 차시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 한 차시에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1개의 능력단위요소를 입력 가능합니다.
- NCS 비적용 차시인 경우 NCS능력단위요소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NCS 능력단위요소 입력화면]

- NCS 훈련기준 파일 등록에서 NCS관련 파일을 업로드 합니다.
- 해당 과정에 관련된 모든 NCS 능력단위의 훈련기준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
※ ‘원격훈련심사시스템(www.e-simsa.or.kr) 및 직업능력심사평가원(www.ksqa.or.kr)
자료실’에 제시된 직종에 한해 편성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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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심사등급 산정정보
① 심사등급 산정정보 탭을 선택합니다.

[심사등급 산정정보 입력화면]

② 훈련콘텐츠 품질우수성을 1.매우 우수, 2우수, 3.보통 중 선택합니다.
③ 기본정보에서 집체활동포함을 선택했을 시 4.혼합훈련 구성(B/L) 로 자동 체크되며,
체크하지 않은 경우 5.원격훈련(인터넷,우편) 구성이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④ 기본정보에서 NCS 적용을 선택한 후, NCS정보에서 산정된 NCS비율에 따라 6.
NCS비율 70%이상 활용*능력단위요소 기준, 7. NCS비율 40%이상~70%미만
활용*능력단위요소 기준, 8. NCS 비적용 과정에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 체크된 항목의

버튼 클릭 후 NCS반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기술해야 합니다.

※ 6, 7, 8번 항목은 중복으로 체크할 수 없습니다.

④ 학습 지원 강화 부분에서 9. 교·강사(피드백 등)를 기반으로, 개별화/맞춤화 된
상호작용이 포함된 과정 10. 개별화/맞춤화 된 상호작용이 포함된 과정 11.
일반적인 상호작용이 포함된 과정 중 포함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 9, 10, 11번 항목은 중복으로 체크할 수 없습니다.

⑥ 평가부분에서 12. 개별화/맞춤화 현업적용형 과제 출제 13. 다양한 평가방법/평가유형
실시 과정 14. 평가실시(시험/과제 등) 중 포함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 12, 13, 14번 항목은 중복으로 체크할 수 없습니다.

303

2019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원격훈련과정심사 훈련기관 설명회 자료집

※ 12. 개별화/맞춤화 현업적용형 과제 출제 13. 다양한 평가방법/평가유형 실시 과정을 선택할
경우 첨부파일을 반드시 업로드 해야 합니다.
※ 심사등급 산정정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훈련등급 심사 세부기준 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8. 집체활동포함 정보
① 집체활동포함 정보 탭을 선택합니다.

[집체활동포함 정보 입력화면]

② 집체훈련에 관련된 정보를 입력합니다.
- 훈련정보 부분에서 학급당 정원, 훈련방법(이론, 실습, 이론/실습)을 입력합니다.
※ 학급당 정원은 60명 이하로 입력해야 합니다.

- 훈련방법 중 실습, 이론/실습을 선택했을 시 훈련장비, 훈련장비 증빙서류를
필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 과정개요서 별첨자료 [2. 훈련내용 및 방법] sheet에 기재되는 각 차시 별 이론/실습 여부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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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방법 입력화면]

- 훈련장비 정보(장비구분, 장비명, 모델명, 제조일자, 보유량, 설치장소, 임차여부)를
입력하며, 추가하여 입력 할 수 있습니다.
- 훈련장비 증빙서류 부분에서 장비증빙서류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정보를 입력
후, 업로드 합니다.
- 실습이 이루어지는 집체훈련의 경우 관련 훈련장비 정보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 1인당 1개(대)가 필요한 훈련장비의 경우 훈련인원 수만큼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단, 이론 강의로만 진행되는 집체훈련의 경우 훈련장비 정보를 입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훈련장비, 훈련장비 증빙서류 입력화면]

③ 기관증빙서류 부분에서 기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고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합니다.
- 훈련기관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집체훈련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임대해준 훈련기관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기관증빙서류는 아래의 구분에 맞춰 증빙서류를 등록해야 합니다.
구분
자체 시설
임차 시설

집체훈련과정 보유 기관
(유효기간 미만료된 과정 한정)

･ 없음
･ 시설 이용 협약 증빙서류

집체훈련과정 미보유 기관

･ 집체훈련기관 유형별 증빙서류
･ 집체훈련기관 유형별 증빙서류
･ 시설 이용 협약 증빙서류

[증빙서류 양식]

305

2019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원격훈련과정심사 훈련기관 설명회 자료집

[기관 증빙서류 및 사업장관리번호 입력화면]

④ 훈련시설 정보(시설종류, 훈련시설명, 시설면적, 임차여부)를 입력하며, 훈련시설이
한 개 이상일 경우 추가하여 입력 할 수 있습니다.
- 시설종류는 강의실, 실습실, 실습겸용 강의실, 기타 중 선택하고,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훈련시설을 추가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훈련시설 입력창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해야 합니다.
구분

시설종류

훈련시설명
시설면적(m2)
임차여부

입력사항

･ 강의실 : 이론 강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표기 필요
･ 실습실 : 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 표기 필요
･ 실습겸용강의실 : 이론 강의와 실습이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표기 필요
･ 기타 :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표기 필요
･ 실제 강의실 등의 명칭 기재(예: 제1실습실)
･ 해당 시설의 실제 면적 기재
･ 자체/임차 여부를 표기해야 하며, 임차의 경우 ‘기관증빙서류’에
시설 이용 협약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훈련시설에 입력한 정보에 맞는 훈련시설 증빙서류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훈련시설 입력화면]

⑤ 훈련시설 증빙서류 부분에서 시설증빙서류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정보를 입력
후, 업로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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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훈련교재 부분에서 훈련교재 선택버튼을 클릭하여 훈련교재정보를 입력합니다.
- 집체훈련 중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훈련교재 정보를 등록하고, 교재를
발송해야 합니다.
- 훈련교재 선택버튼을 클릭하여 집체훈련 교재를 입력합니다.
※ 훈련교재 2권(심사용 및 스캔용)은 접수마감일까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으로
제출하며, 훈련교재가 심사시스템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사용 1권만 제출하면 됩니다.
※ 발송처는 KSQA 홈페이지(www.ksqa.or.kr)와 원격훈련심사시스템
(www.e-simsa.or.kr) 공지사항 참고 바랍니다.

3-9. 사업주/근로자 원격훈련과정 심사신청
① 과정개요서 정보를 모두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장 버튼 클릭화면]

② 목록화면에서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했던 정보를 확인 한 후 최종적으로
신청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임시저장 및 저장완료 상태로 접수마감이 될 경우 심사신청 불가

[신청버튼 클릭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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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심사 신청 관련 사항을 동의 한 후 최종 심사 신청을 합니다.
- 동의를 체크한 후 대표자명을 입력하여 심사신청 합니다.

[심사 신청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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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반려관리

○ 심사반려관리 : 반려된 과정들을 조회하고 반려보완과정인 경우, 반려보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심사(반려)관리 메뉴에서 반려심사결과를 확인합니다.
① 반려심사발표 후 반려심사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② 반려사유 버튼을 클릭하여 반려사유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심사(반려)관리 목록화면]

2. 심사(반려)관리 메뉴에서 반려보완 심사를 신청합니다.
① 반려발표 후 반려보완 신청기간에 반려보완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반려보완 심사를
신청합니다.

[반려보완 신청 목록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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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세페이지에서 과정개요서 정보를 수정한 후, 모든 수정이 완료되면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반려보완 심사를 신청합니다.

[반려보완 신청 상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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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반려보완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반려보완 심사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반려보완 기간 동안에는 심사신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지만, 반려보완 기간이 지나면 수정,
신청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반려보완 신청 확인화면]

3 심사결과관리

○ 심사결과관리 : 심사가 완료된 과정들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심사등급,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인정서를 출력 할 수 있습니다.
1. 심사결과관리 메뉴에서 심사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관리 목록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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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사결과에 관련된 항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심사구분, 과정명, 심사차수, 신청유형, 훈련등급(인정), 신청유형, 반려심사결과,
NCS분류, NCS과정구분, 1단계심사결과, 최종심사결과, 심사발표일,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② 과정명을 클릭하여 상세 심사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③ 인정서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원격훈련과정 심사결과 인정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과정명을 클릭하여 상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관리 상세화면]

① 심사이력버튼을 클릭하여 심사신청 및 결과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이력 팝업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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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NCS심사결과 부분에서 훈련분야(NCS)인정여부, NCS과정구분(인정)결과, 훈련
분야, NCS비율을 조회할 수 있으며, 훈련분야(NCS)가 조정됐을 경우 조정된
NCS값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심사결과부분에서 1단계 심사결과 및 총평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최종심사결과 부분에서 심사발표일, 최종심사결과, 발급코드, 유효만료일, 심사
등급(인정) 집체훈련정보(인정), 스마트기기활용(인정), 외국어(인정), 직무법정
과정(인정), 직무전문과정(인정), 직무공통과정(인정), 콘텐츠 자체제작 여부(인정),
대상한정, 원격훈련분량, 집체훈련분량, 평가활동 훈련분량, 총훈련분량(인정)
총평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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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통마당

○ 소통마당 : 공지사항, Q&A, FAQ, 자료실 등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지사항 : 원격훈련심사시스템에서 공지하는 글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목록화면]

[공지사항 상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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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A : 원격훈련심사시스템에 문의하실 사항을 등록하고 답변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A 목록화면]

- 등록버튼을 클릭하여 Q&A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목, 구분, 공개여부를 선택하고 답변알림 유형을 선택한 후 내용을 작성합니다.
- 업로드버튼을 클릭하여 첨부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3. FAQ : 원격훈련심사에 관련된 FAQ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목록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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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상세화면]

4. 자료실 : 원격훈련심사에 관련 자료를 확인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 목록화면]

[자료실 상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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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이페이지

○ 마이페이지 : 마이페이지, 내회원관리, 내 정보수정 등 훈련기관에서 입력한 정보에
관해서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1. 마이페이지에서 심사 신청된 내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이페이지 목록화면]

- 과정명을 클릭하면 과정개요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더보기버튼을 클릭하면 해당목록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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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 회원관리에서 훈련기관의 담당자, 회원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회원을 관리
할 수 있습니다.

[내 회원관리 목록화면]

- 회원의 승인상태를 승인, 반려, 삭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신규로 회원이 등록된 경우 승인, 반려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의 승인상태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3. 내 정보수정에서 훈련기관 담당자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내 정보수정 회원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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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FAQ

1

심사 공통

Q1
A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을 받는 원격훈련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격훈련 기관등록 및 인증평가]
① 훈련기관 설립
② 시설지정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으로 시설 지정(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시설 인가(교육부 관할 교육지원청) 등
③ HRD-Net에 원격훈련기관 등록 및 전자서비스 신청서 작성/관할 고용센터 제출
④ 승인 후, 훈련기관(사업장)관리번호 배정
⑤ 원격훈련기관 인증평가 실시(1년인증 이상 획득 필수)
구분
훈련기관 등록
훈련기관 인증평가

문의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훈련기관인증평가센터 1644-5113(내선 1번)

* HRD-Net(www.hrd.go.kr) 홈페이지 하단의 ‘기관찾기’를 통해 관할 고용센터 및 산인공 지부지사 확인

[원격훈련 과정심사 및 과정인정]
⑥ 원격훈련심사시스템(www.e-simsa.or.kr)에 훈련기관 등록
*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HRD-Net 훈련기관 정보관리 화면(훈련기관 관리번호 노출必),
원격훈련시설 증빙자료(직업훈련시설인증서 또는 원격평생교육시설인가증),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 원격훈련 과정심사 실시 / 사전심사발급코드 부여
⑧ 원격훈련자동모니터링시스템 설치(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품질향상센터)
⑨ 원격훈련 과정인정 신청
* 사업주위탁 : 관할 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근로자개인 : 관할 고용센터

⑩ 훈련실시
구분

문의처

원격훈련 과정심사

원격훈련심사센터 1644-5113(내선 3번)

원격훈련 과정인정

(사업주)관할 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근로자개인)관할 고용센터

* HRD-Net(www.hrd.go.kr) 홈페이지 하단의 ‘기관찾기’를 통해 관할 고용센터 및 산인공 지부지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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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A

원격훈련의 경우 [NCS 적용 과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심사 신청한 과정의 NCS 능력단위요소 반영비율이 40% 이상일 경우 [NCS 적용
과정]으로 인정됩니다. [NCS 적용 과정]은 능력단위요소 최소 1개 이상을 사용하여
훈련 및 평가내용을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NCS 수행준거 및 지식 ․ 기술 ․ 태도, 평가
시 고려사항 등의 반영여부 확인 후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 설명회 자료집 붙임3 [NCS 편성 가이드] 참조
구분

NCS 반영 비율
70% 이상

NCS 적용 과정
NCS
비적용 과정

40% 이상∼70% 미만

조정

훈련등급 항목

조정 가능

A
B

40% 미만

NCS 비적용 과정으로 조정

C

NCS 반영 비율 무관

-

C

※ 기존 ‘NCS 활용’ → ‘NCS 적용’, ‘NCS 자율적용’ → ‘NCS 비적용’ 으로 명칭 변경됨
(2017년 2차부터)
※ ‘NCS 적용 과정’은 최신 NCS 직종의 훈련기준을 활용해야 함
(원격훈련심사시스템(www.e-simsa.or.kr) > 소통마당 > 자료실 참조)

Q3
A

NCS 개발 직종이 아닌 경우, NCS 적용 과정으로 신청할 수 없나요?

NCS 훈련기준 948개 직종을 제외한, NCS 훈련기준이 아직 미개발 된 직종 및 NCS
미개발 분야 등의 경우 ‘NCS 비적용 과정’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설명회 자료집 붙임3 [NCS 편성 가이드] 참조

Q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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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훈련 포함(혼합훈련) 과정의 경우 훈련교재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집체훈련 중 훈련교재를 사용한다면, 반드시 훈련교재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격훈련시스템 내 훈련교재 파일을 등록할 수 없거나, 스캔교재가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기간 내 심사용 및 스캔용 교재 각 1부씩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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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A

NCS 적용 과정 또는 혼합훈련 과정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NCS 훈련기준
파일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NCS 훈련기준은 원격훈련심사시스템(www.e-simsa.or.kr) > 소통마당 > 자료실 내 [NCS
기반 훈련기준 948직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NCS 직종은 한국산업인력공단(www.ncs.go.kr)의 공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Q6
A

평가를 총 3회 실시하는 경우, 평가활동 훈련분량 추가 인정을 3시간 받을
수 있나요?

평가횟수는 자유롭게 설정 가능하지만 평가활동 훈련분량 추가 인정은 진행단계평가를
제외한 평가활동을 대상으로 최대 2시간까지만 인정이 가능하며, 평가 구성 시
출제문항 수 최소요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훈련시간 기준

평가 운영형태

평가 인정시간

16(H) 미만

최종평가 1회

1시간 인정

16(H) 미만

최종평가 2회 이상

1시간 인정

16(H) 이상

중간/최종평가 2회

2시간 인정

16(H) 이상

중간/최종평가 3회 이상

2시간 인정

※ 우편원격훈련의 경우, 최소훈련기간이 2개월(32시간)이상이며 개월별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최대
2시간 인정 가능함
※ 설명회 자료집 p.80(인터넷), p.172(스마트), p.236(우편) [평가활동 훈련분량 인정] 참조

Q7
A

최종평가를 자료집에서 제시한 출제문항 수 기준의 2배로 구성할 경우,
평가활동 훈련분량 추가 인정을 2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설명회 자료집에서 제시한 출제문항 수 기준은 평가활동 훈련분량 1시간 추가 인정을
위한 최소요건이며, 출제문항 수 기준 이상으로 최종평가를 구성한다 해도 최대
인정시간은 1시간입니다. 참고로 평가 1회 기준으로 평가활동 훈련분량이 1시간으로
인정되며, 각각의 평가횟수로 구성할 경우 각각의 훈련분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유형

출제문항 수
(최대요건)

평가 인정
시간

예) 시험

시험 20문항
(60분 기준)

1시간

→

출제문항 수

평가 인정
시간

시험 40문항
(60분 기준)

1시간만
인정

※ 설명회 자료집 p.80(인터넷), p.172(스마트), p.236(우편) [평가활동 훈련분량 인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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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A

과정운영 시 5명 이상의 교·강사를 활용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9년 원격훈련 제도개편에 따라 정기심사 신청 시 교․강사는 과정별 최대 5명까지
등록 가능하며, 상시 변경심사 또한 최대 5명 Pool 내에서 교․강사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정운영은 인정받은 교․강사 최대 5명 Pool 내에서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혼합훈련(B/L)을 포함하는 경우, 추가 집체훈련강사 3명 이내에서 운영해야 함
참고 : 원격[최대 5명] + 집체[최대 3명] = 혼합훈련[최대 8명]

Q9
A

상시 변경심사는 해당 과정의 NCS 소분류 활동 가능자로 인정된 이력이 없는 교·강사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체 교·강사 및 내용전문가 또한 이전 이력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2019년 원격훈련 제도개편에 따라, 상시 변경심사 신청 시
교·강사 변경(추가․교체․삭제)이 가능하므로, 과정별 교·강사는 최대 5명 Pool 내에서
변경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Q10
A

상시 변경심사 신청 시 인정 이력이 없는 교․강사는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훈련과정명만 변경하려고 할 때는 변경심사로 신청해야 하나요?

단순 오탈자 수준의 변경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변경신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훈련과정명을
전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심사’로 신청하셔야 하고, 과정개요서에 변경하실
과정명으로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에 신청사유 및 변경내역을 자세히 작성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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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기준이 일부 변경 되었는데 변경심사를 신청해야 하나요?

수료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을 경우에는 관할 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사업주위탁)
또는 관할 고용센터(근로자개인)에 변경신고, 수료기준이 하향 조정 되었을 경우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원격훈련심사센터에 변경심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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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A

사업주고시 제4조제6항에 따라 최대 3년 유효기간을 부여받은 원격훈련과정은 재차
자동연장 심사 대상 과정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1회 자동연장이 된 과정은
변경심사 또는 유효기간 연장심사로 심사신청 해야 합니다.

Q13
A

적합받은 과정의 LMS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심사를 신청해야 하나요?

훈련기관의 LMS 변경이 기존 적합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대적인 기능변경에
해당할 경우에는 변경심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LMS 주요 기능은 유지한
채, 단순한 UI 변경 등의 사유일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품질향상센터 및
관할 공단 지부지사(또는 노동관서)로 추가 문의 후 변경심사 없이 과정을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Q14
A

유효기간 자동연장으로 최대 3년 유효기간을 부여받은 과정은 다시 유효
기간 자동연장 대상이 될 수 있나요?

LMS에서 평가응시 환경은 어떻게 설정해야하나요?

① 실제 훈련생이 응시하는 문항과 동일하게 출제(전체 문항 Pool 중 ID별 랜덤 출제적용)
시험
· 시험 응시 시간제한
· 중간(임시)저장 기능
· 중간(임시) 저장 이후 제한 시간 내에서
는 재응시 가능(단, 제한 시간 이후 재응
시 불가)

과제

· 중간(임시)저장 기능

* 중간저장 후에도 시험시간은 계속 진행
되어야함

② 진도제한(학습일정 제한) 설정 등으로 평가 확인 불가 시 반려 또는 부적합 될 수 있음
※ 원격훈련심사시스템 공지사항 ‘원격훈련 평가(시험)시간 및 재응시 제한 안내(2015-08-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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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
A

공급정도에 따른 조정계수는 어떻게 산출되나요?

매년 유효기간 내의 모든 원격훈련과정(신규 심사과정 + 기존 적합과정)을 대상으로,
훈련과정별로 해당 분야의 훈련과정 공급정도를 측정하여 값을 부여합니다.
① (공급정도 기준값 산정) '유효기간 내의 전체 원격훈련과정(심사코드 기준) 수'를
'전체 NCS 소분류 개수'로 나눈 평균을 기준값으로 설정
② (조정계수 부여) '기준값(①번) 대비 NCS 소분류별 과정 수' 비율을 산출하여
구간에 따라 공급정도(1~4) 및 조정계수(0.7~1) 값 부여
NCS 소분류별 평균과정 수 대비
해당분야의 과정 수 비율

공급정도
(심사코드 17번째 자리 반영)

조정계수

500%초과

1

0.7

200%초과

2

0.8

100%초과

3

0.9

100%이하

4

1.0

※ 동일·유사과정의 일관성을 위해 기존 적합과정의 NCS 훈련분류는 일괄조정
※ 직무법정훈련과정 및 외국어과정은 조정계수 적용 제외(차등지원 50%는 유지)
※ 특정 NCS 분류로 편성하기 어려운 과정(예. 리더십 등 공통직무훈련과정)은 심사코드에 별도 구분
값(심사코드 16번째 자리 반영)과 동일한 공급정도 값(심사코드 17번째 자리 반영)을 부여함
※ 공급정도 기준 및 훈련과정별 공급정도 정보는 정책방향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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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
A

자체개발(직접/외주(위탁)개발)과정 확인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19년부터 법정훈련 여부 및 자체개발형태(직접개발/외주개발)에 따라 원격훈련
지원한도가 차등부여 됩니다. 과정별 상한선까지는 정상 지원되나, 초과 시에는
기업규모별 지원율의 15%를 지원합니다.
구분

상한선

비법정·자체개발과정*

5,000명

법정·대여(임대)과정

3,000명

* 타 개발사 외주(위탁)개발의 경우, 개발비용 50% 이상을 투자한 사실을 증빙해야 인정
* 근로자 개인훈련의 경우, 콘텐츠 개발정보에 따른 상한선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따라서 자체개발과정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원격훈련심사센터에서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합니다.
① 개발정보 확인절차 및 방법
형태/심사단계

2단계
(내용심사)

심사접수

결과발표

정기심사 신청 시 작성
신규
심사과정

기존
적합과정

과정심사 시 개발정보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상시 변경심사 메뉴로
한정기간 동안 일괄심사 진행
과정심사 시 개발정보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제출 증빙서류
검토 및 확인

▶

개발정보
심사완료

▶

제출 증빙서류
검토 및 확인

▶

개발정보
심사완료

※ 기존 적합과정의 직접/외주(위탁)개발 확인일정은 별도 공지 예정이며, 신규 심사과정은 과정심사
신청 시 자체개발 관련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심사신청

②
-

주요제출 서류
(필수) 과정개발계약서(이러닝콘텐츠 개발용역 표준계약서 등) 1부
(필수) 개발참여인력 정보서류 1부
(선택) 과정개발 저작권등록증 확인서류 1부
(선택) 기타 훈련기관 소유콘텐츠 확인가능 서류 등

※ 훈련기관 자체개발인 경우, 자체 과정개발계획서 등 증빙서류 제출
※ 타 개발사 외주(위탁)개발의 경우, 개발비용 50% 이상 투자사실 증빙필수
※ 우편원격훈련의 시중 유통되는 구매교재 등은 자체개발과정으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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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
A

공통법정훈련과 직무법정훈련도 심사신청을 할 수 있나요?

2019년 사업주 지원규정 개정에 따라, 공통법정훈련(개인정보보호, 성희롱 예방,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등) 및 직무무관 법정훈련(예: 성매매 예방,
성희롱 예방, 가정폭력 예방, 아동학대 예방, 부정청탁 금지 등)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정부지원 비대상 훈련입니다. 그러나 일부 직무무관 법정훈련의 경우,
불가피하게 직무과정의 일부내용으로 편성이 필요한 사실이 법적근거 등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해 대상한정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직무법정훈련은 직무관련
훈련내용으로 구성되어 직업능력개발법 정부지원 대상으로 심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지원율이 50% 축소 적용됩니다.
※ 근로자 개인훈련의 경우, 직무법정훈련 정부지원율 50% 축소 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Q18
A

원격훈련의 신청제한 과정이 무엇인가요?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정부지원 대상 사업주 훈련과 재직근로자 훈련은 직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의 취미, 오락, 재테크, 교양, 세미나,
경제/금융상식, 직장예절, 시민의식, 에티켓, 처세술, 건강관리, 금주, 부정청탁 금지,
스트레스 관리 등 직무능력 향상과 관련성이 낮은 훈련내용은 신청제한 범주에
해당하며, 이외에도 외국어 능력평가 시험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타 법령 위반
및 침해의 소지가 있는 과정, 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지원을 받거나 지원필요성이
미흡한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대상의 훈련과정 등이 인정제한 과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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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원격훈련 심사 관련

Q1
A

저장매체(CD, DVD, USB 등)의 제출 양식이 있나요?

① 저장매체(CD, DVD 등)에는 겉면에 훈련과정명, 회차수, 접수마감일, 심사신청 훈련기
관명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로 제출하는 경우, 저장
매체 내 과정목록을 파일로 첨부하고, 폴더명을 과정명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과정명, 훈련기관명 등 기재에 오류(상이점)가 있을 경우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② 저장매체 실행여부 최종 확인 후 인터넷원격훈련과정 저장매체 제출 목록을 동봉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원격훈련심사시스템 – [소통마당] – [자료실] – ‘2019년 원격훈련과정 심사신청 자료 관련 양
식 안내’(2019.01.24.) 인터넷원격훈련과정 저장매체 제출 목록 참조

[저장매체(CD, DVD 등) 기재 예시]

[오프라인 제출자료 유의사항]
- 저장매체 내 콘텐츠는 오프라인에서도 정상작동 필수
- USB, 외장하드로 제출하는 경우 과정명으로 폴더 구분
- CD/DVD로 제출하는 경우 한 저장매체 내 2과정 이상 탑재 불가
- 제출한 저장매체와 저장매체 제출 목록이 상이한 경우 반려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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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A

훈련등급, 교수진, 평가 등 훈련내용(콘텐츠) 외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반드시 훈련과정 저장매체를 제출해야 하나요?

저장매체는 심사의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훈련내용(콘텐츠)상 변경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저장매체를 제출하셔야합니다. 제출방법 및 제출양식은 모두 동일
합니다.
※ 단, 평가활동 훈련분량 변경심사, 상시 변경심사의 경우 훈련과정 저장매체는 요구되지 않음

Q3
A

LMS에서 훈련생 계정 설정을 과정 인정요건과 동일하게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과정 인정요건과 동일하게 해야 하나, 심사기간에는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아래 기능은 예외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① 중복로그인 가능 : 심사기간 내 심사위원의 동시접속이 가능해야 함
* 단, 훈련생계정 당 한 개의 과정만 있도록 설정한 경우 제외

② 1일 진도제한 해제 : 첫 차시부터 마지막 차시까지의 내용심사를 위해 1일
8시간(8차시) 진도제한이 해제되어야 함
③ 순차학습 해제 : 임의 차시를 선택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야 함
④ 본인인증 해제 : 개인정보 입력이 없어도 심사가 가능해야 함

330

Ⅵ. FAQ

3

스마트훈련 심사 관련

Q1
A

스마트훈련 과정 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원격훈련기관 인증평가등급(1년 인증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집체훈련기관 '1년 인증' 이상 인증평가등급만 보유하고 있는 훈련기관의
경우에는 원격훈련기관 인증평가 '1년 인증' 등급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Q2
A

스마트훈련 심사 신청 시 주의해야 할 내용이 있나요?

스마트훈련은 분량심사 시 훈련생 참여활동 등에 대한 진행예정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훈련 과정 운영계획서 및 과정개요서 내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 외 스마트훈련 과정 운영계획서 필수 제출 등 인터넷원격훈련 과정 심사와
심사기준이 일부 상이한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4
A

스마트훈련과 인터넷원격훈련 간 심사 신청 시 차이점이 있나요?

스마트훈련과 인터넷원격훈련의 심사 신청 절차 및 양식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스마트훈련의 경우, ‘스마트훈련 과정 운영계획서’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더불어 스마트훈련은 심의위원회(발표평가)를 진행하며, 심의위원의 점수 판정에
따라 훈련과정 등급이 부여됩니다.

Q3
A

집체훈련기관도 스마트훈련 심사 신청이 가능한가요?

참고할 수 있는 스마트훈련 개발 사례 자료가 있나요?

원격훈련심사시스템(www.e-simsa.or.kr) 내 공지사항 및 자료실*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원격훈련심사시스템 > 소통마당 > 자료실 > 44번 게시물(201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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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A

훈련기관의 스마트훈련 과정에 대해 발표평가를 1회 실시하며, 발표 일정은
‘스마트훈련 과정 운영계획서’에 작성된 담당자 연락처로 개별 안내해드립니다. 최초
1회 발표평가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발표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발표자료 및 분량은 20분 내외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Q6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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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 ․ 증강현실을 활용한 훈련의 심사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가상현실․증강현실을 활용한 훈련이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훈련전용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훈련은 집체훈련으로 간주되며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인터넷원격훈련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훈련 확인이 훈련전용시설에서만 가능한 경우,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해당
시설에 대해 현장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8
A

기술기반 유형과 교수설계 유형은 심사 시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술기반 유형은 스마트 기기의 기술적 요소를 활용한 훈련으로 훈련과정의
‘개발전략’, 즉, 완성된 형태의 훈련과정에 초점을 두고 심사를 합니다.
교수설계 유형은 훈련과정의 ‘운영전략’, 즉, 개발된 콘텐츠를 바탕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심사를 합니다.

Q7
A

스마트훈련 발표평가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스마트훈련 운영실적에서 인터넷/우편 원격훈련 및 스마트러닝 과정심사
이력을 써도 되나요?

심사 신청 기관에서 자체 개발한 스마트훈련 과정에 한해 개발 및 운영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콘텐츠 및 기존 스마트러닝 과정 운영실적은 해당되지
않으며, 자체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훈련기관 소개 자료 작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Ⅵ. FAQ

Q9
A

스마트훈련 교수설계 유형은 인터넷원격훈련 지원단가의 약 200%를, 기술기반
유형은 인터넷원격훈련 지원단가의 약 300% 수준을 지원합니다.

Q10
A

제도상 구분하는 스마트훈련과 혼합훈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스마트훈련은 새로운 훈련의 유형으로 기술기반과 교수학습설계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스마트훈련은 형태적으로 집체훈련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것은 학습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스마트훈련이라는 유형 안에서 정의되는 사항으로 혼합훈련과는 다릅니다.
혼합훈련은 두 가지 이상의 훈련을 결합한 훈련유형(예, 집체+원격, 집체+현장 등)을
말합니다.

Q11
A

스마트훈련의 정부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적합 받은 스마트러닝 과정을 스마트훈련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기존에 적합 받은 스마트러닝 과정을 보완하여 스마트훈련 과정으로서 기관운영
적정성과 과정 설계 및 운영 적정성의 심사항목을 갖춘다면 심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스마트훈련의 도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스마트훈련 등급 적정성 심사항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적합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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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편원격훈련 심사 관련

Q1
A

변경심사, 재심사, 유효기간연장심사도 훈련교재를 제출해야 하나요?

변경심사, 재심사 및 유효기간연장심사도 최초심사와 신청방법이 동일하며, 훈련교재를
접수기간 내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원격훈련심사센터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심사시스템 과정개요서 상에 훈련교재가 “미등록”으로 표시된다면, 심사용 및 스캔용 훈련교재 모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훈련교재 미제출 시 반려 사유에 해당됩니다.

Q2
A

반려된 과정을 다시 신청하려고 하는데 훈련교재를 새로 보내야 하나요?

훈련기관이 반송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려된 과정의 교재는 원격훈련심사센터에
보관됩니다. 보관된 훈련교재를 활용하실 경우, 다음 차수 신청 시 훈련교재를
제출하지 않고 훈련교재목록의 비고란에 반려된 과정명, 심사차수 등을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 반려된 과정의 교재 및 미등록 교재는 1년간 보관되며, 1년 이후에는 자동폐기 함

Q3
A

동일교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ISBN, 판, 권이 모두 동일하면 동일교재로 인정됩니다. 제출하실 훈련교재가 심사
시스템에 등록된 스캔파일과 ‘판’정보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훈련교재를 다시
보내주셔야 합니다.
※ [공지] 우편원격훈련과정 훈련교재 판 정보 등록 관련 공지(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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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A

적합 받은 과정의 훈련교재가 개정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훈련교재의 내용이 일부 개정되어 출판된 경우, 개정된 내용에 따라 평가문항 및
훈련내용에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내용을 보완한 후 변경심사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심사신청 시, 심사용 및 스캔용 교재 2권을 모두 제출하고 심사시스템에는
‘미등록’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 훈련교재의 세부 내용 변경이 아닌 ‘표지변경’ 등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신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5
A

현재 시스템에서는 ISBN, 판, 권 등이 모두 동일하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판 정보를 임의로 수정하신 후, 교재등록을 진행해 주시고 대표메일
(e-simsa@koreatech.ac.kr)로 훈련교재목록을 보내실 때 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을 작성
해주시면 됩니다.

Q6
A

교재내용 중 일부 수정된 부분이 있으나 ISBN, 판, 권 등은 변경을 하지 않았을
경우, 교재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재명

판

예) 글로벌 무역금융

1

교재 수정
(판, ISBN 동일)
→

교재명

판

글로벌 무역금융

100

자체 제작한 교재는 ISBN코드를 어떻게 부여하나요?

자체교재는 훈련기관 사업자등록번호 뒤에 001부터 번호를 고유하게 부여하시면
됩니다.
(예) 사업자등록번호 : 123456789이고, 교재가 3권인 경우
1권 : 123456789001 / 2권 : 123456789002 / 3권 : 123456789003
다음 차수 신청 시에도 자체교재의 경우 004부터 부여하시면 되며, 번호는 기관에서
고유하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 자체교재 ISBN부여 예시는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의 도서번호(ISBN)가 아니며, 훈련기관 자체
교재관리를 위해 예시적으로 안내드리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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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A

집체훈련 포함 과정일 경우, 분량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우편원격훈련과 집체훈련을 혼합하는 경우, 우편원격훈련분량은 전체 훈련시간
(분량)의 20%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 2개월(32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집체훈련시간은
시간단위로 산정합니다.
※ 설명회 자료집 붙임1 [집체훈련 포함 과정 편성 안내] 참조

Q8
A

NCS 적용 과정의 경우 반드시 NCS기반으로 개발된 교재로 구성해야 하나요?
(구매교재는 안 되나요?)

자체교재 및 구매교재 모두 가능하나, 능력단위요소기준으로 수행준거에 따른 차시별
학습내용과 교재내용의 연계성 및 적정성을 심사하므로, 교재선택 시 능력단위요소
및 수행준거 등 훈련기준 내용을 면밀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회 자료집 붙임3 [NCS 편성 가이드] 참조

Q9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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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원격훈련기관인데, 우편원격훈련과정은 어떻게 설계해야하나요?

우편원격훈련은 ‘인쇄매체’인 교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교수학습활동서(인쇄물 또는 LMS구현기능)를 반드시 포함해야합니다.
전체적인 과정구성은 <학습계획활동>, <학습수행활동>, <평가참여활동> 등으로
나뉘며, 각 활동을 구성하기 위한 기본요건은 자료집 [Ⅳ. 우편원격훈련 심사제도 세부
내용 설명]과 [붙임4] 우편원격훈련 과정운영 표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Ⅵ. FAQ

5

심사시스템 관련

Q1
A

① Q&A 게시판 이용
- 원격훈련심사시스템 > 소통마당 > Q&A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소통마당 > 원격훈련심사센터 Q&A
② 원격훈련심사센터 대표메일(e-simsa@koreatech.ac.kr) 이용
③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원격훈련심사센터 ARS 이용
(1644-5113 > 원격훈련심사센터 3번 또는 02-6943-4050)

Q2
A

개인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어떻게 수정하나요?

심사시스템(www.e-simsa.or.kr) ‘마이페이지’ 메뉴의 ‘내 정보 수정’에서 수정이 가능
합니다.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소속 등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변경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신정보로 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각종 안내사항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4
A

훈련기관의 기관명, 주소 등의 정보가 변경되었을 시 어떻게 수정해야 되나요?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체유형, 주소, 해당노동관서, 사업장관리번호 등의 주요정보는
직접 변경하실 수 없으며 반드시 원격훈련심사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격훈련심사센터에서 해당 정보를 확인 후 변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3
A

원격훈련심사시스템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과정등록/신청에서 심사신청 버튼이 나오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최초심사를 제외한 심사 신청은 이전 심사이력을 확인한 후 심사 신청하여야 합니다.
과정등록/신청 메뉴에서 과정불러오기 버튼 클릭 후 상세화면에서 심사이력버튼으로
해당 과정이 임시저장, 저장완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 후에도
심사버튼이 나오지 않는다면 원격훈련심사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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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A

직업능력심사평가원과 한국고용정보원 간 심사결과 데이터 연동은 약 하루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데이터가 연동되는 시간을 고려하시어 과정인정 신청 등의
행정절차는 발표일 익일(평일 기준)부터 확인 및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Q1
A

심사결과가 발표된 후 언제 HRD-Net에 반영되나요?

원격훈련과정 심사일정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원격훈련과정 심사일정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ksqa.or.kr) 및
원격훈련심사시스템(www.e-simsa.or.kr) 내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19년도 재직자 원격훈련과정심사와 실업자 원격훈련과정심사는 별도 일정으로 진행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2
A

원격훈련 과정심사 및 과정인정 등 제도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격훈련 과정심사 관련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Q&A 게시판 이용
- 원격훈련심사시스템 > 소통마당 > Q&A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소통마당 > 원격훈련심사센터 Q&A
② 원격훈련심사센터 대표메일(e-simsa@koreatech.ac.kr) 이용
③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원격훈련심사센터 ARS 이용
(1644-5113 > 원격훈련심사센터 3번 또는 02-6943-4050)
원격훈련 과정운영 관련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HRD-Net 시스템
- 문의처 : 한국고용정보원
- Q&A 게시판 이용 : www.hrd.go.kr > 고객센터 > 질문과 답변
- ARS 이용 : 1577-7114
② 원격훈련 모니터링 (자동모니터링시스템 등)
- 문의처 : 산업인력공단 훈련품질향상센터
- Q&A 게시판 이용 : emon.hrdkorea.or.kr > 열린마당 > Q&A
- ARS 이용 : 052-714-8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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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주훈련 과정인정
- 문의처 : 관할 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 연락처 확인 : www.hrdkorea.or.kr > 공단소개 > 조직안내 > 지역본부․지사
※ 훈련비 지원금 등 사업주훈련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훈련지원부

④ 근로자 개인훈련 과정인정
- 문의처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연락처 확인 : minwon.moel.go.kr > 민원정보 > 관할관서 찾기 > 지방노동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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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집체훈련 포함 과정 편성 안내

붙임1

집체훈련 포함 과정 편성 안내

집체훈련 포함 과정(B/L) 편성 안내

1

과정 편성 개요

1) 개요
○ 인터넷원격/우편원격훈련에 집체훈련을 포함하여 혼합훈련(B/L)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음
※ 단, 스마트훈련은 원격훈련을 기반으로 실시(플립러닝 등)되므로 혼합훈련이 아닌 원격훈련으로
분류함

2) 집체훈련 포함 과정 설계 주요사항
구분

세부내용

･ 인터넷원격훈련이 전체 훈련시간의 최소 100분의 20 이상 구성되어 있어야 함
예1) 28시간 기준 : 원격 6시간(21%), 집체 22시간(79%) 적합
예2) 28시간 기준 : 원격 4시간(14%), 집체 24시간(86%) 부적합 (100분의 20 미만)

훈련시간

･ 우편원격훈련이 최소 100분의 20 이상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우편원격훈련의
최소 훈련시간은 32시간(2개월) 이상이어야 함
예1) 40시간 기준 : 원격 1개월(16시간)(50%), 집체 16시간(50%) 부적합
예2) 40시간 기준 : 원격 2개월(32시간)(80%), 집체 8시간(20%) 적합

신청자격

･ 원격훈련기관 신청자격 및 집체훈련 부분 운영을 위한 요건(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제17조, 제2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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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내용
･ 집체훈련의 경우 훈련기준이 개발된 NCS 직종*은 반드시 NCS 적용과정으로
신청

NCS 적용

* 2019년 1월 현재 ‘2019년도 상반기 운영 집체훈련통합심사’ 기준
(948개 직종) 적용
[참고]스마트훈련 과정에 집체활동이 포함되는 경우(플립러닝 등)에는 원
격 훈련으로 간주하여 NCS가 개발된 직종이더라도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에
맞게 구성 후 NCS 비적용 과정으로 신청 가능

신청제한
분야

･ 원격훈련 심사 기준을 준용(1단계 직무수행 적정성 참고)하나, 집체훈련
심사 기준에 따라 외국어 등 일부 분야에서 신청제한(부적합)될 수 있음
･ 인터넷원격훈련과 집체훈련 훈련분량 산정방식 각각 적용

훈련분량
산정방식

인터넷원격훈련

집체훈련

: 차시별 시간(25분) 산정방식

: 차시별 시간(50분) 산정방식

･ 원격훈련과 집체훈련 각각 학습 진도율 100분의 80 이상 기준 적용
학습 진도율

[참고]스마트훈련은 원격훈련과 집체훈련 구분 없이 학습 진도율 100분의
80이상 기준 적용 가능
･ 원격훈련과 집체훈련 각각 수료기준*을 충족해야 함
* 원격훈련 : 평가성적 6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 학습 진도율 100분의
80 이상

수료기준

- 원격훈련의 경우 해당 차시의 학습시간이 13분 이상 경과해야 해당 차시를
학습한 것으로 인정함
* 집체훈련 : 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 출석
- 집체훈련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실시해야 함(수료기준 반영여부는 훈련과정
설계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 가능)
･ 원격훈련과 집체훈련 훈련비 각각 산정
[참고] 스마트훈련은 스마트훈련 지원금 기준으로 일괄 산정

훈련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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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우편원격훈련 : 사업주
집체훈련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4]
지원규정 [별표2] 직종별 훈련비용
원격훈련 지원금(훈련생 1인당 시간당
기준단가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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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체훈련 포함 과정 심사신청

1) 집체훈련 포함 과정 신청자격
○ 집체훈련 포함 과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집체훈련기관으로서 신청자격(근로자 직업
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 제17조, 제2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단, 스마트훈련은 원격훈련으로 간주하므로 원격훈련기관에 대한 신청자격만 적용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5. 그 밖에 법 제12조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이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실시할 것
가. 제1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나.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실시할 것
가. 제1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나. 사업주(직업능력개발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 또는 사업주
단체등이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다.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 단, 시행령 제17조 및 제22조 제1항 제2호 각각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타 법령에 의한 시설 또는 기관’)은 해당 법령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법령에 따른
시설요건 및 장비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함

345

2019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원격훈련과정심사 훈련기관 설명회 자료집

□ 집체훈련시설 증빙자료
･ 해당 훈련시설이 집체훈련을 할 수 있는 시설임을 증빙하는 자료
※ 반드시 해당 직종 훈련 가능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집체훈련시설 유형별 증빙서류 안내>
시설 유형

제출 증빙서류

검토사항
지정서에 명시된 직종과 신청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시설

훈련직종의 부합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설치된

･ 학과가 명시되어있는 해당 학교 학칙 학과(전공)와 신청한
훈련직종의 부합성
･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교육과정편성표의 과목과 신청한

･ 교육과정편성표

훈련직종의 부합성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평생직업교육학원

교습비등 게시표의 교습과목과 신청한

･ 교육부(www.neis.go.kr)에서

훈련직종의 부합성

발급한 교습비등 게시표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시설
타법령에 따른
직업훈련시설
집체훈련시설
임차사용

･ 정관, 소속 회원사 명단,
*

사업주단체 및 교육적 목적과 신청한
*

사업자등록증 , 법인설립허가증
･ 훈련기관 지정서(추천서) 또는
교육훈련 법적근거 및 정관

훈련직종의 부합성
지정서 또는 법령상에 명시된 훈련
분야와 신청한 훈련직종의 부합성

･ 해당 집체훈련기관 유형의 증빙서류, 임차한 집체훈련기관의 유형 및 협약
시설 이용 협약 증빙서류

여부

･ 훈련시설의 구조 및 상태 확인이 가능한 훈련시설의 내부사진 및 도면도(면적 필수 기재)
※ 임차 시설의 경우 임차 시설 이용 협약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함
※ 증빙자료가 미흡할 경우 반려 또는 시설이 불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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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법령에 따른 직업훈련시설(기관)
- 지정서 및 추천서 없이 직업훈련 실시자격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
관계 법령과 기관의 정관을 첨부
․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시설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은 해당하는 기관만 제출
- 사업주단체라 함은 사업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또는 사업주의 출연으로
설립된 단체를 의미(협회, 공제조합 등을 포함)
※ 소속 회원사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탁훈련이 가능하나 회원사가 아닌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평생교육시설 등의 훈련기관으로 인가받거나, 시설 이용 협약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정관 등의 목적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라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집체훈련시설 임차사용
- 원격훈련기관으로 기관 인증을 받은 훈련기관은 집체훈련기관으로서 기관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집체훈련포함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단, 임차한 집체훈련시설의 증빙서류와 시설 이용 협약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Tip

계열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동일 그룹 내 계열사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관리번호가 훈련기관(심사신청기관)과 상이하
다면, 시설 임차로서 시설 이용 협약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2) 집체훈련 포함 과정 신청제한분야
○ 집체훈련 포함 과정의 신청제한분야는 원격훈련의 기준을 준용(1단계 직무수행 적정성)
하나, 집체훈련 신청제한분야 통합기준*에 따라 외국어 등 일부 분야에서 신청 제한
(부적합) 될 수 있음
* 신청제한분야 통합기준은 집체 통합심사 공고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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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체훈련 포함 과정 심사기준
○ 집체훈련 포함 과정의 심사기준은 기본적으로 원격훈련 심사기준을 준용하되, 아래와 같은
심사기준이 추가됨
구분
① 훈련방법

심사기준
･ 원격훈련과 집체훈련 간 연계성이 적정한가?

② 집체 교･강사 ･ 집체 교･강사가 집체훈련을 가르치기에 적정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③ 훈련시설

･ 학급당 정원, 훈련방법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적정한 훈련시설을 갖추었는가?

④ 훈련장비

･ 훈련에 필요한 필수장비 및 기자재가 갖추어져 있으며, 산업현장 활용도,
훈련내용 측면에서 장비 및 기자재 사양, 내구연도가 적정한가?
･ 학급당 정원 대비 훈련장비 및 기자재 수량이 적정한가?

⑤ NCS 적용

･ NCS 기반으로 집체훈련이 편성되었는가?

⑥ LMS

･ 집체훈련의 출결 및 훈련생관리가 웹상에서 연동될 수 있는 기능이
갖춰져 있는가?

① 원격훈련과 집체훈련 간 연계성 적정 여부 심사
- 원격훈련과 집체훈련 간 연계성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심사가 진행됨
(적합 예시1) 원격훈련에서 다룬 훈련내용을 집체훈련에서 심화된 형태로 가르치는 경우
(적합 예시2) 토론, 발표 등 수행활동(참여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적합 예시1) 원격훈련에서 다룬 훈련내용을 집체훈련에서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경우
(부적합 예시2) 집체훈련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오리엔테이션, 평가활동 등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훈련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부적합 예시3) 원격훈련과 집체훈련 간 훈련내용의 관련성이 떨어지는 경우
② 집체 교･강사의 적정 여부 심사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7조 내용 중 한 가지 이상 충족여부를 심사함
- 원격훈련과 집체훈련 교･강사 인원 각각 산정 : 원격훈련 최대 5인, 집체훈련 최대 3인
- 동일인이 원격 교･강사와 집체 교･강사 모두 활동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집체 교･강사 관련 규정 및 증빙서류 관련 사항은 p.55 교수진 증빙서류 안내 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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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교･강사 산정 방식

◈ 원격 교·강사 A, B, C, D, E 중 C, D, E가 집체 교·강사로 중복 활동하는 경우
=> 원격 교·강사 5인(A, B, C, D, E) 및 집체 교·강사 3인(C, D, E) 인정으로 추가 교·강
사 등록 불가

③ 훈련시설의 적정 여부 심사
- 집체훈련 시설은 이론 강의의 경우 ‘강의실’에 대한 심사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실습이
포함된 훈련과정은 ‘실습실’에 대한 심사기준을 충족해야 함
- 신청한 시설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일부 시설만 인정될 수 있음
[유의] 신청한 모든 시설이 불인정될 경우 과정은 부적합으로 판정됨
구분

심사기준

NCS 적용
과정

･ 강의실 : 최소기준 10명, 30m2 / 추가 1인당 1.5m2
･ 실습실 : NCS 훈련기준의 50% 면적이 최소 기준
※ 1명 추가 시 해당 NCS 훈련 직종별 추가 기준 적용
※ NCS 훈련기준에 제시된 기준이 10명 미만인 실습실은 NCS 훈련기준
변경없이 적용(100% 적용)
･ 실습겸용강의실 등 겸용가능시설 적용 시 가장 큰 면적기준을 충족해야 함
･ 강의실(컴퓨터실) 및 실습실(실습장) 외 부대시설은 선택사항

･ 강의실 : 최소기준 10명, 30m2 / 추가 1인당 1.5m2
NCS 비적용
･ 실습실 : 훈련내용에 근거하여 심사위원이 최종 판정
과정
※ 심사 시 훈련내용 및 훈련방법에 적절한 훈련시설을 보유하였는지 확인

【훈련시설 면적 및 증빙기준】
○ 훈련시설 기준 : 하나의 독립된 공간
※ 가벽 등에 의해 분리된 공간은 심사 시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시설(㎡) 면적 신청 및 산정기준
- 시설면적은 강의실 및 실습실 내에 기둥, 창고, 화장실 등 불필요한 공간을 제외한 실제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면적만을 의미하므로, 신청 시 반드시 해당기관에서 실제로 구비한 시설 면적을
측정하여 기재해야 함
- 도면상면적 혹은 공부면적(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 (공부)에 기재된
면적을 의미)이 아닌, 실제 측정 면적*을 기재하여야 함
* 실제 측정 면적 : 부동산의 면적을 실질적으로 측정하여 얻은 면적으로 사(死)공간 서비스공간- 기둥,
베란다, 화장실, 복도, 계단, 창고, 보일러실 등)의 면적을 제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내벽을
기준으로 측정)을 측정한 결과로 나오는 면적을 의미함
○ 훈련시설 증빙기준
- 훈련시설의 구조 및 상태 확인이 가능한 훈련시설의 내부사진 및 도면도
※내부사진과 도면도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내부사진 없이 외부 전경사진, 임대차계약서, 도면 등만 제출 시 부적합
※시설면적이 훈련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내부구조 등이 훈련운영에 부적정할 경우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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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훈련장비의 적정 여부 심사
- 집체훈련 장비는 ‘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 심사가 이루어지며, 이론 강의로만
진행되는 집체훈련의 경우 훈련장비 적정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지 않음
- 훈련장비에 대한 보유 기준은 NCS 적용 여부에 따라 상이함
□ 훈련장비 보유 기준
- NCS 적용 과정 : NCS 능력단위별 훈련장비 기준
- NCS 비적용 과정 : 훈련내용에 근거하여 심사위원이 최종 판정
※ 심사 시 훈련내용 및 훈련방법에 적절한 훈련장비를 보유하였는지 확인

- 1인당 1개(대)가 필요한 훈련장비의 경우 훈련인원 수만큼 장비를 구비해야 함
⑤ 집체훈련 편성 시 NCS 적용 여부 심사
- 훈련기준이 개발된 NCS 직종*은 반드시 NCS 적용 과정으로 신청해야 함
* 2019년 1월 현재 ‘2019년도 상반기 운영 집체훈련통합심사’기준(948개 직종) 적용

- 개발된 전체 직종 외 NCS 미개발 분야에 한해 NCS 비적용 과정으로 신청 가능
- 직업기초능력만으로 과정을 구성한 경우, NCS 비적용으로 부적합될 수 있음
※ 집체훈련 차시의 NCS 적용(40% 이상)은 집체훈련포함 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며,
집체훈련포함 과정이 NCS 과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격훈련 차시의 최소 40% 이상이
NCS 적용 차시로 개발되어야 함

Tip

NCS 적용 비율

◈ NCS 적용 과정의 경우 집체훈련 시간의 40% 이상 NCS가 반영되어야 하며, 반영
되지 않은 경우 부적합됨
(예시) 전체 20차시로 구성된 과정 : 집체훈련 10차시, 원격훈련 10차시
→ 집체훈련 10차시 중 4차시 이상이 NCS가 반영되어야 적합

⑥ LMS 내 집체훈련 출결관리 기능* 보유 여부 심사
- LMS 내에서 집체훈련의 출결 및 훈련생관리가 웹상에서 연동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출결관리 기능 예시: QR코드, 지문 등 출결관리시스템을 통한 출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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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체훈련 포함 과정 신청방법
□ 과정개요서 [집체훈련 정보]

① 학급당 정원
- 집체훈련 진행 시 학급당 정원을 입력해야 함
※ 집체훈련과정의 인정요건에 따라 학급당 정원은 6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학급당 정원은 ‘훈련시설 면적’ 및 ‘훈련장비 수’와 연결되어 심사가 진행됨
- 집체훈련 포함 과정의 훈련인원과 집체훈련과정 학급당 정원은 상이할 수 있음. 즉, 하나의
집체훈련 포함 과정에서 복수의 집체훈련 학급이 존재할 수 있음
예) 집체훈련 포함 과정 훈련생 120명 / 집체훈련 진행 시 두 개 학급(각 60명)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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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훈련방법
- 집체훈련방법을 ‘이론’, ‘실습’, ‘이론+실습’ 중 체크해야 함
※ 과정개요서 별첨자료 [1. 훈련내용 및 방법] 시트에 작성된 각 차시별 이론/실습 여부 정보와
일치해야 함

- ‘실습’ 또는 ‘이론+실습’ 체크 시 아래에 ‘훈련장비’, ‘훈련장비 증빙서류’ 정보 입력창을
확인할 수 있음
※ 실습이 이루어지는 훈련과정에 한하여 훈련장비에 대한 심사가 진행됨

③ 사업장관리번호 및 기관증빙서류
- 훈련기관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집체훈련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임대해준 훈련기관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해야 함
- 기관증빙서류는 ‘집체훈련 포함 과정 신청자격’에 맞춰 제출해야 함
④ 훈련시설 및 훈련시설 증빙서류
- 훈련시설 입력창에는 아래와 같이 작성해야 함
구분

입력사항
･ 강의실 : 이론 강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표기 필요
･ 실습실 : 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 표기 필요

시설종류

･ 실습겸용강의실 : 이론 강의와 실습이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표기 필요
･ 기타 :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표기 필요

･ 실제 강의실 등의 명칭 기재(예: 제1실습실)
훈련시설명

시설면적(m2)

임차여부

※ 다른 기업의 강의실을 활용하는 경우, 훈련시설명에 해당 기업명을
포함하여 기입해야 함

･ 해당 시설의 실제 면적 기재

･ 자체/타기관(임차) 여부를 표기해야 하며, 타기관(임차)의 경우 ‘기
관증빙서류’에 시설 이용 협약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훈련시설에 입력한 정보에 맞는 훈련시설 증빙서류를 반드시 등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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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훈련장비 및 훈련장비 증빙서류
- 실습이 이루어지는 집체훈련의 경우 관련 훈련장비 정보를 반드시 입력해야 함
※ 1인당 1개(대)가 필요한 훈련장비의 경우 훈련인원 수만큼 구비하여야 함

- 훈련장비 정보를 입력한 경우 이에 맞는 훈련장비 증빙서류를 반드시 등록해야 함
- 훈련장비 입력창에는 아래와 같이 작성해야 함
구분

입력사항
･ 공용/전용 여부를 표기해야 함

장비구분

- 공용 : 해당 장비를 반(班) 구분 관계없이 활용 가능한 경우
- 전용 : 해당 반(班)에서만 사용가능한 장비이며, 다른 반(班)
에서는 활용 불가능한 경우

장비명

･ 장비명 기재

모델명

･ 모델명을 기재하며, 모델명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제조사명’ 기재

제조일자

보유량
(라이센스 보유개수)

· 장비의 제조일자 기재
･ 장비의 보유량을 기재하며, 훈련생 1인 1개가 필요한 장비는 훈련생
구비 장비라 하더라도 정원수대로 기재
※ 구매 예정인 장비의 경우, 훈련장비 증빙서류에 ‘구매예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설치장소

･ 장비가 비치되어 있는 장소 기재

임차여부

･ 자체/타기관(임차)여부를 표기해야 함

- 훈련장비 작성사항 및 증빙서류에 대한 상세내용은 다음 페이지[훈련장비 등록 및 증빙
유의사항] 참고
⑥ 훈련교재 (인터넷+집체에 한함)
- 집체훈련 중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훈련교재 정보를 등록하고 교재를 제출해야 함
※ 우편+집체 과정의 경우 집체훈련 중 사용하는 교재는 과정개요서 ‘훈련내용 및 교수학습 활동’에
등록해야 함
※ 훈련교재 2권(심사용 및 스캔용)은 접수마감일까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으로 제출하며,
훈련교재가 심사시스템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사용 1권만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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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장비 등록 및 증빙 유의사항】

① 1인당 1개(대)가 필요한 훈련장비의 경우 과정정원만큼 구비하여야 함
② 컴퓨터를 사용하는 훈련과정 의 경우 사용할 컴퓨터 사양(모니터 크기 및 종류, CPU, RAM,
*

운영체제, 그래픽카드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 NCS 적용 유무와 관계없이 구체적인 사양을 반드시 기재

③ 소프트웨어명, 버전, 수량(라이센스 수), 유효기간이 확인되어야 함
[소프트웨어 증빙 관련 유의사항]

○ 훈련장비에 ‘소프트웨어’를 제시하는 경우 아래 유의사항 미충족 시 ‘부적합’ 판정될
수 있음

1) 증빙서류 관련
- 증빙서류에 소프트웨어명, 수량, 유효기간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내용의 미기재 되었
거나, 확인 불가한 경우 부적합 판정될 수 있음
2) 장비구입형태(유/무료) 관련
- 훈련내용에 필수 프로그램인 경우 무료프로그램도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장비 등록 시 [장비명]에 ‘무료 소프트웨어’임을 기재

④ NCS 훈련기준에 기재된 장비 및 소진되는 재료의 경우 훈련기관에서 구비해야 함
⑤ 선택한 능력단위 훈련기준에 제시된 장비는 모두 구비하고 훈련과정에 등록 되어야 함
⑥ 구입 예정인 장비도 구매예정증명서 상 장비의 모델, 세부사항, 수량 등이 적정하지 않거나,
실제 구입한 장비와 기 작성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부적합 처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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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집체훈련 포함 과정 편성 안내

5) (인터넷+집체) 집체훈련 포함 과정 신청방법
□ 과정개요서 별첨자료 [1. 훈련내용 및 방법]

① 과정명
- 과정명을 입력해야 함
➁ 운영기간
- 훈련분량에 적합한 운영기간을 작성해야 함
③ 훈련구분
- 훈련구분(인터넷/집체)을 선택하여 입력
- 집체훈련에 해당하는 차시의 경우 차시, 차시명 등 기본 입력값 외 ‘NCS 능력단위,
훈련방법, 평가방법, 평가방법 상세’를 입력해야 함
④ NCS 능력단위
- 해당 차시에 적합한 NCS 능력단위 분류번호 및 능력단위명, NCS 능력단위 요소 분류번호
및 능력단위요소명, NCS 적용 예외사항을 기재해야 함
➄ 훈련방법
- 해당 차시가 이론 강의인지, 실습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작성해야 함
※ 이론, 실습 여부에 따라 훈련시설 및 훈련장비 요건이 상이하므로 확인 후 기재 필요

- 원격훈련과 집체훈련 간 연계성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심사가 진행됨
※ 연계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적합될 수 있음

⑥ 평가방법 및 평가방법 상세 입력
※ [붙임2]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방법 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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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편+집체) 집체훈련 포함 과정 신청방법
□ 교수학습활동서 및 LMS 학습계획활동(학습로드맵, 학습방법 및 수료기준, 교수진 소개
등)에 집체훈련 내용을 포함하여 전체 차시 훈련내용에 대한 안내를 제시해야 함
□ 평가파일 [NCS 적용 과정 / 집체훈련 포함(혼합훈련) 과정 목차]
○ 집체훈련을 포함하는 경우, 평가파일 [NCS 적용, 집체훈련 포함] 시트에 전체 과정 구성
등 해당 내용을 상세히 작성해야 함
※ 작성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 시 집체훈련 포함 과정으로서의 적정성(훈련내용 및 방법 등)을
확인하므로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바람
※작성 내용이 미흡한 경우 반려 및 부적합될 수 있음

① 훈련구분
- 훈련구분(우편원격훈련/ 집체훈련)을 선택하여 입력
② 차시명, 차시목표, 주요 훈련내용, 주요 학습활동, 교재명, 학습범위
- 집체훈련 및 우편원격훈련의 각 차시별 세부 내용을 상세히 작성해야 함
③ NCS 능력단위, 능력단위요소, 적용 예외사항(해당되는 경우 작성)
④ 총 훈련분량, 원격훈련분량, 집체훈련분량(집체훈련 차시만 작성)
- 과정개요서 [기본 정보]에 입력한 각 훈련분량을 ‘시간’단위로 작성해야 함
⑤ 차시별 훈련분량(집체훈련 차시만 작성)
- 집체훈련에 대한 각 차시별 훈련분량을 시간단위로 작성
⑥ 훈련방법(집체훈련 차시만 작성)
- 훈련방법(이론, 실습)에 따라 훈련시설 및 장비요건 심사 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되므로
확인 후 정확히 작성해야 함
⑦ 교수학습방법 및 내용, 평가방법 및 내용(집체훈련 차시만 작성)
- 각 차시별 훈련내용 및 교수학습방법, 평가방법 내용을 바탕으로 과정 적정성(우편-집체
연계, 교･강사, 시설장비 등) 여부를 확인하므로 상세히 작성해야 함
※ [붙임2]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방법 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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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방법 안내

붙임2
1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방법 안내

교수학습방법 안내
구분

강의법

문답법

상세내용

･ 방법 : 교사가 학생에게 설명하는 방법
･ 장점 : ① 짧은 시간에 많은 학습자들에게 학습내용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 경제적 ②
낮은 수준의 인지적 목표를 달성하기 쉽다. ③ 교과내용에 대한 보충, 가감, 삭제가 용이하다
④ 교사의 언어적 표현력이 강하면 강한 만큼 학습자를 자극할 수 있다.
･ 단점 : ① 교수 개인의 능력 및 기준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② 교과서에 의존하는 수업이 될
가능성 높다 ③ 개별 학습자의 특성(능력, 지식, 경험)을 반영하기 어렵다. ④ 학습자의 특성,
능력이 다양한 경우 학습요구 충족이 어렵다 ⑤ 학습자의 창의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 ‘강의+시연’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교수학습방법도 ‘강의법’에 포함됨
･ 방법 : 질문과 대답에 의해 전개되는 학습법
･ 장점 : ①질문을 통해 학습내용을 명백히 밝혀주어 초점이 분명한 학습활동과 활기 있고
적극적 학습활동 가능 ②학습자의 흥미와 동기 유발에 효과적 ③질문을 통해 학습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해결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학생의 주체적인 학습이 가능

･ 단점 : ①학생들의 능력이 떨어질 경우 교사의 설명시간이 길어져 교사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음 ②질문에 응답을 잘하는 우수생 위주의 교육 우려 ③학생들의 응답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학습속도 지연

･ 방법 : 교사와 훈련생, 훈련생간 상호의견 교환을 통한 학습
･ 장점 : ①참석자가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 창조적인 사고능력 배양과 협동적인 기술 및 태도
함양 ②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대화방법과 사고방법 습득 ③적극적인 구성원 의식과 집단에
토의법

대한 긍정적 태도

･ 단점 : ①적극적인 몇몇의 훈련생에 의해 회의 주도 ②결과 도출에 많은 시간 소요 ③많은
양의 학습내용을 다룰 수 없고 사전준비에 많은 시간 소요

※ 토의방식 : 패널토의, 대립토의, 세미나, 포럼 등

문제해결법

･ 방법 : 문제를 제시하고 훈련생이 문제를 해결
･ 장점 : ①학생중심교육 ②자신의 관점에서 문제를 재구성 할 수 있어 문제해결능력의 향상
③강의식 학습과 혼합하여 사용하면 고급 문제 해결에 유용 ④결과 보다는 과정 중심형
교육

･ 단점 : ①문제해결 능력이 결여된 훈련생의 경우 학습이 어려움 ②교사 주도의 학습에
익숙한 훈련생의 경우 적응에 어려움

구안법
(Project
Method)

･ 방법 : 훈련생이 문제해결을 위해 스스로가 계획을 세워 수행하는 방식
･ 장점 : ①학습자의 자발적 학습이 이루어짐 ②학습자의 구체적 경험을 통한 학습이 가능 ③
문제해결과정에서 사고력, 창의력 함양

･ 단점 : ①문제를 중심으로 학습이 진행되어 기초학습이 부실 ② 교과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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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세내용

･ 방법 : 교사의 정의 하에 수업이 진행, 교사 안내에 따라 학생이 가설을 세우고 방법을
탐색한 뒤 증명하는 과정까지 마친 후 수업 정리 부분에서 교사가 일반화하는 과정을
보여줌

탐구학습

･ 장점 :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방향을 찾는 등 능동적 수업참여 및 학습성과에 대한
책임감 증대

･ 단점 : ①지도 시 많은 시간 소요 ②자료준비, 학습지도 및 평가에 대한 교사의 많은
부담 ③단순한 개념을 전달하는데 비효율적
･ 직소모형(Jigsaw 1-Aronson이 개발) : 과제분담은 협동하되 평가는 개별시험으로
판단, 과정상 협력은 있지만 결과의 협력은 미약

협동학습

･ 직소모형2(Slavin이 수정개발) : 직소모형 1이 개별적 보상이었던 점을 보완하여 집단적
보상 방식으로 바꾼 것.

･ STAD-성취과제분담학습 : 직소 1,2를 섞어 놓은 모양. 협동학습의 특징보다 개별성이
강조되는 공동학습의 성격이 강하고 결과 역시 개별적으로 정해짐

개별지도 교수법
(Individually Guided
Education)

목표도달학습
(Mastery Learning)

문제중심학습
(Problem Based
Learning)

･ 방법 : 팀티칭방식(2명 이상의 교수가 역할을 나누어 수업)으로 진행되며 교과영역별로
무학년제를 실시하는 개별화 수업체계

･ 장점 : 학습수준과 학습동기 수준에 기초하여 학습목표를 설정한 뒤 다양한 학습경험
제공에 따라 학습성과가 높음

･ 단점 : 교육훈련인원에 제한이 있고 지도 시 많은 시간 소요
･ 방법 : 학습을 여러 작은 단원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각 단원마다 학습종료 후 진단검사
실시. 검사결과 불완전하면 다시 성취도를 검사하여 완전 성취여부 확인

･ 방법 : 문제 제기단계 – 문제 재확인 단계 – 발표 단계 – 문제해결 후 단계
- 문제 확인하고 가능한 해결안을 찾기 위해 사실, 아이디어, 학습과제, 향후계획
4가지 관점에서 검토 문제에 대한 최적의 진단과 해결안을 도출
- 공동학습 및 최종 결혼을 전체 학생 앞에서 발표->상대방의 대안적 아이디어와
비교자신들의 학습결과를 정리, 자신의 수행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실시

혼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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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방법 안내

2

평가방법 안내

평가유형

설명

포트폴리오

자신이 작성하거나 만든 작품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모아둔 개인별 작품집 혹은
서류철을 대상으로 평가

･

평가 대상자가 주체가 되어 문제해결을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해결에 이르는
문제해결 시나리오

과정을 평가
문제해결을 위해 주어진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원하는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사고의 흐름을 구상한 것

※

서술형 시험

주어진 질문에 대해 알고 있는 자신의 지식이나 생각을 직접 작성하게 하는 방식

논술형 시험

주어진 질문에 대해 자신의 견해나 주장을 논리적 과정을 통해 상대방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토록 하는 방식

사례연구

현재 진행 중이거나 유사한 이전의 사례 들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을 선정하여 그
성공이나 실패요인을 분석 적용하여 평가

평가자 질문

평가 대상자들에 대하여 얻고자 하는 자료나 정보를 질의 응답을 통해 수집하여 평가

평가자
체크리스트

필요한 학습능력을 한눈에 알 수 있는 표를 만들어 평가 대상자의 학습과정이나
학습결과를 체크해 나가며 평가

피 평가자

특정 주제에 대하여 학습자 스스로 학습과정이나 작업결과에 대해 자세하게

체크리스트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평가

일지/저널

매일 또는 장기적으로 평가 대상자의 학습과정이나 결과를 기록하여 평가

역할연기

･

･

평가 대상자들에게 가상의 상황을 주고 주어진 상황속이 특정 인물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여 평가

구두발표

특정 내용이나 주제에 대한 평가 대상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발표하도록 하여 평가

작업장평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공정이나, 일의 순서 등 작업장에서의 학습수행과 행동을
관찰하여 평가

혼합형

상기에 제시된 유형 12개 내에서 2개 이상의 평가방법을 혼합한 경우 ‘혼합형’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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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NCS 편성 가이드

NCS 편성 가이드

1

NCS 소개 및 이해

1) NCS 개념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
○ 산업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을 의미
[국가직무능력표준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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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CS의 구성

1. 능력단위

1.1 능력단위요소

1-1.수행준거

1.2 능력단위요소

지식 기술 태도

․ ․

1.3 능력단위요소
1.4 능력단위요소

A직무

2. 능력단위

2.1 능력단위요소

2-1.수행준거

2.2 능력단위요소

지식 기술 태도

․ ․

2.3 능력단위요소
2.4 능력단위요소

구성요소

내

용

능력단위
Competency Unit

- NCS를 구성하는 기본단위
- 특정 직무에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을 교육훈련 및 평가가 가능한 기능단위로 개발

능력단위요소
Competency Unit Element

- 해당 능력단위를 구성하는 중요한 범위 안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도출

수행준거

- 각 능력단위요소별로 능력의 성취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개

Performance Criteria

･ ･
･ ･

지식 기술 태도
Knowledge Skill Attitude

인들이 도달해야 하는 수행의 기준을 제시

･ ･

- 능력단위요소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 능력단위를 수행하는데 있어 관련되는 범위와 물리적 혹은

적용범위 및 작업상황
Range of Variable

환경적 조건
- 능력단위를 수행하는데 있어 관련되는 자료, 서류, 장비, 도구,
재료

평가지침
Guide of Assessment

- 능력단위의 성취여부를 평가하는 방법과 평가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직업기초능력
Key Competency

- 능력단위별로 업무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직업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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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CS 수준체계
수준

항목

내용

정의

해당분야에 대한 최고도의 이론 및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이론을 창조할
수 있고, 최고도의 숙련으로 광범위한 기술적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조직
및 업무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수준

지식

해당분야에 대한 최고도의 이론 및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이론을 창조할
수 있는 수준
최고도의 숙련으로 광범위한 기술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역량

조직 및 업무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수준

정의

해당분야의 전문화된 이론 및 지식을 활용하여, 고도의 숙련으로 광범위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타인의 결과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이 필요한 수준

지식

해당분야의 전문화된 이론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근접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
고도의 숙련으로 광범위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역량

타인의 결과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이 필요한 수준

정의

독립적인 권한 내에서 해당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일반적인 숙련으로 다양한 과업을 수행하고, 타인에게 해당분야의 지식 및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는 수준

지식

해당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수준
일반적인 숙련으로 다양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역량

타인의 결과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이 필요한 수준
독립적인 권한 내에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정의

포괄적인 권한 내에서 해당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사용하여 매우 복잡하고
비일상적인 과업을 수행하고, 타인에게 해당분야의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수준

지식

해당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
매우 복잡하고 비일상적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역량

타인에게 해당분야의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수준
매우 복잡하고 비일상적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정의

일반적인 권한 내에서 해당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제한적으로 사용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

지식

해당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
복잡하고 다양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역량

일반적인 권한 내에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정의

제한된 권한 내에서 해당분야의 기초이론 및 일반지식을 사용하여 다소 복잡한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

지식

해당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
복잡하고 다양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역량

일반적인 권한 내에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8수준

7수준

6수준

5수준

4수준

3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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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2수준

1수준

항목

내용

정의

일반적인 지시 및 감독 하에 해당분야의 일반 지식을 사용하여 절차화되고
일상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

지식

해당분야의 일반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
절차화되고 일상적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역량

일반적인 지시 및 감독 하에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정의

구체적인 지시 및 철저한 감독 하에 문자이해, 계산능력 등 기초적인 일반
지식을 사용하여 단순하고 반복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

지식

문자이해, 계산능력 등 기초적인 일반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
단순하고 반복적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역량

문자이해, 계산능력 등 기초적인 일반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
단순하고 반복적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4) NCS 분류번호 체계
○ NCS의 능력단위에 대한 식별번호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능력단위, 개발연도
및 능력단위요소로 구성
- NCS를 활용하여 교육‧훈련과정을 편성하는 경우 능력단위명과 함께 능력단위 분류번호를
반드시 제시
0101010101_17v2.1 협력대상국 개발환경 분석하기

01

01

01

01

01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능력단위

Tip

-

17

v2

개발연도

버전

.

1
능력단위
요소

NCS개요 및 NCS 기반 훈련과정 편성 안내

◈ NCS 홈페이지(www.ncs.go.kr) > NCS란 > NCS 소개 / 학습모듈소개 / NCS이러닝
◈ NCS 홈페이지(www.ncs.go.kr) > 교육‧훈련과정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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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기반 훈련기준

2

1) NCS 기반 훈련기준 개념
○ NCS 기반 훈련기준은 ‘NCS를 훈련과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시간, 훈련교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임
※ 근거규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8조(훈련기준)

2) NCS 기반 훈련기준 구성
○ NCS의 구성항목은 훈련기준의 구성항목과 상호 연계되도록 구성

• 직무(세분류)

NCS

해당 직무의 능력단위 집합
- 직종 및 기능(function)의 구분 단위

• 직무정의

- NCS 직무(세분류)에 대한 정의

• 능력단위
- 직무수행 시 요구되는 능력들의 단위
- 능력단위요소의 집합

• 능력단위요소

• 직종명

NCS 기반 훈련기준

- NCS의 직무

• 직종정의

- 훈련기준 직종에 대한 정의

• 과정 / 과목명
- NCS의 능력단위
- 훈련내용의 조합

• 단원명(차시명)

- 능력단위를 구성하는 단위

- 세부 훈련내용의 집합

- 능력단위를 세분화하여 작성

- NCS의 능력단위요소별로 단원명 제시

• 수행준거
- 능력단위요소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수행수준

• 훈련내용(차시목표)
- NCS의 수행준거를 제시

- 원격훈련심사에서는 능력단위요소 기준으로 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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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CS 기반 훈련기준 항목별 설명
○ NCS 기반 훈련기준 파일은 세분류를 최소 단위로 하며, 세분류 내 능력단위에 대한
훈련기준, 직업기초능력 등이 제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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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S 능력단위 훈련개요
NCS 기반 훈련기준
구분

설명

예시

① 과정/과목명

0101010101_17v2
공적개발원조사업 개발전략
수립

･ 훈련과정의 과정명 또는 교과목명으로 활용가능

② 훈련목표

공적개발원조사업 개발전략
수립이란 협력대상국의 정책,
제도, 법령, 현지여건을 토대로
개발환경을 검토하고 자국의
협력환경 분석에 의한 비교우
위를 도출하여

･ 훈련과정의 훈련목표로 활용가능

…

③ 수준
④ 훈련시간

7수준
80시간

⑤ 훈련가능시설

강의실, 컴퓨터실
(강의실 겸용 가능)

⑥ 권장훈련 방법
⑦ 단원명/차시명

집체훈련

협력대상국 개발환경
(능력단위요소명) 분석하기

⑧ 훈련내용/차시

목표(수행준거)

⑨

1.1 협력대상국의 정책, 제도,
법령 등을 검토하여 공적개발
원조 추진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다.

…

 평가자는 다음 사항을 평가해
야 한다.
평가시 고려사항
협력대상국의 개발수요
분석

⑩ 지식‧기술‧태도

⑪ 장비

•

…

･ 훈련생이 도달해야 할 성취목표 수준
･ 훈련과정 편성 시 훈련과목을 훈련받는 훈련생이
도달해야 할 성취목표 수준
･ 훈련과정(능력단위)의 시간
･ 집체훈련포함과정(B/L)인 경우 집체훈련 기준
준용
 강의실 : 최소 10명, 30m2, 추가 1인당 1.5m2
 실습실 : NCS 훈련기준의 최소 50% 이상
훈련과정 운영을 위한 훈련방법

･
･ 해당 과정의 차시명(단원명)
･ 추가, 삭제, 수정 없이 모든 단원을 반드시 반영
･ 단원별로 훈련해야할 세부 훈련내용
･ 편성한 교과목의 단원별 주요 훈련내용
･ 평가문항 개발 시 참고
･ 훈련생 평가시 핵심적인 평가사항 및 주의할
내용으로 활용

사실, 이론, 개념, 원리에 관한 사항.
• 국제기구, 양자원조기구, ･ 지식 : 법규,
이론교재 또는 교안 개발 시 활용
NGO 등의 협력대상국에
･ 기술 : 방법, 매체, 도구, 기구 등 사용에 관한
대한 개발정책과 지원현황…
사항. 실습교재 또는 교안 개발 시 활용
• 기획 능력…
･
태도 : 법적, 사회적, 도덕적 책임과 의무에 관한
• 객관적이며 논리적으로 사
사항. 훈련 시 훈련생이 갖추어야 할 태도로
고하려는 의지…
지도
･ 훈련내용에 필요한 주 장비의 목록 및 활용내용
 공용 : 훈련에 필요한 장비를 훈련에 지장이
• 컴퓨터
없는 범위내에서 타 반의 훈련생들이
• 프린터…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비
 전용 : 타 직종훈련 시 활용할 수 없는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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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적용 과정 편성 안내

3

1) 개요
○ 원격훈련과정은 ‘NCS 적용 과정’, ‘NCS 비적용 과정’으로 구분되며, NCS 적용에 한해
인정여부 심사가 진행됨
- 단, NCS 훈련분류 적정성 심사는 전 과정 대상으로 진행됨

․ NCS 적용 과정 : NCS 능력단위요소를 최소 1개 이상 사용하고, 전체 차시의 40%
이상 능력단위요소를 사용한 과정

․ NCS 비적용 과정 :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이 해당되는 과정
① NCS 능력단위요소를 사용하지 않은 과정
② NCS 능력단위요소를 40% 미만으로 사용한 과정
③ NCS 훈련기준이 미개발된 직종에 해당되는 과정
④ 그 외 NCS 미개발 분야, 직업기초능력, 외국어 분야 등에 해당하는 과정

※ 직업기초능력 : 능력단위별로 업무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직업능력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등

○ NCS 반영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훈련등급 항목으로 인정됨
구분

NCS 반영 비율
70% 이상

NCS

∼

40% 이상 70% 미만

적용 과정
40% 미만
NCS
비적용 과정

NCS 반영 비율 무관

조정

조정 가능
NCS 비적용
과정으로 조정
-

훈련등급 항목
(산업현장성 반영)
A
B
C

C

※ 집체훈련포함과정(B/L)인 경우 집체훈련은 NCS 적용이 필수이므로 원격훈련에 해당하는
부분만 산정하여 인정여부를 검토함

○ NCS 적용 과정은 ‘NCS 기반 훈련기준’을 바탕으로 훈련과정을 편성해야 함
- ‘원격훈련심사시스템(www.e-simsa.or.kr) 자료실’에 게시된 최신 NCS 직종에 한해
편성 가능
※ 2019년 1월 현재 948개 직종 기준
※ 추후 NCS 직종은 한국산업인력공단(www.ncs.go.kr)의 공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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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CS 적용 과정 편성 안내
< NCS 적용 필수사항 >

① 1개 차시는 1개 능력단위요소와 매칭하여 과정 설계

※1개의 능력단위 요소를 다수의 차시 반영 인정 가능

② ‘차시명’은 ‘능력단위요소명’을 포함하여 작성
③ 능력단위요소의 모든 수행준거의 내용을 포함하며 차시목표와 일치
차시
번호

차시명

차시목표

1

능력단위
요소 포함

수행준거와
차시목표 일치

=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

1개 능력단위
요소

모든 수행준거
(차시목표 일치)

○ (NCS 차시 인정) NCS 능력단위요소가 반영되지 않은 차시는 불인정하며, 수행준거를
기준으로 반영여부 확인
- 원칙적으로 1개 차시는 1개 능력단위요소를 적용하여 개발하여야 함
※ 1개의 차시에 다수의 능력단위요소 반영은 불가하며, 1개 능력단위요소를 다수 차시에 적용할
경우 능력단위요소의 분량에 따라 적절하게 분배되어야 함

- 차시명은 반드시 ‘능력단위요소명’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함
※ 능력단위요소명이 누락되거나, 동일 내용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불인정함

- NCS 적용차시의 차시목표 및 내용 구성은 NCS 능력단위요소의 모든 수행준거를
적용하여 구성해야 함
※ 능력단위요소의 모든 수행준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NCS 적용 예외사항을 반드시 작성해야하며,
2단계 심사 시 적합성 여부 검토
※ NCS 능력단위요소(차시목표)와 훈련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NCS 능력단위요소를 반영한
훈련내용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불인정함

- 기존 NCS 비적용 과정으로 심사이력이 있는 훈련과정을 차시명, 차시목표 등 일부
수정하여 NCS 적용 과정으로 신청한 경우 불인정
○ (조합‧배열) 능력단위요소 및 수행준거의 순서배열, 조정, 타직무 및 타수준의 능력단위요소
조합 가능
○ (평가) NCS 능력단위요소 및 수행준거에 따라 평가방법 및 평가문항 구성
- NCS 능력단위요소 및 수행준거를 바탕으로 구성된 평가문항을 출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NCS 적용 차시 불인정
- NCS 기반 훈련기준 특성상 평가방법(과제 등)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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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훈련과정 NCS 적용 편성기준표>
항목

원격훈련과정 적용

비고

훈련분류

다른 세분류 포함 가능

과정의 NCS 분류는 가장 많이
반영된 NCS를 기준으로 선택

과정편성

순서배열 조정가능

타 직무 및 타 수준 조합 가능

(필수사항)
1개 차시 = 능력단위요소 1개

1개 차시에 다수의 능력단위요소
반영불가

모든 수행준거 활용

능력단위요소의 모든 수행준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예외사항
작성 시 적합성 검토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

평가

해당 능력단위요소 및 수행준거에
대한 평가의 적정성 확인

차시명

(필수사항)
능력단위요소명을 포함하여 작성

차시목표
및 훈련내용
NCS 차시
인정 기준

Tip

(필수사항)
수행준거와 차시목표를 일치시켜 작성

차시목표(수행준거)와 훈련내용 간
연관성 검토 강화

전반적인 차시목표와 수행준거의 일치
여부 및 훈련내용 반영여부로 판정

혼합훈련의 NCS 적용 시 주의사항

◈ 과정개요서 별첨자료 [1. 훈련내용 및 방법]
- NCS 훈련기준이 개발된 직종인 경우 반드시 차시명, 차시목표, 주요 훈련내용에 반영
- NCS로 개발된 차시는 ‘NCS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 란에 해당 NCS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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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CS 적용 과정 신청방법

1) (공통) NCS 적용 과정 심사시스템 안내

① NCS 훈련분류
- 개발된 전체 NCS 직종 중 해당 과정에 제시된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에 맞는 NCS
소분류 선택
※ NCS 비적용 과정의 경우 훈련과정의 분야와 가장 유사한 NCS 소분류 선택
※ 훈련기준이 미개발된 직종은 NCS 비적용 과정으로만 신청 가능

- 여러 영역이 융합된 훈련과정의 경우, 훈련시간 비중이 높은 NCS 소분류 선택
② NCS과정 구분
- ‘NCS 적용’, ‘NCS 비적용’ 과정 중 선택
- ‘NCS 적용’ 과정 선택 시 [NCS 정보] 탭 생성
※ 집체훈련포함 과정(B/L) 내 집체훈련 차시는 NCS 적용과정 인정 대상이 아니므로 원격훈련
차시에 NCS가 적용되었을 경우에만 ‘NCS 적용’ 선택

□ 과정개요서 [NCS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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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차시정보 : NCS 적용 차시 / NCS 비적용 차시 정보 입력
- NCS 차시는 해당되는 차시명,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 정보를 입력해야하며, NCS
비적용 차시는 차시명만 입력
※ 해당 정보는 과정개요서 별첨자료 [1. 훈련내용 및 방법]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해야 함

② NCS 정보
- ①에서 입력한 차시정보로 차시 수 및 NCS 비율이 자동 산출되며, 산출된 NCS 적용
비율은 [심사등급 산정정보] 탭 내 등급 정보(산업현장성 반영)와 자동 연동되어 입력됨
- NCS 적용 비율이 40% 미만인 경우 NCS 적용과정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심사등급
산정정보] 탭에서도 NCS 훈련등급 항목에 체크되지 않음
※ NCS 비율이 40% 미만인 경우 [기본정보] 탭에서 ‘NCS 비적용 과정’으로 선택해야 함

③ NCS 훈련기준 파일
- 해당 과정에 적용한 모든 NCS 기반 훈련기준 파일을 첨부해야 함
※ 반드시 ‘원격훈련심사시스템(www.e-simsa.or.kr) 자료실’에 게시된 최신 NCS 직종의 훈련기준
파일을 등록해야함
2019년 1월 현재 ‘2019년도 상반기 운영 집체훈련통합심사’기준(948개 직종) 적용
※ 잘못된 훈련기준 파일 또는 일부 능력단위만 발췌한 파일을 등록할 시 불인정됨
※ 추후 NCS 직종은 한국산업인력공단(www.ncs.go.kr)의 공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인터넷/스마트훈련) NCS 적용 과정 별첨자료 안내
□ 과정개요서 별첨자료 [1. 훈련내용 및 방법]
○ 해당 능력단위요소의 모든 수행준거가 적용되어야하며, 일부 수행준거 미적용 시 해당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함
- 예외사항이 모두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2단계심사 내용 심사위원 검토 후 불인정될
수 있음
○ 차시목표(수행준거)와 실제 훈련내용이 일치해야 하며, 연계성이 떨어지거나 NCS 적용
과정으로 개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불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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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차시명
- 차시명은 ‘능력단위요소명’을 포함하여 작성
※ 1개 차시에 NCS 적용 내용과 NCS 비적용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NCS 적용 차시로 인정

② 차시목표 및 주요훈련내용
- 차시목표는 수행준거와 매칭되어야 함. 단, 수행준거의 단순 배열 및 나열이 아닌
전반적인 차시목표와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는 2단계 내용 심사위원이 판정함
- 1개 능력단위요소가 여러 차시에 반영된 경우, 수행준거는 여러 차시에 동일하게 반영될
수 없음
- 주요 훈련내용은 모든 ‘수행준거’를 바탕으로 제시되어야 함
※ 능력단위요소의 모든 수행준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NCS 적용차시는 불인정될 수 있으며,
타당한 예외사항 작성 시 적합성 검토 가능

- 능력단위요소를 활용한 차시목표가 실제 훈련내용과 매칭이 되어야하며, 훈련내용이
차시목표 달성에 적절하지 않을 경우 부적합 판정함
③ NCS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
- 각 차시별 훈련 내용이 NCS를 기반으로 구성된 경우, 해당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의
코드와 명칭을 작성해야 함
④ NCS 적용 예외사항
- NCS 적용 필수사항에 대한 예외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시트에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사유를 작성해야 함
□ 과정개요서 별첨자료 [3. 평가(시험 및 과제 등)]
○ 평가의 NCS 반영 여부는 ‘NCS 적용 과정’에 한해 심사가 이루어짐
○ 평가는 NCS가 반영된 비율 수준으로 평가문항이 구성되어 있어야 함
○ 평가(시험 및 과제 등)은 능력단위요소 및 수행준거를 반영하여 평가문항을 구성해야 함(NCS
적용차시는 평가 또한 NCS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설계)
○ NCS 적용 과정의 평가방법으로 미흡한 경우 부적합 될 수 있음
※ 평가방법으로 시험만 출제했으나, NCS 기반 훈련기준 특성상 평가방법(과제 등)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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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NCS 능력단위(요소) 분류번호 및 능력단위(요소)명
- NCS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는 과정개요서 [NCS 정보] 탭에 입력된 NCS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 정보를 바탕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NCS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가 미기재되었거나, 오기재된 경우 NCS 적용과정으로
불인정될 수 있음

3) (우편) NCS 적용 과정 별첨자료 안내
□ 평가파일[NCS 적용과정 / 집체훈련 포함 과정 목차]

① 차시명
- 차시명은 ‘능력단위요소명’을 포함하여 작성
※ 1개 차시에 NCS 내용과 NCS 비적용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NCS 차시로 인정

② 차시목표 및 주요훈련내용
- 차시목표는 수행준거와 매칭되어야 함. 단, 수행준거의 단순 배열 및 나열이 아닌
전반적인 차시목표와 서로 일치하는지 내용 심사위원이 판정함
- 주요훈련내용은 모든 ‘수행준거’를 바탕으로 제시되어야 함
※ 능력단위요소의 모든 수행준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예외사항 작성 시 적합성 검토

③ NCS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
- 각 차시별 훈련 내용이 NCS를 기반으로 구성된 경우 해당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 요소의
코드와 명칭을 작성해야 함
374

붙임3. NCS 편성 가이드

④ NCS 적용 예외사항
- NCS 적용 필수사항에 대한 예외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sheet에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사유를 작성해야 함
□ 평가파일[평가내용(1개월차) 등]
○ 평가(시험 및 과제 등)의 NCS 반영 여부는 ‘NCS 적용 과정’에 한해 심사가 이루어짐
○ 평가는 NCS가 반영된 비율 수준으로 평가문항이 구성되어 있어야 함
○ 평가(시험 및 과제 등)은 능력단위요소 및 수행준거를 반영하여 평가문항을 구성해야 함
(NCS 적용차시는 평가 또한 NCS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설계)
○ NCS 적용 과정의 평가방법으로 미흡한 경우 부적합 될 수 있음
※ 평가방법으로 시험만 출제했으나, NCS 기반 훈련기준 특성상 평가방법(과제 등)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 부적합

① NCS 능력단위(요소) 분류번호 및 능력단위(요소) 명
- 각 개월차 평가문항 중 NCS가 반영된 평가문항은 해당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의
코드와 명칭을 평가파일 ‘평가내용(각 개월차)’ 시트 해당란에 작성해야 함
- NCS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는 과정개요서 [NCS 정보] 탭에 입력된 NCS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 정보를 바탕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NCS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가 미기재하거나 오기한 경우 NCS 적용 과정으로 불인정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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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NCS 적용과정 개발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NCS 적용과정 개발 시 유의사항
- 차시목표는 해당 능력단위의 수행준거를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함
- 차시목표(수행준거)로 제시된 내용은 실제 훈련내용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단순 언급 또는
부가자료로 제시되었을 경우 차시목표 달성에 미흡한 것으로 부적합 판정함
- 1개 능력단위요소는 1개 차시로 매칭하는 것이 원칙이나, 1개 능력단위요소가 2개 차시 이상
분할되는 경우 수행준거는 분리되어야 함
* 2개 이상 차시에 동일한 차시목표(수행준거)가 작성된 것은 차시내용을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불인정함

- 해당 NCS 훈련기준의 권장훈련방법에서 ‘원격훈련’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원격훈련과정으로
개발이 가능하나, NCS 능력단위 특성에 따라 원격훈련이 불가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NCS 적용과정 신청 시 유의사항
- 집체훈련포함 과정(B/L) 내 집체훈련 차시는 제외하므로 원격훈련 차시에 NCS 적용으로
개발한 경우만 NCS 적용 과정으로 신청해야 함
- NCS 훈련기준 파일 제출 시 게시된 훈련기준 중 해당하는 훈련기준 파일을 편집없이
제출해야하며, 일부 능력단위 내용만 제출하거나 NCS 능력단위 파일, 활용패키지 등을
제출하는 경우 불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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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우편원격훈련 과정운영 표준(안) - 예시

붙임4

학습
단계

우편원격훈련 과정운영 표준(안) - 예시

학습
영역

지원 활동

학습로드맵
제시

학습
시작전

필수

학습 방법,
수료 기준
제시

학습
시작전

필수

학습
시작전

필수

학습
시작시

필수

학습자 활동
운영자

학습 로드맵
확인

오리엔 학습 방법 및
테이션 수료 기준 확인

교수진 소개

학습
계획
활동

과정

교수자

시기
및
횟수

학습 방법,
수료 기준
안내

교수진 소개 참고문헌 제시

훈련과정에 대한
목표 확인

훈련과정에
대한 목표
제시

학습자의 개별
목표 설정

학습자별
목표에 대한
피드백

학습
목표
설정

학습
시작시

선택

구현 방법

산출물

∘교수학습활동서에 ∘교수학습활동서>
오리엔테이션>
학습로드맵 제시

학습로드맵

∘교수학습활동서에 ∘교수학습활동서>
오리엔테이션>
학습 방법 제시

학습방법

∘교수학습활동서에 ∘교수학습활동서>
교수진 및
참고문헌 제시

오리엔테이션>교
수진 소개

∘교수학습활동서에 ∘교수학습활동서>
오리엔테이션>
훈련목표 제시

훈련목표

∘학습자 목표 작성 ∘교수학습활동서>
기능 LMS에 구현
∘교수학습활동서 별첨>학습목표에
대한 교･강사
별첨에 교･강사
피드백 지침
피드백 지침 제시

차시별 학습
일정 및 활동
확인

학습
계획
수립

차시별 학습
일정 및 활동
제시

학습
시작시

필수

∘교수학습활동서에 ∘교수학습활동서>
학습일정 및 활동
제시

오리엔테이션>
학습일정 및 활동

∘교수학습활동서에
학습자
계획에 따라
학습 계획 수립
진도관리
설정

표준 학습
계획서 제시

학습
시작시

선택

표준학습계획서
제시
학습자 계획 수립
기능 LMS에 구현
학습자 진도 설정
기능 LMS에 구현

∘
∘

∘교수학습활동서>
오리엔테이션>
표준학습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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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학습
영역

지원 활동
학습자 활동
운영자

∘교수학습활동서에 ∘교수학습활동서>차시별

선수 지식 확인

사전 진단 퀴즈
제시

선택

∘교수학습활동서에 ∘교수학습활동서>차시별
∘교수학습활동서에 ∘교수학습활동서>차시별>

차시별 학습목표
제시

차시별

필수

차시별 학습목표
피드백

차시별

선택

차시별 학습범위/
주요내용(키워드, 차시별
보충설명 등) 제시

필수

차시별 교재학습

학습 진도확인
및 독려

차시별 과제활동

학습과제 수행 학습과제 제시 및 주 1회
확인 및 독려
피드백
이상

보충심화
학습자료
보충심화
(현장적용사례,
학습자료 안내
부교재, 멀티
및 독려
미디어 콘텐츠
등) 학습
학습 정리내용
확인

학습내용
공유를 위한
상호작용

학습 퀴즈 작성

수시

보충심화
학습자료
(현장적용사례,
부교재, 멀티
미디어 콘텐츠
중 선택) 제공

과제
제출
전

차시별 요약내용
차시별
제시
학습내용
공유방법
커뮤니티 주제
(커뮤니티, 제시 및 학습내용
토론방 등) 공유 결과 피드백
안내 및 촉진

학습 퀴즈 제시

수시

필수
필수

선택

필수

사전 진단지 제시

차시별 학습목표 제시

선택

학습
체크포인트
확인

차시별 학습
차시별
체크포인트 제시

필수

학습목표
미달성 내용에
대한 재학습

체크 결과별
차시별
재학습 내용 제시

선택

과정
종료후

학습목표

주요학습내용

∘학습독려 기능 LMS에
구현
∘과제활동 및 피드백
기능 LMS에 구현

∘교수학습활동서 또는 ∘교수학습활동서>
차시별(선택)>현장적용
LMS에 보충학습자료
제시

사례 or 부교재 or
멀티미디어 콘텐츠

∘교수학습활동서에 ∘교수학습활동서>
차시별 요약내용

차시별>요약정리

∘학습내용을 공유할 ∘교수학습활동서>
수 있는 공간 LMS에
∘교수학습활동서에
차시별 학습퀴즈
제시

별첨>커뮤니티 주제

∘교수학습활동서>

차시별>학습퀴즈
(단, 차시별 과제
활동으로 학습퀴즈를
활용시 LMS 구현
필수)

∘교수학습활동서에 ∘교수학습활동서>
차시별 학습
체크포인트 제시

필수

(선택)>사전 진단지

∘교수학습활동서에 ∘교수학습활동서>차시별>
차시별 주요학습내용

구현

필수

(선택)>문제 상황

∘교수학습활동서에 ∘교수학습활동서>별첨>
교･강사 피드백 지침
교･강사 피드백 지침
제시

제시

차시별

만족도 설문지 설문자료 분석
만족도 설문지
작성 및 의견
및 과정
제시
제시
보완점 개선

문제 상황 제시

제시

학습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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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선택

차시별
학습범위/
주요내용(키워드,
보충설명 등)
확인

학습
수행
활동

구현 방법

주위획득을 위한
문제 상황 제시

수립

보충
심화
학습

과정

문제 상황 확인

차시별 학습목표
차시별
확인
학습
준비 차시별 학습목표

교재
학습

교수자

시기
및
횟수

차시별>학습체크포인트

∘교수학습활동서에 ∘교수학습활동서>
맞춤형 학습자료
제시

차시별>맞춤형
학습자료

∘교수학습활동서에
만족도 설문지 제시 ∘교수학습활동서>
∘설문조사 기능
별첨>설문조사지
LMS에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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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학습
영역

시기
및
횟수

과정

과제
수행전

필수

수시

필수

∘과제 작성 기능

과제수행 관련된
질문사항 응대

수시

필수

∘Q&A 기능 LMS에

학습목표 및
업무에 맞는
수행과제
선택

학습자별 맞춤형
수행과제
(현업적용형
과제, 실습과제,
Case study 등)
에 대한 적정성
심사 및 피드백

과제
수행전

선택

및
∘평가방법 및 내용에 ∘평가방법
내용>맞춤형

맞춤형 과제
수행

맞춤형
과제수행과
관련된
질문사항에
상시지도

지원 활동
학습자 활동
운영자

수행과제
(현업적용형
과제, 실습과제,
Case study 등)
제시

수행과제
확인

일반
과제
수행형
제시된
과제수행

평가
맞춤형
응시
과제
수행형
평가
참여
활동

시험일정
(시험시간)
확인 또는
선택
시험
응시형

평가
과제
제출

평가
결과
확인

과제 수행
양식 제공 및
수행 방법
안내/독려
과제수행
관련된
질문사항
응대

시험일정
(시험시간)
안내 또는
확인

시험 응시

채점 결과
확인

교수자

채점 결과
사정 후
피드백

선택

필수

산출물

및
∘평가방법 및 내용에 ∘평가방법
내용>수행
과제문항 제시

과제

LMS에 구현

구현

맞춤형 수행과제 제시

수행과제

∘Q&A 기능 LMS에 ∘교수학습활동
구현
서>별첨>과제
∘교수학습활동서에 에 대한 교･
교･강사 피드백 지침
강사 피드백
제시

교재
학습후

지침

∘시험일정 LMS에 구현
∘제시된 시험일정 또는

시험문항 제공

교재
학습후

필수

모법 답안 제공
및 시험 채점

시험
응시후

필수

∘결과 피드백 기능

교재
학습후

필수

∘교수학습활동서에
교･강사 피드백 지침

과제
제출후

필수

과제(일반과제
, 맞춤형 과제) 과제 제출
과제 평가 및
작성 확인 및 확인 및 독려
피드백
제출

피드백 결과
확인

수시

구현 방법

선택한 시험일정에
맞추어 LMS에
시험문항 출제

LMS에 구현

제시

∘교수학습활동
서>별첨>
과제에 대한
교 강사
피드백 지침

･

∘결과 피드백 기능
(채점기준 명시)
LMS에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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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학습활동서
1. 학습계획활동
학습영역

오리엔테이션

학습목표설정

학습계획수립

학습자 활동

LMS구현

과정

학습 로드맵 확인

O

학습방법 및 수료기준 확인

O

교수진 소개

O

훈련과정에 대한 목표 확인

O

학습자 개별 목표설정

O

차시별 학습일정 및 활동 확인
학습 계획 수립

비고

선택
O

O

2. 학습수행활동
학습영역

학습자 활동

LMS구현

과정

차시별 문제상황 확인
차시별 학습준비

선택

차시별 학습목표 확인

O

차시별 학습목표 수립

선택

차시별 학습범위/주요내용 확인
교재 학습
보충심화학습

O

차시별 교재학습

O

O

차시별 과제활동

O

O

보충심화 학습자료 학습

선택

차시별 학습 정리내용 확인
학습내용 공유를 위한 상호작용
학습정리

O
O

선택

차시별 학습 퀴즈 작성

O

차시별 학습 체크포인트 확인

O

학습목표 미달성 내용에 대한 재학습
만족도 설문지 작성 및 의견 제시

선택
O

O

LMS구현

과정

3. 평가참여활동
학습영역

학습자 활동
일반 과제 확인
일반 과제 수행

O
O

O

맞춤형 과제 선택
평가 응시

선택

맞춤형 과제 수행

O

시험 일정 확인

O

O

시험 응시

O

O

채점 결과 확인

O

O

평가과제제출

과제 작성 확인 및 제출

평가결과확인

피드백 결과 확인

선택

O
O

O

※ 교수학습활동서는 인쇄물 또는 콘텐츠 형식으로 개발이 가능하나, LMS 구현이 필수 항목으로 되어있는 영역의
경우 반드시 LMS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현이 되어야 함.
※ 교수학습활동서 형태 : LMS탑재(모든 내용이 LMS에 탑재된 경우), 인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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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계획활동
1. 학습계획활동
학습영역
오리엔테이션

학습목표설정
학습계획수립

학습자 활동

LMS구현

과정

학습 로드맵 확인

O

학습방법 및 수료기준 확인

O

교수진 소개

O

훈련과정에 대한 목표 확인
학습자 개별 목표설정

O
O

차시별 학습일정 및 활동 확인
학습 계획 수립

비고

선택
O

O

(1) 오리엔테이션

① 학습 로드맵 확인
▪ 교수자 : 과정학습의 시작부터 학습진행, 학습종료단계까지 학습수행의 전체적인 목표와
학습수행활동, 일정계획 등이 제시된 큰 그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학습 로드맵을 제시한다.

▪ 학습자 : 학습장에 입장하여 제시된 학습로드맵을 숙지한다.
▪ 시기 및 횟수 : 학습 시작 전 1회 실시한다.
▪ 과정 : 모든 과정에 필수사항이다.
▪ 구현 방법 : [교수학습활동서] 오리엔테이션 영역에 학습로드맵을 제시한다.

② 학습 방법 및 수료 기준 확인
▪ 운영자 : 과정 학습의 시작단계에서부터 학습목표 및 학습계획을 수립하는 방법, 학습수행
활동에서 차시별 학습준비 및 교재학습, 보충심화학습, 학습 정리를 수행하는 방법,
평가참여활동에서 시험응시 및 과제를 수행하는 방법, 수료 기준 등 전반적인 학습방법에
대해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 학습자 : 학습장에 입장하여 제시된 학습방법 및 수료기준을 숙지한다.
▪ 시기 및 횟수 : 학습 시작 전 1회 실시한다.
▪ 과정 : 모든 과정에 필수사항이다.
▪ 구현 방법 : [교수학습활동서] 오리엔테이션 영역에 학습방법을 제시한다.
③ 교수진 확인
▪ 운영자 : 과정학습을 지원하는 교수진의 약력 등을 소개한다.
▪ 학습자 : 학습장에 입장하여 교수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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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및 횟수 : 학습 시작 전 1회 실시한다.
▪ 과정 : 모든 과정에 필수사항이다.
▪ 구현 방법 : [교수학습활동서] 오리엔테이션 영역에 교수진 소개를 제시한다.
(2) 학습목표 설정

① 훈련과정에 대한 목표 확인
▪ 교수자 : 훈련과정의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 학습자 : 학습장에 입장하여 제시된 학습목표를 숙지한다.
▪ 시기 및 횟수 : 학습 시작 시 1회 실시한다.
▪ 과정 : 모든 과정에 필수사항이다.
▪ 구현 방법 : [교수학습활동서] 오리엔테이션 영역에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② 학습자의 개별 목표 설정
▪ 운영자 : LMS(학습관리시스템)에 학습자 개인이 설정한 학습목표를 기재 하고 등록
하도록 안내한다.

▪ 학습자 : 학습자는 훈련과정의 학습목표를 확인한 후, 과정학습에 임하는 학습자 자신의
개별 목표를 설정하고 등록한다.

▪ 교수자 : 학습자별 개별 목표에 대한 피드백을 함으로써 학습 시작단계에서 학습자에게
동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한다.

▪ 시기 및 횟수 : 학습 시작 시 1회 실시한다.
▪ 과정 : 등급항목의 선택사항이다.
▪ 구현 방법 : 학습자가 개인 학습목표를 등록하고, 교수자가 피드백할 수 있도록 LMS에
기능이 구현되어 있어야 한다.
(3) 학습계획 수립

① 차시별 학습 일정 및 활동 확인
▪ 교수자 : 훈련과정 전반의 차시구성과 차시별 학습일정 및 차시별 학습활동을 제시한다.
▪ 학습자 : 교수자가 제시한 차시별 학습일정 및 활동을 확인한다.
▪ 시기 및 횟수 : 학습 시작 시 1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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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 : 모든 과정에 필수사항이다.
▪ 구현 방법 : [교수학습활동서]에 차시별 학습일정과 활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② 학습 계획 수립
▪ 교수자 :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표준 학습계획서를 제시한다.
▪ 학습자 : 표준 학습계획서를 확인하고 자신만의 학습계획을 수립한다.
▪ 시기 및 횟수 : 학습 시작 시 1회 실시한다.
▪ 과정 : 등급항목의 선택사항이다.
▪ 구현 방법 : LMS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 설정 기능을
제공한다.

○ 학습수행활동
2. 학습수행활동
학습영역

학습자 활동

LMS구현

과정

차시별 문제상황 확인

선택

차시별 학습목표 확인

차시별 학습준비

O

차시별 학습목표 수립

선택

차시별 학습범위/주요내용 확인
교재 학습
보충심화학습

O

차시별 교재학습

O

O

차시별 과제활동

O

O

보충심화 학습자료 학습

선택

차시별 학습 정리내용 확인
학습내용 공유를 위한 상호작용
학습정리

O
O

선택

차시별 학습 퀴즈 작성

O

차시별 학습 체크포인트 확인

O

학습목표 미달성 내용에 대한 재학습
만족도 설문지 작성 및 의견 제시

선택
O

O

(1) 차시별 학습준비

① 차시별 문제상황 확인
▪ 교수자 : 차시 중 학습자의 주의획득이 필요한 차시에서 훈련 내용과 관련된 문제 상황
또는 사례를 제시한다.

▪ 학습자 : 문제 상황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고민해 본다.
▪ 시기 및 횟수 : 문제 상황이 제시된 차시 학습 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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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 : 등급항목의 선택사항이다.
▪ 구현 방법 : [교수학습활동서] 차시별 자료에 문제 상황을 제시한다.
② 차시별 학습목표 확인
▪ 교수자 : 해당 과정의 목표와 반드시 연계하여 실현 가능하고 명확한 행위 동사로
학습목표를 진술한다.

▪ 학습자 : 차시별로 진술된 학습목표를 확인한다.
▪ 시기 및 횟수 : 매 차시 시작 시 1회 실시한다.
▪ 과정 : 모든 과정에 필수사항이다.
▪ 구현 방법 : [교수학습활동서] 차시별 자료에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③ 차시별 학습목표 수립
▪ 학습자 : 전체 훈련목표에 맞춰 차시별 학습목표를 수립한다.
▪ 교수자 : 필요시 수립된 학습목표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 시기 및 횟수 : 매 차시 시작 시 1회 실시한다.
▪ 과정 : 등급항목의 선택사항이다.
▪ 구현 방법 : LMS에 학습자 스스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구현한다.
④ 차시별 학습범위/주요내용(키워드, 보충설명 등) 확인
▪ 교수자 : 차시별로 권장 학습범위 및 핵심내용(키워드, 보충설명 등) 등을 제시한다.
▪ 학습자 : 권장 학습범위와 학습 주요내용을 확인한다.
▪ 시기 및 횟수 : 매 차시 시작 시 1회 실시한다.
▪ 과정 : 모든 과정에 필수사항이다.
▪ 구현 방법 : [교수학습활동서] 차시별 자료에 학습범위 및 내용을 제시한다.
(2) 교재학습

① 차시별 교재 학습
▪ 운영자 : 교재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운영자는 과정 개발 당시 기획 하였던 교재학습
표준 진도율에 맞춰 학습자의 진도를 확인하고 독려한다.

▪ 학습자 : 학습자는 차시별 진도에 맞춰 해당 교재 학습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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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및 횟수 : 학습기간 중 수시로 학습을 진행한다.
▪ 과정 : 모든 과정에 필수사항이다.
▪ 구현 방법 : 표준 진도율에 맞춰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LMS에 학습독려 기능을 구현한다.
② 차시별 과제 학습
▪ 교수자 : 차시별 교재 학습 목표 및 내용에 대한 이해와 성찰을 도울 수 있도록 적절한
학습과제를 제시한다(차시에 관계없이 최소 1주에 1회 이상의 학습과제는 의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월 4회 이상). 학습과제는 차시별 교재 학습을 토대로 이해와 현장 적용
(활용, 응용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과제 유형으로는 학습퀴즈,
학습내용에 대한 요약문 등록, 학습주제에 대한 토론/의견 등록, 학습내용을 학습자가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의견(성찰 일지 등) 등록 등이 가능하다.

▪ 운영자 : 교재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운영자는 차시별 과제 학습을 안내하고 수행을
독려한다. 특히, 수료기준과 관련하여 주당 의무 학습 활동으로 부여되는 과제를 학습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아울러 주당 의무 학습활동의 경우, 1회라도 참여하지
못할 경우 미수료 처리됨을 알려야 한다.

▪ 학습자 : 학습자는 차시별 진도에 맞춰 해당 과제를 수행한다.
▪ 시기 및 횟수 : 차시별로 학습과제를 수행하되 최소 주당 1회 이상은 실시 한다.
(월 4회 이상)

▪ 과정 : 모든 과정에 필수사항이다.
▪ 구현 방법 : LMS를 통해 과제 학습 활동 수행 및 피드백 기능을 구현한다.
【진행단계평가】

○ 심사 신청 과정은 반드시 진행단계평가를 1회 이상 포함해야 하며, 평가 총 배점(100점) 중
10점~30점 범위 내에서 수료기준에 반영해야함.

○ 진행단계평가는 차시별 과제활동에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거나, 차시별 과제활동과
별도로 수행하는 활동(토론 등)에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진행단계평가의 실시 횟수 및 출제문항 수, 평가 유형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자유롭게 설계
가능함

※ 세부 내용 우편원격훈련 심사제도 세부내용 설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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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충 심화학습

▪ 교수자 : 교수자는 훈련 내용에 맞는 보충․심화학습 자료(현장 적용 사례, 부교재,
멀티미디어콘텐츠 등)를 교수학습활동서 및 LMS에 제공해야 한다.

▪ 운영자 : 운영자는 보충․심화학습 자료에는 무엇이 있는지 안내하고,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 학습자 : 학습자는 제공된 보충․심화학습 자료를 확인하고, 해당 차시에 맞게 학습
한다.

▪ 시기 및 횟수 : 과제 제출 전에 수시로 학습을 진행한다.
▪ 구현 방법 : [교수학습활동서] 또는 LMS를 통해 보충․심화학습 자료를 제공한다.
① 현장적용형 사례
보충․심화학습용으로 제공하는 현장적용형 사례는 해당 개월별로 중심 되는 학습내용과 연관된
사례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하며, 교수학습활동서에서 사례를 제공한다. 사례의 분량에 제한은
없으나 사례의 내용이 학습내용과 직접 연관이 있어야 하며, 학습한 내용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 혹은 학습한 내용이 현장에서 활용되는 사례를 다루고 있어야 한다.
② 보충학습자료 제공
학습내용과 관련하여 부가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참고 내용을 제시한다. 이는 훈련 내용의 이론에
대한 보충 설명 혹은 추가 설명에 해당되며 교수학습활동서, 혹은 LMS 내 다운로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할 수 있다. 보충학습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해당 차시에 어떤 자료가 제공되는지 학습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③ 부교재
부교재는 학습자가 본 과정 학습 중에 교재 이외의 다른 교재나 자료 등을 통해 학습 내용에
대한 보충 또는 심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보조교재를 별도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교재를 활용할 경우, 본 교재 학습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고 해당
사항을 교수학습활동서에 표기해야 한다.
④ 멀티미디어 콘텐츠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해당 학습내용과 관련이 있는 동영상 강의 또는 플래시로 개발된 강의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학습내용과 직접적 연관이 있고, 학습내용을 보충 및 심화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보충 심화학습으로 활용할 경우, 교수학습
활동서에 각 차시별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어느 부분이 해당되는 내용인지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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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습정리

① 학습정리 내용 확인
▪ 교수자 : 교수학습활동서에 과정의 해당 차시에 대한 요약내용을 제시하여 학습자가 확인
및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습자 : LMS와 교수학습활동서에 제시된 해당 차시의 요약내용을 확인 하고 스스로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학습 성취도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 시기 및 횟수 : 차시별 1회 실시한다.
▪ 과정 : 모든 과정에 필수사항이다.
▪ 구현 방법 : [교수학습활동서]에 차시별 요약정리 자료를 제시한다.

② 학습내용 공유를 위한 상호작용
▪ 교수자 : LMS와 교수학습활동서에 학습내용에 맞는 커뮤니티 주제를 제시 하고, 필요시
학습자 의견(커뮤니티, 토론방 등)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한다.

▪ 학습자 : 교수학습활동서에 제시된 커뮤니티 주제에 대하여 LMS에 개설된 커뮤니티,
토론방 등에 자신의 의견을 기재하고 다른 학습자와 상호간 의견을 공유한다.

▪ 운영자 : 학습자가 제시된 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LMS에 커뮤니티 또는
토론방 등을 개설하고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을 촉진하고 독려한다.

▪ 시기 및 횟수 : 학습기간 중 수시로 커뮤니티 활동을 진행한다.
▪ 과정 : 등급항목의 선택사항이다.
▪ 구현 방법 : LMS에 학습자간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또는 토론방 기능을
구현한다.

③ 학습 퀴즈 작성
▪ 교수자 : 학습자가 각 차시별 학습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퀴즈 문제를 교수학습활동서에 제공한다.

▪ 학습자 : 제시된 학습 퀴즈를 풀고 이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점검한다.
▪ 시기 및 횟수 : 차시별 1회 실시한다.
▪ 과정 : 모든 과정에 필수사항이다.
▪ 구현 방법 : [교수학습활동서] 또는 LMS에 학습퀴즈를 풀 수 있도록 구현하고 퀴즈 문항에
대한 정답을 제공한다(학습 퀴즈 활동을 주당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 학습 과제
수행 활동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LMS에 기능 구현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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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학습 체크포인트 확인
▪ 교수자 : 학습자가 차시별 학습한 내용을 점검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활동서에 학습목표에
부합하는 차시별 학습 체크포인트를 제시한다.

▪ 학습자 : 교수학습활동서에 제시된 학습체크포인트를 확인한다.
▪ 시기 및 횟수 : 차시별 1회 실시한다.
▪ 과정 : 모든 과정에 필수사항이다.
▪ 구현 방법 : [교수학습활동서]에 차시별 학습 체크포인트를 제시한다.
⑤ 학습목표 미달성 내용에 대한 재학습
▪ 교수자 : 학습자가 작성한 학습체크포인트를 확인하고 부족하거나 보완 하여야 할 학습내용에
대해 학습자 별 재학습 내용을 피드백 해 준다.

▪ 학습자 : 학습 체크포인트를 통해 미흡한 학습내용을 확인하고 교수학습 활동서에 제시된
맞춤형 학습자료에 대한 재학습을 진행한다.

▪ 시기 및 횟수 : 차시별 1회 실시한다.
▪ 과정 : 등급항목의 선택사항이다.
▪ 구현 방법 : [교수학습활동서]에 맞춤형 학습자료를 제시한다.
⑥ 만족도 설문지 작성 및 의견제시
▪ 교수자 : 교재의 내용, 학습방법, 교･강사의 질, 운영지원활동, LMS 만족도 등으로 설문지를
구성하고 최대한 명료하고 응답하기 쉬운 형태로 개발한 만족도 설문지를 제시한다.

▪ 학습자 : 운영자 및 교수자가 과정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있도록 LMS 또는
교수학습활동서에 제시된 만족도 설문지를 작성한다.

▪ 운영자 : 학습자가 만족도 설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작성된 설문자료를
분석하여 과정 보완 및 개선의 자료로 활용한다.

▪ 시기 및 횟수 : 과정 종료 후 1회 실시한다.
▪ 과정 : 모든 과정에 필수사항이다.
▪ 구현 방법 : [교수학습활동서]에 설문조사 문항을 제시하고, 설문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LMS에 기능을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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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참여활동
3. 평가참여활동
학습영역

학습자 활동

LMS구현

일반 과제 확인
일반 과제 수행

과정
O

O

O

맞춤형 과제 선택
평가 응시

선택

맞춤형 과제 수행

O

시험 일정 확인

O

O

시험 응시

O

O

채점 결과 확인

O

O

평가과제제출

과제 작성 확인 및 제출

평가결과확인

피드백 결과 확인

선택

O
O

O

(1) 평가 응시

① 수행과제 확인
▪ 교수자 : 학습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수행과제를 제시한다. 과제 설계 시 교수자는 학습
목표와 주요학습내용을 토대로 하여 현업에서의 적용 및 활용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과제 유형은 현업 적용형 수행과제, 토론과제(토론게시판, 커뮤니티 등), 실습과제,
case study 등 과정 특성에 맞춰 다양한 방식을 적용한다.

▪ 학습자 : 제시된 수행과제의 내용, 수행방법, 제출시기 등을 LMS에서 확인한다.
▪ 시기 및 횟수 : 과제 수행 전에 확인하며, 횟수는 기관에서 사전에 제시한 횟수에 맞춰
실시한다.

▪ 구현방법 : [평가방법 및 내용]에 과제 문항을 제시하고, 학습자가 과제를 작성할 수 있도록
LMS에 과제작성 기능을 구현한다.

② 제시된 과제 수행
▪ 학습자 : 제시된 일정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여 작성하고 학습장에서 제출 한다. 과제
수행 중 질문사항이 있을 경우 학습자는 교수자와 운영자에게 LMS 또는 유선으로 질문할
수 있다.

▪ 운영자 : 학습자가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행 양식 등을 제공하고, 수행 방법과 일정을
사이트 내 공지사항, 전화, 이메일, SMS 등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독려한다. 학습자의 질문사항이 있을 때 운영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학습자의
질문사항에 피드백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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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자 : 학습자의 질문사항이 있을 때 교수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학습자의 질문사항에
피드백 하도록 한다.

▪ 시기 및 횟수 : 과제 제출 전까지는 수시로 제시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 구현방법 : LMS에 Q&A 기능을 구현하여 학습자가 언제든지 질문하고 피드백 받을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③ 학습목표 및 업무에 맞는 수행과제를 선택
▪ 교수자 : 학습계획활동 단계에서 교수자가 제시한 학습목표나 개별 학습자가 설정한 학습
목표, 그리고 주요 학습내용에 부합하고, 개별 학습자의 업무 상황이나 직무 특성에 적합
한 학습자별 맞춤형 수행과제를 제시한다. 수행 과제는 교재의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실제
현업에서의 문제점을 찾고 그에 적합한 대응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현업활용형 방식의
과제를 출제하되 학습 내용에 대한 현업 적용이나 수행 방안 작성 등에 중점을 두는
문항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실제 학습자의 직무 분야 및 담당 업무와 연계된
개별 과제를 부여하거나 학습자의 개별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과제 예시를 제공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교수자가 직접 과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또한 학습자가 제시한
문제점 및 대응전략에 대해 교수자가 개별 피드백을 제공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최종적인 대안을 수립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습자 : 학습장에 입장하여 교수자가 제시한 맞춤형 수행과제 중 자신의 직무와 상황에
부합한 과제를 선택한다.

▪ 시기 및 횟수 : 과제 수행 전 1회 실시한다.
▪ 과정 : 등급항목의 선택사항이다.
▪ 구현방법 : [평가방법 및 내용]에 맞춤형 수행과제를 제시하고, LMS에서 맞춤형 수행과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능이 구현되어야 한다.

④ 맞춤형 과제 수행
▪ 학습자 : 학습자가 선택한 맞춤형 수행과제를 자신의 직무상황과 현업에 적합하도록 작성
하고 각각의 조건에 맞게 과제를 작성한다.

▪ 시기 및 횟수 : 과제 제출 전까지는 수시로 제시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 과정 : 등급항목의 선택사항이다.
▪ 구현방법 : 학습자가 맞춤형 수행과제를 선택 및 작성할 수 있도록 LMS에 기능이 구현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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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험 응시
▪ 교수자 : 시험문항은 해당 과정의 핵심내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교수자가 개발하여 제공한다.
시험문항을 개발할 때에는 중요한 학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엽적인 문항이
출제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한다.

▪ 학습자 : 학습자는 해당 과정의 교재 학습 후, 학습장 혹은 교수학습활동서에 제시된
시험문항을 확인 후 시험에 응시한다.

▪ 운영자 : 학습자가 시험에 차질 없이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의 응시시기 및 방법을 학습자
에게 사전에 공지한다.

▪ 시기 및 횟수 : 교재 학습 후 언제든지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며 횟수는 기관에서 사전에
제시한 횟수에 맞춰 실시한다.

▪ 구현 방법 : [평가방법 및 내용]에 시험문항을 제시하며, LMS에서 시험 문항을 풀고 시험
시간이 확인될 수 있도록 기능이 구현되어야 한다.

⑥ 채점 결과 확인
▪ 교수자 : 채점은 학습자의 시험응시 후 교수자가 제시한 모범답안을 토대로 실시하며,
채점 결과는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성취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에
의거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채점 결과, 틀린 문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설을 제공하여
정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학습자 : 교수자의 채점 완료 후 LMS에서 채점 결과를 확인한다.
▪ 운영자 : 채점결과를 검토하여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교수자에게 피드백한다.
▪ 시기 및 횟수 : 시험 응시 후 시험 횟수에 맞춰 실시한다.
▪ 구현방법 : 채점 결과 및 피드백을 LMS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한다.
(2) 평가과제 제출

▪ 학습자 : 작성이 완료된 과제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학습장을 통해 제출한다.
▪ 교수자 : 학습자가 제출한 과제에 대해 첨삭을 수행한 후 결과를 피드백한다.
▪ 운영자 : 과제 미제출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학습자가 기한 내 과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독려 수단을 통해 제출을 독려한다.

▪ 시기 및 횟수 : 교재 학습 후 과제를 제출하며, 횟수는 기관에서 사전에 제시한 횟수에
맞춰 실시한다.

▪ 과정 : 모든 과정에 필수사항이다.
▪ 구현방법 : 학습자가 과제를 제출할 수 있도록 LMS에 구현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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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결과 확인

▪ 교수자 : 평가 결과 확인은 교수자의 채점 및 첨삭지도 활동에 의해 이루어 진다. 첨삭지도의
내용은 학습자의 수행내용과 수준 등에 따라 상세하고 정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과제
및 시험에 대한 적절한 조언, 학습내용 보충, 학습방법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통해 학습자의 취약점과 강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학습자 : 과제 및 시험의 평가결과를 조회하고 자신의 학습 성취 수준을 확인한 후, 부족했던
내용을 재학습한다.

▪ 시기 및 횟수 : 학습 종료 후 1회 실시한다.
▪ 과정 : 모든 과정에 필수사항이다.
▪ 구현방법 : 학습자가 과제 및 시험의 평가 점수와 피드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LMS에
구현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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