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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NCS 기반 채용은 2014년 30개 공공기관에 도입되기 시작하여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다. NCS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의 약자로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

표준화한 분류표이다. 초기 NCS는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실무적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자격과정의 발전을 위

해 논의되었다. 이 후 청년구직자들의 취업 준비 기간 단축, 학벌이

아닌 직무능력으로 평가받는 공정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채용전형에

NCS를 도입하였다.

공공기관 채용 전형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온 NCS 기반 채용은 구

직자의 입사준비와 공공기관 인적자원관리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나

아직 그 제도의 유효성에 대한 실증 연구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한 조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NCS 기반 채용으로 입사

한 사람들과 전통적 채용으로 입사한 사람들 간 직무태도 등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수준이다. 공공기관

채용은 청년구직자들의 관심대상이자 최근 공공기관 채용비리사건에

서 알 수 있듯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임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 채용시

스템의 전환을 이룬 NCS 기반 채용이 조직인의 행태, 조직성과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본 연구는 NCS 기반 채용을 통해 입사한 사람들이 기존 전통적 채

용시스템을 통해 입사한 사람들에 비해 긍정적인 직무태도를 형성했

는지에 대한 실증분석하였다. 전통적 채용 방식과 다른 NCS 기반 채

용의 특징 중 하나는 기업의 모집직무에 대하여 어떤 지식, 기술, 태

도가 필요한지 직무기술서를 통해 지원자에게 공지한다는 점이다. 지

원서 작성에 있어서도 전통적 채용의 경우 지원자 개인의 일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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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거나 출신학교, 나이 등 직무와 연관 없는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것과는 달리 직무와 연관된 질문에 지원자가 답변을 서술하게 하

고 직무와 연관된 교육, 자격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지

원과정을 거쳐 입사한 신입지원은 직무 및 지원회사에 대해 전통적

채용 방식을 통해 입사한 직원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얻은

상태에서 자신과의 적합성을 생각해 입사를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NCS 기반 채용 통해 입사한 직원의 경우 전통적 채용을 통해 입사한

직원에 비해 개인-직무 적합성과 조직몰입은 높고 이직의도가 낮을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이와 함께 이직의도에 있어서 조직몰입이 매개

효과를 갖는지도 함께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2013년 이후 신입 5급 입사자

(학사 수준) 2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 중 회수된

19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이 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정원

1408명(2019년 기준), 설립연도 1979년인 에너지 안전진단 부문의 위

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2016년 NCS 기반 채용을 도입하였다.

2013년부터 2018년 입사자 중 2013년~2015년을 전통적 채용시스템 경

험자로, 2016년~2018년 입사자를 NCS 기반 채용시스템 경험자로 분

류하였다. 이 두 집단에 개인-직무 적합성,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있

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t-test를 통해 검증하였다. 또한 조직몰

입이 NCS 기반 채용의 경험과 이직의도를 매개하는지 매개회귀분석

를 통해 고찰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NCS 기반 채용 경험자는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있어 전통

적 채용 경험자에 비해 긍정적임이 확인되었다. NCS 기반 채용으로

입사한 집단의 조직몰입 평균값은 3.45점, 전통적 채용 입사자 집단은

3.11점이었다. 이직의도에 있어서 NCS 기반 채용으로 입사한 집단의

평균값은 2.55점, 전통적 채용 입사자 집단은 3.04점이었다. 이들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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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직무 적합성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NCS 기반 채용으로 입사한 집단의 개인-직무 적합성 평균값은 3.5

점, 전통적 채용 입사자 집단은 3.39점이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않았다. 이는 실제로 개인-직무 적합성 향상에 NCS 기반 채용이 효

과가 없기보다는 인력배치에 따라 실제 맡는 직무는 입사 전에 생각

했던 업무와 많은 차이가 나기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생각된다.

셋째, 조직몰입이 NCS 기반 채용 경험여부와 이직의도를 부분매개

함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NCS 기반 채용과 입사자의 긍정적 직무태도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미 조직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하여 조직을 이탈한 사람들을 고려하지 못한 상실

요인이 발생한다는 점, 조직몰입 등 직무태도가 근속연수에 따라 변

화하는 성숙요인이 있다는 점, 점증하는 청년실업률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 등 외부 영향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과제로 조직단위의 분석수준에서 NCS 기반 채용의 유용성

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단위 분석수준에서는 조직시민행동, 스

트레스, 개인-상사 적합성 등 다양한 변수들과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

가 있다.

주요어 : NCS, NCS 기반 채용, 공공기관, 개인-직무 적합성, 조직몰입, 이직의도

학  번 : 2013-2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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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일자리 없는 경제성장이 고착화되면서 일자리 창출은 국정운영의 주요 과

제로 등장하였다. 통계청 KOSIS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이 2019년 4월 기준으

로 11.5.%에 이를 정도로 일자리 부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특히 근

무여건이 우수한 대기업, 공공기관, 공무원에 대한 채용 쏠림현상이 두드러

짐에 따라 청년들이 실제 체감하는 실업률은 이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밝혀

지고 있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성향,

적성, 특성과 직무 및 조직과의 부조화로 인한 조기이직, 낮은 직무만족도

등의 문제 또한 심화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에 따르면 2016년 대졸

신입사원의 1년 내 이직률은 27.7%에 이르며 이는 2012년 23.6%, 2014년

25.2%에 비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신세대들은 개인주의 문화에

익숙하며 자신의 선호가 분명한 특성을 보이는데 입사 후 회사 혹은 직무가

자신이 생각한 욕구수준을 충족시켜주지 못할 경우 빠른 이직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채용은 기업 인적자원관리에 있어서 가장 선순위에 발생하는 과정으로 올

바른 인적자원관리의 달성여부는 합리적인 채용전형에서부터 시작된다(황정

희, 2011). 올바른 채용이란 최고의(Best) 인재를 선발하는 것보다는 조직에

필요한 올바른(Right)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배창옥 외, 2016).

올바른 인재 채용은 모집분야와 적합한 수준의 지식, 기술, 능력을 갖고 있

고 조직 적응력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지원자를 선발하는 것이다. 특히

최고의 인재보다 올바른 인재를 선발해야 할 필요성은 사기업보다 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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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사기업의 경우 해당업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획

기적인 창의성, 진보적이고 저돌적인 성향으로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

고의 인재 선발 시 조직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도

혁신과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기업에 비하면 주어진 절차를 준수하

고 관련 규정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적용할 수 있는 성실성과 치밀함이 보다

요구된다는 점에서 최고의 인재보다는 직무에 적합한 올바른 인재 선발에

대한 유효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NCS 기반 채용은 청년실업률의 감소, 학벌 · 외국어 능력이 아닌 직무능

력 중심의 채용전형 도입 통한 구직자들의 취업 준비 기간 단축, 직무능력

으로 평가받는 공정한 사회시스템 구현 등을 목적으로 국가 정책적 차원에

서 2015년 이후 공공기관 채용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NCS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의 약자로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

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

한 것으로(자격기본법 제2조)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

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표준화한 분류표이다(한국산업인력공단,

2017).

NCS는 공공기관 채용에 도입되면서 최근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

지만 제도의 설계는 2001년부터 시작되었다. 처음 도입은 채용전형에 활용

하는 것보다는 산업현장에서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실무적 능력을 갖춘 인재

를 교육현장에서 육성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 및 자격검증에 활

용하기 위해 논의되었다. 이 후 연구와 시범사업의 형태로 추진되던 NCS

활용 사업은 박근혜 정부에서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의 사회 구현’이라는

국정과제 실현의 방안으로 NCS 기반 채용이 검토되면서 채용전형에 본격

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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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한국서부발전(주) 등 30개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NCS 기반 채용이

도입되었다. 이후 『2015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130여개 공공기관에 도입되었으며 2016년에는 100개 공공기관이 추가 시행

하였다(전체 공공기관의 81%). 2017년에는 전체 공공기관에서 NCS 기반 채

용방식으로 신입사원을 선발하겠다고 발표하였고(서용수 외, 2017) 현재 공

공기관에서는 연구직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NCS 기반 채용이 보편

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공공기관 채용 전형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온 NCS 기반 채용전형은 구

직자와 공공기관 인적자원관리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아직 그 제도의 유효

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극히 적은 수준이다. 공공기관 채용은 청년구직

자들에게 큰 관심의 대상이며 사회적인 이슈임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 채용

시스템의 전환을 이룬 NCS 기반 채용이 조직인의 행태 혹은 조직의 성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한 조

직에서 대규모 설문조사를 통해 NCS 기반 채용으로 입사한 사람들과 전통

적 채용으로 입사한 사람들 간의 직무태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2015~2016년 공공기관 채용에 있어 불필요한 스펙 쌓기를

지양하고 직무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자를 선발하기 위해 도입된 NCS

기반 채용이 신규입사자의 긍정적 직무태도 형성에 기여하였는지 분석함으

로써 제도의 유용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채용시스템의 유용성은 전통적으

로 인력선발도구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경우, 채용도구의 타당성, 채용도구

의 신뢰성, 채용도구의 비용 측면 분석을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NCS 기

반 채용이 개인 신상조사 및 줄 세우기, 불필요한 스펙경쟁(높은 어학시험

점수 등)을 지양하고 해당 직무에 필요한 능력단위를 갖춘 적합한 인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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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하기 위해 시행된 목적을 고려하여 한 조직(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비

교적 최근에 입사한(2013년~2018년) 직원을 대상으로 NCS 기반 채용의 경

험 유무에 따라 긍정적인 직무태도 형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비

교분석함으로써 NCS 기반 채용의 유용성에 대한 실증 분석을 해보았다. 대

표적인 직무태도로 개인-직무 적합성, 조직몰입, 이직의도, 직무만족도, 직무

참여, 직무소진, 스트레스, 조직시민행동, 윤리행동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NCS가 직무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고려하여 개인-직무 적합성을

분석대상으로 포함하였고 직무기술서 등을 통해 지원자의 조직에 대한 기본

미션, 비전 등 조직 전반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직몰입도 함께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직접적인 비용 손실을 가

져오는 요인인 이직과 이직의도에 대해서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개인-직무 적합성은 ‘개인의 능력과 직무가 요구하는 특성 간의 적합’ 및

‘개인의 요구와 직무가 제공하는 내·외적인 보상 간의 조화(Edwards, 1991)’

로 정의된다. 근로자의 특성과 자신이 맡은 업무 특성의 일치성 및 상호보

완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NCS 기반 채용의 경우 채용 공고 시 해당 모집

직무가 어떤 업무를 하게 되고 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필요 능력단위가

무엇인지 서술한 직무기술서를 채용공고문과 함께 공지하고 있다. 해당직무

에 관심이 있는 지원자는 직무기술서에서 요구하는 능력단위를 함양하기 위

해 노력할 것이고 확률적으로 직무가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근로자가 선발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NCS 기반 채용이 개인-직무 적합성을

향상시켰는지 분석하였다.

조직몰입은 자신이 속한 조직과 자아를 동일시하는 긍정적 감정과 정서적

인 애착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NCS 기반 채용에서 지원자는 직무기술서

를 통해서 지원하는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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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지원서 작성 시에도 직무와 연관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회사

에 대한 정보를 많이 습득하는 경향이 있다. 임효창 외(2015)에 의하면

NCS 채용시스템을 도입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신입직원 입문교육 시

공단 현황 소개 시간을 별도로 할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신입직원의 조직

이해도가 높았다. 조직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본 후 지원하였고 합격 후 최

종입사를 결정하였으므로 조직몰입이 높을 것으로 추론되기에 이에 대한 분

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직 및 이직의도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이직이란 조직 내

에서 금전적 보상을 받고 있는 개인이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종결짓는

것을 말한다(Mobley, 1982). 이직의도는 이직을 직접적인 행동으로 실현한

것은 아니나 직장인이 조직의 구성원이기를 포기하고 현 직장을 떠나려는

의도를 말한다. 이직에 대해 직접 연구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데이터 확보

측면에 있어서 실제 이직을 하여 조직을 이탈한 사람들에 관한 자료 수집이

어렵기에 이직의도를 이직의 대리변수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직이 발생하는 경우 내부이동기회 증대, 결근 및 지각 등 일탈행위 감

소, 이동에 따른 새로운 지식 유입 가능성 증대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긴

하지만 조직 차원에서는 이직자 최초 채용 시 소요 비용, 이직자 입사 후

조직 내 재교육 비용 등이 직접적인 매몰비용이 되며 그 외 대체자 채용 비

용, 기존 근로자의 사기를 저하 등 여러 가지 금전적, 비금전적 비용이 발생

하게 된다. 이 중 금전적 비용은 공공기관의 예산으로 사용되는 것이며 궁

극적으로는 국민의 세금이 공공기관 예산의 재원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의 높은 이직률은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직무태도 중 이직에 관하여 알아보는 것은 NCS 기반 채용이 공공기관 채

용에 있어 비용 효율성 등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갖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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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NCS 기반 채용이 근로자의 긍정적 직무태도 형성에 있어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는 NCS 기반 채용으로 입사한 사람과 전통적 채용시스템

으로 입사한 사람들 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거나 NCS 기반 채용으로 입

사한 집단을 대상으로 직무태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지

만 현재 선형연구는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일 기업

종사자들 대상으로 NCS 기반 채용 방식 경험여부에 따라 직무태도 형성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NCS 기반 채용시스템이 본래의 제

도 도입 취지에 맞게 개인-직무 적합성, 조직몰입이 높은 근로자를 선발했

고 개인-직무 적합성, 조직몰입이 높은 근로자는 낮은 이직의도를 갖는지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NCS 기반 채용시스템 경험자가 전통적 채용 시스템 경험자에 비해 개인-

직무 적합성, 조직몰입이 높고 이직의도가 낮은 긍정적 직무태도를 보인다

면 공공기관은 NCS 기반 채용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준정부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2013년 이후 신입직 5급(일

반적으로 학사 졸업자 전형) 입사자를 대상으로 NCS 기반 채용 경험 유무

에 따라 개인-직무 적합성,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지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대상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정

원 1408명(2019년 기준), 설립연도 1979년인 에너지 안전진단 부문의 위탁집

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2013년 이후 신입, 경력직을 포함 매년 60명 이상의

신규채용을 실시하였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기존 전통적 채용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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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으며 NCS 기반 채용은 2015년부터 도입 검토를 시작해 2016년 채

용부터 직무기술서 공지 및 지원서에 개인 신상사항(사진, 연령, 출신학교

등)을 배제한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여 NCS 기반 채용이 실질적으로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2013년 ~ 2015년 5급 신입 공채 입사자는 기존 전통적 채용방식을 통해

총 168명이 입사하였고 2016년 ~ 2018년은 NCS 기반 채용을 통해 총 165

명이 입사하였다. 이 중 퇴사자와 휴직자들을 제외한 설문조사 대상자는 총

293명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2019년 5월 20일 ~ 5월 24일 1주일 간 내부 포

털을 통해 전자설문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193명(응답률 65.8%)의 설문조사

를 회수 후 불성실 응답자 3명을 제외한 190명에 대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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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

제 1 절 NCS 기반 채용에 대한 고찰

1.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 국가직무능력표준)

1) 개념 및 도입과정

NCS는 National Competency Standard의 약자로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자격기본법 제2조)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표준화

한 분류표이다(한국산업인력공단, 2017). NCS에서 핵심 분석 대상은 직무이

다. 직무란 직책,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는 사무를 말하며(국립국어원)

이는 곧 직장에서 근로자가 맡는 일을 의미한다.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맡

게 되는 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이 요구되는지 연구하여 그 결과를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이 NCS이다.

NCS 도입배경에는 실제 산업현장을 반영한 실무적 교육에 대한 요구가

영향을 미쳤다. 산업현장에서는 별도의 재교육 없이 즉시 현장 업무에 투입

가능한 인력에 대한 수요가 항상 높았으나 교육현장은 실무적인 기술보다는

학문적인 지식을 가르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진로상 학문을 선택

하는 일부 학생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업체에 채용되어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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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기에 산업계의 실무적인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교육

및 자격 검증기관이 반영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

다. 이러한 산업계의 요구 및 수요를 반영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NCS 개발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산업계가 표준을 마련하면 교육훈련기

관, 자격검정기관 등이 표준화를 토대로 교육과정과 자격과정을 개설해 교

육과 산업의 유기적인 관계를 보다 강화하는 목적으로 실시된다(주인웅 외,

2010).

[그림2-1] NCS 개념도1)

NCS에 대한 논의는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부차원에서 다루어지기 시

작하였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2001년 12월 국가직무능력표준 및 국가자격

체계 도입에 관한 부처 간 합의가 이루어졌고 2004년 8월 자격기본법 개정

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자격기본법 개정안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 및 민간자격제도 관리·운영의 기본방향으로

1) NCS 홈페이지 참조(www.nc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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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의 도입을 의무화하였고, 나아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활용과 교육훈련

과정의 개발·운영 지원 및 자격 연계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하지만 법

의 취지와는 달리 관련 부처와 학계,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와 시범사업

만을 추진하며 NCS는 큰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지난 박근혜 정

부에서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의 사회 구현’을 제

시하고, 구체적인 실천 수단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면서 다시 NCS가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주목받게 된다.

2) 개발 주요 과정 및 구성

NCS 개발은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총괄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

무를 담당하고 있다(한국산업인력공단, 2017). 연초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

력공단)가 산업계 및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NCS 개발 대상 직무를

선정하는 등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NCS 개발 WG(Working Group)

심의위원회2)에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

발협의회(SC) 등 해당 NCS의 전문성을 보유한 개발기관을 선정한다. 선정

된 NCS 개발기관은 환경 분석, 직무분석, 직무정의, 능력단위 요소 등 NCS

를 개발하고 대국민 의견 수렴, 산업계 검증을 거쳐 수정, 보완한다. 이후

자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통해 공포하

고 NCS 홈페이지에 등재한다.

NCS는 직무의 유형을 중심으로 대분류(24), 중분류(78), 소분류(241), 세

분류(948개)로 단계적으로 구성된다(NCS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 해당

2) NCS는 산업계의 현장 투입 가능 인력 양성에 대한 요구를 도입배경으로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NCS 개발 WG(Working Group)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산업현
장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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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세분화하여 유형화한 후 유형별 표준화된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능

력과 이 능력의 평가를 위한 개념적 정의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핀테크

보안 인증·설계 업무의 경우 정보통신(대분류)-정보기술(중분류)-정보기술

개발(소분류)-핀테크엔지니어링(세분류)로 단계별로 유형화할 수 있다.

[그림2-2] 정보통신 기술분야 분류예시3)

NCS의 핵심 분석대상인 직무는 NCS 단계별 유형화 중 세분류 단계에

해당하며 세분류 단위에서 직무에 대한 능력단위(수행준거, 지식·기술·태도),

적용범위 및 작업 상황, 평가지침, 직업기초요소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진

다. 예를 들어, ‘인사’ 직무의 경우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직무조사 및 직무 분석을 통해 채용,

배치, 육성, 평가, 보상, 승진, 퇴직 등의 제반 사항을 담당하며, 조직의 인사

제도를 개선 및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다」라고 정의된다. 환경 분

3) NCS 홈페이지 참조(www.nc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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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서 인사업무 종사자, 교육훈련기관 현황을 제시하고 능력단위는 인사기

획, 인력채용, 인력이동관리 등 13개로 구성되어 있다. 각 능력단위별로 정

의가 이루어지며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지식, 기술, 태도 포함)를 설명하고

있다.

해당직무와 능력단위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지면 기업, 구직자, 교육훈련

기관, 자격검증기관은 이를 토대로 각자의 목적에 맞게 NCS을 활용할 수

있다. 기업은 인적자원관리에 있어서 직무와 직무수행자 간의 매칭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구직자는 모집 직무에 필요한 능력단위를 갖추기

위해 NCS를 참고할 수 있다. 교육훈련기관은 해당 직무에 요구되는 능력을

함양할 교육과정을 개발, 정규과정에 편성하여 인력양성에 활용할 수 있고

자격검증기관은 해당 능력단위 충족여부를 검증할 평가전형을 만드는 등 자

격검증과정에 반영한다.

NCS는 지속적인 직무능력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8단계로 이루어진 수

준체계도 제시하고 있다. 교육훈련과정을 통해서 점점 상위의 업무역량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이 구현될 수 있도록 수준별 능력단위와 경험에 대해 기

술한다. 숫자가 높아질수록 상위의 수준이다. 예를 들어 8수준의 경우 해당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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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으로 정의한다. 경력은 7수준

에서 2~4년 정도의 계속 업무 후 도달 가능한 수준으로 기술한다. 이렇게

직무에 필요한 능력을 유형화하고 이를 갖춘 조직인을 채용, 양성하도록 하

여 개인-직무 간 적합성을 높이고 직무능력 외 학벌 등 속인주의 요소가

인사평정에 개입하지 않도록 유도하여 오직 직무능력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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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징 및 기대효과

NCS의 개념 및 구성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손배

원, 2015) 첫째, 능력의 개념은 산업현장에서 업무의 과정보다는 업무의 성

공적 수행(performance-based)에 초점을 둔다. 능력은 근로자가 어떻게 업

무를 수행했는지 보다는 업무에서 우수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둘째, NCS는 관찰 가능한 행동(activity-based)에 초점을 둔다. 단순히 지

식, 기술 등을 아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이러한 지식, 기술

등이 우수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관찰가능하고 평가 가능한 행동으로 표

현되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NCS는 질 중심(quality-based)이다. 한 개인이 단순히 얼마나 많은

종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보다는 그러한 능력의 질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둔다.

넷째, NCS는 모듈(module) 형태로 구성된다. NCS는 여러 개의 능력단위

집합으로 구성되며, 한 직업 내에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역할인 직무능력을

능력단위(unit)화하여 개발된다.

다섯째, NCS는 산업계 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개발된다. 산업현장

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근로자 또는 전문가가 NCS 개발 단계마다

참여하는 등 해당분야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SC) 및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여 NCS를 개발한다.

NCS를 인적자원관리에 활용할 시 기업, 근로자, 교육훈련기관, 자격검증

기관은 목적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교육·훈련 및 자

격에 대한 현장 적합성을 제고한다. 이는 NCS의 본래 도입목적에 가장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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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는 기대효과로서 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개발을 교육훈련, 자격증 준

비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해당 직무의 교육, 훈련 이수자 및 자격취득자의 고용가능성 향상이

다. 구직자들은 NCS를 통해 자신이 취업하고자 하는 직무에 요구되는 지

식, 기술, 태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이를 집중 개발함으로써 고용가능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셋째, 일과 교육훈련 및 자격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중복 투자로 인한 사

회적 비용 낭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교육훈련, 자격검

증을 실시함으로써 취업 후 재교육 등의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직무

관련한 지식, 기술, 태도 함양과 무관한 부분에 대한 자원 투입을 방지할 수

있다.

넷째, 직무를 중심으로 한 평생학습을 촉진한다. 채용에서부터 직무중심

평가가 강화될 뿐 아니라 입사 후 각 직무별 수준을 심화시킬 수 있는 가이

드를 제시하고 있으며 직무능력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자료도 제

공하고 있다.

다섯째, 자격의 국제화 촉진이 가능해진다. 직무수행능력의 표준화를 통하

여 체계적인 관리와 질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국내 인재의 해외진출 시 자격증을 통한 검

증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NCS 기반 채용

1) 개념 및 도입과정

NCS 기반 채용이란 NCS와 기업 특성을 반영해 모집 대상 직무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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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직무 상세내용, 직무에 필요한 능력단위에 관한 직무기술서를 채용공

고상 명확히 공지한 후 지원자의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선발방식이다. 김광모 외(2017)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능력(지식·기술·

태도)을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NCS 기반 평가 도구를 활용한 인재

채용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배창옥 외(2016)는 채용대상 직무를 NCS 기

반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직무의 상세 내용 및 직무능력의

평가기준을 정하여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토대로 인재를 선발하는 채용방식

이라고 하였다. NCS 채용 가이드북은 채용대상 직무를 NCS 기반으로 분석

하여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한 채용방식으로 직무수행내용 및 필요한 직

무능력을 사전에 명확하게 공개하며 이를 통해 구직자와 채용기관 간의 신

뢰를 강화할 수 있는 채용제도로 정의한다.

기존의 채용 방식은 채용공고 시 대략적인 분야(행정, 기술분야 또는 영

업, 연구직 등의 대분류) 및 인원, 근무지 등 기업 입장에서 인력모집을 위

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지원자는 채용 이후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그에 따라 채용기준도 알 수 없었기에 합

격 확률을 높이고자 직무와 상관없는 학벌, 자격증, 어학성적, 해외연수 등

의 이른바 스펙(Spec4)) 쌓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였다.

이러한 과도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2014

년 한국서부발전(주) 등 30개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NCS 기반 채용이 도입

되었다. 이후 『2015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130여

개 공공기관에 도입되었으며 2016년에는 100개 공공기관이 추가 시행하였다

(전체 공공기관의 81%). 2017년에는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NCS 기반

4) 스펙(Spec)이란 specification의 준말로 구직자들 사이에서, 학력·학점·토익 점수 따위를 합한 것 등 

서류상의 기록 중 업적에 해당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해당 단어는 2004년 국립국어원에서 펴낸 

신어 자료집에 등록되어 있다(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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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방식으로 신입사원을 선발하겠다고 발표하였고(서용수 외, 2017)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연구직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NCS 기반 채용이 보

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다5).

지원자 평가에 있어서 지원자의 능력을 일반적인 직업소양과 관련된 직업

기초능력과 모집 직무의 능력단위와 연관된 직무수행능력으로 구분해 산정

하고 있다. 직업기초능력평가는 NCS의 직업기초능력을 활용하여 직업인이

갖추어야 할 공통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평가방법으로 10개의 영

역 및 3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서용수 외, 2017). 직업기초능력

평가는 전통적 채용방식에서의 적성검사와 유사한 형태로 특정 지식을 측정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문제를 빠르게 이해하고 해답을 요구하는 유형의

필기시험, 직무의 구체적인 수행보다는 일반적인 소통능력, 조직적응력을 살

펴보는 면접시험을 통해서 평가한다. 외형적인 형태는 전통적 채용방식과

유사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구성에 있어서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는 ‘무엇

을 아는가’ 보다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 직무수행에 필

요한 문제해결, 자원관리, 조직이해 등의 능력을 포함하여 평가한다는 차이

가 있다(이승철 외, 2017). 직무수행능력평가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 기술, 태도를 측정하는 항목으로 필기시험에서는 전공시험, 전공지식

을 활용하여 주어진 문제에 대해 지원자의 논리성을 평가하는 면접전형을

통해서 평가한다.

NCS 기반 채용은 해당 직무에 필요한 능력을 지원자가 갖고 있는지 평

가하는 것이므로 그 외의 요소(학벌, 성별, 나이 등)를 평가항목에서 배제하

여야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원서 자체에 직무 외 개인의 신

5) 정부는 NCS 기반 채용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공공기관 알리오 실시간 모니터링 및 지원자 

제보를 통해 파악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은 NCS 기반 채용을 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합당한 이

유를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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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드러내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과 병행하여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블

라인드 채용이란 채용과정(서류·필기·면접)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의 항목을 걷어내고

지원자의 실력(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을 말한다(공공

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2017). NCS 기반 채용이 곧 블라인드 채용

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NCS 기반 채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원서에 해

당 모집 직무와 관련된 능력단위를 평가하는 요소 외에는 지원서에 기재하

지 않도록 하여야 NCS 기반 채용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다.

2) 특징 및 기대효과

NCS 기반 채용은 전통적 채용방식과 달리 모집직무를 분석하고 지원자

가 해당직무를 수행할 능력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직무기술서를 공고하고 이에 맞추어 지원자의 교육이수내용, 자격

사항, 경험 및 경력사항 등 해당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를 평가한다. 지원서에는 직무와 관련된 항목이 아니면 기재란이 없으며 블

라인드 채용과 연계 시 학교나 출신지 등 개인 신상을 드러내는 용어를 기

재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다.

전통적 채용방식과의 비교를 통해서 NCS 기반 채용의 특징을 고찰해보

고자 한다. 전통적 채용방식과 NCS 기반 채용방식은 공통적으로 채용공고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의 기본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전통적 채용방식은 기업에 입사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기업도 모집직무에 대해 분석하기 보다는

모집 직군(행정직, 기술직, 연구직 등)과 근무지, 대강의 채용인원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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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었다. 지원자 평가에 있어서도 전반적인 인성, 학벌로 대표되는 업무 역

량, 외국어 능력 등 전인적인 요소 평가항목이 주를 이루었다. NCS 기반

채용방식은 모집 직무에 초점을 두고 기업이 먼저 직무를 분석한 후 이를

직무기술서를 통해 고지하며 직무기술서에 필요한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평

가문제, 평가기준을 고안해 지원자가 해당 직무에 필요한 능력단위를 갖추

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한다.

각 전형별로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채용공고에 있어서 전통적 채용방식

은 직무에 대한 상세한 설명 없이 채용인원 0명, 사무행정직 O명 식의 키워

드 중심의 채용정보 제공이 이루어졌다(강현철 외, 2019). 직무보다는 사람

에 초점을 두고 채용 공고가 이루어진 것이다. 반면 NCS 기반 채용에서는

모집직무에 대한 직무기술서를 공고하고 모집분야의 인원도 구체적으로 서

술하는 것이 권장된다6).

서류전형에 있어서는 전통적 채용방식은 직무와 무관한 개인신상을 기록

하고 업무와 상관없는 어학성적 등을 기재하게 하였으며 자기소개서 질문

역시 개인일대기를 서술하는 획일화된 모습을 보였다. NCS 기반 채용에서

는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 신상 정보는 기재항목이 없으며 직무와 연관된 경

험, 교육사항, 자격사항 등을 입력하고 자기소개서 역시 직무와 연관된 질문

에 대한 응답을 요구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필기전형에 있어서 전통적 채용방식은 전공지식을 측정하거나 일반 상식,

영어시험, 한국사 시험 등 업무와 무관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NCS

기반 채용에서는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직무수행능력으로 구분하여 직장인으

로서 갖추어야할 연산, 수리능력 등을 측정하거나 업무에 필요한 전공지식

6) 모집인원을 기존의 O명에서 숫자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NCS 기반 채용의 특색보다는 2017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후 정부의 비리 근절 예방정책으로 정보를 지원자에게 투명하게 공개

할 것이 권장된 측면도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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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물어보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면접전형에 있어서 전통적인 방식은 개인 특성, 회사에 대한 동기, 비구조

화된 면접의 특성을 보였고 특히 비구조화된 면접으로 인해 지원자 간 면접

질문이 상이하거나 질문의 개수가 크게 차이 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NCS 기반 채용에서는 직무 특성 중심, 직무에 대한 동기, 구조화된 면접을

통해 질문을 유형화, 정형화시켜서 면접자의 주관에 의해 평가 결과가 크게

변동하는 문제를 보완하려 하였다.

[표2-1] 전통적인 채용과 NCS 기반 채용 비교7)

전통적인 채용 NCS 기반 채용

채용공고

· 키워드 중심의 단순 정보 제공

· 직무보다는 추상적 인재상 

중심 모집공고

· 채용분야별 직무능력 사전공개

 - 직무기술서 제공 등

· 직무분석을 토대로 직무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재 모집

서류전형
· 직무와 무관한 개인 신상

· 일대기 형식의 자기소개서

· 직무와 무관한 사항 입력 최소화

· 직무 관련 교육, 자격, 경험 기재

· 직무 기반 자기소개서 

필기전형
· 적성시험

· 단순 지식 측정, 상식 등 출제

· NCS 기반으로 특정 직업기초

능력 측정 문제 

· 직무 관련 전공, 지식 등 출제

면접전형

· 직무무관한 일상적 질문

· 개인 특성 중심

· 개인의 인상, 면접자의 성향 

등 주관적 요소 영향 강함

· NCS 기반 구조화 면접

 - 직무 상황/경험 가정한 문제

해결 능력 측정

· 면접질문의 객관화, 일관성 추구

7) 강현철 외(2019), 정현철(2016) 기반으로 연구자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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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NCS 기반 채용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기관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인재 선발가능성이 높아진다. 직무에 필요

한 능력을 구체화하고 정의된 능력단위에 맞추어 평가기준을 도출함으로써

보다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은 채용전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면접에

있어서 이전에 개인의 인상, 말투 등에 대한 면접관의 주관적인 선호가 평

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많았으나 구조화된 면접을 통해서 평가의 객관

성을 높이고 있다.

둘째, 입사자의 높은 개인-직무 적합성, 조직몰입 등 긍정적 직무태도 형

성 가능성을 높여준다. 전통적 채용 방식에 비해 NCS 기반 채용의 경우 모

집기업과 직무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갖출 것을 지원자에게 요구한다. 지원

서의 자기소개서, 평가전형, 평가요소에 있어서 직무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원자가 모집전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높은 평가

요소를 받았다면 그만큼 직무와 조직에 대한 적합성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입사 후 긍정적인 직무태도를 형성하고 입사자의 높은 만족도와 함께

조직성과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불필요한 스펙(Over-Spec)이 아닌 직무에 적합한 능력(On-Spec)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 기업은 모집직무에 대한 직무기술서를 통해서 어떤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능력단위가 필

요한지 공지한다. 이를 본 지원자는 해당직무에 필요한 능력단위를 강화하

기 위해 선별적으로 교육훈련, 자격사항 취득을 할 수 있어 업무 수행에 불

필요한 능력을 쌓기 위해 소요되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넷째, 능력중심사회 구현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한국산업인력공단,

2017).직무적합성이 높은 인재를 선발하여 기업은 수준 높은 인적자원을 채

용 시부터 보유할 수 있고 이전에 소요되던 재교육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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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기업의 발전은 물론 국가 전반에 있어서 산업현장과 교육현장의

유기적 관계를 증가시키고 수준 높은 인적자원 양성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 기여한다.

제 2 절 개인-직무 적합성(Person-Job Fit)에 대한 고찰

개인-직무 적합성(person-job fit)은 근로자와 업무 간 상호 요구사항의

일치성 및 특성 보완의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Edwards(1991)는 개인-직

무 적합성을 개인의 능력과 직무가 요구하는 특성 간의 적합 및 개인의 요

구와 직무가 제공하는 내·외적인 보상 간의 조화라고 정의하였다. Caldwell

& O’reilly(1990)는 개인이 직무에 제공할 수 있는 것과 직무가 개인에게 제

공해 줄 수 있는 것들 사이의 일치 정도로 정의하였다.

개인-직무 적합성을 보다 상세히 개념화하기 위해서 적합성(fit)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한다. 적합성은 두 변수 간의 양립가능성(compatibility)으로 개

념화 되어 왔다(Kristof, 1996). 양립가능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

다 정의가 상이하다. Chatman(1989)는 균형과 질서를 추구한 최소한의 모

순상태로 정의하였고 Kristof(1996)는 두 변수 간의 일치 정도(일치적 적합)

와 보충의 정도(보충적 적합)을 의미한다고 개념화 한다. 일치적 적합은 유

사하거나 동일한 특성을 보유할 때 일어나며 보충적 적합은 어느 하나의 요

구를 다른 하나가 충족시켜줌으로써 상호 호혜적일 때 발생한다(Muchinsky

et al, 1987). 이러한 적합성 개념에 개인과 직무변수를 고려하면 개인-직무

적합성은 근로자의 특성과 업무 특성의 일치 및 상호 요구에 대한 부합 정

도로 정의할 수 있다.

개인-직무 적합성은 개인-환경 적합성의 하위 개념이다. 과거 연구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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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환경 간의 적합성에서 환경을 직무환경으로 해석해 개인-환경 적합성

과 개인-직무 적합성 개념이 혼재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현재는 개인-환경

적합성의 하위 개념으로 개인-직무 적합성을 분류하고 있다. 개인-환경 적

합성은 환경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 크게 다섯 가지

유형이 대표적으로 연구되어져 왔다. 구체적으로 ① 개인-조직 적합성

(person-organization fit) ② 개인-그룹 적합성(person-group fit) ③ 개인-

직무 적합성(person-job fit) ④ 개인-직업 적합성(person-vocation fit) ⑤

개인-개인 적합성(person-person fit) 유형이 대표적인 개인-환경 적합성의

유형으로 탐구되었다(Kristof, 1996. 이은경, 2003).

개인-조직 적합성은 근로자와 소속조직의 문화 간 적합성을 의미한다. 개

인의 고유한 가치, 목표성격 등과 조직의 가치, 목표, 규범, 분위기 등이 유

사한 정도이다(Kristof, 1996). 근로자가 소속된 조직의 사회화와 관련되며

(Chatman, 1989) 개인-조직 적합성과 효과적인 사회화는 직무태도를 향상

시키고 이직률을 낮추는데 기여한다.

개인-그룹 적합성은 직장 내 소속 팀, 부서 등 하위 집단 구성원과의 동

질성과 융화 정도를 의미한다. 조직 내 하부 집단 구성원과의 성격 유사성,

가치 공유성의 정도를 나타낸다. 개인-직업 적합성은 개인의 특성이 선택한

직업의 특성과의 일치성 여부를 의미한다. 개인-직무 적합성은 개인이 맡고

있는 특정 업무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임에 비하여 개인-직업 적합성은

직업 분류의 관점에서 직무가 요구하는 보편적인 특성과 개인의 특성 간의

관계에 주목한다. 개인-개인 적합성은 상사나 동료들과의 조화도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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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 개인-환경 적합성의 유형8)

유  형 내   용

개인-조직 적합성
(person-organization fit)

근로자와 소속 조직 문화와의 일치성 및 부합성

개인-그룹 적합성
(person-group fit) 

근로자와 조직 내 하위집단(팀, 부서 등) 구성원간의 
성격, 가치관의 동질성

개인-직무 적합성
(person-job fit)

근로자 특성과 자신이 맡은 업무 특성의 일치성 및 
상호 요구사항의 보완성

개인-직업 적합성
(person-vocation fit)

근로자와 근로자의 직업유형(직무의 일반적인 특성)의 
일치성 및 부합성

개인-개인 적합성
(person-person fit) 

근로자와 상사, 동료 등과의 조화도

개인-환경 적합성에 밀접한 연관을 갖는 이론으로 ASA(Attraction –

Selection – Attrition) 이론을 들 수 있다(Schneider, 1987). 특정 조직이나

직무와 적합성이 높을 경우 그 조직, 직무에 매력(Attraction)을 느낀 사람

들이 지원하게 되고 조직은 그 중 더욱 적합성이 높은 사람을 선발

(Selection)한다. 이 후 조직 및 직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적합성이 떨

어진 근로자는 퇴출(Attrition)되는 과정을 겪는다. ASA 이론에 의하면 모

집, 선발, 퇴직이라는 거시적인 인력관리 과정에서 특정한 성격을 가진 사람

들의 특성을 반영한 조직이 생기고 그런 특정 성격들이 조직의 독특한 구

조, 과정, 그리고 문화를 형성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형성된 문화와 적합

성이 높은 인력을 채용하여 자신들의 문화를 유지한다.

8) 강현철 외(2019), 정현철(2016) 기반으로 연구자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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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직무 적합성은 개인-환경 적합성의 하위 유형이며 그 중에서도 많

이 연구되어 온 연구 영역이다. 개인-직무 적합성은 근로자의 특성과 자신

이 맡은 업무 특성의 일치성 및 상호보완성으로 정의할 수 있음을 앞서서

살펴보았다. 근로자가 조직 내에서 직무를 맡게 되는 근본적인 시작점은 해

당 조직과 근로계약을 형성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계약관계란 상호 간

에 주고받는 무언가가 존재해야 한다. Edward(1991)는 이런 근로자와 직무

간의 거래 대상을 욕구-제공 적합성(need-supplies fit)과 요구-능력 적합성

(demand-abilities fit)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먼저 욕구-제공 적합성은 직무에 대한 개인의 물질적, 심리적 보상, 목표,

관심 선호 등의 욕구와 이에 대한 직무의 제공을 의미한다. 근로자가 직무

를 통해서 얻고 싶은 것들은 무엇이며 직무가 그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요구-능력 적합성은 직무가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필요 요건(업무량, 성과, 필요능력, 활동 등)과

근로자의 능력, 태도, 자세의 제공을 말한다. 이는 욕구-제공 적합성의 반대

입장에서 직무가 요구하는 능력치를 근로자가 갖고 있는지에 대한 측면을

본다. 근로자와 직무 쌍방이 서로가 원하는 것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 호

혜적 관계가 되었을 때 높은 적합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개념상으로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개인-직무 적합성을 살펴본다

면 NCS 기반 채용과 관련해서는 요구-능력 적합성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

다. NCS 기반 채용의 경우 직무분석을 바탕으로 직무가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근로자 선발을 지향하므로 요구-능력 적합성이 높은 인재 선발 가능

성이 높으며 이는 개인-직무 적합성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형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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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조직몰입에 대한 고찰

조직 몰입은 자신이 속한 조직과 자아를 동일시하는 긍정적 감정과 정서

적인 애착 정도를 말한다. Tett et al(1993)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한 동질

감, 충성심, 애착심과 같은 정석적 반응으로 정의하였고 Buchanan(1974)는

개인과 조직 간의 심리적 결속의 행태라고 하였다. Sheldon(1971)은 개인의

조직에 대한 애착과 개인을 조직에 연결시키려는 조직에 대한 태도로 정의

하였고 Lee(1971)은 소속감이나 충성심의 정도로 정의하였다. 조직몰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공감하고 있으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연구

되는 관계로 그 정의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Allen & Meyer(1990)는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조직몰입을 3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정서적 몰입(affective commitment)이다. 정서적 몰입이란

조직에 대한 감정적인 애착과 조직원으로 머물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심

리적 애착의 형태로서 가장 많이 쓰이는 몰입으로 조직에 대한 충성과 최선

을 다하고자 하는 의도로 집단에 대한 개인의 정서적인 축적의 의해 발현된

애착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근속적 몰입(continuous commitment)이다. 근속적 몰입은 조직과

근로자의 거래관계에 주목하여 개인이 조직에 머무름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

과 조직을 이탈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고려하는 경제적인 측면의 몰입이

다. 정서적 몰입은 자신이 원해서 하게 되는 자발적인 몰입으로서 동기부여

와 관련이 있는 반면, 근속적 몰입은 조직을 떠남으로써 자신이 감수해야

할 비용 때문에 몰입해야 하는 비자발적인 몰입을 의미한다.

셋째, 규범적 몰입(normative commitment)이다. Wiener(1982)가 제시하고

있는 의무감에 기초한 몰입으로 조직의 목표와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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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행동하려는 내면화된 규범적 압력의 총체를 가리킨다. 조직몰입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개인들은 단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옳고 도덕적인 것이라고 믿

기 때문에 조직에 충성하고 몰입한다는 것이다.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선행연구들은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강용관(2013)에 의하면 개인적인 요소와 관련해서는 ‘근무경력, 결혼여

부, 연령, 이직의도, 정서지능, 학력 등’과 조직몰입의 연관성이 연구되었다.

직무적 요소와 관련해서는 ‘스트레스, 역할모호성, 역할갈등, 직무도전성’ 등

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그 외 조직적 요소로는 ‘조직문화,

의사소통 만족, 보상공정성, 고용보장성’ 등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연구되었다.

제 4 절 이직 및 이직의도에 대한 고찰

1. 개념 및 유형

이직이란 조직 내에서 금전적 보상을 받고 있는 개인이 조직구성원으로서

의 자격을 종결짓는 것을 말한다(Mobley, 1982). 광의의 개념으로 배치, 전

환, 승진과 같은 조직 내부 간의 이동과 입직(accession)처럼 외부에서 내부

로의 이동, 내부에서 외부로의 이동인 이직(quit) 등을 포함하는 조직 내외

의 모든 이동을 의미한다. 협의의 개념은 조직 내부로부터 외부로의 이동을

의미하는 이직(quit)을 말하며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협의의 이직을 연구대상

으로 하고 있다(김정석 외, 2012). 이직은 개인 뿐 아니라 조직차원에서 인

력유출과 비용의 발생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직연구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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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의 유형은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된다(김정석 외, 2012). 첫째, 조직인

스스로의 의사 유무에 따라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할 수 있

다. 자발적 이직은 사직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조직에 대한 불만 혹은 보다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해 다른 조직으로 옮기는 경우와 개인의 사정(결혼, 임

신, 이주 등)으로 경제활동을 멈추는 경우를 말한다. 비자발적 이직은 구성

원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경영자의 입장 또는 특정 사건의 발생에 의해 도

래하는 것으로 기업차원의 구조조정에 의한 정리해고, 정년퇴직, 사망 등을

들 수 있다(이기은 외, 2002).

둘째, 조직이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이 이직의 원인인지에 따라 회피 가능

한 이직과 회피 불가능한 이직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회피가능 이직은 경영

자의 노력에 의해 그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으나, 회피 불가능한 이직은 구

성원의 질병, 사망 등의 불가피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이직이다(정민숙,

1998).

셋째, 이직결과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저성과자가 조직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순기능적 이직과 고성과자가 조직을 이탈하는 것을 의미하는

역기능적 이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정석 외, 2012). 순기능적 이직은 신입

자의 동기 유발에 의한 성과 향상, 고질적 갈등 감소, 인력의 이동성 증가,

새로운 지식과 기술 유입을 기대할 수 있고 역기능적 이직은 우수인재 확보

비용, 조직 기회비용 등이 발생한다.

넷째, 기업 내부의 관리와 통제의 유무에 따라 내부 원인 이직과 외부 원

인 이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부 원인 이직은 임금, 복리후생,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 근무환경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이직으로 관리 및 전략수립

이 용이하다. 외부 원인 이직은 전반적 고용상황, 실업률, 시장 경쟁에 의해

발생하는 이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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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의도는 직장인이 조직의 구성원이기를 포기하고 현 직장을 떠나려는

의도로 아직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은 개인의 이직에 대한 태도나 경향을 말

한다(박득, 2011). Tedd et al(1993)는 이직의도를 조직 이탈을 위한 신중하

고 사려 깊은 생각으로 정의했으며 임서영 외(2010)는 조직에 소속된 구성

원임을 포기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조직을 떠나려는 성향으로 정의하였다.

오인수 외(2007)은 이직의 전 단계로 간주되는 직무태도로서 조직을 떠나려

는 의식적이고 고의적인 의지라 하였다.

Mobley(1978)는 이직 문제를 이직고려, 다른 직장 탐색의사, 이직의도, 실

제 이직 등의 네 단계로 분류하면서 이직의도가 이직을 해석하는 가장 유력

한 예측변수라고 분석하였다. 그 외에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도 이직의도가

실제 이직행동을 효과적으로 예측해주는 선행요인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

에 근로자들의 이직행위에 대한 대체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직가능성,

국가경제상황 또는 가족의 영향으로 인해 이직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직행위로 이어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Hom et al, 1992) 데이터 확보 측면에

있어서 자발적 이직을 결정하여 조직을 이탈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힘든 데이터 절단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안선민 외, 2017) 이

직의도를 이직의 대리변수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2. 결정 요인 및 효과

이직을 결정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조직균형이론(March&Simon,

1958)에 따르면 조직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보상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조

직 내에서 불만족을 느낄 때 이직을 생각하게 되고 다른 대안을 탐색하여

그 대안이 경제적이라면 이직을 하게 된다(장봉진 외, 2018). 이직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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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요인으로 다양한 논의가 존재하지만 대체적으로 개인적 특성, 직무

적 특성, 조직적 특성, 그리고 외부환경 등을 들 수 있다(Cotton & Tuttle,

1986). 여기서 개인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 등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의

미하며 외부환경요인은 실업률, 경제상황 등을 의미한다(안선민 외, 2017).

직무 관련 요인은 조직 차원의 임금, 승진 정책이나 작업 환경요인 차원의

상사, 동료집단 등 또는 직무 내용 요인으로 직무에 대한 만족도 등을 말한

다. Cotton et al.(1986)은 기존의 이직에 관한 실증 분석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2-3]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직무 관련 요인 개인 특성 요인 외부 환경 요인

· 임금

· 업무성과

· 직무명확도

· 직무반복성

· 직무만족도

· 임금에 대한 만족도

· 직무에 대한 만족도

· 감독자에 대한 만족도

· 동료에 대한 만족도

· 승진기회에 대한 만족도

· 조직 충성도

· 연령

· 근속연수

· 성별

· 교육

· 결혼 여부

· 부양자수

· 적성 및 능력

· 지능

· 이직의도

· 기대감에 의한 충족도

· 고용에 관한 인지

· 실업률

· 취업가능성

· 노동조합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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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의 효과로 먼저 부정적인 효과를 검토하면 첫째, 유능한 조직구성원

이 조직을 이탈하게 되면 양질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둘째, 이

탈자의 선발에 있어서 소요된 비용은 매몰비용이 된다. 셋째, 잔류구성원의

조직몰입을 저해하는 등 조직전체의 생산성과 안정성을 낮추며 해당업무에

대한 노하우 전수가 불가능해진다. 1년 미만 이직의 경우, 신입직원이 훈련

을 통해 최소 1~2년은 경과해야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

해보면 첫 번째 요인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둘째, 셋째 부분에 있어서

큰 비용이 발생한다.

이직의 긍정적 효과로는 무능한 종사자 배제, 이동에 따른 신기술 및 지

식의 습득, 조직의 정책과 관행변화 촉진을 들 수 있다. 또한 내부 이동기회

의 증대, 일탈행위의 감소, 신규자 진입에 따른 자극과 신기술 습득도 긍정

적인 측면으로 언급된다. Mobley(1982)는 이직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조직의

관점, 이직자의 관점, 잔류자의 관점에서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다(배진현, 2012).

[표2-4] 이직의 순기능과 역기능

관 점 순 기 능 역 기 능

조직

· 무능한 구성원의 퇴출
· 이동에 따른 신기술, 지식습득
· 내부이동기회, 유동성 증대
· 결근, 지각 등 일탈행위 감소

· 이직 관련 비용 발생
· 인간관계, 의사소통 구조 파괴
· 생산성 저하
· 숙련 인력의 손실

이직자

· 소득의 증대
· 경력의 축적
· 조직스트레스의 감소
· 자기개발 기회의 획득

· 대인관계 손실
· 이동에 따른 스트레스 증가
· 경력기회 축소

잔류자
· 내부 이동 기회의 증가
· 신입에 의한 자극, 신기술 습득
· 만족, 단결, 몰입의 증가

· 대인관계, 의사소통 패턴 파괴
· 호의적 동료의 손실
· 작업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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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선행연구

제 1 절 NCS 기반 채용에 관한 연구

1. NCS 기반 채용 일반에 관한 연구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진실 외(2015)

는 2015년 상반기 NCS를 도입한 1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NCS 채용의

효율성(채용의 공정성, 채용준비과정의 효율성, 기업의 비용절감, NCS 채용

의 이해도) 및 최근 5년간 채용인원과의 비교, 지역인재 채용비율, 출신대학

분포와 조기이직률을 조사하였다. 채용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면담

조사를 통해서 NCS 채용이 효율성을 갖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특히

직무적합성이 높은 인재를 선발해 퇴사를 낮추었다는 분석결과를 보이고 있

다.

손배원(2016)은 NCS 기반 채용을 국가적 수준에서의 역량 체계화를 인적

자원관리에 적용한 것에 주목하였다. NCS 기반 채용은 국가적 수준에서 특

정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를 체계화하

여 일종의 역량사전을 만든 것으로 기업은 자체적인 특성과 역량사전을 감

안하여 해당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NCS 기반 채용

사례로 한국남동발전,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소개하고 있으

며 NCS 기반 채용시스템을 이용해 직원채용 시 직업기초능력평가와 더불

어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함으로써 직무적합성, 조직적합성이 높은 인재를 선

발하였다고 평가한다. 특히 한국산업인력공단 사례에서는 NCS 기반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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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을 통해 중도 이탈률이 전년대비 9%에서 2%로 낮아지는 등 선발도구

측면에 있어서도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김광모 외(2017)는 NCS 기반 채용 도입기관이 직업기초능력 부문에 있어

서 어떠한 요소를 중요시하는지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하였다. NCS를 도입

한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정부출연 공공기관 10개 곳의 채용

담당자(경력 5년 이상)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후 AHP(계층분석법)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직업윤리 및 대인관계와 관련된 사항들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고 외국어 능력 등 업무와 무관한 능력의 중요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을 토대로 조직에 대한 이해도와 조직 시스템 하에서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춘 지원자를 선호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서용수 외(2017)는 한국국토정보공사 2017년 신입사원(109명)을 대상으로

NCS 기반 채용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직무능

력평가 부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고 직업기초능력평

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설문이 많았다. NCS 기반 채용이 필기시

험에 있어서 여전히 직무능력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연구

자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심층면접방법 도입을 제안한다.

강현철 외(2019)는 NCS 기반 채용제도를 고찰하고 정부출연기관 최초로

NCS 채용을 실시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도입과정에 대한 사례연구를 하

였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NCS 채용 도입 배경, 도입과정, 도입 후 결과

등을 상세히 조사하였고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NCS 기반 채용

제도를 기업 고유의 특성과 비전, 목표, 철학을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설계할

경우 인재를 적재적소에 선발하는데 유용하며 블라인드 채용에도 효과적으

로 적용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린다.

임효창 외(2015)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채용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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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NCS 기반 채용이 기존의 채용방식에 비해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지원자를 평가하는 등 개인-직무적합성, 개인-조직 적합성을 높였다고 평가

한다. 서비스 산업의 NCS 기반 채용 도입을 위해서 직무 분석, 관련 학계

의 교육과정 신설, 경력관리와 인사평가 연계 등을 제안한다.

강석주 외(2015)는 NCS 기반 신 직업자격 현황을 조사하고 현상학적 연

구 방법을 통해 NCS 기반 채용에 대한 취업준비생 4명의 인식 분석을 하

였다. NCS 기반 신 직업자격 현황은 2014~2015년 434개의 직업자격이 완성

되었으며 취업준비생들은 NCS 기반 신 직업자격에 높은 관심 수준을 나타

내었다. 그리고 NCS 기반 채용을 통해서 직무 외 자격에 대한 준비시간이

줄어들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NCS 기반 채용이 구직자와 기업의 미스매치

(mismatch) 현상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도 필요함을 제안한다.

2. NCS 기반 채용의 효과에 관한 연구

이소예(2016)는 이공계열의 직장인 202명을 대상으로 기존 채용방식을 거

친 응답자와 NCS 기반 채용을 거친 응답자 간 전공 및 직무 연계 변인의

차이 유무를 분석하였다. 전공 직무 일치도, 전공 직무 활용도 측면에서

NCS 기반 채용을 거친 집단은 기존 채용 방식을 거친 집단에 비해 유의미

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개인-직무 적합성, 직무만족도에서도 NCS 기반

채용을 경험한 집단이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개인-조직 적합성에서는 유의

미한 차이가 없었다. 인사담당자와의 면담에 있어서 NCS 기반 채용제도가

직무역량의 미스매치를 감소시켜 이직률과 퇴직률을 낮추는 효과를 보였으

나 지원자들의 입사 준비 시간 증가, 평가기준의 불명확성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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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삼 외(2017)는 항만공기업 인사담당자(13명) 및 신입사원(43명)을 대

상으로 NCS 기반 채용제도의 적합성, 효율성, 만족도, 이해도 및 수용성, 성

과 등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에 기반한 실증연구를 하였다. 분석결과 적합성

측면에서는 기존 채용방식 대비 높은 적합성을 보였고 시간 소요 등 효율성

에 있어서는 필기시험에서는 개선, 지원 및 면접단계에서는 악화를 보였다.

만족도에 있어서 필기시험 외 단계에서는 개선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이해

도 및 수용성은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NCS 채용 제도에 대한 적

합성과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무수행 능력과 직무수행 성과 우수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노영규(2016)는 임의 표본추출법에 통해 기획재정부 선정 30개 공기업, 3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질적 사례연구 및 문헌연구를 실시하여 NCS 기반

채용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NCS 기반 채용은 채용공정성을 높

여주며 구직자가 채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직무와 조직에 적합성이 높은 우수 인재를 채용할 가능성

을 높여준다고 보았다.

배창옥 외(2016)는 2016년 한국산업인력공단 신규직원 채용 입사지원자

266명을 대상으로 채용전형에 대한 만족도, 지원자들의 향후 NCS 기반 채

용에 대한 기대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채용전형 전반에 걸쳐서 5점

만점에 4점대의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향후 NCS 기반 채용 확대

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었다.

이승 외(2016)은 NCS활용확산 성과의 객관적인 측정을 위한 성과분석 모

형을 개념화하고, NCS활용 성과분석 지표 및 도구를 개발하여 전문가협의

회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NCS 활용확산에 따른 성

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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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의 한계

NCS에 관한 선행연구는 처음 NCS의 도입 취지가 산업현장을 반영한 실

용적인 교육 및 자격과정 발전이었기에 NCS를 활용하여 교육과정 및 자격

검증과정을 운영하는 방안에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이후 NCS 기반 채용

에 대한 논의가 2014년 부터 본격화되면서 NCS를 채용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지만 NCS 기반 채용이 이루어진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은 연구가 있지는 않다. 선행연구 대부분도 NCS 기반 채

용의 개념을 소개하거나 각 기관의 도입 현황, 사례심층분석 등 질적 연구

의 형태이다. 그 외 NCS를 경험한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거

나 인적구성의 특징을 도출하는 연구, 능력중심채용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형태도 있었다.

전통적 채용시스템이 전인적 요소, 전반적인 역량을 평가했던 것에 비해

NCS 기반 채용시스템은 블라인드 채용시스템을 접목하면서 직무능력 중심

평가로 대전환 하였다. 이전에 당연하게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나이, 성별, 학벌, 전공 등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항목은 아예

입력항목에서 제외되었으며 지원자의 일대기 정리식의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직무에 대한 경험, 교육사항, 자격사항, 직무 및 회사의 미션에 대한 이해를

묻는 자기소개서로 바뀌었다. 그 외 필기, 면접전형에서도 직무능력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 평가 기준 등을 크게 조정하였다. 이렇듯 입사 지

원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채용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공공기관 채용

은 청년구직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자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인 점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 채용시스템의 큰 변화를 가져온 NCS 기반 채용의 효과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한 부문이었지만 선행연구는 크게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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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기반 채용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NCS 기반 채용으로 입사

한 사람과 전통적 채용시스템으로 입사한 사람들 간의 차이를 분석하거나

NCS 기반 채용으로 입사한 집단에 대한 직무태도, 성과 등에 대한 심도 있

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 조직에서 NCS 기반 채용

으로 입사한 사람들과 전통적 채용으로 입사한 사람들 간의 조직 내 행태에

대한 비교 연구를 시도하였다. NCS 기반 채용을 경험한 근로자의 경우 입

사 후 직무태도에 있어서 전통적 채용을 경험한 사람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긍정적인 성향을 갖는지 등을 분석해보았다.

제 2 절 개인-직무 적합성(Person-Job Fit)에 관한 연구

김미희 등(2012)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인의 직업의식과 직업윤리’

연구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근로자 6,044명 대상 설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개인-직무 적합성과 과업 성과(공식적인 업무를 성공

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조직의 주요 기능에 공헌하는 활동) 및 맥락성과(조직

시민행동과 같이 조직 내 조직적, 사회적, 심리적 맥락을 형성함으로써 조직

의 효과성에 기여하는 활동)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개인-직무

적합성과 과업 및 맥락 성과 관계는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보였다. 과업

특성으로 과업 중요성과 자율성을 조절변수로 고려했을 때 조절효과 여부는

개인-직무 적합성과 과업성과 간에는 정(+)의 조절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개인-직무 적합성과 맥락성과 관계에서는 과업 중요성만 정(+)의 조절효과

를 보이고 자율성은 특별한 조절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강다헌 외(2012)는 서울에 위치한 특1급 호텔 종사원 266명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토대로 개인-직무 적합성이 직무만족 및 고객지향성과 정(+)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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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는지 여부 등을 실증 분석하여 확인하였다. 이은경(2003)은 개인-직무

적합성 측정에 있어서 ‘Interplace’ 소프트웨어의 유용성을 살펴보고 개인-직

무 적합성과 직무 만족,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국내 7개

기업 사무직 종사자 1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인-직무 적

합성과 직무스트레스 간의 부(-)의 관계를 보임을 주장한다. 하지만 직무

만족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최보인 외(2011)는 입사 3년 미만의 초기 조직진입자들을 대상으로 개인-

직무 적합성을 개인-직무 적합성(욕구)와 개인-직무 적합성(능력)으로 구분

하고 조직시민행동, 조직몰입과의 관계 등을 분석하였다. 13개 기업 223명에

대한 설문을 토대로 개인-직무 적합성(욕구)와 개인-직무 적합성(능력)은

직무만족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기타 다른 요인들은 하위변수별로 상이

한 영향을 보였다.

Kristof(1996)는 개인-조직 적합성의 구성개념을 보다 정확히 정의하기 위

하여 다른 개인-환경 적합성(개인-그룹, 개인-직업 적합성 등) 개념과의 명

확한 구별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명확한 정의를 기반으로 개인-조직

적합성의 측정을 위한 측정도구의 개선과 개인-조직 적합성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다. Kristof-brown et al.(2005)는 메타 분석을 통해서 개인-환경 적

합성을 개인-직무, 개인-조직, 개인-그룹, 개인-상사 적합성으로 실증적인

구분을 시행한다. 또한 개인-직무 적합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과 몰입이 높

고 이직의도가 낮아진다고 분석하였다.

O’Reilly et al(1990)은 프로필 비교 검증 방법(profile-comparison

process) 통해서 개인의 자질과 직무의 능력요구사항 간 높은 적합성을 갖

는지 측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개인-직무 적합성은 업무 성과, 직

무만족과 정(+)의 관계를 가짐을 실증 분석을 통해서 주장한다. Kristy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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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001)은 개개인 스스로 인지하는 개인-직무 적합성과 개인-조직 적합성

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231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직무만족과

이직 의도에 있어서 개인-직무 적합성보다 개인-조직 적합성이 이직의도와

더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등 두 개념은 서로 구분되어서 분석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제 3 절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

최명옥 외(2005)는 개인-환경 부합성과 조직몰입 등의 연관성을 회사원

331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개인-환경부합성을 개인-직무,

개인-조직, 개인-상사 부합성으로 세분화하여 그 중 개인-조직 부합성이 조

직몰입과 가장 관련성이 높으며 그 정도는 개인-직무 부합성과 개인-상사

부합성이 낮을수록 높은 조절효과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김왕배 외(2002)는 사회적 신뢰, 조직 신뢰와 조직몰입의 관계에 대해 분

석하였다. 50인 이상의 사업장을 무작위 표본추출하여 이루어진 설문조사를

토대로 조직몰입을 정서적 몰입, 근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으로 세분화하여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신뢰 중 평판신뢰는 정서적 몰입에 영향을 미쳤

으며 지식/유용 신뢰는 근속적 몰입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조직신뢰인 제도신뢰, 경영주에 대한 신뢰가 정서적 몰입, 근속적 몰입, 규

범적 몰입에 미치는 효과가 더 컸다.

이환범 외(2006)은 경상북도 경찰청 산하 경찰서 소속 공무원 253명에 대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조직몰입, 이직의도 등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직무스트레스는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부(-)

의 영향을 미쳤고, 직무만족은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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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조직몰입은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쳤으며 직무스트레스

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매개로 하여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장한다.

Mathiew et al(1990)은 개인특성변수, 직무특성변수, 집단-리더 관계변수,

조직특성변수, 역할특성변수로 분류하여 메타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조직효과성과 관련된 변수 중에서 조직몰입은 이직행위 예측변수로 가장 빈

번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성별과 조직몰입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Sheldon(1971)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개인이 다른 조직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지기에 나이가 많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아진다고 주장하

였다.

제 4 절 이직 및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

안선민 외(2017)는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자료를 통해 성비로 측정

한 다양성은 자발적 이직을 높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봉제로 측정한

효율성을 포함하여 다양성과 연봉제의 상호작용이 자발적 이직을 더 높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황창호(2012)는 공공기관 구성원 385명에 대한 설문조사

를 통해서 이직충동과 실질적 이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동일하지

않음을 보였다. 기관장리더십, 보수나 승진, 복지 등에 대한 만족도, 역할과

다는 이직충동에는 영향을 주었지만 이직활동에는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박득(2011)은 콜센터 상담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직무만족요인(보상,

승진 등)은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직무만족, 조직몰입

은 이직의도를 감소시킨다고 분석하였다. 박상현 외(2007)는 여행업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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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실증분석을 통해서 보상제도(승진, 동료와의 관계

등)가 이직의도를 23%정도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직

무만족, 개인적 특성(담당업무, 연령 등)에 따라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봉진 외(2018)은 개인-환경 적합성(개인-조직 적합성, 개인-상사 적합

성)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 및 직무만족의 조절효과를 A공공기관 131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조직 적합성만 이

직의도와 유의한 부(-)의관계를 나타냈으며 직무만족의 조절효과도 개인-조

직 적합성과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만 유의미하였다.

김정석 외(2012)는 대덕특구 소재 벤처기업 종사자 458명에 대해 설문조

사를 실시하여 조직몰입과 자발적 이직의 관계, 성별과 직종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정서적 몰입, 근속적 몰입은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쳤으

며 규범적 몰입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조절효과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정서적 몰입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부(-)의 효과가 컸으

며 직종에 있어서 사무 관리직의 경우 근속적 몰입이 이직의도를 크게 낮추

었다.

주효진(2012)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본부 직원 1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여 개인-직무 적합성과 이직의도 등에 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개인과 직무 적합성은 P<0.1의 수준에서는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관계를

보였지만 이직의도와는 통계적 유의성을 찾지 못하였다. 다만, 개인-조직 적

합성과 이직의도 간에는 유의미한 부(-)의 관계를 보였다.

김상현 외(2008)는 국내 대기업 연구소 R&D 인력 211명을 대상으로 직무

자체의 특성(기능다양성, 과업중요성 등)과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지와

의 관계를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이때 개인의 주관적 개인-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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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이 직무특성과 결과변수 분석에 있어서 조절변수 역할을 하는지 함께

검토하였고 직무의 일부 특성에 있어서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개인-직무적

합성이 조절변수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한편, 이직의도에

는 개인-직무적합성이 조절변수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Kristof-Brown et al.(2005)는 지난 100여 년간의 개인-직무 적합성 연구

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개인-직무 적합성과 이직의지와는 부(-)의 상

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O'Reilly et al.(1991)도 개인과 직무적

합이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Cable &

DeRue(2002)는 개인-직무 적합성에 대한 욕구가 낮을 경우 욕구 미충족으

로 인하여 이직의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았으며, 이에 비해 개인-직무 적합

성의 능력이 낮을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직의도를 높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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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방법

본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이론적 논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NCS 기반

채용 과 직무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분석모형을 수립한다.

앞서의 선행연구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NCS 기반 채용의 유용성

에 대한 양적분석은 많지 않으며 한 집단에서 기존 채용방식을 경험한 집단

과 NCS 기반 채용방식을 경험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2015년~2016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NCS 기반

채용이 직무적합성을 높이는 성과를 나타냈는지 알기 위해서는 기존 채용

방식을 겪은 집단과의 비교가 전제되어야한다. 또한 각 기업별로 직무 환경

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동일한 기업체 근무자에 한정해 분

석을 실시하는 것이 NCS 기반 채용시스템 외 다른 변수가 직무태도에 미

치는 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NCS 기반 채용을 2016년 도입 완료한 공공기관(한국가스

안전공사)을 대상으로 NCS 기반 채용시스템의 도입 여부가 입사자의 직무

태도(개인-직무 적합성,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분석단위는 개인수준으로 하며 NCS 기반 채용 경험 여부와

직무태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t-test를 통해 분석한다. 또한 개인-

직무 적합성, 조직몰입이 이직의도와 NCS 기반 채용을 매개하여 부(-)의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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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1. 연구가설

2014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된 공공기관 NCS 기반 채용시스템은 블라인

드 채용과 함께 이루어지면서 직무 중심의 인재 선발을 추진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 채용에 있어서 NCS 기반 채용시스템은 도입된 것으로

판단되며 입사 지원서 작성에 있어서 직무적성 왜 신상에 관한 부분 작성은

금지하고 있다.

NCS 기반 채용의 도입 목적은 전통적 채용방식이 사람 중심의 채용이었

으며 직무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지 않아 구직자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

기 위해 불필요한 자격요건 취득에 많은 금전적, 비금전적 비용을 사용하였

고 그로 인해 청년구직자는 물론 그 가족들도 부담을 느끼게 되는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 큰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산

업현장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직무에 필요한 능력단위를 갖춘 구직자를

채용할 경우 기업의 재교육 비용 감소, 구직자의 취업가능성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사람-직무의 미스매치로 인해 발생하는 직장 내 부적응, 조기이

직의 문제점도 해소시킬 수 있다. 인적자원관리에 있어서 성별, 나이, 학벌

등 직무 외 요소를 배제하고 오직 직무능력을 토대로 선발 및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는 환경 형성에도 기여한다.

NCS 기반 채용이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개인-직무 적합성 향상

을 기대할 수 있다. 개인-직무 적합성 중 특히 직무가 요구하는 능력을 근

로자가 갖추고 있을 때 발현되는 요구-능력 적합성의 향상이 기대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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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NCS 기반 채용은 기업의 모집직무에 대해서 어떠한 능력단위요소

가 시행되고 그 능력단위요소를 성공적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식, 기

술, 태도가 필요한지 직무기술서를 통해 지원자들에게 공지하고 있다. 모집

직무에 관심이 있는 구직자는 미리 직무기술서를 참고해 자신의 교육사항,

자격사항, 경험사항을 설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다. 모집분야에

요구되는 수행준거에 대한 준비성이 높은 지원자일수록 입사 확률이 높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NCS 기반 채용시스템을 경험한 신규 직원의 개인-직무

적합성이 전통적 채용시스템을 통해 입사한 신규 직원보다 높을 것으로 추

정할 수 있다.

가설 1-1 : NCS 기반 채용을 통해 입사한 직원의 개인-직무적합성은

전통적 채용을 통해 입사한 직원보다 높을 것이다.

개인-직무 적합성 뿐 아니라 조직몰입에서도 NCS 기반 채용시스템 경험

자가 전통적 채용시스템 경험자보다 높을 것으로 추론하였다. NCS 기반 채

용 입사지원서의 경우 지원자의 개인 일대기를 묻기보다는 회사의 구체적인

직무에 대한 지원자의 생각과 비전을 묻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원자는

지원서 작성 시 직무와 연관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각하기 위해 회사에

대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습득하는 경향이 있다. 임효창 외(2015)에 의하면

NCS 기반 채용시스템을 도입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신입직원 입문교

육 시 공단 현황 소개 시간을 별도로 할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조직이해

도가 높았다. 조직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본 후 지원하였고 합격 후 최종입

사를 결정하였으므로 조직몰입도 역시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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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2 : NCS 기반 채용을 통해 입사한 직원의 조직몰입은 전통적

채용을 통해 입사한 직원보다 높을 것이다.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금전적 보상, 직무만족도, 개인-조직

적합성 등)이 동일하다고 할 때 NCS 기반 채용시스템을 경험하고 입사한

신규직원의 경우 직무 관련 요인(조직에 대한 충성도, 동료에 대한 만족도

등)으로 인하여 이직의도가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NCS 기반 채용으로 입

사한 직원의 경우 회사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갖은 상태에서 입사하였으

므로 적응력, 업무능력이 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스트레스를 감소

시키는 등 조직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입사 후 빠른

적응을 기대할 수 있으며 높은 적응력은 입사 후 회사생활로 인한 여타의

불만족의 상쇄시켜주는 요인이 되어 이직의도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가설 1-3 : NCS 기반 채용을 통해 입사한 직원의 이직의도는 전통적

채용을 통해 입사한 직원보다 낮을 것이다.

이직의도와 관련해서는 개인-직무 적합성,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도 함께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1에서 개인-직무 적합성, 조직몰입이 NCS 기반 채

용 경험과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될 경우, NCS 기반 채용과 이직의도

에 있어서 매개효과를 갖는지에 대한 가설을 검토한다. 이상의 가설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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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 NCS 기반 채용을 통해 입사한 직원은 전통적 채용을 통해 입사한 

직원보다 긍정적인 직무태도를 보일 것이다.

가설 1-1 : NCS 기반 채용을 통해 입사한 직원의 개인-직무적합성은 전통적 

채용을 통해 입사한 직원보다 높을 것이다.  

가설 1-2 : NCS 기반 채용을 통해 입사한 직원의 조직몰입도는 전통적 채용을 

통해 입사한 직원보다 높을 것이다. 

가설 1-3 : NCS 기반 채용을 통해 입사한 직원의 이직의도는 전통적 채용을 

통해 입사한 직원보다 낮을 것이다. 

가설 2 : NCS 기반 채용시스템 경험여부는 개인-직무적합성, 조직몰입을 

매개하여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 개인-직무 적합성은 NCS 기반 채용 경험과 이직의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2-2 : 조직몰입은 NCS 기반 채용 경험과 이직의도를 매개할 것이다. 

2. 연구모형

위의 논의를 토대로 변수들을 정리하면 가설 1의 경우 독립변수는 NCS

기반 채용시스템 경험 여부이다. 종속변수는 3가지로 ① 개인-직무 적합성

② 조직몰입도 ③ 이직의도이다. 가설 2의 경우 독립변수는 NCS 기반 채용

시스템 경험 여부, 매개변수는 ① 개인-직무 적합성 ② 조직몰입도, 종속변

수는 이직의도가 된다. 이를 연구모형으로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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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 연구모형

1) 가설 1

2) 가설 2

제 2 절 연구대상

1. K 공기업 개요

연구대상집단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에 의거해

1979년에 설립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가스안전기술의 개발 및 가스

안전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스의 위해로부터 국

독립변수

NCS 채용

경험 여부

매개변수

① 개인-직무적합성

② 조직몰입

종속변수

이직의도

독립변수

NCS 채용

경험 여부

종속변수

① 개인-직무 적합성

② 조직몰입

③ 이직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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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가스안전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

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스안전검사, 시공감리, 가스점검, 가스사용인력 대상

양성·법정 교육시행, 가스사용 기기 및 시설에 대한 인증, 가스 사용 관련

조사 연구 및 정보수집 사업 등이 있다. 가스는 석유 등 다른 화석연료에

비해 운송이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폭발력이 강하

여 잘못 사용할 시 큰 화재와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

한 안전점검 서비스를 전담해 현장에서 법 규정에 맞는 가스의 사용이 이루

어지는지 점검하는 업무를 정부를 대신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담당하고 있

다.

조직현황은 본사는 충북 음성(‘13년 12월 지방이전)에 위치하며 가스안전

교육원 및 가스안전연구원을 부설기관으로 두고 있다. 그 외 전국 주요시도

에 28개 지역본부(지사)가 있다. ’19년 기준 정원은 1408명, 현원은 1413명

(남자 1197명, 여자 217명)으로 인원수준은 일반적인 규모의 공공기관이다.

직급은 총 7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대졸수준은 5급 신입으

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7급 신입으로 입사하고 있다. 1인당 평균급

여는 ‘18년 결산 기준 약 6800만원이고, 신입직원의 경우 약 3600만원을 지

급하여 공공기관 평균 수준을 보이고 있다9).

2. K 공기업 채용전형, 6년 간 채용자 및 이직자 등

1) 채용 전형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채용전형을 2013년~2015년까지의 전통적 채용방식과

9) 공공기관 알리오 참조. 2018년 전체 공공기관 신입직원 평균 보수는 3530만원으로 추정된다(중앙

일보, 19년 5월 3일 기사, “공공기관 초봉 '톱10' 살펴보니…연구기관·금융기관이 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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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의 NCS 기반 채용방식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전통적 채용방식

과 NCS 기반 채용방식 모두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

격자 선정 순으로 이루어지나 세부 평가 기준과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다.

전통적 채용방식에서는 서류전형 평가에 있어서 전공과 모집단위의 일치

여부, 어학성적, 자격사항을 1차 평가로 검토 후 전략적 도전, 위기관리능력,

전문직무역량, 창의적 혁신능력에 대한 2차 심사를 진행하였다. 대학교 전공

자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점, 업무와 크게 상관없는 어학성적의 고득점

순으로 평가가 이루어진 점, 기본 인성 및 가치관 등에 치우친 2차 심사 평

가 기준을 고려할 때 지원자의 직무 능력보다는 전인적인 역량, 속인주의적

요소에 초점을 둔 평가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필기전형에 있어서도 인문학적 소양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사 시험이 포함

되었다. 직무능력평가에 있어서 언어, 수리, 논리영역 등 흔히 이야기 하는

적성시험이 이루어졌으며 이 외 전공시험을 실시하였다. 면접전형에 있어서

는 집단토론과 인성면접을 실시하여 최근의 구조화 면접, 상황면접에 비교

하여 면접의 신뢰성이 낮았다고 보인다.

NCS 기반 채용방식에서는 서류전형에 있어서 교육사항, 자격사항, 경력

사항을 1차 평가로 검토 후 직무역량, 조직이해, 문제해결, 자기개발 항목에

대한 2차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적 채용 방식과 비교하여 단순히 전

공 여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비전공자라도 해당 모집분야와 관련된 교육을

듣고 자격과 경력을 함양하였다면 평가에 있어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 또

한 어학성적도 고득점 순이 아닌 일정 점수 이상인지 여부만을 검증하는 방

식으로 전환하였다.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떠나 2차 심사 평가 기준에 있어서는 분명히 속인주의 요소 보다는

직무능력에 기반한 평가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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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전형에 있어서 직무수행능력평가는 전공에 대한 지식 측정을 통해 이

루어지고 있으며 직업기초능력평가는 NCS 기반 직업기초능력 분류에 기반

하여 수리능력을 제외하고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평가하고 있다.

면접전형은 실제 업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전공지식 등

을 활용해 해당 상황의 해결을 위한 논리성을 측정하는 상황면접을 1차로

실시한다. 이때 구조화된 면접질문지를 통해서 지원자의 답변에 따라 미리

정해진 심도 있는 질문을 추가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면접

전형의 표준화를 높여 면접관의 자의적인 판단, 면접자의 인상에 의해 좌우

되는 평가의 오류 등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2차 면접은 직업기초능력 평가

면접으로 토론과정에서의 태도, 지원서에 기반한 기본인성 질문을 하고 있

다.

2) 6년 간 채용자, 이직자, 설문대상자

2013년 이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채용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8년

까지 연간 최소 64명부터 최대 120명까지 신입/경력직을 채용하였다. 최근

6년 간 총 485명을 채용하였는데 이는 전체 정원이 1408명임을 고려할 때

전체 인원의 28.3%가 입사 6년 차 미만임을 의미하므로 상당히 높은 수준

이다. 입사자 중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은 20.2% 이다. 연도별로는

2013년 13.6%, 2014년 20.0%, 2015년 17.2%, 2016년 16.7%, 2017년 20.3%,

2018년 33.3%로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에는 총 인원의 1/3이 여

성일 정도로 그 비율이 증가하였다. 지방인재 채용 비율도 전통적 채용시스

템에서는 60%를 하회하였으나 NCS 기반 채용 도입 첫해인 2016년 처음으

로 60%를 넘었으며 이후 2016년 61.5%, 2017년 62.5%, 2018년 66.7%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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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근접성 및 이전지역인재 가점 등의

영향도 있겠지만 NCS 기반 채용과 블라인드 전형 도입 영향이 크다고 판

단된다. 2013년 이후 입사자(경력, 7급 포함) 인력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4-1] K공기업 2013년 이후 입사자 현황

(단위 : 명)

채용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인원

채용인원 66 120 64 96 64 75 485

신입 54 97 57 57 47 75 387

경력 12 23 7 39 17 0 98

남 57 96 53 80 51 50 387

여 9 24 11 16 13 25 98

여성비율 13.6% 20.0% 17.2% 16.7% 20.3% 33.3% 20.2%

수도권 35 65 26 37 24 25 212

비수도권 31 55 38 59 40 50 273

지방인재 
비율 47.0% 45.8% 59.4% 61.5% 62.5% 66.7% 56.3%

5급
(학사) 52 107 51 87 64 70 431

7급
(고졸) 14 13 13 9 0 5 54

본 연구의 대상은 2013년 이 후 5급 신입 입사자이다. 2016년 NCS 기반

채용 도입 이후 3개년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와 대응한 비교 집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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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5년 입사자 집단을 설정하였다. 또한 경력직의 경우 이전에도 직무

관련 경험 등에 주안점을 두고 채용이 이루어졌고 필기전형을 거치지 않는

다는 점을 고려해 배제하였다. 7급 고졸 직원의 경우에도 직업기초능력 평

가 중심으로 필기시험과 면접전형이 이루어지므로 개인-직무 적합성을 향

상시켰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워 배제하였다. 2013년 이후 5급 신입 입사자

의 인적구성 현황과 이직자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4-2] K공기업 2013년 이후 5급 신입 입사자 현황

(단위 : 명)

채용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인원

5급 신입 40 84 44 48 47 70 333

남 35 64 37 41 35 46 258

여 5 20 7 7 12 24 75

여성비율 12.5% 23.8% 15.9% 14.6% 25.5% 34.3% 22.5%

수도권 28 52 21 24 16 25 166

비수도권 12 32 23 24 31 45 167
지방인재 

비율 30.0% 38.1% 52.3% 50.0% 66.0% 64.3% 50.2%

퇴사자 10 13 4 2 0 2 31

퇴사율 25.0% 15.5% 9.1% 4.2% 0.0% 2.9% 9.3%

1년 미만 3 7 1 1 - 2 14
1년 미만

조기퇴사율 7.5% 8.3% 2.3% 2.1% 0.0% 2.9% 4.2%

2년 미만 3 1 - - - - 4

3년 미만 - 2 3 1 - - 6

4년 미만 - 1 - - - - 1

5년 미만 2 1 - - - - 3

6년 미만 2 1 - -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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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퇴사율의 경우 2013년 25%, 2014년 15.5%, 2015년 9.1%, 2016년

4.2%, 2017년 0%, 2018년 2.9%로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다. 근속연수

가 증가함에 따라 누적 퇴사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1년 미만

조기 퇴사자 비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경우 2013년 7.5%, 2014년

8.3%, 2015년 2.3%, 2016년 2.1%, 2017년 0%, 2018년 2.9%를 기록하였다.

2016년 이후는 1년 미만 조기퇴사율이 모두3% 미만으로 도입 전과 비교해

의미 있는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는 청년실업률의 증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2013년 12월)에 따른 지역인재 유입의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기

는 하나 NCS 기반 채용을 2016년에 실시했음에 고려할 때 NCS 기반 채용

시스템 실시여부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론된다.

설문대상자는 설문시작일 기준 재직자로 하였다. 휴직자 등을 제외한 설

문대상인원은 293명이며 입사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4-3] 설문조사 대상자의 입사연도 분포

(단위 : 명)

채용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인원

설문대상자 27 66 39 46 47 68 293

제 3 절 연구도구

1. 연구도구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NCS 기반 채용시스템과 입사자의 긍정적인 직무태도(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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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적합성, 조직몰입, 이직의도)와의 연관성을 살펴본다. 또한 NCS 기반

채용시스템이개인-직무 적합성과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을 경우

이를 매개로 이직의도를 낮추었는지에 검증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선행연구,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직생활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설문의 척도는 Liker식 5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인구통계학적 구성을 조사하는 문항을 포함해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 상세 문항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아래와 같다.

[표4-4] 설문지 구성

변수 문항수 설문연구 참조 척도

개인-직무 적합성 5
최보인 외(2011), 이소예(2016)

Cable & Derue(2002) 등

리커트 5점 

척도
조직몰입 4 공직생활실태조사 참조

이직 의도 3
김상현 외(2008)

Micheal et al(1982) 등

인구사회학적 변수 5 - 명목 척도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문항

1) NCS 기반 채용시스템 경험

NCS 기반 채용시스템 경험 여부는 입사연도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측정

하였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경우 2016년에 NCS 기반 채용시스템을 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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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므로 2013년~2015년 입사자는 전통적 채용시스템 경험자로, 2016

년~2018년 입사자는 NCS 기반 채용시스템 입사자로 분류하였다.

2) 개인-직무 적합성

개인-직무 적합성은 개인의 능력과 직무가 요구하는 특성 간의 적합 및

개인의 요구와 직무가 제공하는 내·외적인 보상 간의 조화(Edwards, 1991)

라고 정의한다. 개인-직무 적합성 측정을 위한 설문문항은 아래와 같다.

[표4-5] 개인-직무 적합성 설문문항

3) 조직몰입

조직몰입은 자신이 속한 조직과 자아를 동일시하는 긍정적 감정과 정서적

인 애착으로 정의한다. 조직몰입 측정을 위한 설문문항은 아래와 같다.

변 수 구분 설문항목

개인-직무

적합성

1 내가 가진 지식, 기술, 능력은 현재 직무와 잘 맞는다

2 종합적으로 나의 현 직무는 나의 적성에 잘 맞는다

3
현 직무 수행을 통해 제공되는 물질적 보상(직업적 안정

성, 임금 등)은 나의 기대치에 부합한다

4
현 직무 수행을 통해 제공되는 심리적 보상(성취감, 성

장성 등)은 나의 기대치에 부합한다

5
종합적으로 나는 현재 직무로부터 내가 원하는 수준을 

충분히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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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6] 조직몰입 설문문항

4) 이직의도

이직의도는 직장인이 조직의 구성원이기를 포기하고 현 직장을 떠나려는

의도라고 정의한다. 이직의도 측정을 위한 설문문항은 아래와 같다.

[표4-7] 이직의도 설문문항

변 수 구분 설문항목

이직의도

1 나는 간혹 현재 직장을 영원히 떠나고 싶다고 느낀다.

2
나는 좀 더 높은 임금을 제안한다면 이직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다.

3
나는 친한 친구에게 우리 회사 입사를 추천하지 않을 것

이다.

변 수 구분 설문항목

조직몰입

1
나는 이 조직에 남기 위하여 어떤 직무라도 수행할 용의가 
있다

2
나는 조직의 성공을 위해 보통 수준 이상으로 노력할 용의가 

있다

3 나는 우리 조직에 대해 소속감을 강하게 느낀다

4
우리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는 나의 가치와 대체로 일치
한다



- 57 -

제 4 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13년 이후 5급 신입공채 입사자 중 2019년 5월 20일 기준

재직자 293명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휴직자 등은 자료수집의 편의성 등을

위해 제외하였다. 설문은 2019년 5월 20일 ~ 5월 24일 간 내부 포털사이트

를 통해 실시되었다. 설문조사 소개 시 NCS 기반 채용시스템이 입사자의

긍정적 직무태도 형성과의 관련성을 연구한다는 목적을 밝히지 않았다. 다

만 2013년 이후 입사자들의 직무태도를 학술적인 연구 차원에서 조사한다고

소개하였다. 이직의도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무기명이 아닐 경우 솔직한 답

변을 기대하기 어려워 무기명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193명이 설문에

응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 응답자 3명을 제외하여 응답률은 64.8%이다.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진 문항에 대한 자기기입식 설문을

시행하였다. 수집된 설문을 토대로 SPSS 21.0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유의수

준은 5%로 설정하였다. 설문문항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 Cronbach’s α를

활용하였다. 2013년~2015년 전통적 채용시스템에 의해 입사한 사람들과

2016~2018년 NCS 기반 채용시스템으로 입사한 사람들 간의 비교를 위해서

두 집단의 상호비교에 쓰이는 t-test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조직몰입을 매개

로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3단계 매개회귀분

석(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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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 결과

제 1 절 기초 인구 통계학적 분석결과

설문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아래와 같다.

[표5-1] 기초 인구 통계학적 분석

(단위 : 명)

입사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인원

인원 20 43 26 31 32 38 190

남 19 33 24 25 25 24 150

여 1 10 2 6 7 14 40

여성비율
(%) 5.0% 23.3% 7.7% 19.4% 21.9% 36.8% 21.1%

행정직 3 6 1 8 2 5 25

기술직 17 36 25 23 30 32 163

연구직 - 1 - - - 1 2

수도권 13 27 15 16 9 12 92

비수도권 6 16 11 15 23 26 97

해외 1 - - - - - 1

만 25세 
이하 - - - 1 - 5 6

만 
26~30세 2 17 15 22 29 27 112

만 
31~35세 16 24 11 8 3 6 68

만 36세 
이상 2 2 - -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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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중 2013년~2015년 입사자는 89명(46.8%), 2016~2018년 입사자는

101명(53.2%)으로 조사되었다. 여성은 21.1%로 전체 설문자의 1/5를 차지하

였다. 행정직은 25명(13.1%), 기술직 163명(85.8%), 연구직은 1명(1%)로 기

술직의 비중이 높았다. 최종학력(대학원 이상은 학사 기준) 소재지 기준으로

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이 92명(48.4%), 비수도권 인재는 97명

(51.0%)로 해외는 1명(0.5%)로 조사 되었다. 연령은 만25세 이하 6명(3.2%),

만26세 이상 ~ 만30세 이하 112명(58.9%), 만31세 이상 ~ 만35세 이하 68명

(35.8%), 만36세 이상 4명(2.1%)이였다.

제 2 절 기술통계분석, 신뢰도 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개인-직무 적합성 5개 문항, 조직몰입, 4개 문항, 이직의도 3개 문항의 평

균값을 산출하여 각 종속변수의 값을 산출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표5-2]

기술통계분석과 같다.

[표5-2] 기술통계분석

<기술통계량>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Cronbach'α
개인-직무적합성 190 1.01 5.00 3.2671 .78158 .927

구분
NCS 채용 101 1.51 4.75 3.3091 .70907 -

전통적 채용 89 1.01 5.00 3.2193 .85808 -

조직몰입 190 1.00 5.00 3.2921 .68105 .787

구분
NCS 채용 101 2.00 5.00 3.4505 .54775 -

전통적 채용 89 1.00 5.00 3.1124 .77056 -

이직의도 190 1.00 5.00 2.7860 .94457 .810

구분
NCS 채용 101 1.00 4.67 2.5545 .79760 -

전통적 채용 89 1.00 5.00 3.0487 1.03053 -



- 60 -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개인-직무 적합성의 전체 집단의 평균값은 3.26으로

나타났다. NCS 기반 채용 집단에서는 3.3으로, 전통적 채용 집단에서는

3.21로 나타나 NCS 기반 채용 집단의 값이 높았다.

조직몰입에 있어서 전체 집단의 평균값은 3.29로 나타났다. NCS 기반 채

용 집단에서는 3.45로, 전통적 채용 집단에서는 3.11로 나타나 NCS 기반 채

용 집단의 값이 높았다.

이직의도에 있어서 전체 집단의 평균값은 2.78로 나타났다. NCS 기반 채

용 집단에서는 2.55로, 전통적 채용 집단에서는 3.04로 나타나 NCS 기반 채

용 집단의 값이 낮았다.

각 문항의 신뢰도 값은 Cronbach’s α 값을 사용하였다. 개인-직무 적합성

은 0.92, 조직몰입은 0.78, 이직의도는 0.81로 사회과학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0.6보다 높아 신뢰도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속변수들인 개인-직무 적합성, 조직몰입, 이직의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

면 다음과 같다.

[표5-3] 변수 간 상관관계분석

<상관관계분석>

개인-직무
적합성

조직몰입 이직의도

개인-직무
적합성

Pearson 상관 1 .552** -.561**

유의확률 .000 .000

조직몰입
Pearson 상관 1 -.601**

유의확률 .000

이직의도
Pearson 상관 1

유의확률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함(양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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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직무 적합성, 조직몰입은 Pearson 상관계수가 0.55값을 가지며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 두 변수는 같은 경향을 갖고 변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직무 적합성과 이직의도는 –0.56의 값을 나타내고

두 변수는 부(-)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조직몰입과 이직의

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관계수 값이 –0.60의 값을 가지고 있어 부(-)

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직무 적합성과 조직몰입은 같이 증

가하는 성향을 보이며 이직의도는 두 변수와는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을 보인다.

제 3 절 가설 검증 및 실증분석 결과

1. NCS 기반 채용과 직무태도와의 관계

NCS 기반 채용시스템 경험 여부에 따라서 직무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검

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5-4] NCS 기반 채용시스템 경험 유무에 따른 직무태도 비교

구분 집단 N 평균
표준
편차

t-test 결과

t 유의확률

개인-직무
적합도

NCS 101 3.3091 .70907
0.790 .431

전통 채용 89 3.2193 .85808

조직몰입
NCS 101 3.4505 .54775

3.444** .001
전통 채용 89 3.1124 .77056

이직의도
NCS 101 2.5545 .79760

-3.660** .000
전통 채용 89 3.0487 1.03053

 * < .05  **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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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개인-직무적합성에 있어서 NCS 기반 채용시스템 경험자는 평균값

이 3.3점, 전통적 채용시스템 경험자는 3.21점을 보여 NCS 기반 채용시스템

경험자의 개인-직무 적합성 평균값이 더 높았다. 하지만 유의확률이 0.431

으로 0.05보다 커서 통계적 유의성 확보는 하지 못하여 가설 1-1은 기각되

었다.

개인-직무 적합성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NCS 기반

채용이 지원자와 직무 적합성에 있어 전통적 채용시스템과 차이가 없다기

보다는 현실적인 인적자원 배치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입사

전에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업무와 실제 기업에 배치되어 맡게 되는 업무는

배치 당시 인력운영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직무기술서나 회사에 대

한 전반적인 정보를 통해 회사의 중요 미션에 해당하는 업무는 숙지할 수

있고 그 업무와의 적합성을 고려해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는 있다. 하지만

실제로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본인이 생각한 것과는 다른 일을 맡는 경우가

흔하다. 예를 들어, 행정직의 경우 입사 전에는 기획, 인사, 예산관리, 홍보

등의 업무를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서 자신이 맡은 일은 직원

복지업무나 4대보험 등 다른 실무를 맡을 수 있다. 직무기술서 상에 나와

있는 주요 미션과는 달리 세부적인 실무에 있어서는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

기 보다는 일반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해야 하는 일들도 많다. 따라서 처음

본인이 그리던 업무와 배정받은 업무와는 괴리가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개인-직무 적합성이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둘째, 조직몰입에 있어서 NCS 기반 채용시스템 경험자는 평균값이 3.45

점, 전통적 채용시스템 경험자는 3.15점을 보여 NCS 기반 채용시스템 경험

자의 조직몰입도 평균값이 더 높았다. 유의확률은 0.001으로 0.05보다 작아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여 가설 1-2는 채택되었다. 가설에서 언급하였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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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기반 채용의 경우 조직의 기본적인 직무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

하여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는 상황면접 전형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기업에

대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과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 입사여부

를 결정하기에 조직몰입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이직의도에 있어서 NCS 기반 채용시스템 경험자는 평균값이 2.55

점, 전통적 채용시스템 경험자는 3.04점을 보여 NCS 기반 채용시스템 경험

자의 이직의도 평균값이 더 낮았다. 유의확률은 0.001보다 작아 통계적 유의

성을 확보하여 가설 1-3은 채택되었다. 가설검증과 별개로 이직의도를 입사

연도별로 나타나면 다음과 같은 역U자 형을 보이고 있다.

[표5-5] 입사연도별 이직의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직의도 2.72 3.10 3.18 2.63 2.49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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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의도 뿐 아니라 실제 이직자에 있어서도 2017년 입사자의 경우 이직

률이 0%를 기록하는 등 전통적 채용시스템에서는 보기 싶은 직무태도를 보

였다. 높아지는 청년실업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인재 우대 등

NCS 기반 채용 도입 외에 다른 요인이 영향을 준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

만 NCS 기반 채용이 학벌, 외국어 능력 등 업무 외 요소에 대한 평가를 배

제하고 직무능력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보다 조직에 대해 잘 인지하고 준비

된 지원자를 채용한 것이 낮은 이직의도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2. 조직몰입의 매개효과 검증

다음으로 가설 2을 검증하였다. 우선 매개효과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독립

변수와 매개변수 간의 유의성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개인-직무 적합성과

NCS 기반 채용의유의성을 가설 1-1 검증과정에서 확인 할 수 없어 가설

2-1은 기각한다.

조직몰입도와 NCS 기반 채용과의 유의성이 가설 1-2에서 확인되었으므

로 ‘가설 2-2 : 조직몰입도는 NCS 기반 채용 경험과 이직의도를 매개할 것

이다.’에 대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Baron & Kenn의 3단계 매개회귀분

석(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따르면 NCS 기반 채용 경

험여부(독립변수 X)가 조직몰입(매개변수 M)을 통해 이직의도(종속변수 Y)

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5단계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

첫 번째,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 검증해야

한다. NCS 기반 채용시스템 경험과 조직몰입의 회귀분석에서 도출된 계수

가 유의해야 한다(A분석).

두 번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NCS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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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스템 경험을 독립변수로 이직의도의 회귀분석에서 도출된 계수가 유

의해야 한다(C분석).

세 번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NCS 기반 채용 경험과 조직몰입을 이직의도와 함께 회귀분석하여 도출한

계수를 분석한다(B&C분석).

[그림5-1] 매개효과 분석틀

A B

C

네 번째, 3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고, 매

개변수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면 완전매개 효과가 있다고 해석한다. 독립변

수와 매개변수가 모두 종속변수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면 부분매개효과

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여야 한다. 소벨테스트는 1단계와 3단계의 회귀계수값과 표준오차 값

만 가지고 분석하며 Sobel test statistics 가 -1.96보다 작거나, 혹은 1.96보

다 크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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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6] 매개효과 분석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 < .05 ** < .01

1단계 NCS 기반 채용시스템과 조직몰입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0.338의

정(+)의 상관관계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2단계,

NCS 기반 채용시스템과 이직의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0.494의 부(-)의

상관관계가 도출되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세 번째로 ‘NCS 기반

채용시스템 및 조직몰입’과 이직의도 간의 회귀분석 결과 NCS 기반 채용과

이직의도 간에는 –0.22의 부(-)의 상관관계를, 조직몰입과 이직의도 간에는

–0.793의 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독립변수인 NCS 기반 채

용이 이직의도에 직접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조직몰입은 부분매개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Sobel test 값은 –3.303으로 –1.96보다 작아 통계적 유의성

이 확보되었다. 따라서 가설 2-2를 채택한다. 가설검증 결과를 종합하면 다

음과 같다.

단계 분석 β t R2 F

1단계

독립 → 매개
NCS여부 → 조직몰입 .338** 3.516 .062 12.363

2단계

독립 → 종속
NCS여부 → 이직의도 -.494** -.3719 .069 13.832

3단계

독립/매개 → 

종속

NCS여부 → 이직의도 -.226* -.2007
.375 56.136

조직몰입 → 이직의도 -.793** -9.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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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7] 가설검증 결과

구분 가     설 검 증

1-1
NCS 기반 채용을 통해 입사한 직원의 개인-직무적합성은 전

통적 채용을 통해 입사한 직원보다 높을 것이다.  
기각

1-2
NCS 기반 채용을 통해 입사한 직원의 조직몰입은 전통적 채

용을 통해 입사한 직원보다 높을 것이다. 
채택

1-3
NCS 기반 채용을 통해 입사한 직원의 이직의도는 전통적 채

용을 통해 입사한 직원보다 낮을 것이다. 
채택

2-1
개인-직무 적합성은 NCS 기반 채용 경험과 이직의도를 매

개할 것이다. 
기각

2-2 조직몰입은 NCS 기반 채용 경험과 이직의도를 매개할 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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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2015~2016년 공공기관 채용에 있어 불필요한 스펙 쌓기를

지양하고 직무에 필요한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자를 선발하기 위해 도

입된 NCS 기반 채용의 직무태도 측면에 있어서 효과를 기존 전통적 채용

시스템 경험자와 NCS 기반 채용시스템 경험자 간의 비교를 통해 실증적으

로 분석하였다. 설문대상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정원 1408명(2019년 기준),

설립연도 1979년인 에너지 안전진단 부문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2013년 이후 신입, 경력직을 포함 매년 60명 이상의 신규채용을 실시하였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기존 전통적 채용방식이 이루어졌으며 NCS 기반

채용은 2016년에 실시되었다. 2013년~2015년 입사자를 전통적 채용시스템

경험자, 2016~2018년 입사자를 NCS 기반 채용시스템 경험자로 구분하여

t-test,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태도 분석을 통해서 NCS 기반 채용전형 경험자는 전통적 채용

전형 경험자에 비해 긍정적인 조직몰입 성향을 보였다. NCS 기반 채용으로

입사한 집단의 조직몰입 평균값은 3.45점, 전통적 채용 입사자 집단은 3.11

점이었으며 이들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

는 NCS 기반 채용의 경우 지원서 작성에서부터 면접전형까지 기업 직무에

대한 인지도를 평가기준으로 하므로 지원자는 그에 대한 대비로 기업에 대

해 많은 정보를 습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업에 대해 많은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지원자는 타 기업 입사 기회를 포기하고 해당기업에 입사하

는 것이 좋은 결정이라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므로 기업에 대한 충성심,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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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도 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NCS 기반 채용시스템 경험자는 전통적 채용시스템 경험자에 비해

낮은 이직의도를 보였다. NCS 기반 채용으로 입사한 집단의 이직의도 평균

값은 2.55점, 전통적 채용 입사자 집단은 3.04점이었으며 이들 집단의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조직몰입 등 조직에 대한 긍정적

인 의식이 이직의도를 낮춘 것으로 판단된다. 조직몰입의 NCS 기반 채용과

이직의도 간의 매개효과를 매개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부분매개효과

를 알 수 있었다.

셋째, 개인-직무 적합도에 있어서 NCS 기반 채용시스템 경험자와 전통적

채용시스템 경험자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NCS 기반 채용시스템 경험

자는 평균값이 3.3점, 전통적 채용시스템 경험자는 3.21점을 보여 NCS 기반

채용시스템 경험자의 개인-직무 적합성 평균값이 더 높았지만 통계적 유의

성은 확보하지 못했다. NCS 기반 채용이 지원자와 직무 적합성에 있어 전

통적 채용시스템과 차이가 없는 것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인적자원 배치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인이 희망하던 업무와 배정받은 업무

가 모두에게 일치할 수는 없고 이로 인해 개인-직무 적합성이 통계적 유의

성을 갖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NCS 기반 채용시스템은 조직 입사 후 긍정

적인 직무태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지원자를 선별하는 유용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NCS 기반 채용을 통해 입사한 집단의 경우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서 확연하게 전통적 채용을 통해 입사한 사람보다 긍정적인 태도

를 보였다. 개인-직무 적합성에 있어서도 통계적 유의성은 확보하지 못했지

만 평균값이 높았다. 조직과 직무에 대해 보다 생각하게 하고 입사를 준비

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인지 고민하는



- 70 -

과정을 전통적 채용 전형에 비해 강화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책적 시사점으로 NCS 기반 채용이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모집 단계에서 보다 세밀한 직무기술서를 작성하고 업무에 대한 정보

를 보다 상세히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직무기술서가

NCS 표준 양식을 토대로 작성되고 있지만 분류 기준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용어의 추상화가 높아 회사생활을 하지 않은 지원자는 구체적으로 직무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특히 직무정의 부분에 있어서 업무를 일반화

시켜 기술하는 경향이 있기에 입사 후 자신이 맞게 되는 업무와 기대했던

업무가 다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NCS의 유형 분류를 준수하되 회사의

실질적인 업무를 구체적이고 상세 분류하여 직무기술서를 작성해 보다 지원

자의 이해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홈페이지 등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회사 직무에 관심 있는 지원자들이 정보를 보다 얻기 쉽게 업무에 대한 상

세 설명과 매뉴얼 등을 게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NCS 기반 채용 전형에 있어서 직무능력평가 방식을 보다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의 기관들이 필기전형에 있어서 직무능력평가를 전공시

험으로 대체하거나 직업기초능력평가만으로 지원자를 선발하고 있다. 필기

전형에서도 직무능력평가의 한 방법으로 회사의 직무 등을 묻는 등 각 회사

에 특화된 평가문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면접전형에서도 직무와 관련된

상황면접을 제시하고 구조화 면접실시를 위한 상세 질문 유형의 풀(pool)을

수시로 만들어 평가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의 한계로 첫째, 이미 이탈한 사람들에 대한 상실요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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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2018년 동안 6개년에 걸쳐 입사한 사람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입사

후 조직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미 이탈한 사람은 평가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 2013년~2015년 집단의 이직의도가 높았고 실질적인 이직률

도 높았으므로 이직을 한 사람들을 포함한다고 해서 결론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이론적 완결성을 떨어뜨리는 한계가 있다

둘째, 입사연도에 있어서 두 집단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으로

인하여 특성이 변화하는 성숙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입사 초기

에는 사회진출에 대한 관심, 학창시절과는 다른 생활패턴, 금전적 보상의 발

생, 구직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등의 이유로 조직만족도가 높고 이후 조직

생활이 익숙해짐에 따라 만족도가 낮아지는 성향이 있다. 그리고 그 만족도

는 조직 내에서의 승진, 급여의 상승, 다른 조직으로는 이직 기회 상실, 부

양가족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특정시점에는 재상승하는 성향을 보인다. 두

집단의 근속연수가 평균 3년이 차이가 남으로 조직몰입과 이직의도가 근속

연수라는 시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문제가 있다.

셋째, 외부 환경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지 못했다. 청년실업률은 해

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본사의 위치를 충북으로 바꾸었으며 최종학교 소재지가 충북인 지원자에 대

해 서류상 가점을 부여하거나 별도 채용전형을 신설하는 우대정책을 실시해

충북인재 비율이 증가하였다. 해당지역에 연고지가 있는 사람의 경우 조직

적응에 있어서 큰 우위를 갖고 있으므로 이런 부분이 조직몰입과 이직의도

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나 그 부분을 통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과제로 분석단위를 조직수준으로 하여 NCS 기반 채용과 직무

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직무태도에 있어 이직은 조직 수준에서

계량화가 쉬운 변수이며 그 조직의 구성원이 조직에 대한 불만족 명확히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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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한 지표라고 할 수 있으므로 NCS 기반 채용 도입 이 후 신입직원들의

이직률에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그 외 조직성과 등 적

정한 변수를 설정하여 NCS 기반 채용 도입 전 후로 조직차원에서 일어난

변화를 검토해보고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개인 수준에서는 직무태도에 있어서 다양한 변수를 추가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필요가 있다. 조직시민행동, 개인-상사 적합성, 스트레스 등 다

양한 측면에서 NCS 기반 채용시스템 경험자와의 연관성을 검토하여 효과

성을 살펴보는 연구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의성을 확인하지 못한 개

인-직무 적합성을 욕구-제공, 요구-능력의 측면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근속연수의 영향을 제거해보기 위하여 동일 집단에

대하여 3년 후 그들의 이직의도를 조사하여 제도의 효과를 검증해 보는 연

구도 가능하다. 지금까지 NCS 기반 채용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

구가 많지 않았으므로 향 후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제도의 유용성 및 효과성

을 다방면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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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직무 적합성 

□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응답을 하나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내 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내가 가진 지식, 기술, 능력은 현재 직

무와 잘 맞는다.

② 종합적으로 나의 현 직무는 나의 적

성에 잘 맞는다.

③ 현 직무 수행을 통해 제공되는 물질적 보

상(임금 등)은 나의 기대치에 부합한다. 

④ 현 직무 수행을 통해 제공되는 심리적 보상

(성취감, 성장성 등)은 나의 기대치에 부합한다. 

⑤ 종합적으로 나는 현재 직무로부터 내

가 원하는 수준을 충분히 얻고 있다.

2  조직몰입 

□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응답을 하나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내 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나는 이 조직에 남기 위하여 어떤 직무

라도 수행할 용의가 있다

② 나는 조직의 성공을 위해 보통 수준 이

상으로 노력할 용의가 있다

③ 나는 우리 조직에 대해 소속감을 강

하게 느낀다

④ 우리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는 나의 

가치와 대체로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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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직의도 

□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응답을 하나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내 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나는 간혹 현재 직장을 영원히 떠나

고 싶다고 느낀다.

② 나는 좀 더 높은 임금을 제안한다

면 이직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다.
③ 나는 친한 친구에게 우리 회사 입

사를 추천하지 않을 것이다.

4  인적사항 

1. 귀하의 입사연도를 선택해주세요.

① 2013년 ② 2014년 ③ 2015년 ④ 2016년 ⑤ 2017년 ⑥ 2018년

2. 귀하의 성별을 선택해주세요.

① 남 ② 여

3. 귀하의 직군을 선택해주세요.

① 행정직 ② 기술직 ③ 연구직

4. 귀하의 최종학력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대학원 이상은 학사 기준으로 선택)

① 한국 수도권 ② 한국 비수도권 ③ 해외

5. 귀하의 연령대를 선택해주세요.

①만25세이하 ②만26세 ~ 만30이하 ③만31세 ~ 만35세이하 ④만36세이상

설문에 참여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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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mpirical Study on NCS-based 

recruitment and Job Attitude 

- Focusing on K public enterprise -

Kim Minho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NCS-based recruitment began to be introduced to 30 public 

organizations in 2014 and most public organizations is currently 

utilizing NCS-based recruitment. NCS means the National 

Competency Standard, which is a classification table in which 

standardizes the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s required to perform 

tasks at industrial. In the early days of its establishment, the NCS 

was discussed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and qualification 

courses for fostering talent with practical skills. Then NCS was 

adopted in the recruitment model for the purpose of reducing the 

period of looking for work for young job seekers and for the 

construction of a fair society that is assessed as a job ability rather 

than an academic clique.

  NCS-based recruitment has much influenced on the way of public 

agencies’s hiring system and  job seekers' job preparation. But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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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still only few empirical studie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In particular, there is no study on whether there is an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job attitude between employees recruited by 

NCS-based recruitment and employees recruited by traditional 

system in an organization. Considering recruitment of public 

institutions is a major concern for young job seekers and an 

important social issue as evidenced by the recent recruitment 

scandal at public institutions, it is meaningful to analyze whether the 

NCS-based recruitment has influenced on positive behavior of an 

employee and the organization performance.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whether those employed through 

NCS-based recruitment formed positive job attitudes compared to 

those employed through the traditional recruitment system. One of 

the features of NCS-based recruitment is that it informs applicants 

through job descriptions of what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s are 

needed for the recruitment tasks. In preparing the application form, 

the applicants are required to describe their answers to questions 

related to their job and to include education and qualifications related 

to their job. In traditional hiring system, applicant are required to 

describe the applicant's personal biographies, schools and age etc. 

Therefore, applicants will be able to get more information about their 

job and deliberate on join the company by considering their 

suitability. It was inferred that employees who joined the company 

through NCS-based recruitment will have higher person-job fitnes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lower turnover compared to those 

employed through traditional recruitment. In addition, it was also 

analyzed whether organizational commitment had mediated effects in 

the turnover intention.

  For empirical analysis, 293 employees were surveyed and 190 of 

them were examined. The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which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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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arget of the analysis, introduced NCS-based recruitment in 

2016. It is a commissioned quasi-government organization in the 

energy safety diagnosis sector with 1,408 people (as of 2019) and 

the founding year 1979. Employees recruited in 2013-2015 was 

classified as a traditional recruitment system experience and 

employees recruited in 2016-2018 was classified as an NCS-based 

recruitment system experience. These two groups were verified by 

t-test for significant differences in personal-job fitnes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In summary,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NCS-based recruitment experience was found to be positive  

i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compared to 

traditional recruitment experience. 

  Second, the person-job fitness don’t have statistical significance. 

This is thought to be a phenomenon in which the actual task differs 

a lot from the ideal task that were thought of before joining the 

company, rather than the NCS-based recruitment do not actually 

work on improving person-job fitness.

  Third, it was statistically confirmed that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partially mediate NCS-based recruitment experience and 

turnover inten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mpiricall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NCS-based recruitment and the employee's 

positive job attitude. However, there is a limit to the extent that the 

loss sample who have already left the organization due to 

dissatisfaction with the organization,  external influences such as the 

increasing youth unemployment rate and the policy of relo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have not been controlled. As a future research 

projec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usefulness of NCS-based 

recruitment at the level of analysis of organizational uni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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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s with various variables such as organizational civic 

behavior, stress, and personal-business suitability at the level of 

individual unit analysis.

keywords : NCS, NCS-based recruitment, Public institutions, 

Personal-Job fitness, Organizational Commitment, 

Turnover intention.

Student Number : 2013-2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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