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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data that could help fisheries & maritime high schools 
effectively manage the NCS-based curriculum considering the problems that may arise when organizing and 
operating the curriculum. In order to complete the purpose, NCS-based curriculum of 11 fisheries & 
maritime high schools nationwide were analyzed. The Fisheries and Maritime High Schools restructured 
departments in the order of ship & navigation, agriculture & forestry & fisheries & Ocean, food processing 
, and machinery of the NCS-based curriculum. The total units of specialized courses were generally similar 
but, practical courses are organized lower than basic courses except for some schools. The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organize and operate 
the curriculum in consideration of the fusion of two or more jobs. Second, subsequent research, such as a 
complete survey or qualitative research, is required to find out the exact facts,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the experiences of students and teachers. Third,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process-oriented evaluation 
on performance so that the education and on-the-job skills can be un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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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및 고도 산업화 사회의 

수산‧해운계열 교육은 신해양 시대가 요구하는 

수산‧해운계열 산업 및 해양 산업분야의 인재육

성을 목표로 한다(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1). 특히 생활수준의 향상과 

주 5일제 근무 등으로 인한 여가 시간이 증대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수산‧
해양과 관련된 양식, 식품가공, 생활 해양레저 및 

해운산업 등은 미래 성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

다. 따라서 신해양 시대에 새롭게 전개될 미래 

산업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산‧해운 분

야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위해 

수산․해운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실무중심으

로 적용되어야 한다(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1). 현재 수산‧해운계열 학과

를 운영 중인 국내의 고등학교는 마이스터고등학

교 3개교와 특성화고등학교 8개교가 있으며, 새

로운 지식과 기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교육과정

에 포함시켜 현장실무역량을 갖춘 숙련된 기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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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양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5개정교육과정에서 실무관련교육이 강조되

었으며, 최소의 사회적 비용으로 산업체에서 요

구하는 현장 실무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NCS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이 개발, 고시되었다. 이

어 2016학년도부터 전국의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

고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의 교육과정이 

보급되었으며, 2018학년도부터 NCS기반 교육과

정이 편성되어 운영 중에 있다(Kim, 2016). 그러

나 학교현장에 익숙하지 않은 산업현장전문가들

이 집필한 교재를 실무과목 교과서로 활용한다거

나, 상당수의 특성화고 교원들이 산업체 근무 경

험이 없고, 장비와 시설의 문제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Kim, 2017). 따라서 NCS 기반 고

교 직업교육과정이 각 학교의 특성에 맞게 효과

적으로 안착되고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

학 등에서도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Byun, 2019; Choi et. al., 2015; Kim et. al., 
2013; Kim, 2015; Lee, 2016; Ministry of 
Education, 2015), 수산‧해운계열 고등학교의 NCS
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현실

이다. 최근 5년간 수산‧해운계 고등학교의 NCS기

반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식품가공관련학과의 

교육과정 분석(Lee, 2019), NCS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수준분석(Cho, 2018), 해양레저 교

육과정 개발(Kim, 2015) 등에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수산‧해운 계열의 교과군 

형황을 알아보고 전국의 11개 수산․해운계 고등학

교의 NCS기반 교육과정 편성 실태를 분석하여, 
학생들이 산업 현장의 직업기초능력을 갖추어 실

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정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NCS기

반 교육과정을 편성 및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수산‧해운계 고등학교가 효과

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수산‧해운 전문 인력

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산‧해운계 고등학교의 학과분포 및 전

문교과 편성비율은 어떠한가? 
둘째, 수산‧해운계 고등학교의 NCS기반 교육과

정의 편성 현황은 어떠한가?

Ⅱ. NCS기반 교육과정 및 
수산‧해운계 특성화고등학교 NCS 

교과군 현황

기존의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체계가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Kim et. al., 
2013), 학교중심 직업교육의 현장성 부족으로 인

해 졸업생들의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체

가 막대한 재교육비를 투입하고 있다는 지적(Lee, 
2014)이 있어왔다. 이에 산업현장 및 직업세계에

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국가차원에서 표준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개발하였으며, NCS 능력단위를 교육 및 직업 훈

련 시 활용할 수 있도록 NCS학습모듈을 구성하

였다. NCS 학습모듈은 NCS의 능력단위를 교육 

훈련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수‧학습 자

료’이다(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기반 교육과정이란 특정 직무에 대하여 

NCS에서 규정된 능력단위를 토대로 구상한 교육

과정을 의미하는데, 산업수요와 직업의 변화를 

고려하여 학과를 개설하고 학과별 인력양성 유

형, 학생의 취업역량과 경력개발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것을 말한다(Byun, 
2019). 즉, 학교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직업교육을 내실화하

여 전문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을 강화하

여(Choi et. al., 2015) ‘알기만 하는 교육’에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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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아는 교육’으로 개선한 것이다.
특성화고등학교의 전문계열은, 농·생명산업 계

열, 공업 계열, 상업정보 계열, 수산·해운계열, 가

사·실업계열의 5개의 전문분야로 분류되었으며, 
수산‧해운계열의 기준 학과는 해양생산과, 수산양

식과, 자영수산과, 수산식품과, 해양환경과, 냉동

공조과, 동력기계과, 항해과, 전자통신과, 해양레

저산업과, 항만 물류과, 해양정보과로 분류되었다

(NCIC, 2009). 그러나 특성화고등학교를 구별하는 

5개 계열은 1960년대부터 구분된 계열로 각 학교 

특성과 현행산업 및 NCS분류체계와 연계가 미흡

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다(Jang et. al., 2014). 또

한 급변하는 사회의 역동성과 현행 산업‧직업의 

분류체계를 반영하지 못하여 인력양성유형을 설

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Kim, 2017).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2015개정교육과정에서는 NCS 
대분류와 교육과정의 연계 강화를 위해 한국고용

직업분류(KECO)에 따른 인력구조 특성의 분석을 

토대로 5개 계열을 17개의 교과군으로 재구조화

하였다. 또한 기존의 251개 전문교과를 전문공통

과목 1개, 기초과목 180개, 실무과목 364개로 개

편하여(교육부 2018-150호) 국가직무능력표준

(NCS)과 연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현행 수산‧해운계열은 운전운송, 기계, 식품가

공, 농림 어업의 NCS 대분류에 따라 ‘선박운항’, 
‘기계’, ‘식품가공’, ‘농림‧수산해양’ 교과군으로 

분류되었다. ‘선박운항’ 교과군은 항해기초, 해사

일반, 해사법규, 선박운용, 해사영어, 항해사실무 

등을 포함하는 16개 기초과목과 항해, 선박통신, 
선박기관운전, 선박갑판관리 4개의 실무과목으로 

개편되었으며, ‘기계’ 교과군에는 개편 된 18개 

기초과목 중 6개(냉동공조일반, 냉동공조기기, 선

박이론 등), 56개 실무과목 중 12개(냉동공조설

치, 냉동공조 유지보수관리, 선체품질관리 등)의 

수산해운관련 교과목이 포함되어 있다. ‘식품가

공’ 교과군은 식품과학, 식품가공기술, 식품분석 

3개의 기초과목과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 식품품질관리 등 11개의 

실무과목으로 개편되었으며, ‘농림‧수산해양’ 교과

군은 41개의 개편된 기초과목 중 15개(해양의 이

해, 수산해운 산업 기초, 해양생산일반, 수산경영, 
관관레저서비스 실무 등)와 40개의 실무과목 중 

13과목(연안어업, 원양어업, 수산생물질병관리, 내

수면어업, 수산종묘생산, 어촌체험상품개발 등)의 

수산‧해운계열 교과목이 포함되어 있다.
NCS 분류에 의한 교과군의 수산‧해운계열 기

준학과를 살펴보면, ‘선박운항’ 교과군은 항해과, 
기계과로, ‘기계’ 교과군은 냉동공조과, 조선과로, 
‘식품가공’ 교과군은 식품가공과로, ‘농림‧수산해

양’ 교과군은 수산양식과, 해양생산과, 해양레저

과로 분류되어있다([Fig 1]).

[Fig 1] 2015 Revised Professional Curriculum of 
Fisheries and Marine

전문교과Ⅱ 과목의 이수 단위는 시‧도 교육감

이 정하며, 전문공통과목, 기초과목, 실무과목은 

모든 교과(군)에서 선택할 수 있다. 학과명은 

NCS중분류 명칭, 교과군 명칭, 기준학과별 취득 

가능 자격증 명칭 등을 고려하여 학교가 필요인

력 양성 방향에 맞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Ministry of Educatio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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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수산‧해운계 특성화고등학교의 
NCS교육과정 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산‧해운계 NCS기반 교육과정

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 11개 수산․해운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수집하였다. 교육부, 특성

화고‧마이스터고 포털, 학교알리미 사이트와 각 

학교의 홈페이지에 탑재된 정보를 활용하였으며, 
편성표에 제시된 내용 중 교육부 고시 2018-150
호가 적용되는 2019학년도 입학생의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편성된 교과

목의 NCS 능력단위 수준를 파악하여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각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에는 전문

교과의 실무과목명만 제시되어 있어 능력단위 수

준은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학과분포 분석결과 학교별로 적게는 2개, 많게

는 5개의 학과가 운영되고 있었으며, 학 학과별

로 1~5개의 NCS기반 교과목이 편성되어 있었다. 
현재 운영 중인 전문교과를 기초과목과 실무과목

으로 구분하여 편성비율을 확인하였으며, 각 학

교의 NCS기반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자료를 조

사하여 비교하고, 편성 현황을 분석하였다. 
 

1. 수산‧해운계 고등학교의 학과 분포 및 
NCS기반 실무과목 운영 현황

수산‧해운계 학과를 운영하는 전국의 고등학교

는 마이스터고 3개교와 특성화고등학교 8개교가 

있다. NCS 중분류의 ‘선박운항’교과군을 기반으

로 한 학과는 항해과, 기관과, 어선운항관리과, 
항해사관과, 기관시스템학과 등으로 운영되고 있

었으며, ‘농림‧수산해양’교과군을 기반으로 한 학

과는 수산자원양식과, 자영해양생산과, 해양생명

과학과, 해양생산과, 자영수산과, 해양기술과, 해

양산업기술과, 해양산업과 등으로 운영되고 있었

다. ‘식품가공’교과군을 기반으로 한 학과는 수산

식품가공과, 식품외식산업과, 해양식품가공과, 자

영수산과, ‘기계’교과군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시

스템과, 동력기계과, 냉동공조과, 해양산업기계과 

등이 운영되고 있었다. 각 학교들은 교육목표나 

특성화고의 다양화, NCS기반 직업교육과정에 따

른 산업수요 및 인력양성에 맞추어 NCS 교육과

정에서 고시한 기준학과명 외에도 식품외식산업

과, 해양레저관광과 등 융합적으로 다양한 학과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동일학과 내에서도 다

른 코스를 운영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농림‧수산해양, 선박운항, 식품가

공, 기계 교과군의 순으로 기준학과가 재구조화

되어 있으며, ‘정보‧통신’ 교과군을 기반으로 한 

해양통신시스템학과, ‘전기‧전자’ 교과군의 실무과

목인 내선공사를 실무과목으로 편성한 동력기계

과, ‘재료’ 교과군의 피복아크용접을 실무과목으

로 편성한 해양산업기술과 등 융합적으로 학과 

및 NCS기반 실무과목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전문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전문교과의 공통과목으로 선택하였

으나, 포항해양과학고는 보통교과군의 기술‧가정

을 대체하여 개설하였으며, 선택하지 않은 학교

도 있었다. 모든 학교의 모든 학과에서 1과목 이

상의 NCS기반 교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

며, 부산해사고, 인천해사고, 완도수산고와 충남

해양과학고, 포항해양과학고, 여수해양과학고는 

모든 학과에 3과목 이상의 NCS기반 교과목을 운

영하고 있다. 충남해양과학고는 학생선택과목을 

개설하여 학생이 계열과정, 전공 학과의 필요한 

교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해 나갈 수 있도록 자기

주도적 선택형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하여 운영하

고 있다. 
실무과목은 인천해양과학고 식품외식산업과의 

‘한국조리(1학년 1, 2학기)’, 여수해양과학고 자영

수산과의 ‘내수면양식(1학년 1, 2학기)’를 제외하

고는 모두 2~3학년에 편성되어 있다. 1개 학기에

만 실무교육이 편성된 학교와 학과는 포항해

양과학고 해양산업기술과의 ‘원양어업(3-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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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Department
Subject(unit)

Practical subject(NCS-based subject)
(unit)

Requir-ed 
course
(unit)

Student 
choice 
course
(unit)

Employ-
ment 

rate in 
2018(%)

Gener
al 

Comm
on Basic 

Busan 
National 
Maritime 

High 
School

Navigation 66 2 42

Ship 
Operation 

Management

Ship Safety 
Management

Ship 
Communi-

cation

90.38
49 17 4

Eengine 66 2 48

Ship 
Equipment 
Operation

Engineer Duties Vessel Engine 
Maintenance

Ship
Auxiliary
Machine

Maintenance
30 22 6 6

Incheon 
National 
Maritime 

High 
School

Navigation 66 2 47

Ship 
Operation 

Management

Ship Safety 
Management

Ship 
Communi-

cation

93.39
45 16 4

Engine 66 2 46

Ship 
Equipment 
Operation

Engineer Duties Vessel Engine 
Maintenance

Ship
Auxiliary
Machine

Maintenance

32 22 6 6

Wando 
Fishery 
High 

School

Fisheries 
Resources & 
Aquaculture

73 4 67
Inland 

Aquaculture
Fishery Seedling 

Production

97.06

22 14

Fisheries Food 
Processing 73 4 61

Fishery 
Quality 

Management

Fisheries Food 
Processing

Livestock 
Food 

Processing

Health Food 
Processing

8 14 12 8

Fishing 
Operations& 
management

(sailing)

73 4 59

Ship 
Operation 

Management

Ship 
Communi- 

cation
Ocean fishing

14 15 15

Fishing 
Operations& 
management

(engine)

73 4 75
Engineer 
Duties

Ship Equipment 
Operation

10 18

Gyeong-n
am 

Marine 
Science 

High 
School

Self
-employed Marine 

Production
86 4 54

Ship 
Operation 

Management
Ocean Fishing Inland 

Aquaculture

58.8218 12 6

Marine 
Technology 86 4 54

Vessel Engine 
Maintenance

Ship Equipment 
Operation

Engineer 
Duties

10 12 14

Seong-
san High 

School
Marine Industry 68 6 88

Ship 
Communi- 

cation

Ship Operation 
Management no 

data
8 10

Shinan 
Marine 
Science 

High 
School

Aquaculture & 
Fishing Village 82 4 46

Inland 
Aquaculture

Fishing Village 
Product 

Development

41.18
25 23

Fisheries 
Processing and 

Cooking
82 4 48

Korean Food 
Cooking Baking Fisheries Food 

Processing

Livestock 
Food 

Processing

7 7 16 16

<Table 1> 2019 freshman's department and Curriculum of fishery and Marine high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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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su 
Marine 
Science 

High 
School

Self Fishery 76 4 40
Sea Level 

Aquaculture
Inland 

Aquaculture
Fisheries Food 

Processing

Refrigeration 
Air 

Conditioner 
Installation

48.8520 20 20

Marine Leisure 
Tourism 76 4 65

Water
Leisure 

Mechanism 
Control

Fishing 
Village

Experience 
Facility

Ship Deck 
Management

20 8 7

Ulleung
High 

School
Marine Leisure 85 - 62

Ship 
Operation 

Management

Ship Safety 
Management

Operation of 
Water

 Leisure 
Organization

50.0

9 12 12

Incheon 
Marine 
Science 

High 
School

Navigator 74 - 44

Ship 
Communi- 

cation

Fishing 
Boat(Other 
than notice)

42 (8 
subjects)

19 (2 
subjcets 
from 4)

10.88

2 2

Marine Life 
Science 74 - 40

Inland 
Aquaculture 42 (7 

subjects)

19 (2 
subjcets 
from 4)8

Food & Food 
Industry 74 - 29

Korean Food 
Cooking Confectionery

Kimchi & 
Side dish 
Processing

42 
(19units 
are NCS

based 
subject)

16
(16units 
are all 
NCS
based 

subject)7 8 4

Marine Engine 
System

(engineer)
74 - 40

Ship Engine 
Operation 40 (9 

subjects)

20 (2 
subjcets 
from 4)8

Marine Engine 
System(Navy 

Specialization)
74 - 40

Ship Engine 
Operation 40 (9 

subjects)

20 (2 
subjcets 
from 4)8

Energy System 74 - 48

Refrigeration 
and Air 

Conditioning 
Installation

46 (5 
required 

courses + 
2 

subjects 
from 4)12

Chung
-nam 

Marine 
Science 

High 
School

Marine production 80 6 43
Navigation

Ship 
Communi-

cation
Ocean Fishing

34.44

30 11 10

Motorized 
machinery 80 6 29

Ship Engine 
Operation Extension Work

Mechanical 
Element 
Design

27 22 16

Self Fishery 80 6 41
Inland 

Aquaculture
Aquatic Disease 

Management
Pufferfish 
Cuisine

18 18 8

Refrigeration and 
Air Conditioning 80 6 16

Refrigeration 
and Air 

Conditioning 
Design

Refrigeration 
and Air 

Conditioning 
Installation

Refrigeration 
and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Management

20 3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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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hang 
Marine 
Science 

High 
School

Marine Industry 
and Technology 66 - 91

Navigation Ocean Fishing
Ship 

Communi- 
cation

37.67

16 4 3

Marine Industrial 
Machinery 66 - 95

Ship Engine 
Operation

Refrigeration 
and Air 

Conditioning 
Installation

Clad Arc 
Welding

13 4 2

Marine Food 
Processing 66 - 68

Fisheries Food 
Processing

Kimch &, Side 
dish Processing

Confectio-
nery Baking

14 10 8 14

Marine 
communication 

system
66 - 92

Ship 
Communi- 

cation

Wireless
Communication 
Establishment 

Operation

Electronic 
Parts 

Production

4 4 14

Marine Life 
Science 66 - 81

Inland 
Aquaculture

Sea Level 
Aquaculture

Aquatic
Disease 

Management

16 6 11

Source: schoolinfo(https://www.schoolinfo.go.kr/) 
                                                                 

‘선박통신(3-1)’, 해양산업기계과의 ‘냉동공조설치

(2-2)’, ‘피복아크용접(2-2)’, 해양통신시스템과의 

‘선박통신(2-2)’, ‘무선통신구축‧운용(2-2)’, 해양생

명과학과의 ‘해면양식(3-1)’, 인천해양과학고 항해

사관과의 ‘선박통신(2-2)’, ‘어선전문(2-2)’, 식품외

식산업과의 ‘김치‧반찬가공(2-2)’, 신안해양과학고 

수산가공조리과의 ‘한국조리(2-1)’, ‘제빵(2-2)’, 경

남해양과학고 자영해양생산과의 ‘내수면양식

(3-1)’, 완도수산고 어선운항관리과 기관코스의 

‘기관사직무(2-2)’, 그리고 부산해사고와 인천해사

고 기관과의 ‘선박기관정비(3-2)’, ‘선박보조기계

정비(3-2)’이다.
각 학교와 학과별 특색에 따라 실무과목의 선

택과 단위 수는 차이가 나타났다.  ‘NCS 선박운

항 교과군’ 중 실무과목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과목은 7개 학교 8개 학과의 ‘선박통신’과목으로 

2~15단위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편성단위에 있어

서는 ‘선박운항관리’가 9~49단위로 가장 많이 편

성되어 있었다. ‘농림‧수산해양 교과군’ 중 가장 

많이 편성되어 있는 실무과목은 7개 학교의 ‘내
수면 양식’으로 6~26단위였으며, 그 다음으로 ‘원

양어업’이 4개 학교에서 4~15단위로 편성되어 있

었고, 어촌체험상품개발(23단위), 수산종묘생산(14
단위) 등의 과목도 개설되어 있었다. ‘기계 교과

군’에서는 4개 학교의 냉동공조(장치)설치 4~36단

위, 3개 학교의 선박기관정비 6~10단위, 2개 학교

의 선박보조기계정비 각 6단위 외에 냉동공조설

계(20단위), 냉동공조 유지보수관리(22단위) 등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었다. 
식품가공관련 학과를 개설한 학교는 완도수산

고, 신안해양과학고, 여수해양과학고, 인천해양과

학고, 포항해양과학고로 학교별로 ‘식품가공 교과

군’에서 편성된 과목은 ‘수산식품가공’이 5개 학

교에서 4~16단위로 가장 많았으며, 제빵(4~7단

위), 김치반찬가공(4단위), 한국조리(7단위), 축산

식품가공(12~16단위), 제과(8단위), 건강기능식품

가공(8단위), 식품풀질관리(8단위), 일식복어조리

(8단위)의 과목이 편성되어 있었다.
이상으로 살펴보면 각 학교와 학과가 추구하는 

인력양성유형에 따라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음

을 알 수 있으나 편성단위가 일부과목에 편중되

어 있는 경우도 볼 수 있다. 또한, 학과와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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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 보이는 과목이 편성된 경우도 찾아볼 수 있

는데, 이에 대한 검토와 꾸준한 개선이 필요하다

고 볼 수 있다.

2. 수산‧해운계 고등학교의 교과 편성비율 
및 취업률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특성화고등학고의 보

통교과와 전문교과 편성 단위가 각각 66단위 이

상, 86단위 이상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분석한 

11개 학교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의 편성단위를 

살펴보면, 동일 학교 내에서는 학과와 상관없이 

보통교과와 전문교과의 편성단위가 동일하였다. 
보통교과는 최소 66단위, 최대 86단위로 편성

되었으며, 전문교과는 최소 94단위에서 최대 114
단위로 편성되었다. 11개 학교 모두 교과(군)의 

총 이수단위는 180단위이며, 창의적체험활동 24
단위를 포함한 총 이수단위는 204단위이다. 보통

교과와 전문교과 편성비율의 차이가 가장 적은 

학교는 경남해양과학고로 47.8:52.2의 비율을 보

였으며, 그 다음은 울릉고(47.2:52.8), 신안해양과

학고(45.6:54.4), 충남해양과학고(44.4:55.6), 여수해

양과학고(42.2:57.8), 인천해양과학고(41.1:58.9), 완

도수산고(40.6:59.4), 성산고(37.8:62.2), 부산해사고

(36.7:63.3), 인천해사고(36.7:63.3), 포항해양과학고

(36.7:63.3)의 순이었다([Fig 2]).
전문교과의 기초과목(공통과목 포함)과 실무과

목의 편성비율은 경남해양과학고를 제외하고는 

동일 학교라 하더라도 학과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전문교과의 총 이수단위는 대체로 비슷하였으나, 
부산해사고, 인천해사고, 신안해양과학고, 여수해

양과학고, 충남해양과학고를 제외하고는 실무과

목이 기초과목보다 낮게 편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Table 2>). 

[Fig 2] the ratio of general subjects and specialized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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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National 
Maritime High 

School

Incheon 
National 

Maritime High 
School

Wando Fishery High School
Gyeongnam Marine 

Science High 
School

Seong
san High 

School

Naviga- 
tion 

Engine Naviga- 
tion 

Engine

Fisheries 
Resources 

& 
Aquaculture 

Fisheries 
Food 

Processing 

Fishing 
Operations& 
management

(sailing)

Fishing 
Operations& 
management

(engine)

Self
-employed 

Marine 
Production

Marine 
Technology

Marine 
Industry

Basic 
subject

44
(38.6)

50
(43.9)

49
(42.9)

48
(42.1)

71
(66.4)

65
(60.7)

63
(58.9)

79
(73.8)

58
(61.7)

58
(61.7)

94
(83.9)

NCS-base
d subject

70
(61.4)

64
(56.1)

65
(71.1)

66
(57.9)

36
(33.6)

42
(39.3)

44
(41.1)

28
(26.2)

36
(38.3)

36
(38.3)

18
(16.1)

Total unit 114 114 114 114 107 107 107 107 94 94 112

<Table 2> The ratio of the basic courses and practical courses of specialization courses for freshmen in 
2019

Shinan Marine 
Science High School

Yeosu Marine 
Science High 

School

Ulleung
High 

School
Incheon Marine Science High School

Aquaculture 
& Fishing 

Village

Fisheries 
Processing 

and 
Cooking

Self 
Fishery

Marine 
Leisure 
Tourism

Marine 
Leisure

Navigator
Marine 

Life 
Science

Food & 
Food 

Industry

Marine 
Engine 
System

(engineer)

Marine 
Engine 
System
(Navy 

Specialization)

Energy 
System

Basic 
subject

50
(51.0)

52
(53.1)

44
(42.3)

69
(66.3)

62
(65.3)

44
(41.5)

40
(37.7)

29
(27.4)

40
(37.7)

40
(37.7)

48
(45.3)

NCS-base
d subject

48
(49.0)

46
(46.9)

60
(57.7)

35
(33.7)

33
(34.7)

4
(3.8)

8
(7.5)

54
(50.9)

8
(7.5)

8
(7.5)

12
(11.3)

Total unit 98 98 104 104 95 106 106 106 106 106 106

Chungnam Marine Science High School Pohang Marine Science High School

Marine 
production

Motorized 
machinery

Self 
Fishery

Refrigeration 
and Air 

Conditioning

Marine 
Industry and 
Technology

Marine 
Industrial 
Machinery

Marine 
Food 

Processing 

Marine 
communication 

system

Marine Life 
Science

Basic 
subject

49
(49.0)

35
(35.0)

47
(47.0)

22
(22.0)

91
(79.8)

95
(83.3)

68
(59.6)

92
(80.7)

81
(71.1)

NCS-base
d subject

51
(51.0)

65
(65.0)

53
(53.0)

78
(78.0)

23
(20.2)

19
(16.7)

46
(40.4)

22
(19.3)

33
(28.9)

Total unit 100 100 100 100 114 114 114 114 114
Source: schoolinfo(https://www.schoolinfo.go.kr/) 

NCS기반의 실무과목의 편성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해양과학고의 냉동공조과로 78단위

(78%)를 편성하였으나, 전체학과평균 가장 높은 

실무과목 편성학교는 67단위의 부산해사고였다.  

실무과목의 편성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인천해양

과학고등학교로 대부분의 학과에서 10%이하의 

편성률을 보였으나, 학과필수 전문과목과 학생선

택 전문과목을 분류하여 계열 과정이나 전공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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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교과목을 선택‧이수해 나가면서 실용적인 

심화전공으로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자기주도적 

선택형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취업률 평균은 10.88%~97.06%로 

학과별로 2~4과목의 NCS교과목을 운영하는 완도

수산고의 취업률은 학과 평균 97.06%, 부산해사

고 90.38%, 인천해사고 93.39%로 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3과목의 

NCS기반 교과목을 운영하는 경남해양과학고는 

전체 졸업생 36명 중 20명이 취업하여 특성화고

등학교 중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여수해양과학고는 학과별로 3~4과목을, 울릉고, 

충남해양과학고, 포항해양과학고는 모든 과에 3
과목씩 NCS기반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각 48.85%, 50.0%, 34.44%, 37.67%의 취업률을 보

였다. 이는 2017년 기준 특성화고등학교의 평균 

취업률 50.6% 이하로, NCS기반 교과과정의 운영

과 취업률의 관련성은 크지 않음이 시사된다.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수산․해운계열 고등학교의 NCS기반 

교육과정의 현황을 파악하여, 학생들에게 필요한 

현장 중심의 직무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과

정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수행되었다. 
학교유형별로 수산‧해운계열 고등학교의 학과

분포 및 명칭을 분석한 결과 수산‧해운계 고등학

교의 학과는 NCS기반 교과군의 선박운항, 농림‧
수산해양, 식품가공, 기계의 순으로 기준학과가 

재구조화되어 있으며, ‘정보‧통신’ 교과군을 기반

으로 한 해양통신시스템학과도 운영되고 있다. 
그 외에 동력기계과에서 ‘전기‧전자’ 교과군의 실

무과목인 ‘내선공사’를, 해양산업기술과에서 ‘재
료’ 교과군의 ‘피복아크용접’을 편성하여 필요인

력 양성 방향에 맞춰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문교과의 총 이수단위는 대체로 비슷하였으

나,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실무과목이 기초과

목보다 낮게 편성되어 있고, NCS기반 교과과정

의 운영과 취업률의 관련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 결론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의 교육목표에 따라 효율적이고 다

양한 교육과정 편성을 위해 두 가지 이상의 직무

가 융합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성화고의 NCS기반 교육

과정은 NCS에 기반하여 필요에 따라 능력단위 

중 일부를 선택하여 실무과목을 운영하거나, 시‧
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새로운 실무과

목을 개설할 수 있다(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그러나 NCS는 현재의 직무절차를 중심으로 기

술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도래할 직무를 예측

하거나 준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

다(Kim, 2017). 현재 NCS교육과정은 능력단위별

로 고졸이하 수준에서 박사 수준까지 8단계의 수

준체계로 나누어져 있고, 각 능력단위별로 한 권

의 학습모듈이 개발되어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직무라 하더라도 근무 환경이나 기업의 규모, 조

직의 특성에 따라 업무의 범위와 수행내용이 달

라질 수 있으므로, 교육과정 편성 시에 학교의 

교육목표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직무가 융합되

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NCS학습모듈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용분석을 

실시한 후 교수‧학습방법과 자료제작 등이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실무과목을 가

르치는 교사들이 산업 현장에 대한 실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NCS기반 교육과정을 효율

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교원의 직무역량 강화

를 위한 지원방안을 확립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별 혹은 학과별로 전수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거나, 심층인터뷰를 통해 실태를 파

악하는 질적분석 등의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Kim(2017)은 학습모듈의 수준이 해당 분야의 

직무기술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에게 적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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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Byun(2019)의 연구 결과 진학보다 취업을 희망하

는 학생들의 NCS인식과 학과 전체 교육과정 만

족도, NCS 기반 교육과정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리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이므로 수산‧해운계 고등학생들에게 일반화

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하지만 급변하는 

직업 및 교육 환경의 변화와 선취업 후진학이라

는 특성화고등학교의 목적에 맞도록 학생들의 요

구 및 만족도를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 할 

것이다. 따라서 전수 설문조사나 질적연구를 통

해 교과목을 운영하는 교사와 교육 수요자인 학

생들의 경험에서 정확한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

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NCS 능력단위별로 평가지침이 제

시되어 있지만, 기존의 평가방법이 NCS기반 교

육과정에 적합한가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Choi et. al.(2014)는 구체적인 평가방법이 고안되

고 이것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인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각 지역의 특성 및 전략 산업과 

연계된 인력양성유형에 따라 교육과 현장 실무 

능력이 일원화 될 수 있도록 과정중심형 실무훈

련(수행) 평가를 교육과정 편성‧운영시 반영할 필

요가 있다. 
교과 교육과정 편성표와 단순한 수치의 분석으

로 각 학교들의 교육과정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러나 계속 변

화하는 산업현장에 맞추어 현장적합성이 높은 인

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알기만 하는 지식교육’
에서 수행 중심의 ‘할 줄 아는 교육’ 즉, 실무중

심의 교육과정이 끊임없이 개발되어 운영될 필요

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 산업체, 교사, 학

생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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