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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전문기능인력은 건설현장에서 각 공종별 건설기능을 

보유한 인력이다. 전문기능인력은 시공 방법과 순서를상

의하고, 계획된 공정에 맞춰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생산자

이다. 단순 기능인력이 전문기능인력으로부터 건설기능을 

전수받음으로써 전문기능인력으로 성장하는 것이 일반적

인 기능인력의 양성과정이다(Kim, 2015).

건설업은 고령화 현상을 보이며 건설 전문 인력의 수

급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Kim, 2015). 또한, 

건설업이 대표 기피업종으로 인식되면서 청년층의 유입

이 감소하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건축 전문기능

인의 고령화와 저조한 청년인력 유입 부족에 대한 대안

이 시급하다.

2017년 건설현장 내국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기능인 등

급제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능인 등급제는 

경력과 자격, 교육훈련 등에 따라 건설 근로자의 기능 등

급을 구분해 관리하는 제도이다(Oh, 2018). 이 제도는 국

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

가가 산업 중심 직무를 수행하도록 체계화한 국가직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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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를 교육과정에 

적용하고 있는 일반대학은 13개에 불과하다. 반면, 대부분

의 전문대학은 NCS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Lee, 2016). NCS 적용 교과목은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방법을 통해 도출된 교과목 중 NCS에서 제시된 능력단위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교과목이다(Operation council of 

the NCS center for junior colleges, 2016). 하지만 전문대

학의 건축 관련 교육과정에서 운영하는 NCS 적용 교과목 

현황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전문대학에서 운영하는 건축 관련 학과에서 개설된 

NCS 적용 교과목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건축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

대학과 전문대학에 요구되는 건축분야의 NCS 학습모듈로 

한다. 학과 세부정보를 제공하는 전문대학 포털 

‘procollege’ 웹사이트에서 접근 가능한 137개 전문대

학 중 건축 관련 학과를 운영하는 35개의 전문대학을 범

위로 한다. 대학 홈페이지에서 상세 교과목 정보를 제공

하지 않는 1개의 전문대학을 제외한 34개 전문대학이 비

교 대상이다. NCS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대학 교육 프로

그램에 요구되는 건설공사관리 분야와 건축 분야의 NCS 

학습모듈을 조사한다. 

연구 방법은 건축 관련 학과를 운영하는 34개의 전문

대학에서 개설된 건축 관련 교과목의 기초 데이터와 전

전문대학의 건축 교육 프로그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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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학에 요구되는 수준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와 접목된 

50개의 NCS 교과목의 기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두 

데이터를 기반으로 NCS과 전문대학의 교과목을 비교, 분

석한다. 

1.3 기존문헌고찰

건축교육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기존연

구는 크게 산업체, 일반대학, 전문대학에서의 건축교육으

로 분류된다. Hong et al. (2013)은 전문건설업체 종사자

를 대상으로 산업체에서의 건축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방향을 제

안했다. Park and Boo (1998)는 국내 4년제 건축학과와 

중국 4‧5년제 건축학부에서 운영하는 건축 교육을 비교했

다. Lee et al. (2012)는 체계적인 기존연구고찰을 통해 건

축학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분석했다. 하지만 이러한 연

구는 일반대학에서의 건축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전문대

학의 건축교육 관련 기존 연구는 실내건축설계 및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Yoo, 2016; Cho and Kwon, 

2013). 하지만 전문대학 건축분야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했다. 

2. 이론적 배경

2.1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이다

(Operation council of the NCS center for junior colleges, 

2016). 교육훈련 기관은 NCS를 기반으로 교육훈련과정, 

훈련기준 모듈 교재를 개발하고 있으며(Operation council 

of the NCS center for junior colleges, 2016),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NCS 적용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2.2 NCS 분류체계

NCS 분류체계는 직무의 유형을 중심으로 NCS의 단계

적 구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NCS 개발의 전체적인 로드맵

을 의미한다. NCS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능

력단위, 능력단위요소 순으로 구성된다(Figure 1). 능력단

위는 NCS 분류체계에서 세분류의 하위단위이며, 능력단

위요소는 능력단위를 구성하는 중요한 핵심 하위능력을 

기술한다. 능력단위요소는 수행준거, 지식‧기술‧태도를 포

함한다. 수행준거는 능력단위요소별로 성취여부를 판단하

기 위하여 개인이 도달해야 하는 수행의 기준을 제시하

고, 지식‧기술‧태도는 능력단위요소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정의한다. NCS 적용 교과목은 NCS에서 제시된 능

력단위(요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NCS는 구체적으로 해당 직무에서 요구하는 능

력을 배양하기 위해 학습해야 할 이론 및 실습과 관련된 

내용과 교과목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건

축 시공 직원에게 도면 읽는 능력이 요구된다면, 도면을 

해석하기 위해 건축시공, 도면 작성법, CAD 활용법 등의 

교육이 요구된다(Figure 1).

Figure 44. An example of the structure of NCS 

education modules

NCS는 능력단위별로 산업현장의 직무수준을 체계화한 

수준체계를 두고 있으며, 이는 통해 산업현장과 교육 훈

련 및 자격을 연계하여 평생학습능력 성취단계를 제시하

고 있으며, 해당 자격의 수준 체계 구성에서 활용할 수 

있다(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2015). 

NCS 개발시 산업현장에서의 직무수준을 1~8단계까지 

총 8단계로 구분하고,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별 직무

수준을 8단계 수준체계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2015). 3수준은 2년제 전

문학사과 동등한 수준으로 최소 학습 시간은 600시간 이

상으로 설정하고 있다(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2015). 

능력단위의 수준체계는 산업현장 직무의 수준을 체계

화한 것으로, Table 1와 같이 NCS 개발 시 8단계의 수준

체계에 따라 능력단위별 수준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학위를 기준으로 하여 전문대학 졸업생이 갖춰야 할 

능력을 1~3수준으로 선정하였다.

Level Position Academic 
degree

Minimum 
learning hour

8 Director

Master

-
7 General manager -

6 Deputy general 
manager -

5 Manager Bachelor 800

4 Assistant manager Associate 
(3-year) 800

3 Associate Associate 
(2-year) 600

2 Staff High school 
graduate 600

1 Intern - -

Table 1. Academic degree and minimum learning hours 

for NCS competency unit levels

3. 교과목 분석 및 결과

본 연구에서는 NCS 학습모듈에서 능력단위 3수준 이하

에서 필요하다고 제시하는 교과목을 도출하였다. NCS의  

능력단위요소의 수준이 정의되어 있지 않은 소분류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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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는 제외하였다. 34개의 전문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에

서 운영하는 교과목과 NCS에서 제시하는 교과목 목록을 

비교하였다. 전문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는 건축과, 건축

공학과, 건축디자인과, 건축학과, 공간디자인과(건축전공), 

공간디자인학부(건축전공), 친환경건축과, 건축계열이었다. 

건축과 23개, 건축공학과 1개, 건축디자인과 5개, 건축학

과 2개, 공간디자인과(건축전공) 1개, 공간디자인학부(건

축전공) 1개, 친환경 건축과 1개, 건축계열 1개였다. 

3.1 NCS 제시 교과목 분석

NCS 능력단위를 포함하는 NCS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전문대학에서 운영해야 하는 교과목을 도출했다. 전문대

학에서 배울 수 있는 수준인 3수준 이하의 수준을 구분

하기 위해, 세분류별 능력단위의 수준을 분류하였다. 3수

준 이하의 능력단위를 포함하는 중분류는 건설공사관리

와 건축이었다. 중분류체계인 건설공사관리는 소분류로서 

유지관리를 포함했고, 건축은 소분류로서 건축설계‧감리, 

건축시공, 건축설비설계‧시공을 포함했다. 4개의 소분류는 

유지관리, 건축설계, 실내건축설계, 건축목공시공, 건축설

비설계 등 23개의 세분류를 포함했고, 각 세분류별 NCS 

적용 교과목의 총합은 65개였다. 주요 NCS 적용 교과목

은 건축과사회, 건축일반구조학, 건축 설비, 건축시공학 

등이었다. 여러 세분류에 중복하여 포함된 교과목을 정리

하여 총 50개의 NCS 제공 교과목을 도출하여 전문대학에

서 운영하는 건축 관련 교과목과 비교하였다. 

3.2 전문대학 건축 관련 학과 운영 교과목 분석

34개의 전문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

은 총 1,289개였고, Table 3와 같이 이를 구조, 시공, 설

계, 재료, 설비, 환경, 법규, 컴퓨터, 기타로 분류했다. 

3.3 교과과정 비교 및 분석

NCS 제공 교과목별로 2~5개의 키워드를 도출했다. 키

워드를 기반으로 전문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 1,289개와 비교했다. 즉, 해당 키워드를 개설된 교

과목명 또는 개요에 포함되었는가를 기준으로 했다. 전문

대학의 운영현황을 상, 중, 하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1~17개의 관련 교과목을 운영하면 하 그룹, 18~34개는 중 

그룹, 35~50개는 상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34개의 전문대

학 중 6개(18 %)가 하 그룹에 포함되었고, 중 그룹은 27

개(79%), 상 그룹은 1개(3%)였다.

NCS에서 제시하는 50개의 교과목을 몇 개의 전문대학

이 개설했는가를 분석했다. NCS에서 제공하는 교과목을 

운영하는 전문대학 수를 기준으로 4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1) 전문대학에서 운영하지 않는 교과목, (2) 

하:　1~11개의 전문대학이 운영하는 교과목, (3) 중: 12~22

개의 전문대학이 운영하는 교과목, (4) 상: 23~34개의 전

문대학이 운영하는 교과목이었고, 분석된 교과목별 운영 

현황은 표 5와 같다.

모든 전문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에서 개설하지 않은 

교과목은 건축과 사회, 건축미학, 한국전통 건축론, 건축

설비제도, T.A.B, 배관공학, 배관실습으로 7개였다(14%). 

상대적으로 다수의 전문대학에서 개설되지 않은 하 등급

의 NCS 적용 교과목은 17개(34%)였고, 운영률이 보통인 

중 등급의 교과목이 8개(16%), 상 등급의 교과목이 18개

(36%)로 나타났다. 반면, 건축시공학 관련 교과목은 유일

하게 모든 전문대학에서 개설,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냈

다. 

University Department Subject

University A Architecture

Structural mechanics
Construction materials

Introduction to 
architecture

Architectural structure
Human and housing

〯

University B Architectural engineering

Architectural design
Drawings

Architectural structure
Structural mechanics

Introduction to 
architecture

〯
〯 〯 〯

Table 3. An example of reorganized architecture-related 

subjects at junior colleges

Division Construction Management Architecture

Group Post 
construction

Architectural 
design and 
construction 

administration

Building 
construction

Architectural 
equipment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Class Maintenance
Architectural 

design, Interior 
design

14 classes (inc. 
timber 

construction)

4 classes
(inc.

Architectural 
equipment 

engineering)

Subject

Repair and 
reinforcement 
methods for 

building 
structure

Architecture 
and society

General 
building 
structure

Architectural 
equipment

Building 
maintenance

Structural 
design

Building 
construction

Architectural 
design

Life cycle cost 
engineering

Architectural 
aesthetics

Structural 
mechanics

Architecture 
and society

Material 
engineering

Introduction to 
architecture

Reinforced 
construction 

structure
T.A.B

Building 
regulation Urban planning Steel structure Structural 

system
Theory and 
method of 

corrosion of 
building 
structure

Architectural 
design

Construction 
materials

Architectural 
planning

ː ː ː ː

Total 15 25 13 12

Table 2. Subjects defined in NCS with classes below three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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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NCS 적용 교과목을 운영 중임에

도 불구하고 건축 관련 교육과정과 NCS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이 개설

한 건축 관련 교과목과 전문대학 수준의 능력단위(3수준 

이하)를 기반으로 도출된 NCS 기반 교과목을 키워드를 

중심으로 비교 및 분석하였다. 그 결과 NCS에서 제공하

는 교과목 중 전문대학에서 운영하지 않는 과목과 다소 

운영하지 않는 소 등급의 과목의 합이 48%로 절반에 가

까운 수치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각 전문대학은 운영률

이 적거나 누락된 과목들을 중심으로 산업체의 요구를 

체계화한 NCS와 전문대학의 교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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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Non-open Low Middle High
# of 

subjects 0 1~11 12~22 23~34

Course

Architecture and 
society

Repair and 
reinforcement 
methods for 

building 
structure

Life cycle cost 
engineering

Building 
maintenance

Architectural 
aesthetics

Theory and 
method of 

corrosion of 
building 
structure

Construction 
scheduling

Material 
engineering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Non-destructive 
test and 

evaluation
Structural 

design
Building 

regulation

Architectural 
equipment 
drawing

Asset valuation 
of facilities

Introduction to 
architecture

Seismin 
strengthen for 

building 
systems

T.A.B Remodeling Modern 
architecture

Reinforced 
construction 

structure
Plumbing 

engineering
Infrastructure 
maintenance Interior design Construction 

materials
Plumbing 
practice

Maintenance 
engineering

Comtemporary 
architecture

Computational 
design

　 Urban planning Steel structure Architectural 
case studies

　
Theory of 

architectural 
design

　 Drawings

　
Preservation and 

remodeling of 
buildings

　 Basic design 
studio

　 Architectural 
history 　 Architectural 

equipment

　
Architectural 
presentation 

skill
　 Structural 

mechanics

　 Site planning 　 Eco-friendly 
architecure

　
Housing 
planning 　

Building 
construction

　
General 
building 
structure

　
Reinforced 

construction 
structure

　
Structural 

system 　
Architectural 

planning

　 Surveying 　
Architectural 

design

　 　 　 Construction 
estimation

# of 
course 7 17 8 18

Table 5. Classification of NCS-applied courses opened by 

departments of architecture-related at junior college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320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