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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ABEEK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 began its accreditation in 2001, the 595 programs in 

100 institutions have been accredited, and now the number of accredited programs is continuously increasing.  On the other hand,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which is directed by government, has been also introduced in recent years, and it becomes the 
center of attentions of many universities in Korea.  Each of these 2 systems has its own strengths and weaknesses, even though their 
main purposes are very similar. This paper deals with the comparison between the curriculum based on NCS with ABEEK. And also, 
the examples of making the curriculum based on the NCS would be introduced. At the conclusion, some suggestions for the new NCS 
system would be proposed.

Keyword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 (ABEEK),  Learning Outcomes, 
Curriculum

I. 서 론1)

1999년 8월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설립된 이래, 현재에는 

100개의 대학들에서 595개의 프로그램들이 인증을 받았으며(1), 

국내 대부분의 공과대학들에서 공학교육 인증 프로그램을 운

영 중이거나 혹은 준비 중에 있다. 특히 2008년부터는 공학기

술교육 프로그램 시범인증을 시작으로 하여 많은 전문대학들

에서도 인증과 관련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 등, 이제 한국공학교육인증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경

쟁력을 갖추고, 산업체가 요구하는 창의성과 실무능력이 있는 

공학인력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공학교육의 큰 흐름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2).

한편 최근 많은 대학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가직무

능력표준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도 역시 산

업현장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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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3), 근본적으로 공학교육인증과 NCS 기반 교육과정은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교육 기관에서는 

두 교육시스템 사이의 상관관계와 장단점 및 운영상의 차이점 

등에 대한 이해와 운영 방향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이다. 각 해당분야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SC) 등을 통하

여 산업계에서 개발된 NCS 기준에 따라 교육계와 산업계가 공

동으로 도출한 ‘NCS 기반 학습 모듈’은 그 구성 내용에서 학습

목표, 학습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및 피드백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어서, 일선 교육기관에서 적용 및 운영 

방안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한다면 최소한의 교육과정 개편

과 운영으로도 두 가지 시스템, 모두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학교육인증과 NCS 기반 교육과정에 대하

여 장․단점, 상호연계 가능성과 차이점 등을 비교 분석하고, 이

에 따른 운영방안에 대하여 제시함으로써 교육과정 개편 및 운

영의 기초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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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한국공학교육인증 (ABEEK) 

한국공학교육인증이란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이하 ‘공인원’) 

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증기준에 부합하게 공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공인원

은 2007년에 워싱턴 어코드 정회원으로 승인된 이후, 2012년에 

정기평가를 받아 정회원 자격을 2018년까지 유지하게 되었고, 

현재 세계 4대 공학교육인증기구인 Washington Accord (4년제 

공학), Seoul Accord (4년제 컴퓨터) 및 Dublin Accord (2년제 

공학기술) 에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ABEEK 에서 제시하

는 3가지 기준, 즉 공학인증기준 (EAC), 컴퓨터  정보기술인증기

준 (CAC), 공학기술교육인증기준 (ETAC) 은 모두 글로벌 스탠

다드에 부합하는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2013년 1월에 교육

부로부터 “고등교육법 11조 2항” 및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등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으로 공인원이 지정됨에 따라, 향후 공학분야 학문분야 평가 (학

부, 학과, 전공 및 프로그램 평가)는 ABEEK에서 ABEEK의 인증

기준들을 이용하여 평가하도록 되었다.  

근본적으로 공학교육인증은 각 개별 학생들의 성과 및 자질

을 판단하여 각 졸업생들을 인증하는 제도가 아니며, 공학 관

련 학부․과 혹은 전공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인증기준

에 맞게 운영되고 있음을 인증하는 프로그램 인증을 의미한다.

공학교육인증기준의 핵심개념은 수요지향 (demand-driven) 

교육, 성과중심 (outcome-based) 교육, 지속적 품질개선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CQI) 의 3가지 용어로 요

약될 수 있다.   여기서 ‘수요지향’이란 국가 및 사회의 요구와 

프로그램 구성원 (산업체, 학생, 교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

렴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성과중

심’이란 교육의 모든 요소가 목표 수립, 실행, 측정 및 분석평

가, 개선의 자율순환체계 (closed-loop) 를 갖추고 운영되어야 

하며, 이 때 측정 및 분석평가는 투입(input), 과정(process), 

산출(output), 성과(outcome) 4가지 교육요소 중 성과에 기반

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2015년 인증평가부터 적용되고 있는 인증기준들 중에서 4년

제 대학의 공학분야에 대한 기준인 “KEC2015”에서는  “공학

교육 프로그램은 수요지향 교육 및 성과중심 교육 체계를 갖추

고, 다음의 8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4)

1) 프로그램 교육목적

2) 프로그램 학습성과

3) 교과과정

4) 학생

5) 교수진

6) 교육환경

7) 프로그램 개선

8) 전공분야별 인증 기준

즉 공학교육의 첫 단계인 프로그램 교육 목적의 설정단계부

터 운영 및 학습성과의 평가 등, 교육의 전 단계에 걸쳐 산업체

와 프로그램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체계를 

요구하고 있어서 산업수요에 맞는 공학인재의 양성이라는 당

초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의 프로그램 

중심의 평가에 더하여 ‘교과  기반평가 (Course Embedded 

Assessment, CEA)’와 단일 인증프로그램 체계로의 전환을 추

진하고 있는 등, 기존의 학습 성과 평가에 따른 교과과정 개선, 

교과목 개선에 이르는 인과관계의 불명확성을 개선하고 인증

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5). 

이러한 ABEEK 졸업생들에 대한 혜택으로 국내에서는 삼성

그룹, 현대중공업그룹, LS 그룹, KCC 그룹 등의 대기업과 많

은 중견 및 중소기업들에서 입사 전형 시에 가산점수를 부여하

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2007년 6월에 국제적 공학교육인증 

협의체인 워싱턴어코드에 가입됨에 따라 ABEEK 인증 졸업생

들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대만 등의 정회원국 사이

에서 법적, 사회적 모든 영역에서 회원국의 졸업생들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게 된다. 

공학교육인증 평가에 따른 인증효과는 학생, 대학교, 산업체, 

나아가서는 국가에 이르기까지 공학기술의 경쟁력을 향상시키

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공

학교육과 관련된 효과는 Fig. 1과 같다(1). 

Fig. 1 The effect of ABEE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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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1. NCS의 개념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자격기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

의되는 개념으로서,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

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

로 체계화한 것으로 산업 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 (지식․기술․태도)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

한 것을 의미한다.(6)

Fig. 2 Schematic Diagram for NCS(6)

이러한 NCS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작업능력, 작업관

리능력, 돌발상황 대처능력, 미래지향적 능력 등 모든 종류의 

수행능력을 포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NCS 개발 영역별 분야

와 수준 및 양식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13년도

에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개발 메뉴얼 (안)’을 한국산업인

력공단을 통하여 개발 및 배포하였고, 이 메뉴얼에 입각하여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 현장, 교육훈련기관, 자격제

도 관련 기관에서 활용되어 일-교육훈련-자격과의 연계 체계

를 구축하여 중복투자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산업계가 필요

로 하는 인재를 양성 및 공급할 수 있는 체계로 설계되어 있다.

NCS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은 한 사람의 작업자가 해당 작

업 내에서 해당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실질적인 수행능력’을 의미하며 ‘직무수행능력’과 ‘직업기초능

력’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능력은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최종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며, 이때 최종결과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무엇을 할 수 있다”는 형식으로 제시될 수 

있다.  

Fig. 3 Application System of NCS(3)

‘직무수행능력’은 ‘필수직업능력’, ‘선택직업능력’, ‘산업 공통

직업능력’으로 구분되며, 각 직무수행능력을 구성하는 능력들

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무 
수행능력

내용

필수 
직업능력

해당 분야에서 특정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직업능
력으로 해당 직업에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직업능력

선택 
직업능력

해당 분야에서 기업간 업무범위, 장비 등의 차이점에 대한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직업능력으로, 해당 직업에 진입
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직업능력은 아니나 기업체
의 특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직업능력

산업공통
직업능력

해당 분야에서 직업 혹은 직무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갖
추어야 하는 능력

직업 
기초능력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모든 직업분야에서 직무를 성
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능력

2. NCS 기반 교육과정

대학 교육과정에서 NCS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현행 교과과

정과 NCS의 일치도를 평가하여 교과과정의 현장성을 제고하

고 현장과 연계된 과정의 운영효율성을 높이며, 나아가 과정평

가형 국가기술자격 시행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그 개략적인 

과정은 Fig. 4와 같다(7).

NCS가 현장의 ‘직무 요구서’라고 한다면, NCS 학습 모듈은 

NCS의 능력단위를 교육훈련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

수․학습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구체적 직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이론 및 실습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어

서, 기존의 교과과정이 단순히 교과목들의 나열로 구성되어 있

다면, NCS 기반 교과과정은 교육 컨텐츠 단위, 수준, 교육 시

간수 및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Fig. 4 Concepts of NCS Studying Module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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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rocedure of Making Curriculum(8)
 

그러나 교과목 담당 교수가 해당 교과목 교육내용의 편성에

서부터 시작하여, 적절한 교수법에 따른 교과목의 운영, 학생 

평가, 심지어 필수 혹은 선택 교과목으로 지정하는 것까지 거의 

전권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의 역할을 고려할 때, 

NCS 기반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은 물론 교과기반평가에서도 

가장 선결되어야 할 문제는 교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울러, 

대학과 정부 차원의 충분한 행․재정 지원일 것이다(9,10).

Ⅳ. NCS와 공학교육인증의 상호 비교

1. 공통점

공학교육인증과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수요지향’, ‘성과 중심’

이라는 측면에서는 맥락을 같이 한다.  공학교육인증에서는 각 

교과마다 중점적으로 다룰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지정해야 하며, 

해당 교과에서 각 학습 성과 목표 (PO) 가 성취되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평가하였는지에 대해 교과목 포트폴리오를 통해 증빙

되어야 한다. NCS의 경우에서도 각 교과목에서 다룰 능력단위가 

지정되고, 해당 교과에서 해당 능력단위가 성취될 수 있도록 교

육을 진행하고 평가 하였는지 교과목 포트폴리오를 통해 증빙되

어야 하는 등의 측면에서 보면 유사성이 매우 높으며, NCS의 

능력단위와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잘 대응시키면 동일 증빙을 공

학 교육인증과 NCS에서 모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교과목별로 학습성과의 달성여부를 세밀하게 점검하는 

교과기반평가(CEA) 체계가 최근 공학교육인증에서도 권장되

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NCS와 ABEEK의 운영상의 공통점

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2. 차이점

ABEEK과 NCS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ABEEK 프로그

램 학습 성과의 수준은 프로그램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

는 반면, 직무능력수준은 프로그램에서 결정할 수는 없다는 점

이다. 기본적으로 공학교육인증은 프로그램 인증이기 때문에 

인증제 운영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 최소한의 품질을 

보장한다는 측면도 있으며, 그 수준은 대학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편 NCS를 이수한 학생에게 ABEEK 프로그램보다 

더 많은 품질 보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국가가 

미리 정의한 해당 분야의 특정 직무능력을 학생이 실제로 수행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NCS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이다.  

ABEEK의 프로그램 학습 성과는 NCS에 비하여 보다 포괄

적 개념으로서,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학습  성과는 5개의 하

드스킬과 7개의 소프트스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학분야의 다

양한 학문분야와 상관없이 공통된 PO를 제시하고 있다.   

NCS의 경우에 각 직무마다 요구되는 능력단위는 해당 분야의 

SC를 중심으로 도출되었기 때문에 매우 상이하다.   물론 직업

기초능력과 산업 공통직업능력에 소프트 스킬도 포함되어 있

지만 해당 직무에 보다 직접적 관련이 있는 소프트스킬로 제한

하고 있다.  또한 ABEEK는 각 교과의 강의내용보다는 교수법 

변화와 운영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반면, NCS는 교수법보다

는 강의 내용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NCS의 능력단

위의 내용은 기술적 발전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뀔 수 밖에 없

지만, ABEEK의 기본틀은 기술적 발전 추이에 따라 바뀌지는 

않는다는 점도 큰 차이점들 중의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ABEEK은 도입 이후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많은 

조율과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국제적으로 공학

교육과 관련된 협의기구들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었

던 반면, NCS의 경우에는 도입된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전세계적으로 4년제 공과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되어 운

영되고 있는 예가 거의 전무하다는 점이다.  아울러 NCS의 경

우에는 짧은 준비기간에 비하여서 상당히 많은 직종들과 그에 

따른 직무능력들에 대한 매우 세밀한 정의와 운영 방안들을 도

출하고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 개발이 진행되

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산업계에서 요구되고 있는 신기

술 혹은 융․복합 기술들에 대한 직종 및 직무능력들에 대하여

는 아직까지 개발이 미진하여, 일선 대학들에서 즉각 교육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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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3. 비교 및 고찰

위에서 나열된 많은 차이점들이 ABEEK 운영 프로그램에 

NCS 도입하고자 할 때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

다. 그 이유는 ABEEK에서 추구하는 근본적인 지향점, 즉 수요

지향, 성과기반, 지속적 품질개선 등에 부합하도록 공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내용과, 

NCS의 기본 취지인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산업부문별․수
준별로 체계화하고 제시한 교육 컨텐츠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내용이 서로 맥락을 같이하고 있

으며, 두 방식 모두 공학교육 개선의 큰 방향에서 결코 어긋나

는 것이라고 반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Table 1 Comparisons of NCS and ABEEK

NCS ABEEK

정의

근로자가 자신의 직업에서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
는 능력 (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을 인증

4년제 공학 관련 학부(과)에서 운
영하는 프로그램이 인증기준에 맞
게 운영되고 있음을 인증

특징

- 수요지향적 훈련 유도
- 이수자 성과평가 강조
- 직무능력단위별 구체적 학습 

성과 목표제시 
- 정해진 직무능력의 수준을 만

족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구성 
요구

- 교육내용의 변화 요구
- 전공별 채택 능력단위 검토

- 수요지향적 교육 유도
- 이수자 성과평가 강조
- 포괄적이고 공통적 학습 성과 

목표제시 
- 대학별 학생 수준에 맞춰 프로

그램 내용조정 가능(최소 요구
수준 요구)

- 교수법과 교과과정 운영 방식
의 변화를요구

- 전공별 운영방식 상이

효과

- 현장지향적 실무인재 양성
- 현장맞춤형 교육내용 유도
- 과정이수 자격제도와 바로
  연관 가능 (자격취득 가능)

- 실용적 공학인재 양성 
- 체계적 공학교육체계 유도

예상 
문제점

- 형식체계 강화로 인하여 불필
요한 업무와 증빙서류 요구 증
대 가능성

- 창의적이고 사고력이 많이 필
요한 연구, 개발 등의 직무에 
대해서 능력단위 구체화에 제
한성 가능성

- 능력단위에 대한 정확한 도출이 
되지 않을 때 왜곡된 교육 초래 
가능성

- 인성, 리더쉽 등 소프트 스킬의 
중요성 간과 가능성

- NCS 능력단위는 과학기술 발
전, 시장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
변성

- 형식체계 강화로 인하여 불필요
한 업무와 증빙서류 요구 증대 
가능성

- 산업계 인사시스템과 연관성이 
부족하여 이수자에 대한 인증효
과의 부족 가능성

그러나 ABEEK과 NCS, 두 체계 모두는 기존 방식에 비해 

담당교수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각 교수의 

인식 전환과 대학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실효성 있게 운영되

기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ABEEK과 NCS를 함께 운영할 경우 

각 교과 담당교수의 업무량은 급격하게 증가될 것이며, 특히 

NCS의 경우에는 대학교수가 강의하기에 힘들거나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으며, 대학의 교육환경이 NCS 기반 교육을 진

행하기 힘들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NCS도입 시에 수반될 수 있는 대학교육이 과도하게 직업지향 

교육으로 바뀌면서, 최근 인문소양 교육의 강화, 창의융합 교

육의 강화 등의 전반적인 고등교육의 방향과 상충되는 측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Table 1에는 NCS와 ABEEK의 대략적인 비교를 나타내었다.

Ⅴ. 결론 및 제언

현재 공학교육현장에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가

직무능력표준(NCS)에 대해 공학교육인증과 비교하여 분석하

였다. 두 체계 모두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우수 공학인재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맥을 같이하고 있으나 서로의 

차이점과 각각의 장단점을 함께 지니고 있다. 

NCS 기반 교육과정의 장점으로는 우선 직무능력 요소단위

별 수행준거를 중심으로 강의해야 하므로 대학 내에서 누가 강

의하더라도 동일한 내용으로 강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둘째,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육에 대하여 구체적인 교육

내용, 방법, 실습 장비, 요구 절차나 과정, 관련 양식 등에 대하

여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서, 교육 운영과 결과의 문서화를 

통한 교육의 체계화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셋째, 학생 개인별로 직무에 대한 학습성과 및 성취도, 능력 

평가, 점검 등이 가능해서 관련 국가기술 자격 취득과의 연계

가 용이하며, “능력중심사회 구현”이라는 국가정책에도 부응하

고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우선 현재까지 제시된 NCS 기준들 중 일

부 분야에서는 교육분류와 산업분류가 불일치하며, 일선 교육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NCS 교육과정의 운영 및 평가를 요구하

고 있다는 점이다 (예: 담당 교수의 권한 제한, 강좌당 수강인

원 제한, 고가의 장비, 평가문서의 과도화 등). 또한 교육내용

과 수준 및 방법들에 대하여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규

정해 놓은 결과, 학생들의 자유로운 수업 선택권을 제한할 가

능성이 있어서, 다양한 진로를 반영한 창의적인 인재 양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교과과정 운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으

며, 마지막으로 융복합 학문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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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하며, 사회 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교육에 반영하기 곤란하다

는 점 등을 들 수 있다.(4)

이들을 상호 비교하고, 보완사항에 대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NCS 기반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도입 및 운영을 위

해서는 대학 및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행․재정 지원이 필요하

다.  또한 대학 교육과정의 편성, NCS 운영 및 평가 등에 자율

성을 확대하고(예: 수행준거 단위의 평가를 최소능력단위 요소 

단위로 상향 등), 특히 직업기초능력의 영역을 현실에 맞게 확

대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융복합, 신기술 등 다양한 직종 

및 직무능력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제시하여야 하며, 아울러 과

도한 문서화는 경감할 필요성이 있다.

ABEEK과 NCS는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이라는 점에

서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능력중심의 사회 구현’이라는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바, 향후 직업훈련기관은 물론이고 

전문대학과 대학에도 도입이 급속히 추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까지는 전 영역에 걸쳐 완전한 형태의 기준과 교육방안이 

제시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으나, 몇가지 전제조건들만 충족

된다면 ABEEK 과 NCS 모두를 충족하는 교육과정의 성공적

인 도입과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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