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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계 고등학교 수산물유통과 교육과정 개발†1)

김삼곤․신진한* 

(부경 학교․*부산원 고등학교)

Ⅰ.  서  론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 산업 구조는 계속해서 변화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직업 구조도 

다양화하고 복잡하게 세분화되어 지고 있다. 수산업 부문도 외일 수 없기 때문에 2000년

에는 수산업의 구조가 한층 더 문화, 다양화, 기계화, 첨단화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상된다. 이와 같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수산업은 잡는 어업이나 단순히 기르는 어업의 통

인 산업의 형태에 을 두지 않고 경제  수익성을 고려하여 생산재의 재투입을 통한 

화된 기술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생산 증 는 물론 소득의 극 화를 해 

생산에서부터 가공, 그리고 유통과 매에 이르기까지 리 분야로 확 해 가고 있다. 이러

한 수산업의 변화에 따라 잡는 어업, 기르는 어업 심의 인력 공 의 체계는 새로운 첨단 

기술개발 연구분야와 생산 리 분야에 이르기까지 인력의 수요와 공 이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은 학에서 수산물의 생산 학과인 어업학과가 해양생산 련학과명으로, 수

산물 유통학과인 수산경 학과가 해양산업정책학부로 학과 명이 개편되는 등의 변화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재까지 수산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주로 양식, 수산가공, 기 , 어업, 냉동 등 

문 교과 교육 과정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수산물 유통이나 리분야의 요성에는 크게 

고려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수산 경  교과목을 문 선택 교과로 채택하여 수산

물 유통에 한 지식을 일부만 지도하여 왔다. 이러한 을 감안한다면 산업의 변화에 따라 

우리 나라 수산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상당한 변화와 개선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수산물은 공산품이나 다른 일반 제품과는 다른 상품상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수산물 마 도 수산물 유통의 치에서 본다면 지극히 요하다. 더군다나 수산물은 생산

에서부터 매에 이르는 유통 경로가 복잡하고 다단계 과정을 이루고 있어 수산물의 신선도 

†이 논문은 1999학년도 부경 학교 수산과학 학자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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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와 품질 규격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가격 변동이 심하므로 유통 과정에서 장시간이 소요

될 경우 품질 하에 따른 경제성이 더욱 취약하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수산물은 량 생산

도 요하지만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량 매를 신속하게 이룰 수 있는 매 략과 리

가 수산 경  성패의 척도가 될 수 있다.

오늘날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 유통 경로는 략 다섯 가지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이들 구

조에 한 연구와 개선해야할 도 많다고 보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 으로 고려해야할 

은 2002학년도부터 용되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수산계 고등학교에 수산물유통과 신설

이 상됨에 따라 이들 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취업 가능한 분야, 직업의 종류, 이들 직

업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능력이나 자격증 등을 감안한 수산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개발과 

편성, 운 이 매우 요할 것이다.

따라서 수산계 고등학교의 발 과 수산업의 종합 발 을 도모하고 수산물 유통과 련된 

직업, 요구되는 능력과 자격증 등을 근거로 하여 수산계 고등학교에 수산물유통과의 문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그 목 을 두고 있다.

Ⅱ. 연구의 방법  차

1. 연구 방법  조사 상

가. 수산경제학에 있어서의 수산물 유통 학문 구성 체계에 해 국내외의 문헌과 연구보

고서, 논문 등을 수집, 조사한다.

나. 수산계 고등학교에서의 수산물 유통과 교육 내용을 악하기 하여 수산물유통과의 

교육과정과 취득 가능한 자격증 련 문헌을 참고하여 필요한 교육 내용을 고찰한다.

다. 수산물 유통 련 직종은 한국직업사 (2000), 한국표 직업분류(2000) 등을 심으

로 조사, 분류하 으며, 수산물 유통 련 직종 분류에 한 타당도는 역별 문가

에 의뢰하여 검토하 다.

라. 수산물유통과의 교육 과정 개발 차와 방법을 고찰하 다.

마. 수산계 고등학교 재학생, 수산계 고등학교 교사, 수산경 학과의 교수, 련 업체 종

사자들의 교육 요구를 조사하 다.

바. 수산물유통 련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직무를 조사, 분석하 다.

사. (라), (마), (바)를 종합, 분석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 다. 

아. (바)에서 개발한 교육과정 내용  교과목 이수 학년과 이수 단 수는 수산물 유통 

련 분야의 문가를 통한 최  분석법  비교 확인법을 사용하여 교육과정을 개발

하 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수산경 학과 교수, 수산계 고등학교 재학생  교사, 수산물 유통 

련 기업체  유  기 으로 하고, 수산경 학과 교수는 5개 학에서 30명, 학생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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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산계 고등학교 학생들  152명을 표집하 으며, 교사는 국의 4개 수산계 고등학교

에 재직 인 문교과 담당 교사 60명을 각각 조사하 다. 수산물 유통 련 업체의 요구

도 조사는 수산물 유통 부문에 있어서는 수산진흥원 생가공연구실, 해양수산청 수산 리

과, 수  공 장, 수  지도유통과, 수  매과,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조사부, 수산물 유

통회사,  도매인 등 50명을 상으로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 다. 

직무 조사는 수산물 유통 분야인 경우 수산물 유통의 개념(수산물 생산에서부터 나온 수

산물과 서비스가 수산물 생산자에서부터 소비자의 손에 이르기까지 유통에 련된 모든 기

업 활동을 수행하는 경제 활동)을 반 한 수산물의 수집, 구매, 도매, 경매, 매 분야에 근

무하는 사람을 상으로 직무를 조사, 분석하 는데, 구체 인 직무 조사 상자는 삼성 홈

러스(수산물 매직), 부산공동어시장(수산물 개직), KS수산식품(주)(수산물 무역 유

통직), 홍림냉동수산(주)(수산물 장직), (주)한강통운(수산물 운송직)에 근무하는 사람을 

상으로 하여 면 , 조사하 다. 

2. 조사 도구의 제작  자료 수집

요구 조사 도구는 수산계 고등학교 학생, 교사, 수산경 학과 교수, 련 업체 문가의 

교육 요구 사항을 설문지법으로서 이론  배경의 수산물유통의 학문 구성 체계, 행 수산

계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학의 교육과정, 향후 수산계 고등학교 수산물유통과 학생들이 취

득해야할 자격 시험 내용, 그리고 수산물 유통과 련된 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그 내용을 

종합 분석하여 만들었다. 조사 설문지는 개인 변인과 수산물 유통 련 지식 역  직무 

능력 역의 요구 역 변인에 한 내용으로 작성하 다. 

요구 조사 도구는 수산물 유통에 한 지식 역 22개 문항, 직무 능력 27개 문항으로 

구성하 다. 조사 도구의 요구 역은 교육의 필요성에 한 의견을 묻는 것으로 4단계 

Likert 척도로 구성하 다.

조사 도구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하여 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문가와 

의를 거쳐 수정  보완 후 비 조사를 실시한 후 완성하 다.

수산물 유통 련 교육의 요구도 조사를 한 설문지는 1999년 9월에 최종 작성하여 동

년 10월부터 표집 상자에게 우송하여 회수하 다. 

설문지 배부  회수 황을 보면 수산물 유통  수산경 과 교수는 30매를 배부하여 

20매를 회수(66.7%)하 고, 수산계 고등학교 문 교과 담당 교사는 60매를 배부하여 44

매를 회수(73.3%)하 다. 수산계 고등학교 학생은 159매를 배부하여 152매를 회수

(95.6%)하 으며, 수산물 유통 련 업체는 50매를 배부하여 40매(80.0%)를 회수하 다.

직무 분석을 한 자료 조사는 련 업체  유  기 을 방문하여 종사자와의 면담을 통

하여 이루어졌다. 수집된 수산물 유통 교육의 요구도 조사 자료는 spss/pc+ 통계 패키지

를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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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의 분석

1. 수산계 고등학교 수 에서의 수산물 유통 련 교육의 요구도

가. 응답자의 개인 특성

응답자의 개인 특성을 악하기 하여 교사와 교수의 성별, 교사와 교수의 근무 연수, 

교사와 교수의 수산물유통과 설치에 한 의견 등에 해서 조사하 다.

교사와 교수의 성별을 보면, 교사인 경우, 남자가 41명(93.2%), 여자는 3명(6.8%)이었

으며, 교수인 경우, 남자가 100%이었다. 교사의 근무 연수를 보면, 21년 이상은 15명

(34%)이고, 16～20년은 교사가 14명(32%)이었다. 근무 연수가 16년 이상인 교사가 

66%로서 체로 교육 경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인 경우에도 교육 경력 16년 이

상이 80%이었다. 수산계 고등학교에 수산물유통과 신설에 하여 좋다는 의견이, 교사 

75%, 교수 95%로서 수산물유통과를 신설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수산계 고등학교에 수산물유통과의 신설이 필요한 이유는 수산물 유통 분야의 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 의 흐름에 부응하기 하여, 직업의 분화로 인한 교육의 필요성의 순

서로 나타났다. 수산계 고등학교에 수산물유통과의 신설이 필요하지 않는 이유는 졸업 후의 

진로가 불투명하다. 학과의 세분화에 반 한다. 수산물 생산학과의 요성이 감소한다 순으

로 나타났다.

나. 수산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산물 유통에 한 지식 수

재 수산계 고등학교에는 수산물유통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산계 고등학교에서 

수산물유통과와 가장 련이 있는 과목이 “수산 경 ” 교과이므로 학생들에게 “수산 경 ” 교

과와 련하여 지식 역 22개 항목에 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각 항목별로 내용을 

아주 잘 안다(4 ), 잘 안다(3 ), 안다(2 ), 모른다(1 )의 4단계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체 으로 평균이 1.27로서 부분의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에

서도 비교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항목부터 순서 로 나타내면 <표 1>과 같이 수산 상품의 

종류별 지식(1.65), 수산물 가공에 한 지식(1.51), 수산물 도매 시장의 종류와 기능

(1.49), 수산물의 장․보 ․운송과 련한 물류 업계에 한 지식(1.42), 수산물의 유통 

경로에 한 지식(1.41), 수산물의 생산․공  시스템에 한 이해(1.32), 수산물 가격 형

성에 한 지식(1.31), 수산물 경매 제도에 한 지식(1.29), 수산물 직거래에 한 지식

(1.28), 수산물 도매 시장 내의 유통 련 업자에 한 지식(1.27) 등의 순이었다.



수산계 고등학교 수산물유통과 교육과정 개발

- 5 -

<표 1> 수산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산물 유통에 한 지식 수  순

순 항  목

1 수산 상품의 종류별 지식(1.65)

2 수산물 가공에 한 지식(1.51)

3 수산물 도매시장의 종류와 기능(1.49)

4 수산물의 장․보 ․운송과 련한 물류업계에 한 지식(1.42)

5 수산물의 유통경로에 한 지식(1.41)

6 수산물의 생산․공  시스템에 한 이해(1.32)

7 수산물 가격 형성에 한 지식(1.31)

8 수산물 경매제도에 한 지식(1.29)

9 수산물 직거래에 한 지식(1.28)

10 수산물 도매시장내의 유통 련업자에 한 지식(1.27)

다. 수산물 유통 분야의 지식 역 요구도

수산물 유통 분야의 교과 내용은 학의 수산경 학과 교수, 수산계 고등학교 교사, 련 

업체 종사자들에게 수산계 고등학교 수 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할 필요 요구도를 조사하

다.

교수, 교사, 련 업체 종사자들이 수산물 유통 지식 역 22개 문항에 한 우선 순  

지식 역의 요구도는 <표 2>에 나타내었으며, <표 4>와 같이 수산계 고등학교 수 에서는 

수산 상품의 종류별 지식(2.86), 수산물 가공에 한 지식(2.79), 수산물의 장․보 ․운

송과 련한 물류업계에 한 지식(2.75), 수산물 시장조사 방법에 한 지식(2.63), 수산

물 경매제도에 한 지식(2.63)의 순으로 반응하 다.

<표 2> 수산물 유통 분야 지식 역에 한 교수, 교사, 련 업체의 요구 순

구분

순
교수 교사 련업체

1

수산물 소매기구․소매

상의 형태와 운  방식

에 한 지식(3.15)

수산 상품의 종류별 지식

(1.93)

수산물 경매제도에 한 

지식(3.83)

2
수산물 경매제도에 

한 지식(3.10)

수산물 가공에 한 지식

(1.86)

수산 상품의 종류별 지식

(3.83)

3

수산물의 장․보 ․

운송과 련한 물류업

계에 한 지식(3.00)

수산물의 장․보 ․운

송과 련한 물류업계에 

한 지식(1.68)

수산물 시장조사 방법에 

한 지식(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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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순
교수 교사 련업체

4
수산물 시장조사 방법

에 한 지식(3.00)

수산물의 유통경로에 한 

지식(1.64)

수산물의 장․보 ․운

송과 련한 물류업계에 

한 지식(3.80)

5
수산 상품의 종류별 

지식(2.95)

수산물의 생산․공  시스

템에 한 지식(1.57)

수산물 소매기구․수매상

의 형태와 운  방식에 

한 지식(3.75)

6

수산물의 생산․공

시스템에 한 지식

(2.90)

수산물 도매시장의 종류와 

기능(1.55)

수산물 가공에 한 지식

(3.75)

7
수산물 가공에 한 지

식(2.90)

수산물 직거래에 한 지

식(1.52)

수산물 도매시장 내의 유

통 련업자에 한 지식

(2.98)

8

수산물 도매사장 내의 

유통 련업자에 한 

지식(2.75)

수산물 가격 형성에 한 

지식(1.41)

수산물의 유통경로에 

한 지식(2.98)

9
수산물의 유통경로에 

한 지식(2.65)

수산물 시장 조사 방법에 

한 지식(1.39)

수산물 자상거래에 

한 지식(2.93)

10
수산물 자상거래에 

한 지식(2.45)

수산물 유통정책에 한 

지식(1.34)

수산물 수출입에 한 지

식(2.88)

라. 수산물 유통의 직무 역의 요구도

수산물 유통의 직무 역의 요구도는 총 27개 문항에 해 조사하 는데 우선 순  문항

별로 교수, 교사, 련 업체의 척도를 평균값으로 나타내면 <표 3>과 같다. 

교수의 수산계 고등학교 수 에서 수산물유통 직무 역에 한 요구도는 국내 수산물의 

생산 공  동향을 악할 수 있는 능력(3.55), 진열할  수 있는 능력(3.50), 소비자 욕구를 

악할 수 있는 능력(3.50), 수산물의 등 을 정할 수 있는 능력(3.50), 수산물의 유통 

경로를 악할 수 있는 능력(3.45) 순으로 요구를 나타내었다.

교사의 수산물 유통 직무 역에 한 요구도는 수산물의 등 을 정할 수 있는 능력

(3.14), 수산물 유통경로를 악할 수 있는 능력(3.05), 국내 수산물의 생산 공  동향을 

악할 수 있는 능력(3.00), 수산물의 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2.98), 소비자 욕구

를 악할 수 있는 능력(2.95) 순으로 요구를 보 다.

련업체의 수산물 유통에 한 직무 역에 한 요구도는 소비자 욕구를 악할 수 있

는 능력(3.90), 국내 수산물의 생산 공  동향을 악할 수 있는 능력(3.88), 수산물의 등

을 정할 수 있는 능력(3.88), 진열할 수 있는 능력(3.88), 수산물의 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3.83) 순으로 요구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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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수산물 유통 분야 직무 역에 한 교수, 교사, 련 업체의 요구 순

구분

순
교수 교사 련업체

1

국내 수산물의 생산 공  

동향을 악할 수 있는 

능력(3.55)

수산물의 등 을 정할 

수 있는 능력(3.14)

소비자 욕구를 악할 수 

있는 능력(3.90)

2
진열할 수 있는 능력

(3.50)

수산물 유통경로를 악

할 수 있는 능력(3.05)

국내 수산물의 생산 공  

동향을 악할 수 있는 

능력(3.88)

3
소비자 욕구를 악할 수 

있는 능력(3.50)

국내 수산물의 생산 공  

동향을 악할 수 있는 

능력(3.00)

수산물의 등 을 정할 

수 있는 능력(3.88)

4
수산물의 등 을 정할 

수 있는 능력(3.50)

수산물의 매가격을 결

정할 수 있는 능력(2.98)

진열할 수 있는 능력

(3.88)

5
수산물의 유통 경로를 

악할 수 있는 능력(3.45)

소비자 욕구를 악할 수 

있는 능력(2.95)

수산물의 매가격을 결

정할 수 있는 능력(3.83)

6
수산물의 매 가격을 결

정할 수 있는 능력(3.45)

리할 수 있는 능력

(2.93)

산지별 특성을 악할 수 

있는 능력(3.83)

7
산지별 특성을 악할 수 

있는 능력(3.40)

산지별 특성을 악할 수 

있는 능력(2.91)

수산물 유통 경로를 악

할 수 있는 능력(3.80)

8
포장할 수 있는 능력

(3.05)

장․보 할 수 있는 능

력(2.89)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3.03)

9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3.00)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2.89)

홍보할 수 있는 능력

(3.00)

10
홍보할 수 있는 능력

(3.00)

유통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는 능력(2.84)

수산물 유통 련 법규를 

용할 수 있는 능력

(3.00)

2. 수산물 유통 련 직종의 직무 분석

수산물 유통 련 직종의 직무 분석은 이론  배경에서 제시한 수산물 유통 련 직종 

에서 수산계 고등학교 수산물유통과 졸업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을 상으로 실시하

다.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수산물 유통 련 직종은 수 십종이 넘는다. 그러므로 이 연구

에서는 수산물 유통 분야에서 추  직업에 해당되는 직종의 직무를 분석하여 수산계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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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산물유통과의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활용하 다.

수산물 유통 련 직종의 직무 분석은 수산물 유통의 개념(수산물의 생산에서부터 나온 

수산물과 서비스가 수산물 생산자에서부터 소비자의 손에 이르기까지 유통에 련된 모든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경제 활동)을 반 한 수산물의 수집, 구매, 도매, 경매, 매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을 상으로 면 을 통하여 직무를 조사, 분석하 다. 구체 인 직무조사 상

자는 수 의 수산물 구매직, 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인, 수산물 도매 시장의 경매사, 수산물 

도매 시장의 수산물 매직에 종사하는 사람을 상으로 하 다.

수산물 구매 직종의 필요한 공 지식으로는 수산 생산 체계, 상품의 종류별 지식을 기본

으로 산지별 특성, 수산물의 장․ 리에 한 지식, 수산물 가격 형성에 한 이해가 요구

되고, 직무 역으로 수산물의 등  정과 구매 능력, 그리고 수산물의 장, 보   유통

정보 이용 능력이 필요하다.

도매인( 매인)은 지정도매인으로부터 사들인 상품을 시장 내에서 도․소매상인 는 

량 수요자에게 각종 상품의 종류별 지식, 수산물의 장, 보   유통마진에 한 지식 

그리고 수산물의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필요로 하고 있었고, 상품 법규와 회계, 매 

진 기술에 한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도매인들의 필요한 능력은 상품 리 능력, 

상품 홍보, 매 가격 결정 능력, 매 정보의 수집․활용 능력과 회계, 세무, 그리고 수산

물 계약 체결 능력이 필요하 으며, 고객 리 업무에서는 원만한 인간 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하 다.

경매사는 도매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생산자가 출하한 수산물을 신 팔아주고 도

매인 는 매매 참가인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경매를 하는 직업이다. 경매사의 필요한 지식 

역을 보면 각종 상품의 종류별 지식과 수산물 경매 제도, 수산물 가격 형성, 도매 시장의 

기능 그리고 시장 조사 방법에 한 지식이 필요하 으며, 필요한 능력으로는 상품의 등  

정 능력, 경매 능력(경매 수지 숙지), 수산물의 매 가격 결정 능력, 수산물의 생산, 소

비 측 능력이 필요하 다.  

3. 수산계 고등학교 수산물유통과 문 교과 교육과정 개발

수산 경제학에서 수산물 유통 분야가 차지하는 범 , 그리고 수산물 유통의 학문 구성 체

계, 수산물 유통 련 교육 기 의 교육과정  련 자격증 취득을 한 내용을 살펴보았

다. 이러한 이론  배경의 바탕 에서 수산 직종  수산물유통과 련된 직종을 분류하

으며,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수산물유통과 련된 교육과정 구성에 필요한 지식과 직무 

역을 구분하여 교수, 교사, 련 업체의 요구도를 조사하 다. 

이러한 이론  배경과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산계 고등학교에서의 수산물유통과의 교

육과정을 개발하 다. 교육과정 개발은 교수, 교사, 련 업체의 요구도 순   높게 나타

난 10개의 지식 역  직무 역의 직무 조사시 반복 으로 필요하다고 반응한 항목과 

련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내용을 종합하면 <표 4>,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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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수산물 유통 분야 지식 역의 요구 순 , 직무 조사 복 역  자격증 요구 지식

구분

순

요구순

(교수, 교사, 련 업체)
직무조사 복 역 자격증 요구 지식

1
수산상품의 종류별 지식

(2.86)
상품의 종류별 지식 유통상식

2
수산물 가공에 한 지식

(2.79)

수산물의 장․보 에 

한 지식
가격 형성

3

수산물의 장․보 ․운송

과 련한 물류업계에 한 

지식(2.75)

도매시장의 기능 시장 조사

4
수산물 시장 조사 방법에 

한 지식(2.63)
수산물 유통마진 소매시장의 기능

5
수산물 경매제도에 한  

지식(2.63)
수산물의 유통 경로 상품의 장, 보 ( 리)

6

수산물 소매기구․소매상의 

형태와 운 방식에 한 지

식(2.61)

수산업 생산 체계의 이해 상품지식과 상품분류

7
수산물의 유통경로에 한 

지식(2.35)
수산물 가격 형성 유통마진

8
수산물의 생산․공  시스

템에 한 이해(2.33)

수산물 도매시장의 형태

와 기능
상업법규

9

수산물 도매시장 내의 유통 

련업자에 한 지식

(2.23)

유통 정보 이용 능력 회계상식

10
수산물 자상거래에 한 

지식(2.16)
매 정보 수집 활용 도매시장의 기능

<표 5> 수산물 유통 분야 직무 역의 요구 순 , 직무 조사 복 역  자격증 요구 직무 능력

구분

순

요구순

(교수, 교사, 련 업체)
직무조사 복 역 자격증 요구 직무능력

1
수산물의 등 을 정할 

수 있는 능력(3.49)
상품의 등  정 능력 상품 구매 능력

2

국내 수산물의 생산 공  

동향을 악할 수 있는 능

력(3.44)

수산물 구매 능력 상품 매 능력

3
소비자 욕구를 악할 수 

있는 능력(3.42)
유통 경로 악 능력

매 정보 수집 이용 능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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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순

요구순

(교수, 교사, 련 업체)
직무조사 복 역 자격증 요구 직무능력

4
수산물 유통경로를 악할 

수 있는 능력(3.41)
매 가격 결정 능력 인간 계

5
수산물의 매가격을 결정

할 수 있는 능력(3.39)
거래처 확보 능력 상품 포장 기술

6
산지별 특성을 악할 수 

있는 능력(3.36)
회계 련 업무 능력 소비자의 요구 악 능력

7
진열할 수 있는 능력

(3.31)
장, 보  능력 객 매 기술

8
리할 수 있는 능력

(2.97)
소비자 욕구 악 능력 회계 업무 능력

9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2.93)
인간 계 상품 리  능력

10
홍보할 수 있는 능력

(2.91)
상품 리 능력 매 사무 수행능력

이와 같이 수산물 유통 분야의 지식과 직무 능력의 요구 분석을 바탕으로 련 교과목을 

제시하면 <표 6>, <표 7>과 같다. 단, 교과의 내용은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별책 19, 

별책 21, 별책 22)의 농업 계열, 상업 계열, 수산․해운 계열의 고등학교 문 교과 교육과

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악하 다.

<표 6> 수산물 유통 분야 지식 역의 요구에 따른 련 교과목 

지식 역의 요구 련 교과목

수산물의 생산․공  시스템에 한 이해, 수산물 도매시장의 

종류와 기능, 수산물 도매시장내의 유통 련업자에 한 지

식, 수산물유통경로에 한 지식

수산물유통, 유통 리Ⅰ, 

유통 리Ⅱ,유통정보실무

수산상품의 종류별 지식, 수산물소매기구․소매상의 형태와 

운 방식에 한 지식, 수산물의 장․보 ․운송과 련한 

물류업계에 한 지식

수산물 매 리, 유통 리

일반, 수산일반

수산물 가공에 한 지식 수산가공

수산물 시장 조사 방법에 한 지식, 수산물 가격 형성에 

한 지식,농안법에 한 지식

수산경 일반, 수산일반, 

경 실무

국제 무역법규에 한 지식, 상업법규에 한 지식,식품검역

법에 한 지식
상업법규, 수산업법

수산물 자상거래에 한 지식, 수산물 수출입에 한 무역 

지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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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수산물 유통 분야 직무 역의 요구에 따른 련 교과목

직무 역의 요구 련 교과목

수산물의 등  정 능력, 산지별 특성 악 능력, 수산물시

장 조사․분석 능력
수산일반, 수산업법

기상정보 활용 능력, 유통 정보 수집 능력
수산․해운정보처리, 

컴퓨터일반, 자계산실무

거래처 확보 능력, 매 출하 조  능력, 상품 진열 능력, 홍

보 능력, 포장 능력, 리능력, 소비자 욕구 악 능력, 

매․가격 변동 분석․ 측 능력, 회계 련 업무  경 진단 

능력,농안법 용 능력

수산경 일반, 경 실무,

마 , 회계원리

유통 경로 악 능력, 매가격 결정 능력, 수산물 구매 능력

수산물유통, 유통 리일반, 

유통정보실무, 유통 리Ⅰ, 

유통 리Ⅱ

수산물 생산 공  동향 악 능력, 수산물 수출입 거래 능

력, 상업법규를 용할 수 있는 능력, 수산물 수출입 무역 

제도 용 능력

수산물 매 리, 상업법규

수산물의 장․보  능력. 수산가공

<표 6>과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요한 것은 수산물 생산 체제의 이해, 수산 

상품의 종류별 지식  산지별 특성을 악할 수 있는 내용 등으로 제7차 교육과정에서 수

산계 고등학교의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는 “수산 일반” 교과목을 선택하면 될 것이다. 그리

고 수산물의 유통 경로, 수산물 유통 마진의 형성, 수산물 유통 정책, 수산물 유통 기구, 도

매 시장의 형태와 기능, 소매 시장의 기능 등은 “수산물 유통” 교과목을 선택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수산물 가격 형성, 수산물의 장․보 , 시장 조사 방법, 수입 수산물의 유통, 상

품의 종류별 지식, 상품 지식과 상품 분류, 유통 상식 일반 등은 “수산물 매 리” 교과목

과 상업계 고등학교의 “유통 리 일반”, “유통 정보 실무” 등의 교과목을 선택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수산물유통과 수산물 매 리에 한 내용을 교육한 후 수산물 유통 분야의 실

무 능력을 배양하기 하여 시장 조사 방법, 수산물 장 능력, 포장, 검사(상품의 등  

정  질 악 능력), 경매, 유통 정보 이용 능력 등은 농업계 고등학교의 “유통 리Ⅰ”(식

품의 특성, 소비자의 구매 행동과 상권 분석, 물류 리, 구매  매 략, 포 리, 성

공 마  사례) 교과목과 “유통 리Ⅱ”(농산물 거래 실무, 농산물 장과 가공, 농산물 표

 규격화, 농산물 검사, 농산물 무역 실무, 농산물 유통 정보의 활용) 교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상품의 매에 련되는 상업 법규나 수산물 유통 련 법규에 한 내용은 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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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고등학교 “상업 법규” 교과목을 선택하여 일반  상업 법규에 한 내용을 교육하고, 수

산물 유통 법규에 한 지식은 “수산물 유통” 교과목의 ‘수산물 유통 법규’ 단원을 활용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수산물의 가공에 한 지식은 “수산 가공” 교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그리고 회계(부기)업무 실무 능력을 기르기 해서는 “수산 경  일반” 교과목을 선택하

고, 수산물 유통 분야 매사 자격증의 요구 역으로 인간 계에 한 능력과 아울러 직

업 윤리에 한 요구가 많은데 이러한 지식은 제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선택 심 교육과

정 보통 교과의 일반 선택 교과목인 “진로와 직업”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수산업의 특

성을 고려하여 “수산 일반” 교과목의 단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수산물 유통 정보 이용 능력과 정보 통신 이용 능력을 배양하기 하여는 “수산․

해운 정보 처리” 는 “ 자 계산 실무” 등의 교과목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교과목과 년 별 이수 학년  이수 단 를 고려하여 개발한 수산계 고

등학교 수산물유통과의 문 교과 교육과정은 <표 8>, <표 9>에 제시하 다.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용하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수산․해운계 고등학교는 12개 

기본학과가 인가되어 있는데, 이 에서 수산물유통과, 해양환경과, 해양토목과가 제7차 교

육 과정에서 처음으로 인가된 학과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수산계 고등 학교는 해양 일

반, 수산 일반, 수산․해운 정보 처리 교과가 교육부 지정 필수 과목이고, 시․도 교육청별

로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  지침과 단  학교별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

하여야 한다.

고등학교 1학년의 교과 재량 활동, 연간 이수 단  수는 10단 이며,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과 재량 활동은 문 교과로 체하여 이수할 수 있으므로 1학년 때 수산계 고등학교의 

교육인 자원부 지정 필수 과목인 수산 일반과 해양 일반을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

각된다.

<표 8> 수산계 고등학교 수산물유통과의 문 교과와 단  수

구분 교과목 단  수

필수

수산 일반 6

해양 일반 4

수산․해운 정보처리 8 ～ 12

수산물 유통 8 ～ 12

수산물 매 리 8 ～ 12

수산 경  일반 6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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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과목 단  수

문교과 선택

수산 가공 4 ～ 8

회계 원리 4 ～ 6

상업 법규 4 ～ 6

경  실무 4 ～ 6

자 계산 실무 4 ～ 6

마 4 ～ 8

유통 리 일반 6 ～ 8

유통 정보 실무 4 ～ 6

유통 리Ⅰ 4 ～ 6

유통 리Ⅱ 4 ～ 6

계 82 ～ 120

<표 9> 수산계 고등학교 수산물유통과의 문 교과의 교육과정

   학년

교과목

1학년 2학년 3학년 단 수

합계교과목 단 수 교과목 단 수 교과목 단 수

문

교

과

필수

수산일반 6 6

해양일반 4 4

수산․해운정보처리 8～12 8～12

수산물유통 8～12 8～12

수산물 매 리 8～12 8～12

수산경 일반 6～8 6～8

선택

회계원리 4～6 4～6

수산가공 4～8 4～8

상업법규 4～6 4～6

경 실무 4～6 4～6

자계산실무 4～6 4～6

마 4～8 4～8

유통 리일반 6～8 6～8

유통정보실무 4～6 4～6

유통 리Ⅰ 4～6 4～6

유통 리Ⅱ 4～6 4～6

계 10 34～50 38～60 8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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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요약  결론 

수산계 고등학교 수 에서 수산물 유통 교육에 가장 필요하다고 반응한 내용은 수산물 생

산 체제의 이해와 수산 상품의 종류별 지식 산지별 특성을 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수산 

일반” 교과목을 선택하고, 수산물의 유통 경로, 수산물 유통마진의 형성, 수산물 유통 정책, 

수산물 유통 기구, 도매 시장의 형태와 기능, 소매시장의 기능 등은 “수산물 유통” 교과목을 

선택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상업계 고등학교 “유통 리 일반”, “유통 정보 실무” “상업 법규” 등의 교과목, 농

업계 고등학교의 “유통 리Ⅰ”, “유통 리Ⅱ” 등의 교과목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외 “수산 경  일반” “진로와 직업” “수산․해운 정보 처리” 등의 교과목을 히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기 하여 활용이 가능한 교과목과 수산물 유통 분야 문가들의 자문에 따

라 교과목의 이수 학년과 이수 단 를 작성하 다. 수산계 고등학교 수산물유통과의 문 

교과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수산 일반(1학년, 6단 , 교과 재량활동 시간), 해양 일반(1학년, 4단 , 교과 재량활동 

시간), 수산․해운 정보 처리(2학년, 8-12단 ), 수산물 유통(2학년, 8-12단 ), 수산물 

매 리(2학년, 8-12단 ), 수산 경  일반(2학년, 6-8단 ), 회계 원리(2학년, 4-6단

), 수산 가공(3학년, 4-8단 ), 상업 법규(3학년, 4-6단 ), 경  실무(3학년, 4-6단 ), 

자 계산 실무(3학년, 4-6단 ), 마 (3학년, 4-8단 ) 유통 리 일반(3학년, 6-8단

), 유통 정보 실무(3학년, 4-6단 ), 유통 리Ⅰ(3학년, 4-6단 ), 유통 리Ⅱ(3학년, 

4-6단 ) 등의 교과목으로 구성하면, 효과 인 교육 목표 달성과 산업 사회의 요구에 부응

할 수 있는 문 교과 교육과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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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iculum Development for the Department of Marine Products
Marketing in Fisheries High Schools

Sam-Kon KIM․Jin-Han SHIN*

(Pukyong National University․*Dongrae Horticulture High Schoo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develop curricula for the department of marine 

products marketing in fisheries high schools. The specific objectives were as follows;

1) To investigate the demand of students, teachers in fisheries high schools, and workers in

marine products marketing for the educational program.

2) To analyze the jobs of the marine products marketing fields.

3) To develop curricula for the department of marine products marketing on the basis 

of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the result of the objective 1) and 2).

In order to achieve these objectives,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s, research reports, 

and theses were referred to in order to know the academic classification of  fisheries  

economics and curricula of junior colleges and universiti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o achieve the first objective, the degree of the students' knowledge of marine products 

marketing through fisheries management textbook was investigated.  And the 

questionnaire survey of the demand was conducted on the subject of professors at the 

departments of fisheries management, teachers in the charge of the related courses and 

those who work for marine products marketing-related firms.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22 items about the knowledge of marine products marketing and 27 items 

about the job capacity. 

To achieve the second objective, the occupations were surveyed on the subjects of the 

works who work for marine products marketing.  They were sampled randomly among 

the marine products buyers, wholesalers, auctioneers and salesperson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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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ing grades and credits at each subject were made out on the consultation of the 

experts in marine products marketing. The curriculum of the professional subjects related 

to marine products marketing in fisheries high schools is suggested as follows; 

General Fisheries(10th grade, 6 credits, curricular discretionary class), General 

Oceanography(10th grade, 4 credits, curricular discretionary class), Fisheries․Marine 

Transportation Information(11th grade, 8-12 credits), Marine  Products Marketing(11th 

grade, 8-12 credits), Fishery Sale and Management(11th grade, 8-12 credits), General 

Fisheries Management(11th grade, 6-8 credits), Accounting Principle(11th grade, 4-6 

credits), Marine Products Processing(12th grade, 4-8 credits), Commercial Law(12th grade, 

4-6 credits), Management Practice(12th grade, 4-6 credits), Computer Practical Business(12th 

grade, 4-6 credits), Marketing(12th grade, 4-8 credits), General Marketing Management(12th 

grade, 6-8 credits),  Marketing Information Practical Business(12th grade, 4-6 credits) 

Marketing Management Ⅰ(12th grade, 4-6 credits), Marketing Management Ⅱ(12th grade, 

4-6 credits).

If this curriculum is adopted, it will meet the demands of the educational aims and the 

industrial socie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