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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말씀, 2013.3.29]

“지방대학 문제는 지역사회, 지역경제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으므로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방대학 육성이 필요 합니다“

[추진 경과]

◦ 새 정부 국정과제로 “지방대학 지원확대” 선정 (‘13.2)

◦ 지방대학 지원확대 추진을 위한 교육부 업무보고 (‘13.3.28)

◦ 지방대학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권역별 대학간담회 개최 (‘13.4)

※ ① 호남권(4.4(목)/전북대), ② 대경권(4.12(금)/금오공과대), ③ 충청권(4.18(목)/충북대),

④ 동남권 및 제주권(4.26(금) / 동서대), ⑤ 강원권(4.29(월) / 연세대 원주캠퍼스)

◦ 대학발전기획단 지방대학 분과위원회 구성 (‘13.5.1) 및 지방대학 
분과 전문가 회의 15회 개최 (‘13.4~6)

◦ 주요 대학 관계자 포럼 및 간담회 개최

※ 주요 대학 기획처장 간담회(‘13.4.23), 대교협 주관 '대학교육 정책포럼‘ (‘13.5.23)

◦ 부내 장․차관 토론회 개최

- 지역인재 채용우대 및 대학입학 등 제도관련 장관주재 토론회(‘13.4.16),

지방대학 육성방안 장차관 주재 토론회 (‘13.5.13/5.16/5.23/6.7)

◦「지방대학육성법」 발의 (김세연 의원, ‘13.5.31)(이용섭 의원, ’12.11)

※ 박혜자 의원 지역균형인재육성특별법 발의 (’13.6.7)

◦ 지방대학 육성방안(안) 대통령 보고(‘13.6.20)

◦ 국가정책조정회의 안건 상정 보고(‘13.6.28)

◦ 지방대학 육성방안(시안) 발표(’13.8.1)

◦ 지방대학 육성방안(시안)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13.8)

※ ①강원․제주권(8.13(화)/한양대), ②영남권(8.14(수)/한국해양대) ③충청․호남권(8.23(금)/전남대)

◦ 지방대학 육성방안(시안) 전문가 협의회 개최(’13.8~9)

※ 1차 : 8.7(수), 2차 : 9.13(금), 3차 : 9.16(월) / 대학발전기획단 지방분과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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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대학 육성 방안 요약 ]

□ 추진배경

ㅇ 지역의 창조경제 견인 및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지방대학 육성

- 창조경제를 선도할 특성화된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우수인재의 지역 

유치․정주 여건 기반을 마련하여 지방대학의 위상을 재정립

□ 주요내용

ㅇ (특성화 및 구조조정) 경쟁력 있는 특성화 분야를 집중 지원하여,

수도권 대학과 경쟁할 수 있는 특성화 선도학과 육성

ㅇ (재정지원 확대)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대학 재정지원 사업 개편 및 확대

ㅇ (제도 개선) 지역인재 유치 및 정주지원을 위해 지역인재 채용우대 

및 대학입시에서 지역인재 전형 제도를 법제화

ㅇ (기능 전환) 지역사회의 창조경제 견인 및 문화․평생 교육의 거점

센터 역할 수행을 위한 지방대학 기능의 발전적 전환

ㅇ (협업 강화) 지역과 대학간 협력, 중앙 부처간 협업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 및 재정지원 시너지 제고

□ 기대효과

ㅇ 지역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발전과 

지방대학의 선순환 발전체제 구축

□ 추진일정

ㅇ 지역인재 채용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13. 10 ~ )

ㅇ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발표 (’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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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방대학의 역할 및 중요성

□ 지방대학(수도권 지역 외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은 국가와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 지역의 산업 발전, 문화․복지 수준의 제고 및 지역 공동체 

형성에 있어 핵심 역할을 수행

◦ 전체 고등교육 인적자원 양성의 63%를 지방대학에서 담당하며,

비수도권 지역 R&D(논문, 특허, 사업화 등)의 허브 역할

<표1> 2012학년도 대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수 (단위: 개교, 명)

※ 비수도권 지역(대전 제외) (출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

: ① SCI 게재논문 비중 : (’07)30.5% → (’11)33.2% / ② 특허출원비중 :

(’07)26.7% → (’11)29.1% / ③ 사업화 비중 : (’07)42.5% → (’11)52.7%

□ 지식기반 창조경제시대에서 지방대학은 지역 곳곳에서 대학

기반 일자리 창출과 지역기반 창의적 아이디어의 발현 및 적용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며 ,

◦ 지역문제의 지역 공동체 주도적 해결과 주민 삶의 질 제고를 

통해 국민 행복을 지역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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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고령화 사회를 맞아 지역주민의 평생에 걸친 자기계발과 

직업역량 강화를 돕고, 지방자치와 행정의 발전을 위한 씽크

탱크로 기능하면서 지역의 총체적 가치 높이는 역할을 담당

※ 대부분 지역에서 대학을 유치․지원하는 이유는 지역발전에서 대학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며, 명문 지방대학의 존재는 그 자체로도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올리며,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효과

Ⅱ. 지방대학의 위기

□ 우리 대학 교육의 63%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대학의 위기 심화

◦ 경제․사회․문화․복지 인프라 및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인재가 수도권 대학으로 몰리고, 지역에서는 인재가 유출

*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9.2%, 제조업체의 50.8%가 집중(’11년 기준)

※ 학생모집 어려움으로 수도권 이전 및 계획 중인 대학 증가 (청운대, 중부대 등)

◦ 학령 인구 감소로 2018학년도부터 대학입학정원*이 고교졸업자 수를

초과하고, 2025년 이후 입학정원의 30% 이상 미충원 추산

<표2> 대학진학자 예측 시계열 분석(2013 교육부 내부자료)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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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경쟁력 약화와 맞물려 악순환의 고리 형성

◦ 지방대학의 존립기반 약화는 학생, 교수, 직원 및 지역민의 자존감을 

하락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쟁력 약화 원인으로 작용

- 우수인재는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고, 지방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에도 졸업 후 해당 대학 소재지에 취업하는 비중이 낮음 

<표3> 해당 대학 소재지 취업비율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통계, 2009)

     

취업률 소재지 충남 서울

해당시도 21% 75%

해당권역 28% 92%

- 지방인재는 1차(고교 졸업 후 수도권 대학 진학), 2차(지방대학에서 수도권

대학으로 편입*), 3차(지방대학 졸업 후 수도권 취업)에 걸쳐 유출

* 지방대 재학생 유출 억제를 위한 편입학제도 개선조치(‘12.5)

◦ 지방대학의 위상 약화로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의 질이 낮아지고,

우수 학생의 지방대학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 발생

<표4> 대학졸업자 기업규모별 취업현황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통계, 2009)

     

대학 소재지 대기업 중소기업

지방(비수도권) 10.3% 49.2%

수도권 29.8% 33.6%

⇒ 지방대학 위기는 지방대학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체의 

구조적이고 복합적 원인에 기인한 악순환의 고리 체제

우수 입학자원

확보 곤란

지방대학

평가 악화

지역인재

채용기피

인프라 및 산업․인구의 수도권 집중

지역 우수인재

수도권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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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및 사회 수요에 부응한 특성화 및 자구적 구조개혁 노력 부족

◦ 지방대학이 지역과 고립된 발전을 추구해 오면서 지역의 문화,

복지, 일자리 창출 등 지역에 대한 기여가 부족

- 특히, 산업 변화에 따른 교육의 융·복합과 창의적·통합적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구조조정과 특성화가 미흡

◦ 사회수요를 고려하기 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학과 신설 및 입학 

정원 확대로 지방대학 스스로 정체성 확립에 소홀

□ 기존의 대학재정지원은 지방대학의 실질적 경쟁력 강화에 한계

◦ 지방대학이 스스로 발전방안에 대해 예측하여 준비하고, 노력할 

수 있는 발전 경로를 제시하는 맞춤형 재정지원시스템 부재

◦ 그간 재정지원사업이 개별부처의 사업목적에 따라 일회적,

단절적으로 이루어짐

- 재정지원과 제도개선이 병행되지 않아 대학의 구조개혁과 

체질변화로 이어지지 못함

- 기존 사업은 집중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서 시설기자재 구입이

어려운 방식*으로 교수․학습 개선 및 융합인재 양성에 한계

* 시설기자재 구입시 전체 예산 중 OO%만 제한 허용하고, 대학 내 1/N로 나눠

사용하면서, 대학 기자재가 특성화 고교보다 열악한 사례 다수 나타남

◎ ’13.6 조선일보․QS 아시아 대학 평가결과, 지방대학(카이스트,

포스텍은 제외)은 아시아 20위 이내에 1개교도 진입하지 

못하였으며, 국내 20위 이내에도 부산대, 경북대, 전북대 

3개교에 불과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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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방대학 육성의 기본방향

비전 지역의 창조경제 견인 및 창의적 인재 양성

목표
▪창조경제를 선도할 특성화된 지방대학 육성

▪우수인재의 지역 유치․정주 기반 구축

▪평생교육, 문화, 복지의 구심점으로서 지방대학의 위상 재정립

5대 

추진

과제

5대 과제 세부과제

1. 지방대학 특성화 및 

구조조정

▪1-1. 대학특성 및 지역여건에 맞는 특성화분야 육성

▪1-2. 교육역량 강화로 잘 가르치는 지방대학 육성

▪1-3. 지역․대학별 특성화를 지원하는 평가

2.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2-1.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대학 육성

▪2-2.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산학협력 모델 정착

▪2-3.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연구역량 강화

3.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3-1. 지역인재 전형 도입

▪3-2. 지방대학생 지원 강화

▪3-3. 지역인재의 채용 우대 강화

▪3-4. 교수 및 연구자에 대한 행 ‧ 재정적 지원 강화

4. 지방대학 기능의 

발전적 전환

▪4-1. 지역 일자리 창출 핵심 

▪4-2. 지역평생교육기능 강화

▪4-3. 지역문화․복지 거점 역할

5. 지방대학 육성 

인프라 구축

▪5-1. 지방대학육성 특별법 제정

▪5-2. 대학-산업체-지자체-중앙정부 협의체 구축

▪5-3. 부처간 협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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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방대학 육성 5대 중점과제

1 지방대학 특성화 및 구조조정 

◎ 지역, 사회 수요에 부응하고 경쟁력 있는 대학은 육성 지원하고, 교육의

질이 부실한 대학에 대하여는 제도 개선과 구조조정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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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특성 및 지역여건에 맞는 특성화 분야 육성

(ACE 2유형: 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

◦ 개별 대학 및 지역 여건에 맞는 특성화 분야(학과, 학부, 프로그램 등)

육성을 통하여 대학 특성화를 견인하고, 지역창의인재 양성을 지원

-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육․연구 기자재(실험실습장비),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제도개선,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장학금 등 지원

◦ 특성화 분야의 철학, 목표, 방향 및 전략분야 등은 정부가 제시

하고(top down), 특성화 분야 및 추진계획은 대학이 스스로 정하여

추진하는(bottom up) 방식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

◈ 대학의 특성화란 대학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발전계획에 따라 경쟁력

있는 분야와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집중 육성하여 대학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학 시스템을 개혁

-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 특성화가 필요한 분야*와 지역 여건에 맞는

대학 자율적 특성화 분야를 구분하여 선정․지원

* 타부처 사업 및 국가전략 산업 등과의 연계 지원을 통한 시너지 효과 최대화

- 대학(총장)이 구조조정과 연계된 특성화 방안을 설계하고, 기본 

역량지표와 특성화 역량지표(정성지표 포함)를 활용하여 평가

※ 지표 위주의 획일적 적용이 아닌 지역여건 및 대학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선택적 지표를 적용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지표의 성격, 내용

및 비율 등은 추후 세부방안 수립시 검토

◦ 특성화로 선정된 분야는 제도개선과 구조조정을 연계하여 대학 내

타 분야의 특성화를 유도하고, 가속화하는 정책적 기능 수행

- 인문, 사회, 자연 등 특성화로 인한 소외분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문 분야별 배려 방안(계열별 할당 등) 마련 검토

※ 참여규모 및 인문 이공 분야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대학의 전체여건이 열악한

경우에도 일부 분야가 경쟁력이 있고 구조조정 의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동시에 , 교육의 질이 부실한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학

평가를 통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병행 추진

※ 구조개혁위원회 출범(‘13. 7월말) : 대학 평가와연계한구조개혁 방안 마련․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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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적 교육역량 강화로 잘 가르치는 지방대학 육성

(ACE 1유형: 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

◦ 대학의 강점과 건학이념을 반영한 다양한 학부교육 선진 모델 

창출을 위해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학부교육 우수대학 중점지원

- 대학교육 선진화를 위해 대학내 학사조직 혁신, 교육의 질 관리

체계 구축, 교수 업적평가 제도 개선 등을 추진

◦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타 대학의 학부교육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정책적 기능 수행

◦ 개별 대학들이 무엇을(교육의 내용) 어떻게(교육의 방법) 가르칠 것

인가에 대해 더욱 고민하고 학부교육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

[그림 1] 잘 가르치는 대학 육성

OO대 사례

◦ 의사소통 클리닉 운영, 캡스톤 디자인 전면 확대, 영어전용 전공트랙 운영

◦ 진로창의설계를위한「학생포트폴리오」개발, 통섭역량강화를위한다전공활성화

◦다양한 분야의 교강사들이 참여하는 레인보우 교수법 연구모임 운영

◦ 강의품질 관리를 위한 통합 강의 솔루션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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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대학별 특성화를 지원하는 평가

◦ 대학의 특화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특성화 사업 목적에 맞게 

정량적 지표를 보완할 수 있는 정성적 지표*를 개발

* 정부재정지원 성과평가 연계 : 사업평가 시 그간의 재정지원사업의 목표대비

성과를 정성적 평가기준으로 활용

** 졸업생 취업 반영 : 최근 1～5년간 취업 현황(기업의 지역, 규모, 전공분야

일치도, 취업의 질)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개편 및 맞춤형 취업 전략 수립 여부 심사

- 최소한의 교육의 질 제공 가능 정도로 사업 참여자격을 제시하고,

사업필수 지표와 함께 대학·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화 지표로 평가

◦ 지방대학이 스스로 발전유형에 따라 특성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상시적 진단 및 컨설팅 제공, 성과평가 결과와 재정지원 연계 강화

◦ 대학재정지원을 통해 특성화 발전 생태계 구축 

- 학문분야별 특성화에서 출발하여 대학 전체의 차별화된 특성화로 

발전하는 대학발전 경로에 따른 맞춤형 재정지원사업 마련

-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양성과 함께 대학과 지역, 산업간, 산업과 

문화간 융합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분야 중심으로 사업 개편

◦ 정책 효과성 지속과 지역인지적 관점에서 재정지원사업을 재편

- 정책유도기능이 다소 미흡한 교육역량강화사업은 개편하여 특성화 

분야 지원사업으로 전환하고, 학부교육 선도대학(ACE)․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은 승계․확대하는 등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확대

* 붙임 6 :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사업 재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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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대학 육성

(ACE PLUS: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 대학의 비교우위, 강점분야를 활용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도 대학 육성

- 선제적 제도개선, 글로벌 교류 및 네트워크, 다른 지방대학과 교류

협력 및 선도, 지역거점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

-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을 선도하면서 수도권 학생들도 지방으로 

유학 오는 시대 도래

◦ 대학이 갖고 있는 창조적 역량에 대한 종합적 심사를 통해 선정

- ACE(탁월한 교육), LINC(지역산업과 협력), BK21플러스(연구인력

양성), 타부처 사업 등 대학이 지원받고 있는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이력과 성과를 분석, 지역거점으로 시너지 창출 여부 판단

- 학부교육 혁신역량(정성지표 포함) 및 지역사회 기여활동역량 반영

- 학교․지역 특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입학전형계획 포함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산학협력 모델 정착

1)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Leaders in INdustry university Cooperation) 육성

◦ 지역 산업체와 연계하여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인력 양성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산학협력 선도모델 창출․확산

- 학생의 취업 및 창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여건과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운영 확대, 융복합 산업 등 고부가

가치형 창조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으로 

현장적합성 높은 인재 양성

※ ‘13년 현재 LINC 사업선정 51개 대학(수도권 7개교, 지방대학 44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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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체 고경력자를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채용,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발, 창업교육, 창업컨설팅, 기업 애로사항 지원 등 산학협력 지원

◦ 제조업․이공계 중심의 전통적 산학협력을 지식 컨텐츠, 사회문제,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인문사회․예체능 분야까지 범위 확대

2) 지역창의인재 양성사업 지원 (석박사 중심)

◦ 지역 단위의 산학협력을 촉진하여 지역산업체의 경쟁력 제고 

및 지방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 이공계 뿐만 아니라, 인문계·디자인 분야 등 다양한 분야로 

지원분야를 확대하여 지역혁신을 위한 다양한 인재 양성 

◦ 지방대학의 석․박사과정인력을 지역․현장 맞춤형 창의인재로 양성

- 사업 예산을 확대하여 연구 단가를 인상하고, 연구 과제 수 확대

- 지역․권역별 산업 및 직업군의 특성화 현황을 고려하여 지역 

연구인력과 산업간 취업 연계를 강화

※ 대학과 공동 사업팀을 구성해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중소기업) ～ 10%(대기업)의 민간부담금 출연

◦ 우수사례집 발간, 연구자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지역산업체와 

대학 간 우수 협력사례 등을 확산 

◦ 대학 간 컨소시엄 구성(벤처기업 참가자격 부여 등)을 통한 참여 

확대 방안 검토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연구역량 강화

1) 지방 대학원 연구 역량 강화 

(BK21 PLUS : Brain Korea 21 Program for Leading Universities & Students)

◦ BK21 PLUS 지방대학 지원 비중 확대* 및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유도

* BK21,WCU 전체사업비의약24% → BK21플러스전체사업비의 35% 내외

BK21,WCU 전체사업단(팀)수의약35% → BK21플러스전체사업단(팀)수의 45%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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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의 산학협력 실적 및 계획 등을 평가에 반영

- 지역의 관련 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현장밀착형 지식과 기술 

지원 및 석박사급 고급 인재 양성 유도

- 기업에 도움이 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을 촉진

하고, 지방대학은 중소기업과의 협력 등 지역특화 산학협력 강조 

※ [평가지표] 대학원 제도개선 및 지원(15%)의 ‘전략과 비전’ 항목의 평가지표로

1) 지역사회발전과 연계 2)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체제 3) 지역산업체 및

중소기업과의 인적, 물적 교류 실적 및 계획을 포함

◦ 디지털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산업․공업․패션디자인, 관광, 정보 

보안 등 고부가가치 특화 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지원유형 신설

2) 글로벌 박사 양성사업

◦ 지역의 우수 학문후속세대 육성을 위하여 국내 대학원생 대상 

글로벌 박사 양성사업 지원시 지역인재 트랙을 별도 신설(‘14)

3) 학술연구 사업 지방대학 지원 비율 확대

◦ 인문사회․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 사업*의 지방대학 지원 비율

(’12년 44.2%)을 매년 확대하여 ’17년 50% 수준까지 확대

* (인문사회) 인문사회 기초연구, 인문학 진흥방안, 사회과학 연구지원

(이공분야) 일반연구자 지원, 이공학학술연구 기반조성

- 지방대학 연구자의 지역특화 과제를 우대하고, 학문후속세대 연구

지원을 확대*하여 지방대학 학술연구 기초체력 강화

* 지원사업내 지방대학 의무지원 비율(quota)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

- 기존 지방대학 별도지원 사업은 확대하고, 신규 지방대학 특화

연구지원사업 발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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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지역인재 전형 도입(2015학년도 시행 목표)

◦ 지방대학에 한하여 해당 지역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법령의 범위내에서 지역인재의 지역 범위, 모집 단위 및 비율 등은 

특성화 분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학이 자율 결정·시행

*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안)’ 제정안 국회 상임위 심사 중(‘13.7)

** 법 제정 이후 대통령령에서 지역범위와 비율 등을 규정할 예정

◦ 지역인재들이 지방대학의 선호전공 분야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 

확대, 졸업 후 지역 취업 및 정주 가능성 제고 

- 지역인재 전형의 실시 여부와 수준을 대학 특성화 사업의 평가

기준으로 반영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등 학부 및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까지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 유도

※ 보건, 의료분야 정원 배정시 지방대학 활성화 및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확산을

위하여 수도권-지역간 직종 경합의 경우 지방대학을 배려

 지방대학생 지원 강화

◦ 지방대학생 대상으로 희망장학금 제도(가칭) 도입 추진

- 특성화 학과․학부․대학의 우수 학생에게 등록금 외 기숙사비·

교재비 등 학업 관련 제반비용 지원

- 대학의 장이 개별 대학의 발전계획 및 대학자체 재원을 포함하여 

자율적으로 우수 학생을 선정․지원

◦ 지방대학원생 대상으로 지역산업과의 연계 및 창의적인 연구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장학금 등 지원 확대

- 비수도권 지원 비율을 할당 및 확대하고, 등록금 부담이 많은

지방대 이공계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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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연계 강화형 사업설계 및 취업 장려금 지원을 추진하여 

지역 내 취업․정주 등 지원 병행

◦ 지방대학생 맞춤형 진로·취업 컨설팅, 멘토링 체제 등 지원서비스 강화

- 학생 입학 단계부터 희망 진로를 파악, 체계적 관리를 통해 실질적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학생수요 맞춤형 진로·취업 컨설팅 강화

※ 대학의 취업지원센터와 고용노동부의 지역고용센터 간 연계 강화(교육부, 고용부)

※ 우수지역기업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희망이음서비스” 제도 구축(교육부, 산업부)

- 학생 개인별로 희망 진로 분야별 상시 멘토링 체제 확보(동문·

지역성공사업가* 등)

* 장학멘토링사례: 장학금을주는기부자가장학금을받는학생에게취업및인생상담

※ 지방대학생대상설문조사결과, 열정적이고헌신적인교수의지도와관심(46%), 대학만의

특별한교육방법(46%)이있을때학교에자부심을느낀다고응답 (‘13. 6, 지방대학생320명)

 지역인재의 채용우대(할당) 강화

◦ 공무원 5급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7급 채용까지 확대 도입(‘15)하고,

지역인재추천 채용목표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 지역인재 7급 추천 채용목표 (‘12) 80명 → (’17) 120명

▪공직(행시·외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20%) 실시 현황(‘12) : 5급

266명 모집 중 23명 지방인재 채용(8.7%)

◦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준수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별 특성에 맞는 지역인재 채용우대 정책 도입․

경영평가․공시 등과 연계하여 이행 촉진 

- 채용할당제 등으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고, 민간

부문으로까지 직무능력기반 채용문화를 확산

* 기관별 실정에 맞는 지역인재 채용우대 정책 도입

▪ 공공기관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51%(‘12년)이나,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권고 비율(30%) 미준수기관(’12년)은 전체공공기관 295개 중 133개(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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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관계부처 등과 협력하여 기업의 지방인재 채용 약정

(MOU) 및 우수모델 발굴․확산, 지방인재 채용 캠페인 추진*

* (교육부․노동부) 학벌 스펙을 초월하여 국가직무능력 개발과 연계한 채용

문화 확산/ (교육부․산업부) 기업설명회, 채용상담회 개최(‘14년 50회),

지자체 등의 채용박람회 참여 지원

※ 교육부장관 및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13.7) 활용

 교수 및 연구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

◦ 우수 신진교수 유치를 위한 초기 연구비 및 정착금 지원, 우수 중견

교수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기초 연구비 중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예산을 확대하고, 지방의 역량

있는 스타 교수에 대해 연구지원금 등 인센티브 강화

◦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교수 및 연구원 채용시

우대 채용(가산점 부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국립대학의 경우 특성화 학부 등에 우수교수가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대학 특성화 평가요소로 반영

4 지방대학 기능의 발전적 전환
 

 지역 일자리 창출 핵심

◦ 특성화․차별화된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지역 성장 및 창조경제의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지원 

◦ 산학협력단의 창업지원 전문인력 보강 등 대학이 보유한 아이

디어와 지식 재산의 활용 촉진

- 산학협력단이 대학내 창업 전 과정에 대한 지원기능 총괄*

- 교수․연구원의 창업 겸직기간 연장, 대학에 창업트랙 신설, 창업

휴학제도 등 학교 구성원의 창업 활성화 지원제도 확산 유도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예정



- 16 -

◦ 대학의 창업교육 및 창업문화 활성화

- 창업교육센터를 창업교육의 구심축으로 하여 교육수요 맞춤형

창업교육프로그램, 창업교육 전담교원 확보 및 컨설팅 등 지원

- 청년 기업가를 강사로 초빙,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창업교육 강좌, 예비창업자 양성 강좌 개설

- 창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창업 교양교육,

학생 창업 교류, 창업 멘토링체제 구축 등 창업 친화적 문화 조성

* 창업문화로드쇼 ‘창업지락’(’13. 7～10), 학생창업 EXPO(’13. 11) 개최 등

◦ 대학의 학교기업 운영 활성화를 통한 창업역량 강화

◦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대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ty)을 유도하여 지방에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 평생교육기능 강화

◦ 평생학습시대에 부응한 다양한 교육수요를 대학으로 흡수

- 정규 학위과정 뿐만 아니라 비학위 과정을 확대하는 선진국형 

교육추세에 맞게 성인, 재직자 대상 맞춤형 재교육 및 계속교육 확대

※ 평생학습중심대학 : 학위 (’12) 20교, 55억 → (‘13) 37교 215억

비학위 (’12) 0교, 0원 → (’13) 13교, 60억(신규)

◦ 직업 역량을 강화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강화

- 성인․재직자․미취업자 등을 위해 지역산업체,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 산업구조에 부합하는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내 전문대학이 “특성화고+지역산업계+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평생직업교육

대학으로 지역민에게 삶과 일과 학습이 통합된 평생교육 제공

◦ 인문, 예술 강좌 및 노인층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교육 서비스 강화

◦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을 위한 대학 평생교육 역량 강화

및 학습자의 교육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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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 방안(안)

세대 맞춤형 평생교육 내용

2030 세대
․청년층에게 필요한 현장경험과 이론적 지식이 체계화 될 수 있도록

“2030 직무능력향상” 관련 학과 개설․운영, 교육과정 개편

4050 세대
․인생 제2막을 준비할 수 있는 “4050세대 재도약”과 관련이 높은

융복합형․창업특화형 학과 개설 운영, 교육과정 개편

6070 세대 ․유치원 독서도우미 등 노인일자리 연계 단기 특화과정 시범 개설 운영

 지역 문화·복지 거점 역할 

◦ 대학과 지역의 상생발전에 초점을 두어 지역사회문제 해결, 지역

공동체 구축, 지역문화․복지의 거점으로 역할하도록 지원

◦ 지방대학의 시설․인적자원을 지역사회에 적극 개방

- 대학의 공연장․박물관․체육관 등을 확충하여 지방대학생의 문화

여건을 제고하고, 이를 지역의 문화․체육공간으로 시설을 활용

* 지방대학생 60% 이상이불만요인으로수도권에비해열악한문화여건제시(’13.6, 320명)

◦ 지방대학의 지역사회와 연계한 봉사 및 사회기여 활동 제공

- 지역 사회의 복지를 위한 지방대학의 사회봉사 활동 강화

- 농어촌, 소도시 등 교육취약지역 위탁센터 설치․운영

[그림2] 창조경제형 지방대학 육성 사례(OO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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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대학 육성 인프라 구축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 제정

◦ 지방대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핵심제도(지역인재 전형 등)의 

법제화를 통해 안정적 추진기반 마련(상임위 계류, 금년 내 통과 목표)

 대학-산업체-지자체-중앙정부 협의체 구축

◦ 지역발전생태계 조성을 위해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구인

협의체 구성(MEEP: Municipality, Enterprise, Education & Partnership)

- 해당 지역에 있는 지자체, 대학, 전문대학 및 교육기관과 기업 

간의 상호 협력체제 구축

*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안)’ 제8조 : 지방대학 육성 지원위원회 구성·운영

◦ 지방대학․인근대학 간 분야별 네트워크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대학간 교수 및 학생 교류, 전공 및 분야별 지역 단위 협의회 등

※ 교육 특성화 지원사업에 대학의 자체계획에 따른 지역 교류․기여 활동 포함

 부처간 협업 강화

◦ 관계 중앙부처*,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한 종합지원

<표7> 부처간 협업과제

관련부처* 협업 과제

․특성화분야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대학특성화 및 구조조정 지원

․안전행정부 ․공무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운영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우대 정책 운영
내실화

․미래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지역산업연계 인력양성 및 R&D 활성화

․미래부, 중소기업청 ․대학생 창업지원 및 제도개선

․중소기업청 ․학교기업 중소기업 R&BD 자금 지원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지역고용센터와 대학취업센터를 연계한
대학생 취업컨설팅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지역 산업계와 연계한 현장실습 및
인턴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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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대효과

□ 지역 창조경제 견인 및 창의적 인재 양성

◦ 대학 특성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방대학의 역량 강화로 창조

경제의 구심점으로 육성

◦ 수도권 대학과 경쟁 가능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지방대학이 

생겨나고,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지역의 창조 대학으로 발전

◦ 지역에서 혁신적 가치창출을 담당하는 창의적 우수 인재 양성

□ 지역 창조대학 육성을 통한 국민 행복증진

◦ 기관 지원을 강조함으로써 구성원(교수, 대학생)이 소외되던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지역주민, 지방대학생과 교수가 체감하는 정책을

실행하여 자긍심과 행복감을 제고

◦ 지방과 수도권간의 불균형이 완화되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민의 행복 증진

□ 지역발전과 지방대학의 선순환 발전체제 구축

◦ 지역 문화, 복지, 관광, 일자리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대학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에 대한 대학의 기여도 제고

◦ 지방대학이 지역사회의 호응과 지원 속에 발전하게 되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국가 차원의 지역 발전에 기여

◦ 정책의 틀은 하향식(Top-down)으로 기획되지만, 개별대학은 자신의 

역량과 여건을 고려한 상향식(bottom-up) 사업 설계로 대학발전이 

가능하고, 궁극적으로 건전한 지방대학 발전 생태계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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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추진일정

◦ 지역인재 채용문화 확산을 위한 산업체, 지자체와 연계한 홍보 

캠페인(‘13. 10～)

◦ 글로벌 인재포럼 행사 운영(‘13. 11)

-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지방대학의 역할을 중심으로 기획세션 운영

◦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발표(‘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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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지방대학 성과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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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지역별 고등학교 졸업생 수 대비 입학정원

수도권의 경우 고교 졸업생 수(A)가 대학 입학정원(B)에 비해 더 커서 비율(B/A)이

전부 1 미만인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대부분 1을 초과함

(단위: 명, %)

구분

고교 졸업생 수(2011년 졸업자) 대학 입학정원(2011학년도) 비율

일반고 전문계고 특목고 계(A) 전문대
4년제

대학
계(B) (B/A)

전체 470,605 155,084 22,779 648,468 230,861 348,005 578,866 0.9

수도권

서울 79,745 37,383 4,818 121,946 17,970 70,316 88,286 0.7

경기 119,316 26,141 4,868 150,325 64,972 42,473 107,445 0.7

인천 28,556 8,176 1,059 37,791 6,616 8,042 14,658 0.4

비수

도권

부산 30,020 13,762 2,623 46,405 16,516 33,766 50,282 1.1

대구 23,845 11,354 1,420 36,619 15,778 9,489 25,267 0.7

광주 15,475 6,055 556 22,086 9,266 14,636 23,902 1.1

대전 14,950 5,361 1,058 21,369 8,989 18,941 27,930 1.3

울산 12,879 3,946 484 17,309 2,999 3,630 6,629 0.4

강원 14,749 3,306 513 18,568 8,914 17,904 26,818 1.4

충북 13,195 6,123 598 19,916 8,187 17,568 25,755 1.3

충남 19,123 5,166 542 24,831 9,246 34,822 44,068 1.8

전북 17,911 5,540 1,309 24,760 9,759 18,331 28,090 1.1

전남 16,301 7,037 515 23,853 12,324 9,898 22,222 0.9

경북 23,386 7,798 1,283 32,467 18,247 30,303 48,550 1.5

경남 35,060 6,459 998 42,517 11,668 15,287 26,955 0.6

제주 6,094 1,477 135 7,706 4,636 2,599 7,235 0.9

*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각 연도)

** 주: 1) 2011년 고등학교 분류를 기준으로 함(전문계고=특수화고 + 자율고)

2) 4년제 대학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이 포함됨

3) 전문대학 입학정원은 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정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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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특징

NURI 사업 LINC 사업
교육역량

강화사업
ACE 사업 BK21 사업

기간 2004～2008년 2012～2016년
2008년～계속
(1년 단위)

2010년 ～ 계속
(4년(2+2) 단위)

’99～’05년(1단계)
’06～’12년(2단계)

지원
예산

·교당 평균 50억원 ·교당 평균 42억원
·교당 평균 18억원
(’12년 기준)

·교당 평균 24억원
(’12년 기준)

··각 분야마다 상이

지원
대상

·수도권 제외 지역
소재 대학
(복수 학사 단위)

전국·4년제 51개교
(기술혁신14개교)
(현장밀착형37개교)

전국 80개교 내외 전국 25개교 내외 전국 사업단(팀)

신청
조건

대학 :
신입생 충원률 80%,
교원확보율 60%
사업단(팀) :
신입생 충원률 90%,
교원확보율 80%
공통 : 산단 설치

·신청요건 : 지역·
산업체의참여,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 산단
역량강화필수

·전국 4년제 대학
(원격, 대학원대학
등 제외)

·당해년도 교육역량
강화사업 선정대학

·분야별 사업 참여
교수 최소 기준 수

·참여대학원학과에
박사학위과정개설

목적
·지역간균형발전을

위한지방대학육성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 체제 개편

기반 마련

·대학의 자율적

교육역량강화 지원

·교육여건전반개선

·다양한 학부교육

선진 모델 창출

·“잘 가르치는 대학”

집중 육성

·세계 수준 대학원

집중육성 및 지역

대학 특성화 통한

고등인력양성체제

특징

·중심대학+협력대학

인력양성사업단

·학부생 대상 우수

인재 양성

·지방대학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

·산학협력 지원범위

확대(다양․특성화)

·규모 확대, 실질적

변화 유도

·산업체 의견 반영

·포뮬러 통한 성과

중심 재정지원

·자율적 재정집행

·교육여건 및 성과

우수대학 지원

·대학발전의 핵심

공통지표 평가

·경쟁력 있는 선도

대학 중점지원

·선진형 학부교육

모델 창출․확산

·고등인력양성체제

·핵심고급인력양성

·대학원 특성화

선정

기준

대형·중형 사업단

교육여건(10%)

사업계획(90%)

소형 사업단

교육여건(40%)

사업 계획(60%)

1단계:

대학기본역량(30%)

산학협력역량(70%)

2단계:

사업계획(70%),

산업체설문조사(30%)

3단계:

사업관리위원회

최종 선정

·포뮬러로 대학별

우선순위를 결정,

재원배분 포뮬러로

지원대학 결정

·소재지 및 대학

규모 고려

·교육지표 포뮬러

(50%), 특성화 역량

(20%), 선진화 역량

(30%) 평가

사업 분야별 평가

(분야별 특성 고려

평가지표 차별화)

사업

추진

·특성화 분야 인력

양성 위주의

Bottom-Up 방식

·대학자율프로그램

·지역기반프로그램

·기업맞춤형프로그램

·특성화 분야

·사업계획 수립

→ 사업추진위원회

구성․평가 →평가

결과 반영

·사업계획 수립

→ 자체 사업추진

위원회 평가 →

성과 평가

·사업계획 수립

→기획자문․평가

전문위원회 구성

→ 관리․평가

붙임3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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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권역별 특성화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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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이전 정부의 재정지원정책 특징 분석

구 분 주 요 정 책

김영삼(문민)

정부

(1993～1997)

￭ 일원적인 재정지원 체재로 전환

ㆍ대학교육의 경쟁력강화, 대학의 다양화·특성화 추구

ㆍ교육개혁위원회 발족(1994) 및 교육개혁방안 발표(5.31교육

개혁안)

ㆍ대학평가와 연계한 각종 유형의 국고지원사업 마련

(학과평가 인증제, 대학종합평가, 교수업적평가 등)

김대중(국민의)

정부

(1998～2002)

￭ 자율 경쟁을 통한 재정 차등지원

ㆍ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 육성을 목표

ㆍ평가를 통한 재정의 차등지원을 대학 경쟁력 강화의 수단

으로 활용

ㆍIMF 금융위기(1998)로 학자금 혜택 대폭 확대

ㆍ특성화 우수대학/지방대학 육성 사업, 두뇌한국 21(Brain Korea

21),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추진

노무현(참여)

정부

(2003～2007)

￭ 평가와 경쟁체제 전환을 위한 ‘선택과 집중’

ㆍ인적자원 중심의 성장전략을 통해 산업발전 및 경제부흥을

도모

ㆍ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고등교육 정책의 계승·확대

ㆍ산업발전 및 경제부흥과 직결된 생산성을 대학 경쟁력의

주요한 척도로 이해

ㆍ평가와 경쟁을 통한 차등지원방식을 대학구조조정 촉진수단

활용

ㆍ누리사업(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HUNIC) 등 지방대학 특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사업 추진

이명박 정부

(2008～2012)

￭ 대학 구조조정과 재정지원 정책을 연계

ㆍ대학자율성 확대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함

ㆍ‘선택과 집중’에 따른 재정지원 기조 유지

-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 ‘전문

대특성화사업’ 등을 통합하여 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개편,

포뮬러 방식 도입

ㆍ대학정보공시 시스템 구축(‘08.12)을 통한 대학 운영 투명성 제고

ㆍ대학자체평가 및 평가 인증제를 통해 자율적 질 관리 체제 강화

ㆍ총장직선제 개선을 통한 지역 국립대학 경쟁력 제고 토대 마련

ㆍ재정지원사업에 취업률을 주요 지표로 반영하고, 대학 구조

조정과 재정지원 정책을 연계(재정지원제한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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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새 정부 지방대학 재정지원사업 재편(안)

사업명 내용 특징 비고

학부교육선도
대학지원
(ACE 1유형)

- 대학단위 지원
- 잘 가르치는 대학 육성

- 학부교육을 강화하여 지역의
우수인재 진학유도

기존 사업
계승․확대

국
정
과
제

특성화
분야지원
(ACE
2유형)

- 학과, 학부, 프로그램 단위
- 지원사업 내용 구성의 대학
자율성보장

- 강점분야 중심 특성화를
통한 구조조정 유도

- 대학 내부 강점분야 자율
선정, 시설기자재 등 지원

신규
(’14년)

지역선도
대학지원
(ACE

PLUS)

- 대학단위 지원
- 각종 재정지원사업 우수
성과 대학 중 선도대학을
선정 재정지원

- 지원사업 내용 구성의 대학
자율성보장

-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공동체 발전 등 지역성장의
주요 거점

- 지역내 인근대학의 발전을
함께 이끌도록 유도

- 타 사업 성과 반영

신규

산학협력선도
대학육성사업
(LINC)

-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
체제 개편

- 산학협력 지원범위 확대
기존 사업
계승․확대

지역창의인재
양성사업

- 지방대학원생 연구지원
- 지역기업 기술개발지원

- 지역산업체에서석박사 연구
인력 활용

기존사업
계승

BK21 플러스
- 대학 연구역량강화
- 대학원 연구인력양성

- 대표적인 석박사 인재양성
및 연구 지원사업으로
3단계 시행

기존사업
계승

(‘13년3단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