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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변화 수업연한 입학자격 비  고

'50년대 ∙초급대학 설립(‘50) ∙2․4년 ∙중학교 졸업자

'60년대 ∙실업고등전문학교 설립(‘63) ∙5년 ∙중학교 졸업자
∙9개교,

정원 953명

'70년대
∙전문학교 설립(‘70)

∙전문대학으로 통합(‘79)

- 실업고전․전문학교 통합

∙5년 ∙중학교 졸업자
∙127개교,

정원 78,455명∙2년 ∙고등학교 졸업자

'90년대
∙전문학사 수여(‘96)

∙비학위 전공심화과정 도입
(‘98, 수업연한 1년 이내)

∙2~3년 ∙고등학교 졸업자

2000년~

∙3년제 도입(‘02)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도입
(‘08, 수업연한 1~2년)

∙간호학과 4년제 도입(‘11)

∙2~4년 ∙입학전형 합격자
∙139개교,

정원 199,559명

< 대통령 지시사항('13.3) 및 국정과제('13.4) >

<국정과제 71>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 71-1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 집중 육성

◦ 71-2 전문대학 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다양화

◦ 71-3 전문대학에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치

◦ 71-4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

◦ 71-5 전문대학생의 해외진출 활성화

<VIP 지시사항>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가 많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전문대학 지원을 확대할 것”(‘13.3.28)

I. 추진 배경

 발전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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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대학 역할) 전문대학은 초급대학, 실업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

등을 거쳐  ‘79년 개편·출범하였으며, 520만명의 중견기술인을 

양성하며 국가산업발전에 중추적 역할

◦ (교육목적) 전문대학의 교육목적을 지식기반사회 도래로 고급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97년 고등교육법 제정으로 종전의

‘중견기술인 양성’에서 ‘전문직업인 양성’으로 상향 조정

◦ (학제변천) 전문대학의 학제는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96년

전문학사, ’02년 3년제, ‘08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11년 간호학과

4년제 도입 등으로 변천

 현황과 문제점

◦ (전문대학 수) 전문대학은 현재 139개교로서, 이중 사립대학이 

131개교(94%)․전체 고등교육기관의 41%(입학정원 기준 37.5%) 차지

- ‘05년부터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전문대학과 대학의 통폐합 및 4년제

대학으로의 개편 등으로 전문대학 수 지속적 감소

※ '05년 158개교 → '13년 139개교

◦ (재정지원 부족) 전문대학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부족은 강좌당 

과밀한 학생 수, 기자재·교원 부족문제를 초래하여 양질의 전문

인력 양성에 한계

※ '11년 교육부 사립대학 재정지원액 2.36조원 중 사립대학에 1.9조원

(80.4%)이 지원되나, 사립전문대는 4천6백억원(19.6%)에 불과

◦ (수업연한 제한) ‘79년 전문대학으로 개편·출범이후 간호과 등 일부를

제외하고, 수업연한이 일률적으로 제한(2~3년)되어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인력 배출 곤란

※ 전체 전문대학 학과 수의 70.6%가 2년제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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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대학의 학위과정별 현황 >

구분
전문학사 과정 학사 과정

2년제 과정 3년제 과정 4년제 과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수업연한 2년 3년 4년 전문대 졸업 후 1～2년

이수학점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전문대학 이수학점 포함)

학생 수(‘12) 543,308(70.6%) 210,926(27.4%) 6,253(0.8%) 9,401(1.2%)

* 전문대학 전체 학생 수 : 769,880명 (‘12년 기준)

◦ (산업인력 미스매치)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이 현장 적합성 부족으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양성인력 간에 질적 미스매치 발생

- 전문대학 취업률은 ‘12년 60.9%로 일반대학(56.9%) 보다는

높으나, 전공분야와 취업분야 간 불일치도 심각

※ 신규취업자직무불일치비율(%) : (4년제) 14.0, (전문대) 26.0, (전문계고) 15.3(‘11 노동연)

※ 우리나라 기업체 중 63.7%가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 경험(고용부, ‘08)

◦ (평생직업교육 수요 증가) 고졸 취업자 및 재직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계속교육 요구 증대

- 고졸 선취업-후진학 정책 추진으로 직무능력향상교육 수요 증대

※특성화고취업률: (’09) 16.7%→ (’10) 19.2%→ (’11) 25.9%→ (’12) 37.5%→ (’13) 38.4%

-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 은퇴에 대비한 평생학습 활성화 필요

※ 2018년까지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 출생) 근로자 311만명 퇴직 예정

- 100세 시대의 도래로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한 창업, 전직 등 교육 수요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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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환경 변화와 당면 과제

◦ (산업수요에 맞는 전문직업인 양성)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창조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융․복합 실무능력을 가진 전문직업인 양성 필요

- 지역․산업별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위해 현장중심 교육과정 

운영 및 실무중심 교수진 활용

-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새로운 융·복합 인력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대학 체제 개편

◦ (수업연한의 제한 완화) 일률적으로 제한된 전문대학 수업연한

(2~3년)으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산업 핵심 전문인력 양성에 어려움

- 지식기반산업 및 창조경제 핵심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해 다양한

수업연한 필요

◦ (고숙련기술인 양성체제 마련) 고숙련기술인의 계속교육 및 국제적

통용성 확보 어려움

- 최고의 숙련기술 보유자가 관련 이론을 보완하여 해당 기술의 

계승․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고, 국제적 통용성 확보 필요

◦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 급속한 기술변화에 따른 성인의 

평생직업능력 개발 요구 증대

- 빠른 기술변화와 고령화 사회에 성인의 직업재교육․전직교육 

및 선취업·후진학자 등의 고등직업교육 수요 확대

◦ (글로벌 역량 강화) 전문대학의 국제 교육 역량강화 및 전문대

학생의 해외취업 활성화 필요

- 국내 전문대학생의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 교육·교류 프로그램

부족 및 전문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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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그간 추진 경과

◦ ‘13. 4월 : 국정과제(71)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확정

◦ ‘13.1~5월 :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 실시

◦ ‘13.4~7월 :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전문가․관계자 의견수렴

① 전문대학교육협의회(4.3), 수도권 전문대(4.7)․지방 전문대(4.8),

학술대회 발표(4.30), 산학처장 세미나(5.3), 교무․입학처장

세미나(5.9), 광주․전남지역 전문대학 총장 간담회(5.22),

WCC 총장 협의회 세미나(5.24), 사무처장 협의회(6.19), 입학관리자

협의회(6.20), 기획처장 협의회(7.4), WCC 운영위원회(7.5)

② 대학발전기획단 전문대학분과 구성․정책 자문(10회)

③ 권역별 의견수렴 실시

※ 영남․제주권(5.2), 호남권(5.7), 강원․충청권(5.8), 수도권(5.10)

◦ ‘13.4~6월 : 장·차관 주재 정책 토론회·보고회

※ 정책토론회(10회)․보고회(1회) 개최

◦ ‘13.6.10(월) : 전문대학 육성 방안(시안) 발표

◦ ‘13. 6월 : 전문대학 육성 방안(시안) 공청회

※ 수도․충청․강원권(6.10), 영남․호남․제주권(6.11), 총장세미나(6.13)

◦ ‘13.6.28(금)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전문대학」정책 포럼(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한국전문대교협 주최)

◦ ‘13. 7월 : 차관회의(7.5)․국무회의(7.9)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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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과 목표

◦ (비전) 산업구조·기술 고도화에 부응하여 지식기반산업 및 창조

경제의 핵심 전문직업인 양성

◦ (목표) 전문대학이 핵심 전문직업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고등

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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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기반 및 핵심과제

◦ (대학 자율성장 기반 구축)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학의 강점분야에 

부합하는 특성화를 선택하여, 대학의 자율성장 역량기반 구축 및

구조개혁 유도

- 지역산업·환경과 대학의 강점에 따라 차별화된 전문대학을 육성하여,

세방화(glocalization)시대 지역사회와 세계에 기여하는 세계적 

수준 또는 지역 명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

◦ (현장중심 NCS1) 교육과정 운영)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

과정 운영을 통해 직무수행 완성도가 높은 현장 중심형 인재 양성

- 현장중심 NCS 교육과정을 통해 산업체 현장에서 요구하는 핵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차별성 확보

◦ (선순환적 고등직업교육 체제 확충) 산업기술 고도화와 다양한 인력수요에

대응하여 전문대학 학제를 확충하고 평생직업교육 생태계 구축

- 전문대학 수업연한·학위과정 다양화, 산업기술명장대학원의 

설립·운영을 통해 핵심 전문직업인 및 명장을 체계적으로 양성

- 성인 중심의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일과 학습이 연계된

실무중심의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

◦ (핵심 과제)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 육성, 전문대학 수업연한·

학위과정 다양화,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치·운영,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

전문대학생 해외진출 활성화

1)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도출하여 국가차원에서 표준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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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과제별 주요 특징 및 내용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핵심과제 주 요  특 징 목  표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

∙대학별․학과별 강점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 창조경제의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

∙특성화 모형 : 대학단위, 복합분야, 프로그램,

평생직업교육

∙지식기반산업 및 창조

경제의 핵심 산업인력

연간 15만명 양성

＊총 100교 육성

(취업률 61% → 80% 이상)

수업연한

다양화

∙NCS 기반 및 산업수요에 따라 수업연한을 

1~4년까지 다양화

- 조기입직을 촉진하고 재직자 계속교육을 위한

선순환 직업교육 체제 확충

∙지식기반산업에서

요구하는 핵심 전문

직업인 양성 체제 

구축

산업기술

명장

대학원

∙명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특수대학원 설치

- 숙련 기능인력․국제 올림픽 입상자 등을 

명장으로 육성

- 마이스터고 졸업자들의 고숙련 기술습득을 

위한 계속교육 기회 확대

∙고숙련 명장

연간 100명 양성

＊4대 권역별 1교씩

총4교 설치

평생직업

교육대학

∙비학위과정과 학위과정 통합․운영

∙NCS 기반 성인중심의 100% 실무형 모듈식

교육과정 통합․운영

∙평생직업교육 기회 확대

∙교육대상자 중 전직자․재직자 비중 확대

∙산업체 수요 맞춤형

전문직업인

연간 3만명 양성

＊시도별1교씩육성(16교)

세계로

프로젝트

∙전문대학생 맞춤형 해외취업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 유학생(교포 포함)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운영

∙해외 한국산업체 근로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해외진출 국내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재 

연간 600명 양성

＊20교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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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요 추진과제

1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 육성

◈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를 주도하고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매력적인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을 통해 지식기반산업 및

창조경제의 핵심 전문직업인 매년 15만명 양성

전문대학 현재 (As-Is) 전문대학 미래 (To-Be)

•핵심적 고등직업교육기관 역할 미흡

•기능인력 수준의 인력양성

•공급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백화점식 학과경영으로 특성화 미흡

•산업구조 고도화 및 다양화 반영 미흡

•전문대학이고등직업교육중심기관으로핵심역할

•산업구조고도화에부응하는전문직업인재양성

•NCS기반 산업체수요중심 교육과정 운영

•특성화․전문화로 강하고 특성있는 대학

•중장기 인력수급을 반영한 인력양성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전문대학 특성화 2) 사업의 대학별 차별성 부족

◦ 계열(학과)별 특성화사업(～‘08) 추진으로 주문식교육 등 산학협동을

통하여 기업 밀착형 전문기술인력을 배출하였으나,

◦ 특성화 이외 분야 재구조화 미흡으로 백화점식 체제를 유지하여

대학특성화로 확산되지 못하여 지식기반산업 구조 변화 대응 어려움

- 일부대학이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를 추진하나 다수 대학이 백화점식 운영

* 거제대(조선해양), 연암공대(공업계열), 제주한라대(관광 및 간호) 등

□ 인력수급 전망 및 지역산업에 기반한 특성화 추진 필요

◦ 2020년까지 전문대학 졸업생수가 급감하고 전문대학을 통한 신규 

인력공급도 감소 전망

2) 대학이 자체발전계획에 따라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설정하고, 구조개혁 등 특성화

추진에 요구되는 여건을 조성하여 자원을 재분배함으로써, 현장 선호도가 높은 산업

분야별 우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궁극적으로 대학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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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대학 졸업생 및 신규인력 공급 전망

- 졸 업 생 : 223,000여명(’10) → 148,000여명(’20)

- 신규인력 : 190,000여명(’10)→ 129,000여명(’20)

(출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11-2020, 고용정보원 2012

- 2020년까지 전문대학이 공급하는 신규인력의 계열비율*을 고려

* 공학(37.2%→28.6%), 인문사회(66.3%→47.9%), 예체능(27.3%→23%)

◦ 대학이 지역산업의 인력수급분석을 근거로 특성화 전략을 수립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특정계열 과잉 인력 양성 방지

◦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대학 스스로 지속 발전체제 

마련 및 자율적 구조 혁신 추진

□ 특성화와 다양성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지원 사업 재설계 필요

◦ 교육역량강화사업은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를 향상시키는 성과가 

있었으나 획일적 포뮬러지표 방식으로 특성화 유도 한계

※ 대학의 성과포뮬러 지표 향상에 집중하여 대학 동질화 및 특성화 미흡

◦ 전문대학에 투입된 재정 지원액은 4년제 대학에 비해 미미한 실정으로,

전문대학의 지속적 자율성장 역량 미흡

※ 사립전문대 국고지원액은 4천6백억원으로 교육부 사립대학 재정지원액의

19.6% 수준 (’11년 기준)

◦ 교육역량강화사업을 통합하여 지식기반사회의 핵심 전문직업인을 

양성 할 수 있게 재정지원 사업 설계(통합 시너지 효과 창출)

＜역대 정부별 전문대학 육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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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기반산업 및 창조경제에 부응한 핵심 전문직업인 양성 필요

◦ 지식기반산업 및 창조경제에 필요한 인력과 전문대학 배출 인력 간의

인력 불일치(미스매치) 해소 필요

※ 신입직원들이 회사에서 기대하는 직무수행능력 발휘하기까지 평균 2.31년

소요되며, 회사부담 연평균 1인당 재교육비용 203.8만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창조경제에 부합하는 신성장 동력을 분석하고, 전문대학 수준의 

인력이 필요한 시장을 발굴하여 특성화 사업을 통해 인력 양성․공급

 추진 방안

□ 특성화 기본방향

◦ 대학 강점분야 중심 특성화를 통해 지식기반산업 및 창조경제의

역량있는 핵심 직업인재 양성 공급

- 국가 및 지역의 전략선도 산업과 대학의 주력분야 등과 연계한 

우수 직업인 양성 및 고용률 확대

◦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NCS) 운영으로 산업체와 전문대학간  

배출되는 인력불일치(미스매치)를 해소하여 직무수행 완성도가  

높고 현장성 높은 직업인재 양성 

◦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가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진․출입이

자유로운 현장중심 고등직업교육기관 육성

◦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전문대학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성화와 연계하여 대학 내부의 자율적 구조개혁 유도

※ 교육여건이 미흡하거나 교육경쟁력이 없는 전문대학은 정부재정지원 제한

◦ 우수전문직업인 육성을 통한 전문대학 취업률 향상(61% → 80%이상)

※ 고용률 70% 달성에 앞장서 국민행복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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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화 모형

① 대학단위 특성화 : 국가전략산업 또는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대학단위 특성화 (단일 주력계열 70% 이상)

② 복합분야 특성화 : 국가전략산업 또는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대학단위 특성화 (2개 주력계열 70% 이상)

③ 프로그램 특성화 : 대학 전체가 특정분야 프로그램(주문식교육)

이거나 또는 일부학과 중심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특성화

(대학전체 또는 일부학과 특정 프로그램)

④ 평생직업교육대학 특성화 : 일반 전문대학을 성인중심의 100%

실무형 비학위과정과 학위과정으로 통합․운영하는 평생직업교육

대학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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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화 모형별 특징 비교

구분 대학 단위
특 성 화

복합 분야
특 성 화

프로그램
특 성 화

평생직업
교육대학
특 성 화

특성화
방  향

국가․지역
연계산업 육성

(단일산업)

국가․지역
연계산업 육성 특성화 프로그램 육성

새로운 형태의 
평생고등직업교육

기관 육성

특성화
단  위 대학 전체 대학 전체 대학전체 또는 일부

(특정 프로그램 단위)
대학 전체

(비학위․학위과정 통합 운영)

신  청
자  격

단일 주력계열
(편제정원) 70% 이상

2개 주력계열
(편제정원) 70% 이상 모든 계열 모든 계열

육  성
목  표 20교 내외 44교 내외 20교 내외 16교 내외

지  원
기  간

5년 (2+3)단위로 지원
(연차평가를 통해 성과관리)

비  고

신청자격은 ‘15년도 기준 주력계열 편제정원 70% 이상인 전문대학

(단, ‘14년도는 대학의 자체 구조개혁 추진계획 등을 고려하여, 60% 이상도 신청 가능)

※주력계열 : 대학이 육성하고자 하는 강점 계열(공학, 인문사회, 자연, 예체능 계열)

＊편제정원 : 전문대학의 신입생 입학정원에 수업연한을 곱한 총 학생 수

※ 사업비 배분, 교당 지원액은 세부 실행계획에 구체적 방안 마련

※ 국가 전략산업(예시) : 바이오 제약, 게임 컨텐츠 개발, 옥외광고 디자인,

3D 영상제작, 디스플레이장비 및 공정, ICT 보안,

반도체 표면처리 등

지역 전략산업(예시) : (수도권) 지식서비스(SW, 디자인, 전시컨벤션)

(강원권) 의료융합, 의료관광(에너지산업, 바이오메디컬융복합) 등

□ 육성목표 및 재원배분

◦ (지원대학 수) ‘17년까지 연차적으로 100개교 선정

- 연도별 지원규모 :

(‘14) 70교 내외 → (’15) 80교 내외 → (‘16) 90교 내외 → (’17) 100교

- 모형별 지원규모 : 대학단위 특성화(20교 내외), 복합분야 특성화

(44교 내외), 프로그램 특성화(20교 내외), 평생직업교육대학 특성화(16교 내외)

※ 특성화 모형별 육성목표 수는 추가 설문 조사(8월중)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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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5년(2+3)단위로 지원 하되,

- 2년 사업시행 후, 연차평가를 통해 추가선정 및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지원예산) 예산규모는 관계부처 협의 중

◦ (재원배분) 대학규모, 특성화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차등 배분

※ 학교별 규모, 운영프로그램 내용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하되 세부실행계획반영

◦ (재정집행 원칙)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및 특성화분야에 자율적 집행

※ 중점 집행분야 : NCS 교육과정 운영, 특성화장학금, 기숙사운영비,

학습성과 개선 프로그램, 대학 전체구조개혁 지원 등

◦ (성과관리) 교육여건 필수지표 및 대학이 제시한 성과지표 사전 

심의 강화를 통해 계획대비 달성 정도를 집중 관리

- 재정사업 이력제를 통해 사업을 관리하고 상시적 지원 컨설팅을 

통해 대학의 발전 유도

예) 신청시 제출시 교육역량, LINC사업 등 사업참여 이력 및 성과제시

□ 선정절차 및 방법

◦ (신 청) 대학 자율로 4개 유형의 특성화분야 중 1개 선택

- 대학 자율적으로 강점분야를 선택․신청하여 자율성 보장

◦ (1단계) 교육여건 평가(정량지표)

◦ (2단계) 사업계획 심사 평가(정성평가)

※ 전문대학이 지속가능한 자율성장역량체계 구축여부, 특성화분야의 지역산업

연계성 여부 등을 평가 (<참고 4> 국가 전략산업 및 지역 선도산업 참조)

◦ (3단계)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종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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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효과

◦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으로 국가․지역 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

집중 양성(매년 약 15만명씩)

◦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강화로 능력중심사회의 기반 구축

-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과 역량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개편하고 다양한 교육경로를 마련하여 학벌 사회 개혁

◦ 전문대학 체질개선 및 자율적 구조혁신 추진으로 경쟁력 강화

- 교육여건(교수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수, 실험실습실 개선 등)의  

근본적 개선 및 학사운영의 질적 수준의 획기적 향상․변화

- 특성화 대학․학과별 중심으로 특성화를 유도하고 가속화하여

대학별 자율적 구조 개혁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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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대학 수업연한·학위과정 다양화

◈ NCS 기반 및 산업수요에 따라 수업연한을 1~4년까지 다양화하여,

선 순환적 고등직업교육 체제 확립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창조경제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대학 수업연한 규제 완화 필요

◦ 고도화된 산업사회는 창의력과 융복합 지식·기술이 요구되나,

수업연한이 일률적(2~3년)으로 제한되어 전문직업인력 배출 곤란

- 간호과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제외

※ 2～3년제 전문학사 과정은 학과 수 기준 92%, 학생수 기준 98%,

4년제 학과 및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학과 수 기준 8%, 학생 수 기준 2%

※ 전문대학 수업연한·학위과정 다양화에 대해서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관련 단체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으며, 국회의원 공청회 등을 통해

공론화되어 왔음 <참고 1>

※ 그동안 이런 요구를 수용하여 수업연한 3년제 도입('01.1),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 도입('07.11), 간호과 4년제 도입('11.10) 등 일부 학제 개편이

이루어졌으나, “원칙적 규제, 예외적 허용” 방식으로 한계가 있었음

◦ 산업대학이 일반대학으로 전환됨에 따른 재직자 및 선취업 후진학자의

계속교육․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고등직업교육 기회 부족

* 산업대학 수 : '00년 19개교 → '10년 11개교 → '13년 2개교

□ 급속한 기술변화에 따른 재직자․전직자를 위한 평생직업교육 

기회 확대 필요

◦ 성인·재직자의 직업 재교육 및 평생학습 수요가 급증하나, 1년 이상 

단기 교육과정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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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기반사회에 부합하는 전문대학의 목적 재정립 필요(고등교육법 개정)

◦ 현재 전문대학이 “기술교육”과 “평생직업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고등교육법상 미반영

<고등교육법상 각 대학의 교육목적>

∙ 대학(185교) :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

∙ 산업대학(2교) :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학술 또는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연구하여 산업인력 양성

∙ 전문대학(139교) : 전문적인 지식·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전문직업인 양성

□ 전문대학의 학위과정 간 연계를 통한 학사운영의 효율화 필요

◦ 한 학과에 2~3년 전문학사, 4년 학사과정(전공심화과정) 등이

개별적으로 혼재되어 있어, 효율적 학제운영 시스템 마련 필요

* 영국․미국 등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고등직업교육기관의 학제를 1~4년으로

다양화하고 준학사학위에서 학사학위까지 수여

<미국 community college의 학사학위과정 현황>

∙ '09.5 기준, 플로리다주는 26개 community college에 학사학위과정을 인가하고,

네바다·텍사스 등 17개 주에서 community college에 학사학위과정 인가

∙ (예) Miami Dade College, Turtle Mountain Community College 등

∙ Community College Baccalaureate Association : 미국의 4년제 community college

협회(www.accbd.org)

* 해외 3년제 학사학위 과정 : 미국 3년제 학사학위 프로그램(Bachelor's Degree)

- 18 -

 추진 방안 

□ 전문대학 교육 목적에 평생교육기능 반영

◦ 빠른 기술․지식의 변화 및 고도화 산업사회에 따른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 전문대학에서는 이미 전문적인 기술교육 및 평생직업교육을 실시 중,

고등교육법 제47조(전문대학의 목적)에 반영

현 행 개 정 안

제47조(목적)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7조(목적)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론·기술을 가르

치고 연구하여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고,

평생직업교육을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

※ 위 개정안 박창식 의원 대표발의(7.3) 내용에서 미포함됨(지속적 개정 추진)

□ 창조경제 핵심 전문직업인 양성 위해 수업연한 규제 해소

◦ 지식기반사회 산업기술 변화에 부응하여 심화학습과정이 필요한 

전공·학과의 수업연한을 2~3년에서 1~4년으로 다양화

- 빠른 기술․지식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수시로 등록․이수가 

가능한 신축적인 수업연한 운영

◦ 진출입이 자유로운 선 순환적 고등직업교육체제를 확립하고,

졸업 전이라도 조기입직*이 가능하도록 NCS 기반 모듈식 교육과정 도입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교육과정 도입 및 산업체 근무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제23조 개정(7.2 국회 통과)

- 단기교육과정으로 취득한 학점은 학점은행제, 평생학습계좌제와 

연계하여 전문학사학위(2~3년) 또는 학사학위(4년) 취득 가능

- 비학위과정 이수 시 학점인정 및 학위취득으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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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수요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학과․전공별 수업연한 결정

◦ 지식기반산업 및 창조경제의 핵심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하여 

수업연한 다양화

- 수업연한을 3년 이상으로 할 경우 NCS를 바탕으로 교육여건

(교원․교사확보율 등) 심사 후 교육부장관의 사전인가

＊「수도권정비계획법」적용을 받는 수도권 소재 전문대학의 경우, 4년제

학과 전환시 대학의 전체 정원 범위내에서 입학정원 조정

※ 구체적 요건은 ‘13년 하반기 정책연구 및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

□ NCS 기반 모듈식 교육과정을 통해 효율적 학제 운영

◦ 한 학과에 여러 개의 개별과정*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을 NCS

기반 모듈식 과정으로 통합․개편

* 전문학사과정(2년 또는 3년), 학사과정(4년), 전공심화과정(1년 또는 2년),

산업체 위탁교육(2년 또는 3년) 등

현 행 개 정 안

제48조(수업연한) ① 전 문 대학의 수업

연한은 2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경우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48조(수업연한) ① 전 문 대학의 수업

연한은 1년 이상 4년 이하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3년 이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여건과 (국가직무능력

표준 기반)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위개정안중NCS 기반은박창식의원대표발의(7.3) 내용에서미포함됨(지속적개정추진)

⇒ 연내 고등교육법 통과시, 2016학년도부터 입학 가능

 기대 효과

◦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다양화(1~4년)로 창조경제의 핵심 전문직업인

양성 체제 마련

- 취업률 80% 이상 달성, 고용률 70% 확충 기반 조성

◦ 재직자․재취업자․전직자 등 성인의 평생직업교육 기반 조성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맞는 학제 확충으로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체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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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치 및 육성

◈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기능장 등 전문분야 숙련기술 보유자를

산업기술명장으로 양성하는 특수대학원 설치 (연간 100명 양성)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산업현장의 고숙련인력 부족 해소 필요

◦ 베이비부머의 퇴직으로 인한 산업기술명장 공동화 문제를 해소하고,

산업체를 이끌어나갈 고숙련 기술인력 양성

* 2018년까지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 출생) 근로자 311만명 퇴직 예정

◦ 산업기술 고도화에 따른 고숙련 인력수요 증가, 산업체 재직자의

지속적인 직무능력 향상과 경력개발에 대한 요구 반영

* 특성화고 취업희망자 중 43.8%가 학업-취업 병행 희망(한국직업능력개발원, '11)

□ 숙련기술 보유자의 계속교육 기회 확대 필요

◦ 기존 대학원은 학문·연구 분야 위주로, 산업현장에 필요한 최신 

직무지식 및 고숙련 기술 교육 위한 실무중심 대학원 부재

-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 기능장 등 숙련기술 보유자들의

계속교육이나 전수를 위한 대학원 수요 증가

- 전문·특수대학원 설치가 가능했던 산업대학이 대부분 일반대학으로

전환*되면서 석사 수준 산업인력 양성 어려움

* 산업대학 수: (’05)18개 → (’09)12개 → (’11)9개 → (’12)2개

※ 현재 1개교만 특수대학원 과정 운영 중

- 사이버대학도 특수대학원 설치가 가능하나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은 대학원 설치가 불가능한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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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숙련기술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국제적 통용성 확보 필요

◦ 고숙련 기술인력인 산업기술명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없어 최고

수준의 전문기술 및 기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학위가 없어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

◦ 직업교육기관에서 실무중심 대학원을 개설하는 선진국의 추세에

맞춰 고등직업교육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 및 경쟁력 강화

□ 고숙련 기술의 계승․발전과 기술인 우대 풍토 조성

◦ 최고의 숙련기술 보유자가 관련 이론을 보완하여 해당기술의

계승·발전에 기여하고, 능력에 따라 대우받는 사회적 풍토 조성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운영(안)

□ 대학원 유형 : 특수대학원(석사과정)

□ 교육목표

◦ 숙련기술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명장대학원(특수대학원)을 통해

분야별 최고 산업기술명장 양성

※ 산업기술명장은 숙련기술인력3) 중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기술 및 전문기능을

보유한 자로서, 기술 및 기능의 전수가 가능한 자를 의미함

※ 산업기술명장은 EQF(European Qualification Framework)의 7 수준에

해당하는 숙련기술인으로 학위수준으로는 석사학위(Master) 수준에

해당하도록 양성

3) 숙련기술인은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계 자격취득자(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관련)와 기능계 자격취득자(기능사, 기능장 관련)를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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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형태 및 운영체계

◦ 권역별로 주관대학을 선정하여 명장대학원(특수대학원)을 인가하되,

실질적 운영은 협력대학 간 MOU를 통해 연합대학원 형태로 운영

- (주관대학) 운영주체로서 학사관리·예산운영 등을 종합 관리

- (협력대학) 우수교원 지원, 시설·설비 공동사용 협조

- 주관대학․협력대학 간 인적·물적자원(교원·설비·캠퍼스)등 교육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 4개 권역별로 1개 대학원씩 시범 설립·운영하고, 성과에 따라 확대 여부 결정

※ 대한민국명장회와 MOU를 통한 협력방안 모색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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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교과목 이수학점 비고

공통

교과목

(선택)

명장기술연구방법론 3
프로젝트 관리론 3
명장기술서 작성법 3
명장리더십 3
명장 커뮤니케이션 3
명장 창업 및 경영론 3
기술기능 평가론 3
기술기능 지도론 3
········· 3

명장분야

교과목

(예: 화공)

최신 화공기술 실제 3 공인명장의 1:1 멘토링과

도제식 수업방식 활용최신화공기술 멘토링 3

········· 3

졸업논문

일반대학원의 석사논문에 상응하는 “명장 기술서” 심사

명장이 보유한 암묵지(산업현장의 경험과 기술 등)를 형식지로

체계화하고, 직업교육기관 및 산업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

□ 설치 분야

◦ 대학원 당 25명씩 매년 100명의 명장을 양성하되, 지원자 수준과 
산업현장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선정단계에서 결정

* 대한민국명장 선정 분야: 22개 분야, 96개 직종

* 명장대학원 잠재적 수요층 : 대한민국명장(547명),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480여명), 기능장(연간 2,000～3,000여명) 등

→ '13년도 하반기 정책연구를 통해 수요조사 및 추진 모형 설계

□ 교육과정 편성(안)

◦ 교육과정은 산업분야의 지식·기술 향상에 필요한 교과목과 
분야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교과목으로 구성

<교육과정 편성 예시>

※ 특수대학원은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

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나, 학칙이 정하는 다른 방법에 의할 수 있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

*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은 24학점을 요구하나, 특수대학원은 법령에

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자율적으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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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대학원 과정과 차별화된 실무중심 교수학습방법 활용

- 1:1 멘토링, 실험실습 및 도제식 교수법 활용․확대

※ 전공과목 운영은 1학기～2학기 동안 각 분야의 공인된 명장으로부터

1:1 멘토링, 도제식 교수법 등을 통해 효율적인 기술전수가 가능하도록 유도

◦ 수요자 요구에 맞도록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재직자들을

위한 야간 및 주말강좌 활성화

◦ 수업연한(안) : 5학기제 운영 (도제식 명장 기술전수 1학기 포함)

□ 교수진

◦ (주관대학) 실무 중심 교육이 가능한 분야별 최고 전문가(해당분야 명장,

산업현장교수단 등)를 교원으로 초빙

- 협력대학 교원은 부교수 이상 또는 전임교원 경력 5년 이상인 자

＊주관대학은「대학설립․운영규정」의 특수대학원 설치기준인 전임교원 3명

이상보다 많은 전임교원 5명 이상 확보

□ 교육대상 및 입학자격

◦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숙련기술 보유자 또는 동등자격 보유자

-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기능장, 마이스터고 졸업자 등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한 특수한 분야의 고숙련 기술·기능을 갖춘 자

- 산업체 재직경력이 일정기간 이상(예: 10년 이상 재직)인 학사학위 소지자 등

- 교육대상 선발시 산업체 장기재직자 우대

※ 대한민국명장 자격 요건 : 산업현장 동일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자

* 대한민국명장: 547명(22개 분야, 96개 직종)중 석사학위 이상은 14.3% 불과

*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직종별 3위 이내): 482명('10)

* 기능장: 연간 2,000～3,000여명 자격 취득('10년 2,342명, '11년 3,061명 등)

※ <참고 3> 대한민국명장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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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 수여 및 졸업생 혜택

◦ 학칙에 따라 소정의 과정 이수자에게 (가칭)산업명장석사* 학위 수여

- 명장대학원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학위명칭 및 학위수여 기준 마련

＊‘14년 상반기「학위의 종류 및 표기방법에 관한 규칙」개정시 반영

◦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졸업생에게 고용부의 대한민국명장 선정시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 부여방안 검토 (고용부 협업)

※ 학계 전문가, 산업계, 관계부처 등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졸업생을 숙련기술 전수자로 활용

- 특성화고, 전문대학 등에서 숙련기술·현장경험 등을 바탕으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실습교육을 실시하는 교원으로 활용

- 중소기업에 HRD와 기술 진단을 결합한 종합 HRD 서비스 제공

 설치 기준 및 절차

□ 설치 기준

◦ 명장대학원은 전문대학 해당학과에 학사학위과정이 설치된 경우 

설치 인가 ＊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명시할 예정

◦ 산업기술명장대학원은 대학원 설립의 형식적인 기준과 실질적인 

기준을 종합 심사하여 설치 허가

- 형식적 기준 : 교원·교사 등 교육여건에 관한 법령상의 기준

- 실질적 기준 : 설립 분야의 적절성 및 해당 산업분야 인력수요,

교육과정 및 운영방법, 우수교원 확보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설치 절차

◦ 각 대학의 신청을 받아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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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

설치심사위원회

⇒

교육부장관

▪설치계획서 접수

▪설치심의위원회 구성

<1차 심사>

▪서면심사  
▪면접심사

<2차 심사>

▪현지실사 ▪설치 인가

◦ 설치요건, 교육과정 운영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4개 권역별(강원․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 ․제주권)로 1개교씩 설치·인가

(총 4개교 이내)

◦ 향후 산업기술명장대학원의 성과를 바탕으로 확대 여부 검토

<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치 절차(안) >

□ 사업 예산 : ‘15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

□ 전문대학에 특수대학원 설치 근거 마련(고등교육법 개정)

◦ 전문대학에 설치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는 특수대학원으로 함

현 행 개 정 안

제29조(대학원)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학원을 둘수 있다. 다만, 사이버

대학은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제29조(대학원)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

다만, 전문대학은 학사학위과정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 고등교육법개정안(7.3, 박창식의원대표발의) 연내통과시, 2015학년도부터 입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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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시 전문대학에 두는 대학원의 명칭을 ‘산업기술명장

대학원’으로 명시

<대학원의 종류(고등교육법 제29조의2)>

1. 일반대학원 :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2. 전문대학원: 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기대 효과

◦ 산업기술 고도화에 따른 고숙련 기술인력 양성 및 베이비부머의

퇴직으로 인한 산업기술명장 부족 인력 확충

◦ 고숙련 기술인력의 능력에 상응하는 학위취득으로 국제적 통용성 확보

◦ 산업기술명장의 기술 및 지식을 국가적 차원으로 계승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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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생직업교육대학(LEAD4)) 육성

◈ 일터에서 언제든 원하면 최신 직업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

현 재 (As-Is) 미 래 (To-Be)

•학위․과정 중심 대학 운영

•정규학생 중심 직업교육

•학년·학기 중심 등록제

•학과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학위․비학위 교육과정 통합 운영

•성인․재직자․미취업자중심평생직업교육

•진․출입이 자유로운 모듈 단위 등록제

•NCS 기반 과목별 모듈식 교육과정운영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지식을 학습하기 위한 재교육 및 계속교육 등

평생교육 수요의 급속한 증가

◦ 재직자, 미취업자, 퇴직자 등을 위한 평생직업교육 지원 미흡

※ 평생교육 중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비율: 28.5% (‘10)

※ 평생교육 참여 인원 중 직업능력향상교육 참여 비율: 13.6%(‘10)

◦ 산업체 재직자의 지속적인 직업능력향상교육 부족으로 불필요한 

인적자원 낭비 발생

※ 2008년 기준 취업자 2명 중 1명은 입사 1년 안에 직장을 그만두며, 한 직장을

3년 이상 다니는 경우는 11.7%에 불과(한국고용정보원, 2008)

◦ 급속히 변화하는 기술․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고등직업교육기관 부족

- 고등교육* 보편화로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추세 가속화

* 대학진학률: 82.1%(’06) → 83.8%(’08) → 79.0%(’10) → 72.5%(’11) → 71.3%(‘12)

※ 주요국의 대학진학률: 독일(36%), 일본(48%), 영국(57%), 미국(64%) 등

4) Lifelong Vocational Education Advancement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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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화의 산업인력 구조변화에 따른 재취업, 전직 등을 위한

단기 비학위 과정의 새로운 형태의 직업교육 필요

◦ 대학의 정규과정과 평생교육원의 평생교육이 이원화되어 높은 

수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 미흡

- 기존 평생교육은 공급자 중심의 교양 수준 정도이며, 시설 및 프로

그램 부족으로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율* 저조

* 성인(25～64세)의 평생학습 참여율: 대한민국 32%, OECD 평균 44%

◦ 전문대학의 정규과정과 연계한 성인학습자 대상 직업교육의 시스템 부족

- 기존 전문대학은 입학 시기 제한 및 학위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새로운 직업교육 수요에 즉시 대응 한계

※ 전문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을 통해 교양 과정 정도의 제한된 수준과 영역에서

성인학습자 대상 과정 운영

※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참여 비율은 16.1%에 불과(’08)

- 학령기* 학생의 급속한 감축에 따른 성인중심으로의 직업교육 대상 

확대 필요성 대두

* 18세 인구: 62.4만명(’05) → 40.4만명(’30) → 32.1만명(’50)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고등직업교육

시스템 마련 필요

◦ 대학 학과별 학문중심 커리큘럼으로 현장실무중심 교육 미흡

◦ 국가역량체제(NQF)*와의 연계된 NCS 기반 고등직업교육 시스템 미흡

* NQF : 교육, 훈련, 자격 및 경력의 등가성(equivalence)을 나타내는 수준체제로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근간으로 작동

◦ 학습결과의 누적관리를 통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시스템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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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직업교육대학 운영 모델

□ 주요 특징

◦ 기존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전환하여 학위․비학위과정을

NCS 기반의 100% 실무형 모듈5)식 교육과정으로 통합 운영

- 비학위과정을 통한 이수학점을 정규학위과정 등록 시 학점 인정

- 학위과정의 정원 감축 비율에 상응한 비학위과정 증원 비율을

상향 조정으로 성인학습자 계속 교육기회 확대

◦ NCS에 기반한 직업교육 과정의 수업연한을 신축적으로 편성․운영

◦ 재직자, 전직 및 실직자, 미취업자, 퇴직자 등을 위한 진․출입이 자유롭고

수업연한이 다양한 직업교육과정 개설

- 비학위과정 및 자격취득, 첨단기술 교육훈련, 창업보육 과정 등

◦ 전문대학과 “특성화고+지역산업계+지역사회”간 연계로 선취업 후진학자

계속 교육 기회 확대

◦ 농어촌 지역 등 교육 취약지역에 평생직업교육 지원으로 균등한

교육복지 지원

5) NCS의 능력단위(unit) 조합으로 개별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는 학습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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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대상 및 수업연한

◦ (교육대상) 재직자, 퇴직자, 실업자, 창업희망자, 신규 취업희망자 등

성인학습자 및 신규 고졸자

- 비학위과정과 학위과정을 적정한 비율로 운영하여 학습자 상호간 

시너지 효과 제고

＊교육대상자 중 성인학습자 비율은 ‘13년 하반기 정책연구를 통해 결정

＊스웨덴 : 대학 입학정원의 1/3정도를 제2의 학습기회를 원하는 성인학습자 혹은

비전통적인 학습자에게 배당

◦ (수업연한) NCS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수업연한을 1~4년으로 다양하게

운영하되, 기업현장*과 연계강화 ＊고용부의일과학습병행방안적극추진

- 학습모듈에 의한 수시 등록․이수 및 졸업 전이라도 조기입직*이 가능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교육과정 도입 및 산업체 근무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제23조 개정(7.2 국회 통과)

- 비학위과정으로 취득한 학점은 학점은행제 등과 연계하여 학위 취득 가능

□ 교육과정 편성․운영(안)

◦ NCS 기반 모듈 조합방식으로 다양한 비학위·학위 교육과정 통합 운영

- 학위나 학문 중심이 아닌 실무중심의 최신 기술 학습

- 채용이 연계된 기업현장에서의 체계적 현장기술 학습교육 실시

◦ 학습자에 따라 선택적 이수가 가능한 개인별 맞춤형 모듈식 교과운영

※ NCS기반 직종별 훈련모듈을 개발하여 ‘과정이수형 자격제도’와 연계 가능

◦ 학과 소속이 아닌 모듈 전담 교수진 운영으로 효율성 증대 및 책무성 부여

 - 모듈 기반 교육 운영으로 학습기자재 및  실습환경 등 공동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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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기반 모듈식 교육과정 운영도>

▶ 비학위과정 : 개인이 수강하고자 하는 학습모듈을 선택하여 학습

(예시) 학습자2는 ‘제빵사’(A4, C1～4) 교육이수후 ‘제빵코디네이션’(B-4, E-2) 다시등록․이수

- 현장실무교육의 특성과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젝트 수업 및 문제

기반학습(PBL), 캡스톤디자인, 현장실습 등 적극 활용

 평생직업교육대학 지원 확대

□ 새로운 개념의 전문대학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대폭 확대

◦ 학위과정 정원 축소에 따른 비학위과정 정원 확대 및 재정 지원

◦ 직업능력 개발을 수요로 하는 다양한 학습자층 발굴 지원(고용부 협업)

※ 고용부의 인력공동관리체제 구축과 연계

◦ 재직자 직업교육 위한 계약학과 설치․운영 확대

□ 교수진 운영 지원

◦ 산업현장 전문가를 교수요원(전임교원급)으로 적극 활용

◦ 최신 기술과 교육프로그램 전문가를 교수 활용 가능

◦ 현장중심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기법 역량 강화 연수 지원

◦ 가디언스 및 멘토링-튜터링 제도 적극 도입 활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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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 지원

◦ NCS 기반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과정이수형 국가기술자격

부여 협의 추진 (고용부 협업)

※ 고용노동부의 과정 이수형 자격제도 도입과 연계

◦ 선행경험학습인정제(RPL) 및 학점당 등록제 운영

◦ 기초학습능력 취약자 보충교육 프로그램 운영

◦ 청년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 무상교육 확대 등 복지 지원시스템 구축

□ 재직자 등 교육훈련비 지원 추진

◦ (교육부)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대학 전환 예산 지원

◦ (고용부) ‘인력공동관리체제’의 핵심기관으로 지정, 훈련비용 지원 추진

※ 세부 추진방안 및 운영모델은 고용부․교육부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 예정

※ 학계 전문가, 산업계, 관계부처 등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직업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학습휴가제’ 적극 사용 지원

□ 농어촌 및 소도시 지역 지원 강화

◦ 농어촌․소도시 교육취약지역 위탁센터 등 설치 운영

◦ ‘평생직업교육대학’과 농어촌 및 소도시 지역의 전문대학간 지원체제 구축

-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등 지원

 □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 지역 유관기관(지방자치단체, 지역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산업구조와 부합하는 직업교육 운영 시스템 구축

- 지역인재육성조직(RHRD)과 연계한 자체사업 추진 역량 강화

-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산업체의 예산지원 유도

◦ 지역사회 고용 및 일자리와 연계한 사업추진

- 지역실정을 고려한 고용 및 일자리와 연계한 사업 추진

-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일자리 창출

◦ 교육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부처간 협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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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성목표 및 선정절차

□ 육성목표 및 재원배분

◦ (지원대학 수) 총 16개교로 ‘14년 8개교, ’15년 8개교 선정

- 시․도별 지역 거점 대학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전환

◦ (지원기간) 5년(2+3)단위로 지원 하되,

- 2년 사업시행 후,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지원예산) 예산규모는 관계부처 협의 중

◦ (재원배분) 성인학습자 비율, 대학규모,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차등 배분

※ 성인학습자 비율, 학교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하되 세부실행계획반영

◦ (재정집행 원칙) 평생직업교육대학 전환 소요비용으로 중점 집행

◦ (성과관리) 성인학습자 비율 및 대학이 제시한 성과지표 사전 심의

강화를 통해 계획대비 달성 정도를 집중 관리

□ 선정절차 및 방법

◦ (1단계) 전국 단위 대학별로 자율적 신청

◦ (2단계) 교육여건 평가 

◦ (3단계) 사업계획서 서면․현장 심사 평가 

※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비율 및 지역산업과 연계성 여부 등을 평가

◦ (4단계)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종합 조정

※ 교육여건, 사업계획심사 등 평가지표는 추후 정책연구를 거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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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효과

◦ 재직자, 미취업자 등 성인학습자에 대해 NCS에 기반한 현장 실무중심의

새로운 평생직업교육으로 창조경제 핵심 인력 양성

◦ 선취업 후진학자의 계속 교육 기회 확대로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 촉진

◦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의 교육 인프라 확충으로 교육 사각지대에

대한 복지혜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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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계로 프로젝트 추진

◈ 전문대학생의 글로벌 취업 역량 강화 및 해외진출 국내산업체에

우수 인력 양성․공급 (연간 20개 사업단에서 600명 이상 양성)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국내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외 취업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해외진출 활성화 및 청년실업 해소 필요

-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우리나라 고등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보급 및 확대를 통한 전문대학의 국제화 역량 강화

◦ 외국인 유학생(교포 포함)에게 주문식 맞춤형교육을 실시하여

해외진출 한국 기업체의 인력난 해소 필요

◦ 해외에 진출한 한국 산업체 외국인 근로자(재외국민·교포 포함)대상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외국인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필요

※ 해외산업체연계외국인유학생교육선도전문대학육성사업(GHC) 개선추진

(‘10년~, 연평균 5개교3억원씩지원) ＊Global Hub College

◦ 다양한 국제 교육·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고등직업교육의 해외

통용성 및 현장성을 확보하고, 전문대학의 국제적 역량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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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방안

□ 세계로 프로젝트 유형

유형 교육대상 교육내용

1유형 국내 전문대학생

∙ 해외산업체 맞춤형 전공교육
∙ 외국어·문화 체험 교육
∙ 현지기업 적응 체험교육
∙ 해외산업체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

2유형
외국인 유학생

(교포 포함)

∙ 해외산업체 맞춤형 전공교육

∙ 한국어·문화 체험 교육, 생활적응 지도

∙ 해외산업체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

3유형
해외한국산업체근로자

(재외국민․교포 포함)

∙ 맞춤형 전공교육

∙ 한국어·문화 체험 교육

< 1유형 > 전문대학생 맞춤형 해외취업 프로그램

◦ (운영형태) 전문대학생의 해외 취업 촉진을 위해 해외 산업체와 맞춤형 

교육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산업체의 수요를 반영한 주문식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협약대상) 외국 산업체, 한국 산업체의 해외지사, 해외의 한국인

(교포 포함) 산업체 등

◦ (교육과정) 맞춤형 주문식 교육과정과 해외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해당 국가의 현지 적응 및 기초 언어 교육 과정, 해당 산업체 적응

관련 교육 과정, 산업체에 관한 정보 안내 등

< 2유형 > 외국인 유학생(교포 포함) 맞춤형 해외취업 프로그램

◦ (운영형태) 외국인(교포 포함) 유학생 대상으로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협약대상) 한국 산업체의 해외지사, 해외의 한국인(교포 포함)

산업체, 외국 대학 등

- 외국 주재 한국 재외공관 및 현지 산업체와 협력*하여 유학생 모집

＊한국의 전문대학 홍보 박람회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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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전공 외에, 선택과목으로 한국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과목* 운영

* 한국어, 한국의 역사·문화, 한국 기업의 문화 이해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

< 3유형 > 해외 한국산업체 근로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 (운영형태) 해외 진출 한국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외국인

근로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비학위 과정) 운영

◦ (협약대상) 해외 진출 한국산업체

- 대학-기업 간의 협약을 통해 일부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 전문

대학의 학위과정으로 유학할 수 있도록 지원(비용은 기업 부담)

◦ (교육과정) 해당 산업체별 맞춤형 단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문기술, 한국어, 한국 기업문화에 대한 이해 등)

□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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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 사업 기본계획 수립·공고, 예산 확보, 사업 관리 총괄

◦ 해외 진출 한국기업 및 해외기업

-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현장실습 지도 참여

- 협약 학생에 대한 취업 보장 및 장학금 지원

◦ 국내·외 교육기관 : 산업체 맞춤형 교육 및 어학 프로그램 운영

◦ KOTRA

- 글로벌 인재발굴 및 DB 구축 자료 제공(79개국 114개 무역관 활용)

- 국내·외 인력 수요기업 발굴 및 매칭 지원

□ 육성 목표 및 지원 예산

◦ 육성 목표 : (‘14) 15개교 → (’15년~) 20개교 

◦ 사업 예산 : 예산규모는 관계부처 협의 중

◦ 대응 투자 : 정부 지원금액의 30% 이상 대학․산업체 등에서 부담

- 대학은 지원금액의 최소 20% 이상 대응투자를 의무로 하되,

협력기관*(산업체 등)의 대응투자는 지원금의 10% 이상 권장

* 협력기관의 대응투자는 현금, 현물을 모두 인정

□ 사업단 선정 및 관리 계획

◦ 사업단 선정

- 선정방식 : 전국 단위로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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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절차

∙ 1단계 : 요건 심사(유학생 중도탈락률 및 지원 결격사항 확인)

∙ 2단계 : 실적 평가(사업 여건 및 실적 등을 서면평가, 1.5배수 내외)

∙ 3단계 : 사업계획 평가(사업계획 및 기대효과 등을 발표평가)

∙ 4단계 : 현장 평가(대학방문평가)

◦ 사업 기간 : 2년 단위 계속사업

- 2년 주기의 해외산업체 주문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사업

성과 평가 후 계속 사업 추진

※ 취업률 80% 이상 대학은 평가 시 인센티브 제공하여 차년도 사업 계속 시행

◦ 지원 요건 및 신청단위

- 해외에 진출한 한국 산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 참여

대상자 명단을 확보한 전문대학으로 유형별 중복 지원 가능

※ 산업체 수요에 따른 교육운영을 위해 국내외 협력기관과 연계 가능

(예) 주관 전문대학 + 협력기관(해외(전문)대학, 연구소, 지자체 등)

- 산업체 수요와 연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로 경쟁력 있는

소수의 계열․학과로 한정하여 신청

※ 해외 진출 산업체의 수요 및 현지 사정을 근거로 하여 사업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외산업체 수요 조사 자료 제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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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지표

- 사업 계획과 국제화 사업 실적 및 운영기반 평가 

- 전공․외국어․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역량 및 프로그램

- 해외 산업체와 교육기관의 실질적인 교류 협력체제

- 맞춤형교육과정 교육대상자 확보여부

- 외국인 유학생 지원체제 구축 여부 등

※ 지원대상 선정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여부를 평가에 반영

 기대 효과

◦ 전문대학생의 국제적 역량강화 및 해외 취업 촉진

◦ 해외 진출 한국 산업체의 고숙련 기술 인력난 해소

◦ 한국식 직업교육 프로그램 수출로 고등직업교육의 국제화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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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대 효과

⇨ 국가산업발전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에 부응하여 전문대학생 취업률 80% 이상,

국가 고용률 70% 달성으로 국민행복 및 능력중심사회 실현

◦ 산업수요 맞춤형(NCS) 고등직업교육 체제 개편으로 학벌 중심에서

능력중심사회 실현

◦ 국가 및 지역 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 매년 15만명 양성으로

중소기업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

◦ 산업기술 고도화에 따른 고숙련 기술인력 양성 및 국제적 통용성 확보

◦ 진․출입이 자유로운 다양한 고등직업교육 체제 확충으로 조기입직

촉진 및 재직자․전직자 등의 계속교육 기회 확대

◦ 전문대학 국제화 프로그램 추진으로 해외취업 활성화 및 글로벌 

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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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부처별 협조 사항

 기재부․고용부․산업부 및 전경련․경총․중기중앙회 협조 사항

◦ 기재부․고용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협업사항에 대해 긴밀한 협조 추진

- 평생직업교육대학에 재정 지원 등 협조

＊학계 전문가, 산업계, 관계부처 등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산업기술명장대학원 및 전문대학에 초빙 교수요원 협조

- 산업체 재직 전문가를 교수요원으로 일정기간 파견 근무 등 협조

◦ 산업체 재직자 재교육․전환교육 등을 위해 “학습 휴가제” 적극 권장 요청

◦ 전문대학 졸업자 임금․인사 등 고용 차별 관행 해소 요청

◦ 전문대학․기업 간의 산학 협력 강화 협조 요청

- 학생 현장실습 시 환경개선․맞춤형 교육․채용 확대 협조 등

 VIP 주재 전문대학 총장 및 경제인 단체장 간담회 개최 건의(‘13 하반기)

◦ 2020년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이끌 산업핵심인력 양성기관의역할 강조․격려

◦ 능력중심 사회 실현을 위해 전문대학 졸업자 채용확대 요청

◦ 전문대학 졸업자 차별관행 해소 협조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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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향후 추진일정

◦ 고등교육법 개정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13.7~)

◦ 경제5단체장 간담회 개최(‘13.7.22)

◦ ‘13년 전문대학 엑스포 개최(‘13.9.26~28,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주관)

※ 전문대학 육성 방안 집중 홍보

◦ VIP 주재 전문대학 총장 간담회 개최(‘13.9~10월경 잠정)

◦ 국무총리 주재 전경련․경총․중기중앙회 등 경제인 간담회 개최(‘13.11~12월경 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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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전문대학 일반 현황

□ 2013학년도 학교 수 및 입학정원 비교

   

구분 일반대학 전문대학

학교 수 189(57.6%) 139(42.4%)

입학정원 343,652(63.3%) 199,559(36.7%)

[단위: 명] (‘13.5.20기준 자체집계) 

※ 일반대학 : 대학, 교대, 산업대를 포함한 4년제 대학

※ 전문대학은 고등교육기관에서 학교 수 42%, 입학정원 36.7% 차지

□ 2013학년도 전문대학의 각 과정별 입학정원 분포
[단위: 명] (‘13.5.20기준 자체집계)

   

구 분 2년제 3년제 4년제 총원

학생 수 143,450 50,859 5,250 199,559

비 율 71.9% 25.5% 2.6% 100%

□ 2012학년도 졸업자수 비교   
[단위: 명] (‘13.5.20기준 자체집계)

   

구 분 일반대학 전문대학

졸업자수 318,546(63.3%) 184,817(36.7%)   

※ 2012학년도 졸업자 : 2012년 8월 및 2013년 2월 졸업

※ 전문대학(1979년 이후) 졸업자 배출인원 : 5,215,417명

□ 취업률 비교(건보DB 기준)

   

연도 일반대학 전문대학

2011 55.2% 60.7%

2012 56.9% 60.9%

※ 2013년도 : 2013년 6월 1일 기준 조사(2013년 8월 공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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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현황

□ 전체대학 대비 일반대학 재정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전체대학

지원액

일반대학(국․공․사립 전체) 사립 일반대학

지원액
전체대학 대비

지원비율(%)
지원액

전체대학 대비

지원비율(%)

2011 6,726,833 6,233,864 92.67 1,897,430 28.21

2010 5,618,357 4,317,424 76.84 1,438,009 25.59

2009 5,446,474 4,235,157 77.76 1,274,286 23.40

2008 4,517,366 3,589,923 79.47 1,019,775 22.57

2007 3,795,031 3,173,792 83.63 846,487 22.31

* 전체대학 : 대학, 대학원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특수대학 등(해외대학, 평생교육원 및
학점은행제 제외)

□ 전체대학 대비 전문대학 재정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전체대학

지원액

전문대학(국․공․사립 전체) 사립 전문대학

지원액
전체대학 대비

지원비율(%)
지원액

전체대학 대비

지원비율(%)

2011 6,726,833 492,785 7.32 641,659 6.86

2010 5,618,357 393,765 7.01 361,159 6.43

2009 5,446,474 375,170 6.89 344,582 6.33

2008 4,517,366 291,934 6.46 257,783 5.71

2007 3,795,031 210,169 5.54 179,611 4.73

※ 2011년 사립전문대학 지원액(4,589억원)

-교육역량강화(2,600억원), 장학금(1,484억원), LINC(76억원), 학교기업지원(53억원), 글로벌 현장

학습프로그램(48억원) 등

□ 사립 일반대학 대비 사립 전문대학 지원 비율
(단위 :백만원)

연도별 사립 일반대학 사립 전문대학 비율(%)*

2011 1,897,430 461,659 19.6

2010 1,438,009 361,159 20.1

2009 1,274,286 344,582 21.3

2008 1,019,775 257,783 20.2

2007 846,487 179,611 17.5

* 전체 사립대학 지원금 중 사립 전문대학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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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일자 제목 / 주제 주최

1 '05.05.25
<전문대학 교육혁신 결의대회>

- 산업인력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체제 개편방안
전문대교협

2 '06.05.24 <'06 전문대학혁신결의대회 및 세계고등직업교육
포럼> 전문대교협

3 '10.01.28 <전문대학 교육의 경쟁력 제고 및 국제화 방안
토론회>

국회의원 임해규,

전문대교협

4 '10.04.15
<전문대학 현황 및 현안과제 건의>

- 전문대학 수업연한 다양화

교과부 장관면담

전문대교협 회장단

5 '10.05.04 <직업교육 선진화정책 대토론회> 전문대교협

6 '10.10.29

<전문대학 현안과제 건의>

- 전문학사→전공심화과정(학사)→기술석사 과정

-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1년～4년”으로 다양화

교과부 장관 면담

전문대교협 회장단

7 '10.11.22 <공정사회, 친서민정책과 고등직업교육 토론회> 전문대교협

8 '11.02.28 <간호교육 학제 일원화를 위한 공청회>
국회의원 서상기,

안민석, 정영희

9 '11.04.26 <전문대학 경쟁력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토론회 국회의원 박영아

10 '11.08.26
<전문대학 현황 및 현안과제 건의>

- 전문대학 수업연한 다양화

보고자료

제302회 국회 제3
차 교육과학기술위
원회('11.8.26)

11 '12.02.09 <MB정부의 전문대학 정책과 과제 토론회> 전문대교협

12 '12.07.09

<전문대학 현안과제 건의서 제출>

- 고등교육법 제48조 개정 (수업연한 1～4년)

- 실무중심 기술석사 과정 설치

공문(전문대협-825)

13 '13.01.29
<대통령직인수위 전문대교협 업무보고>

-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대통령직인수위,

전문대교협 회장

붙임 3  참고 자료

참고 1  관련 단체의 수업연한·학위과정 다양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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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국외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수업연한 및 수여학위

구 분 수업연한 수여학위

미국

Community College
1-4년(학위과정)

6개월-1년(자격증과정)

Associate Degree,
Bachelor’s Degree,
Master’s Degree

Vocational/
Technical Institution

1-2년, 2-4년 학위수여 안함

3년제 학사학위
프로그램

3년 Bachelor’s Degree(3년)

캐나다
Community College

2년제 또는 4년제

Certificate, Diploma,
Associated Degree,
Bachelor’s Degree

University Colleges
Associated Degree,
Bachelor’s Degree

영국

Further Education
College

단기 자격증 과정,
2개월-4, 5년의
학위과정

Foundation Degree
Higher National
Certificate/Diploma

Diploma of Higher Education
Honours Degree

New University 2년제, 3년제
Certificate, Bachelor Degree,

Master Degree,
Doctor Degree

호주
TAFE

자격증과정(2년 이내)
2-4년 학위과정

Diploma, Advanced Diploma,
Associate Degree,
Bachelor Degree

ATC 단기간 자격증과정 Certificate

독일
Fachhochschulen 3-5년 Diplom-Ingenieur(FH)

Berufsakademie
3년

(기본 2년+응용 1년)
Diplom-Ingenieur(BA)

핀란드 Polytechnics 3.5-4년 Bachelor’s Degree

대만
TVE Uni. 2년제, 4년제 Diploma, Bachelor’s Degree

Junior College 2년제, 5년제 Dipl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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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대한민국명장 세부 분야․직종

분야 직종

22개 96개 소계

기계
기계조립, 컴퓨터 응용가공,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
기계, 보일러, 배관, 철도차량,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

중기계 정비, 정밀 측정, 금형, 기계정비, 농업기계정비
15개

재료
금속재료 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소성가공, 금속재
생산, 용접, 판금·제관, 세라믹, 비파괴검사, 신소재

11개

화공 화공, 화약류 제조, 위험물 관리 3개

전기 전기, 철도전기 신호 2개

전자 전자기기, 컴퓨터시스템, 반도체, 의료전자 4개

통신 정보통신, 통신설비, 무선통신, 방송통신 4개

조선 선박건조, 선박설계, 선박기관정비 3개

항공 항공 1개

토목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설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4개

건축
건축설계, 건축시공 , 건축설비, 건축목공 , 창호제작 , 실내
건축, 건축도장

7개

섬유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한복 4개

광업자원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3개

정보처리 정보처리 1개

농림 농업, 임업, 축산, 임산가공, 화훼디자인 5개

해양 수산양식, 잠수 2개

산업디자인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애니메이션 3개

에너지 에너지 1개

안전관리 산업안전, 산업보건, 소방설비, 가스 4개

환경 환경 1개

산업응용
품질경영, 물류관리, 포장, 광학, 인쇄·출판, 신발류 제조,

피아노조율, 식품
8개

공예
목칠공예, 도자기공예, 석공예, 보석 및 금속공예, 자수공예,

인장공예
6개

서비스 요리, 제과제빵, 이용, 미용 4개

자료 : 대한민국명장 직종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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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0)

참고 4  국가 전략산업 및 지역 선도산업

 국가 전략산업

대 분 류
전략산업직종

(40개)

경영·회계·사무(1) 물류관리

보건·의료(1) 바이오제약

문화․예술․디자인․방송
(12)

게임콘텐츠개발, 에코디자인, 스마트의류디자인, 영상제작,

옥외광고디자인, 컬러리스트, 3D영상제작,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 디지털퍼블리싱,

스마트기기UX&UI디자인, 스마트웹&켄텐츠서비스개발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2) 국제관광마케팅, 스포츠산업마케팅

건설
(18)

플랜트설비, 플랜트건설, 그린홈시공, 친환경건축시공,

U-city(건설·토목·IT)

기계
(28)

의료기기제작, 그린카정비

재료
(11)

반도체표면처리

섬유·의복(2)

전기·전자
(17)

태양광발전설비, LED응용, 반도체장비설비, 태양광장비및공정,

풍력발전설비, LED장비및공정, Display장비및공정, 반도체 
장비 및 공정

정보통신
(8)

RFID․USN응용, 디지털컨버전스, ICT보안, 그린IT

인쇄․목재․가구․공예(4) 가구설계제작, 주얼리디자인

환경․에너지․안전(5) 자연생태복원, 환경관리, 수치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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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선도산업

광역
경제권 비전 선도산업 비고

수도권 선진일류국가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지식서비스 SW, 디자인, 전시컨벤션

충청권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중심, 대한민국 실리콘밸리

의약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합신약 개발 플랫폼
차세대 천연바이오 소재
팹리스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원천기술

호남권 21세기 문화예술과 친환경 
녹색산업의 창조지역

신재생에너지
광 소재

그린에너지
풍력·조력 발전 장비·부품
광 기반 융합
차세대 LED 조명시스템

대경권 전통문화와 첨단 지식산업
의 신 성장 지대

이동통신
에너지

모바일·이동통신 부품·소재
그린에너지, 차세대에너지소재

동남권 환태평양 시대의 기간산업 
및 물류 중심지

수송기계
융합부품·소재

그린 카, 차세대 선박·부품
미래형 해상플랜트 설계·장비

강원권 환 동해권 관광휴양 및 
웰빙 산업의 프론티어

의료융합
의료관광

에너지 산업
바이오 메디컬 융·복합 산업

제주권 아시아 최고수준의 
국제자유도시

물 산업
관광레저 관광레저산업

 (2008년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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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 전문대학 졸업생 및 신규인력 공급 전망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졸업생 전망 223,489 228,763 190,033 169,721 148,900

신규인력 공급 190,635 194,771 164,719 147,694 129,820

차이 32,854 33,992 25,314 22,027 19,080

자료: 고용정보원(2012).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11-2020.

□ 전공 대분류별 신규인력 공급 전망 결과(전문대졸)

단위: 천명, %

구분
2010년 2015년 2020년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인문계열 6.5 -6.5 4.9 -5.6 3.1 -8.9

사회계열 51.7 2.3 44.5 -2.9 38.3 -2.9

교육계열 8.1 -1.0 7.5 -1.5 6.5 -2.9

공학계열 37.2 -10.7 33.4 -2.1 28.6 -3.0

자연계열 11.2 -5.0 9.4 -3.3 8.0 -3.2

의약계열 22.7 3.5 23.0 0.2 22.2 -0.7

예체능계열 27.3 -3.0 24.9 -1.8 23.0 -1.6

계 164.7 -3.3 147.7 -2.2 129.8 -2.5

자료: 고용정보원(2012).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11-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