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대학구분 대학

일반대

(138교)

가천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강남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경기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경일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고신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신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극동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꽃동네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서원대학교,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보도참고자료
2020. 9. 29.(화) 배포

보도일 2020. 9. 29. (화) 15:00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담당과

대학재정장학과 담당자
과장

사무관
최우성
정한뫼

(☎ 044-203-6285)
(☎ 044-203-6501)

전문대학지원과 담당자
과장

사무관
김  석
김민하

(☎ 044-203-6899)
(☎ 044-203-6972)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사업 

신청 대학 명단

ㅇ (신청 기간) '20.7.31(공고) ~ 9.18.(온라인 마감), ~ 9.22.(오프라인 마감)

ㅇ (신청 가능 대학) 총 290교 (일반대 167교, 전문대 123교)

※ 적립금 1천억원 이상 일반대 20교, 전문대 2교는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신청 결과) 총 239교 신청 (일반대 138교, 전문대 101교)

<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사업 신청 대학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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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세종대학교, 송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신한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영남신학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용인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위덕대학교, 유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원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초당대학교, 총신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칼빈대학교, 케이씨대학교, 평택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한일장신대학교, 협성대학교, 

호남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호서대학교

전문대

(101교)

가톨릭상지대학교, 강동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거제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군장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대동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강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원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주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문경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백제예술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일대학교, 서정대학교, 선린대학교, 수성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신구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안산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성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연암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오산대학교, 용인송담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유한대학교, 인덕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장안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청암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한영대학교, 

혜전대학교, 호산대학교

※ 미신청 대학은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이 높은 종교계 대학이거나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대학이 대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