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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보도자료
2020. 10. 22.(목) 배포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 지원 대학 237개교 확정 

◈ 대학의 비대면 수업 및 질 관리 계획, 실질적 자구노력 점검을 토대로 
4년제 138개교, 전문대 99개교 대상 1,000억 원 지원

◈ 비대면(온라인) 수업 지원, 교육환경 개선,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방역 등 각 대학에 맞는 비대면 교육 환경조성 기반으로 활용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은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지원 대상 237개교(4년제 138개교,

전문대 99개교)를 10월 22일(목)에 확정하고, 그 결과를 대학에 안내   

하였다.

<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 개요 >

◦ (지원대상)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자율

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 중 실질적 자구노력을 통해 특별장학금 

등을 지급한 대학으로, 누적적립금이 1천억 원 미만인 대학

◦ (지원분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온라인 강의 질 제고, 코로나19 방역, 

교육환경개선, 실험 · 실습기자재 구매 분야의 투자 지원

◦ (사업예산 / 기간) 1,000억 원 (일반대 760억 원, 전문대 240억 원) / 2020년

ㅇ 지난 7월 제3회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라,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등교육 질 

제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마련하였다.

ㅇ 아울러, 각 대학에서도 학생 등 대학 구성원과의 지속적인 소통·

협의를 토대로 자구노력을 포함한 특별장학금 지급 계획, 2학기 

온라인 강의 운영·지원 및 질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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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에는 총 239개 대학(4년제 

138개교, 전문대 101개교)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등 다수의 대학에서 

비대면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의지를 보였고,

※ 사업 신청 가능대학 총 290개교(일반대 167개교, 전문대 123개교) 중 83%

ㅇ 각 대학에서 제출한 특별장학금 지급실적 등 실질적 자구노력 

인정여부, 비대면 수업 지원 및 질 관리계획의 적절성 등에 

대한 세부점검을 토대로 총 237개교(4년제 138개교, 전문대 99개교)에

대한 예산 지원계획을 확정하였다.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점검 결과, 사업 신청 대학에서 제출한 

특별장학금 지원액(지원 예정금액 포함) 총 2,237억 원 중 실질적인

자구노력으로 인정된 금액은 1,326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ㅇ 각 대학의 실질적 자구노력에 대학 규모 ·지역, 적립금 규모 등을

고려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대학별로 사업비를 배분하고,

※ 각 대학의 실질적 자구노력 점검 등을 토대로 사업비는 두 차례에 나눠 교부

예정이며, 지속 이행 여부에 따라 대학별 사업비 규모가 변동될 수 있음

ㅇ 각 대학이 대학별로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예산 등을 활용

하여 비대면(온라인) 수업 지원, 교육환경 개선,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방역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본격화된 비대면 교육이 

우리 일상생활에 자리 잡은 현 상황에서 온라인을 활용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야 할 때이다.“라고 강조하면서,

ㅇ “특별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 노력으로 대학 재정이 어려워진 만큼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을 통해 각 대학의 비대면 교육 

기반이 강화되어 보다 우수한 교육혁신사례가 많이 도출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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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1.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 지원 대학 명단

2. 대학 유형별 특별장학금 지원 및 사업비 배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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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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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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교)

가톨릭상지대학교, 강동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거제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붙 임 1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 지원 대학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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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분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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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청암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한영대학교, 혜전대학교, 호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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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2  대학 유형별 특별장학금 지원 및 사업비 배분 현황

학교 수
(교/비율)

재학생
(명/비율)

특별장학금
(억 원/비율)

자구노력 인정
(억 원/비율)

사업비 배분
(억 원/비율)

학제

일반대 138 58.2 1,022,194 74.6 1,761.7 78.8 1,058.3 79.8 760.0 76.0 

전문대 99 41.8 348,924 25.4 473.6 21.2 267.4 20.2 240.0 24.0 

설립

주체

국공립 43 18.1 325,292 23.7 328.0 14.7 290.7 21.9 224.8 22.5 

사립 194 81.9 1,045,826 76.3 1,907.3 85.3 1,035.0 78.1 775.2 77.5 

지역

수도권 86 36.3 512,831 37.4 986.9 44.1 510.7 38.5 347.1 34.7 

지방 151 63.7 858,287 62.6 1,248.4 55.9 814.8 61.5 652.9 65.3 

계 237 100.0 1,371,118 100.0 2,235.3 100.0 1,325.7 100.0 1,000.0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