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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보도자료
2020. 6. 29.(월) 배포

장애대학생 관련 정보, 이제 한곳에서 볼 수 있어요

◈ 국립특수교육원 에듀에이블(www.eduable.net)에 장애대학생 정보 제공 시작

◈ 장애대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 및 대입정보 등을 한곳에서 제공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립특수교육원(원장 김은숙)은 

장애대학생 대상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6월 30일(화)부터

시작한다.

ㅇ 이 서비스는 국립특수교육원 에듀에이블(www.eduable.net) 누리집 내 

장애대학생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ㅇ 이번 누리집 개편은 장애대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외에는 장애대학생이 원하는 정보를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곳이 부족하고,

* 장애대학생재학생수 : (’16) 8,747명→ (’17) 9,103명→ (’18) 9,345명→ (’19) 9,653명

- 정보도 흩어져 있어 검색이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은 이번 누리집 개편을 통해 장애대학생

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

ㅇ ‘장애대학생 지원정보’ 게시판에서는 장애대학생에게 필요한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등 각종 지원정책과 장애대학생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등 생활지원 및 대필·속기·수어 등 학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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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진로·취업’ 게시판에서는 장애대학생의 진로·취업정보와 거점

대학*의 지원 프로그램 등을 소개함으로써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취업 기회 확대를 통한 원활한 사회 진입을 지원한다.

* 장애대학생진로취업지원거점대학(6교) : 서강대, 한국복지대, 나사렛대, 부산대, 대구대, 전북대

※ 세부 운영사례 (붙임2) 참조

ㅇ 아울러, 장애인 특별전형 등 입시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 및 대학의 장애학생 재학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대학정보공시 ‘대학알리미’를 연결하여 정보접근성을 높였다.

※ 대입정보포털 ‘어디가’(www.adiga.kr),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 교육부는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대학생에게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해 나가고,

ㅇ 2021년에는 대학 정보공시에 대학별 ‘장애학생 지원계획’을 공시

내용에 포함하는 등 장애대학생 대상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장애대학생 대상 정보제공 확대로

많은 장애대학생이 어떤 지원 정책이 있는지 쉽게 찾아보고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1. 에듀에이블 장애대학생 메뉴 구성 및 내용

2. 2019년 장애대학생 진로취업지원 거점대학 운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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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붙임1  에듀에이블 장애대학생 메뉴 구성 및 내용

대학알리미: 정보공시 검색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 입시전형 검색

장애대학생 지원정보: 게시판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거점대학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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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거점대학
참여 대학 및  
학생 수

운영 프로그램 및 
주요 실적

우수사례

총괄 현황 180개교 참여, 1,365명 지원 

서울·인천·

경기

한국복지대학교

36개교/

학생 196명 

참여

· 취업역량 강화

  (MOS 자격증 대비반)

· 장애학생 맞춤형 취업연계 

프로그램 및 기업탐방

   (삼성SDS, 오픈핸즈)

· 취업캠프(2박3일, 모의면접, 

구직 컨설팅 등)

· 경기도 장애인 취업매칭 FAIR

· 수도권 장애대학생 WORK 

FAIR(취업박람회) 개최

장애인 구인 산업체

(삼성 SDS, 오픈핸즈) 

맞춤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특별채용 

서강대학교

42개교/

학생 186명

참여

· 1:1 멘토링 프로그램(전문

상담) 4회 실시

 ※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

센터 전문상담사 2명 지원

· 취업역량강화 특강(2회)

· 취업캠프(2박3일, 모의면접, 

구직 컨설팅 등)

· 수도권 장애대학생 WORK 

FAIR(취업박람회) 개최

수도권 장애대학생 

WORK FAIR

-33개 대학 76명 

학생 참가

-유튜브 상시시청

대구·경북 대구대학교

27개교/

학생 249명

참여

· 지역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지역 산업체 등 전문위원 위촉

· 찾아가는 상담 실시(초기 

및 전문상담 제공, 83명)

· 시각, 청각, 지체대학생 맞춤

교육 실시(6개교/83명 참여) 

· UP UP UP 취업캠프(10

개교/68명 참여)

· SK그룹 채용설명회 및 취업

컨설팅 실시(6개교/80명 참여)

· 인턴채용 : 35명(대구경북첨

단의료산업진흥재단, 경

북대병원)

지역 내 전문위원 위촉

(장애특성 고려한 일

자리확대방안 등 모색)

장애대학생 UP UP 

UP 취업캠프(스피치, 

면접 특강 등)

붙임2붙임2  2019년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거점대학 운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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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거점대학
참여 대학 및  
학생 수

운영 프로그램 및 
주요 실적

우수사례

부산·울산·

경남
부산대학교

23개교/

학생 250명

참여

· 대학-유관기관 네트워크 

형성 및 MOU(부산시 장애인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체결

※ 전문상담사 파견&해외표준

사업장 탐방 공동주최

· 찾아가는 1:1 진로취업상담

(부산권역4회, 울산권역1회, 

경남권역1회/11개교/36명 참여) 

· 해외 행복일자리탐사단

(일본 우수 장애인 사업장 

견학/ 19명 참여)

· 취업캠프 2회 실시(취업

동기부여편/ 실전역량강화편)

· 부산직업능력개발원 견학

해외 행복일자리 

탐사단

- 일본 우수 장애인 

사업장 견학(파나소닉, 

다이킨 썬라이츠)

- 19명 참여

대전·충청·

강원
나사렛대학교

31개교/

학생 297명

참여

· 지역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취업역량강화 특강

· 일자리박람회 및 채용

설명회(공공·민간 등)

· 멘토링프로그램 운영(14회, 

119명/공무원 면접 4명 합격)

· 취업캠프(3회, 13개교 50명)

· 기업탐방(농협중앙회) 및 

문화체험

진로취업 멘토링

프로그램

(14회, 119명/공무원 

면접 4명 합격)

호남·제주 전북대학교

21개교/

학생 187명 

참여

· 찾아가는 상담프로그램 운영

(총 61명 참여, 2명 취업 

및 2명 면접 대기)

· 진로취업캠프(2회, 현직자 

멘토링 등)

· 공기업/공무원 취업특강

(2회, 공기업 1명 합격, 

공무원 1명 필기 합격)

· 취업 관련 특강(입사지원서, 

NCS 집중교육, 멘토링, 스피치 

교육 등) 

JOB담 캠프

만족도 우수 

(진로-취업-멘토링-

이미지 메이킹 등 

연계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