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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추진 배경

□ (배경) 「BIG3+인공지능」분야 인재양성은 혁신적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핵심 동력

○ BIG3 분야(반도체․미래차․바이오)는 국가 산업발전의 핵심분야이며,

인공지능은 안전과건강, 취약계층 복지 향상 등 사회문제 해결에도 기여 

○ 신산업 분야는 변화 속도가 빠르며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기존의 경직적․폐쇄적인 양성 체계로는 인재 양성에 한계

□ (발표) 세계적 수준의 BIG3 + AI 분야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빅3+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관계부처 합동 발표(’21.4.14.)

< 참고 : ｢빅3+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 주요 내용(3+1) > 

구분 주요 과제

사회수요반응

교육체제

① 주도적․자발적 학습 기회 제공

② 경험 중심의 실전형 교육 강화

③ 학교 운영의 자율성․다양성 존중

산학협력

환경 개선

① 산학 간 소통․교류 촉진

② 산학협력 동참 여건 조성

③ 대학의 창업지원역량 강화

효율적 사업추진

체제 구축 

① 안정적인 인재양성 사업 추진

② 복잡한 사업규정 단순화

③ 교육․훈련 기관 간 협력 강화

④ 사업관리 체계 개선

분야별 지원사업 확대․재편 

① 미래자동차 ② 바이오헬스 ③ 시스템반도체 ④ 인공지능

□ (점검) 발표된 과제들이 설정한 정책 목표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주요 과제별 추진 현황, 애로사항, 향후 추진계획 등 점검(’21.8월)

 ☞ ｢빅3+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및 

부처 협업 필요과제 발굴 등을 통해 효율적인 인재 양성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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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2021년 추진상황 점검 결과

1 「빅3+인공지능」분야 인재양성 현황

◇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정부 사업을 통해 전략적으로 양성되는

BIG3+인공지능 분야 인재양성 규모 및 예산은 꾸준한 증가 추세

ㅇ (인재양성 규모) 「빅3+인공지능」분야별 편차는 다소 있으나, 신규

예산사업 신설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인재양성 규모는 꾸준한 

증가 추세 [붙임3, 4 참조]

【 빅3+인공지능 분야 연도별 인재양성 규모 】

(단위 : 명, 인재양성 규모 도출 가능한 분야별 사업 중심)

4대 분야 ’17 ’18 ’19 ’20 ’21 ’22(정부안) 총계

미래차 57 158 201 239 848 1,128 2,631

바이오헬스 561 768 1,575 2,272 4,295 5,052 14,523

시스템반도체 - - 2,881 4,135 726 1,037 8,779

인공지능 - - 88 2,530 4,660 9,213 16,491

소계 618 926 4,745 9,176 10,529 16,430 42,424

【 빅3+인공지능 분야 연도별 인재양성 사업 예산 규모 】

(단위 : 백만원 / ‘17-’20 결산액, ‘21 예산액, ’22 정부안 기준)

4대 분야 ’17 ’18 ’19 ’20 ’21 ’22(정부안) 총계

미래차 1,500 4,300 7,010 6,055 9,593 6,874 35,332

바이오헬스 3,845 4,825 19,990 31,918 41,834 44,469 146,881

시스템반도체 - - 12,400 19,320 30,384 27,954 90,058

인공지능 - - 6,440 19,040 37,800 55,670 118,950

소계 5,345 9,125 45,840 76,333 119,611 134,967 3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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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추진실적

 □ 사회수요 반응 교육체제

① 주도적․자발적 학습 기회 제공

ㅇ (개방적 교육과정) 전공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기술 분야 최신 기술 

등을 유연하게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

【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 】

①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산업체․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신기술 분야* 표준화된 수준별 교육과정 개발․공유 및 

희망학생에게 전공 관계없이 교육과정 이수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학사제도 유연화
 * 차세대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빅데이터, 실감미디어, 지능형로봇, 에너지신산업  

 ※ 계열간 수강신청 제한 완화, 과목별 수강인원 확대, 계절학기 이수학점 상한 확대, 유연

(집중)학기제 운영 등 

② SW 중심대학 및 SW 스타랩

AI․SW 활용능력을 갖춘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SW 중심대학* 9개교 및 SW 스타랩 6개 

신규 선정

 * 전교생 대상 계열별․수준별 AI․SW 기초교육 실시, 융합․연계전공, 복수전공 등 단계적 

심화과정 운영

③ SW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수업․강의 등의 교육방식을 탈피하여 자기주도적 프로젝트 수행과 동료 간 상호학습 

등의 방법을 활용한 글로벌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2년 비학위과정)

ㅇ (수강 부담 완화) 학생들이 학점에 대한 부담 없이 신산업 분야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절대평가 또는 Pass/Fail 제도 확산 유도

     ※ 차기 대학기본역량진단 방안 마련 시 교과 특성을 고려한 평가제도 활성화 유도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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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프로젝트 학기제) 실제 연구(프로젝트)와 연관된 수업(팀 구성, 기업참여,

지도 등)을 진행하는 학기(학년)제를 활성화하여 문제해결 능력 제고

- 학생 수준에 따라 학년ㆍ학기별 특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제 

기업 담당자를 겸임교수 등으로 초빙하여 수업의 전문성 강화

【 제주대학교 – 카카오 연계 교과목 운영 사례 】

교 과 목 명 수업개설

1학년
파일처리 및 응용

컴퓨터공학과
자료구조와 해석

2학년
알고리즘

컴퓨터공학과
데이터베이스

3학년
오픈소스개발방법론 카카오 직강

운영체제 컴퓨터공학과
웹개발론 카카오 직강

41학기
고급웹개발론 카카오 직강

포털서비스 개발방법론 카카오 직강
4.2학기 현장실습 카카오 기업 방문

* 1~2학년은 학과에서 컴퓨터공학 관련 기본 과목 이수, 3~4학년은 기업체 겸임교수의 
현장수요 기반 과목 수강 및 현장실습 운영

② 경험 중심의 실전형 교육 강화

ㅇ (실습 여건 개선) 대학 내 교육․실습 장비 등 인프라 환경을 조성

하고, 이를 활용한 실습 교육과정 개발․운영

【 실습 인프라 구축 사례 】

① 바이오의약품 공정․개발 전문인력 양성(복지부․산업부 공동)

의약품 제조 품질관리 기준(GMP) 수준의 전문인력 양성센터 설립(산업부) 및 선진 시스템
(NIBRT*)을 도입하여 제약바이오 생산공정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복지부) 
 * (NIBRT, 아일랜드 국립 바이오공정 연구소) 실제 바이오공정 유사 규모의 GMP 교육장 

구축, 실습 중심 교육과정 운영(구직자, 재직자 등 연 4,000명 교육)
** ‘21년 9월부터 시범교육 운영(항체 120명, 백신 120명) 

② 반도체인프라구축지원사업
대학 및 대학 내 연구소에 구축된 반도체 공정실습 노후 인프라 업그레이드 지원 및 
대학(원)생 등 대상 반도체 공정․장비 관련 단기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 운영
 ※ 1차년도(‘19~’20) : 포항공대 컨소시엄(6개 대학), 2차년도(‘20~’21) : 서울대 컨소시엄(7개 

대학), 3차년도(’21~‘22) : 가천대 컨소시엄(6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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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실무능력 경연 기회 확대) 기업․기관 등이 제시한 과제를 학생․

연구자․창업자 등이 해결하는 한국형 캐글* 기반 마련

     * 캐글(kaggle) : 기업에서 제시한 과제 해결을 위한 대회 플랫폼으로 최신이론을 

공부하고 지식을 공유하며,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를 찾는 공간 등 서비스 제공

【 한국형 캐글 사례 】

① 산학 프로젝트 챌린지

기업과 학생이 함께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산학 프로젝트)하고, 우수 성과를 공모․
심사하여 포상 및 우수사례 확산

< 2021 산학 프로젝트 챌린지 개요 >

행사명 2021 산학 프로젝트 챌린지

운영기간 ’21.7월 ~ 11월

참여대상 ▪산학 프로젝트 참여학생(팀), 300개팀 내외 / 전 산업(BIG3+AI 포함)

포상규모 ▪총 20점 규모(산업부 장관상 10점, KIAT 원장상 10점)

 ※ (‘20년) 54개 대학, 215개팀 참여, 기업지원 및 취업사례 20개팀 발굴 및 포상

인하대 ↔ 
와이즈

오토모티브
미래차

▪카메라 및 라이다 센서를 활용한 객체인식 및 
영상처리 기술을 활용한 동작인식 알고리즘 개발

▪논문 1건, 시제품 1건, 애로기술 해결

명지대↔
세메스

반도체
소부장

▪반도체 수율 향상을 위한 웨이퍼 표면 온도 측정
제어용 센서 및 검증 시스템 개발

▪논문 2건, 시제품 2건, 취업연계 1명

포항공대↔
포스코

산업AI
▪후판 공정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
▪논문 1건, 시제품 1건

②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대기업 등이 기술․인력․시간 등의 부담으로 자체 해결하기 어려운 핵심사업의 문제를 
스타트업에 의뢰하고, 스타트업은 솔루션 마련․제공을 통해 기술성․사업성 고도화

<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협업 체계도 >

 * (지원․선정규모) (1탄: 4차 산업혁명) 11개 수요기업, 17개 과제
 * (지원․선정규모) (2탄: 인공지능) 12개 수요기업, 12개 과제
 * (지원․선정규모) (3탄: BIG3) 8개 수요기업, 13개 과제 출제 完 



- 6 -

③ 학교 운영의 자율성․다양성 존중

ㅇ (공동학과 운영) 융합이 필수적인 첨단분야 인재양성 활성화를 위해

복수 대학 간 협약을 통해 공동학과* 운영 및 이동수업 허용

* (공동학과) 복수 대학이 1개 학과를 공동으로 운영 → 타 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우수대학의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실질적 정원 확대 효과

  ※ (예) (전남대-순천대) 융합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50명(전남대 20, 순천대 30)

- 공동학과 운영 시 1개 대학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 제한을 완화*하고,

교육부장관 승인을 통해 참여 대학의 시․도 범위 내 이동수업 허용

   * (현행) 졸업에 필요한 전체 학점의 1/2 이내 → (개선) 졸업에 필요한 전체 학점

ㅇ (대학원 정원 조정) 첨단 신기술 분야의 석사 정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학사 정원 감축을 통한 석사 정원 증원 비율을 완화*

 * (현행) 학사 정원 △1.5명 : 일반․특수대학원 석사 정원 1명↑ → (개선) 1 : 1

   (현행) 학사 정원 △2명 : 전문대학원 석사 정원 1명↑ → (개선) 1 : 1

ㅇ (계약학과 활성화) 권역 제한 및 이동수업 관련 기준 완화를 통해

계약학과의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 (권역 확대) 해당 기업이 소재한 광역행정권(특별시, 자치시 등) 내에 

한하여 계약학과 설치․운영을 인정하는 것을 광역도까지 확대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개정 추진(~‘21.4분기)

- (이동수업 기준 완화) 신산업 분야의 경우 계약학과의 이동수업 

기준을 완화하여 교육장소 다양화 촉진

< 완화된 기준 적용방안 >

① 이동수업장이 본교의 교육환경보다 다소 열악하더라도 이동수업장 승인

 ② 이동수업장에서의 수업 운영 비중 허용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ㅇ (해외 우수교원 유치) 외국대학 교원을 국내대학의 전임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겸직 특례를 신설하는「교육공무원법」개정* 추진

   * 정경희 의원 발의(‘21.3월), 소관 상임위 소위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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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학협력 환경 개선

① 산학 간 소통․교류 촉진

ㅇ (네트워크 활성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을 통해 공동 세미나․포럼, 산학협력협의체 등 산학 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대학 산학협력 우수모델 사례 】

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고도화하여 사업화까지 달성 <한양대(서울)>

산학연 생태계 구성원이 공통 관심사를 중심으로 산학협력 의제를 도출하는 ‘산학
협력협의체’ → 제품․기술 개발․사업화 등 산학협력 활동을 추진하는 ‘체인지메이커스
그룹(CMG)’ → 조인트벤처․협동조합 등 설립 및 집중지원센터(ICC+) 설립으로 지속 
발전 지원 체계 구축까지 나아가는 ‘신산업 창출을 위한 고도화 모델’ 구축

② 대학 강점분야에 집중하여 특성화 경쟁력 확보 <국민대>

◾ 미래자동차 분야로 특화, GM․벤츠 등 산업체 경험 교수 영입 및 산업계 인사의 
교과과정 구성 참여 등 혁신인재양성 체계 구축

◾ ‘친환경․자율주행자동차 기업협업센터(ICC)’ 구축,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중소부품
기업 등 100여개 가족회사로 구성된 ‘산학협력 협의회’ 구성․운영으로 애로기술 
자문 및 산학공동기술개발 등 추진

ㅇ (산업교육센터 지정․운영) 산학협력 인재양성 활동을 지원하고 대학․

산업체․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간 협력․소통 활성화를 위한 

산업교육센터* 운영(’21~)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기관

   ※ 공고를 통해 ‘한국연구재단’을 산업교육센터로 지정(‘21.2월)

< 산업교육센터 주요 역할 >

⦁(산학협력 지원) 산학협력 인재양성 지원 사업 관련 통계 및 주요정책 분석, 
정보망 구축 등 지원

⦁(협력체계 구축) 산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학 및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운영

⦁(연계‧협력)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통해 발굴된 산업현장의 수요 등 정보를 관계
부처 및 기업‧산업체, 전문가 등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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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플랫폼 연계) 직업훈련정보망(HRD-Net) 내 중앙부처 훈련사업 

통합․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인재 간 정보공유 확대

   * 고용부 외 5개 부처(문체부, 과기부 등) 훈련사업 정보 통합․연계

- 훈련정보(HRD-Net)와 일자리정보(워크넷)를 연동하여 훈련 분야와

관련된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 일자리 연결

【 HRD-Net 내 훈련-일자리-자격정보 연계 표출 예시 】

ㅇ (직무설명회 운영)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와 대학 간 

협업을 통해 산업별 특성에 맞는 채용지원활동 운영 방안 마련

   * Sector Council : 업종단체, 대표기업, 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 주도 인적

자원개발 협의기구(신산업․주력산업․산업기반 등 3개 분과, 20개 산업분야)

◾ 직무설명회․온라인 라이브 채용설명회* 등 11건 운영

 ※ (7월) 2개 SC 2건 운영, (8월) 2개 SC 2건 운영, (9월) 6개 SC 7건 운영

 * 온라인 라이브 채용설명회(로봇 SC) : 고려대 공학교육혁신센터 등과 연계하여 

자율주행 분야 스타트업(뉴빌리티) 채용설명회 운영(최대 동시접속자 19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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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학협력 동참 여건 조성

ㅇ (교원평가 다양화) (단과)대학 또는 교수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교원평가 방식의 도입 유도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사업을 통해 교원 업적

평가 시 산학협력 실적 반영 확대, 산학협력 중점교수 채용 지원

   ※ 산학협력 실적 반영 교원 비율(대학 평균) : (’18) 60.5% → (‘20.2월) 71.0%

< 3단계 LINC사업 추진방향 반영내용 >

⦁(교원 참여 확대)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업적평가 고도화*, 산학연협력 참여 

교원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지급방안 마련 등 검토

 * (예) 산학연협력 실적의 교육․연구 실적 100% 대체, 산학연협력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산학연협력 교원 트랙 운영 등

** 산학연협력 관련 보직수당 지급, 산업체 겸직 인정 확대 등

ㅇ (산학협력 인센티브 강화)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대상 활동을 

확대하고 적립된 마일리지 활용영역을 확대하여 기업의 참여유인 제고

< 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성화 방안 >

⦁[적립] (현행) 대학생 현장실습만 적립 → (개선) 현장실습, 산학협력 교육과정

(계약학과 등), 학생채용, 기술협력(연구과제 수행, 기술이전) 등 산학협력 全분야로 확대

⦁[활용] (현행) 기업 지원사업 가점으로 활용 → (개선) 기업 지원사업 가점, 

금융혜택, 대학 인프라 활용 등으로 확대

③ 대학의 창업지원역량 강화

ㅇ (대학 내부규정 마련)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및 BRIDGE+

추진계획 수립 시 창업친화적 인사제도 등 평가지표에 반영(~‘21.12)

- 대학 내 창업문화 확산을 위한 대학 창업 운영 매뉴얼 개정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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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이드라인 마련) ‘(가칭)대학 기술기반 창업 과정에서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안내서’ 개정을 통해 창업, 기술이전 시 발생 가능한

이해관계 충돌 문제* 분석 및 가이드라인 마련

   * 공동연구 결과물의 소유권 문제,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의 창업기업 참여에 

따른 보상 문제 등

   ※ 초안 집필(‘21.9.) → 대학 등 의견수렴(’21.10.~11.) → 최종안 발간 및 배포(‘21.12.)

ㅇ (기술지주회사 투자 유도) 법령 개정을 통해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후

산학협력단이 현물(기술) 출자하는 비율을 30%에서 10%로 완화

   ※ 정책연구 및 의견수렴(~’21.8.) → 입법 추진(‘21.9.~10.) → 개정(~21.1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②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
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주식회사일 것
   2.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산학협력단 등이 자본금의 100분의3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하고, 발행 주식 총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 효율적 사업추진 체제 구축

① 복잡한 사업규정 단순화

ㅇ (NCS 신속한 개발) NCS 개발․개선과정에서 단계별* 소요 기간을

1년 내외로 단축해 기업현장과 표준(교육과정) 간 괴리 최소화

   * 절차 : 개발․개선 직무 확정 → 기관 선정 → 개발 및 개선 → 심의․확정 고시

현행
의견 수렴 ⇨ 직무 확정 ⇨ 개발․개선

기관선정
⇨ 개발·개선 실시

(워크숍, 점검 등)
⇨ 고시 

준비
⇨

자격
정책
심의

⇨ 고시

2개월 12개월 3개월

개선

의견 수렴,  
직무 확정

⇨ 개발·개선 
기관선정

⇨ 개발·개선 실시(워크숍, 

점검 등), 고시 준비
⇨

자격
정책
심의

⇨ 고시

4개월 6개월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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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훈련 기관 간 협력 강화

ㅇ (산학 공동연구 지원) 대학 내 석박사급 인재와 기업의 연구인력이 함께

핵심기술 개발과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R&D를 진행하도록 지원

【 산학 공동연구 관련 사업 】

① 조기취업형/중소기업 계약학과

대학원-중소기업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산학공동 
프로젝트 및 산학연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대학-컨소시엄 10개 사업단, 149개 프로젝트 운영 (3+2년, 연 3억원 내외)

②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PBL(Problem-based Learning) 기반의 대학원 연구교육과정을 

운영하여 ICT 석․박사 융합 연구인력 양성
 ※ 성균관대, 국민대, 포항공대, 건국대, 순천향대, 부산외대, 단국대 등 총 11개 교육과정 지원

③ 혁신성장선도 고급연구인재 성장지원(KIURI)

이공계 박사급인재(포닥)의 독립적 연구역량 강화 및 산업계 진출 등 경력경로 

다양화를 위한 산학협력 연구단 선정․지원
 ※ 바이오헬스, 첨단소재․부품, 수소에너지융합 등 6개 연구단(포닥 92명) 선정․지원

ㅇ (산학협력단지 조성) 대학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량(우수 인적자원 등)에

유휴시설을 기업 입주공간으로 활용(리모델링)하여 대학 내 협력단지 조성

◾ 대학 내 산학협력단지 조성 지원

 4개교(부경대, 한양대 ERICA, 순천향대, 연세대) 운영을 통해 총 271개의 입주기업이 참여 중

 ※ 지원 기간 : 5년*(3년, 연간 20억원 + 2년, 연간 10억원)

  * 성공적 산학연협력단지의 초기 조성을 위해 3년간 지원 후, 제도 고도화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2년 추가 지원

ㅇ (RIS 사업) 지자체, 대학 및 다양한 지역혁신기관들이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내 연구개발특구, 산업 클러스터 등 경제·산업 

인프라와 연계하여 지역의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

※ (충북) 도내 특화산업인 바이오헬스 분야로 역량을 집중하여 지역인재 양성-일자리 수요 매칭

※ (광주·전남) 나주 에너지밸리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참여대학 재학생 대상 현장 실무형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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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

    

ㅇ (인재양성 공유 체계 구축)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 등 대학 간, 부처 간 연계·협력을 통해 교육과정 공동 개발

및 자원의 공동 활용 활성화

<공유 대학> <부처 간 연계>

디지털

혁신공유

대학

⇔
부처 사업 참여기관

(직업훈련, 분야별

 학위과정)

 ※ 신기술 분야별 복수의 특화 대학(주관대학 + 참여대학)을 선정
하여 교육과정 공유 개방

 ※ 신기술 분야 전문가‧공유, 교육시설 및 기자재 
공동 활용, 국‧내외 최신 컨텐츠 확보, 교육과정 
공동 개발‧운영 등

  【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례 】

◾ 8개 신기술분야별 컨소시엄 구성 및 사업 추진

 산업체·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신기술 분야 표준화된 수준별 교육과정을 개발·
공유하여 핵심인재 양성

신기술분야
컨소시엄

주관대학 참여대학    ※ 밑줄 : 전문대학

인공지능 전남대 성균관대, 서울시립대, 서울과학기술대, 경북대, 전주대, 영진전문대
차세대반도체 서울대 강원대, 대구대, 숭실대, 중앙대, 포항공과대, 조선이공대
미래자동차 국민대 계명대, 선문대, 아주대, 인하대, 충북대, 대림대
바이오헬스 단국대 상명대, 홍익대, 대전대, 우송대, 동의대, 원광보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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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관리 체계 개선

ㅇ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운영) 「사람투자 10대 과제」를 재구조화하여

빅3+AI 인재양성 관련 과제를 추가하고, 안건* 상정을 통해 추진실적 점검

   * 「직업계고 취업 지원 정책 점검 및 보완 방안」(’21.7.7.), 「인공지능시대 교육

정책방향과 핵심과제 추진상황 점검 결과」(‘21.7.7.)

- 신규 인재양성 사업 추진 시, 기존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 및 다른

정책과의 정합성 확보 노력

※ (협의 절차) 부처별 신규 인재양성사업 조사 → 기존 정책과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유관 부처․민관협의체 의견수렴 등을 통한 보완 방안 마련 →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를 통해 연계․조정

ㅇ (점검체계 구축) HRD-Net 내에 중앙부처 훈련사업 통합․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여러 부처 훈련사업을 관리함으로써 사업 효과성 제고

  【 중앙부처 훈련사업 통합․연계 시스템 표준 모델 】

종합
관리형

온라인 
수강신청

훈련생 
선발

출결 및 
과정 관리

훈련결과 
관리

훈련성과 
관리

* 수료 여부 등 * 취업 여부 등

성과형 과정정보
입력

훈련생 
정보 입력

(출결 관리 
기능 제외)

훈련결과 
관리

훈련성과 
관리

출결형 과정정보
입력

훈련생 
정보 입력 출결 관리

홍보형 과정정보
입력

HRD-Net
과정 검색

연계형 자체 시스템 
운영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훈련성과 
관리자체 데이터 ↔ HRD-Net ↔ 고용보험 DB 연계

ㅇ (표준산업분류 개정) 학과별 산업분야 진출현황 등을 유의미하게 파악

하기 위해 표준산업분류 개정 주기를 정기 개정 체계로 운영(부정기 → 5년)

  【 표준산업분류 개정 주기 변화 】

9차(2007년)  10차(2017년)          11차(2024년) 12차(2029년)
표준분류 제개정 운영지침 

제정(2017.12.) 

(10년) (7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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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야별 지원 사업 확대․개편 

① 미래자동차

ㅇ (인프라 전문인재) 미래차 충전시설 확대 설치를 반영하여 전기․

수소차 충전시설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양성 추진 (환경부)

   ※ (예) ①미래차 충전인프라 구축·운영 전문인력 양성(5.6억원, 50명 양성), ②미래차 환경인증

평가 전문가 교육(14억원, 20명 양성) (’22년 시범사업 추진 후 현장 수요 등을 감안하여 확대 예정) 

  【 미래차 충전인프라 구축․운영 전문인력 양성 커리큘럼(안) 】

① (구축 과정) 인프라 관련 전기·전자·화학 및 기계설비에 대한 기본교육, 물품 제작, 
전기, 토목, 전산, 입찰공고 및 설치 검수 등 충전인프라 구축사항 

② (운영·관리 과정) 충전인프라 점검, 수리, 이전, 철거 등 충전인프라의 운영과 관리 시 
필요한 교육 실시

③ (안전교육 과정) 인프라 구축·운영 시 안전사항과 사고발생 시 대처방안 등 방재 
관련 기본교육

④ (빅데이터 과정) DBMS의 구조 이해, 쿼리(Query) 실습 등 기초과정 및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사용량, 고장률 등) 연계를 통한 빅데이터 생성, 
활용 심화 교육 실시

ㅇ (친환경차 기능교육) 친환경차(xEV) 全 주기 현장수요에 맞는 융합형

기술인력 및 수요기술 중심 기능숙련 인재양성 (산업부)

   ※ (예) ①친환경자동차 부품개발 전문인력양성(17억, 25명), ②미래형자동차 현장인력양성

(14억원, 600명), ③미래형자동차 기술융합 혁신인재양성(126억원, ‘22-’26 1,200명)  

  【 융합형 혁신인재 양성사업 운영(예시) 】



- 15 -

ㅇ (직무전환 교육) 미래형자동차 분야 현장기술인력 융합기술 교육을

통한 재직자 직무전환 및 기업 신성장 동력 확보 (산업부)

 【 재직자 직무전환 교육 + 직무전환 지원 예시 】

① (리더 교육) 내연기관 부품생산 중소․중견기업 경영진이 미래차로 사업재편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 혁신 전략 및 관련 지식 공급

  ※ (커리큘럼 예시) 미래차 트랜드, 주요 밸류체인 현황, 파이낸스, R&D 전략, 마케팅 등

② (전문대 역량강화) 교육훈련기관으로 전문대 자동차학과를 활용함으로써 현재 
내연기관 중심의 커리큘럼*을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 유도

  * 현재 전문대 자동차학과의 미래차 커리큘럼 비중은 20% 수준에 불과

③ (지원 프로그램) 기업 재직자의 원활한 직무전환 교육․훈련을 위한 고용부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 (예시) 장기유급휴가 훈련 : 기업에게 근로자 훈련기간 중 인건비(최저임금×150%+주휴

수당), 훈련비 등 지원

ㅇ (계약학과 운영) 미래차 등 기술 자립이 필요한 주요 부품․소재 분야

중소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 (중기부)

   * 선취업-후학습 방식,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학위과정(전문학사 이상) 운영

 【 미래차 부품․소재 분야 계약학과 현황 】

대학 학위 학과 교육분야 인원(명)
경희대 석사과정 스마트기술경영학과 소재부품 18
대구대 석사과정 스마트융합시스템공학과 커넥티드카 12
남부대 석사과정 금속화학부품소재공학과 금속화학부품소재 11

ㅇ (컨소시엄 훈련) 자동차 관련 기업 및 사업주 단체와 중소기업의 컨소시엄

훈련을 통한 전기차․수소차 및 자율주행 관련 인력양성* 지원 (고용부)

   * ‘21.8. 기준 르노삼성자동차, 현대자동차인재개발원 등 11개 공동훈련센터 운영 중, 

1,175명 훈련 수료 → 향후 미래차를 중심으로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 지정 

및 직무전환을 위한 훈련 우대 지원

 【 사업 추진 절차 】

신성장산업 
선정

업종별 중장기훈련계획 
개발

신성장산업 특화 
공동훈련센터 지정 훈련운영

노동전환
분석센터 ⇒ 고용부·산업인력공단‧ISC 등 ⇒ 고용부·지자체·산업

인력공단 ⇒ 공동훈련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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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바이오헬스

ㅇ (특성화대학원 운영) 제약기업의 기술경영, 인허가 및 보험, 마케팅 등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석사급 전문인력 및 중간관리자 양성 (복지부)

   ※ 3개교(동국대, 성균관대, 연세대)에 ①제약 특성화대학원(3년간 연 5억원 지원), 
②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 운영(3년간 연 5억원 지원)

ㅇ (AI활용 신약개발) 인공지능 기술을 신약 개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산업형 실무 인재양성을 위해 초급․중급․고급 단계별 교육 제공 (복지부)

   ※ AI 신약개발 종합 교육 플랫폼 ‘LAIDD(Lectures on AI-driven Drug Discovery)’ 구축

 【 LAIDD 수강생 의견 】

☺ TCGA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여 신약개발 타깃 선정 시 참고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약바이오기업 선임연구원, ’21.9.16)

☺ 기본적인 개념 이해에 도움이 되었고, 논문 중심으로 사례를 설명하여 주셔서 
향후 논문 작성 아이디어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 전산학과 박사과정생, ‘21.9.20)

☺ 그동안 Variational Autoencoder의 이론적인 구조에 대한 영상은 많이 있었지만, 
실제 아키텍쳐 및 코드 제공을 통해 설명을 하는 강의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각 코드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통하여 VAE에 적용되는 기술들이 코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강의인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 제약산업학과 석사과정생, ‘21.9.26)

ㅇ (규제과학 인재 양성)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법적 지식 등 평가연구역량을 갖춘 석․박사급 인재양성 (식약처)

   ※ 의약품 유효성(경희대, 성균관대), 의약품 안전성(아주대), 식품 기능성(고려대), 식품 

안전성(중앙대) 등 분야별 규제과학과 신설 및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80명)

ㅇ (첨단바이오 특화인재) 인체세포 채취,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첨단

바이오의약품 제조․품질관리에 특화된 규제 전문인력 양성 (식약처)

   ※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20.8.)에 따라 사람․동물의 세포․조직 등을 이용해 제조

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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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병원이 연구환경을 제공하고 임상의-

연구자 간 협업연구를 통해 의사과학자 양성 및 현장수요 기반 

의료기기․서비스 개발 (과기부, 복지부)

구분 선정 방식
연간 연구비 (억원/병원별)

과기부 복지부 지자체 민간 합계
선도형 전국 단위 경쟁(2개) 7.5(50%) 7.5(50%) - - 15

지역거점형 권역별 경쟁(6개) 3.75(25%) 3.75(25%) 4.5(30%) 3(20%) 15

   ※ ①선도혁신형 공동연구(임상의와 연구자 간 협업연구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②지역

거점형 공동연구(임상의와 지역 산학연 소속 연구자간 협업 지원)

ㅇ (임상시험 전문인력) 임상시험 종사자 및 해당분야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직능별․단계별 이론 중심 교육 진행(7억, 1,600명) (복지부)

   ※ 임상시험 14개 과정, 35회 운영, 5,295명 교육 실시

ㅇ (융복합기술 교육)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융복합기술 분야 학위․

비학위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폭넓은 인력 양성 (산업부)

   ※ ①바이오 융복합기술 분야 대학원 연구개발 전문인재 양성(석박사 30명), ②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전문인재 양성(석박사 10명, 비학위과정 140명)

③ 시스템반도체

ㅇ (설계교육) 4차 산업혁명의 신성장동력인 차세대 시스템반도체의 

설계 역량 강화를 위한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 (산업부)

   ※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설계 분야 대학, 협회․단체 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산학 프로젝트 추진 등(석․박사 90명 양성)

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운영위원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비학위 자동차 로봇/IoT 에너지 바이오

한국과학기술원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고려대학교 건국대학교 단국대학교 강원대학교

한국반도체연구조합
숭실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강대학교 영남대학교

한양대학교 전북대학교 청주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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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융합인재) 국내 석․박사 대상 시스템반도체 융합교육과정을 개발․지원

하는 “시스템반도체 융합전문인력 양성센터” 설치․운영 (과기부)

- AI․바이오 등 유망분야별로 특화된 5개 센터*(‘20년 3개, ’21년 2개)

   * (‘20년) 서울대(AI), 성균관대(IoT), 포항공대(바이오)

   * (‘21년) 연세대(자동차), 중앙대(에너지)

   ※ 매년 석사(4학기) 20명, 박사(6학기) 10명 이상 배출 등 사업기간(‘20~’26) 동안 

센터당 140명 이상의 고급인력 양성 추진

ㅇ (전문인재) 전력반도체, AI 반도체 등 미래 성장 유망 분야에 집중해

국가 혁신성장을 견인할 석․박사급 핵심 연구인력 양성 (산업부, 과기부)

【 산학협력 기반 융합교육 사례 】

① 차세대 전력반도체소자 제조 전문인력 양성

차세대 전력반도체 분야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산학 프로젝트 추진
  * 전력반도체 설계․제조 분야 관련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대학원 특화(제조공정/소자설계/

시스템) 교육과정 개발․운영

주관연구개발기관

한국반도체연구조합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제조공정 소자설계 시스템 공동교육

광운대학교 부산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테크노파크동의대학교 세종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해양대학교 홍익대학교 한양대학교에리카

② AI 반도체 대학ICT연구센터 육성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

차세대통신, 블록체인, 인공지능 반도체 등 ICT 기반기술 및 유망기술 분야의 첨단 
연구 프로젝트 지원

 < ‘21년도 AI반도체 ITRC 과제 현황 >
대학명 센터명 지원금액(백만원) 선정년도

서강대 지능형반도체 800 2018

KAIST 인공지능반도체시스템 800 2020

인하대 스마트모빌리티 인공지능시스템반도체 40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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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조공정) 폴리텍 반도체 클러스터를 통한 2년제 학위과정(산업학사)

및 하이테크 과정을 통해 반도체 제조공정 분야 인력 양성 (고용부)

- 반도체 융합캠퍼스(안성)를 컨트롤타워로 기존 반도체학과(성남․

아산․청주 등)와 연계하여 폴리텍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 반도체 융합캠퍼스 등 학위과정(450명)․하이테크과정(25명) 연 475명 인력 양성

ㅇ (채용연계 계약학과 운영) 학비지원과 취업보장으로 학업 전념여건을

조성하고 기업현장 실습장비 등을 활용한 실무형 인재 양성 (산업부)

   ※ 반도체 소자기업 중심으로 대학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운영

대학 학과명 모집인원 계약기업 설립연도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30명/년 SK하이닉스 ‘21년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50명/년 삼성전자 ‘21년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 70명/년 삼성전자 ‘07년

④ 인공지능

ㅇ (AI 핵심인재) 세계적 수준의 R&D 역량을 갖춘 AI 석․박사 양성

확대 및 개방형 협동연구 지원 (과기부)

- AI 대학원 지원을 통해 석․박사급 연구자 집중 양성, AI 특화교육

과정 개발, 산학협력 강화, 글로벌 협력 강화 등 지원*

   * 대학당 1차년도 10억원, 2차년도 이후 20억원 수준으로 5년간 90억원, 최대 190억원

(총10년) 지원

   ※ (AI 대학원) (’19) 고려대, 성균관대, KAIST, 광주과기원, 포항공대, (‘20) 연세대, 울산

과기원, 한양대, (’21) 서울대, 중앙대

ㅇ (산업 융합교육) 제조, 국방, 금융 등 기존 산업*과 AI 융합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산업계 리더 및 AI 융합인력 양성 (과기부)

- 전략 산업분야 지원기관 선정 및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을 위한 지원

   * 제조(철강), 자동차, 반도체, 전자․통신, 국방, 물류․유통, 디스플레이, 금융, 농수축산, 

스마트시티, 에너지, 의류․섬유 등 총 12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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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력산업 고도화교육) 기존 산업기술인력 및 석․박사 대상 AI

융합교육을 추진하여 주력산업 고도화 선도인력 양성 (산업부)

【 주력산업 고도화 관련 사업 】

① AI융합형 산업현장기술인력 혁신역량강화사업

주력산업* 분야의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재직자, 퇴직자, 경력단절자를 대상으로 

AI융합교육 온․오프라인 교육 운영(‘21년, 50억원, 1,250명)

 * (예) : 미래차, 반도체․차세대디스플레이, IoT가전, 디지털헬스케어, 조선, 섬유패션, 기계  

② 산업 디지털전환 확산 지원체계 구축

기업 임원급 및 실무자 대상 디지털 전환 교육을 통해 기업의 산업 디지털 전환(DX) 촉진
 ※ DX 신기술 및 실무적용 실습을 포함한 맞춤형 DX 인재양성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수요

기업의 재직자들에게 제공(‘21년, 500명)

< 주요 교육장면(대면) > < 주요 교육장면(비대면) >

③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 산업인공지능 전문인력양성
산업인공지능 인력양성을 위해 산업인공지능 특화 공통교육과정 개발 및 참여대학*의 
전문교과과정 개발․운영 지원
 *  ‘21년 참여대학 : 포항공대, 고려대, 서울대, 한양대, 경기대, 인천대 등 6개 대학 

◾ AI로봇인간기계협업 전문인력양성
작업자의 효율 향상 및 제조경쟁력 강화를 위해 AI로봇기반 인간기계협업기술 분야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
 *  ‘21년 신규 선정 : 경희대, 단국대, 목원대, 성균관대, 숭실대, 인제대 

ㅇ (신기술 훈련) K-Digital Training 등 혁신적인 기술․훈련방법을 가진

기업-대학-민간 혁신기관*을 통해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양성 (고용부)

   * 멋쟁이사자처럼, 엘리스, 모두의 연구소 등 기업이 문제를 제기하고 훈련생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능동적인 학습환경(프로젝트 기반 훈련) 구축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 전액 지원(자부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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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부처 협업 필요사항

❶ 인재양성을 위한 부처 간, 산업계-교육계 간 협업 체계 구축

◇ 인재양성 규모는 증가한 반면, 분야별 인재양성의 기본방향 및
미래전망, 사업 간 연계 방향 등을 논의할 수 있는 협력체계 미비

ㅇ (거버넌스 체계 정비)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산하「BIG3+

인공지능」인재양성 TF를 개편하여 인재양성 수요-공급 관리 체계화

- 분야별 간사 부처*를 중심으로 ①경제․산업계 수요 전망을 고려한

인재공급 계획 총괄 및 ②기존사업과의 정합성 검토, 부처 간 

인재양성 사업 조정․연계 등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 (미래차) 산업부, (바이오헬스) 복지부, (시스템반도체) 산업부, (인공지능) 과기부

【 거버넌스 체계 정비(안) 】

∙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인재양성 목표 및 추진전략, 기본방향 제시
∙ (간사 부처) 미래 인재수요 전망 및 인재 수급차이 분석 → 분야별 공급계획 총괄*

  * 인재 총괄 공급부처 교육부 등과 공조하여 신규 사업 추진 시 기존 사업과의 정합성 검토, 
부처별 사업 간 연계 방안 모색

∙ (각 부처) 부처별 인재양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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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장기적인 인재양성 체계 마련 및 인재양성기관 행정 편의 제고

◇ 방안 수립 시 포함되었으나, 단년도 예산 사업상 한계 등으로 

인해 장기적․안정적 인재양성 추진체계 조성 미흡

◇ 부처별․사업별로 상이한 사업관리규정 등으로 인해 사업 수행 및

기준 적용 시, 인재양성기관의 혼선 야기 및 행정부담 유발 우려

ㅇ (사업 연속성 담보) 지속적인 인력양성이 필요한 분야의 경우 학위

과정 단기사업을 지속사업 형태*로 개편 추진(‘22~)

   * 교육부 BK21, LINC 사업과 같이 일정기간(예: 7년)을 기준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사업 추진 후 성과를 평가하고, 후속사업을 기획하여 지속해 나가는 형태

ㅇ (자립화 지원) 사업 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예: 3년)

전 수행기관에 사업 종료를 미리 통보하고 자립화 지원*

   * (예) 개발 완료한 교육과정을 실제 적용해 대학자체 역량으로 인재양성이 가능해질 

때까지 일정규모 인재양성에 필요한 재원 일부 지원

【 사업 개편(안) 】

1단계 사업 기획 
및 추진

(사업기간 : 7년 이상)

⇨
1단계 사업 성과 

연구·평가
(1단계 사업 종료 3년 전)

지속

종료

사업기간 장기화
(2단계 사업 기획 및 추진)

자립화 지원

ㅇ (사업규정 통일성 확보) 다양한 사업규정을 통일하여 사업 운영 시

혼란 완화 및 인재양성기관의 사업 추진상 편의성 도모

- (1단계) 각 부처 사업별로 별도로 운영 중인 인재양성 사업 관련 

추진규정을 부처 내 통일․일원화

   ※ (예)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련 규정(12개)을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훈령)」으로 통폐합(’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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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인재양성 사업 간 보편성 및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표 양성기관별 공동 운영 규정 마련․적용

   ※ (예) (대학) 1단계 관리운영 규정을 활용하여, 대학의 사업비 집행, 부정․비리 대응 

방식 등 통일화

ㅇ (회계연도 조정) 대학 학사일정 등 인재양성기관의 특성을 고려

하여 학사일정에 맞게 예산 집행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종료시기를 익년도 2월로 조정하는 등 행정편의 제고

【 사업 추진일정(안) 】

 Ⅲ. 향후 일정

□「BIG3+인공지능」인재양성 TF 개최 (’21.11월~, 수시)

□「BIG3+인공지능」인재양성 ’22년 추진현황 점검 (’22.상반기)

□「BIG3+인공지능」인재양성 ‘23년 예산(정부안) 반영 현황 분석 (’22.7~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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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빅3+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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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빅3+인공지능」분야 과제별 ’21년 추진일정

분 야 과 제 명 소관 추진일정(분기별)

 사회
수요반응
교육체제

(1) 주도적·자발적 학습 기회 제공
① 대학·학과 간 장벽 극복

 - 신기술 분야 교육 기회 확대

교육부

∙ (2분기) 참여대학 선정 및 협약체결, 
교육과정 개발

∙ (3분기) 교육과정 개발·운영
∙ (4분기) 교육과정 개발·운영, 성과 

발굴 및 공유·확산

과기정통부
∙ (2분기) SW중심대학 ‘21년 

신규선정
∙ (4분기) SW인재페스티벌 개최

 - P/F 제도 확산 등 수강 부담 완화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
∙ (4분기) 차기 진단 정책연구 착수
∙ (’22.하) 차기 진단 시안 마련

(2) 경험 중심의 실전형 교육 강화
② 실습교육 내실화

 - 대학 내 실습 인프라 구축 

산업부

반도체인프라구축지원사업 내 인력양성
∙ (1분기) 사업공고 및 협약체결
∙ (2~4분기) 인프라 개선·구축,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 운영

복지부·산업부

바이오의약품 공정·개발 전문인력 양성
∙ (2분기) 부처 공동추진위 구성안 

논의, 인력양성센터 건축 
기본·실시설계용역 착수

∙ (3분기) 기본·실시설계용역 추진, 
NIBRT 컨설팅 계약 추진, 

∙ (4분기) 인력양성센터 공사 착공, 
시범교육 실시(120명 목표)

③ 주도적 역량개발 지원

 - 한국형 캐글 기반 마련

산업부

산학프로젝트 챌린지
∙ (1분기) 현황조사
∙ (2~3분기) 계획수립 및 예선·본선 실시
∙ (4분기) 성과대회 개최 및 홍보

중기부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 (1~2분기) 문제 상시 점수 및 

우수 문제 선별
 * 대기업, 선배벤처, 글로벌 기업 등이 문제 제안 
∙ (3~4분기) 트랙별 대회 개최
 * 1탄(디지털 드림9), 2탄(인공지능 챔피언십)

(3) 학교운영의 자율성·다양성 존중
④ 산업요구에 대응한 실질적 정원 조정

 - 대학 간 공동학과를 통한 정원 조정 교육부
∙ (1분기) ｢첨단(신기술)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일부개정 완료(’21.3.19.)

 - 대학원 정원증원 비율 기준 개선 교육부 ∙ (4분기)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 26 -

분 야 과 제 명 소관 추진일정(분기별)
⑤ 유연한 대학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 계약학과 권역 제한 완화 교육부
∙ (2분기) 산학협력법 시행령 및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 개정 추진

 - 계약학과 이동수업 기준 완화 교육부

∙ (2분기) 계약학과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신청서 양식 변경

∙ (3∙4분기) 이동수업장에서의 수업 
운영 비중 허용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⑥ 우수 교원 유입을 위한 장벽 완화
 - 외국대학 교원 겸직 허용 교육부 ∙ (~4분기) 법률 개정 지원

 산학
협력 환경

개선

(1) 산학 간 소통·교류 촉진
⑦ 산학 간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교류 활성화

 - 산학 간 네트워크 강화 교육부 등
∙ (2분기) LINC+ 연차평가 실시
∙ (3~4분기) 우수사례 발굴 및 

산학협력EXPO 등 성과 확산

 - 산업교육센터 지정·운영 교육부

∙ (2분기) 전문가 및 협력기관 풀 구성
∙ (3분기) 분야별 정보 공유
∙ (4분기) 분야별 정보 공유, 

혁신공유대학 교육과정 컨설팅
⑧ 효율적 인재양성을 위한 기업-인재 간 상호 정보 공유 확대

 - 정보 플랫폼 간 연계 강화 고용부, 중기부 등

∙ (2분기) HRD-Net 중앙부처 
훈련사업 통합·연계 구축

∙ (3분기) 타 플랫폼 연계 등 
HRD-Net 기본계획 작성

∙ (4분기) 온라인 직업훈련 
상담·진단 고도화와 함께 일자리 
매칭 강화

∙ (’22년) 타 부처 정보 플랫폼과 연계

 - 산학 협업 채용설명회 운영 산업부 등
∙ (2분기) 채용설명회 계획 수립
∙ (3~4분기) 채용설명회 운영 

⑨ 기술 공급과 수요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보망 구축

 - 기술거래 종합 정보망 구축

중기부 ∙ (2분기) 기술거래 정보망 운영

과기정통부

∙ (2분기) 데이터(공공기술, 특허, 
연구과제정보 등) 연계체계 고도화

∙ (3분기) 타 부처 공공기술정보 연계
∙ (4분기) 수요자(기업) 중심의 AI 

기반 검색서비스 개발
∙ (’22년) 통합 공공기술 검색 

시스템 구축

(2) 산학협력 동참 여건 조성
◯10 교수 특화 분야를 반영한 업적평가 실시

 - 교원평가 다양화 교육부

∙ (2분기)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추진방향(안) 
발표

∙ (3~4분기) 현장 의견수렴 및 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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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과 제 명 소관 추진일정(분기별)
◯11 산업체의 산학협력 참여 인센티브 강화

 - 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용 확대 교육부
∙ (2분기) 마일리지 적립대상 활동을 

확대하고 적립된 마일리지 활용영역을 
확대하여 기업의 참여유인 제고

(3) 대학의 창업지원역량 강화
◯12 기술 기반 창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강화

 - 대학 내부규정 정비 유도 교육부
∙ (4분기) BRIDGE+,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 평가지표 반영  

 - 창업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부

∙ (2분기) 가이드라인 집필진 구성 
및 개정작업 착수 

∙ (3분기) 대학 등 의견수렴 
∙ (4분기) 개정 및 배포 

◯13 창업자금 지원 경로 확보와 전문인력 지원

 - 기술지주회사 현물 출자 부담 완화 교육부
∙ (2분기) 정책연구 및 현장 의견수렴 
∙ (3분기) 산학협력법 개정 추진
∙ (4분기) 산학협력법 개정 완료

 - 기술사업화 전문인재 양성 과기정통부

∙ (2분기) 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 1차 선발‧교육

∙ (3분기) 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 2차 선발‧교육

∙ (4분기) 우수활동 사례 공유, 
후속취업 연계 지원

 효율적 
사업추진
체제 구축

(1) 복잡한 사업규정 단순화
◯14 NCS 개발·적용 상 현장 편의성 제고

 - NCS 개발·개선 기간 단축 고용부
· (2~3분기) NCS 개발·개선기관 선정 

및 개발·개선사업 실시
· (4분기) 자격정책심의회 심의 및 고시

(2) 교육·훈련 기관 간 협력 강화
◯15 산학연계 공동연구 활성화

 - 산학연계 R&D 지원 

교육부
· (계속) 대학과 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 R&D 지원

과기정통부

혁신성장선도 고급연구인재 
성장지원(KIURI)
· (2분기) ‘21년도 신규 연구단 선정 

및 사업 착수

중기부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 양성사업
· (1~4분기) 산학공동프로젝트 운영
 * 대학-컨소시엄 10개

◯16 산학 간 공간적 거리 축소

 - 산학 간 공간 입주 활성화 교육부, 산업부 등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
∙ (2분기) 연차평가
∙ (3분기) 현장컨설팅 
∙ (4분기) 성과공유·확산

◯17 인재양성 공유 체계 구축

 - 대학 간 자원 공동 활용 활성화 교육부 등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 (2분기) 참여대학 선정, 부처별 

연계‧협력 방안 협의, 신기술 분야 
협의체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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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과 제 명 소관 추진일정(분기별)
∙ (3분기) 신기술 분야 협의체 운영, 

교육과정 공동 개발·운영
∙ (4분기) 신기술 분야 협의체 운영, 

교육과정 공동 개발·운영, 성과 
발굴 및 공유·확산

(3) 사업관리 체계 개선
◯18 인재양성 거버넌스 체계 정비

 -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내실화 교육부 등

∙ (2~3분기) 「빅3+인공지능」 분야 
신규 인재양성사업 검토

∙ (4분기) 「빅3+인공지능」 과제별 
추진실적 점검

◯19 사업 질 관리 강화

 - 사업 점검체계 구축

교육부·고용부 등
인재정보-취업정보 간 연계
∙ (2~4분기) 점검·분석 시스템 구축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개정
∙ (4분기) 표준산업분류 개정 착수 

및 개정주기 단축
◯20 인력양성사업 통합관리 체제 구축
 - 부처 사업과 대학 제도 간 연계 강화

교육부 등
∙ (4분기) 부처 협업 인재양성사업 

기본계획(안) 마련 - 부처 협업 인재양성사업 틀 마련

 분야별
지원사업
확대·재편

(1) 미래자동차
◯21 충전시설 전문인재 양성 추진

 - 인프라 전문인재 양성 환경부

인프라 구축·운영·관리 전문인재 양성
∙ (1분기) 교육 수요 조사
∙ (1～2분기) 교육과정 개발
∙ (3～4분기) 교육과정 운영
환경인증평가 전문가 교육
∙ (1～3분기) VR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정 개발
∙ (4분기) 교육과정 시범운영

◯22 재직자 전환교육 추진

 - 친환경차 기능교육 산업부
∙ (2분기) 교육과정 기획 및 개발
∙ (3분기) 교육과정 운영 및 성과평가
∙ (4분기)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직무전환 교육 산업부
∙ (2분기) 전문가/현장의견 수렴
∙ (3분기) 과제 내용 및 예산 기획
∙ (4분기) 예산확정 및 시행준비

◯23 융합형 기술 전문교육 실시

 - 미래차 컨소시엄 훈련 지원 고용부

· (1분기) 연간 훈련계획 확정, 
인프라 지원금 지급 및 훈련실시

· (2분기) 전년도 성과평가
· (3분기) 공동훈련센터 컨설팅 및 설명회  
· (4분기) 차년도 사업계획서 심사 

 -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 중기부
∙ (1분기) 중소기업 계약학과 

봄학기 신입생 모집 및 학과운영
∙ (2~4분기)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

 - 미래차(스마트카) R&D 전문인력 양성 산업부
∙ (2분기) 과제기획보고서 도출
∙ (3분기) 상세 사업운영 검토
∙ (4분기) 예산확정 및 시행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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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과 제 명 소관 추진일정(분기별)

(2) 바이오헬스
◯24 규제전문가 양성 추진

 - 식의약 규제과학 인재 양성 식약처

· (1분기) 규제과학 인재양성 사업 
공고 및 수행기관 선정

· (2분기) 선정 기관 협약체결
· (3분기) 석박사 과정 운영
· (4분기) 교육운영 중간점검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 인력 양성 식약처

· (2분기) 교육대상별 연간 교육 
계획 및 강사진 섭외 

· (3분기) 교육홍보 및 자료 제작
· (4분기) 교육실시 및 수강자 

만족도 조사
◯25 全단계 교육 추진

 - 바이오공정 인력양성(한국형 NIBRT)

산업부

∙ (2분기) 인력양성센터 건축 기본·
실시설계용역 착수

∙ (3분기) 기본·실시설계용역 추진
∙ (4분기) 인력양성센터 공사 착공

복지부
∙ (2분기) 부처 공동추진위 구성안 논의
∙ (3분기) NIBRT 컨설팅 계약 추진
∙ (4분기) 시범교육 실시(120명 목표)

 - 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복지부

∙ (2분기) 교육과정 기획 및 홍보
∙ (3분기) 온, 오프라인 교육 개시
∙ (4분기) 교육 지속 및 차년도 

교육사업 계획 수립 추진
◯26 첨단 분야 융합교육 실시

 - 제약 산업 특성화대학원 운영 복지부

· (2분기) 1학기 교육과정 진행 및 
교육과정 협의체 운영

· (3분기) 사업 중간점검, 2학기 
교육과정 진행

· (4분기) 사업 연차평가 및 
결과보고

 - 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 운영 복지부

· (2분기) 1학기 교육과정 진행 및 
교육과정 협의체 운영

· (3분기) 사업 중간점검, 2학기 
교육과정 진행

· (4분기) 사업 연차평가 및 
결과보고

 -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지원 과기정통부·복지부
· (1~4분기) 8개 거점 병원을 통한 의사-
  과학자 공동연구 지속 지원(2단계, ’21~‘22)
· (4분기) 연차점검

 - 바이오융복합 기술 전문인력 양성 산업부

∙ (2분기) 인재양성 대학 선정 및 
협약체결, 교육과정 개발, 운영 준비

∙ (3분기) 학생 선발, 교육과정 운영
∙ (4분기) 교육과정 운영, 개선사항 발굴

(3) 시스템반도체
◯27 설계 분야 전문교육 실시

 -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설계인재 양성 산업부

∙ (1~2분기) ‘21년도 사업계획 수립, 
신규 학생선발 및 교육과정 운영

∙ (3~4분기) 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성과 발굴‧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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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과 제 명 소관 추진일정(분기별)

◯28 산학협력 기반 융합교육 확대

 - 차세대 전력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산업부

∙ (1~2분기) ‘21년도 사업계획 수립, 
신규 학생선발 및 교육과정 운영

∙ (3~4분기) 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성과 발굴‧확산

 - AI반도체 대학ICT연구센터 육성 과기정통부
· (2분기) ‘21년 1개 센터 신규과제 공고
· (3~4분기) 과제 선정 및 사업 추진

 - 시스템반도체융합전문인력 양성 과기정통부
· (2분기) ’21년 신규 센터 선정
· (3분기) ’21년 신규 센터 운영

◯29 인프라 활용 실습교육 제공

 - 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운영 고용부
· (2분기) 반도체캠퍼스 훈련 실시
· (3분기) 반도체캠퍼스 훈련 실시
· (4분기) 수료 및 취업지원 

 - 채용연계형 계약학과 운영 산업부
∙ (1분기) 학생선발
∙ (2~4분기) 교육과정 운영

(4) 인공지능
◯30 AI 전문교육·고난도 연구 지원

 - AI 핵심인재 양성 과기정통부

∙ (2분기) ‘21년 신규 AI대학원 선정
∙ (3분기) ’21년 신규 AI대학원 개원
∙ (4분기) ‘21년도 AI대학원 글로벌 

심포지엄 개최

 - SW 전문인재 양성
   (SW중심대학, SW스타랩, 
   이노베이션아카데미)

과기정통부

∙ (2분기) SW중심대학 및 
SW스타랩 ‘21년 신규선정, 
이노베이션아카데미 4기 본과정 선발

∙ (4분기) SW인재페스티벌 개최, 
이노베이션아카데미 5기 본과정 선발

◯31 산업 간 융합교육 실시

 - 산업전문인력 AI 역량 강화 과기정통부

∙ (1분기) 신규과제 사업 공고
∙ (2분기) 사업자 선정 및 교육 과정 

설계 및 운영
∙ (3분기) 교육과정 운영 및 점검
∙ (4분기) 교육 결과 점검

 - AI 융합인력 양성 산업부
∙ (2분기) 교육운영기관 선발 및 협약체결
∙ (3~4분기) 교육과정 운영 및 성과점검

◯32 디지털 신기술 실무 훈련 제공

 - K-Digital Training 운영 고용부

∙ (2분기) 훈련과정 선정계획 공고·
  선발(2차) 및 해커톤 대회 개최(6월)
∙ (3분기) 훈련과정 품질 관리 지속 

및 정책 홍보 강화
∙ (4분기) 훈련 성과평가 실시 및 

훈련과정 선정계획 공고·선발(3차)

 - 청년 구직자 대상 실무인재 양성 과기정통부
∙ (1분기) 교육기관 선정, 교육생 선발
∙ (2~3분기) 과정별 6개월 교육운영
∙ (4분기) 수료생 취업연계



- 31 -

붙임3 「빅3+인공지능」분야 연도별 인재양성 규모(안) 

         (단위: 명, 인재양성규모 도출 가능한 분야별 사업 중심 구성 / (新) : 21년 신규)

4대 분야 ’17 ’18 ’19 ’20 ’21 ’22 총계

1. 미래차

미래형자동차 R&D 전문인력양성(산업부, ‘17~’21) 57 158 201 239 183 - 838
(新)친환경자동차 부품개발 전문인력양성(산업부) - - - - 25 58 83
(新)미래형 자동차 현장인력양성사업(산업부) - - - - 600 920 1,520
(新)미래차 분야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중기부) - - - - 40 80 120

미래차 환경인증평가 전문가 교육(환경부, ‘22 신규) - - - - - 20 20

미래차 충전인프라 구축운영 전문인력 양성(환경부, ‘22 신규) - - - - - 50 50

소계 57 158 201 239 848 1,128 2,631

2. 바이오헬스
(新)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사업/보건의료인재양성지원사업
(혁신형의사과학자공동연구)(과기부,복지부)

- - 60 61 80 80 281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생태계조성촉진사업
(디지털헬스케어생태계구축지원)(산업부)

- - 202 249 150 150 751

바이오의약·화학분야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산업부) 55 60 60 60 75 75 385
(新)바이오융복합기술전문인력양성(R&D)(산업부) - - - - 23 52 75

바이오의약품 공정․개발 전문인력 양성
(한국형 NIBRT 프로그램)(산업부·복지부)

- - - - 240 300 540

제약산업 육성·지원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지원)(복지부)

193 184 245 245 180 180 1,227

제약산업 육성·지원
(임상시험전문인력육성지원)(복지부)

- - - - 1,600 2,100 3,700

제약산업 육성·지원
(AI활용 신약개발 교육 및 홍보 지원)(복지부) 

- - 62 213 250 250 775

제약산업 육성·지원
(바이오의약품 전문인력양성 지원)(복지부)

- - 120 214 220 230 784

의료기기산업경쟁력강화
(의료기기산업전문인력양성)(복지부)

100 137 180 203 180 180 980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복지부) - - 30 110 160 195 495

보건의료인재양성지원사업
(바이오메디컬글로벌인재양성)(복지부)

- - 76 91 131 130 428

보건의료인재양성지원사업
(정밀의료전문인력양성사업)(복지부)

- 178 329 610 610 610 2,337

보건의료인재양성지원사업
(세계선도의생명과학자육성)(복지부)

- - - 4 5 - 9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고용부) 213 209 211 212 211 180 1,236

식의약 규제과학 인재 양성(식약처) - - - - 80 190 270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 인력 양성(식약처) - - - - 100 150 250

소계 561 768 1,575 2,272 4,295 5,052 1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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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분야 ’17 ’18 ’19 ’20 ’21 ’22 총계

3. 시스템반도체

시스템반도체융합전문인력육성(과기부) - - - - - 60 60

차세대 전력반도체소자 제조 전문인력양성(산업부) - - - 106 80 98 284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설계 전문인력양성(산업부) - - - - 90 225 315

반도체인프라구축지원사업(산업부) - - 2,812 3,401 - - 6,213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술인력 양성(산업부) - - 69 133 125 179 506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산업부) - - - - - - -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고용부) - - - 495 431 475 1,401

소계 - - 2,881 4,135 726 1,037 8,779

4. 인공지능

산업전문인력 AI역량강화(과기부) - - - 2,179 2,400 5,600 10,179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R&D)
(인공지능핵심인재양성)(과기부)

- - 60 270 370 410 1,110

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과기부)(‘22년 종료사업) - - - - - - -

산업인공지능 전문인력양성(산업부) - - 28 81 115 153 377

(新)AI로봇기반인간기계협업기술전문인력양성(산업부) - - - - 25 50 75

AI융합형 산업현장기술인력 혁신역량강화(산업부) - - - - 1,250 2,500 3,750

산업 디지털전환 확산 지원체계 구축(산업부) - - - - 500 500 1,000

소계 - - 88 2,530 4,660 9,213 16,491

총계 618 926 4,745 9,176 10,529 16,430 4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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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빅3+인공지능」분야 연도별 인재양성 사업 예산 규모(안) 

(단위: 백만원 / ‘17~’20 결산액, ‘21년 예산액, ’22년 정부안 기준)

4대 분야 ’17 ’18 ’19 ’20 ’21 ’22 총계

1. 미래차

미래형자동차 R&D 전문인력양성(산업부, ‘17~’21) 1,500 4,300 7,010 6,055 6,055 - 24,920
(新)친환경자동차 부품개발 전문인력양성(산업부) - - - - 1,660 2,160 3,820
(新)미래형 자동차 현장인력양성사업(산업부) - - - - 1,368 1,734 3,102
(新)미래차 분야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중기부) - - - - 510 1,020 1,530

미래차 환경인증평가 전문가 교육(환경부, ‘22 신규) - - - - - 1,400 1,400

미래차 충전인프라 구축운영 전문인력 양성(환경부, ‘22 신규) - - - - - 560 560

소계 1,500 4,300 7,010 6,055 9,593 6,874 35,332

2. 바이오헬스
(新)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사업/보건의료인재양성지원사업
(혁신형의사과학자공동연구)(과기부,복지부)

- - 1,875 3,750 3,750 3,750 13,125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생태계조성촉진사업
(디지털헬스케어생태계구축지원)(산업부)

- - 200 200 200 200 800

바이오의약·화학분야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산업부) 400 400 400 400 630 630 2,860

(新)바이오융복합기술전문인력양성(R&D)(산업부) - - - - 1,495 1,870 3,365

바이오공정 인력양성
(한국형 NIBRT 프로그램)(산업부·복지부)

- - - 640 3,000 3,700 7,340

제약산업 육성·지원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지원)(복지부)

1,500 1,502 1,502 1,502 1,500 1,500 9,006

제약산업 육성·지원
(임상시험전문인력육성지원)(복지부)

- - - 365 700 1,343 2,408

제약산업 육성·지원
(AI활용 신약개발 교육 및 홍보 지원)(복지부) 

- - 160 1,272 1,034 1,034 3,500

제약산업 육성·지원
(바이오의약품 전문인력양성 지원)(복지부)

- - 2,072 2,072 2,072 2,072 8,288

의료기기산업경쟁력강화
(의료기기산업전문인력양성)(복지부)

1,000 1,000 1,000 1,500 1,500 1,500 7,500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복지부) - - 4,963 3,710 5,910 9,009 23,592

보건의료인재양성지원사업
(바이오메디컬글로벌인재양성)(복지부)

- - 5,800 11,895 9,125 9,113 35,933

보건의료인재양성지원사업
(정밀의료전문인력양성사업)(복지부)

- 1,000 1,192 1,083 2,800 2,800 8,875

보건의료인재양성지원사업
(세계선도의생명과학자육성)(복지부)

- - - 2,903 4,070 - 6,973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고용부) 945 923 826 626 678 678 4,676

식의약 규제과학 인재 양성(식약처) - - - - 3,100 5,000 8,100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 인력 양성(식약처) - - - - 270 270 540

소계 3,845 4,825 19,990 31,918 41,834 44,469 146,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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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반도체

시스템반도체융합전문인력육성(과기부) - - - 3,600 7,200 8,600 19,400

차세대 전력반도체소자 제조 전문인력양성(산업부) - - - 2,400 2,400 3,600 8,400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설계 전문인력양성(산업부) - - - - 5,940 8,910 14,850

반도체인프라구축지원사업(산업부) - - 10,000 10,000 10,000 - 30,000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술인력 양성(산업부) - - 2,400 2,400 4,000 6,000 14,800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산업부)(정부지원사업 아님) - - - - - - -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고용부) - - - 920 844 844 2,608

소계 - - 12,400 19,320 30,384 27,954 90,058

4. 인공지능

산업전문인력 AI역량강화(과기부) - - - 3,600 7,200 17,960 28,760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R&D)
(인공지능핵심인재양성)(과기부)

- - 5,000 13,000 18,000 20,000 56,000

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과기부)(‘22년 종료사업) - - - - - - -

산업인공지능 전문인력양성(산업부) - - 1,440 2,440 4,440 5,550 13,870

(新)AI로봇기반인간기계협업기술전문인력양성(산업부) - - - - 1,660 1,660 3,320

AI융합형 산업현장기술인력 혁신역량강화(산업부) - - - - 5,000 9,000 14,000

산업 디지털전환 확산 지원체계 구축(산업부) - - - - 1,500 1,500 3,000

소계 - - 6,440 19,040 37,800 55,670 118,950

총계 5,345 9,125 45,840 76,333 119,611 134,967 39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