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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고숙련 전문기술인력 양성 필요

◦ 전체 산업과 고용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인재양성 절실

* 중소기업의 미충원율은 12.3%로 대기업(5.1%)의 2.4배(’18. 노동부)

◦ 특히, 중소기업의 채용수요와 졸업생의 입직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을 산업수요에 맞추어 혁신 필요

* 전문대 졸업자의 61.8%가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17. KEDI)

< 중소기업 채용 수요 관련 설문조사 결과(‘18.4, 중소기업진흥공단) >

⦁ (채용 희망 학력) 전문대 졸(45.7%) > 고졸 이하(25.2%) > 대졸(20.8%) 

⦁ (채용 시 고려사항) 기술 및 관련 경력 보유 등 업무 능력(53.1%) > 인성(36.7%)

- 기술 및 관련 경력 등 현장성을 보유한 인력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 분야의 인력의 수요 대비 공급 부족

※ 중소기업 인력확보 주요 애로원인 : 직무능력 갖춘 자가 없음(39.7%),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실태조사, ’18.12.)

□ 후진학자 및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 수요 증가에 대응

◦ 취업난에 따른 일반대학 졸업자(유턴입학자), 고졸 취업자 등의 전문
대학 진학수요* 지속 증가

* 유턴입학자 현황(정원외 전형기준) : (’15)1,379명 → (’17)1,453명 → (’19)1,525명

◦ 급격한 기술 변화와 고령화 사회에 따라 성인의 직업 재교육,
이 전직 교육 등 고등직업교육 수요 확대 추세*

* 만25세 이상 재적학생 수(비율) : (’16) 64,444명(9.3%)→ (’18) 68,621명(10.4%)

-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개개인의 생산성 제고가 시급*한
상황으로, 대상자별 생애단계별 직업교육 활성화 필요

* 국가성인역량조사(PIAAC, OECD Skills Outlook 2013)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역량 수준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급격히 퇴화하며, 20대 초반부터 하강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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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교육체계 내에서 전문대학의 역할과 위상 재정립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교육기관 간 경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고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의 차별성 약화

- 전문대학 도입(‘79) 이후 산업현장에 바로 활용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여 왔으나, 환경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역할 모색 미흡

* 현 입학정원 수준 유지 시 ’24년에 12.4만명의 입학생 부족 예상

※ 전문대 입학정원 감축현황 :

(’09)231,707명 → (’15)182,924명 → (’18)167,464명→ (’19)165,892명

◦ 그간 중등직업교육 강화와 고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온 반면, 이와 연계한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정책 방향 제시

및 지원은 다소 미흡한 상황으로 정책 사각지대 해소 필요

-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과정 혁신을 통해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체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요구

2  추진경과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전문대학의 질 제고” 선정 : ’17.5.

※ [국정과제 52-4 전문대학의 질 제고]

우수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전문대학 지원 확대 방안 마련

◦ 관계부처 합동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 발표 : ’18.7.

◦ 교육부-한국전문대교협 공동 TF 구성 운영 : ’19.1.

◦ 전문대학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TF 구성 운영 : ’19.5.

◦ TF, 한국전문대교협 및 대학 관계자 의견수렴 : ’19.8.～9.

◦ ‘교육부-한국전문대교협’ 공동TF 논의 : ’19.9.27.

◦ 관계부처 협의 : ’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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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전문대학의 현 주소 및 정책방향  

□ 산업계-대학 및 관계부처 간 직업교육 연계 부족

◦ 산업별 인재 기술 수요와 교육과정 간 공유 연계체제 미흡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인력 수급 과잉 부족 등 유발

◦ 현장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임용 연수 부족 및 신산업 분야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수 학습방법 혁신 미흡

※ 산업체 경력 3년 미만 전임교원 비율 41.9%, 전공연수 참여 비율 0.4%(’18, KEDI)

◦ 설립 목적과 교육과정이 다른 폴리텍과 전문대의 기능이 일부

중복*되고 있으며 기관 간 연계 미흡

* 두 기관 모두 학위(전문학사 또는 산업학사) 또는 비학위 직업교육 제공

- 또한, 폴리텍은 신설 추진 중인 반면, 전문대학은 감소 추세로
국가차원의 고등교육정책 기조 불일치

※ 폴리텍 캠퍼스 : (’11) 34교 → (’19) 34교(’21년 경북 영천 개교 추진),

전문대 : (’11) 147교 → (’19) 137교(△10교, 농수산대 포함)

⇒ 산업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을 혁신

하고 관계부처 협업, 산업계 연계 강화 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전체 교육기관 중 최저 수준의 정부 재정지원

◦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는 세계적 추세*이나, 전문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전체 교육기관 중 가장 낮은 수준

* 국공립 정부의존형(재정 50% 이상 또는 교수급여 지원) 전문대학 재학생 비율 :
독일 영국 중국(이상 100%), 스페인(93%), 미국(90%), 프랑스(79%), 한국(2%)

< OECD 평균 대비 학교급별 1인당 공교육비 현황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일반대학

OECD 평균 8,631 9,941 10,196 11,022 16,518

한 국
(OECD 평균대비 비율)

11,047
(128.0%)

11,025
(110.9%)

13,247
(129.9%)

5,817
(52.8%)

11,310
(68.5%)

※ (단위) PPP US $ / (자료) Education at a Glance 2018,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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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로 실험 실습비 등의
투자는 감소하고 있어 교육의 질 개선이 어려운 상황

※ 등록금 수입 중 인건비 비율 증가 : (’13) 57.2%→ (’17) 63.9%

※ 전문대학 실습 기자재 구입비 감소 : (’13) 724억원→ (’17) 438억원(△39.5%)

※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19) : (전문대) 32.02명, (일반대) 23.78명

 

⇒ 미래 직업수요에 적합한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직업교육
혁신이 필수적이므로 국가 재정지원 확대 필요

□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직업교육체계 구축 미흡

◦ 수업연한 제한(2~3년)과 경직된 학사운영 등으로 인구구조 변화 및

신산업 수요에 탄력적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 발생

◦ 직업계고-전문대학 간 교육과정 연계 미흡으로 비효율 발생 및

고숙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장기적 체계적 직업교육체제 구축 한계

◦ 증가하는 성인학습자의 직업교육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성인 친화적 직업교육체계 구축 미흡

※ 학령인구는 급감하는 반면, 베이비부머 세대(약 700만명)의 은퇴는 본격화

< 전문대학의 시대적 역할 변화 >

[ 출처 :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에 따른 특성화사업 설계 정책연구(2017년) ]

⇒ 직업계고-전문대학 간 연계를 강화하고, 성인학습자의 직업교육

수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직업교육체계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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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비전 및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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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추진과제

1  고등직업교육의 질 제고

  과제목표  미래 신산업 수요에 적합한 전문기술인재 양성

 v 미래산업 대응 인력양성을 위해 직업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 혁신

 v 중등–고등단계 직업교육 연계 강화로 연속성 있는 직업교육트랙 구축

1  미래 신직업 수요 대비 교육과정 혁신

□ 산업·현장중심으로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 혁신

◦ (산업체 참여 필수) 신 직업수요 및 융복합 등 미래사회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산업체 참여 현장중심 교육과정개발 추진

- 전공 직업기초능력 교과 간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독립/융합교과)

하고 급격한 직업세계 변화를 대비한 평생진로개발역량 함양 지원

◦ (유연한 학사제도) 학습자의 개방성 접근성 확대를 위해 융합

전공제, 유연 학기제(다학기제, 집중이수제, 계절학기제), 산업체 경력과

연계한 학습경험인정제 등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 확대

- 정규과정 교과와 함께 비정규과정 학습경험, 융합교과, 직업경험,

타 교육기관 학습경험 등을 평가를 통해 학점 인정(학칙 등 반영)

◦ (대학 자원공유) 직업교육 질 제고를 위해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구입한 교육 기자재* 등에 대해서는 대학 간 공동사용 활성화

* 3,000만원 이상 실험실습 등 필요 기계 기구 등에 대해서는 한국연구재단
에서 관리 중으로 대학 간 MOU 등을 통해 공동사용 추진

◦ (K-MOOC 확대) 대학 간 MOU를 통해 K-MOOC강좌를 공동 개발

운영하고 대학 간 상호학점인정 및 온·오프라인 융합수업 확대

※ K-MOOC전문대참여현황: 6개교(강원도립대, 유한대, 원광보건대, 인하공전, 장안대, 한양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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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교육 질 제고를 위한 교원 역량 강화

◦ (교수-학습방법 연수) 학습자의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이론-

실습 통합 및 참여중심의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도입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

- 블렌디드 러닝, 거꾸로 학습, 마이크로러닝, 문제중심학습 등 새로운

교육방법을 통한 학습효과 제고

< 학습자 중심 교육방법 >

⦁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 시․공간, 학습 규모, 방법, 테크놀로지 등

다양한 환경 및 기술을 혼합하는 교육방식

⦁ 거꾸로 학습(Flipped Learning) : 온라인으로 선행학습을 한 후, 오프라인 강의로

교수와 토론을 진행

⦁ 마이크로러닝(Micro-Learning) : 모바일을 활용, 언제 어디서나 핵심내용을 담은 짧은
분량의 콘텐츠를 학습하는 방식, 학습자 맞춤형 커리큘럼 제공으로 빠른학습 가능

⦁ 문제중심학습(Problem Based Learning) : 실제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학습자중심의 교육방법으로 사고전략과 영역지식을 동시에 습득

- 전문대학 교원연수과정에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연수강좌 신규 개설 추진(한국전문대교협 협조)

◦ (실무역량 강화)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주기적(예 : 교원

임용 5년) 전공연수 산업체 연수 등 재교육 연수(방학 등 활용) 및

일정기간 산업체 경력이 있는 현장전문가의 교원 임용 확대

※ 전임교원 중 산업체 경력 3년미만 비율은 41.9% 수준이며, 전공연수 미
참여 비율은 99.6% 수준(KEDI, ’18)

- 한국전문대교협의 교원 연수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전공 산업

분야별 직무연수 산업체 선정, 연수희망교원 매칭 등 연수 지원

※ ○○대 교원연수 사례 : 학과(계열)별 교원을 대상으로 매 학기 방학마다
순차적으로 산업체에서 1주～3주 동안 현장 연수 실시

※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집행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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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등-고등단계 직업교육 연계 강화

□ 고교-전문대 연계 강화

◦ 일반고 및 직업계고 등 학생들의 수준 흥미에 적합한 맞춤형
직업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중등-고등 직업교육 연계 체제 강화

- 일반고 학생의 직업교육 수요는 증가 추세로 일반고-전문대 위탁
과정* 확대 추진
* (’19) 5개 시 도, 17개 전문대(43과정), 학생 900여명(일반고 2 3학년) 참여

- 출신고 유형별 맞춤형 수업 및 특성화고 -전문대 연계수업 등
다양한 형태 직업교육 운영 권장

※ 전문대 입학생 출신고(’19) : 일반고(65%)특성화고(21%)마이스터고(1%)기타(13%)

< 특성화고-전문대 간 연계 사례 >

⦁ P-TECH (Pathways in Technical Education oriented Convergent High-Technology) : 
산업체와 연계하여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수료자 대상, 전문대 교육과정을 추가
이수토록 하여 융합형・최신기술 습득지원(고용부)

⦁ 중소기업기술사관 : 특성화고, 전문대, 협약기업간의 협약을 통하여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숙련인력 양성 지원(중기부)

□ 직업계고-전문대 AI 계약학과 도입

◦ 4차 산업혁명시대 필요역량을 갖춘 뉴칼라* 인재양성을 위한 민간
산업체 주도 직업교육 혁신모델로 AI융합 실무인재 양성체제 구축
* 뉴칼라(New Collar) : 4차 산업혁명에 필요로 하는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노동자 외 사이버보안,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및 인지 비즈니스 전문가

◦ 고교와 전문대학 교육과정을 통합,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통해
AI관련 중급기술인력(middle skill) 양성 및 채용ㆍ전문학사 취득연계
※ ’22년 5개교(권역별 1개교) 시범운영 → 단계적 확대 추진

< 고교-전문대 연계 AI인력양성 계약학과 교육모델(고교3+전문대2) >
⦁(직업계고 졸업) : 고교 때부터 대상자 발굴 및 AI 관련 전문 교과과정 운영
⦁(전문대 1학년) 기업 맞춤식 AI 전문 교과과정 심화과정 운영
⦁(전문대 2학년) 현장실무 교육(대학・기업 공동 설계) + AI 및 전문교과과정 응용ㆍ심화교육

- 국립공고 AI 특화교육을 받은 졸업생이 전문대에서 숙련도를 높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AI 중소기업 계약학과 개설
※ 국립공고(구미 전북 부산) 졸업생 대상 전문교육(2년) ⟶ 중소기업 의무근무



- 10 -

2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기능 강화

과제목표  지역 성인학습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경력 재설계 준비 지원

 v 성인학습자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학사제도 규제 혁신

 v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고등직업교육 모델 도입 검토

1  직업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 전공심화과정 입학정원 상한 기준 완화

◦ (현황)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 총 학생 수는 해당연도 입학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 수요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입학

정원 감소로 전공심화과정 입학정원 연동 감소

* (’08년, 도입) 65교 2,915명 → (’19년) 105교 14,080명(11,165명, 383% 증)

◦ (개선) 미래 직업수요 대응을 위한 성인학습자의 취업역량 제고

및 전공심화과정 수요증가를 반영, 기준 완화 또는 폐지 검토

□ 전공심화과정 입학자격 조건 개선

◦ (현황) 동일계열 졸업 후 산업체 재직자 또는 관련학과(유사학과

포함) 전공자만이 입학 가능(‘19기준 정원 : 105개교 16,506명)

※ (예) 미용학과 졸업자가 미용실 경영을 하면서 경영과 전공심화과정 입학을
희망하지만 현 법령 규정 상 입학 불가

◦ (개선)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2개 이상 학과를 연합한 융합

학과 설치를 지원하고 있고 성인학습자의 계속교육 수요에 부응

- ’동일계열’, ‘관련학과’ 졸업여부에 관계없이 전공심화과정 입학

가능하도록 개선 검토

- 다만, 타 계열 전공자가 입학할 경우 전공이수 인정범위에 따라

일부전공과목 이수 필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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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시설을 활용한 단기 직업교육 허용

◦ (현황) 전문대 상당수가 교외에 위치, 학습자의 접근성이 낮은 상황

※ (예) ○○대학은 ‘군산 지역 재직자 실직자 등 재취업 교육’을 통해 군산
지역 고용 확대를 지원 예정이나 ○○대학(전주)에서만 학습 가능

◦ (개선) ‘후진학 선도전문대학’의 단기 비학위 직업교육과정에 한해

외부시설 활용 허용(’20년 시범운영 후 확대 적용 검토)

- 지자체 등 공공기관, 위탁 요청 산업체 시설(현장 실습시설), 거버

넌스 참여기관* 제공 시설 등을 활용하여 교육의 질 확보

* 후진학 선도전문대학사업 관련, 지역 직업교육거점센터 구축을 위해 구성된
거버넌스 참여 기관(지자체, 지역산업체, 지역사회단체 등 협약 체결기관)

□ 성인학습자 단기 직업교육과정 학점인정 추진

◦ (현황) 재직자, 이 전직자 등 대상* 단기 비학위과정 개설 확대 및

학점인정을 추진 중이나, 학점은행제의 경직성으로 활성화에 한계

*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소득층·장애인·경력단절여성·다문화·탈북자 등 포함

◦ (개선) 단기 비학위과정(후진학 선도대학 등)의 학점은행제 연계 강화

검토 및 대학 간 학점인정 교류협약으로 상호 학점인정 추진

- 각 대학 단기 비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제공 홈페이지 구축 추진
(한국전문대교협, 한국연구재단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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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델 ‘(가칭)마이스터대학’도입

□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육성을 위한‘(가칭)마이스터대학’도입

◦ 고숙련 실무형 전문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석사과정까지 가능한

고등직업교육모델로 ‘(가칭)마이스터대학 제도 도입 검토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을 졸업한 실무전문가의 체계적 성장*과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의 직무역량 향상 지원

＊ (예) 고졸 취업자가 전공심화과정을 통한 실무중심 학사 취득 후 학문중심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를 취득하는 대신 전문기술석사를 취득하도록 지원

- 편제정원 내*에서 일부 학과(계열) 또는 기관 전환을 통해 비학위

단기(수료과정), 전문학사, 학사, 석사과정(실무형 석사) 등 운영

＊ (예) 편제정원 900명(2년제 600명, 3년제 300명) → 마이스터대 100명,
전문대 800명(2년제 500명(△100), 3년제 300명) 등 편제정원 900명 유지

◦ 특성화 분야, 소재 부품 장비산업 및 미래 신산업 분야 등을 선정

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기술인재 집중육성

- 지역기반 인재양성을 위해 지역 주력사업과 연계한 우수한 현장

실무중심 고등직업교육기관 도입으로 지역 생태계 활력 제고

◦ 전문대(일반대 포함) 공모 신청을 통해 학과(분야) 적절성, 지자체 산업계

연계, 우수 교수진 확보, 교육과정 타당성 등 심사를 거쳐 전환

※ (추진일정) (’20) 정책연구→ (’21) 시범운영→ (’23 이후) 법령 등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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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마이스터대학」추진방안(안) >

❖ ❖ [신청대상] 전문대, 일반대 (일부학과(계열) 또는 기관 전환 신청)

  ◦ (1단계) 전문대 → (2단계) 전문대‧일반대

   ※ 기존 편제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 전환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심사 추진

❖❖ [분야] 지역주력산업, 국가기반산업, 미래성장산업 등

  ※ 지자체, 산업체, 유관기관 매칭펀드 조성

❖❖ [운영] 교육과정, 학사제도 등 운영에 대해 대학 자율성 확대

 ◦ (교원) 고도의 실무능력을 갖추고 기술전수가 가능한 현장전문가 60%이상으로 구성

 ◦ (학사) 학습경험인증제(RPL), 집중이수제, 원격연수 등 성인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 (입학‧선발) 현장실무 경력이 있는 성인학습자 우대

   - 관련 산업체 단체‧협의회의 선발기준 수립‧선발과정 참여

 ◦ (수업연한) 1년 이하(수료), 2년(전문학사), 3~4년(학사), 5~6년(전문기술석사-○○전공)

   - 학위 단계별 현장 및 학습과의 진출입 유연성 확대

    ※ ‘전문대 석사과정’, ‘일반대 전문학사과정’ 운영은 고등교육법 개정 후 시행 추진

 ◦ (교육과정) 전공분야 관련 산업체‧협회 등과 교육과정 공동 개발

   - NCS기반 교육과정 활용 및 자격제도와 연계하여 교육과정 개발

 ◦ (질 관리) 산업체‧협회 등 단체 등의 교육과정(프로그램) 평가 참여 의무화

❖❖ (운영예시 ①) 지역기반 전문기술인 육성(전통주(酒) 분야)

입학 경로

➯
1～2학년과정(1년수료)

➯
3～4학년 과정 미래의 진로

○○조리과학고졸업

→ A업체 취업

→ 전통주(酒)
마이스터대 입학

・한국전통주의 유형(교양)
・전통주 제조법 차이점 비교
・다양한 조주법 실습
・전통주 유형별 성분 분석

・술 산업 마케팅 과정
・술 산업 경영 및 판로개척
・기초회계학및재무제표분석
・장기 저장을 위한 실험연구

・지역 전통주 분야
주조기능장 취득
・마이스터대겸임교수출강

❖❖   (운영예시 ②) 특성화 분야 전문기술인 육성(디스플레이 분야)

입학 경로

➯
1～2학년 과정

➯
3～4학년 과정

➯
석사 과정 미래의 진로

○○공업고졸업

→ B업체 취업

→ 디스플레이
마이스터대 입학

・일반물리학/실험
・일반화학/실험
・PDP, LCD, 유기소재
・디스플레이공정등

・OLED, 반도체
・광전자공학, 전자기학
・디스플레이검사평가
・고체물리학 등

・디스플레이학
석사 과정*

이수(2년)

*전자물리학, 집적회로,
나노과학, 전자기학등

・디스플레이검사엔지니어
・마이스터대겸임교수출강
・기업 디스플레이 분야
R&D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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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사회 대응 직업교육 혁신기반 조성

과제목표  대학 교육혁신 지원 및 국가차원의 직업교육 지원체계 구축

v 전문대학 재정지원 확대로 대학의 자율혁신 및 경쟁력 강화 지원

v 부처 간 직업교육 연계체제 구축 및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1  재정지원 확대로 직업교육혁신 지원

□ 혁신지원사업 확대로 대학 혁신역량 강화

◦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지원 확대 및 국가

인력 수요를 고려한 전략적 지원 병행 추진

-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등 교육 전반의

혁신을 지원하고 성과평가 비중 상향으로 대학 책무성 제고

* (’18) 2,508억원 → (’19) 2,908억원(400억↑) → (’20) 3,908억원(1,000억↑)

- 일본수출규제 조치 대응을 위한 소재 부품 장비산업, 미래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 대학에 재정지원 확대

< 일본수출규제 극복 노력 사례 >

⦁(○○공전) 발열에 따른 저항변화 없는 탄소나노튜브를 한국전력공사와 공동

개발하여 출원 완료(’19) (※ 롬, TDK, 미스비시 등 일본기업이 관련 기술 보유)

⦁(△△이공대) 냉동 냉장 냉난방 고효율시스템을 한국가스공사, ㈜이수에어텍 공동
개발 (※ 일본기업 산요가 세계유일 냉난방 All-in-One 냉난방 공조시스템 기술 보유)

◦ 성인학습자의 후학습 지원강화 및 평생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단기 비학위과정 확대(‘19. 15교. 150억→’20. 25교. 250억)

◦ 재정지원사업 집행의 투명성․책무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①반기별 예산집행 현황공개(대학 연구재단 홈페이지), ②회계전문가를

통한 자체점검 결과 공개(연 1회), ③자체평가위원회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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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대학 산학협력 및 평생교육체제 지원

◦ (LINC+) 산업체로부터 요구받은 직무분야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고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여 해당 산업체 채용과 연계

- 전문대학의 융·복합적인 이론교육과 산업현장의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결합하여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위상 강화

공동선발 공동설계 공동 운영 취업 연계

⦁인재상 도출
⦁인재 선발

⇨ ⦁교육과정개발
⦁교재공동개발

⇨ ⦁ PBL, 현장실습
⦁ 산학교원 교육 참여

⇨ ⦁취업약정
⦁산업체 협력관계

- 4차 산업혁명 대비 전문기술인력 양성 협약반 추가(20개) 개설 추진

※ (’18) 787억원 → (’19) 938억원(151억↑) → (’20) 993억원(55억↑)

◦ (평생교육체제 지원) 성인학습자 친화적인 평생교육체제(학부형,

학과형)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추진(전문대, ’19~)

- 유연한 학사제도 도입 운영 및 성인학습자 수요기반 교육과정

개발 등 대학 체제를 평생학습체제로 전환

※ ’19년부터 사업기간을 4년(2년+2년)으로 개편하고 전문대학은 ’19년 7개교 참여

□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신설‧지원

◦ 우수 전문대 학생을 발굴 지원하여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고 포용국가 실현에 기여

※ 전문대학 우수장학금이 ’11년에 지원되어 시행 1년 만에 폐지되었으나,

명칭을 「전문기술인재 장학금」으로 변경하여 ’20년 예산 반영

- 전문대생 중 외국어, 자격증 취득, 경진대회 입상 등 종합적 취업

역량 개발 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학생(학기당 1,000명)

-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Ⅰ유형 300명과 등록금을 지원하는

Ⅱ유형 700명을 선정하여 지원(예산 총 71억원)

※ Ⅰ유형 : (등록금 295만원+생활비 200만원) × 학기당 300명 × 2학기 = 2,970백만원

Ⅱ유형 : 등록금 295만원 × 학기당 700명 × 2학기 = 4,13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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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율적 직업교육 지원체계 구축

□ 교육부와 산업부, 고용부, 중기부 등 부처 간 협업 강화

◦ 교육부, 산업부, 고용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평생직업교육 및

고등직업교육 정책방향 등에 대해 협력 강화 추진

- 직업교육 정책방향, 신산업 분야 인력양성, 중소기업과 전문대

연계 강화 등 주요사항 협업

□ 전문대학-폴리텍대학 연계 강화로 운영 효율화 (고용부 협업)

◦ 전문대학-폴리텍대학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한 역할조정, 설립 시

사전협의 및 상호연계 강화 등을 통해 운영 효율화 추진

- (협의체 구성) ‘권역별 전문대-폴리텍대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권역별·산업별 수요에 따른 역할 조정 추진

※ (예) 권역별․직종별 수요에 따른 전문대-폴리텍 간 학위과정 운영 방안,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전문대-폴리텍 간 특성화 방향 및 협업 방안

- (설립 사전협의) 폴리텍대학 캠퍼스 신설에 대한 설립계획 검토

단계에서 고용부, 교육부, 기재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사전협의

< 고용노동부 고시 제정(’19.11.8.), 관계부처 사전협의 근거 마련 >

⦁ 폴리텍대학 캠퍼스 신설 시 타당성 조사 후 관계부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타당성심의위원회에서 설립사업 추진의 타당성 검토

- (교류·연계) 전문대학과 폴리텍대학 간 실습장 등 우수 설비를

상호 개방·공유하여 직업교육의 질을 향상

※ 한국전문대교협과 폴리텍대학 간 교육협력 업무협약을 체결(’15.7.)을 하였

으나 상호 교육과정교류 등 협약사항은 미이행된 상황

※ 전문대학 80%, 폴리텍대학 94.7%가 양 기관의 교류협력에 긍정적으로

인식(한국전문대교협 조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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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학습자 대상 직업교육․훈련과정 활성화 (고용부 협업)

◦ 전문대학에서의 성인 대상 직업훈련과정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고용부 공동으로 미래 신산업, 소재 부품 장비산업 분야

중심「직업훈련사업 선도대학」을 선정·운영

※ 교육부 기본역량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을 대상으로 권역별 선정 추진

- (교육부)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설계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기자재․교육장 제공(혁신지원사업비 활용 허용)

- (고용부) 기업 맞춤형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심사평가 기준 탄력적

적용, 훈련 참여자에 대한 훈련비 지원(고용보험기금 활용) 등

< 고용보험기금 활용 전문대학 교육훈련과정 사례 >

⦁ 교육사업(일학습병행제 훈련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공모 → 선정
⦁ 일반과정(기능사 양성과정/1년 등)은 직업능력평가심사원에 과정평가 → 승인
⦁고숙련 일학습병행제(P-Tech), 일반계고 직업교육위탁과정, 기업 맞춤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20년 신규사업) 등

□ 전문대학-중소기업 연계 강화 지원 (중기부 협업)

◦ 중소 중견기업 맞춤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전문대학이 산업체 미스

매치 최소화를 위해서는 전문대학-중소기업 연계 강화 필요

- 중소기업의 현장직무능력을 전문대학 교육과정에 적시 반영하기

위해서 전문대학-지역 중소기업 등과 상시 협의체 구축

- 중소기업 애로기술 해결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한 협력 연구* 등에

전문대학 교원 참여 확대 검토

* 중기부 산학연 Collabo R&D사업 등

※ 중앙정부․지자체 등 교외지원 연구비의 99% 이상이 일반대학 교원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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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직업교육 연구기관 지정 검토

◦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에 대한 연구 분석을 위한 연구기관 부재로

전문대학 맞춤형 직업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 개발 등 각종 정책

개발에 필요한 현장 기반 연구 미비

※ 고등 분야 중점연구소 현황 : 산학협력정책연구소,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

고등교육정책연구소 등

◦ 체계적 인력양성 방안, 계열별·학과별 교육과정 분석 등 고등직업

교육 질 제고 및 경쟁력 향상 방안을 연구하는 ’전문대학 직업교육

중점연구소’ 지정 추진

□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 직업교육 트랙 제도화 및 국가책무성 강화 등을 위해 ‘(가칭)직업

교육진흥법’ 제정 또는 관계법령* 개정 등 검토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 직업교육 법령 정비안 마련 정책연구 추진(’20.상～)

- 직업교육 중장기계획 수립 시기, 정부-지자체-산업체-대학 등 직업

교육 연계 강화 등을 규정하여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기관’

으로 정립

< 직업교육 관련 법령 정비(안) 주요내용 >

⦁ 5년 주기로 국가는 직업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시행

⦁ 국가와 산업현장 요구에 대한 맞춤형 직업교육 및 교원의 현장실무역량 강화

⦁ 산업현장과 직업교육 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실습교육 강화

⦁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수업연한 다양화 추진

⦁ 교육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등 직업교육 주체 간 연계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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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기대효과  

구분 현재(AS-IS) 미래의 변화(TO-BE)

학생

‧

성인
학습자

단편적․분절적 직업교육 참여

▸성적위주 진학풍토로 직업능력 
개발 경로 부족

▸각종 학사규제로 성인학습자의 

후학습 참여 저조 

미래사회 적응‧도전하는 전문기술인재

▸고교-성인까지 자기 주도적 맞춤형 직업
교육 가능

▸학사 규제 완화로 후학습 접근성 제고 

⇨ 학생은 맞춤형 직업교육, 성인학습자는 
체계적 생애경력 설계‧준비

교원

현장수요 대응 역량 강화 기회 부족 

▸현장 역량 강화 등 산업체 연계 

미흡으로 미래 직업 수요 대응 한계

 현장감 풍부한 직업교육 전문가

▸산업체 참여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발‧운영 

▸산업체 연수기회 확대로 교원의 산업체 
역량 강화

⇨ 산업체 맞춤형 전문기술인재 양성

전문

대학

학령인구 중심의 고등직업교육기관

▸목적형 재정지원으로 수동적 집행 

기능에 편중

▸학령인구 중심 운영

▸지자체‧산업계‧유관기관 연계 미흡

생애주기별 직업교육을 책임지는
평생직업고등교육기관

▸일반재정지원으로 자율혁신 역량 강화

▸학령인구와 함께 성인학습자 직업
교육까지 운영 확대

▸ 전문대학 중심의 직업교육 거버넌스 구축

⇨ 경쟁력을 갖춘 지역 거점 직업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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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향후 추진계획

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추진일정

1. 미래 신직업 수요
대비 직업교육과정
혁신

▪산업현장중심으로교육과정및학사운영혁신 ’20.상～

▪직업교육 질 제고를 위한 교원 역량 강화 ’20.상～

2. 중등-고등 직업교육
연계 강화

▪고교-전문대 연계 강화 ’20.상～

▪직업계고-전문대 조기취업형 AI 계약학과 도입
(교육부중기부)

․정책연구(’20.상)
․예산확보추진(’20)
․기반구축(’21)
․시범운영(’22)

3. 직업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전공심화과정입학정원상한기준완화
․정책연구(’19.하)
․고등교육법시행령검토
개정 추진 (’20.하)

▪전공심화과정입학자격조건개선
․정책연구(’19.하)
․고등교육법시행령 검토
개정 추진 (’20.하)

▪외부 시설을 활용한 단기 직업교육 허용 ’20.상～

▪성인학습자단기직업교육과정학점인정추진 ’20.상～

4. 고등직업교육모델
‘(가칭)마이스터대학’
도입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가칭)마이스터
대학’ 도입

․정책연구(’20.상)
․예산확보추진(’20)
․기반구축(’21)
․시범운영(’22)

5. 재정지원 확대로
직업교육 혁신 지원

▪혁신지원사업 확대로 대학 혁신역량 강화 ’20.상～

▪전문대학 산학협력 및 평생교육체제 지원 ’20.상～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신설 지원 ’20.상～

6. 효율적 직업교육
지원체제 구축

▪교육부와산업부․고용부중기부등부처간협업강화 ’20.상～

▪전문대학-폴리텍대학 연계 강화로 운영 효율화
(고용부 협업)

’20.상～

▪성인학습자 대상 직업교육 훈련과정 활성화
(고용부 협업)

’20.상～

▪전문대학-중소기업연계강화지원(중기부협업) ’20.하～

▪고등직업교육 연구기관 지정 검토 ’20.상～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정책연구(’20.상)
․법령개정 추진
(’20.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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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전공심화과정 관련 법령 현황

구분(법령) 현행 비고

전공심화과정 

입학정원

기준완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ㆍ편입학 등)  …(중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
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ㆍ제3호ㆍ제8호ㆍ제9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중
략)…
13. 법 제50조의2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는 자 
[별표1] 중 ‘학년별‧연도별 총학생수’
- 제29조제2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의 연도별 총학생수는 해당 연도 입학정원의 100

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전공심화과정 

입학자격

요건완화

(고등교육법 
제50조의2, 

동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3항)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중략)…
③ 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의 전공심화과정에 한하여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공심화과정에 입
학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2(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③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학위심
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입학 후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1년 이
상인 사람
2. 학위심화과정 입학 학년도의 전 학년도에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전문
대학 졸업 후의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
3.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졸업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력인정과정의 입학ㆍ등록 후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4. 학위심화과정 입학 학년도의 전 학년도에 동일계열의 전문대학 졸업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이 인정되는 학력인정과정을 졸업ㆍ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과정 졸업ㆍ이수 후의 관련 분야 재
직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
④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동일계열 및 관련 분야는 학문분야 및 직무성격 등을 고려
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58조의 3(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학위심화과정) ① 법 제50조의2제4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란 자연과학, 공학, 예ㆍ체능, 인문사회계열에 속하는 과를 말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를 졸업할 것
2. 제1호의 과와 관련된 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과를 졸업할 것
② 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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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해외 직업교육(실무)중심 대학과정

① (영국) 16세이후직업교육은 Further Education College에서집중실시되고있으며학문중심

교육에서부여하는학문자격과는구분되는직업자격부여 - 학사부터석사수준까지직업자격부여

- 또 다른고등직업교육을담당하던 ‘폴리테크닉*’을 1992년부터대학으로승격시켜운영하고있으며,
CNAA(Council for National Academic Awards)의승인을받아석박사학위수여가능

* 폴리테크닉은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인력 공급을 원하는 산업계 요구에 따라 1966년부터 설립
되었고, 1992년 대학교와 통합된 이후 더 이상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있음

② (미국) 23개주가 Community College에장단기자격과정, 준학사과정에학사학위과정을개설할수

있도록하였고특히,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State)는학사학위와 소수의 석사학위과정 개설

※ ’06년 8월 PerkinsⅣ법 통과로 기존 직업교육 정의 중 ‘학사학위 이상이 요구되지 않는

직업의 준비’라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학사학위이상 취득 허용

③ (독일)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이 분리된 복선제로 운영되며, 직업교육영역의 고등

교육기관인 응용과학대학(Fachhochschulen)은 석 박사학위과정 운영

④ (캐나다) British Colombia의 University College는 전문학사과정(2년), 학사과정(3～4년), 응용

석사과정(2～3년) 제공, College는 전문학사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03년 부터 응용학사를

수여하는 4년 과정으로 승격

- Alberta의 College & technical institute는 자격과정(1년), 디플로마과정(2년), 응용

학사과정 및 제한적인 석사과정 제공 허가

⑤(필란드)고등직업교육은 폴리테크닉(AMK : ammattikorkeakoulu)에서 담당하고 있고 석사

학위 과정까지 운영

※ 직업교육에 대한 대학원 과정에 대해 요구증가와 ’01년 7월 대학원 과정 설치 관련법이
통과되고 ’05년 정식 석사학위 도입

⑥ (대만) 1994년부터 평가를 통해 전문대학을 ‘과학기술대학’으로 승격시켜 전문학사

부터 석 박사과정까지 운영

⑦ (일본)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실용능력과 창의성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위해 4년제 학사(전문직)학위를 수여하는 전문직대학 신설(’19년)

< 해외 직업교육기관의 학위과정 현황 >

국가 직업교육기관명
학 위

준학사 학사 석사 박사
영국 Further Education College ○ ○ ○
미국 Community College ○ ○ △
독일 Fachhochschulen ○ ○ ○
핀란드 폴리테크닉(AMK; ammattikorkeakoulu) ○ ○ ○
캐나다 Community College ○ ○ ○
대만 과학기술대학 ○ ○ ○ ○
일본 전문직대학(’19년 도입) ○ ○

※ △ : 석사과정 개설은 가능하지만 개설한 대학은 거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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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가칭)직업교육진흥법 제정(안)」주요내용

 □ 적용범위(직업교육기관)

◦ (중등단계) 특수목적고(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산업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일반고교(전문과정 개설)

◦ (고등단계)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직업교육기관의 직업교육기반 구축

◦ (교원) 전공분야 실무경험 3년 이상, 6년마다 6개월 이상 현장연수

(또는 연구) 의무화 등 교원의 임용요건 및 연수 강화

◦ (실습교육) 전공과목의 1/2이상 실습 편성, 현장실습 의무화, 학내

현장실습제도 도입, 현장실습지원센터 설치·운영, 실습조교 확보,

실습교육에 참여하는 기업의 학교시설 무상사용 허용 등 실습

교육 강화

◦ (학사학위과정 설치․운영) 산업현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심의

과정과 교육부장관 인가를 받아 학사학위과정 설치·운영 가능

◦ (취업역량 강화) 학내 취업지원센터 및 국가인력수급 또는 신

산업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해 직업교육기관에 특별교육과정의

설치·운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업교육에 대한 책무성 강화

◦ 직업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 연도별 시행) 의무를 명시,

직업교육기관이 일반교육기관과 대등한 위상을 가지도록 지원

 □ 직업교육 육성지원 및 직업교육의 질 관리

◦ 국가직업교육진흥위원회 및 국가직업교육진흥센터 설치·운영

◦ 직업교육진흥 필요 재원을 확보를 위한 직업교육진흥기금 설치

및 직업교육에 관한 연구․조사 활성화

◦ 직업교육 및 평가 관련 전문성을 갖춘 평가기관(예: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지정하여, 주기적 평가와 공개를 통해 직업교육의 질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