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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보도자료
2020. 6. 3.(수) 배포

보도일
2020. 6. 4.(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6. 3.(수) 12:00 이후 보도 가능

평생직업교육 기회 확대, 전문대학이 지원합니다

‘후진학 선도전문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Ⅲ유형)’10개교 추가 선정

◈ 2019년 후진학 선도전문대학 15개교 선정에 이어 2020년 10개교 

추가 선정, 지역 평생직업교육 거점 조성

◈ 신규 선정 대학에 2021년까지 연간 10억 원 규모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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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진학 선도전문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Ⅲ유형) 신규 지원대학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 2020년 후진학 선도전문대학 사업 선정대학 명단 (권역별, 가나다순) >

권역
(지원규모)

수도권
(3)

대구경북권
(2)

부산울산경남권
(1)

충청강원권
(2)

호남제주권
(2)

대학명

(협력대학)

‣경민대

‣대림대
(동남보건대, 
동아방송예술대)

‣한양여대
(동양미래대)

‣구미대

‣대구과학대

‣경남정보대
(동원과학기술대, 
마산대)

‣한국영상대
(아주자동차대, 
혜전대)

‣한림성심대
(강원도립대)

‣순천제일대
(동강대)

‣조선이공대

ㅇ 후진학 선도전문대학 사업(2019년 시작)의 목적은 전문대학이 산·학·관

거버넌스 및 성인친화형 학사제도 등의 후학습 기반을 마련하고,

- 다양한 학습자* 맞춤형 후학습 과정운영을 통해, 각 지역의 수요에

대응한 평생직업교육 거점기관의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재직자·자영업자·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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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후진학 선도전문대학 사업의 신규 선정에는 25개 대학(단독 

12개교, 컨소시엄형 13개교)이 신청하는 등 다수의 전문대학에서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보였다.

ㅇ 각 대학별 사업계획과 사업수행의지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였으며,

지원대학 10개교(단독 4개교, 컨소시엄형 6개교)를 최종 선정하였다.

* 선정평가지표 : ①사업목표·계획의 적절성·타당성(5점), ②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연계성(5점), ③사업배경분석 적절성(15점). ④평생직업교육 등 역량강화(30점) ⑤지역

직업교육거점센터 운영(20점), ⑥재정집행계획(5점), ⑦성과관리체계(20점)

□ 이번에 선정된 10개 후진학 선도전문대학은 지역사회 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각 대학의 발전계획 및 강점분야와 연계하여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성인학습자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ㅇ 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까지 2년간 총 200억 원(교당 연간 약 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 김일수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 기관

으로 발전시키는 중장기 정책방향에 있어 후진학 선도전문대학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ㅇ “지역주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손쉽게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5개 후진학 선도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후학습 친화적 

교육기반을 더욱 견고히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후진학 선도형 추가 선정대학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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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대학명

(협력대학)
주요 사업내용 (대표 프로그램) 비고

1
경남정보대

(동원과학기술대, 
마산대)

□ 동남권 커뮤니티 기반 성인학습자 맞춤형 라이프 리디자인(Re-design)

 ㅇ STEP* 코칭 기반의 ‘3-College(다양한 직무중심교육, 창업지원, 자기

주도적 직업교육)’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모바일 기반의 쌍방향 

코칭이 가능한 새로운 평생직업교육 모델 구축

 ㅇ 동남권 직업교육거점센터를 통한 자기주도적 생애 설계 기반의 평생

직업교육 시스템을 구축∙운영

* S.T.E.P : Self Search(자기탐색 및 이해), Self Talent Development(자기

역량 개발), Self Empowerment(자기역량 강화), Self&Community

Perfection of Value(자기&공동체 가치 실현)

부울
경권

2 경민대

□ 경기북부 AHA* 플러스 전문직무인재 양성 프로그램

 ㅇ 지역 평생직업교육 수요분석을 통해 A(취약계층), H(재직자), A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직업교육 대상으로 선정하여 유형별로 구체

화한 맞춤형 평생직업교육 제공

 ㅇ 경기북부직업교육거점센터 운영으로 지역산업기반 전문인재 양성

   * A(Assist needed)․H(Highly Upgrade needed)․A(Action needed)

수도권

3 구미대

□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열린 캠퍼스형 평생직업교육 구축 및 운영

 ㅇ 평생직업교육과정 학습자들의 학습동기부여와 참여학과로의 

후진학 유도를 위해 평생직업교육과정을 pre-college 형태로 

운영하는 ‘GU(구미대) 마이크로칼리지*’ 운영

  * RPL(선행학습인정제)로부터 인정된 전공과 평생직업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정역량 인증전공을 종합하여 (융복합전공)마이크로디그리 발급

대경권

4 대구과학대

□ 지역사회 학습자 맞춤형 HOPE* 기반 평생직업교육 선도 사업

 ㅇ 가정폭력, 성폭력 문제 등 사회문제 해결과 대구 지하철 화재, 

코로나19 집단감염 등 사고도시 이미지에서 안전도시 대구로 

거듭나기 위해 안전교육 및 사회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프로그램 운영

* H(인적자원개발)․O(열린 거버넌스)․P(후학습 정책운영)․E(직업

교육거점센터 구축)

대경권

5

대림대

(동남보건대, 
동아방송예술대)

□ 미래친화형 Future Job Master 평생직업교육 선도 모델 운영

 ㅇ 컨소시엄 대학간 특성화 강점*을 기반으로 인적·물적 인프라를 

공유하여 경기남부 지역 평생직업교육 선도 대학 확립

   * 대림대학교(Engineering& Science), 동남보건대학교(Health & Medical),
동아방송예술대학교(Media & Art)

 ㅇ ‘자동차 수리 전문가 양성 과정’을 통한 실질적인 자동차 수리정비 

역량을 갖춘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등 3개 대학의 선도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형 평생직업교육 모델 구축 및 운영

수도권

붙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후진학 선도형 추가 선정대학 명단

※ 주관대학 명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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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대학명

(협력대학)
주요 사업내용 (대표 프로그램) 비고

6
순천제일대

(동강대)

□ 광주전남권 후진학선도형 InnHub-CLup* 인재육성 사업

 ㅇ 급격한 산업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TRIZ(문제해결창의방법) 

인증교육과정’ 제공으로 광주전남권 산업체 종사자 직무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산업체 재직자 직무역량 향상을 통한 지역

-대학의 상생 발전

* InnHub-CLup(Industry in Hub, Competency Level up) : 지속적인 지역

산업체 종사자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평생직업교육 지원체계

호남
제주권

7 조선이공대

□ ‘빛(LAMP&LIGHT)고을 지역사랑(LOVE*)’ 평생직업교육 플랫폼 구축

 ㅇ 4차 산업혁명시대 성장유망산업인 ‘스마트 팩토리** 운영 기술인력 

양성과정’을 통해 스마트팩토리 및 자동화 설비 전문가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생산자동화산업기사 자격 취득 지원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성장을 견인

* L(지역성장 수요맞춤형 평생직업교육)․O(생애 전주기 평생직업

교육)․VE(모두를 위한 평생직업교육)

** 제품의 조립, 포장, 점검 등 전 과정이 ICT융합 기반으로 자동화된 공장

호남
제주권

8
한국영상대

(아주자동차대, 
혜전대)

□ ‘ECO’ 혁신모델을 통한 지역 직업교육생태계 조성

 ㅇ 지역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포스트 코로나 서비스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포용적 

성장을 견인하고 직업교육기회의 격차 해소

 ㅇ 한국영상대(방송·영상 특성화 Broadcasting), 아주자동차대(자동차, 

모빌리티 특성화 Mobile), 혜전대(푸드, 라이프 케어 특성화 Well-being) 

등 3개 대학이 협력하여 세종시와 충남 서부내륙권을 연결한 B․M․W 

Triangle 지역의 수요자들에게 평생직업교육을 제공

* ECO : Education(교육 서비스 고도화), Collaboration(교육 협력 체계 구축),
Openness(대학의 개방성 강화)

충청
강원권

9
한림성심대
(강원도립대)

□ 후진학 친화형 지역밀착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

 ㅇ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에 대비한 ‘케어복지 전문가 과정’을 운영

하여 강원 지역내 중고령자와 경력단절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돌봄 인력을 양성

 ㅇ 강원도 내 지역 전략사업과 지역 수요를 반영한 4 Life* 분야의 

직업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평생직업교육 플랫폼 구축 운영

* Life Care, Life for Leisure, Life for Welling-being, Life for IT Meister

충청
강원권

10
한양여자대

(동양미래대)

□ 포용경제, 포용사회에 대응한 생애주기 맞춤형 지역인재 육성 대학

 ㅇ 지역 내 형성된 ‘성수동 소셜벤처벨리’와 연계한 ‘소셜벤처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일자리 창출 도모

 ㅇ 온라인 교육 플랫폼 ‘NEXT-하이유’ 구축으로 온라인 강좌 및 

홍보콘텐츠 제작, K-MOOC 연계과정 개발 지원

수도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