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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추진 배경

❖ 산업 수요를 반영한 직무 중심의 역량 교육을 통해 고숙련 전문

기술인재를 육성하고, 직업교육단계별 연계성 강화로 장기적·

체계적으로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델 필요

□ 미래 산업 수요를 반영한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 필요

◦ 기술, 관련 실무 경력 등 현장성을 보유한 인력 및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첨단(신기술) 분야 인력의 수요 대비 공급 부족

※ 중소기업 인력확보 주요 애로원인 : 직무능력 갖춘 자가 없음(30.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실태조사, ’18.12.)

◦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해당 분야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고숙련(Upskill) 전문직업인(최고기술자)에 대한 필요성 확대

※ 숙련기술인 미충원 인원: (’18)79,763명 → (’19)73,307명(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 특히, 전문대 졸업생 입직 비율이 높은 중소기업 등의 고숙련 전문

기술인재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교육과정 수준 고도화 필요

* 석·박사 연구원 비중(’17년) : 중소기업(23.2%) < 대기업(42.6%) < 공공연구소

(89.0%) < 대학(93.5%)「’19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서」

□ 중등-고등직업교육 연계 강화로 체계적 역량 개발 지원

◦ 직업계고-전문대학 간 교육과정 연계 미흡으로 비효율이 발생하고 

고숙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체계적 직업교육체제 구축 한계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을 졸업한 실무전문가의 지속적 성장*과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생태계 구축 필요

* (예) 고졸 취업자가 전공심화과정을 통한 실무중심 학사 취득 후 학문중심

대학원 진학 대신 전문기술석사를 취득하도록 지원

- 특히, 계속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대학원은 교육, 경영·

경제 등 특정 분야 편중* 및 이론 중심 교육 등 한계가 존재하며,

산업대학의 경우 계속교육 필요에 비해 그 수가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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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대학원 분야 비중(%) : 교육(29.87), 경영·경제(14.12), 사회과학(13.57) vs

기계·금속(1.31), 전기·전자(1.31), 컴퓨터·통신(2.41),치료·보건(4.6), 응용예술(2.05)

** 산업대학 수의 급감 : (’00)19개교→(’06)14개교→(’12)2개교→(’20)2개교

□ 성인학습자 수요에 대응하는 신(新) 평생고등직업교육체계 구축

◦ 현재 학령기 학생 중심의 전문대학 체제로는 고령화·급격한 기술 

변화 등으로 새롭게 증가하는 성인학습자 수요* 대응에 한계 

* 만 25세 이상 재적학생 수(비율) : (’16) 64,444명(9.3%)→ (’18) 68,621명(10.4%)

U턴 입학(전문대졸 이상) 지원자(명) : (’16) 6,122 → (’18) 9,202 → (’20) 10,268명

- 증가하는 성인학습자의 직업교육 수요에 대응하여 맞춤형 직업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성인 친화적 직업교육체계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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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령인구 감소 등 위기에 대비하여 전문대만의 차별성을 가진 

직업교육을 통해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역할 전환 필요

< 추진경과 >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전문대학의 질 제고(52-4)” 선정(’17.5.)

    ※ 국정과제 52 :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혁신

□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안」발표(관계부처합동, ’18.7)

    ※ 미래형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고도화,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직
무역량개발체계 확충 등 5대 추진전략, 20개 주요 과제 마련

□ 「전문대학 혁신방안」발표(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19.12.) [붙임1] 참고

    ※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가칭) 마이스터대학’ 도입

□ 전문대학 내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델 도입을 위한 연구 착수(’20.4.)

□ 교육부-전문대교협 공동 TF(’20.6.17.) 등 마이스터 대학 관련 의견수렴

□ ’21년 마이스터대학 시범운영 예산(총 80억원) 정부안 반영(’20.9.)

□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지원 방안」발표(’20.9.11.)

□ 전문대학 내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델 도입을 위한 연구 공청회 
실시 및 토론회 개최(’20.11.16.)

□ 교육부-전문대교협 실무·공동 TF(’20.11.20.) 마이스터 대학 관련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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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비전 및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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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주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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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방안(시안)

1  마이스터대 개요

◦ (목표)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로의 성장경로를 제시하고 체계적·

장기적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델 도입

◦ (개념) 대학의 일부 학과(또는 전체)에서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단기-전문학사-전공심화과정(학사)-

전문기술석사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대학

< 전문기술석사과정 개요 >   

 ◦ (목표) 학과 또는 계열 내 세부 영역에 대한 고급 전문인력 양성

 ◦ (설치) 교육부 장관 인가를 받아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

 ◦ (교육 내용) 이론 중심의 일반대학원과 차별화하여 직무·기술 중심의 분야별 고숙련 

전문기술 교육 실시 

 ◦ (학위 수여) 기업 R&D 프로젝트 결과 발표, 특허 등록 등 논문 작성 외 학습 결과물에 
대한 평가에 따라 학위 취득 가능

 ◦ (입학 자격) 학사학위 소지자(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중 관련 분야 재직 경력 3년 이상인 자

※ [붙임2] 기존 대학원과 전문기술석사과정 비교 참고

◦ (지정 절차)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 시, 마이스터대 운영계획에 

대한 지정평가를 실시하여 ‘○○분야 마이스터대 과정’으로 지정

※ △△대학교의전체학과가마이스터대과정으로지정된경우△△마이스터대로지칭가능

◦ (운영 분야) 각 대학의 특성화 분야, 지역 전략 산업, 첨단(신기술)

분야, 산업체 수요 분야 등과 관련된 학교의 학과 또는 계열

◦ (교육과정·학사) 산업 수요를 반영한 직무 중심 교육과정 구성하고,

블렌디드러닝, 선행학습경험인정(RPL) 등 성인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 (수업연한) 단기(수료, 1년 이하), 전문학사(2-3년), 전공심화(학사, 1-2년),

전문기술 석사과정(2년 이상) 운영

※ (1단계) 전문대 → (2단계) 전문대·일반대 등 단계적 도입 추진하되, ‘전문대

석사과정’은 고등교육법 개정 후 시행 추진

◦ (입학 선발) 현장실무 경력이 있는 성인학습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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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고도의 실무능력을 갖추고 기술 전수가 가능한 현장전문가를 

교원의 60% 이상으로 구성하고, 직무 연수 통해 교원 역량 강화 

<마이스터대와 전문기술인재의 성장경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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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계획(안)

 시범운영 개요

◦ (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의 4호에 따른 전문대학

※ 단독형 또는 컨소시엄형으로 참여 가능, 단 재정지원제한대학 참여 제외

◦ (규모) 총 80억원 예정(전국 단위 4교 선정 계획이나 지역·계열 안배 가능)

※ (’21.정부안) 4교x20억원, 총 80억원, 단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운영 목표) 시범운영을 통해 마이스터대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우수 고등직업교육모델을 도출
 

<시범 운영 학교>
 

<교육부>
마이스터대 도입 취지에 따른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 시범운영 성과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및

우수 운영 모델 도출<교육부･연구재단>

시범운영 지원 및 사업 관리

◦ (운영기간) ’21년 ~ ’22년(2년)

- (1차년도, ’21년) 교육과정 개발, 산학협력 교수학습 체계 구축, 교원 역량

강화 등 학생 선발 전 교육 여건 마련, 단기 직무 과정 시범운영 등

- (2차년도, ’22년) ’22학년도 신규 학생 선발 및 교육과정(단기 직무 과정부터

고도화과정까지) 운영, 우수 마이스터대 모델 도출 및 확산

◦ (선정 방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항목**별 서면·대면평가

실시하고 마이스터대 모델을 도출할 수 있는 우수 학교 선정

* 교육과정 및 직업교육 전문가, 기획·학사 전문가, 산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

** [붙임3]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선정 평가 지표(안) 참고

 세부 운영 계획(안)

① (교육과정 고도화) 단기 직무 과정, 전문학사 과정, 전공심화과정,

고도화 과정(비학위) 또는 전문기술석사과정으로 구성

- 해당 분야 기업 또는 지역 전문가를 ‘(가칭)교육과정 개정 위원회’ 등에 

포함하여 산업 수요를 반영한 직무 중심 교육과정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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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고등(전문학사-전공심화-전문기술석사)-평생직업교육 간 연계를 

강화하고, 교육단계별 수준 격차를 유도하는 교육과정 운영

- 문제해결력, 협업 능력 등 증진을 위해 사례 기반 교육(PBL)을 실시

하고, 현장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애로기술 해소를 위한 프로

젝트 활동 등 사례 중심의 다양한 교수학습 활용

<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교육과정 운영(안) >

교육과정 소요 
기간 교육과정 운영 입학 자격

단기 직무
과정

1년 
이하

 · (내용) 직무 기초 능력 교육을 통한 기술 
인력 양성, 관련 자격증 취득 등

  · 현 직무와 연계된 최신 동향 및 전망 
이해도 제고 또는 타 분야 직무능력 
교육을 통해 융합 직무 역량 개발

 · (운영) 평생교육원이 아닌 대학 내 학과에서 
개설 운영하는 과정으로, 비학위 과정 또는 
마이크로 디그리 등 활용 가능

 ·기초 직무능력 향상 또는 
자격증 취득이 필요한 사람

 ·현 직무와 연계된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

전문학사
과정

2-3년

 · (목표) 직무 역량 교육을 통한 현장
친화형 실무 인력 양성

 · (내용)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
적인 지식과 이론에 대한 이해, 기술
역량 제고, 현장 실무 경험 등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전공심화
과정
(학사)

1-2년

 · (목표) 분야별 심화 교육, 직무 기반 실습 
등을 통한 현장친화형 중숙련 인재 양성

 · (내용) 전문학사과정에서 학습한 지식, 
이론, 기술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실무에의 적용‧응용 능력 제고 등

 · (운영)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기본계획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
※ [붙임4] 전공심화과정 개요 참고

 ·동일계열 전문대학을 졸업 
(동등 학력자 포함)하고 
관련 분야의 재직경력이 
1년 이상(전년도 졸업자는 
9개월 이상)인 사람 등

※ 재직경력 있는 자 우대

                                         

전문기술
석사과정

2년 
이상

 · (목표) 전공 내 세부 부문 관련 석사 
수준의 직무 중심 기술 교육, 타 분야 간 
융·복합 교육 등을 통한 고숙련 전문
기술 인재 양성

 · (학위 취득) 기업 R&D 프로젝트 결과 발표, 
특허 등록 등 논문 작성 외 학습 결과물에 
대한 평가에 따라 학위 취득 가능

 ·학사학위(전공심화, 일반대) 
소지자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중 관련 분야 
재직 경력 3년 이상인 자

고도화
과정

2년 
이하

 · (운영) 석사과정 관련 고등교육법 등 법령 
개정 전에는 전문기술석사 수준 비학위 
과정으로 운영*

* 관계 법령 개정 시에는 그에 따른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전문기술

석사과정 설치 심사 및 인가 등을 거쳐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가능

※ 재학연한의 상한을 제한하지 않음으로서 일-학습 병행 가능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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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장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고도의 실무능력을 갖추고 기술 전수가 

가능한 현장 전문가를 교원의 60%이상으로 구성하고, 직무 연수를 

통해 교원의 현장 역량을 강화하여 교육의 질 확보

- 산업계 발전 속도에 발맞춘 직무 중심 교육을 위한 실습 기기·

장비 등을 구축하고, 고도화 과정(또는 전문기술석사과정)의 학습자를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프로젝트 활동, 경력 상담, 행정적 지원 등)

③ (유연한 학사제도 활용) 학습자가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학습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학사제도 도입·활용

- 야간·주말 수업, 블렌디드 러닝, 선행학습경험인정(RPL), 집중이수제,

마이크로디그리 등 성인학습자 친화적 학사 운영

< 다양한 학사제도 도입 예시>

▸선행학습경험인정(RPL) : 재직자, 성인학습자의 사회경험 · 재직경력 등을 대학 학점
으로 인정하는 제도

▸집중이수제 : 특정 과목을 수업일수 단축 등 일정 기간에 집중하여 이수하는 제도

▸마이크로디그리(Micro-degree) : 단기 직무 과정 등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조합하여 
학위를 인증하는 제도

④ (대학·기업·지역 협력 강화) 인적(교육과정 개발·운영)·물적(시설·설비) 자원 

공유를 통해 전문기술인재 유입을 촉진하는 선순환적 협력 체계 구축

- 현장 실무 및 수요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육과정 개발·

운영 과정에 기업 및 지역사회의 참여 활성화

- 기업 등의 시설·설비를 교육공간으로 공유(가칭 ‘Open Lap’)하여

전문기술인재의 실무능력 향상 촉진

< 마이스터대-기업·지역사회 협력 체계 >

교육 단계 재직 단계 기대효과

대학
(학생)

수요 맞춤 교육과정 
개발·운영

전문기술인재 
기업·지역사회 진출

지속적·체계적
역량 개발

기업
지역사회

기업시설·설비 및 
우수 인적 자원 공유

전문기술인재 유입
발전 촉진 

및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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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기술석사과정 제도 도입

◦ (법령 개정)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근거 및 운영 기준 등에 

대한 관련 법 개정 추진

- (개정안) 고등교육법 제3장 제4절(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 및 학위 수여에 관한 규정을 신설 

개정안

<신설> 제49조의2(전문기술석사과정) 고숙련 전문기술인재의 양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문기술
석사 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기술석사과정을 통해 석사 수여 가능하도록 하여 법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관련 법 개정 최소화 가능

※ [붙임5] 마이스터대 관련 고등교육법 등 개정안 참고

◦ (설치·운영 요건 수립) 전문기술석사과정 질적 관리를 위한 기준 마련

     <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 요건(안) >

정원 
상호조정 
기준(안)

· 편제정원 범위 내에서, 전문학사(2, 3년제 불문) 입학정원 1명을 
감축하여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입학정원 1명을 증원(1:1 상호조정)

☞신입생 충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우수교의 전문기술 석사과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 최소한 정원 조정 필요

 ※ (전문대학원) 2:1 상호조정, (일반/특수대학원) 1.5:1 상호조정

교원 등 
설치·운영
기준(안)

· 5명 이상의 관련 분야 전임 교원 확보 등

☞질적 관리를 위한 별도 기준을 수립하여 마이스터대 활성화 유도 가능

 ※ (전문대학원) 대학원 소속 교원(공학 10명 등) 및 별도 전용 교사 확보, 
(특수대학원) 3명 이상의 관련 분야 전임 교원 확보

※ 대학설립·운영 규정, 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 기준 또는 마이스터대

(전문기술석사과정) 기본계획 등에 규정 예정

◦ (인가 계획 수립) 교육부 장관 인가 절차, 평가 방법 등 계획 수립

- (절차) 설치 인가 신청서 접수 → 설립계획 정량·정성 평가 →

인가 여부 결정 및 통보

- (평가 방법) 개설 학과, 학생 모집 및 지원 계획, 교원·교사 현황 및 

확보 계획, 직무 중심 고숙련 교육과정 운영 계획, 기업·지역사회 

협력 계획, 운영 성과 관리 계획 등 서면·대면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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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성과 관리

◦ (사업추진 체계도)

◦ (자율적 성과 점검) 시범운영 학교 선정 시 성과관리 계획 수립·제출

하고, 학교별 성과관리 계획에 따라 반기별 성과 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 또한 시범운영 대학 내 ‘사업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수립,

자율 성과지표 관리, 세부 운영 지침 마련 등 사업 관리 기능 수행

◦ (성과 공유·확산)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

계획, 성과점검 결과 및 우수사례 등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 시범운영 중 연구 및 논의를 활성화하여 우수모델을 도출함으로써 

마이스터대(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 요건 등 제도 도입 기반 마련

◦ (질 관리 체계 구축) 단기부터 석사까지 마이스터대 전 교육과정에 대해 

전담조직(가칭 ‘고등직업교육인증원*’)에서 운영평가 실시 등 질 관리 철저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설치·운영 예정

◦ (부처 간 협력 강화) 마이스터대 학생 및 학교 지원, 졸업생 직업 

경로 확보 및 우수인력 유입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등 협력과제 

발굴하여 고숙련 인재 양성 효과 극대화 필요

※ (’21.~) 협력 과제 발굴 → (’22.~) 시범운영 학생 모집 시작 및 협력 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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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스터대 관련 부처 협력 과제 발굴(안) >

부처 협력 계획(안) 사업명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재직자 등 

직업교육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 뿌리·소재 등 주력산업 핵심 인재 양성 사업과 연계하여 

재학생 지원 및 산업계 발전 유도
-

여성가족부
 · 마이스터대를 졸업(수료)한 여성의 일 경험 제공 및 정규직 

채용 전제로 중소기업 인턴·취업 연계 및 고용유지 지원
· 여성 인턴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마이스터대 전문기술석사과정과 연계하여 고숙련 전문
기술인력으로 역량 개발

 · 마이스터대 석사과정 학생 지원

· 재직자 석박사과정
중소기업 계약학과

 ·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
연구기관과 연계한 기술개발 지원

 · 마이스터대와 협력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당면 기술애로 
진단‧해결 지원

· 중소기업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 양성된 마이스터대 석사급 연구원의 채용 지원
·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특허청
 ·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를 지식재산기반 창업아이템으로 

도출하여 창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통한 창업 유도

·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 : IP디딤돌 
프로그램

교육부

 · 전문대학 우수 인재 대상 등록금 또는 생활비 지원 · 전문기술인재장학금

 · (Ⅰ유형) 중소·중견기업 취업 또는 창업 희망 마이스터대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Ⅱ유형) 재직기간 2년 이상, 재직자 대상 등록금 전액
(중소·중견기업) 또는 등록금 50%(대기업, 비영리기관) 지원

· 희망사다리 장학금

 · 신산업 선도 전문대학, 후진학 선도 전문대학 등으로 
선정하여 대학 발전 지원

· 전문대 혁신지원 사업

그 외 부처
 · 부처 소관 분야별 핵심 인재 양성을 지원하여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 및 해당 산업 활성화
-

5  추진 일정

◦ 마이스터대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공고(’21.1.~)

◦ 마이스터대 시범사업 선정평가 및 사업 실시(’21.3.~)

◦「고등교육법」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 제·개정 추진(’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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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기대 효과

□ 전문기술인재의 성공경로 구축, 평생직업교육 활성화로 중소기업 

애로기술 해결 및 뿌리·지역기반 산업의 발전과 경제 성장 견인

□ 중등·고등·평생직업교육의 연계를 강화하는 신(新) 고등직업교육모델을 

발굴·확산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고등교육 체질 전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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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전문대학 혁신방안(’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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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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기존 대학원과 전문기술석사과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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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선정 평가 지표(안)

구  분 평가 영역 평가 기준

1
마이스터대 
관련 운영 

실적

교육목표 및 특성화  
1.1 시범사업분야의 산업수요 적합성

1.2 특성화분야와 사업 계획간의 적절성

학생선발 및 학사관리 실적
(전문학사과정-전공심화과정) 

2.1 입학전형사항

2.2 학사관리의 엄정성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실적
(전문학사과정-전공심화과정) 

3.1 전공심화과정 운영 여부 *

3.2 교육과정 개발 운영의 적절성

3.3 교육과정 평가 체제

교원 확보 및 운영 실적
(전문학사과정-전공심화과정) 

4.1 최소 전임교원 확보 *

4.2 재학생 대비 전임교원 확보율 *

4.3 전임교원 교육 및 현장 경력

학생지원 실적  
(전문학사과정-전공심화과정) 

5.1 학생지도

5.2 학생복지

5.3 학사지원부서

5.4 장학제도

교육 환경 및 시설
(전문학사과정-전공심화과정) 

6.1 기존 시설 현황

6.2 학사 학습관리시스템

2
마이스터대 
운영 계획

사업 추진 의지 
1.1 시범사업계획과 대학 특성화 계획

간 의 일치도

1.2 구성원의 사업 참여 동의 

학생선발 및 학사관리 개선 계획 
(단기직무-전문학사-전공심화-
고도화과정(석사수준))

2.1 입학전형계획

2.2 학사관리의 엄정성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계획
(단기직무-전문학사-전공심화-
고도화과정(석사수준))

3.1 시범분야 전공심화과정 운영 여부 

3.2 직무 중심 교육과정 개발의 적절성

3.3 직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3.4 교수학습방법의 적절성

교원 확보 및 운영 계획
(단기직무-전문학사-전공심화-
고도화과정(석사수준))

4.1 교원 직무 역량 강화 계획

학생지원 계획
(단기직무-전문학사-전공심화-
고도화과정(석사수준))

5.1 학생지도
5.2 학생복지
5.3 학사지원부서
5.4 장학제도

교육시설 및 예산 운영 계획
(단기직무-전문학사-전공심화-
고도화과정(석사수준))

6.1 시설 등 교육 환경 개선 계획

6.2 예산 운영 계획의 적절성

기업·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단기직무-전문학사-전공심화-
고도화과정(석사수준))

7.1 협력 계획(현장실습, 기업 연계 교과(교수학습)
운영, 인적·물적 자원시설·협력 조직)

※ 심사 영역 및 기준 등은 추후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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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전공심화과정 개요 및 운영 현황

□ 목적 및 유형

ㅇ (목적) 전문대학 졸업자 등에게 계속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실무와 

연계된 직업심화교육을 통해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학사학위 수여

ㅇ (유형)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있어야 입학할 수 있는 과정*과,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없어도 입학할 수 있는 과정**
으로 구분

* ‘전문대학 졸업 → 취업 → 전공심화과정 이수 → 학사학위 취득’의 직업

교육 경로 구축을 목적으로 함(이하 “산업체 경력 있는 과정”이라 함)

** 전문학사학위 취득자를 심화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기술인력으로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이하 “산업체 경력 없는 과정”이라 함)

□ 법적 근거

ㅇ (설치) 고등교육법 제49조

ㅇ (운영) 고등교육법 제50조의2, 동법 시행령 제58조의2 내지 제58조의3

□ 설치․운영 현황

(2020년 기준)

구분
경력 있는
과정

경력 없는
과정

계 수업연한
(모집단위 기준)

주․야간
(모집단위 기준)

학교수(교) 108 108 1년과정

409(52.0%)

2년과정

377(48.0%)

주간

155(19.7%)

야간

631(80.3%)

모집단위(개) 34 752 786

등록인원(명)
693
(4.7%)

14,067
(95.3%)

14,760
(100%)

※운영 : (’17) 104교, 676과, 12,289명→ (’18) 101교, 712과, 13,342명→(’19) 105교, 752과, 14,080명

※ 신규인가 : (’17) 42교, 68과 → (’18) 48교, 83과→ (’19) 39개교, 68과

※ 출신별 : 동일전문대(87.4%), 타전문대(11.9%), 학점은행제․일반대(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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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체계

◦ 교육부가 운영을 총괄*하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위탁운영**

* 기본계획 수립, 신규인가 입학정원 증원 승인, 운영 지도 감독 등

** 시행계획 수립 및 대학 안내, 신규인가 신청 접수 및 심사, 운영진단 등

◦ (신규인가) 전문대교협 인가심사위원회* 심사 후 교육부가 최종인가

- 1단계(여건심사) : [전문대교협] 교육여건** 준수계획 수합 및 검토

- 2단계(서면심사) : [소위원회] 대학전체 및 모집단위 운영계획 심사

* 분야별 9개 소위원회로 구성, 소위원장 9인이 인가심사 결과 총괄 심의

** 기본여건(모집정원, 교원 교사확보율 등)을 충족한 대학에 한해 2단계 심사

◦ (변경인가) 전문대교협이 교육여건 검토 후 교육부가 최종승인

- 증원, 산업체 경력 유무 전환, 주야 변경 시 설치‧운영 기준 충족 여부 검토

※ 폐과, 감원, 모집단위명 변경 등 단순 운영현황 변동은 교육부 보고사항

□ 운영 기준

◦ (신청 단위) 전문대학에 旣 개설되어 있는 학과 또는 계열로서,

전공심화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모집단위(학과 또는 계열)

- 전문대학의 모집단위를 기초로 하되, 2개 이상의 모집단위가 연합하여

공동 설치 가능하며, 대학별로 모집단위 신청 수는 제한 없음

◦ (정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3호에 따라 정원 외 모집

- 단, 전공심화과정 총학생수는 해당 연도 입학정원의 20% 이내,

모집단위별로는 그 입학정원 범위 내 모집(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1])

※ 제4호(장애인), 북한이탈주민․외국인(6호), 재외국민 등(7호)이 학위심화

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상기 정원 외 모집인원과 별도로 입학 가능

◦ (수업연한) 전문대학 수업연한이 2년인 학과는 2년 이상, 전문대학

수업연한이 3년인 학과는 1년 이상(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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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

<신설> 제49조의2(전문기술석사과정) 고숙련 

기술 전문가의 양성을 위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문기

술석사 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제50조의4(전문기술석사과정에 대한 학

위수여) ① 제49조의2에 따른 전문기술석

사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

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전문기술석사학

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술석사학위가 

수여되는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ㆍ운

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

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

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술석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

한 사항, 인가의 기준 및 입학자격에 관

한 구체적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붙임5  마이스터대 관련 고등교육법 등 개정안

ㅇ [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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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

<신설>

제58조의6(전문기술석사과정의 설치 인

가 등) ① 전문대학의 장이 법 제50조의4

제2항에 따라 전문기술석사학위가 수여

되는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하려는 경

우에는 별표에 따른 교원 확보기준을 갖

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영

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 개설 학과 및 형태

2. 수업연한

3.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

4. 교원ㆍ교사 현황 및 확보 계획

5. 교육과정 운영계획

6.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7. 그 밖에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

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개시 예정일 6개

월 전까지 해당 전문대학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법 제50조의4제3항에 따라 전문기술

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

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제58조의7(전문기술석사과정의 운영) ①

전문기술석사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칙으

로 정하되, 법 제49조의2에 따른 고숙련

기술전문가의 양성에 필요한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

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술석사과정에 따른 전문기술

석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

은 학칙으로 정한다.

ㅇ [고등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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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해외 직업교육(실무)중심 대학(원) 과정

① (영국) 16세이후직업교육은 Further Education College에서집중실시되고있으며학문중심

교육에서부여하는학문자격과는구분되는직업자격부여 -학사부터석사수준까지직업자격부여

- 또 다른고등직업교육을담당하던 ‘폴리테크닉
*
’을 1992년부터대학으로승격시켜운영하고있으며,

CNAA(Council for National Academic Awards)의 승인을받아석박사학위수여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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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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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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첨단(신기술) 분야 등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분야

※ 첨단(신기술)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별표1] 첨단(신기술) 분야

분야 주요 육성 직무 내용 출처

인공지능
AI핵심기술 개발
(언어지능, 시각지능, 음성지능, 
학습‧추론, 비디오 스토리 이해기술 등)

13대 혁신성장동력분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7)

빅데이터 빅데이터 개방‧활용
13대 혁신성장동력분야
8대 핵심 선도사업*

(정부합동 경제정책방향, ‘18)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AI용 반도체 개발, 초고집적․이머징 
메모리 개발 메모리 반도체 연구직, 
인공지능․IoT의 기술 구현 
반도체회로설계 시스템 반도체 연구직 

13대 혁신성장동력분야
12대 신산업
(신산업 민관협의회, 2016)

차세대 
디스플레이

투명성․폴더블․롤러블 등 차세대 디스
플레이 구현 소재 연구직, 다양한 제
품․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디
자인직

12대 신산업

차세대통신 5G, IoT 상용화 13대 혁신성장동력분야

IoT(사물인터넷)
가전

IoT전자 기기 개발직, IoT 제품/서비스의 
보안성을 평가하는 IoT홈보안 전문직, 
IoT가전 빅데이터 분석직, IoT 융합
서비스 기획직 

12대 신산업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가상 항공기․선박 등 체험 모션시뮬레
이터와 가상환경 컨트롤러 및 감각재
현 장비 연구개발직, 가상․증강현실 콘
텐츠 기획자 및 디자인직

12대 신산업
13대 혁신성장동력분야

첨단신소재

기존 섬유기술과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해 차별화된 용도․성능․형태적 특성
을 가지는 의류, 패션섬유 소재를 연
구 개발하는 하이테크섬유 연구직
항공부품, 자동차 경량화

13대 혁신성장동력분야
12대 신산업

미래 자동차
(전기‧자율차, 
자율주행차 등)

자율주행 SW로서 컴퓨팅, 인지·통신·판단
모듈 및 가속·조향·제동 등 차량 핵심
부품 개발

8대 핵심 선도사업
13대 혁신성장동력분야
12대 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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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주요 육성 직무 내용 출처

에너지 신산업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효율 
안정성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인력 
육성 

8대 핵심 선도사업
13대 혁신성장동력분야
12대 신산업

바이오 헬스
바이오 융복합 기술 R&D 지원, 맞춤형 
정밀 의료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12대 신산업

맞춤형 
헬스케어 개인맞춤 정밀의료 13대 혁신성장동력분야

혁신신약 후보물질 100개 개발 13대 혁신성장동력분야

스마트 공장
스마트공장 스마트화 수준 향상을 위한 
R&D 지원

8대 핵심 선도사업

스마트 시티

스마트시티 연구개발(데이터 허브 구축, 
교통, 안전, 도시행정, 환경, 에너지, 생
활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 연계 실증 
모델 개발 도시문제 저감 

8대 핵심 선도사업
13대 혁신성장동력분야

스마트 팜 스마트 영농 확산을 위해 기술개발 8대 핵심 선도사업

핀테크 핀테크 기술‧서비스 개발 8대 핵심 선도사업

스마트‧
친환경선박

LNG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 개발 12대 신산업

지능형 로봇
지능형로봇개발 (의료‧안전용 서비스 
로봇)

13대 혁신성장동력분야
12대 신산업

항공‧드론
드론의  연구개발‧안전검증을 위한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등 인프라 구축,
공공용‧산업용 무인기 보급

8대 핵심 선도사업
13대 혁신성장동력분야
12대 신산업

프리미엄 
소비재

소비재의 수출 성장을 위해 문화, 기술 
등을 융합해 소비재 제품 최고급화

12대 신산업

* 8대핵심사업 중 ‘초연결지능화’(빅데이터 및 5G 상용화 등)는 빅데이터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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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대한민국명장 직종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6)

대한민국 명장 분야

구분 분야

기계
기계조립, 컴퓨터 응용가공,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배관, 철도차량,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 중기계 정비, 정밀 
측정, 금형, 기계정비, 농업기계정비

재료
금속재료 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소성가공, 금속재 생산, 용접, 
판금·제관, 세라믹, 비파괴검사, 신소재

화공 화공, 화약류 제조, 위험물 관리

전기 전기, 철도전기 신호

전자 전자기기, 컴퓨터시스템, 반도체, 의료전자

통신 정보통신, 통신설비, 무선통신, 방송통신

조선 선박건조, 선박설계, 선박기관정비

항공 항공

토목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설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설계, 건축시공, 건축설비, 건축목공, 창호제작, 실내건축, 건축
도장

섬유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한복

광업자원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정보처리 정보처리

농림 농업, 임업, 축산, 임산가공, 화훼디자인

해양 수산양식, 잠수

산업디자인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애니메이션

에너지 에너지

안전관리 산업안전, 산업보건, 소방설비, 가스

환경 환경

산업응용
품질경영, 물류관리, 포장, 광학, 인쇄·출판, 신발류 제조, 피아노
조율, 식품

공예
목칠공예, 도자기공예, 석공예, 보석 및 금속공예, 자수공예, 
인장공예

서비스 요리, 제과제빵, 이용, 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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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4  2019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산업통상자원부)

ㅇ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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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별 산업기술인력 현황

(단위: 명, %)

구분 사업체근로자수(A)
'18년 산업기술인력

현원(B) 비중(B/A) 부족인원(C) 부족률(C/(B+C))
전체 4,875,651 1,661,446 34.1   37,484 2.2

12대산업

제조부문

기계 287,860 153,681 53.4 4,097 2.6
디스플레이 61,855 50,100 81.0         256 0.5
반도체 178,734 92,873 52.0 1,528 1.6
바이오․헬스 94,364 31,572 33.5 1,061 3.3
섬유 131,485 36,197 27.5         927 2.5
자동차 325,461 118,524 36.4 2,388 2.0
전자 416,111 203,988 49.0 5,362 2.6
조선 107,347 60,301 56.2         651 1.1
철강 122,066 65,289 53.5 1,250 1.9
화학 341,750 126,006 36.9 4,349 3.3

서비스부문 소프트웨어 234,940 139,454 59.4 6,205 4.3
IT 비즈니스 111,049 23,120 20.8         405 1.7

소     계 2,413,021 1,101,105 45.6 28,479 2.5

기타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127,134 15,960 12.6         833 5.0
11 음료 제조업 33,034 3,243 9.8          95 2.8
12 담배 제조업 3,780 462 12.2            3 0.6
15 가죽, 가방ㆍ신발 제조업 34,504 4,817 14.0         147 3.0
16 목재ㆍ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4,613 6,208 17.9         227 3.5
17 펄프, 종이ㆍ종이제품 제조업 64,338 18,305 28.5         587 3.1
18 인쇄ㆍ기록매체 복제업 38,342 8,342 21.8         391 4.5
23 비금속광물 제조업 79,946 23,302 29.1         233 1.0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ㆍ가구 제외 164,439 102,634 62.4 1,320 1.3
32 가구 제조업 43,956 11,282 25.7         618 5.2
33 기타 제품 제조업 56,344 17,823 31.6         138 0.8

소     계 680,431 212,379 31.2 4,592 2.1
전문, 과학및 기술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316,107 126,209 39.9 1,883 1.5
71 전문서비스업 409,667 35,715 8.7         422 1.2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ㆍ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42,675 124,819 87.5 1,316 1.0
73 기타 전문, 과학ㆍ기술 서비스업 7,781 4,055 52.1          59 1.4

소     계 876,229 290,797 33.2 3,679 1.2
영상제작,통신 서비스업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5,485 2,739 49.9          14 0.5
61 우편 및 통신업 22,521 16,109 71.5          47 0.3

소     계 28,006 18,847 67.3          61 0.3

기타서비스업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20,055 1,154 5.8          30 2.5
76 임대업; 부동산 제외 31,417 2,655 8.5          78 2.9
74 사업시설 관리ㆍ조경 서비스업 162,593 16,841 10.4         368 2.1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206,902 3,776 1.8          60 1.6
85 교육 서비스업 40,528 794 2.0          25 3.1
86 보건업 416,469 13,097 3.1         112 0.8

소     계 877,964 38,317 4.4         673 1.7
제조업 소계 2,747,463 1,150,910 41.9 26,461 2.2

서비스업 소계 2,128,189 510,536 24.0 11,02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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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5  지역주력산업 분야(중소벤처기업부)

ㅇ 비수도권 14개 지역별 주력산업

지역 주력 산업

부산 바이오메디컬, 지능형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클린에너지

대구 의료헬스케어, 첨단소재부품, 분산형에너지

광주 디지털생체의료, 스마트가전, 광융합, 복합금형

대전 바이오기능성소재, 로봇지능화, 무선통신융합

울산 친환경자동차부품, 조선해양, 첨단화학신소재, 친환경에너지

강원 웰니스식품, 세라믹복합신소재, 레저휴양지식서비스

충북 바이오헬스, 스마트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충남 바이오식품, 친환경자동차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전북 농생명소재식품, 지능형기계부품, 해양설비기자재, 탄소복합소재

전남 바이오헬스케어소재, 첨단운송기기부품, 에너지신산업, 청색청정환경

경북 바이오뷰티, 기능성섬유, 지능형디지털기기, 하이테크성형가공

경남 항노화바이오, 지능형기계, 나노융합부품, 항공

제주 청정헬스푸드, 지능형관광콘텐츠, 스마트그리드

세종 정밀의료, 첨단수송기기부품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