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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성인학습자들의 

성공적인 학위 취득 및 선취업 후학습 경로 제시

내� 삶의� 미래를� 더하는� 대학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은 

대학이 성인 전담의 평생교육체제 를 구축·운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한 성인 학습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대학에 입학하여,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학위 취득 및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9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운영모델 

단과대학형

학부형

주요 성과 
•   대학의 특성, 지역사회, 산업체 등의 수요를 반영한 성인학습자 전담 학위과정 운영 대학 선정·지원,

다양한 전공 개설

• 재학연한 폐지, 학점당 등록금제, 학습경험인정제, 온라인·블렌디드러닝 등 성인학습자·후학습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학사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계속 교육에 대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대학 진학의 기회 확대

※ 일반대·전문대 포함, 2019년 7월 기준 자료로 개설학과·정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성인학습자 대상 학과들로 이루어진 별도의 단과대학을 설치

•단과대학 내 성인학습자를 전담하는 별도의 행정기관 마련 

•성인학습자 대상 전공(학과)으로 이루어진 학부 과정 운영

•성인학습자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행정 체제 마련

•기존 단과대학 내에 성인학습자 전담 학과를 설치

•성인학습자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행정 체제 마련

학과형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21개교
68개 2,707명30개교

108개 3,738명

참여대학 수 학과 또는 전공개설 수 입학정원

(LiFE)



학사제도 

성인학습자 및 재직자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맞춤형 학사제도  

학습경험인정제: 재직자, 성인학습자의 사회경험, 재직경력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 

• 

• 

• 

  
다학기제: 연중 학업 공백기를 최소화한 학기 운영

(연중 1~4학기 운영 등)

  집중이수학기제: 집중이수기간을 설정하여, 다양한 수업

방식 등을 통해 학업수행 지원

(예: 4주 학기로 집중이수 운영 방식 등)

일반(학령기)

학생을 위한 

학사제도

교육대상

 

고등학교 졸업생

교육과정

 

지식·이론 / 직무역량 / 현장 중심이론 및 학문 중심

 

학생지원 
전용 강의실, 학습지원센터, 상담실, 온라인 강좌

지원실 등 성인학습자 전담 지원

일반(학령기) 

학생 중심 

수업방식 
야간·주말 수업, 온라인, 블렌디드 러닝(플립드 

러닝) 등을 통한 다양한 수업방식 활용

주간 평일 출석 

수업

일반대학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LiFE)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LiFE)   대학특성

1

2

입학전형
 

수능점수 없이 학과 특성에 따른 서류·면접수능, 수시, 논술 등

    만 25세 이상 성인학습자

    재직자 특별전형

    만학도 특별전형

※ 비수도권 전문대학에 입학한 25세 이상인 자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일반대학, 전문대학(수도권)

전문대학(비수도권)

   만 30세 이상 성인학습자

   재직자 특별전형

※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로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 일반고 직업교육과정(1년) 이수, 학력

 인정평생교육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 이수 중 하나 이상

 해당자



   2019년대학의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LiFE)    참여대학현황 (총30개교)

2019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문의처

www.moe.go.kr

국번없이 110

www.nile.or.kr

02-3780-9700

univ.nile.or.kr

2019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홈페이지

단과대학형 (4개교)

부경대학교동명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영산대학교동서대학교

단과대학형 (3개교) 학부형 (1개교)

가톨릭관동

성덕대학교

대학교

대구한의

대학교

경일대학교 한라대학교

* 단과대  : 19개교

* 학과형  : 3개교

* 학부형  : 1개교

 총 23개교

 총 7개교

* 학과형 : 1개교

* 학부형 : 6개교

일반대학

일반대학

학부형 (1개교) 학과형 (1개교)전문대학

학부형 (1개교)전문대학

일반대학

전문대학

단과대학형 (4개교)

학부형 (2개교)

학과형 (3개교)

동국대학교

아주대학교

명지대학교 서울과학 한성대학교

기술대학교

경희대학교

서정대학교

동덕여자

대학교

수도권

일반대학

전문대학

명지전문대학

전문대학

송호대학교

강원·대경권

동남권

수도권 강원권

대경권

동남권

제주권

충청권

단과대학형 (4개교)

한국교통
대학교

한밭대학교 호서대학교청운대학교

일반대학

충청권

단과대학형 (4개교)

순천대학교

군장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

전주대학교 조선대학교제주대학교

일반대학

전문대학 학부형 (2개교)

호남 ·제주권

호남권



대학별 운영학과 및 문의처

수도권

국제통상·금융투자학과

유형 개설 학과 정원내 정원외

학과 1 119

•문의전화 경희대학교 입학처  1544-2828

•홈페이지 경희대학교 국제통상 금융투자학과

http://cominv.khu.ac.kr

입학처 http://iphak.khu.ac.kr

■ 운영학과 및 인원

경희대학교

•문의전화 미래융합대학 교학팀

 02-2260-3632~4

•홈페이지 미래융합대학   http://fc.dongguk.edu

유형 개설 학과 정원내 정원외

단과대학
융합보안학과, 사회복지상담

학과, 글로벌무역학과
3 149

■ 운영학과 및 인원

동국대학교

■ 운영학과 및 인원

유형 개설 학과 정원내 정원외

학과 세무회계학과 1 50

•문의전화 02-940-4047~9 

 02-940-4419

•홈페이지 세무회계학과
http://accounting.dongduk.ac.kr/

동덕여자대학교

•문의전화 02-300-1572

•홈페이지 미래융합대학  http://future1.mju.ac.kr

유형 개설 학과 정원내 정원외

단과대학

창의융합인재학부, 사회복지학과, 

부동산학과, 법무행정학과, 

심리치료학과, 미래융합경영학과, 

멀티디자인학과

44 147

■ 운영학과 및 인원

명지대학교

•문의전화 02-970-9783~9 *7번제외

•홈페이지 미래융합대학
http://m-disciplinary.
seoultech.ac.kr

유형 개설 학과 정원내 정원외

단과대학

융합기계공학전공, 건설환경

융합전공,헬스피트니스전공,

문화예술전공, 영어전공, 

벤처경영전공

72 168

■ 운영학과 및 인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의전화 입학처  031-219-2021

융합시스템공학과  031-219-3887

글로벌경영학과  031-219-3621

•홈페이지 입학처  http://www.iajou.ac.kr

융합시스템공학과  http://ise.ajou.ac.kr 

글로벌경영학과  http://biz.ajou.ac.kr/gb 

유형 개설 학과 정원내 정원외

학과 융합시스템공학과, 글로벌경영학과 2 104

■ 운영학과 및 인원

아주대학교

•문의전화 02-760-5744

•홈페이지 미래플러스대학
https://www.hansung.ac.kr/web/
futureplus

 

유형 개설 학과 정원내 정원외

단과대학

융합행정학과(야), 호텔외식

경영학과(야), 뷰티디자인학과(야),

비즈니스컨설팅학과(야), 

ICT융합디자인학과(야)

38 80

■ 운영학과 및 인원

한성대학교

일반
대학

일반
대학

일반
대학

일반
대학

일반
대학

일반
대학

일반
대학



 

•문의전화 입학처  041-630-3333~9

사회서비스대학 학사지원팀
041-630-3357~8

•홈페이지 입학처  http://enter.chungwoon.ac.kr

•문의전화 031-859-6063

•홈페이지 입학처  http://www.seojeong.
ac.kr/iphak.do

유형 개설 학과 정원내 정원외

학부

드론공학과, 엔터융합비즈니스과, 

뷰티패션융합과, 세무회계융합과, 

사회서비스상담복지과
64 145

문의전화 02-300-1092

•홈페이지 입학처  https://ipsi.mjc.ac.kr
 

 

 

 

•문의전화 042-828-8434

•홈페이지 미래산업융학대학  http://mirae.hanbat.
ac.kr/html/kr

 

■ 운영학과 및 인원

유형 개설 학과 정원내 정원외

단과대학

뷰티산업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청소년상담교육학과,

창업경영학과, 사회적기업학과
50 68

 

■ 운영학과 및 인원

유형 개설 학과 정원내 정원외

단과대학

스마트제조응용공학과, 

전기시스템공학과, 

회계세무부동산학과, 

창업경영학과, 스포츠건강과학과

81 96

 

■ 운영학과 및 인원

유형 개설 학과 정원내 정원외

학부 사회복지상담과, 스마트자동차과 70 75

 

■ 운영학과 및 인원

명지전문대학

•

서정대학교

충청권

호남·제주권

청운대학교 일반
대학

일반
대학

전문
대학

전문
대학

•문의전화 043-841-5796

•홈페이지 입학처  http://www.ut.ac.kr/ipsi.do

유형 개설 학과 정원내 정원외

단과대학

스마트전기에너지공학과, 

건설환경융합공학과, 

스포츠복지학과, 복지·경영학과
11 74

 

■ 운영학과 및 인원

한국교통대학교 일반
대학

한밭대학교

 

유형 개설 학과 정원내 정원외

단과대학
안전공학과, 기계ICT공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15 75

 

■ 운영학과 및 인원

•문의전화 입학팀 041-540-5074
미래융합대학 행정지원팀 041-560-8006

•홈페이지 입학처  http://ipsi.hoseo.ac.kr

일반
대학

호서대학교

•문의전화 미래융합대학행정실
061-750~5705~6
입학본부 지원실  061-750-5500

 
•홈페이지 미래융합대학  http://www.scnu.ac.kr

/fc/main.do

순천대학교 일반
대학

유형 개설 학과 정원내 정원외

단과대학

융합산업학과, 물류비즈니스학과, 

정원문화산업학과, 산업동물학과, 

사회서비스상담학과

25 75

 

■ 운영학과 및 인원

일반
대학

제주대학교

•

•문의전화 건강뷰티향장학과  064-754-3910

관광융복합학과      064-754-3920

부동산관리학과     064-754-3930

실버케어복지학과  064-754-3940

홈페이지 건강뷰티향장학과  http://beauty.jejunu.ac.kr
관광융복합학과  http://tc.jejunu.ac.kr
부동산관리학과  http://realestate.jejunu.ac.kr
실버케어복지학과  http://silverwelfare.jejunu.ac.kr

 

유형 개설 학과 정원내 정원외

단과대학

건강뷰티향장학과, 관광융

복합학과, 부동산관리학과, 

실버케어복지학과

40 114

 

■ 운영학과 및 인원

대학별운영학과및문의처



유형 개설 학과 정원내 정원외

단과대학
창업경영금융학과, 문화융합

콘텐츠학과, 농생명ICT학과,

미래기술융합공학과

20 100

 

■ 운영학과 및 인원

•문의전화 063-220-2742

•홈페이지 입학처  http://www.jj.ac.kr/iphak/
main.jsp

전주대학교 일반
대학

유형 개설 학과 정원내 정원외

단과대학

언어재활상담학과, 치매전문

재활학과, 산림치유학과, 

중독재활학과

80 20

 

■ 운영학과 및 인원

•문의전화 033-649-7666~8

•홈페이지 휴먼서비스대학  http://human.cku.ac.kr

가톨릭관동대학교 일반
대학

유형 개설 학과 정원내 정원외

단과대학
스마트산업학부, ICT경영학부,

원자력에너지융합학과, 평생

교육컨설팅학과
45 85

 

■ 운영학과 및 인원

•문의전화 053-600-4721~2

•홈페이지 입학처  http://ibsi.kiu.ac.kr

경일대학교 일반
대학

유형 개설 학과 정원내 정원외

학부

융합기계시스템과, 스마트

농식품과, 실버복지상담과, 

패션산업과, 사회적경제과

83 45

 

■ 운영학과 및 인원

•문의전화 입시센터 063-450-8046
융합기계시스템과
스마트농식품과
실버복지상담과
패션산업과
사회적 경제과

063-450-8331
063-450-8359
063-450-8383
063-450-8406
063-450-8256

•홈페이지 입학처  http://enter.kunjang.ac.kr

군장대학교 전문
대학

유형 개설 학과 정원내 정원외

단과대학

평생교육복지전공, 평생교육

경영전공, 산림비즈니스학과,

메디푸드HMR산업학과

15 85

 

■ 운영학과 및 인원

•문의전화 053-819-7848

•홈페이지 입학처  http://www.dhu.ac.kr/
admission/main/index.htm

대구한의대학교 일반
대학

유형 개설 학과 정원내 정원외

학부
스포츠·문화예술융합
•평생스포츠전공

•문화예술융합전공

16 14

 

■ 운영학과 및 인원

•문의전화 033-760-1300

•홈페이지 입학처  http://www.halla.ac.kr/
mbs/ipsi

한라대학교 일반
대학

강원·대경권

•문의전화 062-230-7971

•홈페이지 미래사회융합대학 http://future.chosun.ac.kr
 

유형 개설 학과 정원내 정원외

단과대학
휴먼융합서비스학부, 신산업

융합학부
20 120

 

■ 운영학과 및 인원

일반
대학

조선대학교

•문의전화 061-270-2541~5

•홈페이지 입학처 https://www.msu.ac.kr/ipsi

 

유형 개설 학과 정원내 정원외

학부 휴먼융합복지과, 건설융합과 120 0

 

■ 운영학과 및 인원

전문
대학

목포과학대학교

유형 개설 학과 정원내 정원외

학부
평생교육복지전공, 평생복지

경영전공, 평생창농융합전공
50 40

•문의전화 054-330-8816

•홈페이지 입학처  http://ipsi.sdc.ac.kr

■ 운영학과 및 인원

성덕대학교 전문
대학

•문의전화 033-340-1117

•홈페이지 입학처  https://www.songho.ac.kr/
iphak/index.do

유형 개설 학과 정원내 정원외

학과 자연건강융합과 6 30

 

■ 운영학과 및 인원

송호대학교 전문
대학



동남권

유형 개설 학과 정원내 정원외

단과대학
복지경영학과, 선명상치유학과,

동양문화학과, 뷰티산업학과
28 89

문의전화 051-629-0611

•홈페이지 입학처  http://iphak.tu.ac.kr
 

 

 

 

■ 운영학과 및 인원

동명대학교

•

일반
대학

유형 개설 학과 정원내 정원외

단과대학

ICT융합공학부, 사회안전학부, 

실버컨설팅학과, 

시니어운동처방학과

40 80

 

 

■ 운영학과 및 인원

동서대학교

문의전화 미래커리어대학 051-320-4890

•홈페이지 미래커리어대학
http://future.dongseo.ac.kr

 

 

•

일반
대학

유형 개설 학과 정원내 정원외

학부

사회복지요양서비스과, 부동산

공유비즈니스과, 양조발효과, 

헬스케어매니지먼트과

12 88

•문의전화 051-860-3240

•홈페이지 입학처  http://ipsi.dit.ac.kr

■ 운영학과 및 인원

동의과학대학교 전문
대학

•문의전화 미래융합대학 행정실
051-629-6601

•홈페이지 미래융합대학  http://future.pknu.ac.kr
 

유형 개설 학과 정원내 정원외

단과대학

평생교육·상담학과, 공공안전

경찰학과, 전기전자소프트웨

어공학과, 기계조선융합공학과

61 140

 

■ 운영학과 및 인원

일반
대학

부경대학교

대학별 운영학과 및 문의처

•문의전화 평생교육대학 행정실
051-540-7384
입학처  051-540-7700

•홈페이지 부동산학과  http://realestate.ysu.ac.kr
사회복지학과  http://sw.ysu.ac.kr
연계전공학부  http://si.ysu.ac.kr

 

유형 개설 학과 정원내 정원외

단과대학
부동산학과, 사회복지학과,

연계전공학부, 헬스케어학과
120 30

 

■ 운영학과 및 인원

일반
대학

영산대학교

※ 2019년 7월 기준 자료로 개설학과·인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