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痥 畚 畾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제도는 1982년에 제정된 「사회교육법」을 근간으로 하
고 있으며, 1999년에 공포한「평생교육법」을 토대로 현재까지 발전되어 왔습
니다. 그러나, 그 간의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하게 전개되는
평생교육의 수요를 현행 법령으로는 모두 충족시키기가 어려워 평생교육법 체
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21세기는 창조적 지식이 다른 어떤 요소보다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
기반사회, 창조경제사회입니다. 전 생애에 걸친 끊임없는 학습이 개인과 국가
의 장래를 좌우하며, 나아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사회에
서 실용적인 평생학습은 필수불가결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의 평생교육법은 사회교육법을 전면 개정하여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지향해 왔습니다.
그간 평생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아래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과 동등한
위치에서 교육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교육법제의 한 축으로 기능하여 왔습니
다. 또한, 국민의 학습권과 학습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다
양한 학습지원제도를 도입하고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제를 한층 강화하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는 원격교육을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평생교육시설을 법제화하고 그 설립․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
가 인정되는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 및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직장인 등
성인들에 대한 고등교육수준의 평생교육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 하였습니다.
2007년 12월 14일에 새롭게 개정·공포된 평생교육법은 종전의 평생교육법
취지를 바탕으로 하여 국가평생교육 지원 체제를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맞게
재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으로 이어
지는 평생교육전담기구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종전에 분산·운영되
던 평생교육센터, 학점은행센터, 독학학위검정원 등 3개 기관을 합하여 평생교
육진흥원으로 통합․효율화 하였습니다.
둘째, 문해교육프로그램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사 양성 및 연수체제의 개편
등을 통해 국가차원의 평생교육진흥정책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평생교육기관의 책무성 강화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정비 등을
통해 학습자 친화적 평생교육 제도개선과 지원 기반구축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이번 법 개정을 통하여 새 정부가 추구하는 '인재대국' 건설을 위하여
평생교육 영역에 있어서도 한편으로는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
로는 실용과 창의를 강조하여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기능 강화와 평생학습
계좌제의 도입․운영 등을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
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해설자료는 평생교육법의 입법 취지와 법의 위임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
로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8년 2월 14일과
2월 18일에 각 각 공포됨에 따라 교육관계자 등에게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안내
함으로써, 평생교육분야의 새로운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고, 신설된 제도의 이해
를 돕기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평생교육 현장에서 많은 참고가 되시기
바라며, 발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 5.

교육과학기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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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입법취지 및 기본방향

1. 추진배경
2. 입법 기본방향

3. 평생교육법 제․개정 취지

4.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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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1. 추진배경
제5공화국의 헌법조항에 평생교육진흥 조항이 규정됨에 따라 1982년
「사회교육법」이 제정되었고, 1999년에 「평생교육법」으로 법명이 개
정되고 법내용이 전부 개정된 바 있으나, 우리 사회가 산업사회에서 지
식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도래한 새로운 교육문명으로서 평
생학습시대가 도래한 바, 이에 대응하는 총체적인 평생학습 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추구하는 교육복지국가(Edutopia)체제
가 구축되어야 하며, 그를 통해 학습강국, 인재대국의 국정가치를 구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국가와 광역·기초 자치단체 단위의 평
생교육 추진체제를 정비하고, 평생교육의 총괄적인 집행기구로서 한국
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센터·학점은행센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독학
학위검정원 등 3개의 평생교육기관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통합․
설립하여 평생교육진흥 및 평가인정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평생교육 사업추진을 도모
함과 동시에, 기존의 「평생교육법」체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었음.

□ 사회교육법 제정(’82. 12. 31)
지식·기술이 확대되고 생활환경이 급변하는 산업사회에서 한평생 보
람된 생활을 누리기 위하여는 누구든지 평생을 통한 교육이 불가피하
게 되었고, 이에 따라 헌법 제29조(‘87. 10. 29 개정이전, 2008년 현재에
는 제31조)에서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국가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헌법정신에 따라 사회교육을 제도화하고, 모든 국민에게 평생을
통한 사회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으로
써 정의로운 민주복지사회의 건설과 문화창달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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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교육 외에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사회교육
으로 정의함.
○ 일정한 시간이상 실시되는 사회교육과정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교양에 필요한 일정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
한 사회적 대우가 부여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교육시설의 설치, 전문요원의 양성, 교육자
료의 개발, 단체 또는 시설·사업장 등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장려 등의
방법으로 사회교육을 진흥하도록 함.
○ 사회교육에 관한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사회교육정책
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
○ 일정 규모이상의 사회교육단체, 사회교육시설 또는 사업장에는 사회교
육전문요원을 두도록 함.

□ 사회교육법 전부개정, 평생교육법으로 법명개정(’99. 8. 31)
평생교육의 진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및 교육기본
법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사회교육법」의 제명을 「평생교육법」으
로 변경하고, 평생교육의 이수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
정될 수 있도록 한 「교육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사내대학·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학교교육과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는 새로운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이 법의 제명을 「사회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 변경함.
○ 종전의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전문요원을 평생교육사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종전의 사회교육전문요원은 교육과정의 편성·진행과
교육효과의 분석·평가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나 평생교육사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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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업무 외에 교수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함.
○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장의 경영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당해 사
업장에 고용된 종업원을 대상으로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
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
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평생교육법 전부개정(’07. 12. 14)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광역·기초 자치단체 단위의 추진
체제를 정비하고, 평생교육의 총괄적인 집행기구로서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센터·학점은행센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독학학위검정원 등
3개의 기관을 통합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는 등 국가 평생
교육추진체제를 재정비하고자 함

≪ 평생교육법 개정 주요 경과 ≫
◈ 평생교육법 전부개정 법률안 국회 발의
(이인영의원 : ’06. 2. 21.; 임해규의원 : ’07. 4. 9)
◈ 평생교육법 전부개정 법률안 교육위원회 심의․의결(‘07.11.16)
◈ 평생교육법 전부개정 법률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07.11.21) 및
본회의 심의 의결(‘07.11.22)
◈ 평생교육법 대통령 공포(‘07.12.14), 시행(’08.2.15)
◈ 평생교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07.12.21)
◈ 평생교육법시행령(‘08.2.14) 및 시행규칙 공포(‘08.2.18)
◈ 평생교육법시행령(‘08.2.15) 및 시행규칙(‘08.2.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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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 기본방향
기쁨학습․미래학습․통합학습

자아실현, 고용가능성, 사회통합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창조적 학습자 육성
․평생학습 참여율 저조 및
평가인정체제의 미흡

․평생학습 참여촉진 및
평가인정 체제의 강화
➡

․평생학습지원 체제의 분산

․통합적 평생학습 기반구축

학습강국, 인재대국 건설
열린교육사회․평생학습사회 구현
-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 -

평생학습정책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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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기본방향 / 평생교육법 제․개정 취지

3. 평생교육법 제정 및 개정 취지
□ 평생교육법의 법적 체계 개편 및 평생교육 개념의 명확화
○ 평생교육법의 법적 체계를 헌법 제31조 제1항 및 제5항, 교육기본법
제 10조 등에 근거하여 학습자의 학습권과 평생학습의 원리에 맞춘
학습자 중심의 새로운 법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
○ 평생교육의 개념을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
인 기초․문자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
로 정의함.
○ 평생교육의 개념 규정에 있어서 평생교육의 영역을 구체화한 것은 기
존의 법령상에 있어서 평생교육의 영역과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정책
조정 및 재정 지원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조치임.

□ 지식기반사회, 창조경제사회에 있어서 ‘인재대국’ 건설을 위한
평생학습기반의 조성
○ 평생교육법은 급변하는 세계화ㆍ정보화․창조경제 사회에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기회 확대에 이바지
○ 평생학습은 학령기에 놓친 교육기회를 보상하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
서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변환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도래하는 새
로운 교육문명이며, 이에 따라 총체적인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의 필
요성 증대
○ 평생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학습강국, 인재대국’의 건설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평생교육 추진체제의 개편 및 평가인정체제의 구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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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 정책지원 강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학습비 지원, 평생교육기관
상호간의 네트워크 구축, 평생학습도시 사업, 중앙단위 평생교육진흥
위원회 및 지역단위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운영을 통한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관련 사업조정 및 협력증진 도모
○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센터․학점은행센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독학학위검정원 등 3개의 독립된 기관에서 분산․운영 중이던 여러
기관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통합함으로써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책무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 평생학습과정 이수자의 사회적 대우 확대와 학습의욕 고취
○ 종래 초․중등 학력인정 중심이었던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을 전문대
학학력인정 수준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초․중등학력인정 문자해득교
육프로그램의 지정․운영을 통한 성인기초교육 대상자의 평생학습 의
욕을 고취
○ 유․무급학습휴가제, 학습계좌제 및 학습비 지원 등 금전적․비금전적
보상을 통해 평생학습 기회를 촉진

□ 기초교육 기회확대와 고등교육 수준의 평생학습 기회촉진
○ 대학의 평생교육원 등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을 통해 성인교육의 기회
를 확대
○ 학점은행제, 전공대학, 사내대학 및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다양한 학력인정제도를 통해 고등교육수준까지 국민의 능력 향상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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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경과
가. 평생교육법

제5공화국 헌법
(’80.10. 27)

◦ 제29조 제5항 ‘국가의 평생교육진흥 조항’ 명시
◦ 제29조 제6항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
제도 법률주의 규정
◦ 1981. 12. 12. 구용현의원외 56인 발의로 법안 제출

사회교육법
(’82. 12. 31.)

◦ 1982. 11. 26. 국회 문교공보위원회 통과
◦ 1982. 12. 15. 제114회 국회(정기회) 본회의 통과
◦ 1982. 12. 31. 법률 제3648호로 공포
◦ 1998. 11. 26. 정부안 확정, 국회에 법안 제출

사회교육법
전부개정
평생교육법
(’99. 8. 31.)

◦ 1999. 08. 10.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
◦ 1999. 08. 12. 제206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통과
◦ 1999. 08. 31. 법률 제6003호로 공포 (2000. 03. 01 시행)
법명변경 (사회교육법 → 평생교육법)
◦ 2006. 02. 21. 전부개정 법률안 (이인영의원 대표발의)
◦ 2007. 04. 09. 전부개정 법률안 (임해규의원 대표발의)

평생교육법
전부개정
(’07. 12. 14)

◦ 2007. 04. 18. 전부개정 법률안 2건(이인영, 임해규의원
대표발의)에 관한 국회 교육위원회 공청회
◦ 2007. 11. 16. 국회 교육위원회 확정 의결 통과
◦ 2007. 11. 21. 국회 법사위원회 의결 통과
◦ 2007. 11. 22. 국회(정기회) 본회의 의결 통과
◦ 2007. 12. 14. 법률 제8676호로 공포 (2008. 02. 15 시행)

•전부개정 법률 국회통과(’07. 11. 22) ➡ 공포(’0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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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생교육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마련
(’07. 11. 14)

전 부처청 및
관련기관․단체 협의
(’07. 11. 16 - 12. 7)

입법예고
(’07. 12. 14 2008. 1. 3)
교육규제완화위원회
(’07. 12. 11)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08. 1. 17)
법제처 심의
(’08. 1. 9 - 1. 25)
※ 차관회의 통과
(’08 1. 31)
※ 국무회의 통과
(’08. 2. 5)

◦ 평생교육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확정
- 전문가 세미나 및 정책연구와 연계하여 추진
◦ 전 부처청 의견 조회
- 전 시․도교육청 및 대학,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관련 학회, 학원연합회 등 관련 단체 의견 조회
포괄
◦ 의견제시(총 11개 기관, 21건) : 정부부처 6건,
한국평생교육사협회 등 관계 기관 15건
- 환경부, 산자부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의견 추가
- 기획예산처의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당시 정원,
예산 검토의견
- 기타 자구 수정 등
◦ 입법예고 : 관보게재, 교육부 참여마당 신문고에서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전자공청회」를
동시 진행, 공문발송
◦ 의견제시(12건) : 한국문해교육협회 등
◦ 이견 없음

◦ 이견 없음
- 비중요 규제 6건, 중요 규제 1건 : 원안 동의

◦ 주요변경내용
- 문해교육⇒ 문자해득교육으로 변경 등

•시행령 공포(’08. 2. 14, 대통령령 제20607호, 시행 2. 15)
•시행규칙 공포(’08. 2. 18, 교육부령 제927호, 시행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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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체제

1. 기본체제

평생교육법
(사회교육법 전문 개정)
5장 32개조

평생교육법(이인영의원안)
8장 48개조

평생학습법(임해규의원안)

➡

8장 47개조

평생교육법 전부개정
(교육위원회 대안)
8장 46개조

* 헌법 제31조 : 평생교육진흥
*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10조 평생학습권
평생교육 장려

■ 교육관계법의 기본체제 구축
헌 법

교육기본법
(’97. 12)

초중등교육법
(’97. 12)

고등교육법
(’97. 12)

- 13 -

평생교육법
(’07. 12)

제2부 기본체제 및 주요내용

2. 평생교육법 신·구법 비교
(구) 평생교육법
(5장 32개조)

개정 평생교육법
(8장 46개조)

초․중․고
학력인정시설

학력위취득
기회 확대

전공대학
(전문대학
설)

학력인정시

문자해득교육과정
(초등·중학 과정)

사내대학 및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전문대과정
대학과정

∙학교의 평생교육 (제29조)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운영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0조)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제31조)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제32조)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제33조)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5조)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6조)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7조)
∙지식․인력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 (제38조)

전담․지원기구 운영

다양한 학습지원제도

∙평생교육진흥원(독립기관화)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광역 시․도)
∙평생학습관(시·군·구)

∙유급 또는 무급 학습휴가제
∙각급학교의 평생교육 편의시설
∙강사정보은행제, 학습계좌제
∙평생교육사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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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센터 등(위탁)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교육법 신·구법 비교 / 평생교육법 구성체계

3. 평생교육법 구성체계
평생교육법(8장 46개조)

(구) 평생교육법

개정 평생교육법(신설)

․평생교육이념
- 기회균등 및 자율성 보장
- 평생교육의 중립성
- 평생교육이수자의 사회적 대우
․유․무급학습휴가 및 학습비지원
․강사정보은행제, 교육계좌제
․사내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사 자격조건 및 배치
․평생교육시설
․학점등의 인정, 청문, 권한위임, 과태료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평생교육진흥원(중앙)
․평생교육진흥위원회(중앙)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평생학습관
․시도평생교육협의회, 시․군․구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사 자격조건 및 배치기준 강화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책무 및 조건
․전문대학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전공대학)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학력인정
․학점 등의 인정, 행정 처분, 청문, 권한위
임,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과태료

(구)
평생교육법

5장32개조 →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타법과의 관계, 이념
교육과정, 공공시설의 이용, 학습휴가
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기본계획수립, 평생교육진흥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 경비보조, 지도 및 지원
제3장 평생교육진흥원 등
․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당초시안
․평생학습관 운영, 학습계좌제
제4장 평생교육사
․자격, 양성기관, 배치 및 채용, 경비보조
제5장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법안
․학교, 학교형태,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8장 48개조
․사내대학,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등
(이인영의원
각종평생교육시설
대표 발의)
←
제6장 문자해득교육
평생학습법안
․문자해득교육실시, 교육과정, 학력인정
8장47개조
제7장 평생학습결과의 관리·인정
(임해규의원
․학점, 학력의 인정
대표 발의)
제8장 보칙
․행정처분, 청문, 권한의 위임, 과태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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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기본체제 및 주요내용

4. 주요내용
□ 평생교육법의 법적 체계 마련 및 평생교육 개념의 명확화
○ 평생교육법의 법적 체계를 헌법 제31조 제1항 및 제5항,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10조에 근거하여 학습자의 학습권과 평생학습의 원리에
맞춘 학습자 중심의 새로운 법적 체계를 마련함.
○ 평생교육의 개념을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
인 기초․문자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
로 정의함.

□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시․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함.

□ 학습비 지원 및 유․무급 학습휴가제 도입
○ 직장인들이 계속교육 및 재교육 등을 통해 자아실현과 능력향상의 기
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각 직장의 실정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학
습휴가를 실시하거나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전문인력정보은행제 및 학습계좌제 도입
○ 교육전문 인적자원 등을 대학의 시간강사, 각종 연수기관의 강사요원,
평생 교육활동의 강사 등으로 활용하는 강사정보은행제 운영
○ 국민의 평생교육 촉진 등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관리를 위하여
개인의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학습계좌제 도입․운영
- 16 -

주요내용

□ 평생교육지원을 위한 추진체제의 정비
○ 평생교육진흥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
위원회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소속하에 둠.
○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시․도평생교육협의회를 둠.
○ 시․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군․자치구평생
교육협의회를 둠.

□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3대 전담 지원기구의 운영
○ 국가는 평생교육진흥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
원」을 설립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평생교육사를 포함
한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연수,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평생
학습결과의 인정, 학습계좌제 등 평생교육 관련 주요 집행기능을 수
행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 내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
램 운영과 평생교육정보제공 및 연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
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시․도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
하여야 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
원 등 지역 평생교육 진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평생교육사의 기능 및 양성․연수제도 정비
○ 평생교육기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
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게 함
○ 평생교육사의 양성․연수제도를 정비하여 전문성과 능력 있는 평생교
육전문가가 양질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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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확대 및 설치자의 조건 강화
○ 고등학교졸업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는 「초․중등교육법」제
19조의 교원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원의 복무․국내연수 및 재교
육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이 법 시행 당시(2008. 2. 15),「초․중등교육법」제 54조 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4개교만 해당됨)는 교육과학기
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
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2008년 2월 15일 이후부터 신규로 설립되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 법인으로 한
정함으로써,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사회적 책무와 공익성을 강화하
고,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개인이 설치․경영하는 시설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타의 개인 시설도 설립 주체를 변경해 나가도록 유도․권장
함.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평
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그 시설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8
조, 제29조, 제31조, 제70조를 준용함.

□ 다양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
○ 다양한 유형의 평생교육시설을 새롭게 법제화
○ 학교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 학교형태 또는 학력인정시설의 경우 등록․인가제를 유지하고 학력미
인정시설의 경우 등록제의 신고제 전환, 신고제의 보고제 전환 등 설
치․운영상의 자율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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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학교의 평생교육 (제29조)
-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0조)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제31조)
-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제32조)
-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제33조 제1항 및 제2항)
-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제33조 제3항부터 제6항 까지)
-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지
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제35조부터 제38조 까지)

□ 성인을 위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지정 운영 및
학력인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학교에 성인문자해득 교육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성인의 문자해득교육

및 성인기초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일정한 성인 문자해득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게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 이 법에 따른 진흥위원회․진흥원․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학습관이
아니면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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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부

해 설 자 료

1. 총 칙
2.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3. 평생교육 전담․지원기구의 설치․운영
4. 평생교육사
5. 평생교육기관
6. 문자해득교육
7. 평생학습결과의 관리·인정
8. 보 칙
9.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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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칙
가. 목 적
<평생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
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생교육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입법취지
○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평생교육 이념구현에 따라 평생교육법에서 평생교
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지위
부여

□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사항
○ 2007년 4월 9일 임해규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전단계의 「평생학습법」정책토론회 발제문(2007. 4. 5)에서는
「헌법」제31조제1항 및 제5항과, 「교육기본법」에 근거하여 학습자
의 학습권과 평생학습의 원리에 맞춘 학습자 중심의 새로운 법적 체
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교육기본법」의 하부법이
아닌 평생고용과 평생학습이라는 사회적 현실을 고려한 학습에 대한
기본법으로서 「평생학습법」으로의 변경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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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토론회에서 「평생학습법」은 헌법․교육기본법 등으로 체
계화된 교육법 체계를 전면 변화시키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되어 현시
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적자원개발기본법」 등과
의 중복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평생교육법」으로
수정됨.

□ 해설
○ 평생교육법의 입법목적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라 국민의 학습권과 학
습에 대한 선택권 및 평생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에
필요한 수단 및 제도를 다양화․체계화함으로써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
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교육사회․평생학습사회(교육복지국가,
Edutopia)의 건설을 지향하고, 이를 통해 학습강국(Learning Korea), 인재대
국을 조기에 실현하고자 하는데 있음
○ 이러한 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종전의 평생교육법을 전부 개정하
고 이에 따라 평생교육법시행령 및 평생교육법시행규칙을 전부 개정
하였음.
○ 또한 평생교육법의 제정근거를 평생교육의 진흥을 국가의 의무로 규
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및 교육기본법 제10조에 둠으로써 평생교
육법이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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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의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
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
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
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
인 또는 단체
3. "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
여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자들을 대상으로 문자해
득(文字解得)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 입법취지
○ 평생교육법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정함
○ 평생교육 관계법령의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규정함

□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사항
○ 기존의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
인 교육활동’으로 정의되어 있었으며, 이인영의원 대표 발의 안에서는 “학
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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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동일한 것으로 보이나, 임해규의원안 제2조제1항에서는 헌법 제31조제1
항 및 제5항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평생학습’의 개념을 도입하고 “국민이
평생에 걸쳐 수행하는 모든 종류의 학습을 말하며, 이에는 학교교육에 의
한 학습, 평생교육에 의한 학습 및 교수과정에 의하지 않는 자기학습 등을
포함한다."라고 하여, 현재의 평생교육뿐만 아니라 학교교육과 자기학습까
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음.

<평생교육 개념에 대한 법안 비교>
구 분

기존 법

이인영의원(안)

임해규의원(안)

제1조(목적)이법은 제 1 조 ( 목 적 ) 이 법 은 제1조(목적)이법은

「헌
평생교육에
관한 「헌법」제31조제5항 법」-------- 이 법에
사항을 정함을 목 및 「 교 육 기 본 법 」 서 지칭하는 평생교육은
적으로 한다.

-------------

사회교육을 의미한다.

제2조(정의)①평 생 학 습
이란 국민이 평생에 걸
개 념 제2조(정의) "평생 제2조(정의) “평생교
쳐 수행하는 모든 종류
교육"이라 함은 학 육”이라 함은 학교의
의 학습을 말하며, 학교
교교육을
제외한 정규교육과정을 제
교육에 의한 학습, 평생
모든 형태의 조직 외한 모든 형태의 조
교육에 의한 학습 및
적인
교육활동을 직적인
교육활동을
교수과정에
의지하지
말한다.
말한다.
않는 자기학습 등을 의
미한다.

○ 임해규의원안에서 ‘평생교육’ 대신 ‘평생학습’ 개념을 도입한 취지는 기존의
평생교육법이 ‘성인의 사회교육 위주’로 한정되었던 협소한 시야를 극복하
고, 보다 범위를 확대하여 개인의 일생에 통해 이루어지는 학습으로 정의하
여, ‘평생학습’을 교육정책의 기본 개념으로 잡아 이를 실현해 줄 수 있는
체계적인 법체계를 도입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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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기존의 평생교육 개념을 다소 보완하는 차원에서 용어의 정의가 마
련되었음.
첫째는, 평생학습의 개념을 법률에 도입하는 것은 단순한 용어상의 문제
가 아니라 현행 교육법체제와 전면적인 혼선 내지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는 지적임. 현행법상으로 학교교육에 대해서는 교육기본법을 상위법으로
하여 그 하부에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등 각각의 개별법
이 고유한 규율영역을 가지고 있는 단계적 법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평생
학습이 학교교육을 포함하는 것으로 적용된다면, 평생학습법과 학교교육관
련법의 규율영역이 중복되어 전체적인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
적할 수 있음. 특히, 정부에서 학교교육에 대하여 현행법체제에 따라 각종
추진계획․재정확보․인력운용․기타 학교교육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 근
거를 찾아 집행하는데, 현행 개별법보다 상위법으로 평생학습법을 두어 교
육정책의 집행과 관련된 조항을 둘 경우, 정부가 평생학습법에 근거해서
집행할지, 현재의 개별법에 의거해서 집행할지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 따
라서 평생학습 개념을 도입할 경우, 현행 교육관련법 체계가 평생학습에
맞추어 전면적으로 수정되지 않는 한, 평생학습을 법률에 도입하는 효과를
확산시키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음
둘째는, ‘자기학습’을 평생학습에 포함시킬 경우, 평생학습의 개념이 법
적 구체성을 결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행하는
학습은 지극히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를 모두 평생학습
의 범위에 포함시킬 경우 평생학습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어, 법적으로
구체성을 상실하고, 일종의 사회학적 개념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 또한,
발의안 제2조에서 자기학습을 도입하고 있을 뿐, 이후의 조문에서 자기학
습의 활성화 방안이나 지원 대책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 규율도 하고 있지
않아, 자기학습을 법률에 도입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
다고 봄.
따라서 ‘평생학습’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개정방향에 대해서는
이들 내용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기존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사용하고 있던 인적자원개발 개념등과의 중복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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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기됨에 따라 평생학습의 개념보다는 평생교육 개념으로 회귀하는 방
향에서 법안이 수정 발의되었음.
○ 이인영의원과 임해규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
는 평생교육의 영역으로서 성인기초교육 및 문해교육, 시민교육, 직업능력
개발교육, 문화예술교육, 지역사회교육 등을 제시하였으나, 제2조에서의 평
생교육기관의 정의와 제5장(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기관의 구체적인
형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각각의 내용이 상호 연계되거나 체계
화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이를 테면, 평생교육기관의 정의 조항에 규정
된 평생교육기관은 당해 기관의 설치에 관한 근거법령에 따른 종류를 열
거하고 있고, 평생교육의 영역은 교육내용에 따른 분야로 구분되어 있으
며, 평생교육기관의 형태는 부설되는 기관의 종류, 교육방식(원격교육) 및
교육내용(지식․인력개발관련)에 따른 구분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임.
○ 또한, 평생교육의 영역과 관련하여 각 분야를 소관으로 하고 있는 문화체육
관광부, 노동부등으로부터 이견이 제시된 바 있음. 이를 테면, 평생교육사업
에 직업훈련사업을 포함할 시에는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문화
체육관광부는 평생교육의 영역을 구분함에 있어 문화예술교육을 시민교육,
지역사회교육과 병렬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상 문화
예술교육이 성인기초교육, 시민교육, 지역사회교육을 상당부분 포함하는 광
의의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으며, 예시된 분야 외에
도 다양한 평생교육 분야가 있으므로 평생교육의 영역을 내용 기준으로 구
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문자해득교육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이인영의원안과 임해규의원안 모두
에서 ‘문해교육’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었음. 다만 이 두 법안 사이에는 부분
적인 차이가 있었음. 이를 테면 이인영의원안에 있어서는 ‘중학교졸업수준
의 문자해득능력’을, 임해규의원안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삭제되어 있었으
며, 국회교육위원회 대안에 있어서는 ‘의무교육 등 기초교육을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자에 대하여’ 부분을 삭제하고 용어의 설명을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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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해득교육’ 관련 개념에 대한 법안 대비>
이인영의원안

임해규의원안

(제2조제4호)

(제2조제4항)

4. “문해교육”이라 함은 일
상생활에 필요한 기초능력
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하
는 의무교육 등 기초교육을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자에 대하여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
지 아니할 정도의 중학교졸
업 수준의 문자해득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조직화된
말한다

교육프로그램을

교육위원회 대안
(제2조제3호)

④ “문해교육”이란 일
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
여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

기초교육을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자에 대하여 가정·사
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아니할
정도의

문자해득능력

을 갖출 수 있도록 이
루어지는 조직화된 교

3. “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
을 느끼는 자들을 대
상으로

문자해득능력

을 갖출 수 있도록 이
루어지는 조직화된 교
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육프로그램을 말한다.

○ 그러나 국회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면
서 “문해”의 개념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고, 법안에서 “문
해교육이란 문자해득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는 취지에 따라 “문해”의 개념을 “문자해득”이라고 바꾸는 것이 타당
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법제처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제기하여 결국
“문해교육”이라는 용어가 “문자해득교육”이라는 용어로 전환됨.
○ 원래, 문해의 개념은 1950년대에는 문맹퇴치(간단한 한글 편지를 읽고 쓰
는 수준)의 개념으로, 오늘날에는 수리력, 정보화능력 등 영역별 기능문
해(functional literacy)라는 개념으로 변천해 왔다는 점을 감안 할 때,
“문자해득교육”이라는 용어는 “문해교육” 혹은 “성인기초교육”등의 개념
을 포괄하는 것이 평생교육학계 및 문해교육전문가들의 다수의견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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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평생교육의 정의
- ‘평생교육’의 개념은 실정법상으로는 광의, 협의의 두 가지 범주로 구
분할 수 있음. 광의로는 학교교육과 학교외교육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협의로는 정규학교교육에 대비되는 학교외교육을 의미함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조직적인 교육활동’
으로 정의함으로써 협의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
- 즉 정규학교에서 행하는 정규교과학습을 제외한 학교 또는 학교외의
장소에서 정규교육과정 외의 모든 형태의 조직적․의도적․체계적인
교육활동으로 규정하여 학교가 주체가 되는 비정규 교육과정도 본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헌법의 평생교육진흥이념에 따라 종전의 ‘사
회교육’ 용어를 ‘평생교육’으로 변경한 바 있음.

○ 평생교육기관
-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이거나 다
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 법인 :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특수법인 등 각종 법인
- 단체 : 정부단체 및 각종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단체(NGO) 포함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
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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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교습과정 분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관련)
종류

분야

계열

교 습 과 정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산업기반기술

산업응용기술
산업서비스
직업기술

일반서비스
컴퓨터

평생직업
교육학원

문화관광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
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
통, 안전관리
디자인, 이․미용, 식음료품, 포장, 인쇄, 사진, 피
아노조율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코디
네이터(coordinator)
컴퓨터, 게임, 로봇, 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character), 관광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경영․사무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

관리

기, 주산, 속셈, 속독

국제화

국제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인문사회

인문사회

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국악, 전통무용, 서예, 꽃꽂이, 꽃기예, 만화, 연

기 예

기 예

극,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 성악, 현대
무용, 바둑, 웅변

독서실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 또는 설치 보고된 시설
-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근로
자직업훈련촉진법」 등에 의한 학원, 직업훈련원, 도서관, 박물관,
문화원 등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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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시설 현황

학력
인정
여부

설치요건

담당과

학력
인정

학력
인정

교육감에 등록

평생학습
정책과

학력
미인정

학력
미인정

교육감에 등록

〃

사내대학

학력
인정

교과부장관 인가

직업교육
정책과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학력
미인정

교육감에 신고

평생학습
정책과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학력
인정

교과부장관 인가

지식정보
기반과

학력
미인정

교육감에 신고

평생학습
정책과

〃

교육감에 신고

〃

초․중등
학교

〃

교육감에 보고

〃

대학(교)

〃

교과부장관에 보고

〃

교육감에 신고

〃

교육감에 신고

〃

시설 유형

①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1조)
②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2조)
③ 원격대학형태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3조)
④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5조)

⑤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6조)
⑥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0조)

⑦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7조)
⑧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시설
(평생교육법 제38조)

〃
〃

합 계

○ 일반법으로서의 평생교육법
- 국내의 평생교육활동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그 외의 경우 평생교육법
이 적용됨으로써 평생교육에 대한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짐.
- 각 부처 소관의 평생교육 관계법령을 조정․통괄하는 기능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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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평생교육’의 법적개념과 사용례
○ 평생교육의 법적 개념
- ‘평생교육’의 개념은 법적으로는 광의, 협의의 두 가지 범주로 구분
- 광의적으로는 학교교육과 학교외 교육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
됨. 즉 인간의 삶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학습현상을 총칭
한 것으로 태교에서부터 노인교육에 이르기까지의 수직적으로 통
합한 교육과 가정교육, 사회교육 및 학교교육을 수평적으로 통합
한 교육을 포괄함.
- ‘평생교육’은 협의적으로는 정규학교교육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
용되고 있음
-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은 협의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
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
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함으로써 협
의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

○ 헌법․교육기본법 및 정부조직법에서의 사용례
- ‘평생교육’에 대해서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는 광의적 개념과 협의적
개념을 혼용하고 있으며, 정부조직법에서는 협의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
◇ 헌법
제31조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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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
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학교교육) ①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실시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외에 학술과 문화적 전통을
유지․발전시키고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회교육) ①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②사회교육의 이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학
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③사회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경영 등 사회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24조 (교육과학기술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
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와 기초과학 정책·연구개발,
원자력, 과학기술인력양성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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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각 부처별 평생교육 관계법령
헌

법

교육부 관계법령

타 부처 관계법령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자격기본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산업교육진흥법
유아교육진흥법
특수교육진흥법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
등의설치기준령
재외국민의교육에관한규정
각종학교에관한규칙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
에관한규칙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임시교원양성소규정
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에관한규칙

국무총리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
관한법률
기획재정부 : 소비자보호법
행정안전부
공무원교육훈련법,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기본법, 국민체육진흥법
관광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농림수산식품부
농업․농촌기본법, 농촌진흥법
농업협동조합법, 농업기계화촉진법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사업법, 식품위생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보건법, 장애인복지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생활보호법
노 동 부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직업안정법, 고용정책기본법, 기능장려법
남녀고용평등법, 기능대학법,
산업안전보건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한국산업안전공단법
법 무 부
소년원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사회보호법
국토해양부
해상교통안전법, 교통안전법, 수산업법
환 경 부 : 자연환경보전법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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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관계법령의 특성별 분류
구 분

관 계 법 령

학교․평생
교육

◦
◦
◦
◦
◦
◦

교육기본법 ◦ 초․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 평생교육법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 설치기준령
각종학교에관한규칙

기술․직업
교육

◦
◦
◦
◦
◦
◦

자격기본법 ◦ 산업교육진흥법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노동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 직업안정법(노동부) ◦ 고용정책기본법(노동부)
근로기준법(노동부) ◦ 기능대학법(노동부) ◦ 남녀고용평등법(노동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지식경제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국무총리실)
기능장려법(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노동부)

공무원․교원
연수
교정교육
농어민 교육

◦ 공무원교육훈련법(행정안전부) ◦ 교원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 임시교원양성소규정
◦ 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 규칙
◦ 사회보호법(법무부) ◦ 소년원법(법무부)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법무부)
◦ 농업․농촌기본법(농림수산식품부) ◦ 농촌진흥법(농림수산식품부)
◦ 농업기계화촉진법(농림수산식품부) ◦ 농업협동조합법(농림수산식품부)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 지방문화원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시설 평생교육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시설의 개방 및이용에 관한 규칙
아동교육
문화․청소년
교육
노인교육

◦ 아동복지법(보건복지가족부)

◦ 유아교육진흥법

◦ 청소년기본법(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 국민체육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 노인복지법(보건복지가족부)

부녀자교육

◦ 모자보건법(보건복지가족부) ◦ 윤락행위등방지법(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교육

◦ 특수교육진흥법

◦ 장애인복지법(보건복지가족부)

저소득층교육

◦ 생활보호법(보건복지가족부)

산학협동교육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농림수산식품부)

기타 평생
교육일반

◦
◦
◦
◦
◦

사회복지사업법(보건복지가족부)
산업안전보건법(노동부)
해상교통안전법(국토해양부)
교통안전법(건설교통부)
소비자보호법(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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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보건복지가족부)
◦ 한국산업안전공단법(노동부)
◦ 자연환경보전법(환경부)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행정안전부)
◦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

총

칙

다. 평생교육의 이념 및 교육과정
<평생교육법>
제4조(평생교육의 이념) ①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
장받는다.
②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평생교육은 정치적․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
니 된다.
④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
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과정 등) 평생교육의 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
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 입법취지
○ 평생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기본적 이념․목적을 제시
하고 평생교육 과정의 편성․운영에 있어서의 지켜야할 원칙을 명
시함

□ 해설
○ 평생교육의 이념
- 개방성․다양성․자율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 평생교육에 있어서도
헌법 또는 교육기본법상의 교육 일반에 관한 기본적 원칙과 권리가
보장됨을 규정
- 평생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
적 조건 등을 이유로 평생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되는
교육의 기회균등의 원칙을 제시함
- 평생교육의 자발성 및 자기주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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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자아 실현과 삶의 질 향상에
있는 만큼 평생교육의 실시 형식․방법 또한 개인의 자유로운 참여
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배양에 기초를 두도록 명시함
- 평생교육의 중립성
․평생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
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명시함.
- 평생교육과정 이수자의 사회적 대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에는 학점․
학력인정, 학위취득기회 부여, 자격취득 등 금전적․비금전적 보상을 통하
여 상응하는 사회적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생학습에 대한 의
욕을 고취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
○ 평생교육과정의 운영
- 교육과정․방법․시간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은 평생교육의 자율성
과 개방성의 원칙에 따라 이를 실시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되,
학습자의 학습권과 학습선택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의 사회적 기여와 효용
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함
- '평생교육의 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는 까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육과정은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
정으로 편성할 수 없음(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과정)
·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대상 교습과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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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학교교육 과정
- 특히, 보건·의료 등 국민의 건강 및 보건과 관련된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 및 전문성에 비추어 평생교육과정의 개설·운영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함(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시설 교육과정 개설·운영업무 지침 참조)

평생교육시설 교육과정 개설․운영 업무지침
1. 목적
평생교육법에 의한 각종 평생교육시설에서 의학관련 분야 교육과정 설
치․운영가능여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통하여 업무처리의 통일성과 일관
성을 유지 교육행정의 신뢰확보와 교육발전에 기여코자 함
2. 관련사항
ㅇ 평생교육법에 의한 각종 평생교육시설에서 의학관련 분야 교육과정
설치․운영 가능 여부
-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과정 개설 불허
- 이유
1. 평생교육법 제6조(교육과정 등)에서는 평생교육의 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를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도록 규정하
고 있고,
2. 고등교육법 제21조, 같은 법 제28조 및 제47조에 의하면 대학 및 전문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과정과 교육목적은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
에 필 요 한 학 술의 심오한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도록 함에 있
다고 규정하고 있음.
3. 사회통념상 국민의 건강, 안전에 직결되는 의학관련 분야는 심오한 이론과
정치(精緻)한 응용방법을 요하는 학술의 분야로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기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의학분
야 교습은 부적합하다 할 것임
※ 특히 보건복지부(한방65310-160, 침구시술행위 강습에 대한 질의회신)는 평
생교육법에 의한 강습이라 할지라도 의료인 양성과 관련되면 고등교육법에
의거하여야 할 것이며,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에서 의료 교육을 받은 자
가 침․뜸 등의 시술행위를 할 경우에는 의료사고 유무와 상관없이 무면허의료
행위에 해당되어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됨을 회신한 바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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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평생교육과정 이수자의 사회적 대우
- 평생교육과정 이수자에게 상응하는 학점․학력인정 및 학위취득기회
부여
- 대학 및 평생교육기관 상호간에 학점․학력 및 학위 인정
- 학습자에 대한 금전적․비금전적 보상
․학습휴가제, 학습비 지원 등 학습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승진, 승급 등 기회부여와 각종 포상, 경력인정 등 사기앙양 보상
- 교육훈련과 자격과의 연계를 통한 대우
․직업능력인증제도 및 사내인정자격제도 도입
․평생교육과정 이수자의 자격시험 기회부여와 시험과목면제
․평생교육과정과 각종 자격시험과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
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입법취지
○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하여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의 진흥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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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국가차원의 임무(예시)
․공공부문, 민간사업부문, 사회봉사부문 등 각 영역에서 평생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종합적인 평생교육진흥정책의 수립․시행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평생교육진흥원 등 평생교육 전담․지원기관 설치․운영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취득제 등 평생교육 제도운영에 필요한 행․재
정적 지원
․성인교육 등 평생교육과정 이수자의 평생학습결과 인증 및 사회적
대우 부여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학습자료 개발사업 지원
․평생교육사 양성 및 재교육, 교육담당자 및 관리자의 연수교육 지원
- 지역차원의 임무(예시)
․지역차원의 평생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 정보 제공, 네트워크
추진 등을 위한 전담조직 및 평생교육센터(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지역주민의 학습비 및 연수교육 지원
․각급학교 신축시에는 지역사회 평생교육 시설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경비 등 지원
․여가 및 문화교육, 문자해득교육 등 각종 평생교육과정 지원
․각급학교 및 단체의 지역사회 평생교육운동 지원
․청소년 및 여성․노인 등 성인의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 및 학습
비 지원
․영․유아교육, 사회복지, 직업훈련 등에 학습비 지원 등 경비 보조
․공무원연수원, 구민회관, 문화원, 지역사회학교 등을 활용하여 각종단체
및 평생교육기관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해 연수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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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공시설의 이용
<평생교육법>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①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을 위하
여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련법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
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조(공공시설의 이용)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법」(이
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공공시
설의 관리자에게 그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의 지원 및 장비의 이용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입법취지
○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국민의 평생교육기회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
여할 수 있도록 이들 공공시설의 개방원칙을 규정

□ 해설
○ 각급학교, 도서관, 구민회관, 문화원 등 공공시설을 우선 개방하여 다
양한 평생교육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시설의 개방 및 평생교육에
대한 협력의무를 부여함.
- 평생교육 실시자의 공공시설 이용권을 규정
- 이용조건은 공공시설의 본래의 목적․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
서 해당시설에 적용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용
- 이용범위는 당해 시설과 그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 및 장비
-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설사용 허용의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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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평생교육법>
제8조(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
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교육비․연구
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입법취지
○ 직장인들의 계속교육 및 재교육 등을 통한 자아실현과 직업능력 향상
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각 직장의 실정에 따라
유급․무급으로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함.

□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사항
○ 민주노동당 ◦◦◦의원은 2007년 11월 16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근로자가 원하
는 경우 1년에 10일까지는 유급으로 학습휴가를 실시하며, 그 학습
에 필요한 도서비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유급학습휴가제를 강
화하는 평생교육법일부개정안을 제출함.
○ 1년에 10일 이상 유급의 학습 휴가를 제공하고 도서비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사업경영자 측에 대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등
비용부담을 증가시켜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
우도 유급 학습 휴가를 추가로 의무화 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부담
가중은 물론 이미 방송통신대학교 출석휴가를 인정하고 있고,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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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설
○ ‘학습휴가제’는 소속 직원들에게 학습(교육)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유급 또는 무급휴가를 줌으로써 직장인의 계속교육 및 재교육기회를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가
학습휴가제를 실시할 경우 자체내규를 정하여 실시함으로써 근로자
의 평생교육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기회균등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 휴가기간은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자가 정하되, 실질적인 학
습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기간을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할 것임
-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도서비․교육비․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이 제도가 근로자의 강제 휴직 등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형태
로 운영되지 않도록 본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함.

□ 참고사항 : 외국의 사례
○ 프 랑 스 : 1971년『평생교육을위한계속직업훈련조직법』제정을
통하여 유급교육휴가제 도입
○ 독

일 : 노동촉진법과 성인교육법』에서 유급휴가제 규정,
주에 따라 다르나 1년에 5일 내지 2년에 10일 유급휴가
보장

○ 스 웨 덴 : 저학력자가 전일제 또는 파트타임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 실시
○ 이탈리아 : 150시간교육계획(150 Hour Scheme)을 통하여 실시
○ 벨 기 에 : 근로자 고용계약서 작성시에 명문화, 직업적 계속교육
연간 180시간, 일반교양교육․문화교육 140시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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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평생교육법>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생교육진흥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
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도교
육감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도지사는 기본계
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
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
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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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시행령>
제3조(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평
생교육업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안을 법 제10조에 따
른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
정한다. <개정 2008.2.29>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다음 해의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을

수립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입법취지
○ 창조적 학습자 육성, 고용가능성 증진과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을 통해 국민의 인적자원, 사회적 자본을 개발하고 모든 국민
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평생학습 기회확
대 등 평생교육의 진흥을 보다 더 적극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임.

□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사항
○ 「인적자원개발기본법」제5조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인적자원개
발의 한 분야라 할 수 있는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은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 긴밀하게 연계되
어 수립․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평생교육에 관
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아니하고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및 연도
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방안과, 평생교육에 관
- 46 -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방안이 임해규의원 대
표 발의안에서 제시됨. 그러나 국민의 평생학습에 관한 장기적인 시각
에서 평생학습의 특성에 맞게 독자적으로 마련되지 못하고 인적자원
개발계획의 일부로 수립될 경우 평생학습의 다양한 영역을 충분히 반
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과 동시에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다른 부처
의 반대로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전부개정법안과 같이 수정됨.
○ 광역단위 평생학습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를 시․도지사로 지정하는 것
과 관련하여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제20조에 따르면 평생교육업무가
시․도교육감 소관으로 되어 있어 법률간 상충되는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나, 시․도평생교육협의회의 기능을 시․도지
사가 의장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시․도지사의 적극 참여 활
성화를 위해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을 부의장으로 연계 추진하는 방
향으로 수정하였으며, 기존의 교육감이 구성․운영하는 평생교육협의회
업무 등은 종전의 법령에 따라 계속 수행하도록 규정함(부칙 제4조).

□ 해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 때 중앙행정기관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계획수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
할 수 있음.
○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는 평생교육 진흥의 비전, 중·장기목표 및 기
본방향,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세부 실행 과제, 투자
확대 및 소요재원,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등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자치단체의
장, 시·도교육감 및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마다 연도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
획을 수립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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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국가별 평생교육정책 비교
구분

영국

싱가포르

핀란드

일본

수립 배경

EU 및 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떨어지는
생산성
사회적 격차의 심화

빈약한 천연자원
국가 경쟁성장률 둔화
세계화 대응 필요성

빈약한 천연자원
EU 가입과 세계화
인구구조의 변화

학력사회의 병폐
사회 경제적 변화
사회의 성숙화

이념

사회 통합
경제적 경쟁력 제고

모토 : 생각하는 학교,
학습 국가,
국가발전을 위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모토: 학습의 기쁨
개인의 발전, 사회통합,
민주적 가치 실현

평생학습사회의 구축

주요 정책

Skills for Life
Success for All
Skills Strategy

Manpower 21
New Challenges, Fresh
Goals: Towards a
Dynamic Global City

The Joy of Learning: A 今後の生涯學習の振興方
National Strategy for
策について
Lifelong Learning
Strategy 2015

추진 주체

DfES
DWP
DTI

Ministry of Manpower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Education

중앙 문부과학성
생애학습정책국
도도부현, 시정촌 수준
지방자치단체

추진 방법

관계 기관간 네트워킹

강력한 중앙집권식
통제와 계획

중앙과 지역 정부의 역할
분담

중앙정부와 지역간
네트워킹

추진 대상

16세 이상 성인

경제활동 가능한 성인

모든 국민

모든 국민

-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주요 목차
Ⅰ. 수립 배경
Ⅱ. 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
Ⅲ. 정책 환경 진단
Ⅳ. 비전, 추진전략 및 추진체제
Ⅴ. 중점 추진과제
1. 생애단계별 창조적 학습자 육성
2. 사회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관련 기관 참여 및 연계 확대
3.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Ⅵ. 재정투자 및 추진일정
Ⅶ. 5년 후 학습사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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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의 영역 및 추진과제(2002～2006)
구분

1. 평생학습의 생활화와 지역화

2. 사회적 통합증진을 위한 평
생학습지원 강화

3.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기 위
한 성인교육기회 확대
4. 직업교육 확대를 위한 일터
의 학습조직화

5. 평생학습 기반 구축

추진과제

1-1
1-2
1-3
1-4
1-5
2-1
2-2
2-3
2-4
2-5
2-6
2-7
3-1
3-2
3-3
3-4
4-1
4-2
4-3
5-1
5-2
5-3
5-4
5-5
5-6
5-7

학습 즐거움을 나누는 평생학습 축제 개최
평생학습마을/도시만들기
한국의 전통 학습계를 학습동아리 운동으로 승화
주 5일 근무제 대비 학교의 재구조화
생활속의 평생학습 캠페인 전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원 및 교육기회 확대
대안형 고등학교로서 방송통신고등학교 활성화
고령 사회에 대비한 노인교육 활성화
여성 평생교육 진흥
국민 신 기초역량 함양을 위한 국민 문해교육 운동 전개
민주시민 교육의 기반 구축 및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평생학습 차원에서의 자원봉사 운동
학점은행제 운영의 내실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 확대 및 운영 내실화
지식인력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 활성화
학점은행제와 연계한 교육계좌제 도입준비
성인 직업․훈련기회의 획기적 확충
사내대학 설치 활성화
인력개발산업으로서 기술계 학원 육성
평생교육 담당자 전문성 제고 및 배치 확대
평생교육 프로그램 Pool 구축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평생학습 상담센터 (Learning Direct) 설치
평생교육 전용 공간의 확보와 시설․설비의 현대화
유무급 학습휴가제
평생교육 전담 지원기구 기반 강화

- 평생학습진흥기본계획의 영역 및 추진과제(2008～2012)
정책 영역
Ⅰ. 생애단계별
창조적 학습자
육성
Ⅱ. 사회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관련기관
참여 및 연계 확대
Ⅲ.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주요 추진 과제
1.「평생학습 중심대학」을 통한 성인 평생학습의 내실화 추진
2.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성인후기 평생학습의 구체화
3. 전문대학을 활용한 일터-학습 연계 강화
4. 재직자 평생․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학원활용 극대화
5.「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초․중등)」 사업 추진
6. 군 평생학습체제 구축 및 활성화
1.
2.
3.
4.
5.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
신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안전망 구축 운영
문해교육 등 성인 기초능력 향상 교육의 체계화 및 실질화
풀뿌리 민주시민교육 및 참여교육을 통한 지역공동체 실현
중앙-지역 단위별 평생교육서비스 네트워크 활성화

1. 평생학습 추진 체계 개편 및 정책 조정 역량 강화
2. 평생교육 전담 인력의 직업적 전문성 확보 및 배치 실질화
3. 평생학습도시 확산 및 내실화 추진
4. 국가평생교육정보망으로서「국가평생학습지도」 구축
5 교육훈련-자격-학력이 동등하게 인정받는 능력사회 구현
6. 국제 파트너십 구축과 평생학습의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확대
7. 평생학습의 내재화 및 생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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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등
<평생교육법>
제10조(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평생교육진흥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평생교육진흥
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지원 업무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진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평생
교육과 관련된 관계 부처 차관,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등 평생교
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시․도평생교육협의회) ①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시·도협의회는 의장·부의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시·도협의회의 의장은 시·도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시·도의 부교육
감으로 한다.
④시·도협의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평생
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
부한 자 중에서 해당 시·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⑤시·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한다.
제14조(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① 시·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주
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
회"라 한다)를 둔다.
②시·군·구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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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군·구협의회의 의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군·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시·군·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한다.
<평생교육법시행령>
제5조(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진흥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차
관·국방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지식경제부차관, 보건복지가족부차관·환경부차관·노동부차관·여
성부차관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
라 한다)의 원장 등 당연직 위원과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②진흥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그 직(職)에 재직하
는 동안으로 하고, 그 밖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진흥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진흥위원회를 대표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진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진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⑦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
원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진흥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⑧진흥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진흥위원회에 평
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및 운영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
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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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진흥위원회의 간사 및 수당 등) ①진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
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
원장이 임명한다.
②진흥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2조(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 ①「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5조제8항에 따른 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차관보가 된다.
②위원은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
식품부,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와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
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3.4>
③실무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그 직(職)에 재
직하는 동안으로 하고, 그 밖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영 제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실무조정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

□ 입법취지
○ 평생교육추진 지원체제 개편을 통하여 평생학습정책의 총괄․조정역
량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평생학습진흥정책에 대한 주요사항의
심의를 위해 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함. 이는 평생교육이 교육과학
기술부만의 차원이 아니라, 범부처적인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에 따라 효과적인 평생교육의 추진을 위해서는 범부처 총
괄협의체인 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구성․운영할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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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자치단체가 배제된 교육과학기술부-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으
로 이어지는 추진체제로는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며, 평생학습 진흥에 대한 자치단체의 역할 증대와 참
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시됨

□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사항
○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시․도평생교육협의회, 시․군․구평생교육협의
회 등과 같은 평생교육추진체제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다양한 차원에서 제시되었으나,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 및 시
행상의 독립성, 자율성 및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수정됨
< 평생교육추진체제 명칭 및 소관 관련 쟁점 비교>
구 분

기존 법

중앙

없음

이인영의원
임해규의원
개정법
발의안
발의안
평생교육진흥
평생학습진흥
정책조정위원회
특별위원회
평생교육진흥위원회
(국무총리 산하)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소속)
|
산하)
|
평생교육진흥정책
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시․도
평생학습협의회
지역평생교육․인적
평생교육
(「인적자원개발기본
시․도
자원개발위원회
협의회
법」규정에 따름 (광역)
(지자체 조례 제정(교육감)
지역인적자원개발협
의장 : 단체장)
의회가 대신 기능
- 의장 : 단체장)
시․군
․구
(기초)

시․도
평생교육협의회
(지자체 조례 제정의장 : 시․도지사
부의장 : 교육감
(시행계획 수립시
교육감과 협의)

지역평생교육․
시․군․구
시․군․구
인적자원개발추진협
평생학습협의회
평생교육협의회
의회
(지자체 조례 제정- (지자체조례 제정- 의장
(지자체조례 제정의장 : 단체장)
: 단체장)
의장 : 단체장)

○ 시․도평생교육협의회, 시․군․구평생교육협의회의 운영주체와 관련하
여 시․도지사 및 시․군․구 지자체의 장이 그 기능수행 주체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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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제시됨에 따라 이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
과 충돌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
에 관한 사무를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규정, 그 집행기관으
로 교육감을 두고 있으며, 평생교육도 교육에 관한 사무이므로 이 법안
의 규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충돌될 소지
제2조(교육·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
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
(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제20조(교육감 관장사무) 8. 평생교육 기타 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안이 검토됨
제1안)「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교육감의 평생교육에 관한 권
한을 삭제 내지 축소되어야 한다는 안으로 여기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
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제2안)「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없이 전부개정안의 ‘시․도지사’→ (수
정대안) ‘교육감’으로 회귀하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사업수행 근거신설
제3안)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진흥 사업 실시 가능 판단-교육감과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함
(최종)

□ 해설
○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진흥위원회」
- 소속: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목적: 평생교육의 효율적 실시 및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범부처적인
차원의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 심의
- 주요 심의 사항: 기본계획, 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평
생교육지원 업무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등
- 구성․운영: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 부
처의 평생교육 관련 차관 및 평생교육 전문가 등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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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직(11명) : 기획재정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
체육관광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보건복지가
족부차관, 환경부차관, 노동부차관, 여성부차관, 평생교육진흥원장
※ 위촉직(8명이내) :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
○ 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진흥위원회의 상정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을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산하에 ‘평생
교육실무조정위원회’를 둠
-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에
서 맡음
※ 당연직 :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
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의 고위공무원단(국장급)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
정한 자
※ 위촉직 :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
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
○ 광역단체차원의 시․도평생교육협의회
- 소속: 시․도지사
- 목적: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심의
- 조직: 의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의장단: 의장(시․도지사), 부의장(부교육감)
- 위원: 관계공무원,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자 가
운데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
- 구성․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1999년 평생교육법(안)에서 시․도지사 소속으로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
였으나, 국회입법과정에서 평생교육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시․도
교육감 소속으로 변경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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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2월 14일까지 동 체제로 시행되어 오다가 2008년 2월 15일 법
개정으로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모두 구성․운
영 가능토록 변경됨
○ 시․군 및 자치구 차원의 시․군․구평생교육협의회
- 소속: 시․군 및 자치구
- 목적: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 기관간 협력 증진
- 구성․운영: 의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의장단: 의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함
- 위원: 관계공무원,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자 가
운데 의장이 위촉
- 구성․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평생교육 추진체제의 주체별 역할과 기능
구분

중앙

시․도(광역)

시․군․구(기초)

명칭

평생교육진흥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

시․도
평생교육협의회
(지자체 조례 제정)

시․군․구
평생교육협의회
(지자체 조례 제정)

기능

평생교육
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평생교육
지원 업무의 협력과
조정 등 심의

구성
(위원
회)

의장 : 시․도지사
위원장 : 교과부장관
부의장 : 시․도교육청의
위원 : 위원장이
의장 : 기초단체장
위촉하는 20인 이내
위원 : 12인 이내
부교육감
평생교육 관련 학계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
위원 : 20인 이내
전문가 등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진흥사업에 관한
조정․심의,
유관기관 연계 등

평생교육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등

※ 종전의 교육감이 구성․운영해온 평생교육협의회 등 업무는 종전 법령
에 따라 계속 운영(수행) 가능(부칙 제4조). 지역 실정에 따라 통합․분
리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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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일본의 평생교육 추진체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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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생학습도시

<평생교육법>
제15조(평생학습도시) ①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간의 연계·협력 및 정보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평생학습도시협의회)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국평생학습도
시협의회(이하 "도시협의회"라 한다)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평생학
습도시로 지정한 시·군·자치구의 장 및 교육장으로 구성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입법취지
○ 자치단체 및 평생학습 유관 기관 간의 긴밀한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지
역 학습공동체 조성을 위해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2001년도부터 실시
하여 2007년도까지 76개의 지자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지원되어,
기초지자체장 중심으로 해당지역의 평생학습 기반이 구축되고 활성화에
성과가 있었으나 지자체의 재정 사정으로 인해 학습도시 추진동력이
부족하였고, 이에 따라 이를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법적 근거 제시를
통해 그 활성화를 기하고자 추진
○ 지역사회 속에서 평생학습이 생활과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학습도시간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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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기초자치단체장 중심으로 해당지역의 평생학습 기반 구축을 통해 지
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
생학습도시를 선정하고, 지원하고자 함
○ 도시협의회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시·군·자치구의 장 및 교육장으
로 구성함
○ 도시협의회는 법인(사단)으로 하며 임원구성, 사업 등 세부사항은 정
관으로 정함(교육청설립 허가 후 설립 등기 : 2008년 5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근거 : 법 제17조(지도 및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
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
원할 수 있다.

□ 참고자료
○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선정방법

◦ 1차 심사 : 시․도 교육청 심사․추천
◦ 2차 심사 : 교육과학기술부 심사
․ 사업계획서 서면심사, 기관장․사업담당자 면담 및 현장 확인
◦ 3차 종합사정
․ 서면심사와 현장방문 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위원회에서 종합
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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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학습도시사업의 추진 목표 및 주요성과

< 추진목표>
◦ 2012년까지 110개 평생학습도시 추진
- 평생학습도시의 내실화를 통한 평생학습의 질적 수준 제고
◦ 평생학습 주민참여율 OECD 수준(35%)으로 향상
< 연도별 추진목표 >
구분
평생학습도시(누적개수)
주민참여율

’06
57개
24.4%

’07
76개
32.5%

’08
91개
38.8%

< 추진성과>
◦ 기초자치단체 및 주민의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 증가
- 학습도시 희망 지자체의 급속한 증가
․ 18개 신청 (‘04) ⇒ 33개 신청 (‘05.)⇒ 34개 신청 (’06.)⇒ 41개 신청 (’07.)
- 비학습도시보다 높은 평생학습도시주민의 평생학습 참여율
․ 평생학습도시 32.0%>비평생학습도시 29.7%(‘07, KEDI)
◦ 지역별 평생교육 추진체제 정비
- 각 지자체 행정기구 내 평생학습 전담조직 설치․인원확충(‘07)
․ 전담조직(평생학습지원과, 평생학습팀 등) 운영 : 58개 도시(76.3%)
․ 전담인력 : 총 359명, 도시평균 4.78명
- 평생학습 지원 조례제정: 3개(‘02)⇒ 32개(’05)⇒ 56개(’06)⇒ 76개 (’07)
◦ 평생교육 네트워크의 형성 및 프로그램 다양화
- 지역 평생교육 정보화 인프라/홈페이지 구축 : 1개(‘01.) ⇒ 57개(’07.)
- 평생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 231개 (’01) ⇒ 5,221개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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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학습도시 선정현황 (2001～2007)

광역

지자체
(A)

학습
도시
(B)

비율
(%)
(B/A)

‘01

‘02

‘03

‘04

‘05

'06

서울

25

7

28.0

-

-

-

관악구

양천구
성북구

영등포구

강서구
강동구
마포구

부산

16

3

18.8

-

해운대구

-

-

연제구

사상구

대구

8

2

25.0

-

-

-

-

달서구
동구

인천

10

3

30.0

-

-

연수구

-

부평구

광주

5

3

60.0

-

-

-

-

남구

대전

5

2

40.0

유성구

-

-

-

-

울산

5

2

40.0

-

-

-

-

-

울주군

중구

안산시
용인시
시흥시
평택시

과천시
안양시

'07

-

-

남구

-

동구
광산구

-

-

대덕구

경기

31

11

35.5

광명시

부천시

-

이천시

수원시
구리시

강원

18

4

22.2

-

-

-

-

-

삼척시
화천군

강릉시
횡성군

충북

12

4

33.3

-

-

-

청주시

제천시
단양군

진천군

-

충남

16

7

43.8

-

-

-

금산군

부여군

태안군
아산시
서산시

천안시
서천군

전북

14

7

50.0

진안군

-

-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군산시

전남

22

7

31.8

-

-

순천시

목포시
(신안․
무안)

-

여수시
광양시
곡성군

강진군
영암군

경북

23

4

17.4

-

-

안동시

칠곡군

-

경남

20

8

40.0

-

-

거창군

창원시

김해시
남해군

제주

2

2

100

-

제주시

서귀포시

-

-

-

-

합계

232개

76

32.7

3

3

5

8

14

2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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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지원 등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
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
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
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서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평생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현황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 및 평생교육기관 운영자 등은 제1
항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입법취지
○ 자아실현, 고용가능성 증진, 사회통합을 위한 평생학습의 진흥을 통하
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인적, 사회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평생학습 기회확대 등 평생교육의 진흥에 보
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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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진흥사업 실시 또는 지원 내용
-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
원, 평생학습관 등)
- 평생교육사의 양성지원(평생교육진흥원)
- 평생교육사의 연수 등 지원(유치원, 초․중등학교, 대학교에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및 평생교육사 연수에 필요한 경비 일부 지원
가능)
-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
○ 학습자에게 공공학습비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경비보조는 기관중심 지원보다 학
습자에 대한 학습비 직접 지원을 원칙으로 함
- 학습자가 원하는 평생교육기관과 프로그램 선택의 기회 확대
○ 평생교육활동에 대한 지도 및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에 따라 각종 평생교육
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
․공공시설의 개방, 행․재정적 지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평
생교육기관 종사자의 능력향상 연수 등
○ 평생교육 통계조사에 자료협조 및 관련 통계 공개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시·지사에게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자료요구
및 현황조사 권한 부여, 평생교육실시자는 이에 대한 협조의무 부담
․평생교육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활동에 대한 지도 또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기관의 부정한 방법 관리․운영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자료제출 거부 또는 허위자료 제출: 과태료부과(법제46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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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생교육 전담·지원기구의 설치·운영
가.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법>
제19조(평생교육진흥원) ①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
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한다.
④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2.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3.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4.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5.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의 구축
6.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7.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
률｣에 따른 학점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9. 제23조에 따른 학습계좌의 통합 관리·운영
10.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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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제5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과학기술
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⑦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⑧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평생교육법시행령>
제8조(출연금의 요구 및 지급) ① 진흥원은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년 4월 30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해의 사업비·운영비 및 시설비별 출연금요구서
2.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출연금의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출연금이 확정되면 진흥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면 출연금지급신청서에 분
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출연금의 관리) 진흥원은 출연금을 받으면 사업비·운영비 및 시
설비별로 각각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결산서의 제출)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공인회계
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교
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잉여금의 처리)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의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우선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해의
세입에 이입하거나 진흥원 정관상 기본재산의 적립금으로 적립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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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취지
○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을 평생교육센터(KEDI), 학점은행센터(KEDI),
독학학위검정원(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위탁․위임하여 분산․운영되어
온 결과, 국가 수준의 체계적, 종합적 사업 수행에 한계를 노정시켜 왔
던 것을 극복하고자 함
<종전의 평생교육 전담기구 위탁․위임 현황>
-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 (종전 평생교육법 제13조 및 시행령)
․평생교육센터 기능을 교육․연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
․한국교육개발원을 평생교육센터 주관기관으로 지정 : 2000. 2.
․한국교육개발원에 평생교육센터 발족․출범 : 2000. 3.
․평생교육센터의 기능
* 전문연구소 기능: 평생교육정책 및 제도의 연구․개발
* 전문연수원 기능:

평생교육사 양성 및 재교육, 전문 연수교육

* 센터 기능: 평생학습정보의 수집․제공, 평생교육기관의 네트워크 및
정보교류망 구축, 평생교육관련 전자도서관 운영
강사정보은행제 운영, 학습계좌제 운영

-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센터(「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시행령)
․한국교육개발원장에게 업무 위탁( ‘97년 지정 → 학점은행제 운영)
- 한국방송통신대학교(독학학위검정원, 「독학학위취득법률」 제7조)
․시험실시에 관한 권한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에게 위임
(‘98년 지정 → 독학사 제도 운영)

○ 평생교육지원인력의 전문성, 예산부족 등으로 중․장기 평생교육발전방
안 수립, 신규 정책 수요 발굴, 사업 모니터링, 평생교육 관련 사업분
석․평가 등에 한계를 타나냄으로써 평생교육 관련 기관간의 통합 운
영․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 거양, 인력활용의 효율성 증대 필요

□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사항
○ 당초 이인영의원 법안 대표발의안에 있어서는 진흥원의 기능과 관련하
여 ‘정책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으나, 임해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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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안에 있어서는 ‘평생학습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업무간의 기능조정 및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진흥원은 평생학습 진흥 관련 실무집행 지원․조사 업무 역
할을, 한국교육개발원은 연구 기능을 할 수 있게 두 기관의 상호보완
적 발전방향을 제시한 바 있음.

구 분

현 행

이인영의원(안)

임해규의원(안)

제13조(평생교 제19조(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평생학습진흥원)
육센터 등의 1.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정 1.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운영)평생교육 책 연구 개발
지원
에 대한 연구, 2.주요 평생교육 관련 정책 2.주요 평생교육 관련 정
중앙평생 연수 및 정보 및 계획의 수립 지원
책 및 계획의 수립 지원
교육진흥 수집 지원 기 3.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3.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원 기능 능 등
지원
지원
4.평생교육 종사자 연수
4.평생교육 종사자 연수
5.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 5.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
제 구축
체제 구축
6.-------------- 등
6. ---------------- 등

○ 평생교육 실무지원 및 조사 기능과 연구·개발기능을 분리할 것인가 통
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회 법개정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으나, 평
생교육법의 발의 취지가 국가전체적인 차원에서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는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
사 업무’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리됨

□ 해설
○ 평생교육집행전담기구로서 ‘평생교육진흥원’ 통합 개편 운영
-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전담 운영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센
터(KEDI), 학점은행센터(KEDI), 독학학위검정원(방송대)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통합 개편하여 집행의 효율성 도모
- 평생교육 관련 정책기획, 연수, 프로그램 개발, 사업 집행, 홍보 및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지원 업무 등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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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 업무(평생교육법 제19조)
-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 주요 평생교육 관련 기본계획 및 정책의 수립 지원
-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
한 법률」에 따른 학점 또는 학력인정
-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지원
- 학습계좌제의 통합 관리․운영 등
○ 평생교육진흥원의 조직 현황
설립근거
기관성격
임원현황

개원일

평생교육법 제19조

2008. 2. 15(금)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재단법인형태의 평생교육 전담집행기관
원장 포함 이사 11명, 감사 1명
1실 3센터(기존 3개 센터+경영기획실), 77명
원장
검사역

조직
사무총장

경영기획실

사무실

평생교육
센터

학점은행
센터

독학학위
검정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4 두산인프라코어빌딩 4-7층
(☎ 2070-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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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전담·지원 기구 및 역할

국가단위

평생교육진흥원

광역단위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기초자치단체단위

평 생 학 습 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기능
 연수원 및 정보센터 기능
 평생교육 결과 평가인정 기능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제공 기능
 평생교육의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기관간 연계 체제 구축 등

 지역차원의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평생교육 기회 제공 기능
 지역주민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평생교육진흥원의 출연금 교부절차: 법률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근거는 없
지만, 출연금 교부절차를 명시하여 출연금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시
행령에 규정함
- 진흥원은 정부의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출연금요구서를 매년 4월30
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진흥원은 출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사업비, 운영비, 시설비별로 각각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토록 함
- 진흥원은 매회계년도 결산서, 사업보고서 및 감사의견서를 다음 해 3월 31일
까지 교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우선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거나 진흥원 정관상
기본재산의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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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정부출연금 교부관련 조항 사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시행령(출연금 교부관련 조항)
제3조 (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 ①교육정보원은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
한 정부의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년 4월
10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비·운영비 및 시설비별 출연금요구서
2.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기타 출연금의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출연금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교육정보원에 통지하
여야 한다.
③교육정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출연금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
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출연금의 관리) 교육정보원은 출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사업비·운영
비 및 시설비별로 각각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교육정보원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사업연도 개시 10일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결산보고) 교육정보원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제
출할 때에는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기타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
제7조 (잉여금의 처리) 교육정보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우선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세입
에 이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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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평생교육법>
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평생교육법시행령>
제12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하 "시·도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시·도진흥원은 법 제20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
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되, 그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시설,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입법취지
○ 기존의 평생교육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으로 하여금 지역평
생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지역주민의 평생
교육을 위해 시·도지시가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시·도지사가 총괄할 경우, 평생교육 진흥지원
에 필요한 재원 확보 등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 및 활용이 종전의 교
육감 운영체제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됨과 동시에 평생교육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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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역의 사회·복지·문화 등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서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사항
○ 종래 「지방교육자치법」에 의거 평생교육이 교육감의 업무로 수행되어
왔던 점과 ‘평생교육진흥’의 성격을 일반 행정업무로 간주하여 ‘지방교육
자치’에서 분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시·군·구 단위와 달리 광역시·도 단위에서는 아직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
과 준비도가 높다고 볼 수 없어서 당분간은 시․도교육감이 시·도지사와
연계를 강화하되, 시·교육감 책임 하에 평생교육지원체제를 활성화해 나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 국회논의 과정을 통하여 시·도지사가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
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교육감과 협의하여 설치하거
나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여․야간에 최종합의로 정리됨

□ 해설
○ 광역 시·도 단위의 평생교육 집행전담기구로서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
※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 업무(평생교육법 제20조)

- 해당지역의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
- 평생교육 상담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해당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 기타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업무

○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광역시․도)의 확대·개편 방안 등을 통한 시·도
평생교육 지원 역량 강화 및 업무확대
- 2008년 현재 전국 23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역량강화를 도모하
고, 확대․개편 등으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또는 지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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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단위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의 연계․협력 강화로 ‘시․도 평생
교육진흥원’ 운영의 효율화 도모
- 광역단위 평생교육 참여 확대, 기관간 네트워킹 강화 등의 역할 수행
○ 광역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방법
- 시·도지사가 지역 교육감과 협의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별도 설치하
거나 기존의 시설을 시․도평생교육진흥원으로 지정하여 운영
- 운영에 필요한 조직, 시설, 지정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
하되, ‘1급 이상의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5명이상의 평생교육사’를 반드시 배치
하여야 함(법 시행령 제22조 관련 별표2)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제22조 관련)
배치대상
1. 진흥원, 시·도진흥원

배치기준
ㅇ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 참고자료
○ 기존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운영방법 및 기능
- 교과부장관 및 교육감은 평생교육단체 또는 시설을 지정하여 시․
도 단위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
-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기능
․중앙단위의 평생교육진흥원과 상호 연계체제 구축
․지역단위의 각종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체제 구축
․평생교육의 정보제공 및 평생학습의 상담
․평생교육기관 종사자의 연수교육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평생학습관계 도서 및 자료실 운영
․홍보 등 기타 평생학습관련 업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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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지정현황(광역단위)
(2007. 12 현재)
지역

제1기 지정기관
(2000∼2001)

제2기 지정기관
(2002∼2006)

제3기 지정기관(2007~2009)

서울

마포평생학습관

마포평생학습관

마포평생학습관

부산

부산시립시민도서관

부산시립시민도서관,
부산대학교(컨소시엄)

부산시립시민도서관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컨소시엄)

대구

대구시립중앙도서관

대구시립중앙도서관

대구시립중앙도서관

인천

인천광역시북구도서관

인천광역시북구도서관,
인하대학교(컨소시엄)

인천광역시 북구도서관
인하대학교 평생교육원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컨소시엄)

대전

대전광역시학생도서관,
대덕대학평생교육원
(컨소시엄)

대전대학교

대전평생학습관*

광주

금호교육문화회관,
조선대학교(컨소시엄)

금호교육문화회관,
조선대학교(컨소시엄)

금호평생교육관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컨소시업)*

울산

울산남부도서관,
울산대학교(컨소시엄)

울산남부도서관

울산중부도서관*

강원

춘천평생교육정보관

춘천평생교육정보관

춘천평생교육정보관

경기

수원대

경기교육정보연구원

경기도립 과천도서관*

충북

충청북도중앙도서관

충청북도중앙도서관

충청북도 중앙도서관

충남

천안대, 천안외대,
충청남도 학생회관,
공주대(컨소시엄)

천안대, 천안외대,
충청남도 학생회관,
공주대(컨소시엄)

충청남도 평생교육원*

전북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남

순천대학교 사회교육원

순천대학교, 동신대평생교육
원, 담양공공도서관
목포공공도서관
(3개기관 컨소시엄)

경북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
(컨소시엄)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
(컨소시엄)

경상북도 교육정보센터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컨소시엄)

경남

경상남도교육연수원

경상남도교원연수원,
거제평생교육원(컨소시엄)

창원도서관
경남대학교 평생교육원*

제주

제주학생문화원

제주학생문화원

제주학생문화원

계

23개 기관(컨소시엄 7개
기관)

26개 기관(컨소시엄 10개
기관)

23개 기관(컨소시엄 7개 기관)

* : 신규지정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주 : 1) 광주 금호교육문화회관은 금호평생교육관으로 변경됨.
2) 경남 경상남도교육연수원은 2003년 11월로 창원도서관으로 변경됨.
3) 경남 거제평생학습관은 2005년 3월 지정 해지됨.
4) 담양 공공도서관은 2005년 1월 목포공공도서관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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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군·구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
<평생교육법>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① 시·도교육감은 관
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
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
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입법취지
○ 지역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평생학습관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기회확대를 도모하고, 그 운영의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군·구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기존의 「평생교육법」제13조제3항에서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운영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는 평생학습관을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
며, 동조 제4항에서는 “평생학습관의 운영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가 정하는 바에 의하되, 지역의 특성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등을 활용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음.
-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평생학습관의 설치, 재정지원, 조례 제정 등
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
성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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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시·군·구 단위의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근거 제정
※ 시·군·구평생학습관의 주요 업무(평생교육법 제21조)

- 해당 주민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평생교육 기회제공 등

○ 시·군·구평생학습관의 운영방법
- 중앙차원의 평생교육진흥원, 시·도 차원의 시·도평생교육진흥원과 연
계하여 주민대상의 평생교육 계획수립, 정보제공·상담 및 네트워크
추진 등을 평생교육전담부서의 설치 및 평생학습관(평생학습센터)
등의 설치·운영
- 시․도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에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
- 시·군·구 등의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 안에 평생학습관을 설
치·운영하거나 그에 필요한 재정지원
- 운영에 필요한 조직, 시설, 지정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되, ‘일정 규모에 따라 필요한 평생교육사’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함(법
시행령 제22조 관련 별표2)

[별표 2]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제22조 관련)
배치대상

배치기준
ㅇ 정규직원 20명 이상: 1급 또는 2급 평생

2. 시·군·구평생학습관

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ㅇ 정규직원 20명 미만: 1급 또는 2급 평생
교육사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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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 전담·지원 기구의 체계도
◇ 추진체계도

교육과학기술부

◇ 추진전담기구별 역할
구분

중앙

시․도(광역)

명칭

평생교육진흥원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설치자

국가가 설립

시·도지사가 설치 또는
지정 운영

성격

기능
근거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재단법인 형태)
평생교육전담 집행기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 조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
평생교육법 제19조

광역 시·도차원의
평생교육사업기관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제공,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평생교육법 제20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시․군․구(기초)
시․군․구
평생학습관
2원화 운영체제
-교육감 지정·운영
-지자체장 설치·지원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평생교육사업기관
주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등
평생교육법 제21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평생교육법제12조(’08.2.15)에 따른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평생교육협의회와는 별도로 종전의 교육감이
구성․운영해온 평생교육협의회 등 업무는 종전 법령에 따라 계속운영(수행) 가능(부칙 제4조)
- 시․도의 실정에 따라 통합 또는 분리 운영이 가능하므로 상호 협의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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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의 운영사례(인천시 평생학습관)
1.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전경과 설립목적
-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지역 평생
학습 사회 구현
- 시민에 대한 다양하고 유익한 평생학습 정보
와 기회 제공

2. 기본 방향

3. 비전과 미션
○ 비전
-

즐거운(FUN) 지역평생학습공동체 만들기
1+1+1(1인, 1강좌, 1학습동아리) 인천시민 평생학습 달인 만들기
차별 없이 모두가 소통하는 지역평생학습공동체 실현
사람과 지역공동체의 가치를 높여주는 인적자원개발의 리더 양성

○ 미션
- 삶의 활력이 넘치는 배움의 도시 “EDUPORT Incheon 건설”
4. 연혁
- 2002. 10. 인천시교육청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건립기본계획 수립]
- 2003. 9.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신축설계 현상 공모
- 2007. 5.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제정
- 2008. 2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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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학습관 지정현황
(2007. 12. 현재)(개, %)

지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총계

기관수
9
27
8
18
20
20
4
72
22
15
20
18
25
23
22
5
328

비율(%)
2.7
8.2
2.4
5.5
6.1
6.1
1.2
22.0
6.7
4.6
6.1
5.5
7.6
7.0
6.7
1.5
100.0

○ 평생학습관 유형별 분포
(개, %)

기관유형

기관수

비율(%)

평생학습관
도서관
사회복지관
대학평생교육원
문화원, 문화회관
초․중․고등학교
지역사회교육협의회
연수원, 수련원
시․군․구청, 교육청
문화센터
여성회관
기타
총계

14
171
41
20
19
11
9
6
4
4
2
27
328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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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평생교육법>
제22조(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급학교·민간단체·기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의 정보화와 이와 관련된
평생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입법취지
○ 평생교육 관련 기관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평생학습 정책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평생교육 네트워크화와 정보화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평생학습 정보화 구축과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통한 평생학습정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

□ 해설
○ 평생교육기관 상호 연계체계 및 평생학습정보교류망 구축 필요
- 평생교육진흥원 및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각종 평생교
육단체 및 시설 상호간의 수직적․수평적 연계체제(네트워크) 구축
<기초지자체 중심 평생학습 네트워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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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네트워크의 영역은 인적, 사업, 정보, 그리고 공간간의 네트워
크로 이루어지고 이들 간의 체계적 연계를 통한 평생교육 정책추진의
효율성 제고가 가능해 짐
○ 평생교육법상의 추진체제와 교육과학기술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
단체로 이어지는 행정 체제를 연계하여 평생학습의 수직적․수평적
연계 강화
- 상호 연계체제를 바탕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학습자료 등 각종 평생교
육 및 학습의 기회와 정보를 신속히 제공
․One-Stop 서비스망 구축 ⇒ 신속한 평생학습정보 제공으로 교육기
회 확대 및 고부가가치 지식창출 촉진 ⇒ 국가 경제사회 발전 및 삶
의 질 향상에 기여
․읍․면․동 단위 → 시․군․구 단위 → 시․도 단위로 구축 운영
○ 정보화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맞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 민
간단체, 기업 등과 연계, 교육의 정보화 및 정보화관련 평생교육과
정 개발에 노력
- 예시 : 직업능력인정제 등과 연계한 국민정보소양인증체제 구축
정보화 취약계층 성인을 대상으로 정보문해교육과정 개발 등

□ 참고사항
○ 도서관의 목적(「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조)
-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 및 유통의 효율화
-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에 이바지
○ 공공도서관의 기능(「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0조)
-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능 발휘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활동의 주최․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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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공민관의 경우
- 공민관은 지역사회의 중심적인 사회교육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역주민 모두의 학습의 장으로서 시․정(町)․촌의 전 구역에 설치
되어 있음
- 설립목적 : 교육․학술․문화적인 사업을 통해서 주민실제생활에 도
움되는 활동, 교양향상, 건강증진, 정서순화 도모
․정기 강좌, 토론회, 강연회, 전시회,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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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 체계도



평생학습정보 One-Stop 서비스 구축
교육망(에듀넷 등), 도서관망, 행정망, 하이텔, 천리안 등 각 기관의
전산망을 통하여 전 국민에게 평생학습정보 제공

중 앙 단 위

평생교육진흥원
초․중등학교

공무원연수원

전문대 및 대학

직업훈련원

산업대 및 통신대

산업체연수원

학교형태
평생교육기관
일반
평생교육기관

학

연구기관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상담기관

시․군․구
평 생 학 습 관

문화원

원
박물관

여성교육
기관 및 단체

청소년교육
기관 및 단체



도서관
시․군․
구민회관
노인교육
기관 및 단체

평생학습관

사회복지관

평생학습기관 상호간의 수직적․수평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평생학습 정보를
학습자에게 One-Stop으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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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평생교육법>
제22조(정보화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
학교․평생교육기관이 필요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시행령>
제13조(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강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관리하는 제도(이하 "전문인력정보은행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 제공 및 관리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
우에만 할 수 있다.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업무를 진흥원 및 시·도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정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
로 정한다.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3조(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강
사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직장
2. 학력
3. 자격증
4. 강의․연구실적 및 저서
5. 그 밖에 특기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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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취지
○ 교육전문인력 등 유능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
문인력정보은행제의 도입․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해설
○ 전문인력정보은행제(통칭 ‘강사정보은행제’)의 개념
- 유능한 전문인력자원의 인적 정보를 수집하여 DB을 구축하고
- pool제로 운영하여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 등에 제공하는 제도로서,
- 대학의 시간강사, 각종 평생교육기관 및 특기․적성활동 등의 강사요
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임
○ 인적 정보의 범위
- 신상정보(개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직장․주소), 학력, 자격증, 강
의․연구 실적 및 저서, 기타 특기할 사항 포함
-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정보보호를 위하여 정보의 수집․제공 및 관
리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
○ 도입․운영주체
- 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도입․운영주체 : 국가(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장
- 운영업무는 「평생교육진흥원」및 「시․도진흥원」에 위탁 가능
※ 단계별 추진계획(시안)
- 제1단계 : 교육전문인력 온라인 전산화 ⇒ 강사풀제 운영
․대학 및 초․중등 교원, 교육훈련 전문인력, 인간문화재 등
- 제2단계 : 연구전문인력 온라인 전산화
․정부 및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인력 등
- 제3단계 : 공공기관 및 산업체 종사자, 기타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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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학습계좌제

<평생교육법>
제23조(학습계좌) 국가는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
발·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시행령>
제14조(학습계좌의 운영)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른
학습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의 개설은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에 수록된 정보를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
급받으려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열람 또는 발급 신청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만
할 수 있다.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습계좌의 운영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
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3조(학습계좌의 운영) 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학습계좌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직장
2. 학력
3. 자격증
4. 분야별 평생교육 이수실적
5. 그 밖에 특기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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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취지
○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누적 관리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인증
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생애설계 및 능력개발 지원, 평생교육 특히 근로자의
계속교육 촉진 등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관리에 다각적으로 활용하기
위함.

□ 입법과정상에 나타난 쟁점
○ 2006년 12월 8일 한나라당 ◦◦◦의원은 개인학습계좌제 도입을 위한
｢평생교육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함. 이 안에는 국가가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관리를 위하여 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개인학습계좌제를 도입·운영하여, 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안 제16조제2항), 현역병을 대상으
로 우선적으로 실시하되, 출산여성 등 적용대상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
도록 하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 학습계좌제에 따라 개인의 인적정보 등 다양한 자료가 수록되므로 인
해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정보보안의 문제, 학습계좌에 수록된 정보의
공신력 확보 및 수록된 정보의 열람의 문제가 쟁점으로 제기됨.
○ 또한 명칭에 있어서 기존의 법은 『교육구좌제』였으나 법령용어 순
화차원에서 『학습계좌』로 수정됨

□ 해 설
○ ‘학습계좌’의 의미
- 학생에게 「종합생활기록부」가 있어 학생의 모든 학습활동을 기록하는
것과 같이 성인들의 모든 학습활동을 누적 기록하는 일종의 “성인용
종합생활기록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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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계좌 수록내용 및 정보관리
- 수록정보 : 신상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직장․주소)․학력․자격
증․분야별 평생교육 이수실적 및 그 밖에 특기할 사항
- 정보관리 :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희망자에 한하여 학습계
좌를 개설하며, 학습계좌에 수록된 정보에 대한 열람권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에 한하여 인정함.
○ 학습계좌의 활용 및 기대효과
- 학습계좌 정보망을 통해 개인별 평생학습경력을 누적․관리하여 학
점․학력 인정, 취업 및 인사자료 또는 금융대출의 신용정보 자료
등으로 활용
- 평생학습활동 관리체제 구축으로 생애 학습설계 지원 등에 활용
- 종합적인 인력관리를 통한 국가의 인적자본 축적 강화, 국민의 실질
적 학습권 보장과 교육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
○ 도입․운영주체
- 학습계좌의 도입․운영주체 : 국가(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운영업무는 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 가능
․학습계좌 운영업무를 ‘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

□ 참고사항
○ 학습계좌제의 도입배경<국정과제 : 새 정부 핵심 공약사항>
-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평생교육을 촉진하여
-학벌보다는 다양한 학습결과를 포함한 능력에 따라 인정받는 풍토 조성
-고용시장의 활용 가능한 정보 다양화 및 체계적 직무능력 향상 지원 가능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습비 지원으로 자립․자활할
수 있는 교육기회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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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계좌제 정책목표
- 모든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고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선택권․학
습투자 확대로 ‘2080 평생학습사회’ 실현
- 개인 학습결과의 인증,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통해 사회적 활용 극대화
-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습비 지원으로 평생교육참여 및 능력개발기회 보장

○ 학습계좌제 추진 방향
- 다양한 학습경험을 누적 관리하여 학력 및 자격인정과 연계
- 평생학습결과의 노동시장 이행 성과 제고로 연결되도록 프로그램 제공, 학습
결과 누적관리 및 학습비 지원
- 사회적 약자의 평생학습 촉진으로 사회통합 증진

○ 학습계좌제 국정과제 주요내용
- 평생학습 공급기반 확대 및 통합적 교육훈련 체제구축
- 학습비 지원과 학습이력관리를 통합하는 학습계좌제의 단계별 도입 및
확산('08년 시범실시 후 '09년부터 통합실시)
- 전 생애단계별 학습결과 평가인정 체제의 구축
-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체제 마련

외국의 유사사례
◦ 학습계좌제와 유사한 제도 시행 국가
- 영연방(England, Wales, North Island, Scotland), 미국, 일본 등에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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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개인학습계좌제로 정부가 직접 예산 지원(1인당 연간 150파운드)
▹(미국) 평생학습계좌제법이 현재 국회 계류 중, 500불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하는 간접지원 방식
▹(일본) 평생학습패스포트를 운영, 학습비 지원 없이 개인의 학습이력관리

◦ 영미 국가 정책 비교
구분

개인학습계좌제(ILAs)

개인훈련계좌제(ITAs)

평생학습계좌제(LiLAs)

시행
국가

스코틀랜드

미국

미국

•학습투자에 대한 장애
제거를 통한 기업과 개
인에 대한 지원
•국민의 학습에 대한
지원체제 구축

•학습자의 선택권을 극
대화시키고, 주정부, 지
역사회, 그리고 교육훈
련기관들이 개인의 요구
에 부응할 수 있는 책무
성 촉진
•학습자 개인에게 직접
재정지원을 하여 일반
성인, 특히 구직자 교육
훈련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

•저소득층 현직 노동자
들에 초점을 맞추어 직
업관련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 보조를 통
해, 교육 및 훈련을 원
하는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

•노동부: 연방예산 교부

•각 주별로 노동부에서
주로 관리

18세 이상 실직 성인으
로,
- 실직연금 수혜대상이
거나 실직연금을 모두
수령한 실직자로 재직
하던 직장에 복귀가능
성이 희박한 사람 또
는,
- 사업장의 장기/영구폐
쇄로 실직된 사람 또
는,
- 개인사업자이지만 일
반경제조건 또는 자연

•미국의 전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
칙으로함
•시 범 운 영 단 계 에 서 는
해당 산업별 노동자들이
주요 수혜대상임(요식업,
공공영역, 보건의료 등)

목적

담당
기관

수혜
대상

- 영국시민 또는,
- 유럽경제연합 가입국
국민으로 거주권을 가
지고 있는 사람 또는,
- 이민법 1971에 의거하
여 영국에 살고 있는
사람 또는,
- 스코틀랜드 일반거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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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인학습계좌제(ILAs)

개인훈련계좌제(ITAs)

평생학습계좌제(LiLAs)

재해로 인해 실직상태
에 있는 사람 또는,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더 이상 재정적인 지
원을 받지 못하는 전
업주부로 새로운 직
업을 얻기에 어려움
을 겪는 사람

지원
기준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 시행 주 및 지역에 따라 시행 주 및 지역에 따라
원
별도의 지원기준과 지원 별도의 지원기준과 지원
- £18,000 이하: £200
기간을 설정함
기간을 설정함
- £18,000 이상: £100
- £18,000 이하 고등교
육과정 등록: £500
1단계: 2000~2001
2단계: 2004~

~1998년
:
Career
Management Account
2001년~ : Individual
Training Account

• C A E L 에 서 는
2001-2007년
사이
Chicago, Indiana 북동
부, 샌프란시스코 등 세
지역에서 시범운영 실시
•메인, 일리노이, 미주
리, 하와이 등에서는 주
차원에서
2003년부터
2006년 사이에 자율적으
로 실시

•광범위한
수혜혜택:
시민권이 없는 일반거주
자들도 수혜대상으로 삼
음
•참여 학습자의 의욕고
취를 위한 대응투자를
요구 (£10)
•철저한 계좌관리를
통한 악용소지 최소화
•국가학점 및 자격체제
(SCQF)와 연동되는 지
원체제
•정보화 DB 구축을 통
한 충실한 상담 지원체
제

•실직노동자에 초점을
맞춘 지원체제
•핵심서비스/강화서비
스/훈련서비스의 3단계
에 걸친 지원서비스
•충실한 온라인 정보
제공을 통한 접근성의
확대
•교육과 취업을 최대한
연계시킨 직업 중심 훈
련

•광범위한
수혜혜택:
모든 노동자들을 대상으
로 함
•광범위한 계좌 사용범
위: 개인의 학습요구가
다양하다는 점에 착안하
여, 다양한 교육비용에
활용
•유동성: 고용인이나
고용상태와 무관하게
학습계좌가 개인에게
귀속
•자발적 참여
•재원: 개인 일정액, 고
용주 대응투자, 제3자(재
단, 공공기관, 세금우대
등) 기부

실시
년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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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인학습계좌제(ILAs)

개인훈련계좌제(ITAs)

평생학습계좌제(LiLAs)

•개인 참여자들은
및 진로 상담가와
개발한 학습계획에
하여 개인에 맞는
목표가 요구하는
및 교육프로그램을
할 수 있음

교육
함께
의거
직업
훈련
선택

◦ 일본 평생학습패스포트제
- 학습 성과에 대한 기록을 누적하여 각 개인의 커리어를 개발하고 사
회에서는 학교 입학시험, 관공서·기업 채용, 지역 활동의 인재 등용,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활용
① 기록
- 개인에게 수첩 형태의 기록대장을 제공하고, 원칙적으로 자기 기록
방식 채택
② 프로그램 등록
- 관리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료시험 등의 질 관리 체계 마련
(자체 검증 체계 포함)
-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참여 결과 및 효과를 함께 누가기록
하여 정보공개
▷ 니이하마시(新居浜市) : 자체 운영 중인 평생학습대학에서 100단위를
이수한 경우, 「유우(悠游)워커」로서 시․군에서 인정하고 마을만들
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부여
▷ 히라도시(平戶市) : 일정 단위를 누적하면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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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학습계좌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해줄 수 있는 정보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요소
☞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들에 대한 엄격한 관리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제도의 악용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으며(스코
틀랜드), 교육훈련실시기관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관리방법 개발을 통해 교육의 질 관
리가 중요한 요소(미국의 ITAs)
☞ 강력한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시행 초기에 강력한 추진력발휘
☞ 스코틀랜드의 경우 학습계좌제와 모든 주요 자격제도를 하나의 통
일된 시스템으로 통합시킨 국가표준학습인정체제와의 연계를 통해
학습비 지원의 성과가 학습결과인정으로 이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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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생교육사
가. 평생교육사의 자격요건 등

<평생교육법>
제24조(평생교육사)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
설에서 학위과정으로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을 일정한 학점 이상
이수한 자
2.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②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
한다.
③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사가 될
수 없다.
④평생교육사의 등급, 직무범위, 이수과정, 연수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생교육법시행령>
제15조(평생교육사의 그 밖의 자격요건)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과 관
련된 과목을 별표 1에 따른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
2. 진흥원에서 평생교육사 양성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을 별표 1에 따른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
제16조(평생교육사의 등급 등) ①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등급은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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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직무범위)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개발·운영·평가·컨설팅
2.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교수
3.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
제18조(이수과정) ①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이수과정은 양성과정과 승급
과정으로 구분한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양성과정과 승급과정의 운영
을 진흥원 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연수) ①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에 대한 연수는 진흥
원장 및 시·도진흥원장(이하 "연수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연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
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수실시기관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평생교육사의 자격증 교부절차 등) ①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평
생교육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
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분실·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5조(평생교육 관련 과목) ①영 제16조제2항 및 영 별표 1에 따른 평
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②영 제18조제1항 및 영 별표 1에 따른 승급과정의 이수과목은 교육과
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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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수여 등) ①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
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0조제1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최종학력 증명서
2.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3. 경력증명서
4. 별지 제2호서식의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
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평생교육사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③담당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신
청인의 기본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해당 대학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
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검토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에 맞는 경우에
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4호서
식의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재발급) ①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
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0조제2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평생교육
사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③담당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받으
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기본증명서(성명을 정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
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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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취지
○ 평생교육사 자격 제도는 평생교육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전문성과 능
력 있는 평생교육 종사자를 양성하여 양질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
한 제도로서 평생교육 진흥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평생교육 종사자의 능력개발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프로그램 활동
을 전개하고, 평생교육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종전 평생교육사 자격증
제도를 변경하고 직무, 이수과정, 연수 및 자격 관련제도를 정비함

□ 입법과정상에 나타난 쟁점
○ 평생교육사의 결격 사유와 관련하여 종래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
되지 아니한 자”도 평생교육사의 결격사유로 규정되었으나, 파산선고
를 받은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변제능력을 상실
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인파산제도의 취
지에 맞지 않고, 헌법 제37조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기
준으로 보여 삭제됨
○ 평생교육사의 자격취득 기관과 관련하여 종래와 같이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를 졸업한자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복지사 및 청
소년지도사 등과 같이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점 및 학위취득자'도 포함
할 지에 대한 여부가 검토되었으나, 평생교육 이수자에 대한 사회적
대우 차원에서 이를 적극 반영하기로 함
○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요건과 관련하여 종래의 10과목 20학점(과목당 2
학점 운영체제) 이상 이수를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조건으로 규정하였
던 것을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과목당 3학점 체제로 규
정하고, 2급은 27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3급은 18학점 이상 이수
할지, 아니면 대학에서의 이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수학점을 기존
수준으로 할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나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상향조정하는 차원에서 정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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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1) 평생교육사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 1982년의 사회교육전문요원제도⇒ 1999년의 평생교육사 제도로 변경

○ 평생교육사의 기능은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강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개별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사들이
수행하는 업무 등에 미루어 그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자격 취득기관: 법 제24조제1항 및 법시행령 제15조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
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법 제33조)
○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지정(법 제25조, 시행
령 제21조)
○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법 제32조, 시행령 제36조)
○ 평생교육진흥원(법 제19조)
* 양성과정(미정), 승급과정(2008년 9～12월 시범운영)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훈련기관
(3) 직무범위(법제24조제2항 및 법시행령 제17조)
○ 평생교육사의 역할
-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
○ 평생교육사의 구체적 직무: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직무수행
-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개발·운영·평가·컨설팅
-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교수
-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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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수과정(법 제24조제4항 및 법시행령 제18조제1항)
○ 평생교육사의 이수과정 구분

- 평생교육사의 이수과정은 대학 및 평생교육기관의 양성과정과 진
흥원 또는 지정양성기관 승급과정으로 구분함

(5) 결격사유(법 제24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
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종래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도 평생교육사의 결
격사유로 규정되었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이를 제외시킴
(6) 등급 및 자격요건
○ 평생교육사의 등급(법 제24조제4항)
- 1급, 2급, 3급으로 구분(법시행령 제16조)
- 평생교육사의 등급을 종전과 같이 1, 2, 3급으로 세분화하되, 전문
성

향상을 기하고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차원에

서 1급 자격은 양성과정에서는 제외하고 승급과정을 통해서만 취
득가능
* 평생교육사 3급 자격요건 중 4호 ‘교원’은 재․퇴직자 모두 포함
- 평생교육사의 자격요건 강화(제16조 제2항 관련 별표1)
* 1급 : 평생교육사 2급자격증 취득 후, 평생교육관련 업무에 5년 이
상 근무한 경력자로서 진흥원이 운영하는 l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로 일원화 ⇒ 평생교육진흥원이 신설됨에 따라,
동 기관에 1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연수과정을 마련하여
평생교육사 승급연수를 시킴으로써 평생교육사의 질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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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 평생교육사 1급 》
- 평생교육관련 박사학위 취득자
- (2급자격증 소지한 3년 이상 경력자, 초중등학교 교장 및
교감자격증소지자, 학력인정시설 5년 이상 경력자,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공무원)등이 평생교육 전문교육과정을 210시간 이수한 자
⇒

평생교육사 2급자격증으로 하향 조정

○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에 있어서 학점은행제를 통한 경우
- 개정법 시행이후 해당과목을 이수한자부터 적용
- 평생교육진흥원에 자격증 교부 신청
○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에 있어서 경력의 시기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 평생교육사 2급의 자격기준 중 제4호
의 “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
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
교육사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위 경력
이 3급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만을 의미하는지의 여부⟹자격기
준 중 자격요건 및 경력요건을 모두 갖춘 자라면 양 요건의 선후(先
後)와 상관없이 “평생교육사 3급자격증을 보유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

<법령해석사례>-법제처 2006.11.17
<질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 평생교육사 2급의 자격기준 중 제7호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중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서 평생교육과 관
련된 위 경력이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은 이
후의 경력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2. 회답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 평생교육사 2급의 자격기준 중 제7호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중 평생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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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에서 평생교
육과 관련된 위 경력이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은 이후의 경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 ｢평생교육법｣ 제17조제1항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일정 학점이상
이수한 자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
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평생교육사 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동법 제1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평생교육사의 등
급별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평생교육사 2급 제7호에서
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중 평생교육
과 관련된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있는 자로서 학
교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14학점이상 취득하거나 210시간이상 학습을 받은 자”라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동호에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중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
나…….있는 자로서”라고 하여 학력요건과 경력요건은 모두 “～로서”
라는 하나의 격조사 앞에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을 것과 함께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또한 있는 자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것일
뿐, 학력요건을 경력요건보다 먼저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로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력이 있는 자중......”은 “......
학력이 있고......”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또한, 학력요건을 먼저 갖춘 후에 경력요건을 갖춘 자와 경력요건을
먼저 갖춘 후에 학력요건을 갖춘 자 사이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학습하거나 나아가 평생교육사 자격(2급)을 취득한 후의 직무수행능
력에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동법 시행령 별표 1 평생교육사 2급의 자격기준 중 학력요건
및 경력요건을 모두 갖춘 자라면 양 요건의 선후(先後)와 상관없이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중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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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사회교육전문요원 및 평생교육사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사회교육전문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 법 부칙 제13조>
제13조(사회교육전문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교육법」에 따라 사회교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
에 따라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사회교육전문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 시행령 부칙 제5조>
제5조(사회교육전문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3월 13일 당시 종전
의 「사회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취득한 사회교육전문요원 1급은 평생
교육사 2급으로, 사회교육전문요원 2급은 평생교육사 3급으로 그 자격
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에 대한 경과조치
- 대학원졸업자로서 관련 과목이수자
* 2007년도까지 대학원 입학자로서 평생교육 관련전공으로 박사학위
취득자 ⟹ 1급 평생교육사 자격증 수여
* 2008년도(포함) 이후 입학자로서 대학원에 일정 과목 이수하고 석사
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2급 평생교육사 자격증수여
- 대학졸업자(전문대학 및 대학교)로서 관련 과목이수자
* 2009년 3월 1일 이후 대학 입학자로서 21학점(필수 15학점 포함) 이
수자⟹ 3급자격증, 30학점 이상 이수자⟹ 2급자격증 수여
* 2008학도 입학자 또는 그 이전 입학자로서 해당 대학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자⟹ 구「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1
의 규정에 의한 과목을 이수한자에 대하여 해당 1, 2, 3급 자격증
수여
- 구「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관련 과목을 평생교육사 자격
증 취득에 필요한 학점가운데 일부만을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자
(전문대학 및 대학교)는 시간제등록 등을 통하여 나머지 자격취득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면 자격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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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제16조제2항 관련)
등 급

자 격 기 준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이하 "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
사 1급 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
과정을 이수한 자
1.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과학기술
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이하 "관련과목"이라
한다)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
를 취득한 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
학"이라 한다)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
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2. 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에서 관련과목
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자
3. 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을 졸업한 자
평생교육
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사 2급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지정양성
기관"이라 한다)
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
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4.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
교육사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1. 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에서 관련과목
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을 졸업한 자
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
나. 지정양성기관
평생교육
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사 3급
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3.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4.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및 「초·중등
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의 교원으로서 진흥원장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
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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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에 관한 경과조치 : 시행령 부칙 제3조 및 제4조>
제3조(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평생교육사 2급의 제1호 및 제2호, 평생교육사 3급의 제1호에 해당
하는 자격기준은 2009학년도 3월 1일 이후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 평생교육사 2급의 제1호: 대학원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필수과목) 15
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평생교육사 2급의 제2호: 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
내대학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자
* 평생교육사 3급의 제1호: 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
대학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자

제4조(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2008학년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평생교육사 1급의 제1호에 관한 규정은
2007학년도 대학원 입학자까지만 적용한다.

(7) 평생교육영역의 과목이수
○ 평생교육 관련 과목(시행규칙 별표1)
- 필수과목 : 5과목(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
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 각 3학점씩 이수하여야 함
- 선택과목 : 평생교육 대상관련 영역(8과목) 및 평생교육 내용관련
(13과목) 가운데 각 1과목 이상씩 이수
○ 평생교육사 등급별로 이수해야 할 평생교육사 관련 과목
- 2, 3급 공통으로 필수과목은 15학점(평생교육실습포함) 이수
- 2급의 경우는 필수과목 15학점 포함하여 30학점 이상 이수(대학졸
업자)하거나 필수과목 15학점이상 이수(대학원졸업자). 다만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학부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하였을 시에는 선택과목으
로 필수과목 학점 대체 가능
- 3급의 경우는 필수과목 15학점 포함하여 21학점 이상 이수(대학졸
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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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의 이수관련 준수사항
- 양성과정의 과목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
일하다는 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동일과목으로 봄
(시행규칙 별표1 ※비고 제1호)
-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시행규칙 별표1 ※비고 제2호)
-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하고,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함(시행규칙 별표1 ※비고 제3호)
[별표 1]

과정

평생교육 관련 과목(제5조제1항 관련)
구분

과목명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

필수

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간)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

양성

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과정

(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선택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
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기업교 육 론 , 환경교육론, 교 수 설 계 , 교 육
조 사 방 법 론, 상담심리학(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비고
1. 양성과정의 과목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동일과목으로 본다.
2.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하고,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평생교육실습 과목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2
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 「평생교육법」 제19조
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의 4주 간 현장실습을 포
함한 수업과정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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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구) 평생교육관련과목(제4조관련)
구

분

가. 필수
과목

나. 선택
과목

종

류

과목Ⅰ

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경영학, 성인학습 및 상담론, 원
격교육활용론, 인간자원개발론, 평생교육방법론 또는 산
업교육방법론중 1과목,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또는 산업
교육프로그램개발중 1과목

과목

청소년교육개론, 여성교육개론, 노인교육개론, 경영학개
론, 산업복지론, 기업교육론, 직업과 윤리, 지역사회교육
론, 장애인교육개론, 환경교육론

※ 비 고
1. 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
일 과목으로 본다.
2. 필수과목은 14학점 이상(영 별표 1 평생교육사2급란 제6호의 규정에 해당
하는 자의 경우에는 10학점 이상)을 이수한다.
3. 과목당 학점은 2학점으로 하고, 학습성적은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3주 이상의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평생교육시설 또는 단체에서 3월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
하여는 현장실습을 면제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
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후(또는 평생교육사양성과정 이
수중이거나 이수후)에 할 수 있으며, 2회 또는 3회로 나누어 할 수 있다.
5.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목의 기
관․단체 중에서 실습생의 의견을 들어 당해 학교 또는 평생교육사양성기
관의 장이 선정한다.
가. 평생교육사양성기관. 다만, 평생교육사양성기관에서 이수중인자는 당해
평생교육사양성기관외의 다른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하여야 한다.
나.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
육훈련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교육훈련기관
다. 실업계고등학교․산업체부설학교․실업계각종학교․고등기술학교․고등
공민학교 및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라. 수강생을 일시에 5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학원(독서실을 제외한다)
또는 훈련원
마. 연간 교육인원이 500명 이상인 법인 또는 사회단체 부설 연수기관
바. 청소년․유아 및 주민 등의 교육․훈련․연수․선도․복지 및 국제교류
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법인․사회단체
사. 종업원이 1천명 이상인 법인에 부설된 연수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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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구)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시행령 제5조제1항 관련)
등

급

자

격

기

준

평생교육사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1급
2. 평생교육사 2급자격증을 소지하고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평생
교육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210시간 이상 이수한 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장 및 교감자격증
을 소지한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
교육과정을 210시간 이상 이수한 자
4.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설치․경영자중 학력인정시설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평생교
육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210시간 이상 이수한 자
5.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이었거나 공무원인자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210시
간 이상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2급
과목중 필수과목(대학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

2.

3.

4.

5.

과목의 수만큼 선택과목으로 대신할 수 있다)에 관한 학점을 14
학점 이상 취득한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
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20학점 이상 취득하고 졸업한 자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대학(대
학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교육
부장관이 지정하는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지정양성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2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300시간 이상 학습을 받은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이하 “전문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
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
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30학점 이상 취득하고 졸업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전
문대학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3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450시간 이상 학습
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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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6. 평생교육사 3급자격증을 소지하고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2급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

정에 의한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1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150시간 이상 학습을 받은 자
7.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중 평생
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초․
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6호의 학교교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학교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교
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14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210시간 이상 학습을 받은 자
평생교육사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
3급
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20학점 이상 취득하고

2.

3.

4.

5.

졸업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전문대
학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2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300시간 이상 학습을 받은 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
력이 있는 자로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전문대학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2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300시간 이상 학습
을 받은 자
공무원으로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
고, 전문대학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
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14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210시간 이상 학습을
받은 자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자
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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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평생교육실습(시행규칙 별표1 ※비고 제3호)
○ 평생교육실습기간 및 교육과정 내용
- 4주간 현장실습을 포함한 교육과정으로 편성
- 평생교육실습 과목 교육과정 편성방법(예, 실습사전지도 1주+ 현장
실습 4주+실습평가 1주 등 혹은 현장실습 4주+ 실습평가 1주)
○ 실습 시기
- 대학 재학 중에 관련 기관에서의 실습을 통해 학점을 취득하거나,
대학을 졸업하고 시간제·학점은행제를 통한 과목이수자의 졸업자
의 경우에는 과목이수를 통해 현장실습과목을 학점으로 이수하여
야 함
- 종전의 규정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기
간중 또는 졸업한 후(또는 평생교육사양성과정 이수중이거나 이수
후)에 할 수 있으며, 2회 또는 3회로 나누어 할 수 있음(시행규칙
별표1 ※비고제4호)
○ 실습 기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으로 지정받은 기관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 시설
·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법 제2조제2항)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
설·법인 또는 단체
· 문자해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시설, 법인 또는 단체
· 초·중등학교 부설 문자해득프로그램 실시기관
-「평생교육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진흥원(법 제19조)
· 시·도평생교육진흥원(법 제20조)
· 시·군·구 평생학습관(법 제21조)

- 109 -

제3부 해설자료

(9) 연수
○ 평생교육사에 대한 연수실시(법시행령 제19조)
- 평생교육사 연수실시: 평생교육진흥원장 및 시·도평생교육진흥원장
- 평생교육진흥원장 및 시·도평생교육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 연수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연수실시기관의 장이 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사의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를 연수실시기관의 장에게 지원가능
(10) 자격증 발급
○ 발급절차
- 신청서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자격증작성 ⇒ 발급대장기재
⇒ 교부
○ 평생교육사자격증 발급신청
- 자격증발급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구비서류 첨부
- 최종학력증명서
- 최종학교성적증명서
- 경력증명서
- 별지 2호서식의 평생교육현장실습평가서 1부(현장실습 면제자제외)
- 기타 평생교육사 자격 증명에 필요한 서류
(11) 자격증 재발급
○ 대상 :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와 자격증의 기재사항 변동요인 발생시
○ 평생교육사자격증 재발급신청
- 자격증재발급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평생교육사자격증(훼손, 기재사항 정정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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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권한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권한의 2원화
-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
설에서 학위과정으로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권한 ⇒ 대학의 총․학장에게 위임(법시행령
제77조제1호)
-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자(법제24조제1항
제2호), 학점은행제에 의한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자 ⇒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명의로 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

<평생교육법>
제4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기관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시행령>
제77조(권한의 위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대학기관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15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의 교부: 해당 대학기관의 장

□ 참고사항 : 외국의 사례
○ 미국: 성인교육자(adult educator)와 계속교육자(continuing
educator)로 역할을 구분하여 운영
성인교육자(adult educator)
각 주의 특성과 educator)
공교육기관 등의
규모에 따라 다양하나
대체적으로 “제도적 차원”과
“비제도적 과정”의 성인교육자
양성기관으로 구분

계속교육자(continuing educator)
educator)

조직적이며 활성화 되어 있음.
개별적인 실천전문가, 계속교육책임 자,
계속교육프로그램 행정가, 기관 요원,
교육실천가, 계속교육연구자 등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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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계속교육(weiterbildung)이란 개인에 따라 시간적으로 서로
다른 제1차 교육 단계를 종결한 후에 조직화된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의미하고, 계속교육 영역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직업명칭은 다양하며, 일체적이지
않음
- 전임교육협력자, 강사, 코스지도자, 성인교육자 등은 흔히 쓰이나, 계속교
육자, 계속교육담당관, 팀장, 성인교육가는 거의 쓰이지 않음
- 대규모로 양성된 계속교육교사(weiterbildungslehrer)가 계속교육 영역에서
새로운 직업지위로 등장

○ 일본: 평생교육에 관계하는 자를 통상적으로 사회교육지도자로
지칭하고 있으며, “민간지도자”와 “행정지도자”로 나누어 짐

민간지도자

행정관계지도자

단체관계지도자, 시설관계지

사회교육주사, 공민관주사, 도서관의

도자, 각종집회에 있어서의

사서, 박물관의 학예원, 청년의 집

지도자, 각종위원 등을 지칭

지도직원, 사회체육시설에 있어서의
지도직원 등을 지칭

일본의 대표적인 평생교육담당자는 공민관, 교육청 등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교육주사이고, 이는 대학과 연수과정을 통하여 양성되며,
일본 사회교육의 전문화에 크게 공헌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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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평생교육법>
제25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양성과
연수에 필요한 시설·교육과정·교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을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양성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
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1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①법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와 같다.
1.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2. 「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
3.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연수기관
4. 특별법 또는 정부출연으로 설립된 연수 및 교육훈련기관
②법 제25조에 따라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교육과학기
술부장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대표자의 성명·주소
5. 개설예정일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으면 지정대상기
관의 시설, 인력, 교육과정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
고,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8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지정의 신청) ①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평
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1조제2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교수요원 채용계획서
2. 시설·설비 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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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과정편성표
4. 평생교육사 배치계획서
5.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및 과정별 정원표
6.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③ 영제21조제3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 입법취지
○ 평생교육사 양성체제에 있어서 기존의 대학 중심의 양성체제와 함께
현장 경력자의 자격취득과 재교육을 통하여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양성기관 지정․운영

□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사항
○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시 민간단체의 참여기회 제한여부
-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할 평생교육사의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성 제
고를 위해서는 자격증이 남발되지 않아야 하고 실제적 가치와 공신력
이 있어야 하고, 이에 따라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은 공공성을 유
지할 수 있는 기관중심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해설
○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평생교육사 양성․연수기관으로 지정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평생교육사 양성․연수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1. 평생교육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제30조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②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
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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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훈련기관
<公務員敎育訓練法>
第2條 (中央敎育訓練管掌機關) 國家公務員의 敎育訓練에 관한 基本政策 및 一
般指針의 수립과 그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務는 行政自治部長官이 이를
管掌한다.
第4條 (專門敎育訓練機關) ①특수한 職務를 담당하는 公務員의 敎育訓
練과 職務分野別 專門敎育訓練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소속하
에 專門敎育訓練機關을 設置할 수 있다.
②第1項 및 政府組織法 第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公務員敎育訓練의 효
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行政自治部長官 또는 大統領令
이 정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 소속하에 2이상의 中央行政機關 소속公
務員을 敎育訓練하는 專門敎育訓練機關(이하 “統合敎育訓練機關”이라
한다)을 設置할 수 있다.
③統合敎育訓練機關의 長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第2項의 規定
에 의하여 敎育訓練을 실시하는 中央行政機關 소속公務員 외의 者를 敎育訓
練할 수 있다.
④統合敎育訓練機關의 組織과 公務員의 定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
領令으로 정한다.
3.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연수기관
<敎育公務員法>
第39條 (硏修機關의 設置) ①敎育公務員의 再敎育과 硏修를 위하여 硏修機關을
둔다. ②第1項의 硏修機關의 設置 및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정한다.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제2조 (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초등교육연수원․중등교육연수원․교육행정연수
원․종합교육연수원 및 원격교육연수원으로 한다.
②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학․교육대학․교육청 및 교
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부설하되, 국립대학 및 교육대학에 부설하
는 연수원의 명칭과 위치는 교과부령으로 정하고, 공립․사립의 대학
및 교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부설하는 연수원은 당해대학 또는
기관의 장이 교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
아 설치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연수원의 지역적 분포 및 연수대상
인원 등을 고려하여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초등교육연수원 : 교육대학
2. 중등교육연수원 및 교육행정연수원 : 대학
3. 종합교육연수원 : 대학 또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교육청
4. 원격교육연수원 : 대학․교육대학 또는 교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4. 특별법 또는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된 연수 및 교육훈련기관
(예) 한국생산성본부 : 산업발전법에 의한 특수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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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평생교육법>
제26조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
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평생
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③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제21조에 따른 시·군·구평생
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26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사 채용에 사용
되는 경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2조(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평
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입법취지
○ 평생교육 진흥의 핵심적인 과제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전문적 지도자의 확충에 있으므로 평생교육기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토록 하여 평생교육의 전문성 제고
○ 지역중심의 평생학습 체제구축을 위하여 ‘학교의 평생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필요한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는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116 -

평생교육사

□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사항
○ 평생교육사의 배치기준에 관한 규정
- 당초 입법 발의안에서 평생교육기관 및 시·도평생교육진흥원과 시·
군·구평생학습관에 의무적으로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도록 하였으나,
평생교육기관에는 공공기관 또는 그 부설기관 이외에도 학원, 사업
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 민간기관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이들에
게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강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
판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으며, 또한 이와 같이 민
간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을 규정함에 있어 그 대상 및 기
준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음
○ 시행령상의 평생교육사의 배치에 관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의견일부
수용
- 당초 입법예고된 평생교육법시행령안에서의 배치대상 및 기준이 시·
도평생교육진흥원에는 1급 평생교육사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을, 시·
군·구평생학습관의 경우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3인 이상을 배치
하고자 하는 안이었으나,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평생교육기관에 대
한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수정을 하게 됨

□ 해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위하
여 이들 학교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평생교육
사를 채용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재정지
원을 할 수 있도록 법조문화
○ 공공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배
치하도록 법제화함에 따라 이들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적정한 평생교
육사를 배치도록 하고, 민간부분의 평생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도록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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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평생교육시설의 평생교육사 배치를 면제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열
악한 평생교육시설 난립에 따른 수강생들의 피해를 막고 평생교육의
질적 제고라는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원격평생교육시설에도 평
생교육사를 배치해야 함
[별표 2]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제22조 관련)
배치대상

배치기준

1. 진흥원, 시·도진흥원

ㅇ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2. 시·군·구평생학습관

ㅇ 정규직원 20명 이상: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ㅇ 정규직원 20명 미만: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3. 법 제30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
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학
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
기관 및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시설·법인 또는 단체

ㅇ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평생교육사 배치의 실효성 확보여부
- 공공기관 및 그 부설기관에서의 평생교육사 배치는 어느 정도 실효
성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특히 민간 부분의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해
서는 평생교육사의 배치조항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가 없음에
따라 배치의 실효성 확보문제가 있을 수 있음
- 동 제도의 성공은 의무조항 설정이나 벌칙의 강제가 아니라 평생교
육시설의 설치․운영자의 평생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함
- 평생교육사를 배치한 시설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주민
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지 않은 시설의 적극
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임
- 118 -

평생교육사

□ 참고사항
○ 구 평생교육법 및 개정 평생교육법상의 배치기준 비교

구분

구 평생교육법

개정 평생교육법

기
능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 및
평가
◦평생교육 교수업무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 및
평가
◦평생교육 교수업무

등
급

◦ 1급․2급 및 3급

◦ 1급․2급 및 3급

◦ 1급 : 대학원 수준
◦ 2급 : 대학 수준
◦ 3급 : 전문대학 수준

◦ 1급, 2급 : 승급과정
◦ 2, 3급 : 양성과정

자격
요건

배치
기관

◦종사자가 10명이상이고, 동시에
300명 이상 교습할 수 있는 단
체 및 시설
◦年間 교육인원이 3000명 이상인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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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
진흥원: 5인 이상(1급 1인이상
포함)
◦시·군·구평생학습관: 규모에 따라
1-2명
◦기타 평생교육기관: 1인 이상

제3부 해설자료

○ 연도별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현황
(단위: 명)
사회교육전문요원의
평생교육사로 재발급

평생교육사 자격증
구분

총계

1급

2급

3급

2급

합계

합계
계

총계

3급

25,829 25,055 175

여

계

여

계

여

58 22,858 18,463 2,022 1,851

계

여

계

여

774 461 350 313 310

2000년

2,360

2,325

21

5

2,122

1,758

182

178

35

35

31

0

-

2001년

2,896

2.854

23

5

2,621

2,112

210

204

42

42

32

0

-

2002년

3,298

2,959

33

11

2,650

2,188

276

262

339

54

32 285 285

2003년

3,239

3,164

20

3

2,828

2,268

316

258

75

70

58

5

5

2004년

2,924

2,868

27

12

2,645

2,188

196

188

56

53

39

3

3

2005년

3,922

3,859

15

8

3,436

2,724

408

363

63

56

42

7

6

2006년

4,077

3,964

32

13

3,750

2,955

182

159

113 102

78

11

9

2007년

3,113

3,062

4

1

2,806

2,270

252

239

38

2

2

* 2007년도의 경우 전반기만 집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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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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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생교육기관
가. 평생교육기관 설치자
<평생교육법>
제28조(평생교육기관 설치자) ①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다양한 평생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하여
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
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③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
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
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학습자가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
는 평생교육기관의 폐쇄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자로부터 받은 학습비 등의 반환
등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
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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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학습비의 반환 등) ①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학습비 등의 반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
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정지된 경우
2.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비 등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 입법취지
○ 평생교육기관은 지역주민들의 교육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학습의 장(場)으로서 활용되어야 함. 지역사회주민들이 다양한 학습기
회 및 프로그램 선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평생교육기관 설치자
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 지역사회교육 활성
화를 위한 사명 및 책무 부여
○ 평생교육기관의 사회적 책무와 관련하여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의 자
격요건을 강화함과 동시에 평생교육기관 수강생들의 생명·신체상의 손
해를 배상할 것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
한 안전조치의 강제화 및 학습비 반환 의무화를 통한 학습자들의 학
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입법과정상에 나타난 쟁점
○ 기존의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제4호에서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도 포함되
어 있고 당초 법개정안도 이에 관한 사항이 있었으나, 파산선고를 받
은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개인파산제
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아 헌법 제37조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
긋나는 기준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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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사회적 역할
- 평생교육기관별 특성과 장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특별강좌 및 교양강좌 개설 운영
․지역에 특성에 맞는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실시
․전문기술 습득 기회 확대 등
- 평생교육기관 상호간의 연계․협력체제 유지
․각급학교, 민간단체, 기업, 청소년․여성․노인교육기
관 등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평생학습 진흥에 함께
노력

⇨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 사회적․교육적 취약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활성화

○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에 대한 행정처분
┌ 인가․등록 취소 : 사내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교형
태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과정 운영정지 : 각종 인가, 등록, 신고 및 보고대상 평생
교육시설 (기간 : 1년 이내)
※ 근거 : 평생교육법 제42조
<평생교육법>
제42조 (행정처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
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한 경우
2.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
4.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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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결격사유(법 제28조제2항)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임원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안전조치(법 제28조제3항)
<안전조치의 내용>
-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에게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이
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발생에 대비한 배상조치의 의무화
- 손해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의 가입하는 등 필요
한 안전조치 강구
- 법 30～38조에 규정된 평생교육시설의 보험․공제사업 가입 의무화
- 피해 학습자들이 사고 시 더 확실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여 보상특약의 가입이 적극 권장될 필요가 있음

<구체적 방법> : 지역 특성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시·도 조례에 의해 규정
- “보상”이 아닌 손해 발생에 대한 “배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하위 법
령인 시·도조례에서도 “보상”이 아닌 “배상” 취지에 맞게 규정함이 합
리적일 것으로 사료됨.
- 조례가 미제정되었을 경우, 배상 취지에 맞도록 손해배상 조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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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사례>

생명․신체상의 손해발생 배상 범위
◎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 금융감독원의 서울소재 보험가입학원 1,175개소 분석 결과 1억 이상 56%
차지(1억 미만이 44%)
◎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
- 학원의 최저 동시 인원 10인 고려
※ 참고 : <서울특별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 조례 제2조의2제1항>

○ 학습비의 반환 등(법제28조 및 법시행령 제23조)
- 학습비의 반환사유
· 평생교육시설 설치인가의 취소, 등록말소, 과정이 폐쇄되거나 평생교육
과정의 운영이 정지된 경우
·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학습비 등의 반환기준 및 기한
·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 반환기준에 의하여 반환 사유일로부터
5일 이내 반환 의무 명시
· 인가취소, 등록말소, 과정폐쇄, 직권정지 : 일할계산
· 학습자의 수강포기 : 교습개시 이전(전액반환), 교습개시 이후(별도 정한 기준

에 따라 반환)
· 학습비 징수기간(1개월 이내, 1개월 초과)에 따라 반환기준 설정
· 1개월 이내 : 1/3경과전, 1/2경과전으로 구분 반환, 1/2경과후 미반환
☞ 1/3경과전 ⇒ 2/3해당액 반환, 1/2경과전 ⇒ 1/2해당액 반환
· 1개월 초과 : 반환사유 발생 월의 학습비 반환액(1개월 이내 학습비 반환기준
적용) + 나머지 월의 학습비
· 반환기준은 학원수강료 반환규정을 준용하여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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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제2항 관련)
구 분
1.

반환사유 발생일

제23조제2항제1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및 제2호에 따른 반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환사유의 경우

날

반환금액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
한 금액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이미 낸 학습비의 2/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해당액

가. 학습비

2.

이미 낸 학습비의 1/2

징수기간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 1개

제23조

제2항제3

월

호의 반환

인 경우

해당액

이내

사유에 따
른 경우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본인 의사
로 포기)

나.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징수기간
이
월을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

1개
초

수업시작 후

과 하 는

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

경우

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
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비고

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학습자의 귀책사유로 수업에 불참했을 경우는 전체 강
의가 제공되었으므로 수업시간 경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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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주체
<설립주체> 학교법인 또는 재단법인
- 다양한 법인 중에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특수법인인 학교법인이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공익 재단법인으
로 법인을 한정함으로써
· 시설 운영의 공공성 및 안정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함
- 특히, 공익법인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중에서 사단법인이 아닌 재단
법인으로 설립 주체를 더욱 구체화한 것은,
· 기본재산 등 최소한의 재원 확충 요건을 갖춰 안정적으로 학교를 운
영함으로써 학습자를 보호하고,
· 재단법인인 학교법인과의 법적 통일성․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설립주체 강화 이유>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정규학교와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는 만큼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공공성 및 책무성과 함께
일정 수준의 재원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 법령상 사인(私人)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어 설립자 유고시
학교 승계 문제, 자의적 폐쇄로 인한 학습자 피해 발생, 학생 공
납금 등으로 구성된 운영수익의 사유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공금의 개인 상속 문제점 해결, 투명한 회계 관리로 부정비리 가
능성의 예방, 기관의 임의적인 학교 폐쇄 폐단의 개선 등 시설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 확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
<법인전환 시기>
-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법인 전환을 의무화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개선
토록 유도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임
- 신규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을 설립·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한정
함으로써 운영의 공공성 확보와 학습자 권익 보호를 도모
※ 50개 기존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의 설립 주체별 현황(’06년) : 개
인(45개), 공익법인(3개), 학교법인(1개), 공립(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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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안전조치 관련 시·도 조례(사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③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특별시·광역
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교
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
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 조례>
제2조의2 (학원 설립․운영자등의 책무)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교
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이어야 한다.
1.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 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
②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
을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조건 관련 참고(사례)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제10조 (설립허가) ①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사립학교의 종류와 명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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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종류 기타 사업에 관
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방법
12.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②학교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6호의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기술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
법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체에 근무하는 자
를 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10호의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
을 두고자 할 때에는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
하는 자중에서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
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
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
(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
건을 붙일 수 있다.
③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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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설립 주체별 특성 비교

구

분

학교법인

공익법인

비영리
재단 법인

비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개인)

공익법인의
근

거

사립학교법

설립․운영에

민법 제32조

평생교육법

학술, 종교 등

학력인정

관한 법률

목

적

기본재산

사립학교 운영

시․도

연간 학교수익의 1/2

자체 규정

이상, 총액의 5% 이상 ※ 특별시: 5억

이사

7인 이상

(감사)

(2인 이상)

처분
상속세,
증여세 등

자선 등

(수익용 기본재산)

연간수익이 있어야 함

기본재산

장학금, 학술,

주무관청 허가

면제

정관으로 지정된
잔여재산

자에게 귀속

귀속

(정관으로 미규정시
국고귀속)

영리 아닌 사업 평생교육시설
목적

수익용 기본재산
미규정

운영

없 음

기타 : 3억
5인 이상
15인 이하
(2인)

제한 없음
(정관으로 규정)

주무관청 허가 주무관청 허가

면제

면제

없 음

허가사항이
아님
부과 대상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 귀속

- 130 -

정관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따름

않음

평생교육기관

※ 법인의 종류

 구성요소에 의한 분류
① 사단법인 : 일정한 목적과 조직 아래에 결합한 사람의 단체
② 재단법인 :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 존재
 설립근거에 의한 분류
① 민법법인 : 민법 제32조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② 공익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③ 특수법인 : 사립학교에 따른 학교법인 등 각종 개별법에 따라 설립
※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되
는 법인
 영리성에 의한 분류
① 영리법인 : 민법 제39조
※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
는 등, 모두 사단법인체로 상법상의 회사가 해당됨 → 영리 목적 재단법인
은 존재하지 않음
②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

*공익법인 설립 허가 절차

민원인 (허가 신청)

⇓
지역교육청 (1차 검토 및 보완 요구)
: 임원에 대한 본적지 읍․면․동 사무소 신원조회, 필요시 보안 신원 조사
※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하나, 현재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이 시․도교육감에게 권한위
임 되어 있으므로 교육부 소관 사업의 공익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소재
지의 지역교육청을 거쳐 시․도교육감에게 허가를 얻어야 함 (민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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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시 검토 사항 >
-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반이 확립되어야 함
☞ 목적과 사업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며,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해야 함
☞ 일정한 재원의 확보 : 재단법인 : 출연재산의 수입 / 사단법인 : 회비 수입
※ 기본재산 출연 기준 충족 (재단법인 5억원 이상(서울시교육청))
☞ 기본재산 : 주식, 토지, 건물, 채권 등

: 도교육청 허가서 전달 신청

⇓
도교육청 (2차 검토)
[허

가]

: 지역교육청 허가서 송부
: 관할 세무서 통보

⇓
지 역 교 육 청

허가서 민원인에게 송부

⇓
민

원

인

: 법인 설립등기 (3주 이내) / 세무서 법인신고 (30일 이내)
: 법인명의 재산이전 (3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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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의 유형 (2008년 기준)
학력
인정
여부

설치요건

담당과

학력
인정

학력
인정

교육감에 등록

평생학습
정책과

학력
미인정

학력
미인정

교육감에 등록

〃

사내대학

학력
인정

교과부장관 인가

직업교육
정책과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학력
미인정

교육감에 신고

평생학습
정책과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학력
인정

교과부장관 인가

지식정보
기반과

학력
미인정

교육감에 신고

평생학습
정책과

〃

교육감에 신고

〃

초․중등
학교

〃

교육감에 보고

〃

대학(교)

〃

교과부장관에 보고

〃

교육감에 신고

〃

교육감에 신고

〃

시설 유형

①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1조)

②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2조)

③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3조)

④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5조)
⑤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6조)

⑥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0조)

⑦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7조)

〃

⑧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8조)

〃

합 계
※평생교육법 전부개정조문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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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의 평생교육
<평생교육법>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①｢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
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
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③제2항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
실·도서관·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를 개방할 경우 개방시간
동안의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입법취지
○ 지역주민과 학부모, 학생의 요구에 따라 학교에서의 평생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학교의 평생교육’을 평생학습진흥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의 일부로 간주
○ 학교에서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위탁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의 평생교육법 중 ‘학교부
설 평생교육시설’ 조항이 직접 실시에 대한 내용과 ‘부설’ 설치에 대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던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고자 함

□ 입법과정상에 나타난 쟁점
○ 당초 법률 개정안에서는 학교에서의 평생교육을 강제하는 규정을 두었
으나, 학교의 인적․물적 제반 여건과 자율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
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완화토록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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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학교의 평생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당초 법률안에 있어서는 ‘공공 및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 경우 학교시설을 영리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에 위탁할 경우 공공성의 훼손 및 거대 교육기업의 학교진
출시 부작용 등이 우려되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
외되도록 단서조항을 삽입함

□ 해설
○ 학교의 평생교육 실시상에 있어서 기본 원칙

-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의 평생교육
실시는 평생학습의 이념 구현 위한 기본적인 활동
임을 인식
․교육과정과 방법을 학습자 관점으로 개발

학교를 중심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 프로그램 실시
- 학교의 평생교육 실시방법
․학교가 직접 실시
․민간에게 위탁하여 실시
*민간에게 위탁시 ‘영리목적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제외

으로 공동체

⇨

성 및 지역
문화개발에
에 기여 ⟹
평생교육
이념 구현

- 학교의 교육시설 및 인력활용의 극대화 도모
- 학교개방시 개방시간 동안의 해당시설의 관리·운
영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
○ 학교의 평생교육 실시에 따른 개방시간

동안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

방법: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
- 지역특성을 반영한 평생교육 실시방법의 다양화 및 활성화 도모
- 학교 개방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개방시간 동안 해당 시설을 관
리 운영하는 시·군 및 자치구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학교의
장이 안전사고의 우려 등으로 인하여 학교개방을 기피하는 것을 방
지하고자 하는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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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및 자치구가 학교시설을 위탁받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경우, 그 운영시간 동안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평생교육 프

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안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국가배상
법」상 배상책임을 지며,
- 피해자는 교무 사무의 귀속주체인 자치단체의 장(교육감)과 프
로그램 운영자인 시․군 및 자치구의 장 중 누구에게나 「국가
배상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
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조제1항 단서 제3
조 및 제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제6조(비용부담자등의 책임) ①제2조·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
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기타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
치·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0조(교육감) ①(생 략)
②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등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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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학교의 평생교육 추진방향 (중․장기 계획)
도입기(’07～’08)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시범 운영

발전기(’09～’11)
▪100개 지역교육청
지원으로 사업 발전

확산기(’12～)
▪모든 지역교육청 지원
으로 사업 확산

-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프로그램(다문화가정교육, 지역사회 환경교육), 직

무기초능력교육(자격증 과정), 고급인문소양교육, 부모역할교육 등
- 지역교육청이 주관하여, 지역교육청별 3～5개 평생교육 거점학교가 참여하여
학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 순회 평생교육사 제도 운영, 평생교육 담당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
- 지역교육청과 지자체간 협력 및 지원 유도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자체-학교와의 연계 공고화
․평생학습관, 박물관, 미술관 등 지역 평생교육시설과 학교와의 연계 강

화(지역사회의 물적 자원 연계)

해외 사례

◦ 미국 (’94년～, 21st Century Community Learning Centers)
- 학교 등을 활용하여 방과후 학교시설을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개방․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의 평생학습화 지향
◦ 일본
-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연계(’71년～)에서 출발하여 학사융합, 학
사협동으로 발전(’96년～)
◦ 영국 ('05년～, Extended School Services)
- 학교의 역할을 교육서비스 제공자에서 지역공동체의 중심기능으로 확
대하여, 학교 개방을 통해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및 가정교육 지원
공간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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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0조(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①각급학교의 장은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
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각급학교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
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4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학
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보고서에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9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영 제24조에 따른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설치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 입법취지
○ 학교가 지니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학교 부설로 평생
교육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
로 평생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각급학교의 평생학습장화를 촉진하고 열린
교육사회의 구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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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각급학교가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학교개방 및 평생교육
활성화에 대한 노력 경주
- 각급학교는 당해 학교의 교육환경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평생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평생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함
- 각급학교 신축시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역사회교실’ 신축 등 다양한
평생교육 실시에 편리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
○ 각급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 설치절차 : 관할관청에 보고제로 운영
- 설치대상 : 초․중등학교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설치 가능하나, 현재
는 대학 또는 전문대부설 평생(사회)교육원 위주로 운영
되고 있음
- 설치보고시 제출서류
┌ 설치보고서 : 명칭, 목적, 위치, 교육과정,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시설․설비 현황, 평생교육사배치계획,
개설년월일(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운영규칙 : 원장, 위원회 등 조직, 설치․운영 과정, 학습자의 활동,
포상, 회계 등에 관한 규정 포함
○ 대학의 평생교육과정 운영
- 대학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이외의 자, 특히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등록,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공개강좌 등 다양한 학위
및 비학위과정의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평생학습의 기회 확대에 노력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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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현황(2007. 5.1 현재)
- 교육원수 : 415개원/설치과정수 : 18,318과정 /수강인원 : 약 533천명
구분
일반대학교
교육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대
산업대학교
학
기술대학교
대학원대학교
교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교
전문대학
기능대학
기타
각종학교
계

대 상
학교수(A)
175
11
1
14
1
36

교육원수(B),
(B/A, %)
178(101.7%)
11(100%)
1(100%)
13(92.9%)
ㆍ
22(61.1%)

15
1
148
11
2
415

강좌수

수강인원

12,806
209
9
329
ㆍ
342

387,882
5,839
1,864
9,455
ㆍ
8,277

12(80%)

152

8,497

ㆍ
125(84.5%)
12(109.1%)
1(50%)
375

ㆍ
3,825
643
3
18,318

ㆍ
99,241
2,218
166
523,439

○ 대학/전문대 부설 평생(사회)교육원 운영 기준(교육부, 2000. 3. 31 대학에
통보)
- 통보배경
․평생교육법 시행으로 종전의 신고제가 보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설
치절차를 간소화하고, 평생교육원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함
- 설치장소
․학교시설 또는 공공시설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시설 사용 및 지
나친 영리추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지 않도록 함
- 설치과정
․대학의 인적․물적(시설 및 장비) 자원 활용이 가능하도록 대학의
개설 학과와 관련되거나 유사한 강좌로 운영하되, 국민의 보건·의료
와 관련한 과정은 제한토록 권장
․교양강좌, 영어․컴퓨터 등 실생활과 관련된 지식 및 직업기술 강
좌 위주로 운영하되, 지역사회 주민의 수요 또는 요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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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운영
․당해 대학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정규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
- 학습비 산정․징수
․주로 비정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을 감안, 학습비는 실소요 경
비를 반영하는 최소한의 비용만을 학점단위로 징수
- 본 대학 소속 교원의 적극 활용 및 전임교원의 배치 및 활용
․대학 실정에 따라 소속대학 교수를 가급적 활용하되, 이 경우 평생
(사회)교육원 강의시수를 책임시수에 산입토록 권장
․과정 운영에 필요한 전임교원을 적극적으로 배치하도록 함과 동시
에 외부의 전문능력을 지닌 자들을 겸임·객원교수 또는 시간강사로
적극 활용
- 시간제 등록생 등 운영
․대학내 성인 계속교육 관련 업무(예, 시간제 등록생 모집, 학점관리 등)
는 평생(사회)교육원에 일원화하여 운영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임차시설 허용
- 임차시설을 활용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운영을 허용하되, 평생교육
법 등 관계 법령의 취지와 교육의 질 보장 등을 위하여 대학이 소재
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허용
․서울소재 대학 : 서울지역에 한하여 허용
․광역시 및 광역시 인접 도 지역 소재대학 : 권역별 구역 내에서 허
용 ☞ (부산+울산+경남), (인천+경기),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
전+충남)
․기타 도 지역 소재 대학 : 해당 도지역내에 한하여 허용
- 최소한의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차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용도에 해당될 경
우에 한하여 운영 허용
․바닥면적의 합계 500㎡미만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 합계 500㎡초과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설치과정
․대학의 인적․물적(시설 및 장비) 자원 활용이 가능하도록 대학의
개설학과와 관련되거나 유사한 강좌 개설 운영
․교양증진 또는 직업교육 강좌 위주로 운영하되, 초․중등 교육과정
에 직접 해당되는 강좌개설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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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1)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개념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
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중 일정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
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초·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
술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기준·절차, 입학자격, 교
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
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입법취지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등록과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교부 또
는 지원상의 법적 근거를 명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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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개념
- 교육과정 및 시설․설비 등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유사한
시설로서 경제적 이유 등 개인사정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근로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임
- 또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의 운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범위가 전문
대학 수준으로까지 확대되게 됨.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교육감에게 등록한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기준 이상의 요건
을 갖춘 경우 중․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
로 지정
- 기존의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가 비록 교육과학기술
부장관의 인가를 새롭게 받는 형태이기는 하지만,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도
록 함.
- 따라서,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학력인정 범위가 기존의 고등학교
이하 수준으로 운영되었으나, 비록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전문대학
수준으로까지 확대됨으로써 학제가 정규학교 체제와 평생교육체제로
이원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게 됨.
○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일정기준 이하의 요건을 갖
춘 경우에는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로 교육감에 등록가능
※ 2007.04 현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79개,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
은 39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모두는 교육감에게 등록을 그
설치요건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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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현황
(2007.4.1)
학교수

학급수

교원수

학생수

구분 초 중 고
학
등
교
교

계

중
초
고
학
등
교
교

중
초
학 고교
등
교

계

초등

중
학
교

고교

계

서울 3

24

42 90 194 326 40 12 339

391

1,645

4,157

9,534

15,336

212

212

ㆍ

1,013

5,956

6,969

ㆍ 6

67

73

ㆍ

238

1,693

1,931

8 13

계

부산 ㆍ 4

7

11

ㆍ 24 144 168 ㆍ

대구 ㆍ 1

4

5

ㆍ 5

인천 ㆍ 2

3

5

ㆍ 16 88

104 ㆍ 42

88

130

ㆍ

664

3,648

4,312

광주 ㆍ 1

1

2

ㆍ 7

6

13

ㆍ 13

12

25

ㆍ

270

283

553

대전 ㆍ 1

1

2

ㆍ 5

8

13

ㆍ

17

17

ㆍ

201

297

498

울산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경기 ㆍ 1

7

8

ㆍ 6

80

86

ㆍ 7

116

123

ㆍ

250

3,163

3,413

강원 ㆍ 1

3

4

ㆍ 3

12

15

ㆍ

45

45

ㆍ

83

166

249

충북 ㆍ

1

1

ㆍ

4

4

ㆍ

8

8

ㆍ

185

185

충남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전북 ㆍ 3

6

9

ㆍ 15 47

62

ㆍ 34

89

123

ㆍ

454

1,460

1,914

전남 ㆍ 2

2

4

ㆍ 12 17

29

ㆍ

49

49

ㆍ

648

838

1,486

경북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경남 ㆍ

4

4

ㆍ

29

29

ㆍ

74

74

ㆍ

944

944

제주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79

42 183 667

892

40 114 1,116 1,270

1,645

7,978

28,167

37,790

계

3 24 52

38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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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② 생략
③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
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국내연수와 재교
육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입법취지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원의 자격요건은 정규 초․중
등학교 교원과 동일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임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0조 : 교원자격․정원은 초․중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운영기준과 동등 이상
※ ‘06년 현재 50개교(설립 주체별)에 1,142명의 교원 재직 중
○ 한편 시설에 근무하는 교원의 법적인 지위는 초․중등교육법에 근
거한 교원이 아닌, 시설 설립자(개인 또는 법인)와 사적 근로계약
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 신분임
- 따라서 복무 및 보수 등의 근무 조건은 시설 설립자와 교원의 사적
근로계약에 따라 학교별로 다양한 실정임
※ 초․중등교육법 제19조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는 교장, 교감
및 교사를 둔다.
○ 아울러 시설에 근무하는 교원의 연수는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자
격․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상의 연수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
고, 성인 대상 2년 6학기제 운영(방학이 짧음) 등의 학교 여건상 정
규 교원과 동등한 연수 기회를 갖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종사하
는 정식교원의 자질향상을 기하고 이를 통한 이들 학교의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시설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둘 수 있
도록 하되, 복무기준, 국내연수 및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
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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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고등학교졸업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근무
하는 교원은 기존의 법령에 의해서는 사적 근로계약에 의해 근무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교육공무원법」의 복
무․연수․재교육관련 규정을 적용받고 있지 못한 실정임
○ 따라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원의
신분의 안정화와 자질향상을 위하여 이들의 복무․연수 및 재교육에
관한 사항은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
써 학력인정시설의 교원에 대해 교원으로서의 성실한 복무태도를 유
도하고, 체계적인 연수 및 재교육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교원의 자
질향상 등을 기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국․공립학교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복무규정의 준용
- 현행 국․공립학교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복무규정으로는 「국가공무
원법」 제7장의 각종 의무 조항이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7장(복무) 제55조 내지 제67조
선서,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이탈금지, 친절공정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외국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품위유지의 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위임규정

- ‘학력인정 시설의 종사자’에게 국가공무원법상의 복무규정을 준용’할 경
우, 동 규정의 성격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최소한의 의
무’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교육 현장에서 성실한 복무태도를
유도하여 ‘교육의 책임성․공공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
가 있음
○ 연수 및 재교육에 관한 규정 준용
- 현행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연수 규정은 「교육공무원법」 제6
장(연수)에 따라 실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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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육종사자에 대한 연수는「평생교육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화
- 학력인정시설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국․공립 교원의 연수 및
재교육 규정을 준용토록 함으로써, 학력인정시설의 ‘교원에 대한 체
계적인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인 연수를 통해 교원의 자질
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교육
수요자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고자 하는데 본 조항의 취지가 있음

□ 참고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6장>
교육공무원법 제6장(연수)
제37조 (연수의 기회균등) 교육공무원에게는 연수기관에서 재교육을 받거
나 연수할 기회가 균등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38조 (연수와 교재비) ①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단
히 연구와 수양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공무원의 연수와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실시에 노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연수에 필요한 교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재비를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
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9조 (연수기관의 설치) ①교육공무원의 재교육과 연수를 위하여 연수
기관을 둔다.
②제1항의 연수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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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특별연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연수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연
수를 받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연수중인 교육공
무원이 연수목적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연수를 받은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6
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복무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⑤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연수를 받고 있거
나, 받은 교육공무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위한 지시사
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
게 그 특별연수에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
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특별연수경비의 재원에 따라 국
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2001.1.29>
제41조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할 수 있다
제42조 (연수 및 근무성적의 평정) ①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
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그 소속교육공무원의 재교육 및 연수의 실
적과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재교육 및 연수의 실적과 근무성적의 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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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5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①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설비를 말
한다.
1. 학습시설․설비
2. 자료실
3. 관리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의 세부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
으로 정한다.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10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기준) 영 제25조 제2항
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의 세부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 입법취지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요건으로서의 시설․설비 기준을 규
정함

□ 해설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정규학교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학교로서
교사의 가르칠 의무와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지속적으로 보장
되어야 하므로 최소한의 교육환경을 위해 시설․설비기준 설정
- 다만, 정규학교의 시설․설비기준을 실정에 맞게 대폭 완화하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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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시행규칙 별표 2)
[별표 2]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제10조 관련)
구분
1. 학습시설

2. 자료실
3. 관리실

시설·설비기준
가. 수업실 1실 이상(실당 기준면적 49.5제곱미터 이상)
나. 학습에 필요한 시설·설비
가. 도서 및 자료 500권 이상
나. 관리실과 겸용할 수 있음
1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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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절차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6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학
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교육과정 편성
5.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6. 시설·설비의 설치내역
7. 개설예정일
②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 및 정원
3. 입학·퇴학 및 수료와 상벌
4. 과정수료의 인정
5. 교육기간 및 휴강
6. 학습비
7.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등록요건에 해당하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신청인에
게 교부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1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청)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
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
식의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규칙
2. 교육과정 편성표
3.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4. 시설·설비 현황표
5. 시설배치도
6.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7.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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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담당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
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및 토지대장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증은 별지 제
10호서식에 따른다.

□ 입법취지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에 필요한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규
정함

□ 해설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교육감에게 등록
- 사실상 학교의 형태를 지닌 교육시설임을 감안하여 신고제가 아닌
등록제로 하였으나, 정규학교가 아닌 만큼 정규학교의 인가절차에
비해 완화
○ 등록절차
- 설치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 → 검토결과 통보(10일 이내) → 시설 및
설비 → 등록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개설예정일 15일전) → 검토 → 등록
증 교부
○ 구비서류
- 설치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명칭, 목적, 위치, 교육과정편성,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
지방법, 시설․설비의 설치계획, 개설예정일
- 운영규칙
․명칭․목적 및 위치, 교육과정 및 정원, 입학․퇴학 및 수료와 상벌,
과정수료의 인정, 교육기간 및 휴강, 학습비,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설치계획서 제출시 필요한 첨부서류
․위치도, 시설․설비계획서, 교육과정편성표, 경비․시설의 유지방법
내역서 등
- 등록신청서 제출시 첨부서류
․시설․설비현황표, 시설배치도,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 152 -

평생교육기관

5)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및 폐쇄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①법 제3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
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운영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1.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2. 교육과정
3. 학생정원·학급수 및 학급편성
4. 입학자격
5. 교원자격·정원
6. 수료·졸업
7. 시설·설비
8. 교과서·교재
9. 재무·회계 규칙
②제1항제1호의 학기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매 학년도를 3학기로 나
누어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연한은 초등학교과정은 2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은 1년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되, 단축된 고
등학교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제3항의 입학자격을 갖춘 자 중에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만 16세를 넘은 자
2. 고등학교 입학 후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자
3.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
③제1항제4호의 입학자격 중 초등학교과정인 경우에는 초등교육을 받
지 못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학연령을 넘은 자
로 하고, 중학교과정인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43조제1항에 따
른 중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취학연령을 넘은 자로 하며, 고등학교과정인 경우에는 「초·중등
교육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④제1항제5호의 교원 중 교감은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과정
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장 및 교감 외에 학급마다 교원 1명을 두되,
6학급 미만인 경우에는 교장 및 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고, 12학
급 미만인 경우에는 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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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1항제7호의 시설·설비 중 체육장의 기준면적은 350제곱미터 이상
으로 하되,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옥내 체육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5조제3항제1호 또
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⑥초등학교과정 및 중학교과정, 중학교과정 및 고등학교과정, 초등학교
과정·중학교과정 및 고등학교과정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학력인정시설
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1. 시설·설비 기준(교구 및 도서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은 병설되는
학교 중 각급 학교별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운영 기준에 따르
되, 체육장, 관리실 및 특별교실 등은 병용할 수 있다.
2. 교구 및 도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설립·운영 규정」 제
8조에 따라 학과 및 교과별로 갖추되, 학습 또는 수업에 지장이 없
는 범위에서 병용할 수 있다.
3. 교장은 1명이 겸임할 수 있으며,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중학교과정과 고등학교과정에서만 서로 겸임할 수
있다.
제28조(학력인정시설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3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
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과정별 학급수, 정원 및 학습비
5. 교육과정 편성
6. 교원의 정수
7.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
8. 시설현황 및 시설확충계획
9. 교구와 그 밖의 설비현황 및 설비확충계획
10. 개설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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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지정기준과 정규학교 학
생 수급전망 등 지역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29조 (학력인정시설의 폐쇄인가) ①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학력인정
시설로 지정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폐쇄연
월일, 재학생 처리방안 및 남은 업무와 재산의 처리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폐쇄된 학력인정시설의 학적부관리에 관하여는 교육감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12조(학력인정시설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
정시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8조제1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운영규칙
2. 교육과정 편성표 및 교원의 정수표
3.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서
4. 시설현황 및 확충계획서
5. 교구(校具)와 그 밖의 설비 현황 및 확충계획서
6. 시설평면도 및 시설배치도
7. 지적도 및 위치도
8. 법인의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9.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③담당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
인등기부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지정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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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취지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구
비서류,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 규정함

□ 해설
○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 중등 학력이 인정되는 만큼 수업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
육환경 확보 및 교육과정운영과 학사관리에 필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준 마련 필요
- 각종학교의 설립․운영기준에 준하는 사항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 및 수업시간수
․교육과정
․학생정원․학급수 및 학급편성
․입학자격
․교원자격․정원
․수료 및 졸업
․시설 및 설비
․교과서․교재
- 참고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60조(각종학교), 각종학교에관한규칙,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및 동 시행규칙
○ 체육장의 기준면적 및 대체․완화사유
- 시설․설비중 체육장의 기준면적은 350㎡ 이상으로 하되, 이에 상응
하는 규모의 옥내체육장으로 대체 가능하며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을 준용하여 다음의 경우 체육
장을 두지 아니하거나 기준면적을 완화할 수 있음
․타학교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과 인접하여 공동사용이 용이한 경우
(동규정 제5조제3항제1호)
․도서․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기준면적 규모의 체육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동규정 제5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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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5조(체육장)
③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
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을 두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기준면적을 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다.
1. 새로이 설립되는 각급학교가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체
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등과 인접하여 공동사용이 용이한 경우
2. 도서․벽지등 지역의 여건상 기준면적 규모의 체육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수업연한 및 학기에 관한 특례
- 학력인정시설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어 1년 3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업연한은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 가능
- 현재 학력인정시설의 수업연한은 1년 2학기제로 각종학교에 준하도
록 되어 있으나 학력인정시설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는 탄력적 운
영이 가능하도록 1년 3학기제 및 수업연한 단축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특히, 학력인정시설의 1년 3학기제는 학령기를 상실한 근로청소년,
성인 등에게 단기간에 중․고 교육과정 이수기회를 부여하고, 여
름․겨울방학을 수업일수로 활용하여 교원 및 시설 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교감배치의 특례
- 교원수급이 어려운 학력인정시설의 여건을 감안하여 교감을 두지 아
니할 수 있는 근거 규정(종전의 교감배치에 관한 학급기준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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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등학교과정 병설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경우
- 시설․설비 기준 : 고등학교 학력인정시설에 준함
- 체육장, 관리실, 특별교실, 교구 및 도서 등 : 병용 가능
- 교장 및 교사 : 겸임 가능
○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절차 및 신청시 제출서류
- 지정절차 : 지정신청서 → 교육감에게 제출 → 검토 → 지정 → 지
정서 교부
- 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및 구비서류
․명칭, 목적, 위치, 과정별 학급수․정원․학습비, 교육과정편성, 교원
의 정수, 소요경비조달계획, 시설현황 및 학충계획 등
- 구비서류
․운영규칙, 교육과정편성표 및 교원의 정수표, 소요경비조달계획서,
시설현황 및 화충계획서, 교구․기타 설비현황 및 확충계획서, 시설
평면도 및 시설배치도, 지적도 및 위치도 등
○ 학력인정시설의 폐쇄통보
-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교육감에게 통보
- 제출서류 : 폐쇄사유, 폐쇄연월일, 폐쇄후 잔여업무의 처리방법 등 기재
○ 학력인정시설의 직인 관리(시행규칙 제24조)
- 준용규정 :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2조 내지 제59조,
학교법인및사립학교직인규칙 제3조 내지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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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기준(교원 자격 요건 등)

구분

지

정

기

준

o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
교원자격
☞ 초․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운영 기준과 동등 이상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해당 자격증 소지자
o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 및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 제9조
☞ 중학교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장․교감 외에 3학급까지는 학급마
다 3인 이상의 교사를 두고,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학급
마다 1인씩을 증원
교원 정원 ☞ 고등학교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장․교감 외에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3인 이상의 교사를 두고,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학급마
다 1.5인씩을 증원
☞ 교감배치의 특례 : 교원수급이 어려운 학력인정 시설의 여건을 감안하여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음
o 평생교육시설 설립자(개인 또는 법인)와 교원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복무
조건 이행
교원 복무
☞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의 복무 사항(성실의 의무, 정치
운동의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등) 적용의 법적 문제제기 가능
o 사적 채용계약에 따라 보수 지급
☞ 보수는 사립학교 교원의 호봉 기준을 준용하되, 개별 학교별로 근로계약
에 따라 결정
교원 보수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가입 ('06. 3) 가능
☞ 교직원 공제회 가입 ('06. 9) 가능
o 교원 인건비(1인당)의 일정액 보조
지원 현황 ☞ 서울 (월 69만원)
☞ 전북(월 50만원) < 경기 (월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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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가)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가기준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3 생략
④｢초·중등교육법」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
술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
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기준․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생교육법시행령>
제30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가기준) ①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법인일 것
2. 제40조에 따른 교사(校舍)를 확보할 것
3.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5조 및 같은 규정 별표 4에 따른 교지(校
地)를 확보할 것. 이 경우 교사기준면적에 관한 사항은 이 영 별표
6의 학생 1명당 교사기준면적을 적용한다.
4. 제41조에 따른 교원을 확보할 것(법정교원정원의 2분의 1의 범위에
서 겸임교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설치인가 시 법정교원정원의 2분
의 1 이상의 교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교원은 전환개교 후 1년 이내
에 확보하여야 한다.
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할 것
가. 학생정원 1000명 이상: 100억원 이상
나. 학생정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70억원 이상
다. 학생정원 500명 미만: 4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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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취지
○ 이 법 시행 당시(2008. 2. 15) 초중등교육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설
치․운영하고 있는 4개의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입학자격, 교육과정, 수업연한’ 등이 전문대학과 동등하나, 초중등교육
법의 적용을 받으며, 교육감이 지도감독을 수행하는 등의 소관법상
의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었음, 이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도
록 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
※ 개정 「평생교육법」부칙 제5조(고등기술학교 전공과를 평생교육시설
로 전환하는데 따른 적용례 및 경과 조치) : 2008년 2월 16일 이후
신규 전환대상 평생교육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인정되지 아니함

□ 해설
○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약칭 “전공대학”)이란?
- 기존의 초중등교육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전공과를 설치․
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를 전문대학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여
- 학교법인에 한하여 일정 조건을 갖추어 전환·인가신청을 하면 전문대
학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차원의 고등교육기관으로 교육경
비를 학습자들이 부담함
- 성인학습자들의 면학욕구를 수용할 수 있고 기존의 교육법체제상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학교형태의 평생교
육시설임
○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전환·운영상의 제한
-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평
생교육법 전부개정 시행일 이전(2008. 2. 15)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에만 한정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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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확대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규정

<고등기술학교 전공과의 평생교육시설 전환 제한 조항>
부칙 제5조 (고등기술학교 전공과를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는데 따른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31조제4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초·중등교
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에
한하여 적용한다.
* 고등기술학교 전공과 현황(’06.12.기준)
고등기술학교 전공과 현황(’06.12.기준)
학교명

전공과 입학정원
주간
야간

전공과
현 원

소재지

설립일
(전공과설치)

정화미용예술학교

480

480

197

서울 중구

’52.9.30 (’60)

국제음악예술학교

200

100

80

서울 강남

’73.1.31 (좌동)

백석예술학교

1,944

1,944

1,196

서울 서초

’83.8.30 (좌동)

청암예술학교*

180

180

-

서울 노원

’79.10.5 (’06.11)

계

2,804

2,704

1,473

-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평가인정기관'으로 지정, 소
정의 학점 이수자에게 전문학사 학위 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실기
교사 자격 부여 가능
○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자격
- 학교법인으로 한정하여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전문대
학 학력인정평생시설의 사회적 책무와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함
○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기준
- 교사 : 사내대학 준용(평생교육법시행령 제40조)
※ (학생1인당교사기준 면적 ×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산한 면적의 1/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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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시행령 제40조>
제40조 (사내대학의 교사) ①사내대학은 교육과 연구활동에 적합한 장소
에 별표 5의 구분에 따른 교사를 확보하여야 하되, 이는 설치자의 소유
이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교사의 면적은 별표 6에 따른 학생 1명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50명(제44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
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이하 같다)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명으
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
한다.
[별표 6]
사내대학 교사의 기준면적(제40조제2항 관련)
구 분

계열별

학생 1명당 교사기준면적

인문·사회·예체능계

자연과학·공학계

10제곱미터

15제곱미터

③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교사면적을 2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

- 교지 : 대학설립운영규정 적용하되 학생 1인당 교사기준은 사내대학을 준
용하도록 함
<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 (교지) ①교지는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별표
4에 의한 기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대학에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에 해당하는 기
준면적을 각각 확보하여야 하되, 교지가 도로·하천 등으로 부득이하게
분리되어 인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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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서 "교지"라 함은 농장·학술림·사육장·목장·양식장·어장 및 약
초원등 실습지를 제외한 학교구내의 모든 용지를 말한다.
[별표 4]
교지기준면적(제5조제1항관련)
학생정원

400명 이하

400명 초과~1,000명 미만

면 적

교사건축면적 이상

교사기준면적 이상

(단위 : ㎡)
1,000명 이상
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

비 고
1. "학생정원"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학생정원을 말한다.
2. "건축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의 건축면적을 말한다.

- 교원 : 사내대학 준용(교원정원 1/2은 개교 후 1년이내 확보)
※ 단, 겸임교원을 교원수에 포함하되, 겸임교원은 전임교원의 1/2까지 충
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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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사내대학의 교원) ①사내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
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7에 따른 교원 1명당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50명 미
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원은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겸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겸임되는 자(이하 "겸임교원"이라 한다)를
산정하는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1.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
2. 국공립연구소 및 민간연구소의 연구원
3. 사업장의 임직원
[별표 7]
사내대학의 교원산출기준(제41조제1항 관련)
구 분

계열별

교원 1명당 학생수

인문·사회·예체능계

자연과학·공학계

25명

20명

- 수익용재산 : 대학설립운영규정제7조의 최소기준 반영
※ 학생정원 1,000명 이상 시설 : 100억원 이상
학생정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시설 : 70억원 이상
학생정원 500명 미만 시설 : 40억원 이상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 (수익용기본재산) ①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
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
한 금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대학 100억원
2. 전문대학 70억원
3. 대학원 대학 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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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및 폐쇄 인가
<평생교육법시행령>
제31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①법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으
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
설 설치계획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학칙
6. 향후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
7. 향후 2년간 교육·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
8.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
9. 교원확보계획
10. 전환개교 예정일
②제1항제1호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의 설립목적 및 전공분야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학칙의 기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6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와
제37조를 준용하여 처리하되, 그 신청 및 처리기한은 제외한다.
제32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인가) ① 법 제31조제7
항에 따라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폐쇄사유
2. 폐쇄연월일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②제1항에 따라 폐쇄된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적부 관리
에 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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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취지
○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의 절차, 전공대학의 명칭
과 설치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폐쇄 신고 요령 등에 관하여 규정함

□ 해설
○ 전문대학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절차(시행령 제36조제4항
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와 제37조를 준용)
- 설치계획서 제출 ⇒ ‘설치심사위원회’ 심의 ⇒ 설치인가여부 통보 ⇒
설치인가신청서 제출 ⇒ 설치인가 ⇒ 개교
- 신청 및 처리기간: 기간 제외(즉시 처리토록 하는 조치)
○ 전공대학 명칭사용
- 필요성 : 전공대학은 실질적으로는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고등교육기관의 한 형태이나 법제상으로는 평생
교육시설이므로 학습수요자를 위하여 명칭사용에서 고등교
육법상의 대학과 구별할 필요성이 있음
- 예시 : “○○전공대학”, “○○예술전공대학” 등으로 표기
※ 대학명칭 사용 인가원칙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의 학교명을 우선으로 하되,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명에 대해서는 교명 변경시 인가
․동일 또는 유사명칭으로 신청교간 경합되는 경우에는 협의 조정후 인가
○ “학칙”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제1항을 준용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제정
<고등교육법령상의 학칙 기재사항>
- 학교의 조직 및 전공설치와 학생정원
- 수업연한․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 입학, 재․편입학, 휴․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자퇴․제
적․유급․수료 및 졸업
- 학위의 종류 및 수여
-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 등록 및 수강 신청
- 공개강좌 및 특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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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의 교수시간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장학금 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보조
학생포상 및 징계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학칙개정절차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사항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전문대학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설치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 7인 이내(위원장 포함)
․위원자격 : 대학행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교육계, 교육관련단체,
산업계, 기타 각계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자
- 임기 : 1년(연임가능)
- 위촉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기능 : 설치주체가 설치기준 구비 여부확인 및 사업장의 특성, 장
래성 등 전공대학 설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심의
- 기타

간사, 서기 각 1명 임명(교육과학기술부장관)
운영비 등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대학설립․운영규정>
제3조 (대학설립심사위원회)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대학행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교육계,
교육관련단체, 산업계 기타 각계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
되, 간사 및 서기는 교육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⑦위원회의 운영비와 현지조사경비 기타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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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인가 사항의 변경
- 영 제31조제1항제1호내지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31조제1항제1호내지제9호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의 내용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내용 : 변경사유, 변경내용, 변경연월일
○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폐쇄 신고
-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폐쇄시 아래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
를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폐쇄사유, 폐쇄연월일, 학생 및 학적부관리 등 기재서류 제출
- 폐쇄된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적부는 교육과학기술부장
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이관
○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직인 관리(시행규칙 제24조)
- 준용규정 :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2조 내지 제59조,
학교법인및사립학교직인규칙 제3조 내지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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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인가절차
② 의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의뢰
통보

(인가권자)
④설치계획
서에 의한
시설․설비
를 갖추어
신청서 제출

설치심사위원회 #2

① 설치계획서를 제출
․설치계획서
┌ 명칭 *전공대학임을 나타내는 용어 포함
├ 목적
├ 설치자
├ 위치
├ 운영규정(학칙) #1
├ 향후 2년간 재정운영계획
├ 향후 2년간 교육․연구용 시설․설비
확보계획
├ 실습이 필요한 경우 실습시설․설비확보
│ 계획
├ 교원확보계획
└ 전환예정일

③인가여부
를 통보
⑤인가여부
를 통보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학교법인)

< 관 계 법 령 >
① 평생교육법시행령 제30조제1항
② 평생교육법시행령 제31조제4항
〃
제36조제4항
③
④
〃
제36조제5항
〃
제36조제6항
⑤

< 설치계획서 첨부서류 >
- 재산목록, 재산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 참 고 >
# 1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제1항 준용
# 2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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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점제 등 운영 방법
<평생교육법시행령>
제33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점제 등 운영방법) 전문
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칙개정, 학년도, 학기 및 교육과정 등
에 대하여는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수업료 및 재
무회계는 제61조 및 제63조를 준용한다.
제34조(다른 법령의 준용)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
영에 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고등교육법」의 전문대학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입법취지
○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전반적인 학사관리에 대하여 규정함
-

학칙의 제․개정
학년도, 수업연한, 학기, 계절제수업 운영
수업일수 단축, 휴업일
학점당 이수시간, 학점의 인정
학생의 전공이수
교육과정의 운영(공개강좌, 시간제 등록제 포함)
학생정원, 입학․편입학
학위수여 등

□ 해설
① 학칙의 제․개정
보 고
→
←
시정요구

학칙 제정 또는 개정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② 학년도
○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
○ 학기제 운영, 학교행정사무처리 등 학사운영의 기준시점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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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업연한
○ 대학의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최저
학습연한인 수업연한을 규정: 전문학사학위과정 2년 이상
○ 수업연한 단축
- 학사학위과정(2년제 제외)은 다학기제(2-3학기)를 도입하여 학칙이
정하는 학점이상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수업연한을 1년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 기 이수학점의 인정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사내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평가인정과목을 이수하고 취득
한 학점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해당 전공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가능
④ 학기 및 수업일수
○ 매학년도 2학기 또는 3학기
○ 매학기의 수업일수는 15주 이상
⑤ 계절제수업 운영
○ 매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운영
⑥ 수업일수 감축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1조제2항 준용
○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
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
어 매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
⑦ 휴업일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2조 준용
○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함

○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떄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
음(이 경우 지체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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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학점당 이수시간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4조 준용
○ 교과의 이수에 있어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이상으로 함
※ 이 경우 “1시간”은 45～50분을 기준으로 하는 “수업단위”를 말함.
⑨ 학생의 전공이수 등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준용
○ 대학의 학생은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을
이수하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
수할 수 있음
- 2이상의 전공
- 2이상의 학과, 2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
-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
○ 대학의 장은 학생이 상기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칙으로 전공
인정을 위한 최소학점을 정할 수 있음
⑩ 교육과정의 운영 등
<학위과정>
○ 전문학사학위과정
<교육과정>
○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함.
<학점인정>
○ 학점인정 대상학교
-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
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평생교육 관련법상 : 다른 사내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
설,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에서의 평가인정받은 학점이수
○ 학점인정의 범위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전공대학의 학점으
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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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강좌>
○ 공개강좌는 학생외의 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양 또는 연구상 학
식 또는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하는 데 그 목적
이 있음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평가인정기관'으로 지정
받아 운영하던 '평가인정과목'은 고등기술학교가 '전공대학'으로 전환·
인가됨에 따라 전공대학 부설기관의 평가인정과목으로 운영할 수 있음
<시간제 등록>
○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방법 및 등록인원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 선발방법 및 등록인원 : 학칙으로 자율적 결정
- 학점취득 : 정규학생의 매학기 취득기준학점의 1/2이하
⑪ 입학․학생정원․편입학 등
<입학자격 및 학생선발방법>
○ 전공대학의 입학자격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생정원>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제1항 내지 제3항 준용
○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 교과부장관이 학교의 여건상 필요한 경우로서 교원 1인당 학생수
등에 관한 정원책정기준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함
- 모집단위를 정함에 있어서 대학의 장은 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별로 이
를 정함. 다만, 학문의 특성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련학과별로 모집단위를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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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1항 준용
○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입학을 허가함.
- 연 2회 실시 할 경우
1학기 편입학 : 전년도 10월1일자 재적생 변동상황에 명시된
1～2학년 모집단위별 제적자 총수
2학기 편입학 : 당해연도 4월1일자 재적생 변동상황에 명시
한 1～2학년 모집단위별 제적자 총수
- 연 1회 실시 할 경우
․4월1일자, 10월1일자 재적생 변동상황에 명시된 1-2학년 모집단위
별 제적자 총수
○ 학생선발방법
- 편입학 전형방법은 원칙적으로 전적대학의 학점을 중심으로 전형하
되, 영어 등 위주의 지필고사를 지양하고,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하
여 전형함. 단, 꼭 필요한 경우 개론수준의 전공시험이나 실기시험
은 바람직함.
- 이 경우 모집단위의 폐지로 인하여 폐지된 모집단위의 재적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당해 학생이 그 모집단위에

재적하는 동

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으로 편입학 가능
- 고등교육법 제23조의2(편입학)을 신설(’99. 8. 31)하여 2000. 3. 1부터
시행
- 각 대학의 학칙에 따라 편입생 선발
⑫ 학위수여 등
○ 학위구분: 전문학사학위 수여
○ 학위종류 및 수여방법
- 학칙으로 정하도록 대학에 자율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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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1)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의 개념
<평생교육법>
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경영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
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해당 사업장에 고용
된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함
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학점제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입법취지
○ 직장내 계속교육을 통한 고등교육 수준의 평생학습기회 확대를 위한 사내대
학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으로서 그 설치주체, 설치방법, 교
육대상 및 교육비부담의 원칙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 해설
○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약칭 “사내대학”)이란?
-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없어 대학에 가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하여
- 학교법인 설립 없이 일정기간 사내교육을 이수하면 학력․학위가 인정
되는 평생교육차원의 고등교육기관으로 교육경비를 고용주가 부담함
- 근로자들의 면학욕구를 수용할 수 있고 기업입장에서는 전문 직무교
육과 특화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새로운 교육제도
○ ‘기술대학’과의 차이점은?
- 기술대학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근거를 두고 학교법인이 주체
가 되어 일종의 정규대학을 설립하는 형태이며 당해 사업장 이외의
산업체 근로자도 대상으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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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대학’(한진그룹 운영)이 최초로 설립 인가(’99. 8)되어 개교(2000. 3. 4)
○ ‘사내기술대학’과의 차이점은?
- 기업체 자체 고등교육수준(전문대, 대학, 대학원과정)의 교육훈련기관
으로서 일정요건 해당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
- 현재 사내기술대학(원) 이수자에게는 교육관계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
되지 않으며 통상 기업체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동등 학력자로 대우
- 교과부장관의 설치인가를 거칠 경우 학력인정 사내대학으로 전환 가능
※ 사내대학․기술대학․사내기술대학 비교

구분

사내대학(사내대학
형태 평생교육시설)

기술대학

사내기술대학

근거법률

평생교육법

고등교육법

구)과학기술부 고시

전문대․대학과 동등 전문대․대학과 동등
학력인정
학력․학위
학력․학위
설립주체

사업장

학교법인

학력미인정,
기업자체 상응한
대우
사업장

산업체 근무자
교육대상

당해 사업장 종업원

(당해사업장외 자도
가능)

당해 사업장 종업원

설립절차

교과부장관 인가

교과부장관 인가

교과부장관 인정

○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결격사유(법 제28조제2항)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종료로 간주되는
경우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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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
니한 자
- 임원중에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참고사항: ‘사내기술대학’ 운영사례
○ ‘사내기술대학’이란?
- 사내기술대학은 전용 교육시설 및 교과과정 등을 갖춘 사내 교육
훈련기관으로 구)과학기술부장관이 「사내기술대학(원)의 인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구)과학기술부 고시 제97-3호 : ’97.
4. 8 개정)에 의거 인정함
- 기업체 단독 또는 공동운영 형태로 설립하여 이공계 중심의 전문대,
대학 및 대학원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음.
- 사내기술대학(원) 이수자에게는 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산업체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동등 학력자에 상응하는 대
우 제공.
○ 사내기술대학 운영방법
- 사내 자체 연수원을 활용하여 운영
․사내기술대학, 사내경영기술대학, 사내유통대학, 독서대학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 대학의 산업교육원, 평생교육원 등을 활용하여 사내대학 운영
․예 : 대우그룹 사내기술대학은 아주대 산업교육원에 위탁하여 운영
- 외국대학과 국내연수원과 원격교육으로 사내대학 운영
․예 : 대우그룹연수원과 미국 미시간대학과 MBA과정 운영
- 사내대학 수업연한과 경비부담
․현재 기업체의 특성에 따라 기술전문대학, 기술대학, 기술대학원과정을 수업연한
1～2년에 4학기～8학기 과정으로 모든 경비는 기업체 부담으로 운영

○ 사내기술대학 이수자의 혜택
- 사내대학 이수자는 기업 자체적으로 동등 학력자로 대우하거나 호봉승급, 특
진, 고가반영, 해외연수 등 혜택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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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례

○ 관계법
- 직업능력개발촉진법(‘69년 법률 제64호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직업훈련의 “양성훈련 전문과정”이란 법적 지위를 갖고 있음.
○ 교육형태
- 교육기간 : 2년제
- 교육과정 : 일반학교와는 달리 이론 대 실습의 비중이 3 : 7 ～ 5 : 5
정도로 실기의 비중을 높여 실천적인 기술자를 양성
- 강

사 : 1개 학급이 10명～60명 정도로 소수 편성되고 전임지도원 및
강사가 다수 배치되어 소수 그룹별 개별지도로 운영(사내강사
위주)

○ 학생선발 및 처우
- 자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원을 사업부서장이 추천, 엄격한 선발시험을 거
쳐 선발
- 졸업후 처우
․졸업장 : 사내기술대학장 명의로 발급
․졸업자에 대한 자격 : 직업능력개발촉진법 인정훈련 전문과정 수
료자격증을 얻고, 동 법에 의한 소정의 국가
기능 검정 1급의 학과시험면제등 자격을 인
정받음.
○ 학력 : 미인정, 다만 이수과정에 상응하는 처우
○ 운영형태
- 기업이 운영주체인 경우 별도 법인이 아니고 사내의 조직으로서 학
장이 운영전반을 관할함(학장의 직급은 이사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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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대학․기술대학․기능대학 비교
구분
내용

사내대학

도입배경
◦ 평생교육
(목적)

기술대학
◦ 교육개혁위원회 “신대학”
◦ 산업체근로자의 계속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기능대학
◦ 산업기술인력양성
◦ 기능대학법

◦ 평생교육법
근거법령 ◦ 동 시행령 및 시행
규칙

◦ 고등교육법
◦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 동 시행규칙

(1977 과기부)
◦ 노동부 이관(1981)
◦ 법개정(1997-학위
수여)

◦ 종업원 200명이상으 ◦산업체, 산업체법인,
로서 상법 또는 특별 산업체와 대학 및 전문 ◦ 국가, 지방자치
설립주체
대학 공동
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학교법인
법인인 사업장
- 학교법인 필요
인가여부 ◦ 인가

◦ 인가

◦ 인가

학위수여 ◦ 학위수여

◦ 학위수여

◦ 학위수여

비용부담 ◦ 고용주

◦ 학교법인, 산업체

◦ 국가, 지자체,
학교법인, 학생

과

◦ 전문학사, 학사

◦ 전문학사
(산업학사)

정 ◦ 전문학사, 학사
◦ 종업원

교육대상

교육기간

설치계열

◦ 1년 6월 이상 산업체
◦ 고졸 이상 학력
-당 사업장에서 6월이
근무한 자
(다양)
상 근무한 종업원만
- 당 산업체 이외의 자도 가능
가능

◦ 학사(2년 또는 4년) ◦ 학사(2년)
◦ 전문학사(2년)

◦ 전문학사(2년)

◦ 인문․사회․예체능계열 ◦ 사회실무계열, 자연공학
계열
◦ 자연과학․공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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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장의 범위(사내대학의 설치주체)

<평생교육법시행령>
제35조(사업장의 범위)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
모 이상의 사업장"이란 종업원이 200명 이상으로서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사업장을 말한다.

□ 입법취지
○ 사내대학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를 정함

□ 해설
○ 사내대학의 설치주체
- 종업원이 200명 이상으로서 상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
인인 사업장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장 : 주식회사, 합자․합명회사, 유한회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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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내대학의 설치인가 및 폐쇄
<평생교육법시행령>
제36조(사내대학의 설치인가)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내대학 설치계획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운영규정(이하 이 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서 "학칙"이라 한다)
6. 향후 4년간(2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
7. 향후 4년간(2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대학졸업자와 같
은 수준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의 교
육·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
8.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
9. 교원 확보계획
10. 개교예정일
②제1항제1호의 명칭에는 사내대학임을 나타내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학칙의 기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준용
한다.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 설치계획서 등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제37조에 따른 사내대학설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개월 이
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인가에 관하여 관계 부
처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통보
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승인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사내대학 설치계획서에 따
른 시설·설비를 갖추어 개교예정일 6개월 전까지 사내대학 설치인가
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개교예정일 4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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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제4항에 따른 계획승인 통보를 받은 신청인이 제5항에 따른 기한까
지 사내대학 설치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까지 사내대학 설치인가 연
기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내대
학 설치인가 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넘지 못
한다.
⑧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37조(사내대학원격대학 설치 심사 위원회) ① 사내대학의 설치·운영
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사내대학설치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사내대학설치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대학설립·운
영 규정」 제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사내대학의 폐쇄신고) ①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사내대학을 폐
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
일 30일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쇄사유
2. 폐쇄연월일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②제1항에 따라 폐쇄된 사내대학의 학적부 관리에 관하여는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14조(사내대학설치인가의 신청) 영 제36조제1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2.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이라 한다)의 재산
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
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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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취지
○ 사내대학의 설치인가 절차, 사내대학의 명칭과 설치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폐쇄신고 요령 등에 관하여 규정함

□ 해설
○ 사내대학 설치인가 절차(시행령 제36조 제1항 내지 제8항 준용)
- 설치계획서 제출(매년 3월31까지) ⇒ ‘사내대학설치심사위원회’ 심의
⇒ 설치인가여부 통보(신청일부터 3월이내) ⇒ 설치인가신청서 제출
(개교예정일 6월전까지) ⇒ 설치인가(개교예정일 4월전까지) ⇒ 개교
- 교과부장관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기간을 3월의 범위내에서 조정가능

○ 사내대학 명칭사용
- 필요성 : 사내대학은 실질적으로는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과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고등교육기관의 한 형태이나 법제상
으로는 평생교육시설이므로 학습수요자를 위하여 명칭사용
에서 고등교육법상의 대학과 구별할 필요성이 있음
- 예시 : “○○사내대학”, “사내 ○○대학” 등으로 표기
- 명칭사용 인가원칙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이 빠른 학교의 신청을 우선으로 하되, 현
재 사용되고 있는 교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명에 대해서는 교명 변경
시 인가
․동일 또는 유사명칭으로 신청교간 경합되는 경우에는 협의 조정후 인가
○ “학칙”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제1항을 준용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제정
<고등교육법령상의 학칙 기재사항>
- 학교의 조직 및 전공설치와 학생정원
- 수업연한․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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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 재․편입학, 휴․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자퇴․제
적․유급․수료 및 졸업
- 학위의 종류 및 수여
-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 등록 및 수강 신청
- 공개강좌 및 특별과정
- 교원의 교수시간
-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 장학금 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보조
- 학생포상 및 징계
-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 학칙개정절차
-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
-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사항
-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사내대학설치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 9인 이내(위원장 포함)
․위원자격 : 대학행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교육계, 교육 관련단
체, 산업계, 기타 각계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자
- 임기 : 1년(연임가능)
- 위촉 : 교과부장관
- 기능 : 설치주체가 설치기준 구비 여부확인 및 사업장의 특성, 장
래성 등 사내대학 설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심의
- 기타

간사, 서기 각 1명 임명(교육과학기술부장관)
운영비 등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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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운영규정>
제3조(대학설립심사위원회)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대학행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교육계,
교육 관련단체, 산업계 기타 각계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자중에서
교과부장관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
괄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⑦위원회의 운영비와 현지조사경비 기타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 사내대학 설치인가 사항의 변경
- 영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아
래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내용 : 변경사유, 변경내용, 변경연월일
○ 사내대학 폐쇄 신고
- 사내대학 폐쇄시 폐쇄 예정일 30일전까지 교과부장관에게 신고
․폐지사유, 폐지연월일, 학생 및 학적부관리 등 기재서류 제출
- 폐쇄된 사내대학 학적부는 교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이관
○ 사내대학의 직인 관리(시행규칙 제24조)
- 준용규정 :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2조 내지 제59조,
학교법인및사립학교직인규칙 제3조 내지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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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대학 설치인가절차
② 의뢰

교 과부 장 관

의뢰

(인가권자)

통보

④설치계획
서에 의한
시설․설비
를 갖추어
개교예정일
6월전까지
신청서 제출

⑤인가여부
를 개교예정
일 4월전까
지 통보

사내대학설치심사위원회

① 설치계획서를 매년 3. 31까지 제출
․설치계획서
┌ 명칭 *사내대학임을 나타내는 용어 포함
├ 목적
├ 설치자
├ 위치
├ 운영규정(학칙) #1
├ 향후 4년간(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 경우에는
│ 2년간) 재정운영계획
├ 향후 4년간(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 경우에는
│ 2년간) 교육․연구용 시설․설비 확보계획
├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시설․설비확보
│ 계획
├ 교원확보계획
└ 개교예정일

③인가여부
를 신청일로
부터 3월이
내에 통보
※관계부처
협의필요시
6월이내

사내대학 설치자
(종업원이 200명이상으로서 상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사업장)

※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3월의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관 계 법 령 >
① 평생교육법시행령 제36조제1항
② 평생교육법시행령 제36조제4항
〃
제36조제4항
③
④
〃
제36조제5항
〃
제36조제6항
⑤

< 설치계획서 첨부서류 >
- 재산목록, 재산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
약서 사본 및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 참 고 >
# 1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제1항 준용
# 2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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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내대학의 설치기준
<평생교육법시행령>
제39조(사내대학의 설치기준) ①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사내대학의 설
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0조에 따른 교사를 확보할 것
2. 제41조에 따른 교원정원의 2분의 1 이상의 교원을 확보하되, 나머지
교원은 개교 후 1년 이내에 확보할 것
②사내대학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증원 분을 포함한 전체
학생정원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교사와 교원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사내대학의 학
생정원을 계열별로 분류하는 경우 그 계열별 구분은 별표 4와 같다.
제40조(사내대학의 교사) ①사내대학은 교육과 연구활동에 적합한 장소
에 별표 5의 구분에 따른 교사를 확보하여야 하되, 이는 설치자의 소
유이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교사의 면적은 별표 6에 따른 학생 1명
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
하여 합산한 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
을 합한 학생정원이 50명(제44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
사학위과정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이하 같다)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과
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③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제2항
에 따른 교사면적을 2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
제41조(사내대학의 교원) ①사내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
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7에 따른 교원 1명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
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50
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원은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겸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겸임되는 자(이하 "겸임교원"이라 한다)를
산정하는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1.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
2. 국공립연구소 및 민간연구소의 연구원
3. 사업장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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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15조(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 등) ①영 제40조제2항 후단 및 제
41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하 "총정
원"이라 한다)이 50명 미만인 경우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
법은 다음과 같다.
<계열별 환산정원 = (50 - 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제16조(겸임교원의 산정기준)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의 수는
계열별로 겸임교원이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9시간
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입법취지
○ 사내대학의 설치기준(교사 및 교원 확보)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정함

□ 해설
○ 제15조(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 등) 사내대학의 설치기준으로
교사, 교원 등의 기준을 명기한 것은
- 사내대학이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과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
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일반대학에 상응하는 교육
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교사면적의 경우 사내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등교육법령상 기술
대학 설립기준면적의 1/2 수준으로 완화함

① 교사확보
○ 교사시설 : 설치자의 소유이어야 함
○ 교사확보면적 : 학습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
․면적 ≧ C × 계열별학생정원(편제완성연도 기준) × 0.5
․“예” : 총 학생정원이 100명인 경우 최소 확보면적
┌ 인문․사회․예체능 : 500㎡(100명*10㎡*0.5)
└ 자연과학․공학계

: 750㎡(100명*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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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교육시설을 갖출 경우 교사기준면적 감축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교육시설을 갖
출 경우에는 교사 기준면적을 1/2까지 감축 가능
사내대학의 계열별 구분(A) (시행령 별표 4; 제39조제3항 관련)
계

열

소

계

열

인문․사회․예체능계열 어학․문학․사회 및 신학, 음악․미술․체육 및 무용 등
자연과학․공학계열

이학․해양․농학․수산․보건․약학 및 한약부 ․공학 등

사내대학 校舍의 구분(B) (시행령 별표 5; 제40조제1항 관련)
교사시설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구

분

강의실(원격교육시설 포함), 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 및 그 부대
시설
도서관, 학생복지시설, 행정실 및 그 부대시설

사내대학 校舍의 기준면적(C) (시행령 별표 6; 제40조제1항 관련)
(단위 : 제곱미터)
계열별
구

분

인문․사회․예체능

자연과학․공학계

10

15

학생1인당 교사기준면적

② 교원확보
○ 교원확보 시기
- 개교시 교원 정원의 2분의 1이상을 반드시 확보하되,
- 나머지 교원은 개교 후 1년 이내에 확보하면 됨
○ 교원확보 산출기준
- 계열별 학생정원(편제완성연도 기준)을 아래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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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총 학생정원이 100명인 경우 최소 확보 교원
┌ 인문․사회․예체능 : 4명(100명/25명)
└ 자연과학․공학계

: 5명(100명/20명)

사내대학 교원 산출기준 (시행령 별표 7; 제41조제1항 관련)
(단위 : 명)
구

분

계 열 별

인문․사회․예체능계

자연과학․공학계

25

20

교원1인당 학생수

*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총정원)이 50명 미만인 경우 → 50명
- 계열별 학생정원 환산 방법

계열별 학생정원
계열별 환산정원 = (50 - 총정원) ×  + 계열별 학생정원
총정원

○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
- 교원 등의 구체적 자격 기준 은 ‘교수자격등에관한규정’에 의함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에 의한 자격기준 해당자
[별 표] <개정 2007.7.3>
교수 및 조교의 자격기준(제2조 내지 제4조의2 및 제11조관련)

(단위 : 년)
학 력
연구교육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경력연수 연구실적 교육경력
직 명
교 수
부 교 수
조 교 수
전임강사
조 교

연 수
4
3
2
2

연 수
6
4
2
1

계
10
7
4
3

전문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연구실적

교육경력

연 수
5
4
3
2

연 수
8
6
4
3

계
13
10
7
5

근무하고자 하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
는 자

비 고 :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는 서로 대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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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임교원
- 대 상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의 총장 또는 학장, 교수․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
․국․공립 및 민간연구소의 연구원
․사업장의 임․직원
- 겸임교원 산정기준

․계열별로 겸임교원이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수/9
시간
* 소숫점 이하는 버림

5) 사내대학 운영경비의 부담
<평생교육법시행령>
제38조(사내대학 운영경비의 부담범위)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주가 부담하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사내대학 운영을 위한 인건비,
시설․설비비, 실험실습비, 일반관리비 및 그 부대경비로 한다.

□ 입법취지
○ 입학 대상자를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고 전문적인 직무교육 효
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을 감안, 학습비용과 학교운영 비용전액을 고용주가
부담토록 함.

□ 해설
○ 사내대학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고용주가 부담토록 한 이유
- 사내대학에서의 전문직무교육을 통하여 종업원의 생산성 향상 및
복지증진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반영한 것임
○ 비용부담의 범위
- 고용주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에는 사내대학운영을 위한 인건비,
시설․설비비, 실험실습비, 일반관리비 및 그 부대경비가 포함되며,
- 학생에게는 교재구입비 등 최소한의 자기 필요경비 외의 추가부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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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내대학의 학사관리
<평생교육법시행령>
제42조(사내대학 학칙의 개정) ①사내대학의 장이 학칙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안의 사전공고, 심의 및 공
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사내대학의 장은 학칙을 개정하면 지체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학칙 중 법령을 위반하
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3조(사내대학 학칙의 학년도·학기 등) ①사내대학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사내대학의 수업연한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과정의 경
우에는 2년 이상으로 하고, 학사학위과정의 경우에는 2년 또는 4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사학위과정(2년제 학사학위과정은 제외한다)
의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③사내대학의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또는 3학기로 하며, 매 학기의
수업일수는 15주 이상으로 한다.
④사내대학은 매 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계절제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사내대학의 수업일수 감축, 휴업일, 학점당 이수시간 및 학생의 전
공이수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4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제44조(사내대학의 교육과정운영 등) ①사내대학에는 전문학사학위과
정 또는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되,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
을 병설하여 둘 수 있다.
②사내대학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과
의 이수는 평점 및 학점제 등을 따를 수 있다.
③사내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른 사내대학 또는
제50조에 따른 원격대학에서 취득한 학점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른 평가인정과목을 이수하고 취득한 학점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사내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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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사내대학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
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⑤사내대학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해당 사내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방법
은 학칙으로 정하되, 시간제로 등록한 자가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제45조(사내대학의 입학·편입학 등) ①사내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
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
는 자로 한다. 다만, 2년제 학사학위과정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졸업
한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된 자로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사내대학의 학생정원, 입학 및 편입학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
행령」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46조(사내대학의 학위수여) 사내대학의 장은 학칙으로 정한 전문학
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고, 학사학위과
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입법취지
○ 사내대학의 전반적인 학사관리에 대하여 규정함
- 학칙의 제․개정

-

학년도, 수업연한, 학기, 계절제수업 운영
수업일수 단축, 휴업일
학점당 이수시간, 학점의 인정
학생의 전공이수
교육과정의 운영 (공개강좌, 시간제 등록포함)
학생정원, 입학․편입학
학위수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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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① 학칙의 제․개정
보 고
학칙 제정 또는 개정
→
* 개정안의 경우. 사전 공고․심의 및
←
공포절차를 거침
시정요구

교과부장관

② 학년도
○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
○ 학기제 운영, 학교행정사무처리 등 학사운영에 있어 기준시점이 있
어야 함
③ 수업연한
○ 대학의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최저
학습연한인 수업연한을 규정
┌ 학사학위과정

: 2년 또는 4년이상

└ 전문학사학위과정 : 2년이상
○ 수업연한 단축
- 학사학위과정(2년제 제외)은 다학기제(2-3학기)를 도입하여 학칙이
정하는 학점이상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수업연한을 1년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④ 학기 및 수업일수
○ 매학년도 2학기 또는 3학기
○ 매학기의 수업일수는 15주 이상
⑤ 계절제수업 운영
○ 매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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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수업일수 감축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1조제2항 준용
○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
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학년
도 2주의 범위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
⑦ 휴업일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2조 준용
○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함

○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떄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
음(이 경우 지체없이 교과부장관에게 보고)
⑧ 학점당 이수시간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4조 준용
○ 교과의 이수에 있어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이상으로 함
※ 이 경우 “1시간”은 45～50분을 기준으로 하는 “수업단위”를 말함.
⑨ 학생의 전공이수 등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준용
○ 대학의 학생은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을
이수하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음
- 2이상의 전공
- 2이상의 학과, 2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
공
-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
○ 대학의 장은 학생이 상기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칙으로 전공
인정을 위한 최소학점을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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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시행령>
제11조 (수업일수)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는 매학

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
②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
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
축할 수 있다.
제12조 (휴업일)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일은 교육과정

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한다.
②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
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4조 (학점당 이수시간)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의 이수
에 있어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이상으로 한다.
제19조 (학생의 전공이수 등)

①대학의 학생은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을 이수하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1. 2이상의 전공
2. 2이상의 학과, 2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하여 제공하
는 전공
3.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
②대학의 장은 학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칙으로 전공인정을 위한 최소학점을 정할 수 있다.

⑩ 교육과정의 운영 등
<학위과정>
○ 전문학사학위과정
○ 학사학위과정(2년 또는 4년과정)
○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 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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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
을 운영하도록 함.
○ 평점 및 학점은 교과이수 후 나타나는 성적평가 결과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운영
※ 일반대학의 평점 및 학점제 운영사례
- 평점제 : 평점 4.0 또는 4.5 만점 (100점)
- 학점제 : 최고학점을 “A”로 표시 (90～100점의 점수범위 표시)
<학점인정>
○ 학점인정 대상학교
-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
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평생교육 관련법상 : 다른 사내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
설, 전공대학,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에서의 평가인정받은 학점이수
○ 학점인정의 범위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사내대학의 학점으
로 인정
<공개강좌>
○ 공개강좌는 학생외의 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양 또는 연구상 학
식 또는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하는 데 그 목적
이 있음
<시간제 등록>
○ 시간제 등록제의 개념 및 필요성
- ‘시간제 등록제’는 당해 사내대학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서 재적학
생이 아닌 자가 시간제로 등록하여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
점을 취득하는 제도
- 직장과 대학을 연결시켜 열린교육사회․평생학습사회의 구축에
기여
○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방법 및 등록인원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 선발방법 및 등록인원 : 학칙으로 자율적 결정
- 학점취득 : 정규학생의 매학기 취득기준학점의 1/2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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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입학․학생정원․편입학 등
<입학자격 및 학생선발방법>
○ 사내대학의 입학자격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 6월 이상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자
※ 2년제 학사학위과정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
는 자로서,
․6월 이상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자
○ 입학자격으로 일정기간 당해 사업장 근무를 요건을 한 것은
- 사내대학의 설립취지가 현장근무 → 학습 → 현장근무 → 학습에 이르는
계속적인 과정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며,
- 사업장 입장에서는 우수산업인력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 사내대학의 학생선발
- 사업장에서의 근무실적, 사업장의 경영자의 추천 등에 의해 이루어
지며,
- 구체적인 입학전형방법은 사내대학을 설립하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학칙으로 정함
- 학교에 따라서는 입학전형을 함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수학에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을 평가할 경우도 있을 것이나,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반드시 볼 필요는 없음
<학생정원>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제1항 내지 제3항 준용
○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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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부장관이 학교의 여건상 필요한 경우로서 교원 1인당 학생수
등에 관한 정원책정기준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함
- 모집단위를 정함에 있어서 대학의 장은 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별로 이
를 정함. 다만, 학문의 특성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련학과별로 모집단위를 정할 수 있음
※ 참고사항
- 사내대학 정원 운영 : 일반적으로 대학의 학생정원은 대학별로 최
대한으로 뽑을 수 있는 학생수를 지칭해 왔으나 합리적인 정원정
책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경제적 수요나 교육여건에 비추어 대학
이 특성있게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적정한 모집인원으로 규정해야
할 것임
- 정원자율화 : 사내대학 스스로 정원을 결정․통제
․대학이 학생정원을 스스로 책정하는 권한 행사
․대학교육에 필요한 최소 필수적인 교육여건 충족 범위내 증원
․대학 스스로 책정 관리한 결과를 엄정하게 운영하지 못하거나
교육여건과 질이 열악해지는 경우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
<편입학>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1항 준용
○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입학을 허가함.
- 연 2회 실시 할 경우
1학기 편입학 : 전년도 10월1일자 재적생 변동상황에 명시된
1～2학년 모집단위별 제적자 총수
2학기 편입학 : 당해연도 4월1일자 재적생 변동상황에 명시한
1～2학년 모집단위별 제적자 총수
- 연 1회 실시 할 경우
․4월1일자, 10월1일자 재적생 변동상황에 명시된 1-2학년 모집단위
별 제적자 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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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선발방법
- 편입학 전형방법은 원칙적으로 전적대학의 학점을 중심으로 전형하
되, 영어․수학 위주의 지필고사를 지양하고, 다양한 전형자료를 사
용하여 전형함.
단, 꼭 필요한 경우 개론수준의 전공시험이나 실기시험은 바람직함.
- 이 경우 모집단위의 폐지로 인하여 폐지된 모집단위의 재적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당해 학생이 그 모집단위에 재
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으로 일반대학 등에 편입학 가능
- 고등교육법 제23조의2(편입학)을 신설(’99. 8. 31)하여 2000. 3. 1부터
시행
- 각 대학의 학칙에 따라 편입생 선발

⑫ 학위수여 등
○ 학위구분
┌ 학사학위과정 이수자

→ “학사학위” 수여

└ 전문학사학위과정 이수자 → “전문학사학위” 수여
○ 학위종류 및 수여방법
- 학칙으로 정하도록 대학에 자율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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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학생의 정원)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
육대학․전문대학․기술 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
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이하 “모집단위”라 한다)별
로 학칙으로 정하되, 교육부장관이 학교의 여건상 필요한 경우로서
교원 1인당 학생수 등에 관한 정원책정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당해
기준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단위를 정함에 있어서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별로 이를 정한다. 다만, 대학의 장이 의․약학계 등 학문의 특
성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
련학과별로 모집단위를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따
라야 한다.
1.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다. 약사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사 및 한약사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규제가 적용
되는 학교의 정원
4. 국립학교의 정원
5. 공립학교의 정원
제29조 (입학․편입학 등) 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
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
학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한다. 이 경우 모집단위의 폐지로 인
하여 폐지된 모집단위의 재적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당해 학생이 그 모집단위에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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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
1)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개념 및 유형
<평생교육법>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
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이를 실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
실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
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가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
교육시설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학사관리
등 운영방법과 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⑥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 입법취지
○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컴퓨터네트워크로 형성된 원격(사이버)교육을 활
용한 원격형태 평생교육제도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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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설(법 제33조의 조문구조)
○ 원격교육의 개념 정의․신고대상 및 학습비의 범위․신고절차에 대하
여 규정
- 제1항 : 누구나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도록 하여 평생교육의 개방성을 제시함.
- 제2항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하
는 『원격학원』등의 근거규정으로서 설치신고, 폐쇄통보에
대하여 규정
- 제3항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의 인가필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게 신고
- 제4항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평가실시 및 그 결과
공개
- 제5항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과 운영방법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결격사유 (법 제28조제2항
준용)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 종료로 간주하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임원중에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참고사항
○ 원격교육이란?
- “정보통신기술(컴퓨터, 통신, 위성통신, CATV 등)을 활용한 사이버
공간을 주학습장으로 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간적․공간적 제약
을 받지 않고 원하는 교육을 생활과 함께하는 교육”이라할 수 있음.
「가상교육」또는 사이버교육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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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교육」이라는 용어 중「假想」의 표현이 의미상 적절하지 않
으며, 사이버교육(Cyber Education)이란 용어는 평생교육법의 법제처
심사시 외래어로서 아직 법률용어화 하기에는 부적합하다하여 「원
격교육」으로 수정됨.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유형 비교
학력인정여부 시설유형(명칭) 설치요건
원격교육형태
학력 미인정

신고대상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별

기

준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
-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 실시
- 10인이상, 교육과정 30시간 이상

- 특정다수인을 대상
비신고대상 - 학습비가 아닌 사용료, 수수료 및
통신료만 받는 경우

원격대학형태
학력 인정

구

인가대상

제33조제3항)

- 원격교육으로 전문대․대학졸업과
동등한 학력․학위인정
- 일정한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과
부장관의 인가 필요
-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과정만
가능
- 국내의 개인․단체등이 외국대학의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 제외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유형
원격교육형태
원격형태

신고대상
비신고대상

평생교육시설 유형
원격대학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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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사이버)교육의 운영 유형 및 적용법령 체계
근거법령

운영유형

1. 고등교육기관

2. 대학에서 보완적
사이버교육 운영

고등교육법

비

고

- 고등교육법제2조제5호
전문학사 및 학사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학위 수여기관
(‘원격대학’이라 한다)
- 고등교육법 제5절(원격대학)

학점인정

- 현행 고등교육법체계내 가능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등)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형태임

- 현행
고등교육법체계내에서
사이버 학위과정
3. 대학에서 사이버
학점․학위 인정
(석사과정 포함)
학위과정 운영
설치․운영 가능
- 다만, 사이버학위 과정의
특성을 감안 학칙등 보완 필요
4. 대학에서 공개
강좌등 사이버
비학위과정 운영

평생교육법

학점․학위인정
여부

학점․학위
미인정

- 고등교육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강좌등
학생외의 자를 대상으로
사이버강좌 운영

1.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학점․학위 인정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거쳐 설치․운영

2.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신고 대상)

학점․학위
미인정

-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에
의해 시․도교육감에 신고
* 현재 학점은행제와
연계한 학점인정 운영

3.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비신고 대상)

학점․학위
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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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상 사이버대학 설치 근거
구

사이버대학
- 고등교육법 근거 -

분

설립․운영 근거 및
◦고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
학교형태
법 적용대상 범위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전면 적용)

대학원 설치 여부

◦설치 가능(기준 충족, 평가)

법상 사이버대학)

입학정원(별도정원) ◦방송대에 준하여 다양화
산학협력단 설치,
학교기업

◦설치, 운영 가능

◦평가실시, 행․재정지원 다양화
취임승인 ․ 취소 가능
평가 및 재정지원 등 ◦법인임원
(모든 학교법인)
차이점
※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
※ 비정규직보호 관련법률 적용
설립의 주체
법인 관리․감독
근거
설립기준 심사 근거

설치
기준

◦학교법인(기인가 재단법인이 고등교육법으로 전환 희망시 교육인
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법인으로 전환)
◦사립학교법(전면 적용)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조)
-사이버대학 설립․운 영 규정

校 舍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최소규모 : 990㎡

교 원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학과 또는 전공별로 최소 1인 이상 전임교원을 두되, 학생 200
명당 1인 이상 확보

수 익 용
기본재산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50%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최소 35 억원 이상(보증보험 불인정)

재무․회계운영

◦사립학교법(전면 적용)
-포괄적 재무․회계 관리, 감독 가능
- 강화된 제재수단 확보

학생학습권보호장치

◦사립학교법(전면 적용)
- 납부금 및 예금채권 압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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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학력 미인정시설)

<평생교육법시행령>
제46조(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법 제33조제2항 전
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은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
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하는 시설로 한다.
제49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①원격평생교육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운영
규칙 및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시설·설비
6. 개설예정일
②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정원
3. 입학·퇴학 및 수료와 상벌
4. 교육기간·휴강
5. 학습비
6.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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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
토하여 요건에 해당하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④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법 제3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그
사유, 폐쇄연월일 및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17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등) ①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원격평
생교육시설 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49조제1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위치도
2. 시설배치도
3. 시설·설비 현황표
4. 평생교육사 배치계획서
5.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6.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7.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8.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
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③ 담당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자가 확인에 동의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④영 제49조제3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은 별지 제15호서
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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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고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재한다.
⑥영 제49조제4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승계신청은 별
지 제17호서식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따른다.
⑦영 제49조제4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인계인수서
2.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3.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법인등기부 등본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4.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5.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
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⑧담당 공무원은 제6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
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인수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 입법취지
○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컴퓨터네트워크로 형성된 원격(사이버)교육을 이
용하여 학습비를 받고 평생교육(학력․학위 미인정 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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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사항
○ 원격교육의 개념 정의․신고대상 및 학습비의 범위․신고절차의 정도
를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주요 쟁점사항이었으나, 공인된
자격증이나 학점 등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율
적으로 운영하되,
○ 인터넷 등의 사용료․수수료 또는 통신료가 아닌 교육비 또는 학습비
를 받는 경우에만 교과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음.

□ 해설
○ 신고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기업의 연수원 등과 같이 당해 기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
우와 같이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
-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학습비에는 사용료․수수료 및 통신료 제외
-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30시간 이상인 경우
․일시적인 강연이나 교육은 제외되고, 30시간 이하의 교육과정이라도 일
정기간 되풀이 되는 경우는 포함됨
- 인터넷강의, 화상강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하여 지
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 신고수리
- 신고접수 및 수리기관 : 교육감
․교과부장관의 권한을 평생교육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해 관할 교육감에게 위임됨.
- 영 제7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교육시설의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관
할하는 교육감에게 신고
․주된 시설은 설치자가 관리하는 메인 서버컴퓨터 갖추고 있는 주된 사무소
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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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자료> 안건번호: 07-0257, 회신일자 2007-09-07
｢평생교육법 시행령｣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관련
1. 질의요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
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원
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전화(인터넷 전화 포함)를 통한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신고대
상이 되는지?
2. 회답
전화(인터넷 전화 포함)를 통한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학습비
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면, 「평생교육
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됩니다.
3. 이유
○ ｢평생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매
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
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
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매체라 함은 정보의 모집·가
공·저장·검색·송신·수신 등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위한 매체로서, 원
격지의 특정 또는 불특정다수인과 접속하여 정보의 송신 및 수신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매체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
26조는 정보통신매체의 유형을 예시한 것으로서 평생교육시설의 원
격교육매체는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 즉, 인터넷전화를 포함한 전화는 원격지의 불특정다수인과 접속하여
정보의 송신 및 수신을 가능하게 하는 매체이므로 원격교육매체인
정보통신매체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단순히 정보통신매체를 이용
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만을 그 신고대상으로 규정하는 것
이 아니라, 그중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
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
을 실시하는 시설을 그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인터넷전화를 포함한 전화를 통한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에서 10명 이상의 불특정다수인에게 학습비를 받고 일정한 교
습과정에 따라 30시간 이상 지식, 기술, 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면, 「평생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
조에 따른 신고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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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평생교육법시행령>
제50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
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
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학교법인
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 입법취지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사이버)교육을 통해 전문학사학위 또는 학사학
위를 취득하게 하는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를 규정함.

□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사항
○ 입법심사과정에서 상법상 법인에 대하여도 설치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 고등교육기관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운영의 안정성․계속성 및 공신
력을 보장하며, 전문대학 또는 대학의 설치자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
여 상법상의 법인은 제외하되, 학교법인 이외에 민법상의 재단법인
및 특별법상의 비영리법인으로 설치주체의 참여를 인정하기로 함.

□ 해설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설치 인가신청
○ 학교법인의 경우 현행 사립학교법상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만을 설
치․운영하기 위하여 신규 학교법인을 설립할 수는 없음
- 기존의 학교법인의 경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가 최종 확정
되면 정관변경을 하여야 함
- 213 -

제3부 해설자료

□ 참고사항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개념
- 정보통신기술, 멀티미디어기술 및 관련소프트웨어기술 등을 이용하
여 형성된 상호참여공간(Cyber-Space)을 주학습장으로 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주로 비면대면(face to face)교육을 통하여 전문
대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고 학위를 주는 평생
교육차원의 고등교육기관.
- 따라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범주에는 방송이나 인쇄매
체를 활용하는 기존 원격교육기관도 포함되지만, 주로 첨단 정보통
신기술 및 컴퓨터 통신망 기반의 사이버교육을 주 학습방법으로 하
는 교육체제를 말함.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성격
- 평생교육시설로서의 성격
․고등교육법체계에 따른 정규대학이 아니라 평생교육법(제33조)에 따
라 평생교육을 주목적으로 하여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
을 수 있는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건설에 기여하기 위한 평생
교육시설임
-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할 경우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
자와 동등한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고등교육기관의 성격을 지님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립목적
- 고등교육에의 접근성 제고 및 교육서비스 범위의 확대
-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육서비스의 제공
- 첨단기술 기반의 다양한 교육기법을 통한 고품질의 교육서비스 제공
- 기존대학 교육의 한계를 보완하여 고등교육의 사회적 비용절감
- 고급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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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교
육사회, 평생학습사회실현에 기여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인가현황<‘07.10현재>
-설치계획서 신청 및 인가 현황
심사년도
학교법인
신청
재단법인
계
설치인가

2000
5
7
12
9

2001
5
1
6
6

2002
6
6(1)
12(1)
1

2003
4
1
5
1

2004
2
0
2
0

2005
6
3
9
0

2006
5
4
9
0

2007
-

계
33
22(1)
55(1)
17

※ 심사년도 다음 해에 개교
- 대학별 현황
구분

설치 주체

학사
과정 학교
법인

대학명

개교

고황재단
대양학원
영광학원
원광학원
한양학원
동서학원
경북학원
광동학원
신일학원

경희사이버대
세종사이버대
대구사이버대
원광디지털대
한양사이버대
부산디지털대
영남사이버대
국제디지털대
서울사이버대

2001
2001
2002
2002
2002
2002
2001
2003
2001

동원육영회

사이버한국외국어대

2004

디지털스쿨
비영리
재단 열린사이버교육연합
법인 한국디지털교육재단
(컨소 한국대학가상교육연합
시엄)
한성육영재단(단독법인)
15개 대학교
전문 학교
학사 법인
과정

한민족학원

서울디지털대
열린사이버대
한국디지털대
한국싸이버대
한성디지털대

2001
2001
2001
2001
2002

세계사이버대

2001

영진사이버대
영진교육재단
2개 대학
총 17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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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2008학년도
입학정원
(동법인 학교)
2,800 경희대
1,300 세종대
1,000 대구대
1,000 원광대
2,800 한양대
600 동서대
600 영남외국어대
750 군장대
2,500 (신일고)
1,800 한국외대
3,000
1,000
2,500
1,650
1,000
24,300

-

)모집
1,300(780) ’08(-40%
한민학교
2002
800 영진전문대
2,100(1,580)
26,400(25,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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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원격(사이버)대학 운영 사례
유형
항목

원격대학
형
태

설립 배경

교육 방법 및 과정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교수전략/심리
성인교육과 관련 전문가
미네소타
적 요인/인간관리/교육프로그램평가의
들을 대상으로 대학원 학
대학
4개 영역에 8개 모듈로 구성, 상호작용
일부수업
위과정 프로그램 제공
TV 이용
의 원격
직업과정으로 인정되는 중국어 강좌
재학생들에게 학점인정과
수업화
위스콘신
개설․운영, 주내의 ETN, 인터넷기술
정과 평생교육과정을 통
대학
이용 및 ICV를 이용한 면대면 실시간
한 폭넓은 교육기회 제공
교육실시
전문직업인을 대상으로 컴퓨터기반의 전화선과 모뎀을 이용한
피닉스
질높은 고등교육 기회를 온라인 교수전달체제 도입, 지역인증기
대학의
제공하며 학부 및 대학원 관을 통한 입학자격 부여, 학습자원센
온라인
학위과정과 자격인정과정 터 운영을 통한 연구와 도서목록 검색
일반대학
캠퍼스
운영
서비스 제공
의 원격
분교의 학생(직업인 포함) 인터넷의 웹서비스 기반의 교육서비스
대학화
캐나다
을 대상으로 인터넷웹서비 환경으로 캐나다 뉴브룬스윅주의 Tele
뉴브룬스윅
스를 이용한 온라인수업을 Education NB Network 이용 및 Cana
전문대학
통한 평생교육실현
rie와 협력체제 구축
전 세계의 학습자들을 대
컴퓨터와 모뎀을 통한 사이버여름학교
영국
상으로 공간적인 제약을
운영, 장애자를 위한 AOD와 JAVA를
원격교육
개방대학 탈피한 수준 높은 교과교
이용한 대규모실시간 시스템 구축
대학의
육 제공
사이버
캐나다 완전한 원격학습체제 만 ViTAL(Virtual Teaching and Learning
대학화
아타바스카 으로 학위수여
community)를 이용한 교수-학습시스
대학
템 운영을 통한 사이버학습환경 운영

새로운
원격
(사이버)
대학

시장지향적 고객 중심적 비용-효과적 측면의 정보통신기술의
가치관 실현을 위한 고등 복합적인 활용, 기술기반패러다임 중심
서부주지사
교육기회 확대
의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대학, 관리
대학
및 정책수립을 위한 지역학습관 조직
운영, 미국 서부주지사협회가 주도함.

아데나
대학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미국 미주리주의 비영리 교육기관인
환경 구축을 통한 교육서 온라인 사이버대학에 의해서 지원운영
비스에 저렴한 접근과접 됨
근의 용이성에 기반한 교
양교육 중심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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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및 폐쇄통보
<평생교육법시행령>
제51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①법 제33조제3항
에 따라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
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
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학칙
6. 향후 4년간(전문대학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는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
7. 향후 4년간(전문대학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는 2년간)의 교육·연구용 시
설·설비 확보 계획
8.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시설·설비 확보계획
9. 교원확보계획
10. 학사운영에 관한 계획
11. 최근 2년간의 원격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
12. 개교예정일
②제1항제1호의 명칭에는 "원격", "사이버" 또는 "가상" 등 원격대학형
태의 평생교육시설임을 나타내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학칙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 등을 받으면 제36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하
여 처리한다.
제52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폐쇄신고) ①법 제33조제3항 후
단에 따라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쇄사유
2. 폐쇄연월일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②제1항에 따라 폐쇄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적부 관리
에 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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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18조 (원격대학의 설치인가 신청서류) 영 제51조제1항에서 "교육과학
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법인의 정관, 법인등기부 등본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영 제50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3.4>

□ 입법취지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폐
쇄신고 및 폐쇄후 학적부의 관리요령 명시

□ 해설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인가 절차(시행령 제36조제4항1부
터 제8항까지의 사내대학 규정 준용)
- 설치계획서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 사이버대학설치심사위원회
심의 ⇒ 설치인가여부 통보(신청일부터 3월 이내) ⇒ 설치인가신청
서 제출(개교예정일 6월전까지) ⇒ 인가(개교예정일 4월전까지)
- 교과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인가
에 필요한 기간은 3월의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시행령 제14조제8항
준용)
○ 명칭사용(시행령 제36조제2항)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명칭의 구분 필요성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가
아니면서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면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과 동
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며, 또한 명칭에 있어서도 “대학”이란 용
어를 사용하는 등 고등교육법상의 대학과 혼동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
양자를 구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징표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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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
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따라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명칭은 학칙에서 정하되 원격
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임을 나타내는 용어 포함.
․ 예시 : “○○원격대학”․“○○사이버대학”․“○○가상대학” 등
- 명칭사용 인가원칙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이 빠른 대학의 신청을 우선으로 하되, 현
재 사용되고 있는 대학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학명에 대해서는 교명
변경시 인가
․

동일 또는 유사명칭으로 신청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간 경합되는 경
우에는 협의 조정후 인가

○ 사이버대학설치심사위원회
- 사이버대학설립 운영규정 제4조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제3조제2항
부터 제7항까지 준용
- 구성 : 9인 이내(위원장 포함)
․위원자격 : 대학행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교육계, 교육관련단체,
산업계, 기타 각계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자
- 임기 : 1년(연임가능)
- 위촉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간사, 서기 각 1명 임명(교육과학기술부장관)
운영비 등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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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 설치주체의 설치기준 구비 여부확인 등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대학설립․운영규정>
제3조 (대학설립심사위원회)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대학행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교육
계, 교육관련단체, 산업계 기타 각계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자중에
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
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
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교육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
명한다.
⑦위원회의 운영비와 현지조사경비 기타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 2년간의 원격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 제출(시행령 제51조제1항제11호)
- 필요성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운영상의 시행착오를 방지하여 학생
을 보호하고, 대학에 상응하는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
여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시 일정한 원격교육
실적 심사 필요
※ 사이버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은 기존의 대학의 경우에도 원격교
육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최소한 2년 이상이 필요
하다고 보고 있음
- 원격교육실적의 심사기준
․ 시행령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
설 설치계획서의 제출일시를 기준으로 하여 최근 2년간의 운영실
적(운영 중 중단된 기간 제외)
․ 프로그램 내용은 학위인정과정 또는 비학위과정을 컴퓨터 또는
화상강의 등을 활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체
계적인 사이버 교육을 실시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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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운영실적은 사이버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
정성 판단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인가사항의 변경
- 영 제5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교과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함.
․ 변경사유, 변경내용, 변경연월일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폐쇄신고(시행령 제52조)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폐쇄시 폐쇄 예정일 30일전까지 교과
부장관에게 신고
․ 폐지사유, 폐지연월일, 학생 및 학적부관리 등 기재서류 제출
- 폐쇄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적부는 교과부장관이 지정
하는 기관으로 이관.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직인 관리(시행규칙 제24조)
- 준용규정 :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2조 내지 제59조,
학교법인및사립학교직인규칙 제3조 내지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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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인가절차
② 의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인가권자)

원격대학설립심사위원회
통 보

④ 설치계

① 설치계획서를 매년 3. 31까지 제출

획서에 의

․ 설치계획서

한 시설․설

목적

비를 갖추

명칭

어 개교예

설치자

정일 6월전

위치

까지 신청

운영규정(학칙)

서 제출

향후 4년간(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③인가여부
를 신청일
로부터 3월
이내에
⑤인가여

통보

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
설 경우에는 2년간) 재정운영계획
향후 4년간(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의 경우
에는 2년간)교육․연구용 시설․설비 확보
계획

부를 개교

※ 관계부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시설․설비

예정일

처 협의

확보 계획

4월전까지

필요시

교원확보계획

통보

6월이내

학사운영에 관한 계획
최근 2년간의 원격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
개교예정일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3월의 범위내
에서 조정 가능

- 지방자치단체 / - 학교법인
- 민법상 재단법인 /
- 특별법상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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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기준
<평생교육법시행령>
제5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기준) 법 제33조제5항에 따
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 및 설비를 확보할 것
2.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을 확보할 것
3.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할 것
제54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사․설비) ①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교사를 확보하여야 하되, 이는
설치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제28조제2호 또는 제3호의
법인을 설립하여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교사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각종 서버, 통신장비 및 매체제작장
비 등 원격교육에 필요한 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격교육
설비의 세부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제55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조직 및 교원 등) ①원격대학형
태의 평생교육시설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고, 교원은 학과 또는 학
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는 전임교원 및 조교를 각각 학과
또는 학부에 두는 전공별로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원활한 수업에 필
요한 겸임교원 및 시간강사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는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
정」을 준용한다.
④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임면권자는 교원을 임면한 경
우에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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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익용 기본재산) ①제50조제1
호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자는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는 매년 연간 학교회계 운영
수익 총액(편제완성연도 이전의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의 연간 학교회
계 운영수익 총액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가액을 보험금으로 하는 보증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를 갈음할
수 있다.

□ 입법취지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교사․교원 및 수익용기
본재산의 기준을 명확히 함.

□ 해설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기준(시행령 제53조)
1. 일정한 교사 및 설비 확보
2. 일정한 교원수 확보
3. 일정한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
○ 교사 기준면적(시행령 제54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校舍(시행령 제54조제1항관련 별표 8)
교

사

교 사

구

분

행정실, 교수연구실, 서버 및 통신장비관리실, PC실습실, 세
미나실

- 224 -

평생교육기관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사는 원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서 총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 이어야함
- 교사는 설치자의 소유이어야 하되,
․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주
관하는 경우 및 다른 설치주체와 공동운영(컨소시엄)하는 경우에
는 당해 학교의 교사로 이를 대신할 수 있음. 즉 컨소시엄 참여대
학의 교사로 대신할 수 있음
- 실험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실습실과 실습기자재를 갖
추어야 하며, 매체제작실, 디지털도서관 또는 문헌정보실 등 교육지
원시설과 지역학습관 등을 둘 수 있음.

○ 교원 확보(평생교육법시행령 제55조제1항)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둠
- 교원은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교원 확보(평생교육법시행령 제55조제2항)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은 전임교원 및 조교를 설치학과당 각
각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이외에 수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겸임교원
및 시간강사 등을 확보하여야 함
- 전임교원은 전공학과의 수업뿐만 아니라 해당학과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교
육과정․학사관리 및 교원배치 등 학과의 실질적인 관리자의 기능을 수행함.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임면권자는 교원을 임면한 경우에 임면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평생교육법시행령 제55조제2항)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의 자격은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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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에 의한 자격기준 해당자
교수 및 조교의 자격기준(제2조 내지 제4조의2 및 제11조관련)
(단위 : 년)
학 력
연구교육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경력연수 연구실적 교육경력
직 명

연 수

연 수

교 수

4

6

부 교 수

3

조 교 수
전임강사
조 교

계

전문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연구실적 교육경력

계

연 수

연 수

10

5

8

13

4

7

4

6

10

2

2

4

3

4

7

2

1

3

2

3

5

근무하고자 하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
는 자

비 고 :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는 서로 대치할 수 있다.

○ 수익용기본재산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56조,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제2항 내지 제7조
준용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는 연간학교회계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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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수익용기본재산) <제1항 생략>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개의 법인이 수 개의 학교를 설
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별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산
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
의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3.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 소득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는 교육과학기술부
령으로 정한다.
<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10조(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 ①제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은 제2조제2항제5호의 대학재정운영계
획에 있는 편제완성연도의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으로 한다. 다만, 대
학의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그 증
설 또는 증원에 따라 증가하는 학교회계 운영수익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회계 운영수익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운영수익총계에서 전
입금수입 및 기부금수입을 뺀 금액으로 한다.

○ 수익용 기본재산 : 연간 그 총액의 3.5%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소득이 있
어야 함
○ 부동산의 가액 : 수익용기본재산 중 부동산의 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격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중 설치자가 정한 것
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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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학교회계운영수익 총액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51조제1항제6호의 재정운영계획상의 학교회계 운영수입액
- 학교회계 운영수익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별
표 3의 규칙에 의한 운영수익 총계에서 전입금 수입 및 기부금 수입
을 뺀 금액
-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
설 또는 증원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학교회계운영수익총액에 그 증설
또는 증원에 따라 증가하는 학교회계 운영수익을 합한 금액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경우는 수익용 기본재
산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보증보험제도의 활용(시행령 제56조제2항)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56조제1항의 연간 학교회계운영수익 총액에 해
당하는 가액을 보험금으로 하는 인․허가보증보험을 보증보험회사에
가입함으로써 대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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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사관리
<평생교육법시행령>
제57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년도․학기 및 교육과정
등)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칙의 제정․개정, 학년도, 학기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하여는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
되, 제43조제2항 본문중 “2년 또는 4년 이상”은 “4년 이상”으로 본다.
제58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 등) ①원격대학형태의 평
생교육시설의 수업은 화상강의․인터넷강의 등의 방법으로 하되, 원격
수업의 보조방법으로 출석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통신에 의
한 평가방법으로 하되, 출석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방법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59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입학․편입학 등) ①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
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생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선발하되, 선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생정원․입학 및 편입학에 관하
여는「고등교육법시행령」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9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62조에 따른 산업체 위탁생의 입학 및 편입학의 경우에는 제3항
에도 불구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0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위수여) 원격대학형태의 평
생교육시설의 학위수여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하되, 학위를 받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전문학사학위과정 : 80학점 이상
2. 학사학위과정
: 140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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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취지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전반적인 학사관리에 대하여 규정함
- 학칙의 제․개정
- 학년도, 수업연한, 학기, 계절제수업 운영
- 수업일수 단축, 휴업일
- 학점당 이수시간, 학점의 인정
- 학생의 전공이수
- 교육과정의 운영 (공개강좌, 시간제 등록 포함)
- 학생정원, 입학․편입학
- 학위수여 등

□ 해설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사관리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사
내대학의 규정에 준하되, 원격교육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부 규정을 다
르게 규정
① 학칙의 제․개정(평생교육법시행령 제42조 준용)
보 고
학칙 제정 또는 개정
→
* 개정안의 경우 사전 공고․심의 및
공포
←
절차를 거침
시정요구

교과부장관

② 학년도(평생교육법시행령 제43조제1항 준용)
○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
○ 학기제 운영, 학교행정사무처리등 학사운영에 있어 기준시점이 있어
야 함,
③ 수업연한(평생교육법시행령 제43조제2항 준용)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최저 학습연한인 수업연한을 규정
┌ 학사학위과정

: 4년 이상

└ 전문학사학위과정 : 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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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학위과정은 다학기제(2-3학기)를 도입하여 학칙이 정하는 학점이
상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수업연한을 1년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
록 함
④ 학기 및 수업일수(평생교육법시행령 제43조제3항 준용)
○ 매학년도 2학기 또는 3학기
○ 매학기의 수업일수는 15주 이상
⑤ 계절제수업 운영(평생교육법시행령 제43조제4항 준용)
○ 매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운영
⑥ 수업일수 감축(평생교육법시행령 제43조제5항 준용)
○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
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학년도
2주의 범위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
⑦ 휴업일(평생교육법시행령 제43조제5항 준용)
○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함
○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떄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음
⑧ 학점당 이수시간(평생교육법시행령 제43조제5항 준용)
○ 교과의 이수에 있어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함
- 이 경우 “1시간”은 45～50분을 기준으로 하는 “수업단위”를 말함
⑨ 학생의 전공이수 등(평생교육법시행령 제43조제5항 준용)
○ 대학의 학생은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
공을 이수하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음
- 2이상의 전공
- 2이상의 학과, 2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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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장은 학생이 상기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칙으로 전공인
정을 위한 최소학점을 정할 수 있음
⑩ 교육과정의 운영 등(평생교육법시행령 제44조 준용)
<학위과정>
○ 전문학사학위과정
○ 학사학위과정
○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 병설
<교육과정>
○ 대학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학칙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함
○ 평점 및 학점은 교과이수 후 나타나는 성적평가 결과를 표시하는 방
법으로 동조에 예시로서 열거한 것이며, 보통 평점제를 실시하는 대
학에서는 평점 4.0 또는 4.5를 만점(100점)으로 하고 있고, 학점제를
실시하는 대학은 최고학점을 “A”로 표시 90～100점의 점수범위를 표
시하고 있음
<학점인정>
○ 학점인정 대상
- 고등교육법상 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
술대학,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 평생교육관련법상 다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 전
공대학 및 학점은행제에 의한 이수학점
○ 학점인정의 범위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
교육시설의 학점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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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강좌>
○ 공개강좌는 직무․교양․학식 또는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
리 지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운영할
수 있음.
<시간제 등록>
○ 시간제 등록제의 개념 및 필요성
- ‘시간제등록제’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자격이 있는 학생이외
의 자가 언제, 어디서나 필요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소기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서, 직장과 대학을 연결시켜 열린교육
사회․평생학습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방법 및 등록인원 : 학칙으로 정함
- 학점취득의 범위 : 정규학생의 매학기 취득기준학점의 1/2이하
⑪ 수업․평가(평생교육법시행령 제58조)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은 근본적으로 통신수단을 이용
한 원격수업으로 하되, 출석에 의한 집합교육은 보충적으로 인정
○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통신에 의한 평가이외에 출석평가도 병행실시
가능
⑫ 입학 및 학생선발방법(평생교육법시행령 제59조)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자격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
는자
○ 학생선발방법 : 학칙으로 정함
- 학교에 따라서는

입학전형을 함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수학에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을 평가할 경우도 있을 것이나, 이 경
우에도 별도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볼 필요는 없음
○ 학생선발방법 : 학칙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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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편입학(평생교육법시행령 제59조)
○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안에서 입학을 허가함.
- 연 2회 실시 할 경우

1학기 편입학 : 전년도 10월1일자 재적생 변동상황에 명시된
1～2학년 모집단위별 제적자 총수
2학기 편입학 : 당해연도 4월1일자 재적생 변동상황에 명시
한 1～2학년 모집단위별 제적자 총수
- 연 1회 실시 할 경우
․4월1일자, 10월1일자 재적생 변동상황에 명시된 1～2학년 모집단위별 제
적자 총수

○ 학생선발방법
- 편입학 전형방법은 원칙적으로 전적대학의 학점을 중심으로 전형하되,
영어․수학 위주의 지필고사를 지양하고, 다양한 전형자료를 사용하여
전형함.
단, 꼭 필요한 경우 개론수준의 전공시험이나 실기시험은 바람직함.
- 이 경우 모집단위의 폐지로 인하여 폐지된 모집단위의 재적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당해 학생이 그 모집단위에 재적하는 동
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으로 일반대학 등에 편입학 가능
- 고등교육법 제23조의2(편입학)을 신설(’99. 8. 31)하여 2000. 3. 1부터
시행
- 각 대학의 학칙에 따라 편입생 선발
⑭ 학생정원(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29조제1항 준용)
○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 모집단위를 정함에 있어서 대학은 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별로 이를
정함. 다만, 학문의 특성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련학과별로 모집단위를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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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학위수여 등(평생교육법시행령 제46조 준용)
○ 학위수여에 필요한 취득학점
┌ 학사학위과정 이수자(140학점이상 취득)

→ “학사학위” 수여

└ 전문학사학위과정 이수자(80학점 이상 취득) → “전문학사학위” 수여
○ 학위의 종류 및 수여방법 : 학칙으로 정함.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학칙)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
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학교의 조직 및 전공 설치와 학생정원
2. 수업연한․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3. 입학, 재․편입학, 휴․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자퇴․제
적․유급․수료및 졸업
4. 학위의 종류 및 수여
5.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6.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7. 등록 및 수강 신청
8. 공개강좌 및 특별과정
9. 교원의 교수시간
10.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11. 장학금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보조
12. <삭제>
13.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14. 학칙개정절차
15. <삭제>
16.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7.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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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시행령>
제11조 (수업일수)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는 매학년
도 30주 이상으로 한다.
②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
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2조 (휴업일)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한다.
②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
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학점당 이수시간)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의 이수
에 있어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이상으로 한다.
제19조 (학생의 전공이수 등)

①대학의 학생은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을 이수하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1. 2이상의 전공
2. 2이상의 학과, 2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하여 제공하
는 전공
3.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
②대학의 장은 학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칙으로 전공인정을 위한 최소학점을 정할 수 있다.
제28조 (학생의 정원 등)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
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이하 "모집단위"라 한다)별로 학칙으로 정하
되,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사이버대학의
수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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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단위를 정함에 있어서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별로 이를 정한다. 다만, 대학의 장이 의·약학계 등 학문의 특성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련학
과별로 모집단위를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다. 약사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사 및 한약사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규제가 적용
되는 학교의 정원
4. 국립학교의 정원
5. 공립학교의 정원
제29조 (입학․편입학 등) 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
학, 방송·통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
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안에서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을 허가한다. 이 경우 모집단위의 폐지로 인하여 폐지된 모집
단위의 재적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당해 학생이 그
모집단위에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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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료 등
<평생교육법시행령>
제61조(수업료 등) ①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②입학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징수와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19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료 등의 징수 및 반환
등) 영 제61조제2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입학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징수와 반환 등에 관하여는 「학교수업료 및 입
학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입법취지
○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해설
○ 수업료와 기타납부금은 학생 및 학부모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항이므로 시행령에 근거를 둘 필요 있음
○ 관련 교육과학기술부령 :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2004. 9. 21 개정) 주요내용
- 사립의 대학 등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학교의 장이 정함
- 대학의 수업료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기별 또는 월별로 징
수 가능
-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
- 시간제등록생의 수업료는 신청 학점별로 징수하되, 필요시 기별 또는 월
별로 징수
- 수업료 및 입학금의 반환 사유 및 기준제시
․당해학기 또는 당해분기 개시일 전은 기납부 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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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학기 또는 당해분기 개시일 이후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고
수업료는 다음 표에 의거 반환

[별 표] <개정 2004.9.21>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제6조제3항관련)
반환사유발생일

반 환 금 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수업료의 3분의 2 배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8)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산업체 위탁교육

<평생교육법시행령>
제62조(산업체 위탁교육) ①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산업체(산
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할 수 있다.
②위탁교육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2를 준용한다.

□ 입법취지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평생교육시설로서의 기능을 체계적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체종사자들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
는 규정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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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산업체위탁교육의 개념
- 산업체 위탁교육은 산업현장에 근무 중인 고졸사원에게 대학의 전
문 직업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직장인의 평생교육․계속교육
을 위하여 마련된 교육제도
○ 산업체위탁교육의 실시근거
-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2
- 산업체위탁교육 시행지침(교육과학기술부 예규 288호)
○ 산업체위탁교육의 실시목적
- 산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계속교육기회 제공
- 산학협력 강화를 통한 전문기술인력 양성
-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중추적인 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
○ 산업체위탁교육의 실시가능 기관
- 고등교육법상의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 평생교육법상의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산업체위탁교육 실시조건
◦ 교원확보율(2008.4.1 현재)
․ 모집단위별 교원확보율 : 80%이상
* 전임교원확보율은 ’09년까지 50%를 충족해야 함
◦ 교사(校舍)확보율(2008. 3. 1 현재)
․ 60%이상(단, 교사확보율 60%미만인 대학도 모집 단위별로 위탁산업체가 강의
실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모집단위는 실시 가능)

○ 산업체위탁교육 입학자격자 및 위탁방법(고등교육법시행령 53조의2 준용)
- 입학자격: 고등학교졸업 또는 이와 등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산업체에서 근무중인 자(재직령력에 관계없이 "근무중인 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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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교육 실시(단독위탁 및 연합위탁 가
능) 개인별 및 회사단위 계약가능)
○ 산업체위탁교육 지원자격
-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 근무 중인 자
※ 상시 근로자 5인 이하의 산업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등록된 단체나 조합에 구성원으로 가입되어 있을 경우 그 단
체나 조합 명의로는 지원이 가능하며, 단체나 조합이 결성되어 있
지 않더라도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에 1개 이상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는 그 산업체의 명의로 산업체
위탁교육 체결이 가능
※ 1차 산업 종사자인 영농인․어업인 등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
하는 ‘농지원부’나 ‘어업인허가 증명서’ 등을 증빙서류 제출시 산업체
위탁교육 지원 가능
※ 모집 당시 재직 중이어야 하며, 입학자격 최종 재확인 시점은
2008학년도 학기 개시일 전일 기준
※ 산업체에 근무 중인 자로서, 산업체 부설 고등학교, 산업체 근로
청소년을 위한 고등학교의 야간 특별학급, 야간고등학교 및 방송통
신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모집시기에 지원 가능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의2(산업체위탁교육) ①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대
학 및 전문대학의 장은 산업체로부터 고등학교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
상의 학력을 가진 자(편입학을 받아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
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
서 근무 중인 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의 위탁을
받은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위탁교육의 실시
계획 및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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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2009학년도 산업체 위탁교육 실시요건 행정예고(‘07학년도 기예고)

구 분

실시 요건

2009년도

모집단위별 교원확보율
(겸임, 초빙교원 포함)

85%

모집단위별 전임교원확보율(%)

50%

교사(校舍) 확보율(%)

65%

○ 산업체위탁교육 실시현황
구

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학교수

99

105

103

98

95

120

109

116

110

106

입 학 생 수 27,158 25,060 28,690 29,595 31,060 30,712 24,286 22,176 21,043 20,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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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무․회계
<평생교육법>
제34조(준용 규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시설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제28조․제
29조․제31조․제70조를 준용한다.
<평생교육법시행령>
제63조(재무․회계) ①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속하는 회계(이
하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당해 원
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년도에 따른다.
②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경영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
생교육시설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각각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회계의 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
④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20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무․회계) 영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준용한다.

□ 입법취지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회계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무 및 회계처리에 관하여 규정

□ 해설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회계원칙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회계는 설치자에 속하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야 함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회계연도는 당해 원격대학형태의 평생
교육시설의 학년도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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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사학기관 재무회
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준용

□ 참고사항
○ 사립학교법
제28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
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
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③「초․중등교육법」제10조 및 「고등교육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
료 기타 납부금(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 또는 기성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을 받을 권리와 이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
제29조 (회계의 구분) ①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
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
계

(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회계의 세

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
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 (회계연도) 학교법인의 회계연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학
연도에 따른다.
제31조 (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학교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
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제33조 (회계규칙등)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기타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제70조 (보고․조사 등)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육에 관하여 조사를 하거나 통
계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
부 기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교육의 실시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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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
는 학교법인의 특성에 맞는 예산·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
여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등) ①이 규칙은 사립의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
하는 각종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법
인"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1999.1.29>
②학교의 교비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와 법인의 일반업무회계(이하 "
법인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학기관재
무·회계규칙을 적용한다.
③학교의 부속병원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인의 병원회계에 준하
여 계리하고, 법인의 수익사업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에 준하
여 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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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5조(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시행령>
제64조(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장”이라 함은 종업원이 200명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②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처리절
차․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
부장관”은 “교육감”으로 본다.

□ 입법취지
○ 사업장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해설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 교육감에게 신고
- 산업체, 백화점문화센터 등 일정규모(종사자 200명)이상의 사업장에
서 당해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 설치주체를 종업원 20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 이유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대표적인 사례는 백화점 등의 문화센터를 들 수
있으며 200명을 적정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백화점 종사자수(200-800명)중
최소규모와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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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신고
- 신고절차
설 치 자
(200명이상인 사업장의 경영자)

신고서
제출
→
←
신고증
교부

해당
시․도교육감

- 제출서류
․시설신고서: 명칭, 목적, 설치자, 위치, 시설․설비, 개설예정일
(시행령 제49조제1항 준용,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첨부서류
┌ 운영규칙 : 명칭, 목적, 위치, 교육과정, 정원, 입학․퇴학, 수료
와 상벌, 교육기간, 휴강, 학습비, 기타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
│

(시행령 제49조제2항 준용)

└ 기타서류 : 위치도, 시설배치도,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등
(시행령 제49조제1항,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 준용)
○ 신고사항 변경
- 신고사항 중 명칭, 위치 변경 및 시설폐쇄시 관할 교육청에 통보
- 근거 : 평생교육법시행규칙의 별지 제14호서식(평생교육시설신고증
부관)
○ 설치자 지위승계
- 설치자지위승계서를 작성하여 해당 교육감에게 신고
- 근거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49조제4항, 시행규칙 제17조제6항 준용
○ 폐쇄통보
-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교육감에게 통보
- 제출서류 : 폐쇄사유, 폐쇄연월일, 폐쇄후 잔여업무의 처리방법 등 기재
- 근거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49조제5항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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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서울지역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현황
평생교육
종사자수 사배치인
원수

시설명칭

소재지

연간
교육인원

최대동시
교습인원

홈플러스 동대문점 문화센터
홈플러스 신내점 문화센터
애경문화센터
홈플러스 영등포점 문화센터
홈플러스 금천점 문화센터
롯데문화센터 구로점
이천일아울렛문화센터 구로점
세이브존문화센터 노원점
2001아울렛일반문화센터
이마트 월계점 문화센터

동대문구 용두동
중랑구 신내동
구로구 구로5동
영등포구 문래동3
금천구 독산동
구로구 구로동
구로구 고척1동
노원구 하계동
노원구 중계동
노원구 월계동

170
120
160
200
120
1,526
2,362
2,250
2,250
800

2,450
4,014
170
120
160
200
120
207
180
-

4
4
5
5
1
61
4
3
3
3

1
1
1
1
1
1
0
1
1
2

서울대학교병원어린이병원부설
평생교육시설늘푸른교실

종로구 연건동

400

-

450

1

순천향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용산구 한남동

11,693

-

370

1

월간유아일반문화센터

중구 신당동

39,953

-

240

1

신세계 본점 문화센터

중구 충무로1가

80

-

270

1

CJ텔레닉스

중구 충무로3가

30

-

1,164

1

광고공사 광고교육원

송파구 신천동

2,250

-

11

0

단하대교육원

강서구 등촌동

7,400

-

564

0

홈플러스 강서점 문화센터

강서구 등촌동

5,370

-

204

1

현대백화점목동점 현대문화센터

양천구 목동

-

-

205

1

KBS88체육관 평생교육센터

강서구 화곡동

-

-

264

1

신세계 강남점 문화센터

서초구 반포동

3,500

-

-

0

무역센터현대일반 문화센터

강남구 삼성동

4,000

-

-

0

현대일반문화센터

강남구 압구정동

-

-

1

1

삼성일반문화센터

서초구 서초동

2,400

-

3

1

티맥스아카데미

강남구 대치동

3,000

-

-

0

삼성에스디에스멀티캠퍼스

강남구 역삼동

2,500

-

92

5

이마트 성수점 문화센터

성동구 성수동2가

5,300

-

2

1

신세계일반문화센터

성북구 길음동

-

-

7

1

현대백화점일반문화센터

성북구 길음동

-

-

3

1

-

-

-

28

29개
자료: 서울시 교육청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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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6조(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①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유기
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
하여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시행령>
제65조(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법 제36조제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를 말한다.
1.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2.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3. 회원수가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②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처리절차․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과부장관”은 “교육감”으로 본다.

□ 입법취지
○ 시민사회단체가 소속 회원 외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해 설
○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 교육감에게 신고
-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부설하는 경우에만 해당
되며, 시민사회단체의 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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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신고, 처리절차, 신고사항 변경, 폐쇄통보 등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과 동일
○ 시민사회단체의 범위
-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공익법인
-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 회원수가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 법인, 주무관청 등록, 또는 회원 300인 이상 시민사회단체로 한정한
이유
- 시민사회단체의 평생교육활동의 사회적 공신력을 확보하고, 또한 유
명무실한 시민사회단체의 무분별한 교습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참고사항
○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시민사회단체(상위 10)
- 서울YMCA(1903), 대한적십자사(1905), 대한변호사협회(1905), 한국불
교청년회(1911),

흥사단(1913),

한국YMCA전국연맹(1914),

대구

YMCA(1918), 대한광업회(1918), 대한상공회의소 청주(1919), 천도교
청년회(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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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시민사회단체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사례
실시기관
경실련
한국소비자연맹

민주언론시민연합

생명의 전화

녹색연합

신사회공동선
운동연합

프로그램명

내용

기간

민족화해아카데미

통일

3개월

도시대학

도시문제해결

3개월 과정/1회

소비자대학

소비자문제

연중

언론학교

언론에 대한 일반적
이해

연중

언론모니터 교실

언론모니터실습

1주일

전문상담대학

상담과정 전문과정

6주

시민상담교실

상담 입문

7주

갯벌교육자양성과정
워크숍

환경의식 함양

3박4일

신사회시민학교

시민의식 함양

3개월 과정 연
2회

공동선 아카데미

시민사회 지도자 양성

3개월 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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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7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
하는 자는 해당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
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
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시행령>
제66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법 제37조제2항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일간신문·주간신
문 또는 월간잡지인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는 자
2 .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
3.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
을 경영하는 법인
②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
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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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취지
○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설
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해 설
○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 교육감에게 신고
-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은 당해 언론매체를 통하여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해야 하는 임무를 부담함과 함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
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본사 소재지의 관할 구역(혹은 지역)내
에서만 일정 요건을 갖추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음
․언론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차원에서 언론기
관본사 소재지의 관할 구역 내에서만 한정하여 설치·운영

○ 설치신고, 처리절차, 신고사항 변경, 폐쇄통보 등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과 동일
○ 언론기관의 범위
-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관광부장관에게 등록된 정기간행물중 일간신문․통신․주간신문 또는 월간
잡지인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을 행하는 법인
․방송 :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 포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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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등록) ①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
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거나 법인 기타 단체나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간
행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등록번호의 표시)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
관이 정기간행물을 등록하는 때에는 등록번호 앞에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기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일 간 : 가
2. 통 신 : 나
3. 주 간 : 다
4. 월 간 : 라
5. 격월간 : 마
7. 계 간 : 바
8. 연2회간 : 사
<放送法>
第2條(用語의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放送”이라 함은 放送프로그램을 企劃․編成 또는 製作하고 이를
公衆(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視聽者”라 한다)에
게 電氣通信設備에 의하여 送信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地上波放送 : 放送을 목적으로 하는 地上의 無線局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
나. 綜合有線放送 : 傳送․線路設備를 이용하여 행하는 多채널放送
다. 衛星放送 : 人工衛星의 無線局을 이용하여 행하는 放送

- 254 -

평생교육기관

차.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8조(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적극 진흥․육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인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시설
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시행령>
제67조(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법 제
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지식정보의 제공사
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
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②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처리절차․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과부장관”은 “교육감”으로 본다.

□ 입법취지
○ 민간자본을 통하여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진흥하고 우수한 민간교육
훈련기관을 육성함으로써 교육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민
간교육기관의 공신력을 제고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이러한 평생교육시설은 현재 일본 등 선진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한국능률협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정식 교
육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법제화를 통한 양성화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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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설
○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 교육감에게 신고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식․인력개발사업의 경영자는 관련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설치신고, 처리절차, 신고사항 변경, 폐쇄통보 등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과 동일
○ 지식․인력개발사업의 범위
-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

○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요건
-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상법상의 법인,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재단․사단법인 포함),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을 포함
- 지식․인력개발사업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
-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
․자본금 : 상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의 경우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발행한 '직전기말 대차대조표상의 자
본금 또는 순자산액' 기준 등에 따라 확인가능
․자 산 : 민법상 비영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의 경우
(정관상의 기본재산)
-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할 것
․전문인력 :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운영프로그램과
관련한 전임 종사자(단순 노무자 및 계약직 제외)
․전문인력은 상시직원을 말하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 발행 '원천징
수영수증, 국민건강보험가입증 등을 통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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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인력개발사업 경영자는 위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설치요건으로 자본금․자산 3억원, 전문인력 5명 이상의 법인으로서 1년 이
상의 경영실적이 있는 자로 한정한 이유
-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시설․설비와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임을 고려한 것이며
- 특히, 경영실적을 1년 이상 요구한 것은 소규모 영세기관이 난립되
고 시설의 잦은 폐쇄 등으로 인하여 당초 제도도입의 취지를 퇴색
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임
- 이들 설치요건은 각 시설마다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이기 때문
에 지역을 달리하여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들
조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함

□ 참고사항
○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지역별 설치현황
지역구분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설치수
225
16
29
33
20
10
7

지역구분
강원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기도
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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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8
13
10
1
140
519

제3부 해설자료

○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프로그램 운영사례
기관명

개설 (표준교육과정) 전공

비고

아이오에이
평생교육원

전문과정

한국항공학교유지재
단교육원

학점은행제

교양, 전공(외식산업, 미용, 재료역학, 공중위생학, 데
이터베이스, 항공법규)

양원주부교실

학점은행제

한글/산수반, 기초반(국어, 영어, 한문, 국사, 수학,
과학, 도덕, 사회), 중․고등부, 전문부, 교양부, 연구
부, 평생부

교양과정

순은점토, 홈패션, 한복만들기, 피부관리, 네일아트,
한지공예, 퀄트, 종이공예, 에니메이션, 풍선이벤트,
아트플라워, 꽃꽂이, 비즈공예, 대체의학, 이․미용

교양과정

영․유아,
건강, 교양, 문화클럽, 미술, 생활백과, 언어, 음악, 자
초등학생 대상
녀교육
과정 있음

교양과정

병원코디네이터, 천연비누제조, 두발두피관리

무궁화일반
문화센터
(서대문구)
신촌현대문화센터

한국능률협회
사회교육원

한국방송예술
교육진흥원
평생교육시설

자격증과정

영아양육지도사3급, 기업가치평가사, M&A지도사,
BPA, 신용상담사양성과정, 방과후지도교사

전문과정

부동산분야, 정부사업분야, 동양철학상담전문가, 글로
벌비즈니스스킬, 병․의원개원실무과정

교양과정

경제학, 문예창작, 교육심리, 역사, 영어회화, 일본어,
요가, PC활용, 광고론, 마케팅, 시창작론, 운동생리학,
물리치료개론

전문과정

방송제작/연출(VJ)부, 방송멀티디자인부, 방송시나리
오창작부, 방송음악/음향부, 실용음악부, 방송연예탈
렌트부, 코디/분장/M-up부, 보도진행부, 성우, 광고
이벤트부

학점은행제

신촌풀잎
사회교육원

(주)고시아카데미평
생교육시설
한국산업기술협회연
수원

국비지원‘중국취업전문교사’양성과정

영화학, 시나리오, 편집론

교양과정

가정분과(홈패션, 퀄트, 한복만들기), 화훼분과, 미술
분과(아동미술, 순수미술, 포크아트, POP글씨), 미용
분과(메이크업, 발관리, 헤나), 공예분과(비즈공예, 풍
선아트), 종이분과(선물포장, 종이접기)

자격증과정

화훼장식기능사반, 양장기능사반, 한복기능사반, 아트
플라워기능사반

자격증과정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손해보험중개사, 변액보험판
매관리사, 언더라이터AKLU과정

전문과정

장치산업플랜트설비, 진동/진단/기계설비, 산업응용
/화공, 해외규격/품질/ISO, 전기․전자/자동화기술,
IT, 가공/치공구/금형, 공조,냉동/건축/에너지, 플랜
트건설 및 공사, 환경안전, 소재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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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해득교육

6. 문자해득교육
가. 문자해득교육의 개념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1~2호 생략
3. "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
족하여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자들을 대상으
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 입법취지
○ 평생교육의 주요 영역 중의 하나인 문자해득교육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념정의 도입됨.

□ 해설
○ 문자해득교육은 평생교육 영역의 하나이며,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평생교육’의 개념정의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성인 기초교육과 동일한 의미이거나 유사한 의미로 통용되고 있음.
○ 평생교육법상 문자해득교육은 성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문자해득을 위한 제반 교육을 의미
○ 성인을 위한 '한글교실' 등 문자 습득을 위한 교육을 비롯하여 초등
학교 및 중학교 수준의 학력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도 문자해득교육
의 범주에 포함됨.
○ 최근, 외국인 노동자 및 결혼 이민자 등이 늘어나면서 이루어지고 있
는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의 이해, 가정지원 프로그램 등 ‘다문화교
육’ 프로그램도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기초 생활능력을 기르
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자해득교육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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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
◦ OECD의 문해 정의: 일상적인 활동, 가정, 일터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문서
화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
◦ UNESCO의 문해 정의: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정치, 경제, 사회, 직업
생활 적응에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의사소통 능력
◦ EU의 성인기초능력 : 디지털 리터러시, 외국어, 사회적 기능(자신감, 진취
적 기업가적 정신), 학습하는 방법,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 정보 흐름 파
악 능력 등

□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사항
○ 문자해득교육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이인영의원안과 임해규의원안 모두
에서 ‘문해교육’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었음, 다만 이 두 법안 사이에는 부분
적인 차이가 있었음. 이를 테면 이인영의원안에 있어서는 ‘중학교 졸업수준
의 문자해득능력’을 명시하고, 임해규의원안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삭제되
어 있었으며, 국회교육위원회 대안에 있어서는 ‘의무교육 등 기초교육을 받
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자에 대하여’ 부분을 삭제하고 용어의 설명을 정
리하였음.
<문자해득교육 관련 개념에 대한 법안 대비>
이인영의원안
(제2조제4호)
4. “문해교육”이라 함은 일
상생활에 필요한 기초능력
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하
는 의무교육 등 기초교육을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자에 대하여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
지 아니할 정도의 중학교졸
업 수준의 문자해득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임해규의원안
(제2조제4항)
④ “문해교육”이란 일
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
여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 기초교육을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자에 대하여 가정·사
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아니할
정도의 문자해득능력
을 갖출 수 있도록 이
루어지는 조직화된 교
육프로그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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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해교육”이란 일
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
족하여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자들을 대상으
로 문자해득능력을 갖
출 수 있도록 하는 조
직화된 교육프로그램
을 말한다.

문자해득교육

○ 그러나 국회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면
서 “문해”의 개념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고, 법안에서 “문
해교육이란 문자해득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는 취지에 따라 “문해”의 개념을 “문자해득”이라고 바꾸는 것이 타
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정부 법제처에서도 심사과정에 이와 같은 주
장이 제기되어 결국 “문해교육”이라는 용어가 “문자해득교육”이라는 용어
로 전환됨.
○ 원래, 문해의 개념은 1950년대에는 문맹퇴치(간단한 한글 편지를 읽고 쓰
는 수준)의 개념으로, 현재에는 수리력, 정보화능력 등 영역별 기능문해
(functional literacy)라는 개념으로 변천해 왔다는 점을 감안 할 때, “문
자해득교육”이라는 용어는 “문해교육” 혹은 “성인기초교육”등의 개념으
로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 평생교육학계 및 문해교육학계의 다수의견인
상태임.

□ 참 고 - 문해교육 개념들
○ ‘문자해득교육’ 보다는 교육현장에서는 '문해교육(literacy education)'
이 보다 일반적인 표현이며, 그 수준과 내용에 따라 '기초문해', '생활
기능문해', '비판적 문해' 등이 있음.
○ 기초문해 (basic literacy) : 기초적인 문자교육인 읽기, 말하기, 쓰기를 의미
함. 초급단계의 문해교육.
○ 생활(기능)문해 (functional literacy) : 기초적인 문자교육 뿐만 아니라 그 문
자를 일상생활 및 직업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일까지 포함
한 교육. 중급 단계의 문해교육으로 문자활용능력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
짐. 최근에는 영어 등 외국어 사용이 늘면서 외국어 교육도 생활(기능)문해
범주에 포함되고 있음(예: 은행이용법, 대중교통수단 이용법, 가전제품 사용
설명서 보기 등)
○ 비판적 문해 (critical literacy) : 브라질의 교육학자 파울로 프레이리
(Paulo Freire)가 발전시킨 개념으로 기초적인 문자교육을 매개로 하
여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넓히는 교육까지 포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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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프레이리는

문해교육을

‘세상을

읽고

쓰고

말하기(reading,

writing and speaking the world)’로 표현함.
○ EU: 지식사회와 지식경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요구되는 것을 신
기초역량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신 기초역량으로서 디지털 리터러시,
외국어, 사회적 기능(자신감, 자기주도, 진취적 기업가적 정신), 학습하
는 방법에 대한 학습,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 정보 흐름에 대한 파악
능력 등을 예시(European Commission, A Memorandum on Lifelong
Learning , Brussels: EAEA, 2000)
○ OECD : 성인 생활 기능(life skills)으로서 산문문해력, 문서문해력,
수리능력, 컴퓨터활용능력, 문제해결능력 및 분석적판단력, 협동심을
제시
<다양한 국제적 평가에서 측정된 역량>
역량

TIMSS

문해

PISA

IALS

ALL

○

○

○

○

○

수해

○

○

과학문해

○

○

문제해결

2003

○

정보 및 의사소통 기술

2006

○

타인과의 협력

○

암묵적 지식

○

학습 관리 능력

○

학습태도

○

CES

○

○

시민 지식

○

주 1: 같은 역량이라도 다른 영역을 다양한 평가에서 측정하고 있음. PISA의 경우,
2003년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고, 2006년에는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의 숙련도
를 측정할 예정임.
주 2: TIMSS(Third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IALS(International Adult Literacy)
All(Adult Literacy and Life Skill Survey)
CES(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Citizenship and Education Study)
* 자료원 : World Bank(2003). Lifelong Learning in the Global Knowledge Economy.
Washington D.C.: World Bank,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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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자해득교육의 실시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역할

<평생교육법>
제39조(문자해득교육의 실시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
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
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
치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입법취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도교육청의 책무와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국
가 및 지역단위에서 문자해득교육을 촉진·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 중졸 미만 성인이 약 600만 명으로 15세 이상 인구의 15.7%가 상존(‘05년
통계청)하여, 학력격차는 임금격차·평생학습참여율 격차로 연결되어 빈곤
의 악순환을 야기시켜 사회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함으로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차원에서 문자해득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인정체제 및 지원체
제 마련.
※ 학력별 임금격차(고졸 100 기준, ’05년 노동부) : 중졸이하(85.5) 대졸이상
(154.9) 및 학력별 평생학습참여율(’04년 통계청) : 초졸이하 (5.0%), 대졸
이상(42.6%)

○ 문자해득교육 기관의 교육환경 및 학력인정체계의 경직성 극복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 강화
※ 야학의 건물 소유형태 중, 기관 자체 소유는 21.4%(’04년 KEDI)
※ 문해교육전담기관 중, 연간운영예산이 2,400만원 이하는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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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여성, 외국인근로자, 새터민 등 새로운 유형의 소외계층 증가에
따른 평생교육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통한 사회통합 실현 필요

< 신 소외계층 유형별 증가 추이 (단위: 명) >
구 분

2000년

2003년

2005년

2006년

연도별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여성 수
(국제결혼 이주여성, 통계청)

7,304

19,214

31,180

30,208

외국인근로자
(산업연수생 포함 장기체류자, 법무부)

210,249

437,954

485,144

404,051 (‘07)

새터민 (통일부)

312

1,281

1,383

2,019

※ 외국인근로자 중, ‘직업교육'에 대한 요구는 71.8%, '컴퓨터 관련 분야 교육'
에 대한 요구는 67.4%,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한국어와 한글교육'에 관한
요구는 53.3%(’03년 국가인권위원회)

□ 해설
○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2원화 체제 구축을 통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
램의 자율성 보장 및 지원체제 구축
- 학력인정 또는 미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두 가지 유형 허용
․학력미인정 프로그램의 경우 현행처럼 자유롭게 운영하고,
․학력인정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초·중학교 졸업학력의 최소한의 질을 보
장하는 차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및 지정기준을 정하여
운영

○ 문자해득교육의 실시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역할
- 교육감: 문자해득 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 또는 지정(법제39조제2항)
․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기관: 초등학교 및 중학교
․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문자해득
교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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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문자해득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법제39조제3항)
․ 문자해득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의 범위(법시행령제72조제1항)
①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② 문자해득교육 교재비 및 교구비
③ 문자해득교육 교원의 인건비 및 연수비 등
․ 문자해득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법시행령제72조제2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 참고사항
○ 중졸미만 저학력 성인의 기초능력향상 지원 확대 프로그램 현황

◦ 지자체와 공동으로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추진
- 공공 및 민간단체, 야학 등에서 운영하는 중학과정 이하의 성인 문해교
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 ’06년 61개 기초지자체, 14천명 참여, 16억원 → ’07년 108개 기초지
자체, 33천명 참여, 23억원
- 문해교육 전담 비영리 민간기관에 대한 임대료 등 기관운영비 지원
※ ’07년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부터 기관당 500만원 이내 운영비 지
원
◦ 성인 기초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보급
- 일상생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의사소통능력, 수리력, 문제해
결능력, 정보화능력 등 신 기초능력향상 도모
-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평생교육기관에서 학습자의 특성
등에 따라 신축적으로 활용하도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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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 및 지정
<평생교육법시행령>
제68조(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 및 지정) ①교육감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법 제30조에 따른 초
등학교·중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거나, 기존의 학교시설
을 활용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는 문자해득교육 프
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기관이 운영하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2.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3. 문자해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시설,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4.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입법취지
○ 저학력 성인 및 신교육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 및 지정에 대한 규정 마련
○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주체로서 학교의 기능을 강화하
여 문해교육의 저변 확대 및 학습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평생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다양한 문자해득교육기관
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교육감이 지정 가능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
로 명시함으로써, 지역, 성별, 연령 등 학습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문자해
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해설
○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의 방법
-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운영의 주체: 교육감(시·도교육청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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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운영의 기관:
· 초등학교 및 중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거나
·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학교시설을 활용 프로그램 설치·운영
- 설치·운영의 기관으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한정한 이유⟹현재, 우
리나라의 의무교육수준인 초등 및 중등수준의 학력인정 프로그램에
한정하여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함
- 설치·운영의 기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규정에 의거 설치 및 지정
○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 가능한

프로그램(법시행령 제68조제

2항)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 ｢정부조직법｣ 및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기관 및 그 소속 행정기
관과 하부행정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 예) 중앙부처 산하 연수기관, 구청 직영 평생학습센터 및 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
-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 평생교육법 제2조제2항 및 제5장에 명시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평생교육법 제 2조 2항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
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
는 단체

- 문자해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시설, 법인 또는 단체 등
에서 운영하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평생교육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비영리 형태로 문해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및 단체를 의미
-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 학교 밖의 비영리 교육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가운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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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평생교육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설치되는 '
시도문자해득교육심의위원회'에서 심사 및 승인

3)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지정신청, 취소 및 폐지신고
<평생교육법시행령>
제69조(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①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문자
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신청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
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과정별 학급수·정원·학습비
5. 교육과정 편성
6. 교원의 정수
7.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
8. 시설현황 및 시설확충계획
9. 교구와 그 밖의 설비현황 및 설비확충계획
10. 개설예정일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지정기준
에 맞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
부하여야 한다.
제71조(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의 취소 등) ① 교육감은 문자해득
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문자해득교육 프
로그램을 지정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 이 영
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
여야 한다.
제73조(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자의 폐지신고) 제70조에 따라 문
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지정받아 운영하는 자가 해당 과정을 폐지하
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폐지연월일 및 재학생 학적관리 등 남은 업무
의 처리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폐지예정일 30일 전까지 교
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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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21조(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등) ①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69조제1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위치도
2. 교육과정 편성표 및 교원 정수표
3. 시설·설비·교구 등의 설치현황 및 확충계획서
4.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5.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6.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 법인등기부 등본과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③담당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④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서는 별지 제19
호서식에 따른다.

□ 입법취지
○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제출토록 함과 동시에 그 취소, 폐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
○ 일정 정도의 요건을 갖춘 학교 이외의 시설 및 단체가 문자해득교육 프
로그램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 제출해야 할 구체적인 서류 및 제출양식을
규정함으로써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및 운영에 따른 행정의 합
리성 도모
- 국민들에게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문해교육기관에게는 교육기
관으로서 공신력 있는 지위를 부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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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신청 절차
② 의뢰

교 육 감

의뢰
통보

(지정권자)
④지정 신청
서 서면 및
현장방문
평가(교원,
교육과정,
시설 및 설
비 등)

①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지정신청서(교육감)
․지정신청서
┌ 명칭 *기관의 명칭
├ 목적
├ 위치
├ 과정별 학급수·정원·학습비
├ 교육과정편성
├ 교원의 정수(규모에 따라 달리 정함)
├ 필요한 경비조달 방법
├ 시설현황 및 시설확충보계획
├ 교구와 설비현황 및 설비확충계획
└ 개설예정일

③지정여부
검토
⑤지정서
교부

평생교육진흥원/
문자해득교육심의위원회

(문자해득
교육심사위
원회-교육
감 설치)

문자해득 교육프로그램 설치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초등 및 중학교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시설 및 단체)
-기타 교육감이 지정하는 법인·단체

< 관 계 법 령 >
① 평생교육법시행령 제36조제1항
② 평생교육법시행령 제68조제2,3항
〃
제69조제1,2항
③
④
〃
제70조제1,2항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2조
⑤

< 지정계획서 첨부서류 >
- 위치도, 교육과정편성표 및 교원 정수표, 시설·설비·교구 등의 설치현황 및 확충계
획서
- 설치자개인의 경우 이력서,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 법인등기부등본과 설립총
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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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신청서 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처리기간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신청서
신
청
인

13일

① 명 칭

④ 설 립 일

② 대 표 자

⑤ 주민등 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⑥ 전 화 번 호

⑦ 명 칭
⑧ 목 적
⑨ 위 치
⑩ 홈페이지 주소
구 분
과 정

⑪ 학 급 수

⑫ 정 원

⑬ 1명당 학 습 비(월별)

⑭ 비 고

초 등 학 교 과 정
중 학교과 정
합 계
⑮ 교 육 과 정 편 성
⑯교 원 의

교육과정 편성표로 갈음함

정 수

⑰ 시 설 ·설 비 ·교 구

교원의 정수표로 갈음함
등

시설·설비·교구 설치현황 및 설치계획서로 갈음함

개 설 예 정 일
「평생교육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
라 위와 같이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인)
신청인
(
)교육감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수 수 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첨
부
서
류

1. 위치도 1부
1.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2. 교육과정 편성표 및 교원 정수표 각 1부
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3. 시설·설비·교구 등의 설치현황 및 확충계획서
1부
4.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1부
5.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1부
6.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 법인등기부 등본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1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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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서 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제

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서
기 관 명
주 소

신청기관

(전화:

)

(전화:

)

사업 자등록 번호
대
표
자

성명

(한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
과 목 명

단 계 명

이수기간(주)

시간/주

비고

1단계
초등학교과정

2단계
3단계

인정내용

1단계
중학교과정

2단계
3단계

「평생교육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교육감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지정취소 등(시행령 제71조)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지정받아 운영하는
경우
-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지정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실
시 후, 그 결과 공개
○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자의 폐지신고(시행령 제73조)
-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지정받아 운영하는 자가 해당 과정을 폐지하
고자 하는 경우 폐지신고서를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교육감에게 신고
- 폐지신고서의 기재내용
· 폐지 사유
· 폐지 연월일
· 재학생 학적관리 등 남은 업무 처리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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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

<평생교육법시행령>
제70조(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 ①법 제39조에 따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교과정의 교원은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가
진 자, 중학교과정의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교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각각 진흥원 또는 시·도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문
자해득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한 교원을 확보할 것. 다만, 초등학교
과정의 교원은 고졸 이상 학력소지자로서 진흥원 또는 시·도진흥원에
서 운영하는 문자해득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제76조제1항에
따른 문자해득교육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로 확보할 수 있다.
2. 교육 활동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
3.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수준에 상응하는 문자해득교육과정을 운영할 것
②제1항에 따른 교원, 시설·설비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교
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22조(문자해득 교육프로그램의 교원의 배치 등) ①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교원은 초등학교과정에는 학급마다 1명
이상을 두고, 중학교과정은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1명을, 3학급을 초과
할 때에는 1학급 증가할 때마다 1.5명 이상의 비율로 더 배치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한 학급의 규모는 초·중학교과정 모두 각각 30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은 별표 3에 따른 교육
활동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성인 학습자의 학습능력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⑤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포함한 문자해득교과
용 도서를 개발·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자해득교과용 도서의 저작
(著作) 등에 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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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취지
○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을 위한 명시적 기준을 제시함으
로써 일정 수준의 문해교육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
○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학력인정과 연계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자 함.

□ 해설
○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법시행령제70조)
- 교사 및 강사 : 교사자격소지자 등 필요인원 확보
- 시설 및 설비 : 학교급별 교육기본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
- 학습과정의 내용 : 초․중학교 상응하는 문자해득교육과정을 운영할 것
○ 문자해득 교육프로그램의 교사의 자격기준(법시행령제70조제1항)
과정

자격조건

연수 및 기타 조건

대졸이상
초등학교 과정 교원

중학교 과정 교원

문해교육연수과정이수
문해교육연수과정이수

고졸이상

+문자해득교육심의위원회 인정

초중등교육법에
교사자격증 소지자

따른

문해교육연수과정이수

- 초등학교과정 : 전공에 상관없이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추
고 평생교육진흥원 또는 시도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연수를 이수한
자. 단, 대졸 미만,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자가 교육감이 설치 운
영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사가 되기 위
해서는 진흥원 및 시도진흥원이 실시하는 연수과정일 이수한 후
에 문해교육심의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함.
- 중학교과정 : 「초중등교육법」제 21조 2항에 따라 정교사(1급, 2
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 2급), 사서교사(1급, 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 및 영양교사(1급,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 중에 평
생교육진흥원 또는 시도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연수를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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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해득 교육프로그램의 교사의 배치수(법시행규칙제22조제1항및
제2항)
- 초등학교과정 : 학급마다 1인 이상
- 중학교 과정 :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3인, 3학급 초과시 1학급 증가할
때마다 1.5인 이상비율로 더 배치
-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 공히 한 학급마다 30인 이내로 편성
○ 문자해득 교육프로그램의 교육과정(법시행규칙제22조제1항및제2항)
- 성인학습자의 학습능력과 경험 등을 고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함
- 교육과정은 초등학교과정과 중학교과정으로 구분되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평생교육진흥원에 두게 될 '문자해득교육심의위원회'에서 정하
도록 함(법시행령제76조제1항)
· 평생교육법시행규칙 별지 19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해교육과정은
학교급별로 각각 3단계로 구성될 예정임
· 문자해득 교과용 도서의 개발 및 보급: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문자해득 교육프로그램의 시설 및 설비기준(법시행규칙제22조제3항)
-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거나 교육감으로부터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지
정받기 위해서는 「평생교육법시행규칙」 [별표 3]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소한의 시설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별표 3]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시설·설비 기준(제22조제3항 관련)
구분

시설·설비 기준
가. 수업실 1실 이상(수업실의 최소 기준면적은 30제곱미터로 하고, 동시 학

1. 학습시설

습자 1명당 0.5제곱미터씩 추가한다)
나. 학습에 필요한 시설·설비

2. 교원연구실

1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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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시설'이라고 함은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수업실’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의미하며,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하거나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최소 1실 이상의
‘수업실’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수업실'은 강의와 학습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최소 30제곱미터의
규모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동시 학습자 수에 따라 0.5제곱미터의
추가 공간이 추가됨.
* '동시 학습자'라고 함은 동일 시간대에 동일 시설(교실)을 이용하는
학습자를 의미함.
* 학습시설 공간 산출 공식 (1실 기준) : 30제곱미터 + (동시학습자
수 * 0.5)제곱미터

<동시학습자 및 시설기준표>
동시 학습자 수 (명)
최소 학습시설 면적
(제곱미터)

동시 학습자 수 (명)
최소 학습시설 면적
(제곱미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30.5

31

31.5

32

32.5

33

33.5

34

34.5

35

35.5

36

36.5

37

37.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8

38.5

39

39.5

40

40.5

41

41.5

42

42.5

43

43.5

44

44.5

45

- '학습에 필요한 시설․설비'는 책상, 걸상, 칠판, 도서 등 학습에 필요
한 제반 시설과 설비를 의미함.
- '교원연구실'이란 수업 준비, 학생 관리, 학생 상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며 규모와 관계없이 최소 1실 이상을 갖추고 있어
야 함. 통상적으로 교무실, 교사연구실 등이 여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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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초중등교육법 [별표 2] <개정 2007.12.14>
교사자격기준(제21조제2항관련)
학교별

자 격

중 등 학 교

정 교 사(1 급)
1.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
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2. 중등학교 정교사자격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
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수여받은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3.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
교육을 받은 자
4. 교육대학·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로서 3年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초 등 학 교

1.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
육을 받은 자
2.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경력이 3年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초
등교육과를 졸업한 자
3.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자

1. 특수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정의 재교
육을 받은 자
2. 특수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1年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
특 수 학 교

은 자
3.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
4.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
는 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
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자 격

정 교 사(2 급)

학교별
중 등 학 교

1. 사범대학 졸업자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大學院 敎育科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4.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 졸업자
5. 대학·산업대학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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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7.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자
8. 교육대학·전문대학의 조교수·전임강사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초 등 학 교

특 수 학 교

1. 교육대학 졸업자
2. 사범대학 졸업자로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한 자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초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5.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
6.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입소 자격으로
하는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7. 초등학교 준교사자격증 가진 자로서 교육경력이 2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
과를 졸업한 자
1.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특수교육과를 졸업한 자
2.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
2의2.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
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
4.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을 받은 자
5. 특수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6.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
이 있는 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
을 전공하고 석사학위을 받은 자

자 격

준 교 사

전문상담교사(1급)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

1.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

학교별
중 등 학 교

정하는 대학(전문대학을 제

(「유아교육법」에

외한다)의

전문상담교사(2급)

따

1. 대학·산업대학의 상담·심
리관련학과

졸업자로서

공업·수산·해양

른 2급 이상의 교사자

재학중 소정의 교직학점

및 농공계 학과를 졸업한

격증을 포함한다)을 가

을 취득한 자

자

진 자로서 3년 이상의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학원의

지정하는

2. 중등학교 준교사자격검정
에 합격한 자
3. 중등학교 실기교사로서 5

상담·심리교육

교육대학원

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

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

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

진 자로서 대학·산업대학·

의 전문상담교사양성과

를 받은 자

기술대학(학사학위
한한다)

또는

과정에

정을 이수한 자

3.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

대학원에서

2. 전문상담교사(2급)자격

관련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증을 가진 자로서 3년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자

이상의

전문상담교사

포함한다)을 가진 자로서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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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등 학 교

1. 초등학교 준교사자격검정

수를 받은 자

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에 합격한 자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

2.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

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
수한 자

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
다고 인정되는 자를 입소
자격으로 하는 임시 교원
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3.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
졸업자
특 수 학

1. 특수학교 준교사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2. 특수학교 실기교사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자격

사서교사

사서교사

(1급)

(2급)

학교별
중등학교

1.

실기교사

사서교 1. 대학·산업 1.

보건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영양교사

(1급)

(2급)

(1급)

(2급)

전문대학(전문 보건교사 1.

대학· 영양교사 1.

대학·산업

초등학교

사(2급)

대학 졸업

대학에 준하는 각 (2급) 자

산 업 대 (2급)자

대학의식품

특수학교

자격증을

자로서 재

종학교를 포함한 격 증 을

학의 간 격 증 을

학 또는 영

가진

자

학중 문헌

다. 이하 이 란에 가진

호 학 과 가진

자

양학

관련

로서 3년

정보학 또

서

같다)졸업자 로서 3年

졸 업 자 로서 3년

학과

졸업

이 상 의

는 도서관

로서 在學중 대통 이 상 의

로서 재 이 상 의

자로서

사서교사

학을 전공

령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사

학중 소 영양교사

학중

경 력 을

하고 소정

실과계의 기능을 경 력 을

정의 교 의

경력

의

가 지 고

의 교직과

이수한 자, 또는 가 지 고

직 학 점 을

가지

점을

취득

자격연수

정을 이수

고 등 기 술 학 교 의 자격연수

을 취득 고

자격

하고

영양

를

한 자

전공과를 졸업한 를

하고 간 연 수 를

사면허증을

자 또는 「평생교 자

호 사 면 받은 자

가진 자

받은

자
2.

2.

준교사

자

받은

소정
교직학

사서교

이상의 자

육법」 제31조제

허 증 을

사(2급)

격증을 가

4항에 따른 전문

가진 자

자격증을

진 자로서

대학학력인정 평

2. 전문대

가 지 고

소정의 사

생교육시설의 교

학의 간

대학원

교육대학

서교사 양

사자격 관련과를

호과 졸

는

원

성 강습을

졸업한 자

또는

2.

재

영양사면

허증을
지고

가
교육
또

교육과

업 자 로

학기술부장

2. 대학(대학에 준

서 재학

관이

지정

기 술 부 장 3. 교육대학

하는 각종학교를

중 소정

하는

대학

관이

또는

포함한다)·전문대

의 교직

원의교육과

정 하 는

교육과학

학 졸업자로서 재

학 점 을

에서

대학원의

기술부장

학중 예능, 체육

취 득 하

교육과정을

교육과학
지

받은 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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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에

관이 지정

기타 대통령령으

고 간호

이 수 하 고

서

사서

하는 대학

로 정하는 기능을

사 면 허

석 사 학 위를

교육과정

원의 교육

이수한 자

증을 가

받은 자

을

과에서 사 3. 실업계 고등학교

하고

전공
석

서교육과

또는 3년제 고등

사학위를

정을 전공

기술학교의 졸업

받은

자

하고 석사

자로서 실기교사

로서 1년

학위를 받

의 자격검정에 합

이 상 의

은 자

격한 자

진 자

사 서 교 사 4. 사범대학 4. 실업과, 예능과
경 력 이

졸업자로

또는 보건과에 관

있는 자

서 재학중

한 지식과 기능을

문헌정보

가진 자로서 실기

학

교사의 자격검정

또는

도서관학

에 합격한 자

을 전공한
자
비 고
1. 이 표 중 초등학교는 공민학교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각종학교를, 중등학교는 중학교·高等學校·고등
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또는 이들과 동등정도의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2. 교장·교감·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및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원장·원감의 경
력연수는 교육경력연수로 볼 수 있다.
3. 이 표 중 전문대학에는 종전의 초급대학·전문학교 및 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4. 실기교사란중 실업계 실기교사는 국가기술자격종목이 있는 과목은 해당 종목의 기능사 2급 이상 자
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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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절차
<평생교육법시행령>
제74조(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절차) ①법 제40조
에 따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가 학력인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학력인정 기준에 맞는지
의 여부를 조사하여 학력 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교육과
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학력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5조(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기준 등) ①초등학
교·중학교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만 18세 이상인 자로 한다.
②학습자가 법 제40조에 따라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교육과정을 이
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에는 제14조에 따른 학습계좌를 통한
과정이수를 학력인정기준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하
되, 학습계좌에 따른 인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
관이 정한다.
④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문자해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제도를 수립·실시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23조(문자해득 교육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절차) ①영 제74조
제1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이수자가 학력인정을 받으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학력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이수 내역서
2. 그 밖의 과정 이수 증명서류
②담당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
민등록표 초본 또는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영 제74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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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취지
○ 저학력 성인학습자들을 위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력 취득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 및 평생교육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국민
들의 학습권 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문자해득교육 학력인정 주체 및 절차를 분명히 함으로써 학력 취득을
희망하는 성인학습자들의 학력취득이 용이하도록 함.
○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거나 지정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한
성인학습자가 별도의 시험 절차 없이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성인 학습자들의 학력 취득 경로를 다양화하고 이들의 생활세계
에 적합한 문자해득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함.

□ 입법과정상에 나타난 쟁점
○ 당초 평생교육법시행령안에 있어서는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에 입학할
수 있는 자의 자격조건으로서 초등학교과정은 ‘초등학력 미이수자로
학령초과자’, 중학교과정은 ‘초등학력 소지자로 중등학령 초과자’로 규
정하고자 하였으나,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력인정이 초등
및 중학 중퇴자 등의 조기학력취득기회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여 ‘18세
이상의 자’로 한정함
○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과 관련하여 지정된 문자해
득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학력인정문해력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력인정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입법예고가 되었으나,
관련 기관등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문자해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제도를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수정함

□ 해설
○ ｢평생교육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자해득교육의 학력인정에
대한 절차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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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인정 자격 및 절차
- 신청 자격 : 교육감이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에
입학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만 18세 이상의 성인학습자.
* 교육과정 기준은 평생교육진흥원이 설치하는

'문자해득교육심의위

원회'에서 정하여 공표함.
- 신청 주체 : 위 항에 해당하는 신청 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이 개인
이 소속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의 대표
- 신청 방법 : 「평생교육법시행규칙」제23조제1항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에게 제출하면 교육감은
학력인정 기준에 맞춰 이를 심사하고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르는
학력인정서 교부.
- 학력인정 평가 : ‘문자해득교육심의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성인이 학력인정을 신청 했을 경우 교육감은 해당 학습자에게 학력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함. 단,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
하여 문자해득수준 측정을 위한 문자해득능력 검사를 실시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문자해득교육 학력인정이 저학력 성인들에게 학력 취
득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성인학습자의 부담
을 최소화할 수 있는 평가 방식을 활용해야 함(예 : 문자해득교육 프
로그램 지도교사에 의한 자체 구술평가, 간단한 평가지 등).

지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
+
⇒
학습계좌제 과목이수
(전체 이수단위의 2/3 이내)

학력인정 신청서제출
(개인/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제공기관⇒교육감)
-시행규칙 별지 20호서식
↓
이수단위인정
↓
학력인정서 교부(교육감)
-시행규칙 별지21호서식

⇒

초등 또는 중학교
학력취득

○ 중학교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시행시기 :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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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절차 및 운영개요
구 분

내

용

대상
기관

․초․중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또는 초등 및 중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또는 평생교육단체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관 등 국가 및 지자체 설립 교육기관
․기타 교육감이 인정하는 평생교육기관

절차

․별지 18호의 문해교육프로그램인정신청서 제출
(평생교육관련기관→교육감)
․제도개선, 교원의 자격인정 등→
평생교육진흥원/문자해득교육심사위원회)
․적정여부조사․확인(교육감/문자해득교육심사위원회)
․별지19호의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지정서 통지(교육감)

기준

․정원: 30명 이내로 구성
․교․강사 자격
-초등과정: 대졸자+ 문자해득교육 연수과정이수자
고졸자+문자해득교육 연수과정이수자(문자해득
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
-중등과정: 교사자격증소지자+문자해득교육 연수과정 이수자
․시설․설비: 학력인정 학교급별 수준상응
․학습과목 내용: 초등 또는 중학교 수준에 상응하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개발한 성인문해교육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
·학습계좌제 인정과목 2/3까지 졸업이수학점에서 인정

대상

․초등과정: 초등과정 미이수자로서 18세 이상자
․중학과정: 초등학력소지자로 18세 이상자

절차

․별지20호의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이수 학력인정신청서 제출
(개인 또는 문해교육실시기관→교육감)
․적정여부 조사․확인
(평생교육진흥원/문자해득교육심의위원회
․별지21호의 학력인정서 교부(교육감)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평가지정

학력인정

기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세부기준 설정하여 고시

종별

․초등학교 졸업학력
․중학교 졸업학력

문해교육심의위원회

․문해교육 관련 업무의 심의를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에
설치(학습과정 평가인정, 학력인정, 교강사 자격심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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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
제

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이수 학력인정 신청서

성명
신 청 인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정명

단계명

(전화:
이수기관명

이수기간

)

총이 수시간

총계

첨
부
서
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교육과정 이수 내역서
2. 그 밖의 과정 이수 증명서류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등본

「평생교육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
라 위와 같이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이수에 따른 학력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신청인(대표자)

일
(서명 또는 인)
교육감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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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제

호

학력인정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과정명 :
위 사람은 「평생교육법」 제40조에 따라 (

) 졸업 학력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교육감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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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계좌제 및 기존 학습경험 인정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75조 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법 제14조에 따른
학습계좌제를 통해 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력인정을 위해 필요한 전
체 교육 시수의 2/3 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교육감이 설
치·운영하거나 지정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과정 이수를 통해 보
충해야 함. 단, 학습계좌제를 통해 개설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이
교육감이 설치 및 운영하거나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일 경우 학력인정을 위해 필요한 전체 교육시수의 100%까
지 인정할 수 있음
- 이 외, 이전 학습경험에 대한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진흥원
에 설치될 ‘문자해득교육심의위원회’에서 정하여 공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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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자해득교육 심의위원회 등
<평생교육법시행령>
제76조(문자해득교육심의위원회 등의 구성) ①문자해득교육 제도의 개
선, 문자해득교육 교원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문자해득교육심의위원회를 두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
장이 정한다.
②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기준 및 그 충족 여부, 문자해득교
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기준 및 그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문자해득교육심사위원회를 두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입법취지
○ 평생교육진흥원 및 시도교육청에 '문자해득교육심의위원회'를 둠으로
써 문자해득교육 제도의 조기 안착과 체계적 제도화에 기여할 수 있
도록 함.
○ 문자해득교육을 설치, 운영, 지정 및 지원을 하는 교육청,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해설
○ 평생교육진흥원 '문자해득교육심의위원회'
- 구성 주체 : 평생교육진흥원장
- 심의위원의 자격, 임기, 기능 : 평생교육진흥원장이 정함.
- 주요 기능 : 문자해득교육 제도 개선, 문자해득교육 교원 자격 승인,
문자해득교육 교육과정 승인 및 기타 진흥원장이 정하는 사항.
○ 시도교육청 '문자해득교육심사위원회'
- 구성 주체 :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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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위원의 자격, 임기, 기능 : 교육감이 정함.
- 주요 기능 :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 및 지정 승인, 문자해득교
육 학력 인정 기준 및 방법 심사, 학력인정 여부 심사 및 기타 교육
감이 정하는 사항.
○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 및 학력인정 절차개요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진흥원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
평가계획수립
↓

평생교육진흥원

문자해득 교육 프로그램 지정

(시․군․구교육청)

신청서 접수

⇐

평생교육기관
문해교육기관

↓
평생교육진흥원

평가

서면 평가

관련 및 현장전문가

실시

현장 평가

평생교육기관
⇒

문해교육기관

↓
평생교육진흥원

문자해득교육심사위원회 심의
(교육감설치)
↓

평생교육진흥원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현장의견수렴

지정 확정
↓

교

육

감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서 교부

⇒

평생교육기관
문해교육기관

↓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진흥원
교

육

감

평생교육진흥원

↓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학력인정 신청서접수
↓

⇐

⇐

평생교육기관
문해교육기관
개인 또는
문해교육기관

문자해득교육심의위원회 심의
↓

교

육

감

학력인정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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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평생학습결과의 관리․인정
가. 학점, 학력 등의 인정

<평생교육법>
제41조(학점, 학력 등의 인정) ①이 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
교육과정외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과정을 이
수한 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 또
는 학력을 인정 받을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
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1. 각급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각종 교양과정과 자격취득에 필요
한 과정을 이수한 자
2. 산업체 등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사내인정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각급학교․산업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실시하
는 능력측정 검사를 통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자
4.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와 그 문하
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③각급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학습자가 제31조에 따라 국내외의
각급학교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학점․학력
및 학위를 상호 인정할 수 있다.

□ 입법취지
○ 다양한 경험학습에 대한 학점․학력인정과 국내외의 각급학교 및 평생
교육시설에서 취득한 학점․학력 및 학위의 상호 인정방안을 마련하
도록 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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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설
○ 도입배경
- 문민정부하의 제2차 교육개혁방안으로 제시(’96. 2. 9)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강화
․문하생제도를 통한 전통문화예술 등 특수분야에서의 학력인정
- 근거법률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학점취득원 및 학점인정
․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의 학습과목 이수
․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 이수
․ 국가자격 취득
․ 시간제 등록에 의한 학습과목 이수
․ 독학사시험 합격 또는 시험면제과정 이수 학습과목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문하생 학점인정
○ 평가인정 대상기관('08.2 현재, 495개 기관, 21,671개 과목 평가인정)
․ 대학교․전문대학 부설 평생(사회)교육원
․ 전공과를 둔 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 학원(기술계, 어학계, 사회계, 예체능계)
․ 전공심화과정․특별과정을 둔 전문대학
․ 학력인정이 되지 않은 대학교․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중요무형문화재
․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연도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위수여 현황 : 총 100,699명(학사 66,107명,
전문학사 34,592명)
연도

‘99～’04 ‘05.2

‘05.8

‘06.2

8,915

4,751

4,442

7,562

전문학사 15,605

2,981

568

3,737

학사

계

24,520

7,732

5,010 11,299

‘06.8

‘07.2

‘07.8

‘08.2

계

5,321 12,624

8,084

14,408

66,107

4,177

1,316

5,288

34,592

6,241 16,801

9,400

19,696

100,699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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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학점은행제」(Credit Bank System) 개요
○ 목 적
-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
하고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까지 가능한 대안적 방식의 고등교
육제도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98년에 도입

○ 도입배경
- ’95. 5. 31. 제1차 교육개혁 방안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기
반구축의 일환으로 언제, 어디서나 개인이 이수한 경험학습을 학점으
로 인정하고, 학위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학점은행제 도입제안
○ 추진방향
- 다양한 평생교육기관 참여를 통한 학습자 선택의 폭 확대
- 학습과정의 질적 수준 향상 도모를 통하여 사회적 신뢰도 증진
- 21세기 지식기반사회 대비를 위하여 실용성 강화
- 대학교육의 틈새 공략을 통한 차별화․특화 운영
○ 관련법령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5275호, 1997. 1. 13)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5478호, 1997. 9. 11)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교육부령 제713호, 1998. 2. 28)
○ 주요내용
- 학점인정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시간제 등록 이수
․국가기술자격 취득, 독학사 시험합격 등
- 학위수여
․학사학위 : 140학점이상 취득자
․전문학사학위 : 3년제 120학점․2년제 80학점이상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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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학습자와 자격인정자 등 고등교육 기회 확대
형식적 학력사회

➡

실질적 능력사회 유도

전문대․대학
편입학 기회부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상
학점인정



평생교육법
취득학점

학점은행제
취득학점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국내외학교
취득학점
(고등교육법
제23조)

․각급학교, 평생교육시설의 교양과정, 자격취득과정 이수자
․산업체 등에서 일정교육후 사내인정자격 취득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민간단체 실시 능력측정검사
인정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와 문하생

※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편입학 규정 신설(제23조의2 신설)
- 99. 8. 31 공포, 2000. 3. 1 시행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과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점 및 학력인정을 받
았을 경우에는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는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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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 칙
가. 행정처분

<평생교육법>
제42조(행정처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
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한 경우
2. 인가 또는 등록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
4. 제28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입법취지
○ 평생교육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관할관청이 설치인가 또는 등
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해설
○ 행정처분의 종류
- 시설 설치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대상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 및 원격대학형태의 평생
교육시설형태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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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 정지
․대상 : 각종 인가, 등록, 신고 및 보고대상 평생교육시설
․기간 : 1년이내
○ 행정처분의 사유
- 시설 설치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반
드시 취소)
․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
․ 법 제28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반드시
취소)
※ 시설 설치자 결격사유(법 제8조제2항)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 종료로 간주되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교과부장관 또는 교육감에 의하여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
나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임원중에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평생교육과정의 운영정지
․인가 또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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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 문
<평생교육법>
제43조(청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입법취지
○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행정절차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문의 기회를 부여함

□ 해 설
○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불이익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의
견청취(청문․공청회․의견제출)를 통하여 당사자 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또는 청문절차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참고로 행정청의 각종 처분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절
차법이 제정․공포되어 ’98. 1. 1.부터 시행되고 있음

□ 참고사항
○ 청문절차(행정절차법 제27조부터 제37조까지)
- 의견제출
․제출시기 : 처분 관할행정청의 처분전
․제출방법 :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
- 청문의 공개
․당사자의 공개 신청이 있거나 청문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개
가능
- 청문의 진행
․당사자 등은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 가능 (단,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는 출석하여 진술한 것
으로 봄)
- 청문의 종결
․의견진술․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결
․행정청은 청문 결과를 적극 반영- 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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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권한의 위임
<평생교육법>
제4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학기관의 장․교
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시행령>
제77조(권한의 위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제44조에 따라 다음 각호
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대학기관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각각 위임
한다.
1. 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15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 : 해당 대학기관의 장
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의 수리 및 폐쇄
의 접수 : 당해 원격평생교육시설 중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
는 교육감

□ 입법취지
○ 평생교육 업무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
육감의 권한의 일부를 하부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해 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 ⇒ 대학의 총․학장에게 위임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권한을 총․학장에게 위임
- 전문대학, 4년제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해당 대학의 총·학장이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 다만, 이들 대학에서 학점은행제나 시간제 등록제로 평생교육 관련과
목을 수한 경우에는 제외(이 경우, 평생교육진흥원장이 자격증 발급)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 ⇒ 교육감에게 위임
-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의 수리
및 폐쇄통보의 접수(시행령 제7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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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평생교육법>
제4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진흥위원회·진흥원·평생교
육협의회 및 평생학습관이 아니면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
한다.

□ 입법취지
○ 평생교육의 주요추진체제 및 전담기구의 명칭에 대한 보호권 설정의
차원혹은 학습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들 평생교육 추
진체제 및전담기구의 명칭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근거
마련

□ 해설
○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시·도평생교육협의회, 시·군·구평생교육협의회 등과
같은 평생교육 주요추진기구의 명칭보호를 통한 학습자의 권리 보호
○ 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평생학습관 등과 같은
평생교육 전담기구의 명칭보호를 통한 학습자의 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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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과태료의 부과․징수
<평생교육법>
제3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한다.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를 제출한 자
2. 제32조제4항, 제33조제2항·제3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
제3항 및 제3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한 자
3. 제45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
한 때에는 관할청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
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
판을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
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관할청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밝혀 과태료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과태료처분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
함한다)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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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관할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7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7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절
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
는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입법취지
○ 관할관청의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의 제출 또는 신고
대상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해 설
○ 과태료 부과대상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지사의 조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 제출(제18조제2항)
- 폐쇄신고 또는 설치신고 대상 평생교육시설의 신고태만
․사내대학(제32조제4항) 및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제33조제3
항) 폐쇄신고 태만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제33조제2항), 사업장부설(제35조제2항)․
시민사회단체부설(제36조제3항)․언론기관부설(제37조제3항)

평생교

육시설,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제38조제3항) 설치신고
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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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금액 : 500만원이하
○ 과태료 부과절차
- 과태료 부과․징수 : 관할관청
- 이의제기 :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
- 과태료 체납 :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해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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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 칙
<평생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4항·제5항과 제34조는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33조제5항
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제22조제4항을 적용한다
제3조(학력인정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20조제
2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시·도교육감의 평생교육업무에 대한 경과조치) ①제11조, 제12
조, 제13조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제8호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이 법 시행 전부터 수
행하여 온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한다.
②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14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
감이 지정·운영하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지정·운영은 종전의 규
정에 따른다.
제5조(고등기술학교 전공과를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는데 따른 적용
례 및 경과조치) ①제31조제4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초·중등교육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에 한
하여 적용한다.
②제31조제4항에 따라 고등기술학교 전공과 과정이 평생교육시설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과정에 재학 중인 자는 전환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7조(설립준비)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에 관
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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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위원회는 설립준비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설립준비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까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위원은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連名)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사무를 인
계하여야 하며, 위원이 이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
⑤설립 당시의 평생교육진흥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제8조(공무원의 파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생교육진흥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평생교육진흥
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9조(권리·의무의 승계)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와 관련된 한국교육개발원의
권리·의무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평생교육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학점인
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
센터와 관련된 한국교육개발원의 권리·의무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등기와 동시에 평생교육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한국방송
통신대학교 독학학위검정원과 관련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권리·의무
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평생교육진흥원이 포괄 승계
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센터, 학점은행센터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독학학위검정원
의 직원이 평생교육진흥원의 직원으로 임용되고자 원하는 때에는 종
전의 소속 기관에서 퇴직하고 평생교육진흥원에 신규 임용되어야 한
다. 이 경우 원장은 정원의 범위 안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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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취지
○ 평생교육법의 시행일, 평생교육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지, 평생교
육진흥원의 설립에 따른 설립준비 및 종전의 평생교육센터, 학점은행
센터, 그리고 독학학위검정원의 권리의무 승계의 근거를 마련함

□ 해 설
○ 법령 시행일(법 부칙 제1조, 시행령 부칙 제1항, 시행규칙 부칙 제1조)
- 평생교육법

: 2007. 12. 14 공포, 2008. 2. 15 시행

- 평생교육법시행령

: 2008. 2. 14 공포․2008. 2. 15시행

- 평생교육법시행규칙 : 2008. 2. 18 공포․시행

○ 종전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법 부칙 제3조)
- 종전의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 이에 따라 종전의 평생교육법령에 의해 설치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그 설립주체가 비록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고도 종전
과 같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시·도교육감의 평생교육업무에 대한 경과조치(법 부칙 제4조)
- 시·도 교육감이 평「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제8호에 따라
평생교육법 개정이전부터 수행하여 왔던 평생교육 관련 업무는 계속
하여 수행하도록 규정함
- 이에 따라 종전의 법령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설치·운영하여 왔던
시·도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업무의 계속성을 보장하도
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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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기술학교 전공과를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는데 따른 경과조치(법
부칙 제5조)
- 평생교육법 전부개정 이전에 초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
를 설치·운영하여 왔던 고등기술학교에 한정하여서만 평생교육시설
로의 전환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은 종전의 법규정상의 미비점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규정된 것
임을 분명히 하고자 함
○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운영에 따른 설립준비(법 부칙 제7조 및 제8
조) 및 권리·의무승계(법 부칙 제9조)
-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에 따른 설립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공무원파견
-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에 따라 종전의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
학점은행센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독학학위검정원의 권리·의무를
평생교육진흥원이 포괄승계토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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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회교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교육
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교육시설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제11조(사회교육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교
육법」에 따라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12조(학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교육법」
에 따른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해
당 학력이 인정된 자로 본다.
제13조(사회교육전문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
교육법」에 따라 사회교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에 따라 평
생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
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국립학교(전문대학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를 "「평생
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②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교사자격기준의 정교사(2
급)란 제2호 중 "각종학교를"을 "각종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로 한다.
③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교사자격기준의 실기교
사란 제1호 중 "卒業한 者"를 "졸업한 자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사자격 관련과를 졸업한 자"
로 한다.
④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제32조 또는 제33조"로 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제21조"를 "제32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2조"를 "제33조"로
한다.

제1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평생교육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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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취지
○ 종전의 사회교육법, 동법시행령 및 사회교육법시행규정(교육부훈령)에
의한 사회교육시설, 사회교육과정이수자, 학력인정, 사회교육전문요원
등에 관하여 경과조치의 근거를 마련함

□ 해 설
○ 종전의 사회교육시설(법 부칙 제10조)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 간주
○ 종전의 사회교육과정 이수자(법 부칙 제11조)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
○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법 부칙 제12조)
- 종전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의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중․고등학
교 학력인정을 받은 경우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해
당 학력이 인정된 것으로 간주
○ 종전 사회교육전문요원에 관한 경과조치(법 부칙 제13조)
- 자 격 증 : 종전의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는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
○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법 부칙 제14조)
-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
한 행위는 그에 해당 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
관에 대한 행위로 간주
○ 다른 법령과의 관계(법 부칙 제16조)
-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평생교육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
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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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부터
제75조까지의 개정규정 중 중학교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은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령제한에 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평생교육사 2급의 제1호 및 제2호, 평생교육사 3급의 제1호에 해당
하는 자격기준은 2009학년도 3월 1일 이후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하
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2008학년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평생교육사 1급의 제1호에 관한 규정은
2007학년도 대학원 입학자까지만 적용한다.
제5조(사회교육전문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3월 13일 당시 종전
의 「사회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취득한 사회교육전문요원 1급은 평
생교육사 2급으로, 사회교육전문요원 2급은 평생교육사 3급으로 그 자
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을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원의 장(이
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
교육개발원"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한다.
②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위임"을 각각 "위탁"으로 하
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
을 "평생교육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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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3항·제5항, 제6조제5호, 제7조제3항, 제8조제3
항, 제9조제1항제4호,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및 제15조 중 "총장"
을 각각 "원장"으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평
생교육진흥원"으로 한다.
③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전단 중 "범위(「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포함한
다)"를 "범위"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입법취지
○ 평생교육법시행령의 시행일, 평생교육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다른 법령의 개정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해 설
○ 법령 시행일(법시행령 부칙 제1조)
- 영 전체: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
- 다만, 제68조부터 제75조까지의 개정규정 중 중학교 학력인정 문자해
득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2011년 2월 15일부터 적용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연령제한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법시행령 부칙
제2조)
- 법시행령 제27조제2항의제1호에 따른 연령 제한(만 16세를 넘은 자)
에 관한 규정은 3년 경과후(2011년 2월 15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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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법시행령 부칙 제3조)
- 평생교육사 2급의 제1호 및 제2호, 평생교육사 3급의 제1호에 해당하
는 자격기준은 2009학년도 3월 1일 이후 대학 또는 대학원 입학하는
자부터 적용
- 대학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는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해당 자격증 취득
○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법시행령 부칙 제4조)
- 자격등급 : 종전의 사회교육전문요원의 자격등급은 평생교육사 자격
등급으로 변경 인정
┌ 사회교육전문요원 1급 ⇒ 평생교육사 2급
└ 사회교육전문요원 2급 ⇒ 평생교육사 3급
○ 다른 법령의 개정(법시행령 부칙 제6조)
-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해당 시행령 개정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의 일부 해당 시행령 개정
○ 다른 법령과의 관계(법시행령 부칙 제7조)
-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평생교육법」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평생교육법」해당 규정이 있으면 「평생교육법」또는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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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생교육기관 총개황
구

분

총 계

교강사수

사무직원수

23,060,371

571,151

10,135

940

730,387

8,528

2,921

각종학교(중학)

8

4,306

199

40

각종학교(고등)

8

2,764

230

47

산업체부설 고등학교

1

39

7

1

공민학교

1

65

3

-

고등공민학교

4

191

10

4

고등기술학교

12

3,378

137

49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13

661

-

-

방송통신고등학교

39

14,285

1,348

200

학교형태
학력인정평생교육기관(중학)

24

7,978

114

16

52

28,167

1,116

162

14
1
3
2

169,862
182
1,114
134

2,190
22
4

1,136
30
5

17

77,223

2,394

413

1

272,763

363

585

740

147,275

391

233

113,934

22,329,984

562,623

7,214

9

1,222

122

18

207

885,271

19,071

512

언론기관 부설

78

96,184

2,317

206

시민단체 부설

166

264,953

2,998

333

지식인력개발형태

570

170,418

11,117

1,554

원격형태

502

7,964,106

10,511

2,422

평생학습관

314

3,287,315

6,369

910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375

523,439

15,716

1,259

학원

72,723

8,701,379

494,402

-

교습소

36,409

435,697

-

-

2,581

-

-

-

학교형태
학력인정평생교육기관(고등)
산업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대학, 전문대학)
사내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특수대학원
계
유·초·중등 학교부설
사업장 부설

비형식
평생교육
기관

학습자수

114,874

계

학교형태
(준형식)
평생교육
기관

기관수

주민자치센터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07), 2007년 평생교육통계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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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현황

중

구
학교수

학

학급수

학 교

생 수

교 원 수

사무직원수

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전북
전남

24
8
4
1
2
1
1
1
1
3
2

183
90
24
5
16
7
5
6
3
15
12

계

여

계

7,978
4,157
1,013
238
664
270
201
250
83
454
648

7,131
3,799
989
200
628
212
180
240
76
374
433
고

구

분

학교수

학급수

학 생
계

등

여

114
12
6
42
13
7
34
학

계
68
7
3
27
11
3
17
-

16
2
5
4
2
3
-

8
1
2
2
1
2
-

교

수

교 원 수

여

여

계

사무직원수

여

계

여

전체

52

667

28,167

17,091

1,116

591

162

93

서울

13

194

9,534

5,880

339

194

54

35

부산

7

144

5,956

3,799

212

119

34

15

대구

4

38

1,693

893

67

22

7

5

인천

3

88

3,648

2,679

88

51

6

4

광주

1

6

283

182

12

7

2

1

대전

1

8

297

197

17

7

2

2

경기

7

80

3,163

1,454

116

59

16

9

강원

3

12

166

77

45

18

3

3

충북

1

4

185

138

8

8

2

1

전북

6

47

1,460

804

89

46

17

6

전남

2

17

838

460

49

23

5

2

경남

4

29

944

528

74

37

14

10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07), 2007년 평생교육통계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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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대학 개황

재적학생수
계열별

교원수
합계

학교수 학과수
계

여

재학생수

휴학생수

계

계

여

여

계

사무직원수

여

계

여

총 계

1

4

182

34

170

33

12

1

-

-

-

-

대학과정

1

3

139

34

130

33

9

1

-

-

-

-

사립

1

3

139

34

130

33

9

1

-

-

-

-

사회계열

-

1

51

29

47

28

4

1

-

-

-

-

공학계열

-

2

88

5

83

5

5

-

-

-

-

-

서울

1

3

139

34

130

33

9

1

-

-

-

-

-

1

43

-

40

-

3

-

-

-

-

-

사립

-

1

43

-

40

-

3

-

-

-

-

-

사회계열

-

-

-

-

-

-

-

-

-

-

-

-

공학계열

-

1

43

-

40

-

3

-

-

-

-

-

서울

-

1

43

-

40

-

3

-

-

-

-

-

전문대학과정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07), 2007년 평생교육통계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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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현황
교육훈련기관
대학(교)부설평생
교육원
구분

합계
계

학원

전공
심화
및
대학 전문 특별
교 대학 과정

계

직업훈련기관

기술 어학 사회 예능 전산
계 계 계 계
원

계

정부 언론 고등 특수 평생 중요 원격
관련 관련 기술 학교 교육 무형 교육
기관 기관 학교
시설 문화
공공 민간
제
기능
직업 직업
대학
훈련 전문
원 학교

합계

439

216

125

91

37

57

36

-

7

12

2

60

8

50

2

24

1

3

4 11 17

9

서울

149

45

39

6

3

42

27

-

7

6

2

25

-

25

-

1

1

3

2

9 11

7

부산

31

19

11

8

3

3

2

-

-

1

-

4

1

3

-

1

-

-

-

-

1

-

대구

20

14

6

8

1

3

-

-

-

3

-

1

-

1

-

1

-

-

-

-

-

-

인천

20

8

4

4

1

2

1

-

-

1

-

7

1

6

-

2

-

-

-

-

-

-

광주

18

11

5

6

2

-

-

-

-

-

-

3

1

2

-

1

-

-

-

1

-

-

대전

16

10

6

4

-

1

1

-

-

-

-

1

-

1

-

3

-

-

1

-

-

-

울산

10

2

-

2

1

-

-

-

-

-

-

2

-

2

-

5

-

-

-

-

-

-

경기

68

40

20

20

12

3

2

-

-

1

-

9

1

7

1

-

-

-

-

1

2

1

강원

4

3

3

-

-

-

-

-

-

-

-

1

1

-

-

-

-

-

-

-

-

-

충북

11

7

4

3

-

1

1

-

-

-

-

1

1

-

-

1

-

-

1

-

-

-

충남

12

9

7

2

-

-

-

-

-

-

-

1

1

-

-

2

-

-

-

-

-

-

전북

13

9

6

3

-

-

-

-

-

-

-

1

1

-

-

1

-

-

-

-

2

-

전남

17

8

2

6

3

-

-

-

-

-

-

1

-

1

-

5

-

-

-

-

-

-

경북

23

17

7

10

4

-

-

-

-

-

-

-

-

-

-

1

-

-

-

-

-

1

경남

20

10

4

6

4

2

2

-

-

-

-

3

-

2

1

-

-

-

-

-

1

-

제주

7

4

1

3

3

-

-

-

-

-

-

-

―

-

-

-

-

-

-

-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07), 2007년 평생교육통계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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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개설 현황(1)
교육훈련기관
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학원

합 계
구
분

대학교

계

평가
인정
학습
과목

개설
학습
과목

전문대학

전공심화 및
특별과정

기술계

계

어학계

예능계

사회계

전산원

평가 개설 평가 개설 평가 개설 평가 개설 평가 개설 평가 개설 평가 개설 평가 개설 평가 개설 평가 개설
인정 학습 인정 학습 인정 학습 인정 학습 인정 학습 인정 학습 인정 학습 인정 학습 인정 학습 인정 학습
학습 과목s 학습 과목 학습 과목 학습 과목 학습 과목 학습 과목 학습 과목 학습 과목 학습 과목 학습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합계 18,270 26,450 10,745 12,223 7,247 9,626 3,498 2,597 1,143 791 1,482 3,338 637 889

-

- 174 674 430 809 241 966

서울

7,824 14,784 3,603 5,943 3,348 5,685 255 258 229 313 1,137 2,886 520 830

-

- 174 674 202 416 241 966

부산

1,195 1,045

740

682 406 386 334 296 184 121

대구

1,182 1,165

994

825 646 589 348 236

15

90

73

41

19

-

-

-

-

49

54

-

-

1 143 311

-

-

-

-

-

- 143 311

-

-

인천

754

811

342

307 233 204 109 103

44

11

28

28

3

-

-

-

-

-

25

28

-

-

광주

453

435

276

223 152

21

4

-

-

-

-

-

-

-

-

-

-

-

-

대전

543

835

380

423 292 352

울산

121

76

93

경기

97 124 126
88

71

-

-

14

7

14

7

-

-

-

-

-

-

-

-

93

61

5

-

-

-

-

-

-

-

-

-

-

-

-

-

2,942 2,801 2,171 2,096 1,294 1,477 877 619 242 111

38

24

27

24

-

-

-

-

11

-

-

-

61

-

-

강원

115

125

28

7

28

-

-

-

-

-

-

-

-

-

-

-

-

-

-

-

-

충북

301

220

168

58

50

14 118

44

-

-

5

-

5

-

-

-

-

-

-

-

-

-

충남

435

681

342

422 262 393

80

29

-

-

-

-

-

-

-

-

-

-

-

-

-

-

전북

384 1,026

258

306 204 249

54

57

-

-

-

-

-

-

-

-

-

-

-

-

-

-

전남

373 1,310

177

155

8

- 169 155

63

57

-

-

-

-

-

-

-

-

-

-

-

-

경북

671

514

553

286 178

83 375 203

63

28

-

-

-

-

-

-

-

-

-

-

-

-

경남

751

529

519

396 124

90 395 306 152

85

27

9

27

9

-

-

-

-

-

-

-

-

제주

226

93

101

60

-

-

-

-

-

-

-

-

-

-

-

-

33

22

7

-

79

33 125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07), 2007년 평생교육통계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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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개설 현황(2)
교육훈련기관
직업훈련 기관
계

공공 직업 민간직업전문
훈련원
학교

언론관련
기관

정부관련
기관

기능대학

고등기술
학교

특수학교

평생
중요
원격교육
교육시설 무형문화제

평가 개설 평가 개설 평가 개설 평가 개설 평가 개설 평가 개설 평가 개설 평가 개설 평가 개설 평가 개설 평가 개설
인정 학습 인정 학습 인정 학습 인정 학습 인정 학습 인정 학습 인정 학습 인정 학습 인정 학습 인정 학습 인정 학습
학습 과목 학습 과목 학습 과목 학습 과목 학습 과목 학습 과목 학습 과목 학습 과목 학습 과목 학습 과목 학습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3,054 4,727
1,635 2,939

653 1,207 2,371 3,468
-

- 1,635 2,939

30

52 432 2,335

-

-

20

7

21 153 338 889 115 132 554 1,023 263 131 123 708
21 153 338 889

55

72 502 955 189

86

95 541

160

161

53

132

107

29

-

-

9

-

-

-

-

-

-

-

-

-

12

8

-

-

19

16

-

-

19

16

-

-

11

12

-

-

-

-

-

-

-

-

-

-

-

-

333

455

101

199

232

256

-

-

7

10

-

-

-

-

-

-

-

-

-

-

-

-

135

190

79

187

56

3

-

-

1

5

-

-

-

-

-

-

20

13

-

-

-

-

36

10

-

-

36

10

-

-

83 365

-

-

-

-

30

30

-

-

-

-

-

-

23

15

-

-

23

15

-

-

-

-

-

-

-

-

-

-

-

-

-

-

-

329

335

117

159

199

150

13

26 103 180

-

-

-

-

-

-

32

55

18

-

9

-

87

118

87

118

-

-

-

-

-

-

-

-

-

-

-

-

-

-

-

-

-

-

76

121

76

121

-

-

-

-

22

11

-

-

-

-

30

30

-

-

-

-

-

-

61

134

61

134

-

-

-

-

32 125

-

-

-

-

-

-

-

-

-

-

-

-

79

157

79

157

-

-

-

-

11 526

-

-

-

-

-

-

-

-

36

37

-

-

36

37

-

-

36

37

-

-

97 1,061

-

-

-

-

-

-

-

-

-

-

-

-

-

-

-

-

-

-

-

-

36

33

-

-

-

-

-

-

-

-

-

-

45

39

-

-

28

13

17

26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07), 2007년 평생교육통계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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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현황
교육과학기술부
구

분

대학장

총계
소계

전문학사

학사

소계

전문학사

학사

1999년도 후기

34

34

9

25

-

-

-

2000년도 전기

650

650

539

111

-

-

-

2000년도 후기

370

370

227

143

-

-

-

2001년도 전기

1,738

1,729

1,462

267

9

7

2

2001년도 후기

741

730

334

396

11

4

7

2002년도 전기

3,299

3,280

2,562

718

19

4

15

2002년도 후기

1,289

1,170

561

609

119

11

108

2003년도 전기

5,902

5,686

4,398

1,288

216

63

153

2003년도 후기

2,341

2,114

847

1,267

227

37

190

2004년도 전기

6,614

6,216

3,980

2,236

398

121

277

2004년도 후기

2,906

2,541

686

1,855

365

53

312

2005년도 전기

8,384

7,732

2,981

4,751

652

276

376

2005년도 후기

5,508

5,010

568

4,442

498

74

424

2006년도 전기

12,254

11,299

3,737

7,562

955

365

590

2006년도 후기

6,837

6,241

920

5,321

596

60

536

2007년도 전기

17,907

16,801

4,177

12,624

1,106

248

858

계

76,774

71,603

27,988

43,615

5,171

1,323

3,848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07), 2007년 평생교육통계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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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독학학위제 시 ․ 도별 합격자수

교양과정인정시험
구

분

지원자
계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응시자

여

계

합격자

여

지원자

계

여

계

응시자

여

계

합격자

여

계

여

총계

4,318 1,805 3,366 1,405

2,978

1,246

4,829

1,631 3,660 1,234 2,765

939

서울

2,935 1,233 2,282

956

2,030

852

3,295

1,166 2,478

656

875 1,879

부산

191

87

148

65

123

56

224

80

169

60

123

45

대 구ㆍ경 북

162

61

127

48

109

40

223

55

169

44

124

34

인천

304

134

233

106

211

99

253

105

202

87

146

67

광 주ㆍ전 남

103

25

80

21

70

19

151

31

113

20

84

16

대 전ㆍ충 남

121

48

92

32

81

26

141

31

113

22

87

19

경기

228

105

186

84

166

80

222

72

175

58

141

47

강원

57

21

46

16

41

13

68

17

53

13

40

9

충북

79

29

65

22

55

14

88

20

69

16

54

14

전북

53

19

42

17

36

14

72

18

55

13

38

11

경남

70

37

55

33

46

28

71

28

52

22

42

19

제주

15

6

10

5

10

5

21

8

12

4

7

2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구

분

지원자
계

응시자

여

계

학위취득종합시험
합격자

여

계

지원자

여

계

응시자

여

계

여

계

여

864

708

472

총 계

2,535 1,803 2,054

888

1,893

821

1,651

서 울

1,531

524

1,144

487

890

531

725

439

390

259

부 산

145

66

118

57

109

55

104

79

89

70

45

35

대 구ㆍ경 북

160

73

131

61

119

54

144

102

113

78

65

45

인 천

152

84

122

68

110

60

103

71

81

58

39

29

광 주ㆍ전 남

97

39

82

33

77

30

70

41

62

36

30

17

대 전ㆍ충 남

114

40

91

30

78

25

76

43

67

40

36

21

경 기

119

51

99

39

95

38

83

43

76

40

34

20

강 원

62

25

48

17

44

16

46

22

36

19

22

11

충 북

62

26

53

22

47

21

47

30

43

28

20

15

전 북

37

13

30

12

30

12

25

17

23

16

8

4

경 남

39

18

32

14

27

12

42

29

33

23

13

10

제 주

17

15

13

11

13

11

21

20

18

17

6

6

633 1,235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07), 2007년 평생교육통계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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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07년 시 ․ 도교육청 평생교육예산 현황

시도

예산(단위: 천원)

서울

27,350,526

부산

10,817,803

대구

6,836,264

인천

8,619,465

광주

3,054,136

대전

2,227,704

울산

2,122,198

경기

9,840,226

강원

15,730,676

충북

2,430,636

충남

4,008,069

전북

3,327,962

전남

6,412,887

경북

4,801,190

경남

11,238,245

제주

1,371,123

합계

120,189,110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07), 2007년 교육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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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도평생교육진흥 조례 참고(안) 등

시․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참고(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
11조, 제12조, 제16조, 제20조 등에 따라 시․도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
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협의회“란 시․도지사가 평생교육의 진흥 및 평생교육시행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
로 설치한 시․도평생교육협의회를 말한다.
3. “평생교육진흥원”이란 시․도지사가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지역
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시․도평생교육
진흥원을 말한다.
4.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란 시․도지사가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수립․시행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3조 (시․도지사의 책무) ① 시․도지사는 모든 시(도)민에게 평생교
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도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
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연도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도
- 322 -

부 록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또는 지정․
운영에 있어서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교육감의 시․군․구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학교의 평생교육,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문자해득교육, 평생교육통계조사 등에 관하여 협의․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도지사는 법
제9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평생교
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평생교육진흥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시․군․구의 평생학습관 설치․지정 등 평생교육진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자료 요청)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경비보조 및 지원) ①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교육감이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하는 평생학습관 등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문자해득교육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평생교육사의 배치, 그 밖에 시(도)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
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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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학습자 안전 보험가입) ① 법 제28조 제3항에 의한 평생교육기
관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
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1인당 배상 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②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
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법 제29조 4항에 따른 개방시간 안의 해당시설의 관리․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8조 (설치) 평생교육진흥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
다)를 둔다.
제9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2.
3.
4.
5.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 관련기관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및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10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부의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시․도부교육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도교육감과 협의하
여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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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2.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11조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 및 기관의 장으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의장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
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 325 -

부 록

제3장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

제16조 (설치) ① 시․도지사는 「평생교육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
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진흥원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도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법 제20조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
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17조 (업무)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체제 구축
5.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6. 전문인력정보은행제 운영
7. 학습계좌제 운영
8. 평생교육 관련 통계 조사
9.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운영 및 경비조달) ① 시․도지사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운
영에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춘 기관 중에서 진흥원으로 지정․운영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진흥원장은 평생교육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시․도지사
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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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정․운영절차 등) ① 제16조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
관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등기부 등본 및 법인대표의 인감증명서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 및 사업 수지계산서
4. 최근 3년간 법인의 평생교육관련 사업실적
5.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배치도 및 직원의 배치계획
② 시․도지사는 평생교육관련 공공기관 또는 법인 중 공공성, 대표
성, 전문성, 접근성, 연계성, 장래성,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위탁운영자
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20조 (운영직원 배치) ① 진흥원에 두는 직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
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② 진흥원에는 시행령 제22조 관련 별표2의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21조 (조직 및 시설) ① 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② 진흥원에는 제17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진흥원에는 제17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
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 (지정 취소)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운영자가 지정 조건을 위반한 때
2. 수탁운영자가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때
3. 기타 시․도지사의 지시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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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제4장 보칙
제24조 (지도․감독) ① 시․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진흥원장은 시․도지사가 자료 요청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관련
공무원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③ 평생교육진흥 관련 지원경비의 관리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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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
14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등에 따라 시․군․구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협의회“란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장이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
하여 시․군 및 자치구의 장 소속으로 설치한 시․군․구평생교육협의
회를 말한다.
3. “평생학습관”이란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장이 주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의 책무) ①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
도록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군․자치구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21조 2항 및 3항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에 따라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14조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 등을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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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평생교
육진흥기본계획과 시․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말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이를 추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시
설․단체의 관계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경비보조 및 지원)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시․도 교육감이 설치․지정한 평생학습관도
포함한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재정 지원 등 평생교육기관의 운영
에 필요한 사항과 문자해득교육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평생교
육사의 배치, 그 밖에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
하는 사업 등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학습자 안전 보험 가입) ① 법 제28조 제3항에 의한 평생교육기
관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
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1인당 배상 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②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
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법 제29조 4항에 따른 개방시간 안의 해당시설의 관리․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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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평생교육협의회
제7조 (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
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군․구
에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2.
3.
4.
5.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시․군․구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9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군․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학
계,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
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10조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 및 기관의 장으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의장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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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
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 3 장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제15조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지역 주민들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
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할 경우에는 시․도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
여 따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16조 (업무)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체제 구축
5.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6. 전문인력 정보은행제 운영
7. 학습계좌제 운영
8. 평생교육 통계 조사 등 관련 조사 및 자료 개발
9.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지정․운영절차 등) ① 법 제21조에 의해 시장은 시장 또는 교
육감 산하 교육 기관으로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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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평생학습관에는 제1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
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 (운영직원 배치) ① 평생학습관에 두는 직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② 평생학습관에는 시행령 22조의 기준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
여야 한다.
제19조 (조직 및 시설) ① 평생학습관에는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평생학습관에는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
을 갖추어야 한다.
제2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장 보칙
제21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
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장은 시장이 자료 요청시 자료를 제출해야하고, 관련 공
무원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③ 평생학습관 운영 관련 지원경비의 관리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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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평생학습관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강신청)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
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학습관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정원) 일반 강좌별 정원은 15인 이상 50인 이하로 한다. 다만 강
좌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수강생 선발) 수강생 선발은 각 강좌별로 선착순으로 선발한다.
다만 강좌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 서류전형 및 면접에 의할 수 있다.
제5조 (학습비 징수) 선발된 수강생은 학습비를 개강 전까지 납부하여
야 한다.
제6조 (학습비 면제) 평생학습관장은 수강 신청자중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에 의거 학습비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3.「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중 노인복지회관이용 대상자
4.「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5. 기타 평생학습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학습비 반환) ① 수강신청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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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23조의 반환 기준에 따라 학
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모집정원 미달 등 평생교육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
2.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습비 반환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수료자에 대한 대우) 평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수강생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거나 자치활동에 공이
있는 자에게는 표창을 할 수 있다.
제9조 (소지물의 반입제한) 관장은 학습관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
는 자가 휴대하는 물품에 대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퇴관명령)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령할 수 있다.
1.
2.
3.
4.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열실한 때
사용 및 수강증을 타인에게 대여, 양도 받았을 때
질병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제11조 (강사의 위․해촉) ① 관장은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해당분야
전공 또는 경력을 보유한 자 중에서 시간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강사의 위촉은 매년 교육계획에 의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시간강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실비의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초빙된 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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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2.
3.
4.
5.

본인이 일신상 사유로 해촉을 원할 때
강사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결강의 횟수가 많고 열의가 부족할 때
회관 자체계획에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교육이 불가능할 때
기타 사유로 해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제12조 (사용시간) ① 시설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오전 : 09 : 00 ∼ 12
2. 오후 : 13 : 00 ∼ 18
3. 야간 : 18 : 00 ∼ 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 00
: 00
: 00
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장은 센터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시간의 구분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 신청 및 허가) 학습관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대강당, 소강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을 사용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시품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
여야 한다.
2. 관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 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
부 방법 등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신청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사용변경 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
며, 관장은 사용변경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제2항과 제3항에 의한 허가 및 변경을 한 경우 사용허가대장에 기
록․관리하여야 한다.
5.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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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용료의 감면)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지역 사회단체 중 시․군․구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공공목적
으로 직접 사용할 때
3. 기타 공공목적 및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
제15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학습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천재지변, 기
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일을 제외한 잔
여일의 당해 금액반환
다만, 기술․취미교육에 대하여는 당해 월을 제외한 잔여 월의 당해
금액 반환
2. 사용일전 5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전액반환
3. 사용일전 4일에서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10퍼센트 공제 후 잔액반환
4. 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잔여일의 당해금액
에서 50퍼센트 공제 후 잔액반환. 다만, 기술․취미교육에 대하여는 당
해 월을 제외한 잔여 월의 당해금액 반환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전의 「운영 규
칙」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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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신
제

청

서

호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참가 하고자 신청

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신 청 자
연 락 처

(인)
•전 화 :

사

•휴대폰:

진

생년월일
주

소

년

월

일

○○평생학습관장 귀하
--------------------------------------------------------------------------------------------------------------------

[별지 제2호서식]

학습비 면제 신청서
제

호
교육과 관련하여 아래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같이학습비 면제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면제 사유

신 청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증소지자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복지회관이용 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기 타
전 화 :
연 락 처
(인)
휴대폰:

※ 면제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평생학습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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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학습비 반환 청구서
제

호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학습비 반환을 청구합니다.
•교육내용 불만족

환불계좌

학습비 반환 청구 •강사 불만족
사유

•시간 부족
예금주

•기 타

신 청 자

연 락 처

(인)

년

월

전 화 :
휴대폰:

일

○○평생학습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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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평생학습관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주 소
신
청
인

화

사무실 :

-

자 택 :

-

단체명

전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사 업 자 )

-

사 용 목 적
( 행 사 명 )
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

기본시설

1. 대강당

2. 소강당

부대시설

1. 냉난방

2. 무대․조명

년 월 일
년 월 일

요일
요일
(

참가예정인원

3. 음향시설

사
용
회
수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일간)

일 반 :
어린이 :

명, 학생(중고생)
명,
계

오전
오후

회
회

명,
명

○○평생학습관운영조례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단체명 :
대표자 :
주 소 :

월

일

(서명또는인)
(전화번호 :

○○평생학습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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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평생학습관시설 사용허가서

사용자 성명 :

사 용 장 소 :

사 용 목 적 :

사 용 물 품 :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총 일 시간)

호 , 납부일

사용료 납부 확인 : 영수증 제

년

월

평생학습관운영조례시행규칙제13조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평생학습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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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시설 사용변경 허가신청서
사용자 성명 :

사용신청 장소 :

사용신청 물품 :

사용신청 기간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총 일 시간)

변경사유 :

변경사항 :

평생학습관운영조례시행규칙제13조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사용함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평생학습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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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시설 사용료 면제 신청서
성

명

주소

(기관,단체장)

사 용 목 적

사 용 장 소

사 용 기 간

1. 대강당

20 년
(

일

2. 소강당

월
시

일

시

분 - 20 년

월

일

시

분

분간)

면제신청사유

※ 첨 부 : 관계증빙서류
위와 같이 귀 평생학습관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또는인)

○○평생학습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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