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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국어대사전 : “생산과 생활의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 구조물”

* 산업기반 : 도로, 항만, 철도, 발전소, 통신시설 등

* 생활기반 : 교육기관, 병원, 상·하수처리시설 등

인프라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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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경 3,900조

국민순자산현황 (단위:원)

비금융자산

1경 3,600조

순금융자산 266조 토지

건설

설비

재고

지식재산생산물

지하자원

입목자원

7,400조

4,600조

760조

350조

360조

25조

25조

사회인프라시설

비금융자산(생산자산+비생산자산)비목상세 (단위:원)

자료:한국은행국민대차대조(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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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단위:개)

자료 :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2017)

8

78%

20%

2%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자료 : 통계청건설업조사(2018)

시설물유지관리기업현황 시설물유지관리산업현황

<유지관리업등록현황>

서울/경기 전국

34%

유지관리산업수주액 : 5.2조원

유지관리등록업체수 : 6,636개

유지관리종사자수 : 2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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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유지관리 구현 기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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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사회인프라 유지관리 선도

차세대 스마트 유지관리 분야 인력양성

VISION

MISSION

스마트 계측
및 모니터링

건설관련
법/제도

AI 보수보강
최적의사결정

빅데이터 기반
진단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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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교량장수명화연구단

시설물 유지관리 전문 연구 수행

 연구기간 : 2017년 ~ 2021년

 연구예산 : 200억(정부출연금)

 연구목적 : 실증실험을 통한 노후교량

성능 및 보수보강 평가방법 개선

 기관구성

하이브리드구조실험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전문 연구 수행

 기간연혁 : 2009년 4월 준공

 건설예산 : 190억(정부투자금 130억원)

 시험인증 : KOLAS KT503호

 시험분야 : 토목, 건축, 기계, 조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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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계약학과 운영 교육 협력

E-Learning System

Flipped 
Learning

토론식수업

능동적 학습

참여유도

E-Learning

출석대체 강의

 강의관리 시스템 및 출결관리 시스템 구축

 토목연구정보센터(CERIC) 온라인 강의 활용

<대학원운영건물>

<명지대학교교육시설>

교육시설 및 온라인 교육시스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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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42호선 개통

신갈-용인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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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시 비고

원서접수
2019년 6월 4일(화)

~
2019년 7월 13일(토)

• 지원자 유의사항 참조
• 구비서류는 등기우편(평일) 또는 방문제출
• 7월 13일(토) 15:00까지 제출

전형일
2019년 7월 20일(토)

오전 10:00~
• 전형방법 : 서류(50%), 면접(50%)
• 전형장소 : 건설인프라연구동 1층

합격자
발표

2019년 7월 26일(금)
오후 2:00

 스마트사회인프라유지관리학과H/P

http://www.lifebridge.or.kr/

합격자
등록기간

추후 통보  본 대학교 지정은행에 납부(추후통보)

개강일 2019년 9월 2일(월)

※ 자격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전형료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지원 요망

구분
등록금 산출내역 1인당

지원금액
비고

납부비율(%) 납부금액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65%) 1,875,900원
2,380,950원

참여기업(17.5% 이상) 505,050원

참여학생(17.5% 이하) 505,050원 본인부담금

중견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30%) 865,800원
1,875,900원 매출액

3천억 미만
참여기업(35% 이상) 1,010,100원

참여학생(35% 이하) 1,010,100원 본인부담금

중견기업 2

중소벤처기업부(없음) 0원
1,443,000원 매출액

3천억 이상
참여기업(50% 이상) 1,443,000원

참여학생(50% 이하) 1,443,000원 본인부담금

mailto:swim8918@gmail.com
http://www.lifebirdge.or.kr/
http://www.lifebridg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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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열 입학금 등록금 계

석사

인문사회 930,000 4,503,000 5,433,000

이학체육 930,000 5,260,000 6,190,000

공학예능 930,000 5,904,000 6,834,000

박사

인문사회 930,000 4,541,000 5,471,000

이학체육 930,000 5,384,000 6,314,000

공학예능 930,000 5,933,000 6,863,000

석·박사 통합 1~4학기는 석사 등록금, 5~8학기는 박사 등록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