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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배움

국가 평생학습 포털
www.lifelongedu.go.kr

1. 홈페이지 접속

2.  모바일 이용
 •어플리케이션 스토어 검색창에 ‘늘배움’ 입력 
      (큰글씨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르신용 모드를 이용하세요.)

•콘텐츠 제공 기관에 따라 모바일 
환경에서 원활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http://www.lifelongedu.go.kr

늘배움 접속 방법
늘배움

전국 17개 시도의 오프라인 평생교육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첫째

국가 평생학습 포털 
‘늘배움’ 이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양질의 평생교육 콘텐츠와 평생학습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서비스를 종합하여 제공하고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무료로 학습자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 종합포털’ 입니다.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에서 평생학습  

맞춤형 서비스를 경험해 보시기바랍니다.

안드로이드폰
Google STORE

아이폰•아이패드
APP STORE

국내·외의 질 높은  온라인 공개교육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직업방송),

유튜브(YouTube), 테드(TED) 등 약 40만여편

둘째

셋째

나의 학습 이력을 '평생학습계좌제'에
기록·관리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평생학습 계좌제의 체계적인 교육 
으로 이력관리, 직무능력의 향상으로 
인사평가에서 높은 점수 획득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시·공간  
제약이 없는 온라인 강좌 수강을  
원함

‘늘배움’을 통해 직업능력 온라인  
강좌 검색, 무료로 원하는 교육을  
수강

 

30대 회사원의 늘배움 활용 사례

클릭 클릭 클릭

40대 주부의 늘배움 활용 사례

우리집 근처에서 원하는 강좌를 수강
하고, 맛있는 쿠키 완성!

취미로 제과를 배우고 싶지만 적합한 
강좌 정보를 찾기 어려움

‘늘배움’에 접속하여 나의 희망 지역, 
희망 일정, 키워드 등으로 강좌 검색!

지역

위치

키워드

 
강좌가 분산되서 
 찾기가 어렵네...

60대 할머니, 할아버지 늘배움 활용 사례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운동
하여 행복한 노후 준비 완성!

건강한 노후생활을 하고 싶지만 건강 
강좌정보를 찾기 어려움

온·오프라인 강좌정보를 쉽고 편리
하게 제공하는 '늘배움'에서 치매예방 
교육 수강

★��리플릿 PDF파일 다운로드 경로 : 홈페이지 – 이용도우미 - 공지사항 

 

늘배움 활용 사례
국가평생학습포털

IOS Android



전국 평생교육 정보 종합 제공

‘늘배움’은 시·도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과 연계하여 전국 평생교육 기관의 

강좌를 한데 모아 제공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원하는 지역의 강좌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늘배움 주요서비스 소개 늘배움 학습참여 과정늘배움 포털 운영체계

평생교육정보연계 기관 현황

회원가입 및 로그인
(생략가능)

홈페이지 접속
www.lifelongedu.go.kr

또는 ‘늘배움’ 검색

관심강좌 관리
나의 학습목록 및 관심강좌 설정

으로 검색 없이 바로 학습 가능

나의 학습 설정
학습목적, 학습지역,

학습분류 별 강좌 검색

학습참여
강의수강 및 활동 참여 

참여기록 관리
작성한 게시물과 새로운

댓글 확인

학습이력 담기
평생학습계좌제 등록

학습기록 관리
수강이력 확인 및

학습관리



오프라인

평생교육 기관

온라인

콘텐츠

온라인 공개교육 콘텐츠 연계 서비스

‘늘배움’을 통해 국내외 우수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한눈에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단계별 맞춤형 강좌 제공

‘늘배움’은 누구든지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학습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평생학습계좌제 연계 서비스

회원가입 시 학습자 사전 동의를 통해 학습계좌 개설(통합ID운영)
개인별 체계적 학습이력 누적·관리 서비스 제공

늘배움 주요서비스 소개

  나의 학습설정별 맞춤형 강좌 제공

나의 학습을 설정하여 학습자의 학습목적·학습지역별 콘텐츠와 정보 제공

노년층
(여가·복지중심)

중·장년층
(재취업 및 자녀양육)

청년층
(직무능력중심)

•영화와 문학, 노인성 질병 
   예방 위한 식품과 운동 등

•재 취업을 위한 의사소통 노하우, 
   재취업 역량강화 등

•컴퓨터 활용 실습, 금융관련 자격증과 
   취득 노하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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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계좌제란?(http://www.all.go.kr)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습계좌(온라인 학습이력관리시스템)에 기록·누적하여 체계적인 학습설계를 

지원하고 학습결과를 학력이나 자격인정과 연계하거나 고용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입니다.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이란? 

지역 주민의 원활한 평생학습 참여를 위하여 전국 17개 시도별 평생교육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2018. 8. 31일자 기준

연도 기관명

2018
국민권익위원회, 통일교육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한국교육개발원, 기획재정부경제배움e, 한국노년교육학회, 한국평생교육학회, 
애니컴(삼성시각장애인정보화교육센터), 한국U러닝연합회

2017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검스타트/신지원,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ECK교육, 학점은행제, 
평생학습계좌제, 지역평생교육, 다문화교육, K-MOOC

2016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국립국어원,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립재활원, ㈜ 랜드프로, 인프런(인프랩),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광주, 세종, 전북)

2015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조폐공사(한국은행), ㈜ 
지에듀컴, 현대경제연구원, ㈜ 휴넷, (재)스마트교육재단, 평생학습대학, 성인문해교육,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강원, 전남, 경남), 서울시 교육청(에버러닝)

2014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직업방송),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학부모교육, YouTube Edu, TED Ed,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충남, 경북, 제주)

부산

강좌정보 기관정보
제주

경기

서울인천

강원

충북

경북

대구

울산
경남

전남

전북

광주

충남

세종

대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