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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 교무과

◔ 학사과



교 무 처

교무과

교육부 학생정원 조정 계획 접수

대학 이첩

취합, 검토, 조정초안 작성

심의 : 평의원회, 학무회

조정신청 : 교육부

인가 후 학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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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원), 학과 설폐 및 학생정원 조정

가. 목적
○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대학이 탄력적으로

정원을 조정․운영

○ 정원 자율화에 따른 질적 수준 보장 연계 추진

- 양적 팽창보다 내부혁신을 통한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유도

나. 관련법규
○ 고등교육법 제32조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7조∼제28조

○ 학칙 제44조

○ 교육부 학생정원 조정 계획

다. 주요내용
○ 조정시기 : 년 1회(단, 대학구조개혁 등에 따라 수시 학생 정원조정 반영)

라. 업무절차(업무 흐름도)



개정사유 발생

개정자료 취합, 초안 작성

규정심의위원회 심의

평의원회, 학무회 심의

공포 : 사무국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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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칙 개정

가. 목적
○ 학교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학칙 개정

나. 관련법규
○ 고등교육법 제6조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 학칙 제82조

다. 주요내용
○ 개정시기 : 6월, 12월 (연 2회)

○ 개정 신청서류

- 개정사유

- 주요 골자

- 학칙 신․구조문 대비표

라. 업무절차(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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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과정 편성

가. 주요내용
○ 교양, 전공교육과정의 편성 및 개편

○ 대학원 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

나. 업무절차

업무절차 주요내용 유의사항 참고자료

교육과정 편성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

 확정

◦ 교양교육과정 편성

 기초교육원장의 발의로 기초

교양, 핵심교양, 일반교양으로 

분류하여 편성

◦ 전공교육과정 편성

-학부는 각 단과대학 학장의 

교육과정 편성 또는 개편(안) 

발의로 편성

-대학원은 각 학과 전공주임의 

발의로 학장의 조정을 거쳐 

편성

 

 

◦ 교양교육과정 편성

 - 정기개편 : 4년

 - 수시개편 : 다음 학기 개시 

3개월 전까지 발의

 - 대학공통 교양필수 외에도 

학과(부)별로 교양소요학

점의 1/2이내에서 교양필

수 지정 가능

◦ 전공교육과정 편성

 - 정기개편 : 4년

 - 수시개편 : 다음 학기 개시 

3개월 전까지 발의

 - 최소전공인정학점제 시행

   학과는 최소전공학점의

   1.5배수 이상 3배수 이내

   (단, 사범대는 1.5배수 이

상 2.5배수 이내)

 - 최소전공인정학점제를 시

행하지 않는 학과는 최소

전공학점의 1.5배수 이상 

2배수 이내

 - 전공필수는 필요한 경우만

   지정하며 최소전공인정학

   점의 1/3이내가 원칙

◦ 교양교육과정 운영

 - 핵심교양의 4개영역 중 3

개영역에서 각 3학점씩 9

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함.

 -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계

열별 의무이수학점 이수

 -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인

◦ 규정

 - 전남대학교 학칙 제

48조

 - 전남대학교 교학규

정 제16조

◦ 지침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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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절차 주요내용 유의사항 참고자료

문학 관련 교양과목 8학점 

이상 이수 

◦ 전공교육과정 운영 

 - 최소전공인정학점제를 시

   행하는 학부(과)의 단일전

   공 이수자는 본인의 전공

   교과목 중에서 전공심화과

   정 학점(21학점)이상을 반

   드시 취득해야 함

(교양교육위원회)

(교학위원회)

◦ 교양교육과정

 교양교육위원회에서 개편(안)을 

최종 심의

◦ 전공교육과정

 교학위원회에서 학부와 대학

 원의 교육과정  편성(안) 및

 개편(안)을 심의

 ◦ 교양교육위원회

  규정

◦ 교학위원회 규정

◦ 교양교육위원회

  및 교학위원회 회

  의 개최 공문

교육과정 편성

(개편) 승인

◦ 총장(교무처장 전결)이 학부

 및 대학원 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 승인

◦ 해당 기관 발송 ◦ 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 승인 공문

아르샘 등재

◦ 편성 및 개편사항 등재

 각 학과(부)에서 편성 및 개

편사항을 입력하고, 교무과에

서 이를 최종 확정하여 반영

◦ 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 승인 공문

동일 및 대체교과목 지정 요청서 접수

   동일교과목 : 두 교과목의 유사여부 확인(학과)

                동시이수자 현황 검토

   대체교과목 : 두 교과목의 유사여부 확인(학과)

   동일교과목 지정 : 아르샘 입력(교무과)

   대체교과목 지정 : 학사과

관련기관 및 단과대학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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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일교과목 지정

가. 목적
○ 교과목이 폐지․변경된 경우에는 학과(부)에서 지정하는 동일교과목을 이

수하여 학점을 취득

나. 관련법규
○ 전남대학교교학규정 제18조 제3항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

다. 주요내용
○ 동일 및 대체교과목 지정 사유

-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이 교육과정 변경으로 폐지․변경되어 이수할 수

없는 경우

- 교과목을 재수강하고자 하나 교육과정 변경으로 교과목이 폐지․변경되어

이수할 수 없는 경우

○ 지정 신청시기 : 매학기 수강신청 전까지

○ 제 출 처 : 동일교과목(교무과), 대체교과목(학사과)

라. 업무절차(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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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학교원 공채

가. 목적
○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공정한 경쟁을 통한 우수 교원 확보

나. 관련법규
○「교육공무원법」제11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 등)

○「교육공무원임용령」제4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

○「전남대학교 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제3장(신규채용)

다. 주요내용
○ 임용자격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하되,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추가로 산업체(「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제4조)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에 상응하는 자격을 인정받거나, 박사학위에 준하는 업적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한 자

․ 의과대학 임상분야는 전문의 자격을 소지한 자

․ 치의학전문대학원 임상분야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수련의 과정을 수료한 자

․ 예능계 실기분야(문화전문대학원 실무분야 포함)는 석사학위소지자로서 3

년 이상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

․ 약학대학 임상분야는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약무박사(Pharm. D.) 자

격을 소지한 자

․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경력(실무가) 분야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법조경력(판사, 검사, 변호사)이 5년 이상인 자

․ 공과대학·공학대학 건축설계분야는 석사학위와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신규임용의 방법: 전임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함. 다만,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소 또는 관련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업적
이 탁월하고 대학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자는 특별채용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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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채용 방법 및 심사기준: ①공개채용은 제1차 기초심사(서류심사), 제2차
전공심사Ⅰ(연구우수성심사) 및 전공심사Ⅱ(교육우수성심사), 제3차 면접심사의
각 단계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②공개채용 심사에 필요한 구체적
인 심사항목, 배점, 심사방법 및 절차 등은 공개채용 전형지침으로 따로 정함.

라. 업무절차(업무 흐름도)

외

부

공

시 

　 학과(부)
· 채용요구서 작성·제출 　
- 최소자격요건 등 조사

　 ▼

본부
·  T/0 배정 　　 · 채용지침 통보

　
▼ 　

본부

·  외부공시 　 ·채용분야·인원

- 홈페이지 ·응모자격
- 신문(일간지 등)

　
·전형방법 및 제출서류

- 공고문(각 대학)
　　 ▼

↓
　 인터넷 원서 접수 　

▼

　 지원서류 접수 　
　 ▼

다

층

적

임

용

심

사

위

원

회

　 1단계 기초심사위원회
　 ·구비서류  검토

　 ·응모자격 심사
　 ▼ 　

　
2단계

전공심사위원회Ⅰ

(전공1단계 심사)

　 ·최소자격  요건

·전공적부 심사

　
·연구실적 양적심사

　 ·연구실적 질적심사
·학외심사위원 2인 위촉

　 ▼ 　
　 3단계

전공심사위원회 Ⅱ

(전공2단계 심사)

　 ·공개강의

　 ·전공 세미나

　 ▼ 　

　 4단계 면접심사위원회 　

↓
▼

　 합격자 결정 　
▼

공채공정

관리위원

회

　 교수 채용의 합리성·공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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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규 임용

가. 목적
○ 교원 인사관리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

나. 관련법규
○ 고등교육법 제16조

○ 교육공무원법 제25조 내지 제26조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3조의2, 제4조의 3, 제5조의2 및 제5조의3

○ 전남대학교교원인사에 관한규정 제10조 내지 제25조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교수자격 기준 등에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다. 주요내용
○ 전임교수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별표의 자격

을 갖춘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를 임용함을 원칙으로 함.

○ 전임교수의 임용직급은 조교수로 하되,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에 따라 소속대학장의 내신에 의하여 부교수, 교수의

직급으로 임용할 수 있음.

○ 대학교원 자격기준

(단위: 년)

학력

연구ᆞ교육
대학졸업자ᆞ동등자격자 전문대학졸업자ᆞ동등자격자

경력연수

직명

연구실적

연수

교육경력

연수
계

연구실적

연수

교육경력

연수
계

교수 4 6 10 5 8 13

부교수 3 4 7 4 6 10

조교수 2 2 4 3 4 7

조교 근무하려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사람

비고: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

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

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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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원 신규임용 세부 내용

- 신원조사 : 광주지방경찰청에 의뢰

- 신원조회 : 등록기준지 소속 시/군/구/읍/면 에 의뢰

- 학력조회 : 학위 취득한 교육기관에 학력조회 의뢰

- 전력조회 : 이전에 근무하였던 해당기관에 전력조회 의뢰

- 인사위원회 심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

- 자격인정 및 호봉획정 조서 작성

라. 업무절차(업무흐름도)

전임교원


공개채용․특별채용 조교

 
각 대학 임용내신 해당대학(기관) 임용내신

 
신원조회․신원조사․
학력조회․전력조회

신원조회․신원조사․
학력조회․전력조회

 
인사위원회 심의 신규임용 : 총장


신규임용 :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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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승진(상위직급 재계약) 및 정년보장임용

가. 목적
○ 전임교원의 승진(상위직급 재계약) 및 정년보장교원 임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킴으로써 임용업무 처리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나. 관련법규
○ 전남대학교교원인사에 관한규정 제29조, 제32조 내지 44조

다. 주요내용
○ 승진시기 : 매년 4월1일과 10월1일 연2회로 함. 다만, 상위직급 재계약

요건을 충족한 경우 3월1일 또는 9월1일에 상위직급 재계약을 할 수 있음

○ 승진소요 최저연수 : 조교수 4년, 부교수 5년

○ 정년보장임용 대상

- 계약기간을 정하여 교수로 임용된 자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자 다만,

상위직급 재계약된 교수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매 1년마다 정년보장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 부교수에서 교수로 상위직급 재계약되는 자

○ 심사기준

- 교육 및 봉사업적

※ 2015. 9. 1.이후 임용 교원은 2021년 이후 기준을 적용한다.  

- 연구업적

구분 직급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법학전문대학
원 외의 소속 
교원

조교수(4년) → 부교수 815점 920점

조교수(6년) → 부교수 710점 780점 850점 920점

부교수 → 정년보장 교수 970점 1,060점 1,150점

법학전문대학
원 소속 교원

조교수(4년) → 부교수 635점 680점

조교수(6년) → 부교수 590점 620점 650점 680점

부교수 → 정년보장 교수 790점 820점 850점

계열 직급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인문 조교수 양적기준 8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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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직급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

사회

(4년)
→

부교수
질적기준

아래 내용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 SCI급, SCOPUS Article,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 학술지 4편(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 국제특허, 특허 기술이전, 산학협력공동연구비 수주 항목 중 최소 2가지 항목의 각각 점수가
최소 200점 이상이고, 점수 합이 1,600점 이상

조교수
(6년)
→

부교수

양적기준 1070점 1130점

폐지
질적기준

아래 내용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 SCI급, SCOPUS Article,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 학술지 6
편(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6편 포함)

- SCI급 학술지나 국제학술서적 점수가 요구점수의 1/3 이상
- 국제특허, 특허 기술이전, 산학협력공동연구비 수주 항목 중 최
소 2가지 항목의 각각 점수가 최소 200점 이상이고, 점수 합이
1,600점 이상

부교수
→

정년보장
교수

양적기준 940점 1,000점

질적기준

아래 내용 중 한 가지를 만족
하는 경우
- SCI급, SCOPUS Article,

한국연구재단등재 (후보 )
학술지 6편(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6편 포함)

- SCI급 학술지나 국제학술서적
점수가 요구점수의 1/3 이상

- 국제특허, 특허 기술이전, 산
학협력공동연구비 수주 항목
중 최소 2가지 항목의 각각
점수가 최소 200점 이상이고,
점수 합이 2,000점 이상

아래 내용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 SCI급, SCOPUS Article,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 학술
지 6편(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 국제특허, 특허 기술이전, 산학협력공동연구비 수주 항목
중 최소 2가지 항목의 각각 점수가 최소 200점 이상이고,
점수 합이 2,000점 이상

자연

조교수
(4년)
→

부교수

양적기준 800점

질적기준

아래 내용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 SCI급 학술지 논문 4편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 SCI급 학술지 논문 800점 이상(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3편포함)
- 국제특허, 특허 기술이전, 산학협력공동연구비 수주 항목 중 최소 2가지 항목의 각각 점수가
최소 200점 이상이고, 점수 합이 1,600점 이상

조교수
(6년)
→

부교수

양적기준 1070점 1130점

폐지
질적기준

아래 내용 중 한 가지를 만족
하는 경우
- SCI급 학술지 논문 4편(제1
저자 또는 교신저자 4편 포함)

- SCI급 학술지 논문 630점이상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2편
포함)

- 국제특허, 특허 기술이전, 산
학협력공동연구비 수주 항목
중 최소 2가지 항목의 각각
점수가 최소 200점 이상이고,
점수 합이 1,600점 이상

아래 내용 중 한 가지를 만
족하는 경우
- SCI급 학술지 논문 5편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5편 포함)

- SCI급 학술지 논문 720점
이상(제1저자 또는 교신
저자 3편 포함)

- 국제특허, 특허 기술이전,
산학협력공동연구비 수주
항목 중 최소 2가지 항목
의 각각 점수가 최소 200
점 이상이고, 점수 합이
1,600점 이상

부교수
→

정년보장
교수

양적기준 940점 1,000점

질적기준

아래 내용 중 한 가지를 만족
하는 경우
- SCI급 학술지 논문 5편(제1
저자 또는 교신저자 5편 포함)

아래 내용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 SCI급 학술지 논문 6편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 SCI급 학술지 논문 1000점 이상(제1저자 또는 교신저
자 5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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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1. 1.이후 임용 교원은 2020년 이후 기준을 적용한다.  

○ 승진임용의 제한 : 국외 여행기간이 승진소요 기간의 1/2을 초과한 자

○ 연구실적물의 심사

- 연구실적물의 심사는 동일 전공분야의 상위직 교원 3인이 하되, 1인은

본교 교원, 2인은 타교 교원에게 심사를 의뢰함.

- 연구실적 평정은 수(5점), 우(4점), 미(3점), 양(2점), 가(1점)의 5단계 평

가방법에 의하여 각 심사자가 평정한 점수의 합계를 3으로 나눈 결과가

각 편 우(4점)이상 이어야 함.

○ 동료평가

- 2010. 12. 27. 이후 신규채용된 교원은 신규채용 이후 최초 재계약 또는

최초 상위직급재계약시 소속 학과(부) 교원의 동료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계약 또는 승진(상위직급 재계약)시 반영

- 동료평가는 소속 학과(부) 재직교원 과반수가 참여하여야 함. 단, 의과대

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은 주임교수가 있는 교실별로 실시

계열 직급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 SCI급 학술지 논문 720점이상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3편
포함)

- 국제특허, 특허 기술이전, 산
학협력공동연구비 수주 항목
중 최소 2가지 항목의 각각
점수가 최소 200점 이상이고,
점수 합이 2,000점 이상

- 국제특허, 특허 기술이전, 산학협력공동연구비 수주 항목
중 최소 2가지 항목의 각각 점수가 최소 200점 이상이고,
점수 합이 2,000점 이상

예

체

능

조교수
(4년)
→

부교수

양적기준 800점

질적기준

아래 내용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 음악·국악: 2회 이상의 개인발표회(독창회, 독주회, 작곡발표회)
- 미술: 2회 이상의 개인전
- 국제특허, 특허 기술이전, 산학협력공동연구비 수주 항목 중 최소 2가지 항목의 각각 점수가
최소 200점 이상이고, 점수 합이 1,600점 이상

조교수
(6년)
→

부교수

양적기준 1070점 1130점

폐지
질적기준

아래 내용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 음악·국악: 3회 이상의 개인발표회(독창회, 독주회, 작곡발
표회)

- 미술: 3회 이상의 개인전
- 국제특허, 특허 기술이전, 산학협력공동연구비 수주 항목 중
최소 2가지 항목의 각각 점수가 최소 200점 이상이고, 점수 합
이 1,600점 이상

부교수
→

정년보장
교수

양적기준 940점 1,000점

질적기준

아래 내용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 음악·국악: 2회 이상의 개인발표회(독창회, 독주회, 작곡발표회)
- 미술: 2회 이상의 개인전
- 국제특허, 특허 기술이전, 산학협력공동연구비 수주 항목 중 최소 2가지 항목의 각각 점수가
최소 200점 이상이고, 점수 합이 2,00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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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교수 2/3 이상이 60점미만으로 평가한 경우 재계약 또는 상위직급

재계약을 아니할 수 있음

- 평가자가 3명 미만인 경우 또는 제2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동료평가

를 실시하지 못한 소속 교원에 대해서는 학(원)장 또는 기관장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동료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교원은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자 중 1회

이상 재계약을 체결했거나, 정년보장을 받은 자로 함

라. 업무절차(업무 흐름도)

총장: 승진 및 정년보장 임용계획 수립 및 

각 대학장에 통보


각 대학장 승진 및 정년보장 

임용 내신
  승진예정일 2월전


승진 및 정년보장 

대상자 확정


교수승진 및 정년보장 부교수․조교수 승진

 
연구실적심사 및 

동료평가

연구실적심사 및

동료평가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
위원회 심의

인사위원회 심의


인사위원회 심의


승진임용 :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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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계약

가. 목적
○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대학교원의 재계약 업무에 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재계약업무 처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나. 관련법규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5조의3

○ 전남대학교교원인사에관한규정 제26조 내지 제31조

다. 주요내용
○ 재계약 시기 : 년 2회(3월1일, 9월1일)

○ 직급별 재계약 기간: 교수 6년, 부교수 6년, 조교수 4년

○ 임용기간의 계산

- 임용기간이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

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함.

- 공무로 국외파견 또는 국외출장중인 자의 그 파견 또는 출장기간 중에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파견 또는 출장 잔여기간까지를 임용

기간으로 함. 다만, 그 잔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2호․제4호 내지 제9호 또는 동법 제4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심사기준

- 교육 및 봉사업적

구분 직급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법학전문대학원
외의 소속 교원

조교수(4년) 700점 800점

조교수(6년) 600점 667점 734점 800점

부교수 900점 1,000점 1,100점 1,200점

교수 계약기간×150점 계약기간×167점 계약기간×184점 계약기간×200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4년) 550점 6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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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9. 1.이후 임용 교원은 2021년 이후 기준을 적용한다.  

- 연구업적

구분 직급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소속 교원

조교수(6년) 501점 534점 567점 600점

부교수 750점 800점 850점 900점

교수 계약기간×126점 계약기간×134점 계약기간×142점 계약기간×150점

계열 직급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인문

·

사회

조교수
(4년)

양적기준 520점

질적기준

아래 내용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 SCI급, SCOPUS Article,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 학술지 3편(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 SCI급 학술지나 국제학술서적 점수가 요구점수의 1/3 이상
- 국제특허, 특허 기술이전, 산학협력공동연구비 수주 항목 중 최소 2가지 항목의 각각 점수가
최소 100점 이상이고, 점수 합이 1,040점 이상

조교수
(6년)

양적기준 720점 750점

폐지
질적기준

아래 내용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 SCI급, SCOPUS Article,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 학술지 5
편(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 SCI급 학술지나 국제학술서적 점수가 요구점수의 1/3 이상
- 국제특허, 특허 기술이전, 산학협력공동연구비 수주 항목 중
최소 2가지 항목의 각각 점수가 최소 100점 이상이고, 점수
합이 1,040점 이상

부교수

양적기준 700점 750점 780점

질적기준

아래 내용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 SCI급, SCOPUS Article,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 학술지 5편(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 SCI급 학술지나 국제학술서적 점수가 요구 점수의 1/3 이상
- 국제특허, 특허 기술이전, 산학협력공동연구비 수주 항목 중 최소 2가지 항목의 각각 점수가
최소 200점 이상이고, 점수 합이 1,560점 이상

교수 양적기준 720점 750점 계약기간×130점 이상

자연

조교수
(4년)

양적기준 520점

질적기준

아래 내용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 SCI급 학술지 논문 2편(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 SCI급 학술지 논문 340점 이상(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1편 포함)
- 국제특허, 특허 기술이전, 산학협력공동연구비 수주 항목 중 최소 2가지 항목의 각각 점수가
최소 100점 이상이고, 점수 합이 1,040점 이상

조교수
(6년)

양적기준 720점 750점

폐지
질적기준

아래 내용 중 한 가지를 만족
하는 경우
- SCI급 학술지 논문 3편(제1
저자 또는 교신저자)

- SCI급 학술지 500점이상(제
1저자 또는 교신저자 1편
포함)

- 국제특허, 특허 기술이전,
산학협력공동연구비 수주
항목 중 최소 2가지 항목의
각각 점수가 최소 100점 이
상이고, 점수 합이 1,040점
이상

아래 내용 중 한 가지를 만족
하는 경우
- SCI급 학술지 논문 3편(제1
저자 또는 교신저자)

- SCI급 학술지 550점이상(제
1저자 또는 교신저자 1편
포함)

- 국제특허, 특허 기술이전,
산학협력공동연구비 수주
항목 중 최소 2가지 항목의
각각 점수가 최소 100점 이
상이고, 점수 합이 1,040점
이상

부교수
양적기준 700점 750점 780점

질적기준 아래 내용 중 한 가지를 만족
하는 경우

아래 내용 중 한 가지를 만족
하는 경우

아래 내용 중 한 가지를 만
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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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1. 1.이후 임용 교원은 2020년 이후 기준을 적용한다.  

라. 업무절차(업무 흐름도)

총장: 재계약 임용계획 수립 각 대학장에 통보

         
각 대학(원)장 재계약 심사평정후 임용 내신   임용예정일 5월전

         
연구실적심사 및 동료평가

         
인사위원회 심의

         
재계약 : 총장

계열 직급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 SCI급 학술지 논문 3편(제1
저자 또는 교신저자)

- SCI급 학술지 500점이상(제
1저자 또는 교신저자 1편
포함)

- 국제특허, 특허 기술이전,
산학협력공동연구비 수주
항목 중 최소 2가지 항목의
각각 점수가 최소 200점 이
상이고, 점수 합이 1,560점
이상

- SCI급 학술지 논문 3편(제1
저자 또는 교신저자)

- SCI급 학술지 550점이상(제
1저자 또는 교신저자 1편
포함)

- 국제특허, 특허 기술이전,
산학협력공동연구비 수주
항목 중 최소 2가지 항목의
각각 점수가 최소 200점 이
상이고, 점수 합이 1,560점
이상

- SCI급 학술지 논문 3편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 SCI급 학술지 논문 600점
이상(제1저자 또는 교신
저자 2편 포함)

- 국제특허, 특허 기술이전,
산학협력공동연구비 수주
항목 중 최소 2가지 항목
의 각각 점수가 최소 200
점 이상이고, 점수 합이
1,560점 이상

교수 양적기준 720점 750점 계약기간×130점 이상

예

체

능

조교수
(4년)

양적기준 520점

질적기군

아래 내용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 음악·국악: 1회 이상의 개인발표회(독창회, 독주회, 작곡발표회)
- 미술: 1회 이상의 개인전
- 국제특허, 특허 기술이전, 산학협력공동연구비 수주 항목 중 최소 2가지 항목의 각각 점수
가 최소 100점 이상이고, 점수 합이 1,040점 이상

조교수
(6년)

양적기준 720점 750점 폐지

부교수

양적기준 700점 750점 780점

질적기준

아래 내용 중 한 가지를 만
족하는 경우
- 음악·국악: 1회 이상의
개인발표회(독창회, 독주
회, 작곡발표회)
- 미술: 1회 이상의 개인전
- 국제특허, 특허 기술이전,
산학협력공동연구비 수주
항목 중 최소 2가지 항목
의 각각 점수가 최소 200
점 이상이고, 점수 합이
1,560점 이상

교수 양적기준 720점 750점 계약기간×13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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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원 국외출장

<공무 국외출장>

가. 목적

○ 재직 중인 대학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연구 등으로 국외출장을 함에 있

어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국외출장업무의 능률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음

나. 관련법규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전남대학교 교원인사에 관한 규정 제8장

○ 전남대학교 교육공무원 국외여행 업무처리지침

다. 주요내용 및 절차
○ 적용

교원이 국비 또는 초청자 부담, 공공기관의 부담 등으로 학술연구, 학술회의

및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하여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 여행신청 시기

- 2월 미만 공무국외출장 : 공무국외출장 예정일 10일 전까지 신청

- 2월 이상 공무국외출장(파견) : 공무국외출장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

○ 경비부담

국가기관 또는 국가기관이 설립한 단체, 국 내외의 학술연구 관련 기관,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교육기관 외국공공학술기관, 국내학회,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사회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와 계약 연구비 또는 용역

비로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만 공무로 인정함이 원칙이나, 국제규모학술대회에

논문 발표 등을 위해 자비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

○ 국외출장 시 신분처리

- 2월 이상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에 의하여 파견발령

- 2월 미만은 공무국외출장 처리(원칙적으로 1회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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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국보고서 제출 등

- 귀국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귀국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연구계획의 변경: 연구기간 종료 3개월 이전에만 가능하며, 연구기간의

연장 등은 파견연구기관장이 동의하는 경우에 변경사유서와 연구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승인함

<공무외 국외여행>

가. 적용

○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자비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나. 관련법규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3조

○ 전남대학교 교원인사에 관한 규정 제62조

다. 주요내용 및 절차
○ 여행허가

- 방학 기간 중 : 소속 기관장 허가

- 학기 중 : 총장 허가

○ 여행기간: 개인별 법정 연가일수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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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면직

가. 관련법규

○ 국가공무원법 제69∼70조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3, 제36조, 제43조의2, 제47조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나. 주요내용

○ 의원면직 :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

- 면직권자 : 임용권자

- 면직시 구비서류 : 사직원(자필) 1부, 각서 1부

○ 직권면직 :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 징계면직 : 징계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처 파면, 해임시키는 경우

○ 당연퇴직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사망 : 사망한 다음날로 면직 간주

- 정년퇴직 : 대학교원은 만 65세가 되는 학기의 말일에 퇴직

- 임용기간 만료 :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용한 후 재계약되지 않으면 임기

만료일에 당연퇴직

○ 명예퇴직

- 20년 이상 근속자가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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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징계

가. 징계사유
○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나. 징계의 종류
○ 중징계 : 파면, 해임, 정직

○ 경징계 : 감봉, 견책

다. 업무절차(업무 흐름도)

비위사실적발

 ․ 감사원, 검찰, 경찰, 자체조사 등 → 

징계의결요구(총장)

 ․ 중징계, 경징계로 구분

                                                 ↓

징계위원회 의결

  ․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 징계위원회 개최 3일전 출석통지
․ 의결(접수일로부터 60일)

- 심문 및 진술권 부여
․ 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 

요구서접수 

(사실조사, 상정안건 작성)

              ↓
징계의결 통고

․ 징계처분권자
․ 징계의결요구권자  → 

징계집행

․ 통고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처분사유설명서 교부

                                                 ↓
소청 및 행정소송

․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 청구

라. 관련법규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내지 제83조의 3

○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내지 제52조

○ 교육공무원징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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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휴·복직

가. 관련법규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제45조

○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

나. 휴직근거, 요건, 기간, 보수

종류 질병휴직 병역휴직 행방불명 법정의무수행
근 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요 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해 징․소집
되었을 때

천재․지변,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기 간 1년 이내
(1년범위에서 연장 가능)

복무기간 3월 이내 복무기간

봉급 지급
․ 1년이하봉급 7할지급

․ 1～2년봉급5할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수당 등
수당 규정에
의하여 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승급기간산
입

미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
미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휴직의 경우 승급제한을 하지 않으며, 봉급도 전액 지급됨

종류 유학휴직 고용휴직 육아휴직
근 거 제5호 제6호 제7호

요 건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 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 고용된 때

자녀(만 8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자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기 간
3년 이내

(3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고용기간 3년 이내

봉급 지급 5할 지급 미지급 미지급

수당 등 수당 규정에 의하여 지급 미지급
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

(1년 이내)

승급기간
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5할만 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
(최초 1년 이내에 한함. 단,

셋째자녀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은
전 기간 (최대 3년)을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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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연수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 노조전임휴직 자기개발휴직

근 거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요 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해 필요한
때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 노동조합에서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기 간 3년 이내
1년 이내
(재직기간 중
총 3년 미만)

3년 이내
(3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전임기간 1년 이내

봉급
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수당
등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승급기
간산입

미산입 미산입 미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
미산입

다. 휴직의 효력
○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휴직 중에는 상위직급 재계약(승진), 재계약, 승급할 수 없음 다만 요양

휴직 및 생사불명 휴직시의 재계약과 공무상질병 휴직시의 승급은 예외임.

라. 업무절차(업무 흐름도)

휴․복직원제출 : 본인 → 관련 증빙서류 첨부


휴․복직내신 : 소속기관장


휴․복직발령 :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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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교원 보직관리

가. 주요내용
○ 교원의 보직임용 및 관리

나. 업무절차

업무절차 주요내용 유의사항 참고자료

보직 임용내신

◦ 소속 기관장 혹은 총장이 

임용내신

◦ 부교수 이상 교원(전공주

임의 경우 조교수 이상)

으로 총장 임명

◦ 당월 임기 만료자 현황 자

료를 각 기관별로 이메일 

통지

◦ 보직별 특이사항

 - 대학장 : 특수대학원장은 

해당 단과대학장 겸보

 - 부학(원)장, 학과(부)장, 

   전공주임 : 학(원)장 제청

◦ 보직임기

 - 기본 임기 2년

 - 중임 가능

 - 전임자 잔여 임기 관계없음

 - 보직 교원의 경우 책임시간 

일부 면제 및 수당 지급

◦ 규정

 - 국립학교 설치령 제6

조제3항

 - 전남대학교 학칙 제5

조~제8조

 - 전남대학교 교원인사

에 관한 규정 제45

조~제54조

 - 전남대학교 조직설치

규정 제2조~제4조

◦ 관련공문

 - 보직내신 공문

 - 보직임용 제청서

(인사위원회)

◦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

(원)장, 전문대학원장의 경

우 인사위원회 동의

◦ 부총장, 대학원장, 처장의 

경우 평의원회 동의

◦ 인사위원회 관련 공문 

및 회의 자료

◦ 평의원회 관련 공문 

및 회의 자료

인사발령통지

◦ 학(원)장, 처장, 부속기관장 

: 총장 결재

◦ 위 항 이외 보직 : 교무처장 

결재

◦ 전 기관 발송

◦ 전남대학교 위임전결 

규정

◦ 인사 발령 통지 공문

코러스·아르샘 

등재

◦ 코러스: 연동기안 활용

◦ 아르샘: 발령사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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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겸임

가. 관련법규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 3

○ 공무원임용령 제40조

○ 교육공무원법 제18조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 2

○ 전남대학교 전임교원 겸임 규정

나. 주요내용 및 절차
○ 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다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교육․연구기관 기타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을 서로 겸임시킬 수 있음

○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 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 또는 임용제청 함

○ 이 경우 본직업무(교수, 연구 및 학생지도)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에서만 겸임할 수 있음

○ 겸임기간은 2년으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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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겸직

가. 관련법규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

○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 5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5조

○ 상법 제542조의2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 전남대학교 전임교원 겸직에 관한 지침

나. 주요내용 및 절차
○ 교원이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은 다른 기관의 전임이 아닌 직을 겸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겸직허가를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1 개월 이하의 외부강의, 비영리단체의 임직원, 학회 임원 등에 대하여는

소속 대학(원)장 승인으로 겸직이 가능하며, 소속 대학(원)장 승인사항은

반기별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법률에 의하여 교원이 영리 기관의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겸직허가를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는 교원은 본교에 3년 이상 재직한 교수 또는

부교수를 원칙으로 함

○ 겸직기간 : 2년 이내

○ 겸직허가 신청은 해당 직의 임명 이전에 하여야 하며, 사외이사의 경우는 겸직

허가일 1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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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초빙교원 임용

가. 주요내용
○ 국내외적으로 학술 연구업적이 탁월하거나 대학 및 사회 발전에 크게 기

여한 자, 외국인으로서 일반 또는 특수한 교과를 전담할 수 있는 자, 내

국인으로서 특수한 교과를 전담할 수 있는 자 중에서 교육 및 연구 활동

을 수행하기 위해 임용

나. 업무절차

업무절차 주요내용 유의사항 참고자료

초빙교원

임용내신

◦ 소속 예정 기관장이 관련

학과와 사전 협의를 통하

여 제청

◦ 재임용 대상자의 경우 교

무과에서 해당 단과대학으

로 공문 송부

 - 임기만료자 퇴직금 청구 

안내

 - 

◦ 임용예정일 2개월 전까지 추천

◦ 초빙교원은 전일제로 근무

◦ 제출서류

 1. 초빙교원 임용신청서

 2. 초빙교원 활용계획서

 3. 자격인정조서

 4. 고용계약서

 5. 학위증명서(학사․석사․박사)

 6. 경력증명서

 7. 연구실적목록

 8. 인사기록카드

 9. 외국인등록증(외국인에 한하며 

임용 후 제출)

 10. 기타 임용에 필요한 서류

  

◦ 재임용 시 1,2,4항 서류 및 재

계약사유서 제출

◦ 규정

 - 교육공무원법 제

31조

 - 전남대학교 비전임

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 제3장

 - 전남대학교 초빙

교원 보수 산정 

및 지급지침

◦ 관련기관

 - 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 외국인

의 경우 비자발급 

참고(사증발급신

청서)

◦ 관련공문

 - 퇴직금 청구서

 - 기관 내신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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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절차 주요내용 유의사항 참고자료

자격인정조서 

작성

◦ 초빙교원 대상자의 학력 

및 경력 근거로 자격인정

조서 작성

◦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경력으로 기재

◦ 단과대학 내신 직급이 적정한지 

여부 결정

◦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전남대학교 교수자

격인정 기준

◦ 직급부여 기준

◦ 자격인정조서

인사위원회

◦ 인사위원회 심의 결정 ◦ 초빙교원의 주요 경력 및 담당 

예정 과목 등을 간략히 기재

◦ 신규임용/재임용 구분

◦ 인사위원회 공문

◦ 인사위원회 회의자료

인사발령통지

◦ 초빙교원 임기 : 기본 1년

◦ 전 기관 공문 발송

◦ 고용계약서 직인날인

◦ 인사발령(초빙교원

  신규임용/재임용)

  통지

아르샘 등재 ◦ 발령사항 등재

복무 및 처우

◦ 복무

 - 일반 복무는 해당 대학장

 - 국외출장의 경우 교무과

에서 출국 승인

◦ 보수 및 처우

 - 일정액의 보수 지급(지급

범위 및 지급액, 지급방

법은 초빙교원 보수 산

정 및 지급 지침에 의함)

 - 교육, 연구, 기타 학술 

활동을 위한 교육 및 연

구시설 지원

◦ 면직사유

 - 고용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교육 및 연구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업무수

행이 곤란한 경우

 - 본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국가공무원법

◦ 전남대학교 비전임

교원에 관한 규정

◦ 전남대학교 초빙교

원 보수 산정 및 지

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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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겸임교원 임용

가. 주요내용
○ 국가기관, 교육 및 연구기관, 공공단체, 산업체 등에서 정규직으로 재직하
고 있는 전문가 또는 전문 분야의 국가인정자격증 소지자로서 학생의 현

장 실무 교육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

나. 업무절차

업무절차 주요내용 유의사항 참고자료

겸임교원
임용내신

◦ 소속 예정 기관장이 관련 
학과와 사전 협의를 통하
여 제청

◦ 재임용 대상자의 경우 교
무과에서 해당 단과대학
으로 공문 송부

◦ 임용예정일 2개월 전까지 추천
◦ 반드시 본직이 있는 자에 한함
◦ 제출서류
 1. 겸임교원 임용신청서
 2. 겸임교원 활용계획서
 3. 자격인정조서
 4. 학위증명서 (학사․석사․박사)
 5. 재직증명서
 6. 경력증명서
 7. 겸직교원 겸직동의서
 8. 기타 임용에 필요한 서류
◦ 재임용 시 1,2,5,7항 서류 제출

◦ 규정
 -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동 시행령 제7조
 - 전남대학교 비전임

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 제4장

◦ 관련공문
 - 기관 내신 공문

자격인정조서 
작성

◦ 겸임교원 대상자의 학력 
및 경력 근거로 자격인정
조서 작성

◦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경력으로 기재

◦ 단과대학 내신 직급이 적정한지 
여부 결정

◦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전남대학교 교수자
격인정 기준

◦ 직급부여 기준
◦ 자격인정조서

인사발령통지

◦ 겸임교원 임기 : 기본 1년(연장
가능)

◦ 전 기관 공문 발송

◦ 인사발령 겸임교원
  신규임용/재임용)

  통지

아르샘등재 ◦ 발령사항 등재

복무 및 처우

◦ 보수 및 처우
 -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

수 지급 가능
 - 전남대학교 강사료 지급 

지침 제4조(강사료 지급 
단가)

◦ 면직사유
 - 본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

나 겸임교원의 직을 계속 수
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 본직 기관의 직을 상실한 경우
 - 기타 활용기관장이 부적격하다

고 인정할 경우

 - 전남대학교 비전임
교원에 관한 규정

 - 전남대학교 강사료 
지급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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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객원교원 임용

가. 주요내용
○ 국․내외 교육․연구기관, 공공단체, 산업체 및 국가기관 등에 근무하였

거나 근무하고 있는 전문 인사 중에서 학생의 교육, 현장실습지도 및 공
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

나. 업무절차

업무절차 주요내용 유의사항 참고자료

객원교원

임용내신

◦ 소속 예정 기관장이 관련 
학과와 사전 협의를 통하
여 제청

◦ 임용예정일 2개월 전까지 추천
◦ 제출서류
 1. 객원교원 임용신청서
 2. 객원교원 활용계획서
 3. 자격인정조서
 4. 학위증명서(학사․석사․박사)
 5.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6. 경력증명서
 7. 객원교원 겸직동의서
 8. 기타 임용에 필요한 서류
◦ 재임용 시 1,2,5,7항 서류 제출

◦ 규정
 - 전남대학교 비전임

교원에 관한 규정 
제5장 

◦ 관련공문
 - 기관 내신 공문

자격인정조서 

작성

◦ 객원교원 대상자의 학력 
및 경력 근거로 자격인정
조서 작성

◦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경
력으로 기재

◦ 단과대학 내신 직급이 적정한지 
여부 결정

◦ 교수자격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총
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는 직급 
부여 없이 객원교원 임명 가능

◦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전남대학교 교수자격
인정 기준

◦ 직급부여 기준
◦ 자격인정조서

인사발령통지

◦ 객원교원 임기 : 학기 또는 학년 
단위 원칙, 특정사업의 수행을 
위해 임용된 경우는 기간 조정 
가능

◦ 전 기관 공문 발송

◦ 인사발령(객원교원 신
규임용/재임용) 통지

아르샘 등재 ◦ 발령사항 등재

복무 및 처우

◦ 보수 및 처우
 -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

수 지급 가능
 - 전남대학교 강사료 지급 

지침 제4조(강사료 지급 
단가)

◦ 면직사유
 - 본직 기관의 직을 상실한 경우
 - 전남대학교 비전임교원인사에 관한 규

정 제17조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활용기관장이 부적격하다고 인정
할 경우

 - 전남대학교 비전임
교원에 관한 규정

 - 전남대학교 강사료 
지급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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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명예교수 추대

가. 주요내용
○ 우리대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하고 교수로 퇴직한 자로서

재직 중 교육 및 연구업적이 현저하고 다른 교원의 모범이 되는 자를 추

대

나. 업무절차

업무절차 주요내용 유의사항 참고자료

단과대학별

명예교수 대상자 

추대

◦ 해당 학(원)장은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피

추천자의 퇴직예정일 

1개월 전까지 소속대

학(원) 교수회의의 동

의를 얻어 총장에게 

추천

◦ 명예교수 추천 위한 교수회의는 

재직 전임교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교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추대 시 구비서류

 1. 이력서

 2. 해당 학(원)장의 추천서

 3. 교수회의 회의록 사본

 4. 교육 및 연구 업적조서

◦ 규정

 - 고등교육법 제17

조 및 동 시행령 

제7조

 - 전남대학교 명예교

수 규정

◦ 관련공문

 - 명예교수 추대요

청 공문

인사위원회

◦ 명예교수 대상자 이력 

및 연구 경력 검토

◦ 회의자료 작성

◦ 인사위원회 공문

◦ 인사위원회 회의 자료

인사발령통지 ◦ 전 기관 공문 발송

◦ 인사발령(명예교수 

추대) 통지

아르샘 등재
◦ 발령사항 등재 ◦ 퇴직 전 소속 학과로 입력

처우

◦ 처우

 - 각종 의식에 있어서 본

교 전임교원과 동등한 

예우를 받음

 - 총장은 필요에 따라 강

의 위촉 가능

◦ 규정

 - 전남대학교 명예교

수 규정

 - 전남대학교 강사

료 지급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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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교수업적평가 및 성과연봉 지급

가. 목적
○ 우리 대학 전임교원의 교육·연구·봉사·산학협력 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교원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업적평가 결과 활용

나. 관련법규
○「전남대학교 교수업적평가 규정」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

○「전남대학교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

다. 주요내용
○ 우리 대학 전임교원의 교육, 연구, 봉사 및 산학협력 활동을 객관적 지표로

평가하여 재계약, 상위직급 재계약(승진), 성과연봉 지급, 기타 교수업적

평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의 심사 자료로 활용

○ 평가기준일: 매년 2월 말일

○ 평가 대상기간

- 교육, 봉사, 산학협력영역: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학년도

- 연구영역: 평가기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 평가 영역 및 활용

- 평가영역

․교육영역: 교내․외를 불문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수하고 지도하는 제반

교육활동(강의, 실습, 강의평가, 석․박사 배출, 학사지도,

교수법 개발 등)

․연구영역: 해당 전공 학문의 지성적, 과학적 활동과 연관된 모든 형태의

연구 및 창작활동

․봉사영역: 교내․외 봉사 또는 학교발전 등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기여

하는 제반 활동

․산학협력영역: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출연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상호협력하여 행하는 인력양성, 연구․개발, 기술이전

등의 제반 활동

- 평가결과 활용



- 34 -

․재계약, 상위직급 재계약(승진), 정년보장 임용

․성과연봉 지급(성과급적 연봉제)

․우수교수 선정과 포상 등의 심사자료

․기타 교수업적평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

라. 업무절차

업무절차 주요내용 유의사항 참고자료

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통보

◦ 해당부서(학사과, 연구진흥과, 
정보전산원)와 업무조정

◦ 프로그램 보완 및 수정
(유무 점검)

◦ 평가 기본계획 수립(처장 
결재) 및 통보

◦ 교육부 평가 지침 등을 분석
하여 해당분야 적용

◦ 본부 해당부서와 사전 업무 
조정

◦ 평가기간 설정 명확화
 - 교육: 전년도 1․2학기 실적
 - 연구: 최근 3년 실적, 연도

별 가산점부여
 - 봉사: 전년도 1·2학기 실적
 - 산학: 전년도 1·2학기 실적

◦ 규정
 -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

적 연봉제 운영지침
 - 전남대학교 교수업적

평가규정
 - 전남대학교 교원 성

과급적 연봉제 운영 
지침 

◦ 관련 공문
 - 계획수립공문
 - 교원 성과연봉 지급 

실적 보고 공문 및 
성과연봉 배정 공문

교외봉사 및 

연구실적 입력

◦ 교수업적평가프로그램 점검
 - 전년도 실적은 영구보관
 - 당해연도 기준 프로그램 설정
 - 평가기간 등 조건 재설정
 - 입력창 설치
 - 쓰기(열람)권한 부여
 - 입력창 설치

◦ 쓰기열람권한
 - 학(원)장, 부학(원)장: 가산

점 입력, 해당 대학(원) 소
속 교원 평가등급 입력

 - 교수: 교육, 연구, 봉사 업
적 조서 및 세부자료 조회

 - 교무과, 연구진흥과, 학사
과 담당자: 총괄

◦ 전남대학교 교수업적   
평가규정

◦ 교수업적평가 프로그
램 매뉴얼

◦ 입력
 - 공문으로 개별 입력 안내   

  (교수가 직접 입력)
 - 교외봉사 및 수상 실적은   

교수업적평가프로그램에, 
연구, 산학협력 실적은 
C-Rams에 입력

 - 입력 후 증빙자료 등록

◦ 기타 봉사실적인 “동아리   
지도 실적”은 사전에 학생과 
및 각 대학(원) 행정실에 
공문을 보내 자료 제출 요청 
- ARSAM 개인인적사항에 
입력

◦ 실적확인: 등록된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

◦ 점수반영 확인: 확정자료 생성 
후 세부자료 조회

◦ 연구, 산학협력 실적은  
C-Rams에서 입력한 후 
연구진흥과에서 확인

◦ 연구, 산학협력 실적을 반
영하기 위해서는 교수업적
평가프로그램에서 연구, 산
학협력 영역의 확정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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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절차 주요내용 유의사항 참고자료

생성해야 함
◦ 봉사실적을 확인․승인해야 자

료로 활용

업적평가 기본 

자료 형성 및 

확인

◦ 기본 자료 형성
 - 교육: 기초자료형성-확정

자료형성
 - 연구: 확정자료생성-세부

자료조회
 - 봉사: 확정자료생성-세부

자료조회
 - 산학: 확정자료생성-세부

자료조회
◦ 확인절차
 - 교육: 학사과
 - 연구, 산학협력: 연구진흥과
 - 봉사: 교무과

◦ 교육영역
 - 학년제 학과 실적 반영 

여부 확인
 - 특수대학원 강의 반영 확인
 - 보직으로 인한 시수 감면자 

확인(기준점 설정)
 - 팀티칭 및 분반점수 반영 확인
 - 강의 평가 결과 반영 확인
 - 학사지도보고서 반영 확인
◦ 연구영역
 - C-Rams프로그램 선 등재 

확인
◦ 봉사영역
 - 해당 보직 및 보직 점수 프

로그램 확인
 - 동아리 지도 실적 반영 확인

교수업적평가위

원회 개최 및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 확정

◦ 성과급적연봉제심의위원회 개최
 - 시기: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

지침 마련 시(매년 4월 중), 
관련 규정 제․개정 시

 - 위원: 교무처장, 교무부처장, 
연구부처장, 부학(원)장

◦ 성과급적연봉제운영지침 확정

◦ 교수업적평가위원회와 성과
급적연봉제심의위원회의 위
원 구성은 같음 

◦ 세부사항 지침 마련

◦ 국․공립대학 연구보조비 
지급 규정

◦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
적 연봉제 운영 지침
(교육부)

업적평가 결과 

확인 및 평가 

등급 결정

◦ 업적평가 분야별 자료 확인
 - 대상: 평가 대상 교수 직

접 확인
 - 교수업적평가 프로그램에서 

확인하도록 안내(공문송부)
 - 이의 제기 시 각 분야별로 

확인 후 정정

◦ 각 대학(원)성과급적연봉제심의
위원회에서 평가요소 등을 변
경하고자 할 경우 위임받은 사
항에 대해서만 결정(등급별 인
원수 등은 변경불가)

◦ 등급별 인원은 등급별 인원비
율에 의함. 직급별 인원수로 
세부 분류하지 않음

◦ 업적평가 자료 확인   
요청 공문

◦ 업적평가 결과(원점수) 송부
 - 본부→대학(원)장, 부학(원)

장에게 송부
 - 각 대학(원)별 자체기준에 

의해 등급 평가

◦ 업적평가 기초자료 
송부 공문

◦ 평가등급 결정 및 자료 제출
 - 등급결정자: 학(원)장, 부

학(원)장
 - 등급입력: 학(원)장 또는 

◦ 대학(원)에서 평가 등급은  
‘교원 성과급적연봉제 운영 
지침’ 상의 등급별 배정인

◦ 대학(원)별 업적평가 
등급 결정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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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절차 주요내용 유의사항 참고자료

부학(원)장 I.D.를 이용
 - 결과송부: 업적평가프로그

램에서 입력 후 저장, 엑
셀로 다운받아 출력 후 
공문과 함께 제출

원에 의함
◦ 각 대학(원)별 인원배정 시 

소수점 수에 대해서는 사사
오입하되 상위등급에 유리
하도록 적용함

평가 등급 수합 

및 조정

◦ 평가 등급 수합
 - 각 대학(원)별로 송부한 평

가자료 수합
◦ 등급 최종 조정
 - 등급별 인원이 맞지 않을 경

우 최종적으로 조정․확인

◦ 전남대학교 교원 성과급
적 연봉제 운영 지침

최종 평가 

등급 확정 

◦ 교수업적평가 등급 최종 확정
◦ 등급별 성과연봉 지급 금액 

책정
◦ 최종 자료 작성 후 총장 결

과 보고

◦ 총장이 평가등급을 정하는 
교원은 등급 및 금액을 재
확인

◦ 성과연봉 지급 작성 
엑셀파일 참조

◦ 성과연봉 지급 결과 
보고 내부결재 공문

성과연봉 지급

◦ 각 대학(원)에 성과연봉 지급 
및 등급 확정 안내 공문 송부 

◦ 재무과로 성과연봉 지급 요청 
공문 송부

◦ 성과연봉 지급․확정 
안내 및 지급 요청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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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중등교원 전․출입

가. 주요내용

○ 사범대학 부설학교의 교원과 광주광역시 교육청 교원간의 전․출입

나. 업무절차

업무절차 주요내용 유의사항 참고자료

교원전보계획 

통보 및 전․출입 

대상자 추천 

의뢰

◦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교원 
전보계획 수립 시 국립학교 
교원(부설학교)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후 우리대학에 
통보

◦ 추천의뢰 : 사범대학 및 부
설학교로 이첩 통보

◦ 전보 대상 교원 : 4년 이상 
근무한 교원

◦ 제출기관 : 부설 중․고등학교

◦ 규정
 - 교육공무원 인사관

리 규정 제18조 
제3항

 - 전남대학교 사범대
학부설중․고등학교 
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 관련공문
 - 시교육청 공문
 - 추천의뢰 공문

전출희망내신서 

작성 제출

◦ 교원전보절차 의거 전출희
망내신서 작성 제출

◦ 전출유보의 경우 : 본인희
망+학교장내신 → 1년 범
위 내에서 전보 유예

◦ 제출 서류
 - 인사내신자 총괄 명부
 - 개인별인사내신서
 - 근무평정내역서
 - 근무성적평정표
 - 자기실적평가서
 - 관련 문서 사본

◦ 내신서 제출 공문

시교육청 

전출동의 요구 

및 전입희망자 

추천 요구

◦ 전출희망 내신서 제출교원 
대상에 대해 광주광역시 교
육청에 전출동의 요구

◦ 전출희망교원 3배수 전입희
망자 추천 요구

◦ 전입 교원 자격
 - 교장 : 교장자격증 소지자 등
 - 교감 : 교감자격증 소지자 등
 - 교사
  * 4년제 대학졸업자
  * 담당과목 전공자
  * 담당 예정과목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 중등학교 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또는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규정
 - 전남대학교 사범대

학부설중․고등학교 
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 관련공문
 - 전․출입동의 요구 

공문
 - 전․출입관련 과목별 

배정요구인원 송부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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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절차 주요내용 유의사항 참고자료

추천인원 통보 

및 심사요구

◦ 전입추천인원 이첩통보
◦ 사범대 심의 요청

◦ 추천명단․내신서 원본을 사범
대로 송부

◦ 교장 ․교감은 별도 추천

◦ 관련공문
 - 시교육청 인원추천 

공문
 - 추천명단 및 내신서

추천자 통보

◦ 시교육청으로 사범대 심의 
결과 전출·입 동의 교원 지
명 추천 통보

◦ 관련공문
 - 평가집계표
 - 전입동의 교원 추

천 명단

전․출입 동의 및 

인사발령 통지

◦ 중등 교육 공무원 전입발령
통지

◦ 중등 교육 공무원 전출발령 
통지

◦ 전 기관 통보(교장 ․교감은 별
도 통보)

◦ 관련공문
 - 인사발령통지공문

전산시스템입력

및 인사기록카드 

정리

◦ 전산시스템입력
◦ 급여자료 재무과 제출 확인
◦ 인사관련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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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장중임 및 자격연수

가. 주요내용
○ 교장 임기 만료 시 중임요청 하는 경우

○ 교장 및 교감 자격 연수자 선발 통보

나. 업무절차
○ 교장 중임

업무절차 주요내용 유의사항 참고자료

중임요청 자료 

및 심의자료 

제출

◦ 교장임기가 만료되어 중임
요청에 해당하는 교장에 
대해 중임요청 자료 및 심
의 자료 제출

◦ 제출자료
 - 교장 중임심의자료 일람표
 - 개인별 교장 중임심의자료
 - 교장 중임 등에 관한 심의 

보조자료
 - 학교경영제안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 각 증빙자료

◦ 규정
 - 교육공무원법 제29조

의2
 -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2
조제2항

 - 교장 중임 및 원로교
사 임용 처리지침

인사위원회 심의
◦ 인사위원회 심의 ◦ 인사 위원회 회의 자료

교육부

교장 중임요청

◦ 교육부로 교장 중임 요청 ◦ 제출서류
 - 교장 임용 현황
 - 교육공무원 임용제청조사서
 - 교육공무원 제청조사서
 - 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발령 통지

인사기록 정리

◦ 인사발령통지 ◦ 전 기관 통보 ◦ 관련공문
 - 인사발령통지공문

전산시스템 입력
◦ 전산시스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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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장 및 교감 자격 연수자 선발 통보

업무절차 주요내용 유의사항 참고자료

자격 연수대상 

인원배정자료 

요구

◦ 교육부에서 해당 학년도 교
장 및 교감 자격 연수대상 
인원배정 자료 요구

◦ 부설학교 이첩 통보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 각 증빙자료

◦ 규정
 - 교원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 동시행규칙 제4조

대상자선발통보
◦ 부설학교에서 자격연수 대

상자 선발 통보

연수대상자 

결과 통보

◦ 연수 후 결과 통보
◦ 부설학교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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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중등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가. 주요내용

○ 사범대학 부설학교의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나. 업무절차

업무절차 주요내용 유의사항 참고자료

성과급 지급 

지침 통보 및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기준(안) 제출 

요청

◦ 교육부에서 성과급 지급 지
침 통보

◦ 자체 지침 수립을 위한 의
견 수렴 : 사범대학, 부설학
교 송부

◦ 규정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공무원 보수 등의 업

무지침

 - 교육부 해당 학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

금 지급 지침

◦ 관련공문

 - 교육부 공문

 - 추천의뢰 공문

교육공무원

성과급 

심사위원회 개최

◦ 당해연도 성과급 지급 지침 
수립

 - 성과상여금 예산의 차등지
급률 결정

 - 차등지급 기준안 마련
 - 미지급 대상자 및 기타사  

  항 반영

◦ 참석대상 : 교무처장, 교무
부처장, 사범대학장 및 부
학장, 부설 중․고등학교장

◦ 회의안내 공문 및 회   
 의록

성과급 지급 및 

결과보고

◦ 성과급 지급 지침에 의거 
연 1회 지급

◦ 성과급 지급 결과를 교육부
에 보고

◦ 관련공문
 - 성과급 지급공문
 - 결과보고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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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및 기간제 교사 임용

가. 주요내용
○ 사범대학 부설학교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임용

○ 기간제 교사 임용

나. 업무절차
○ 사범대학 부설학교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임용

업무절차 주요내용 유의사항 참고자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추천의뢰

(자체 대상자 

확정)

◦  국립국제교육원 위탁채용
을 원칙

◦  예외적으로 한국교원대학
교,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
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추
천 의뢰 또는 자체적으로 
임용대상자 확정

◦ 임용 구비 서류 작성
◦ 임용 대상자
 - 1등급 : 초․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100시간 이상의 교육
과정(TESOL/TEFL 등 영어 
자격증)이수자, 석사학위 소
지자

 - 2등급 : 초․중등교사 자격증소
지자, 100시간 이상의 교육과
정(TESOL/TEFL 등 영어 자
격증)이수자, 석사학위 소지
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로
서 공인기관에서 1년 이상의 
영어교육경력이 있는 자

◦ 국립 초․중등학교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 초청․활용 사
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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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교사 임용

업무절차 주요내용 유의사항 참고자료

기간제 교사 

발생 사유 및 

임용대상자 선정 

통보

◦ 부설학교에서 휴직 등의 사
유로 인하여 기간제 교사를 
임용해야 할 경우 사유 통
보(사범대학, 교무과)

◦ 자체 공고 및 사범대학의 
추천을 받아 임용대상자 선
정 후 교무과, 사범대학으
로 통보

◦ 임용 구비 서류 작성 ◦ 교육공무원법
◦ 교육공무원임용령

신원조사(회) 및 

전력조회

◦ 광주지방경찰청으로 신원조
사 의뢰

◦ 임용대상자의 등록기준지 
관할 기관으로 신원조회 의
뢰

◦ 경력증명서를 근거로 전력
조회

◦ 호봉획정표 작성

◦ 규정
 - 교육공무원 보수 업

무 등 편람
 - 공무원 보수규정 및 

업무처리지침
◦ 관련공문
 - 신원조사의뢰 공문
 - 신원조회의뢰 공문
 - 전력조회의뢰 공문
 - 호봉획정표

인사발령통지
◦ 총무과, 재무과, 사범대학,  

부설학교 통지
◦ 인사발령통지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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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시간강사 위촉

가. 목적
○ 전임교원이 담당할 수 없다고 판단된 교과목을 교과목의 전문성, 합동강의, 유

사학과 전임교원의 강의담당 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위촉함.

나. 관련법규
○ 전남대학교 학칙 제11조

○ 전남대학교 교학규정 제35조

○ 전남대학교 비전임교원인사에 관한규정 제26조, 제27조

○ 전남대학교 교원인사에 관한규정 제10조

○ 시간강사 위촉 원칙

다. 주요내용
○ 자격기준

【전남대학교 비전임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

제26조(자격) ①시간강사의 임용자격에 대하여는 전남대학교교원인사에

관한규정의‘전임교원 신규임용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 우리대학교 인사규정에 의한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로서 박사

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의과대학 임상분야는 4년제 이상의 대학졸업자로서 전문의 자격을 소지한 자

․치과대학 임상분야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수련의 과정을 수료한 자

․예․체능계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

- 총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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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구 분 전업(순수시간강사) 비전업(일반시간강사)

신규위촉

․시간강사 조서 1부

․최종학력 증명서(박사학위) 1부

․급여관련 신고서 1부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1부

․국가인증자격증·전문의자격증·국가무형

문화재지정서(해당자) 각 1부

․시간강사 조서 1부

․최종학력 증명서(박사학위) 1부

․급여관련 신고서 1부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출강동의서 1부

․재직증명서(위촉자 중 타 대학 전임교

원) 1부

․국가인증자격증·전문의자격증·국가무형

문화재지정서(해당자) 각 1부

재 위 촉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1부 ․출강동의서 1부

○ 위촉내신 시 유의사항

- 전임교원이 신규 임용되었거나 임용예정인 경우 강좌 신규개설 및 증설

제한

- 강의책임시간 미달 전임교원이 있는 학과(부)에 대해서는 시간강사 위

촉 제한

-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기한 내 미제출 사유로 인한 추가 위촉 불허

- 직전학기 시간강사 중 강의를 배정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본인에게 사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근거자료를 학과에 자체 보관

-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해 강의평가 점수가 현저히 낮은 시간강사에 대해

서는 학과(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

-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본교 출신 시간강사 비율이 30% 수준은 유

지하도록 적극 배려

- 전공교과목의 담당 교원이 연구년 또는 해외 파견 시에는 가급적 다른

전임교원이 강의하거나 겸임(객원)교원으로 활용

   - 우리 대학 명예교수․초빙교원․겸임교원․객원교원․학술연구교수․계

약교수․전임연구원․BK박사후연구원 등은 시간강사 위촉 내신 불가

※ 박사 후 과정생(Post Doctor)은 위촉 할 수 있음

- 우리 대학 내 2개 이상의 대학에서 강의를 담당할 경우 담당 시간수가 많은

대학에서 내신하고, 사전에 협의(공문서 시행 등)하여 동일인을 대학별로

중복 내신하거나 과목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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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업무절차(업무 흐름도)

해당기관으로 시간강사 위촉 내신요구


학(원)장의 내신


총장의 검토


 -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수 충족여부

 - 위촉시간 초과여부

 - 구비서류 충족여부


 - 발령 : 총장

 - 일자 : 학기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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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외래강사 위촉

가. 목적
○ 간호대학,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외부 임상실

습을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전문분야 담당자를 외래강사로 위촉하여

학생들의 병동, 외래, 검사 등의 임상치료를 지도하고 직접 접하게 함으

로써 지금까지 배워온 지식을 확인 정리하고자 함.

나. 관련법규
○ 학칙 제11조, 전남대학교 비전임교원인사에 관한규정 제28조

다. 주요내용
○ 자격기준

- 「교수자격기준등에 관한규정」제2조 별표의 자격을 가졌거나 또는 교

수자격 인정을 받은 자

- 외부의 의료시설에서 근무하면서 의학계열 학생들의 실습을 지도할 수

있는 자

○ 구비서류

- 이력서

-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 전문의자격증 사본

- 최종학력 증명서

○ 위촉 내신시 유의사항

- 외래강사로서 교수자격 인정을 받은자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대우

와 직명을 부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의 경력은 시간강사 경력과 동

일하게 인정한다.

- 외래강사에게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라. 업무절차(업무 흐름도)
○ 해당대학(원)장의 요구에 의해 총장이 위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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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정기승급, 호봉재획정, 호봉정정

가. 목적
○ 승급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법령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

은 호봉을 부여하고, 호봉재획정은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호봉재획정을 한다. 호봉정정은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

될 때에 그 잘못된 호봉발령 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하는 것을 말

하며, 이들의 호봉사정 업무에 정확을 기하고자 함.

나. 관련법규
○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3조, 제18조

다. 주요내용
○ 정기승급

- 승급일자 : 매달 1일자

- 승급기간 : 1년

- 잔여월수는 정기승급시 반영함.

- 승급권자 : 총장

○ 호봉재획정

- 호봉재획정 대상

․학력, 자격, 직명의 변동이 있을 경우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재획정 시기

․학력의 변동시에는 재획정 신청일이 속한 다음달 1일

․직명이 변동시에는 직명 변동일부터

· 승급제한기간을 산입하는 경우에는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달 1일

· 휴직, 정직 또는 직위해제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일

·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초임호

봉 확정의 방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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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봉정정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 일자로 소

급하여 정정함.

라. 업무절차(업무 흐름도)

☆ 정기승급 ☆ 호봉재획정 ☆ 호봉정정

승급도래자 파악

(매월 1일자 기준)

사유발생시 해당기관

에서 요구

호봉재획정 또는

정기승급이 잘못된 

경우

  

승급표 작성

(승급제한등 검토)
재획정사유 검토

호봉 정정발령

통지(잘못된 호봉은 

소급발령)

 

정기승급 발령통지

(매월 1일자 )
재획정 발령통지



교 무 처

학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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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

가. 정의
○ 등록이란 함은 재학기간 중 매학기 정해진 기간내에 등록금(입학금,수업료)를

납부하는 것을 말함

나. 관련법규
○ 전남대학교 학칙 제31조

○ 전남대학교 교학규정 제14조

다. 주요내용
○ 신입생 등록

- 시기: 1∼2월, 7∼8월 중

- 장소: 지정된 은행

- 업무흐름도

등록대상자 명단 통보
등록금고지서 발부 

(홈페이지 게시)
등록금 납부 입학허가

(입학과, 정보전산원 → 재무과) ð (재무과) ð (학생) ð (학사과)

[1월, 7월 초] [1월, 7월 하순] [1∼2월, 7∼8월 중순] [입학일]

○ 재학생 등록

- 시기: 1학기 - 2월중, 2학기 - 8월중

- 장소: 지정된 은행

- 업무흐름도

○ 분할납부

- 경제사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 전액의 납부가 어려운 학생들에

게 2∼4회로 나누어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당해 학기에 전액 장학

금을 받는 학생 또는 학자금 대출신청 예정자, 미등록 휴학예정자, 수업

연한초과자는 분할 납부가 불가능하다.

등록공고 및 

등록안내문 게시
등록대상자 선정

등록금고지서 발부

(홈페이지 게시)
등록금 납부 등록처리

(학사과) ð (학사과) ð (재무과) ð (학생) ð (재무과)

[1월, 7월 중순] [1월, 7월 하순] [2월, 8월 중순] [2월, 8월 하순] [2월, 8월 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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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도

○ 수업연한초과자 등록금 납부

-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

한 학생의 등록금은 교학규정 제14조 5항의 기준에 따라 징수하고, 수강

취소에 의한 차액은 별도 절차에 의하여 반환하게 된다.

구분 수강신청학점 납부할 금액

학사 학위

과정

   1학점 - 3학점까지 당해 학기 등록금의 6분의1에 해당한 금액
   4학점 - 6학점까지 당해 학기 등록금의 3분의1에 해당한 금액  
   7학점 - 9학점까지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1에 해당한 금액
   10학점이상 등록금 전액 납부

석사 학위

이상의 과정

   1학점 - 3학점까지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1에 해당한 금액

   4학점 이상 등록금 전액 납부

- 수업연한초과 등록자는 수강신청 확정(정정 포함)이후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별도 지정된 추가등록기간에 납부

- 업무흐름도

○ 기타사항

- 신입생의 경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입학 허가가 취소

된다.
- 등록기간내에 등록 또는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 제37조 제3호에

의거 제적된다.
- 제적된자의 재입학은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 한하여 허가 되므로

신중을 기하여 한다.
- 등록전 휴학자는 장학금이 소멸되나, 등록을 마친 후 휴학을 한 경우에

는 장학금이 유지된다.

분할납부신청 공고 분할납부 신청 분할납부 승인
등록금고지서 발부

(홈페이지 게시)

(학사과) ð (학생) ð (학사과) ð (재무과)

[전년 12월, 6월 중순] [1월, 7월 하순] [2월, 8월 초순] [2월, 8월 초순]

ò

4차 납부 3차 납부 2차 납부 1차 납부

(학생) ï (학생) ï (학생) ï (학생)

[5월, 11월 중순]
[4월, 10월 중birth]227

순]
[3월, 9월 초순] [2월, 8월 하순]

수강신청 완료 등록금고지서 홈페이지 게시 등록금 납부 등록처리

(학사과) ð (재무과) ð (학생) ð (재무과)

[3월, 9월 초순] [3월, 9월 초순] [3월, 9월 중순] [3월, 9월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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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학

가. 정의
○ 학생이 부득이한 사정(질병, 군복무, 기타 사유)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학업을 중단하는 것

나. 관련법규
○ 전남대학교 학칙 제34조

다. 주요내용
○ 종 류

- 일반·미등록 휴학: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 하고자 하는 자

- 질병 휴학: 전남대학교 보건진료소장 또는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4주이

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학을 원하는 자

- 군 휴학: 재학 중 군 입영 명령서에 의하여 군에 입대하고자 할 때

- 임신·출산·육아휴학: 재학 중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인하여 증빙서류

를 첨부하여 휴학을 원하는 자

- 창업휴학: 창업으로 인한 학업의 단절을 방지하고 준비된 창업 인재가

창업에 도전하고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학하고자 할 때

○ 시 기

- 일반휴학 시기: 수업일수 1/2이내

- 미등록휴학 시기: 총장이 설정한 기간 내 또는 등록금 납부기간 내

- 질병·군휴학: 수시

- 임신·출산·육아휴학: 수시

- 창업휴학 시기: 수업일수 1/2이내

○ 휴학기간

- 학사학위과정: 휴학은 통산 8학기 (예과, 편입 4학기) 이내

- 석사학위과정: 4학기 이내(다만, 경영전문대학원은 6학기 이내, 의학및 치의학

전문대학원은 4년 이내, 문화전문대학원 미디어예술공학전공은 6학기 이내)

- 박사학위과정: 6학기 이내(다만, 의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은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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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박사학위통합과정: 8학기 이내(다만, 의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복합

학위과정은 6년 이내)

-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과정은 4학기 이내(다만, 질병이나 해외유학

등 법학전문대학원 교학규정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6학기 이내)

- 학·석사학위통합과정: 12학기 이내(다만, 치의학전문대학원 통합과정은

16학기 이내)

- 1회 휴학기간은 2학기(1년)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휴학기간 만료일 이전에 학칙 제34조에 의한 휴학기간 및 횟

수 내에서 휴학기간을 계속하여 연장 가능(다만, 군복무 및 임신·출산·

육아, 창업으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신청 절차(학생)

○ 기타사항

- 학부 신입학년도 1학기와 수업일수 1/2 이후에는 휴학할 수 없음

-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석사연계과정으

로 석사 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신입학년도 1학기와 수업일수 1/2

이후에는 휴학할 수 없음

- 일반휴학 후 군입대자는 전남대 포털사이트에 복무신고를 신청한 후 입

영서류를 제출(파일 업로드, 팩스, 우편, 방문 제출)

- 소속대학장은 “휴학자처리부”를 관리해야 한다.

라. 업무흐름도

휴학안내문

홈페이지 공고
ð

신청

ð
도서반납여부검증

ð
승인

(학사과)
(학생) (전산) (학과, 대학)

[6월, 12월 중순]

포털 접속
ð 교육지원 ð 내 학사행정 ð 학적 ð

휴/복학

/전공신청( http://arsam.jnu.ac.kr )

ò

성적인정여부 선택
(수업일수 3/4선 이후 해당자)

⇦ 복학일정

계산
⇦ 휴학기간 ⇦ 휴학사유 ⇦ 휴학구분

선택

ò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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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학

가. 정의
○ 휴학한 자가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사유 종료에 따라 소정의 복학기간
내에 복학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학업을 계속하는 것

나. 관련법규
○ 전남대학교 학칙 제35조

다. 주요내용
○ 종 류
- 일반 복학: 휴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 소멸 시
- 군 제대 복학: 군 제대 후
- 귀향 복학: 군입대자가 귀향조치 되었을 때

○ 시 기
- 복학예정자: 매학기 시작 전(1월 ~ 등록기간 또는 7월 ~ 등록기간)
- 조기복학 대상자: 매학기 시작전(1월 ~ 2월초 또는 7월 ~ 8월초)
- 귀향조치 복학 대상자: 귀향 즉시

○ 신청 절차(학생)

○ 기타사항
- 휴학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복학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복학제적으로
처리됨

- 학기 개시 3주 이전에 전역이 가능한 군입대 휴학자는 본인이 원할 경
우 당해 등록기간에 복학이 가능함(전역예정증명서,수학허가서 첨부)

- 병역의무 이행으로 휴학한 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을 하여
야 한다. 다만,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군복학 승인 후 다시 휴학을
신청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 업무흐름도
복학안내문

홈페이지 공고
ð

신청

ð
승인

(학사과) (학생)
(학과, 대학)

[6월, 12월 중순] [1월, 7월]

포털 접속 ð 교육지원 ð 내 학사행정 ð 학적 ð
휴/복학

/전공신청( http://arsam.jnu.ac.kr )

ò

신청 ⇦ 복학구분

선택
⇦ 전화번호

입력

http://arsam.jnu.ac.kr
http://arsam.j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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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학 및 제적

가. 정의

○ 퇴학: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이 스스로 학업을 그만두는 것

○ 제적: 학칙에 의거 총장이 학생에게 학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

나. 관련규정

○ 전남대학교 학칙 제36조와 제37조

다. 주요내용

○ 시기

- 퇴학일 경우: 수시

- 제적일 경우: 미등록, 미복학, 재학연한 초과 등 - 사유발생시

- 학사경고, 유급일 경우: 성적인정 후

○ 퇴학 및 제적의 요건

- 학생 본인이 보증인 연서로 퇴학원을 제출할 경우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이중학적을 가진 자

-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재학 연한을 초과한 자

- 학칙 제57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횟수를 초과한 자

-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은 자. 다만, 당해학기 성적반영 후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이 가능한 자는 제외한다.

- 질병,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어 소속대학

(원)장이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 제의를 한 자.

○ 유급

- 학부

· 의학과

* 학년의 평균성적이 C-(1.7)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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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학점 중 F 성적이 있는 자

* 2회까지 유급 가능

· 수의학과

* 당해학년 성적평균평점이 1.75미만인 자

* 당해학년 전공과목(필수, 선택) 취득학점 중 F가 2과목이상인 자

* 각 학년의 전공필수과목을 수강신청하지 않은 경우

* 2회까지 유급 가능

- 치의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학위과정

· 학년의 평균성적이 70점 미만인 자

· 성적이 60점 미만의 교과목이 있는 경우

· 4회까지 유급 가능

- 의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학위과정

· 학년 평균성적이 C-(1.7) 미만인 경우

· 취득학점 중 F 성적이 있는 경우

· 2회까지 유급 가능

- 법학전문대학원

· 학년말 성적 평균평점이 2.2이하인 자(학부 이수학점, 외국대학 취득학

점, 외국어강의 이수학점 제외)

· 1회까지 유급 가능

○ 학사경고

- 학부

· 성적 평균평점이 1.75 미만인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법학전문대학원

· 성적 평균평점이 2.2 이하인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6학점 이상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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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업무흐름도
○ 퇴학

퇴학원 작성
ð

도서 대출

여부 확인 ð
학과장 확인

ð
퇴학원 접수

(학생) (도서관) (학과) (대학)

⇩

전산처리 ⇦ 총장 허가 ⇦ 명단 제출

(학사과) (학사과) (대학)

○ 제적(미등록, 미복학, 학사경고, 유급, 재학연한초과자)

제적대상자 조사
ð

제적대상자 내신
ð

제적대상자 명단 제출
ð

사전통지 및 

제적대상자 확정

(학사과, 대학) (대학) (대학) 학사과

⇩
제적처리 통보 전산처리 ⇦ 총장 허가

(학사과) (학사과) (학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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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입학

가. 목적
○ 자퇴나 제적 등의 사유로 학교를 떠난 학생들에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함

나. 관련법규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2항(재입학)

○ 학칙 제30조(재입학)

다. 주요내용
○ 재입학 대상 및 제외대상

- 재입학 대상

· 미복학․미등록․학사경고 등으로 제적된 자

· 경제적 또는 신체적 사유 등으로 자퇴한 자

· 학칙 제30조 제4항에 해당하는 학생활동 제적자(제적학생구제를 위한

특례)

- 재입학 제외 대상

· 유급에 의한 제적자

· 재학연한 초과자

· 학사경고 제적자중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재입학 인원 산정

- 학부

      재입학 인원 = 당해학기 재적생 변동상황 보고(4.1자,10.1자)에 명시된 

                      3-4학년의 제적자 수

- 대학원

 재입학 인원 =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정원내 재학생 수

              - 입학정원: 재입학하고자 하는 학년의 입학정원

              - 재학생수는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학기의 직전학기(4.1또는10.1) 정원내 재학생 수 기준

○ 재입학 시기: 재입학 시기는 해당학기의 등록 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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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학기: 매년 1월 말 - 매년 2월초 (대상자 선발 및 허가)

- 제2학기: 매년 7월 말 - 매년 8월초 (대상자 선발 및 허가)

○ 재학연한

- 재입학한 자의 재학연한은 이미 경과한 재학연한을 통산하며 소정 재학

연한(수업연한의 2배)을 초과할 수 없다.

- 재학연한 연장은 불허한다.

○ 재입학자의 교과과정 적용 및 교과구분 재사정

- 재입학자의 교과목 이수는 교학규정 제18조(교과목 이수)의 학적변동자

의 교과목 이수규정에 따름.

- 재입학자의 기 이수학점은 통산하여 인정함.

- ‘85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재입학 할 경우에는 기 이수학점의 교과구분

을 재입학 후 적용 받는 교과과정에 의거 재사정.

○ 재입학자의 학적변동(휴학)

- 재입학자의 제적 전 휴학 횟수 및 기간은 통산하여 적용한다.

○ 학사경고 제적자의 재입학시 학사경고횟수 적용

- 학사경고 제적자가 재입학하여 학칙 제54조의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당

초입학자와 동일하게 학사경고 연속 3회시 제적처리함

○ 유의사항

- 모집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가 있는 경우, 모집단위내 학과․전공별 재

입학 인원의 배정은 자율적으로 결정함

라. 업무흐름도

모집단위 여석산출

ð
계획 통보 및 공고

ð
원서 제출

ð
서류검토 및 확인

(학사과) (학사과) (학생) (학과)

[6, 12월 초순] [6, 12월 중순] [1, 7월 중순] [1, 7월 중순]

⇩
전산처리

⇦
허가

⇦
명단 제출

⇦
사정

(학사과) (학사과) (대학) (대학교수회의)

[1, 7월 하순] [1, 7월 하순] [1, 7월 하순] [1, 7월 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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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집단위간이동(전과)

가. 정의
○ 학생들이 능력 및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이동 시키는 것

나. 관련법규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3항(모집단위간 이동)

○ 학칙 제47조(모집단위간 이동)

○ 교학규정 제9조(모집단위간 이동의 신청)

다. 주요내용
○ 시 기

- 모집단위간 이동의 시행 시기는 매학년도 제1학기 개시 전으로 함

○ 제한학과

- 간호학과, 수의예과, 수의학과, 약학부, 예·체능계학과(단, 디자인학과,

미술학과는 전입허용), 의예과, 의학과.

○ 허가범위 및 허가학과(전입기준)

- 모집단위간이동 허가는 학과(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총장이 허가하되, 재학 중 1회에 한함

다만, 사범대학은 공고일 당시 재적인원이 입학정원을 초과할 경우 모

집단위간이동을 실시하지 않음

- 총장은 해당학기의 등록 전까지 허가학부(과) 및 허가인원을 정하여 공고

- 폐지된 모집단위 소속 재적생이 모집단위간 이동을 지원하는 학부(과)

의 허용인원은 입학정원의 20%이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 캠퍼스간 이동: 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 전출제한은 신청인원을 기준으로 학년별 인원을 통산하여 산정하며, 모

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이상 범위 내에서 학과(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및 총장 허가

- 다만, 전출제한은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캠퍼스간 이동에 대한

전출제한은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62 -

○ 지원자격

- 모집단위간이동의 신청은 현재 소속 학과(부) 또는 전공의 재학생과 복

학예정자(단, 편입학생 제외)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어야 함

1) 2학년 진입: 2개 학기 등록과 취득학점이 30학점 이상인 자(단, 금학

년도 동계계절 수업 학점 미포함)

2) 3학년 진입: 4개 학기 등록과 취득학점이 65학점 이상인 자(단, 금학

년도 동계계절 수업 학점 미포함)

3) 4학년 진입: 6개 학기 등록과 취득학점이 95학점 이상인 자(단, 금학

년도 동계계절 수업 학점 미포함)

- 폐지된 모집단위 소속 재적생에 대하여는 지원자격에 휴학자를 포함

하고 성적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폐지된 모집단위: 자율전공학부(자연), 응용수학과

- 광주캠퍼스 자율전공학부 인문·자연트랙(1년) 학생은 모집단위간이동(전

과)을 지원할 수 없음

○ 지원방법

- 모집단위간이동을 원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에 전남대 포털사이트를 이용

한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 선발

- 모집단위간이동 지원서를 받은 대학장은「모집단위간이동 지원자 사정

부」에 의거 학부(과)별 허가인원의 범위 내에서 적격자를 선발한 후

총장의 허가를 받는다.

- 지원자의 선발은 폐지된 모집단위 재적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되, 기

취득한 성적과 면접 및 학부(과)에서 정한 방법으로 하고 해당 학부

(과)에서는 반영비율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선발기준을 변경하고

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공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모집단위간이동(전과)를 실시하는 학부(과)에서는 동점자 처리기준 및

성적 산출방법을 반드시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 다만, 폐지된 모집단위 소속 학생이 모집단위간이동 지원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대학장(전입)은 그 학생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다

만, 모집단위간 이동이 제한된 학과와 사범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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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연한등

- 모집단위를 이동한 자의 재학연한 및 학적변동사항(휴학,복학,학사경고)은

종전의 재학연한 및 학적변동사항을 통산

○ 교과이수

- 전공학점: 이동한 학부(과)의 전공배정학점 전부를 이수하여야 한다. 다

만, 원소속 학부(과)에서 기 취득한 전공 및 일반선택 학점은 이동한 학

부(과)의 교과과정에 따라 재사정하여 전공학점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

○ 기타 사항

- 소속 대학장은 「모집단위간이동 지원 승인대장」을 비치하고 모집단

위간이동 승인내역을 기록하여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학적자료로 관

리하여야 한다(2중지원시 전부 무효 처리함)

- 소속대학장은 모집단위간이동(전과) 합격사정 종료 후 전형 관련 자료

를 보관

- 전공배정 하는 학부(계열)에서는 모집단위간이동자(전입)에 대해서도

전공 배정을 하여야 함

라. 업무흐름도

계획 통보 및 

공고
ð

원서 접수

ð
대상자 내신

ð
명단 제출

ð
허가

(학사과) (학과) (학과) (대학) (대학)

[12월 초순] [1월 초순] [1월 중순] [1월 중순] [1월 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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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복수전공(연계전공)

가. 목적
주전공 이외의 다른 학부(과)의 소정의 전공학점을 이수하여 복수의 학위

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문의 시야 및 취업기회를 확대시키고 사

회적응력을 제고시키기 위함.

나. 관련법규

○ 학칙 제50조, 교학규정 제13조

○ 전남대학교 복수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

다. 주요내용
○ 신청 및 취소시기

- 제1학기: 1월

- 제2학기: 7월

○ 제한학과: 모든 학부(과)를 대상으로 하되, 간호대, 수의대, 약대, 예대(미

술학과 이론전공 제외), 의대, 자율전공학부는 복수전공의 대상에서 제외

하며, 이들 학과 소속 학생들도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다만, 자율전

공학부생은 제한학과 이외의 학부(과) 복수전공 이수 가능)

○ 허용인원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50%(1학기-30%, 2학기-1학기 선발 잔여인원)이

내(다만, 사범대 학과와 여수캠퍼스 학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1학기-50%, 2학기-1학기 선발 잔여인원)이내)

- 연계전공은 주관학부(과) 입학정원의 50%(1학기-30%, 2학기-1학기 선

발 잔여인원)이내. 다만, 연관학부(과)가 5개 이상인 연계전공은 주관학

부(과) 입학정원의 100%(1학기-50%, 2학기-1학기 선발 잔여인원)이내

○ 지원자격: 제2전공(연계전공 포함): 30학점 이상 취득자

제3전공: 60학점이상 취득자

○ 선발기준: 취득한 성적의 평균평점이 높은 자, 동일 평점에서는 취득학점

이 많은 자, 다만, 대학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

인을 얻어 자체기준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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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취소 절차

라. 업무흐름도

신

청

계획통보 신청(인터넷) 사정 및 선발 명단 제출 승인 및 선발자공고

(학사과) ð (학생) ð (학과) ð (학과, 대학) ð (학사과)

[전년 12월, 6월 중순] [1월, 7월 중순] [1월, 7월 중순] [1월, 7월 하순] [1월, 7월 하순]

취

소

계획통보 신청(인터넷) 명단 제출 승인

(학사과) ð (학생) ð (학과, 대학) ð (학사과)

[전년 12월, 6월 중순] [1월, 7월 초순] [1월, 7월 초순] [1월, 7월 초순]

포털 접속
ð 교육지원 ð 내 학사행정 ð 학적 ð

휴/복학

/전공신청( http://arsam.jnu.ac.kr )

ò

학과선택 ⇦ 대학선택 ⇦ 전공구분

선택
⇦ 부·복수신청,

취소

ò

전공선택 ð 신청

http://arsam.j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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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전공

가. 목적
○ 주전공 이외의 인접학문에 대한 이해 확대와 학생들의 학구의욕을 충족시

급변하는 사회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

나. 관련법규
○ 전남대학교 학칙 제50조

○ 전남대학교 교학규정 제13조

다. 주요내용
○ 신청 및 취소시기

- 제1학기: 1월

- 제2학기: 7월

○ 부전공 이수 허용학과

- 모든 학부(과)를 대상으로 하되, 간호대․사범대 예체능계학과 ·수의

대․예술대․의대는 부전공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이들 학과 소속 학생

들도 부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 (다만, 자율전공학부생은 제한학과 이외

의 학부(과) 부전공 이수 가능)

○ 허용인원 및 지원자격

- 허용인원: 부전공 이수 허용인원에는 제한이 없음. 다만 대학 및 학과

의 특성에 따라 제한을 둘 수 있음.

- 지원자격: 우리대학에서 30학점이상 취득한 자로 한다.

○ 신청 및 취소 절차

포털 접속
ð 교육지원 ð 내 학사행정 ð 학적 ð

휴/복학

/전공신청( http://arsam.jnu.ac.kr )

ò

학과선택 ⇦ 대학선택 ⇦ 전공구분

선택
⇦ 부·복수신청,

취소

ò

전공선택 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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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업무흐름도

신

청

계획통보 신청(인터넷) 사정 및 선발 명단 제출 승인 및 선발자공고

(학사과) ð (학생) ð (학과) ð (학과, 대학) ð (학사과)

[전년 12월, 6월 중순] [1월, 7월 중순] [1월, 7월 중순] [1월, 7월 하순] [1월, 7월 하순]

취

소

계획통보 신청(인터넷) 명단 제출 승인

(학사과) ð (학생) ð (학과, 대학) ð (학사과)

[전년 12월, 6월 중순] [1월, 7월 초순] [1월, 7월 초순] [1월, 7월 초순]

http://arsam.j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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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업시간표 편성

가. 관련법규
○ 학칙 제22조(학년도, 학기)

-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학기는 1, 2학기와 계절학기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제2학기의 수업은

2주의 범위 내에서 학기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다만, 경영전문

대학원은 1,2,3학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학기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영전문대학원 교학규정에 따로 정한다.

․ 제1학기: 3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 제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 계절학기: 하계 및 동계방학 중 각 4주 이상

-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남대학교 계절학기 운영규정에 따로 정한다.

○ 제23조(수업일수)

-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 제40조(수업)

- 필요에 따라 하계 및 동계방학 중에 계절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 학생들의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실습 수업을 할 수 있다.

-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러닝(e-Learning :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

습)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 교학규정 제19조(시간표 공고)

- 총장은 매 학기 시간표를 수강신청 개시 1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교학규정 제20조(수업시간)

- 수업시간의 단위는 50분 또는 75분으로 하고 교과목의 수업시간은 주중

균형 있게 배정하여야 한다.

○ 교학규정 제21조(수업인원)

- 강좌당 수강인원의 단위는 80인을 기준으로 하고 사정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 교학규정 제22조(폐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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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교과목의 수강신청인원이 교양과목은 20명 미만, 전공과목은 10명

미만일 때에는 설강하지 않는다.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강

할 수 있다.

․ 수강인원이 학생현원의 50%이상일 경우

․ 복수학과 모집 및 최소전공인정학점제 시행으로 모집단위 또는 학과

의 설강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

․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주요내용
○ 강의시간표 편성 기본 원칙

- 『교과과정표 및 개강과목표』에 의하여 아르샘(ARSAM)을 이용하여

편성한다.

- 강의시간표 편성『강의시간표 모듈(별첨)』에 의하여 14개의 전체 모듈

시간대를 활용하여 50분 수업은 3학점 3교시, 75분 수업은 3학점 2교시로

편성한다.

․ 월, 수, 금요일 : 1～9교시(50분 수업, 10분 휴식) 모듈 원칙

․ 화, 목요일 : 1～6교시(75분 수업, 15분 휴식) 모듈 원칙

○ 강좌 설강

- 교과과정 적용 학년도별 교과과정에 의하여 학부, 전공(과), 학년별로

설강한다.

- 이전학기 수강인원과 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의 재학생수를 파악하여

적정분반을 설강하고 자주 폐강되는 교과목은 설강을 지양한다.

- 전임교원의 강의 책임시수가 준수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여 설강한다.

- 수강인원을 적절하게 분배하여, 과목의 분반이 합리적으로 편성(불합리한

경우의 예:1분반 65명, 2분반 22명, 3분반 28명 등)되도록 전공과목을

개설하도록 한다.

- 동일한 교과목을 2개 학부(과)에서 동시에 설강하여야 할 경우 해당 학부

(과)가 협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합반토록 하며, 부득이 별도로

설강 할 경우 동일시간으로 편성하여 수강신청 결과 수강인원 미달된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합반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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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분반별 수강 기준인원>

구  분 영 역 별
개설기준인원

(수강정원)
분반증설 인원

이론과목

강의 교과목

(핵심교양 포함)
80

개설기준 인원 기준

150%초과

어학 교과목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35

어학 교과목 50
기초과학(교양) 60

실험·실습·실기 과목
전산 40

이공계 실험실습 25

○ 강의시간 배정

- 강의시간 배정은 강의시간표 모듈에 따라 편성한다.

- 시간표 편성 시 특정요일 모듈에 편중되지 않도록 요일별로 균등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한다.

※ 요일별 균등 편성을 위하여 필수과목의 경우 수금 모듈 편성을 권장

- 각 학부(과)별 전공시간표를 작성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교양(학과필

수)․교직․군사학 강의시간표와 대조하여 수강과목의 강의시간이 중복

되지 않도록 한다.

※ 공통교직과목은 「교과과정의 대학별 교직과목 개강과목표」에 의하여

대학별, 학기별로 중복을 피하여 편성한다.

- 필수과목은 복수전공자 및 재수강자를 위해 학년별로 오전․오후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편성하되, 소속 학과(전공), 전공학생의 복수․부전공 이수

현황을 참조하여 복수전공, 부전공 필수 교과목의 시간중복을 피하여

전공 강의시간을 편성(1․3학년: 오후, 2․4학년: 오전)

- 동일 교과목을 3개 이상 분반으로 설강할 경우 동일시간으로 편성하여

수강신청 결과에 따라 분반별 수강 기준인원에 미달할 경우 합반이 가능

하도록 한다.

- 실험․실습 및 전공실기 교과목은 50분 시간대인 월, 수, 금요일에 연강

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일단 편성 완료된 강의시간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합반․분반․폐강

등으로 시간표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는 개강 이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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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실 지정

- 교과목 특성 및 수강 대상 인원을 감안하여 지정하고 강의시간표 확정

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합반․분반․폐강 등으로 변경이 부득이

한 경우는 개강 이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교과목이 강의와 실습으로 편성된 경우 월, 수, 금요일 시간대로 강의실과

실습실을 분리하여 편성하도록 한다.

- 학부, 계열별 모집과 복수전공 부전공이 활성화됨에 따라 수강인원과 강의실별

수용인원을 감안하여 학부(과)간 상호 협조하여 편성토록 한다.

- 강의실 지정은 담당교수, 수강학생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이전학기 수강

인원 및 강의실별 수용인원을 감안하여 배정하도록 한다.

- 강의실, 실험․실습실 정보 확인 및 변경

강의시간표 편성 전 아르샘(ARSAM)의 강의실, 실습실 정보를 점검하여

실제와 다른 경우 다음 서식에 의하여 제출한다.

구분 강의동 강의실명 강의실 유형 수용인원 면적 기타사항

※ 작성요령

․ 강의실 정보 조회 방법: ARSAM-학사-수업-강의실관리-강의실관련출력물

-강의실일람

․ 구분은 신규, 변경, 삭제로 구분하고 실제 강의실 정보를 기재

○ 담당교수 지정

- 전임교원의 강의시간은 책임시간 이상으로 편성하며 특정교수에게 강의

시간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 교육부에서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정부조직의 효율화 방안으로 강사료를

각 대학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체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바, 시간강사의

강의담당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 수강인원 제한

- 전공교과목은 개설학과에서 제한인원 범위 내에서 자과인원, 타과인원,

예비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바, 자과인원+타과인원은 최소한 ‘분반별

수강 기준 인원’ 이상이어야 한다.

- 수강신청 기간 중 수시로 ‘수강신청가능인원(자과인원, 타과인원)’과 ‘예비

인원’을 점검하여 수강신청에 착오 없도록 확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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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제한인원(강의실 수용인원) = 자과인원 + 부전공인원 + 타과인원 + 잔여인원
․ 자과인원: 해당학과(전공)의주전공, 복수전공의학생이수강신청할수있는인원수
․ 부전공인원: 해당 학과 부전공 학생이 수강신청 할 수 있는 인원수
․ 타과인원: 자과인원 이외의 타과학생이 수강할 수 있는 인원수
․ 잔여인원: 교과목 특성상 인원제한을 강의실 규모보다 적게 설정할 필요

가 있는 경우 및 수강신청 이후 복학한 학생을 위하여 예비로
관리하는 인원수

○ 선수 권장 과목 지정
-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선수 권장과목을 안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선수 권장과목을 지정하도록 한다.
※지정방법: ARSAM/학사/수업관리/수업관리(학과용)/강좌일람(학과)/분반정보의

해당란에 입력
○ 폐강
- 학부는 수강인원이 교양(일선)과목은 20인 미만, 전공(교직)과목은 10인
미만일 때는 폐강한다. 다만, 수강신청인원이 수강 대상 학생 현원의
50%이상일 때와 복수학과 모집 및 최소전공인정학점제 시행학과의 강좌
는 전임교원 강의 수용 능력이 충분할 때 설강할 수 있다.

- 대학원은 수강인원이 3명 미만일 때는 폐강한다. 다만, 재학생이 3명 미
만일 때에는 설강할 수 있다.

○ 강의시간표 편성 후 학부(과) 점검 사항
- 강의시간표 편성 후 다음 사항을 『ARSAM-학사-수업관리-강좌일람관리-
시간표편성점검출력』및 기타 해당 출력물에서 확인한다.
․ 담당교수 시간 중복, 강의실 중복, 강의시간 과․부족 여부
․ 교수별 강의담당 현황(책임시간 이상 강의 담당 여부)
․ 소속 학과(전공) 학생의 교직/군사학 교과목 및 복수(부)전공 학과(전공)
의 필수과목 강의시간 중복 여부

․ 강의실 기자재 및 실습실 전산 자료 점검
․ 강의실 활용률
․ 타 학부(과)와 동일 개설과목 합반 처리 현황
․ 강의시간표 모듈에 맞는지 여부
․ 필수 교과목 오전 오후 지정 여부(오전 2,4학년, 오후 1,3학년)
․ 수강신청 할 수 있는 인원(자과 + 타과)의 적정성 여부(분반별 수강
기준인원 이상)

․ 시간/강의실 입력 시 시수구분의 이론/실습 구분 및 적용시수 입력
이 맞는지 여부(강사료 기초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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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표 모듈

- 시간표

   요일
교시

월
(50분 수업)

화
(75분 수업)

수
(50분 수업)

목
(75분 수업)

금
(50분 수업)

토
(50분 수업)

0 08:00～08:50 07:30～08:45 08:00～08:50 07:30～08:45 08:00～08:50 08:00～08:50

1 09:00～09:50 09:00～10:15 09:00～09:50 09:00～10:15 09:00～09:50 09:00～09:50

2 10:00～10:50 10:30～11:45 10:00～10:50 10:30～11:45 10:00～10:50 10:00～10:50

3 11:00～11:50 12:00～13:15 11:00～11:50 12:00～13:15 11:00～11:50 11:00～11:50

4 12:00～12:50 13:30～14:45 12:00～12:50 13:30～14:45 12:00～12:50 12:00～12:50

5 13:00～13:50 15:00～16:15 13:00～13:50 15:00～16:15 13:00～13:50 13:00～13:50

6 14:00～14:50 16:30～17:45 14:00～14:50 16:30～17:45 14:00～14:50 14:00～14:50

7 15:00～15:50 18:00～19:15 15:00～15:50 18:00～19:15 15:00～15:50 15:00～15:50

8 16:00～16:50 19:30～20:45 16:00～16:50 19:30～20:45 16:00～16:50 16:00～16:50

9 17:00～17:50 21:00～22:15 17:00～17:50 21:00～22:15 17:00～17:50 17:00～17:50

10 18:00～18:50 22:30～23:45 18:00～18:50 22:30～23:45 18:00～18:50 18:00～18:50

11 19:00～19:50 　 19:00～19:50 　 19:00～19:50 19:00～19:50

12 20:00～20:50 　 20:00～20:50 　 20:00～20:50 20:00～20:50

13 21:00～21:50 　 21:00～21:50 　 21:00～21:50 21:00～21:50

14 22:00～22:50 　 22:00～22:50 　 22:00～22:50 22:00～22:50

15 23:00～23:50 23:00～23:50 23:00～23:50 23:00～23:50

○ 시간표 편성 예(3학점 기준)

     요일
교시

월
 (50분 수업)

화
 (75분 수업)

수
 (50분 수업)

목
 (75분 수업)

금    
 (50분 수업)

1 국어(01반) 영어(03반) 국어(01반) 영어(03반) 영어(01반)

2 국어(01반) 에너지공학 영어(01반) 에너지공학 영어(01반)

3 국어(02반) 기기분석(02반) 국어(02반) 기기분석(02반) 동양사상사

4 국어(02반) 국어(03반) 동양사상사 국어(03반) 동양사상사

5 영어(02반) 수치해석 영어(02반) 수치해석 국어(05반)

6 영어(02반) 국어(04반) 국어(05반) 국어(04반) 국어(05반)

7 일반수학 일반수학

8 일반수학 일반화학2

9 일반화학2 일반화학2



- 모듈화란 특정 시간대를 한 단위로 묶어서 일정한 틀에 의거 전체 시간표를

작성하여 고정화하는 것을 의미함.

예) 3학점 3교시 교과목인 국어 교과목을 예로 들 경우 위 14개 모듈 시간대에

임의 편성할 수 있으나 [월1교시·월2교시·수1교시], [월3교시·월4교시·수3교시],

[화·목 4교시], [화·목 6교시], [수6교시·금5교시·금6교시] 형태로 수업시간

을 고정화하는 것을 의미함.

- 월, 수, 금요일(월, 금요일은 2시간 연강)은 교시별 50분 수업 10분 휴식이며,

화, 목요일은 75분 수업 15분 휴식으로 운영하며, 점심시간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음.

- 월, 수, 금요일(50분 수업) : 1일 수업시간을 9시간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

되, 부득이한 경우 0교시나 10교시 이후를 활용하여 편성함.

- 화, 목요일(75분 수업) : 1일 수업시간을 6시간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7교시 이후를 활용하여 편성함.

○ 주당 시간대별 모듈

- 주당 2시간 편성 모듈

월수금 : 50분 화목 : 75분

CODE
시   간   표

비고
월 화 수 목 금 토

A01 1,2

A02 3,4

A03 5,6

A04 7,8

A05 1,2

A06 3,4

A07 5,6

A08 7,8

A09 1,2

A10 3,4

A11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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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당 3시간 편성 모듈

월수금 : 50분 화목 : 75분

CODE
시   간   표

비고
월 화 수 목 금 토

B01 1,2 1

B02 3,4 3

B03 5,6 5

B04 7,8 7

B05 2 1,2

B06 4 3,4

B07 6 5,6

B08 9 8,9

B09 1 1

B10 2 2

B11 3 3

B12 4 4

B13 5 5

B14 6 6

- 주당 4시간 편성 모듈

월수금 : 50분 화목 : 75분

CODE
시   간   표

비고
월 화 수 목 금 토

C01 1,2 1,2

C02 1,2 1,2

C03 1,2 1,2

C04 3,4 3,4

C05 3,4 3,4

C06 3,4 3,4

C07 5,6 5,6

C08 5,6 5,6

C09 5,6 5,6

C010 7,8 7,8

C011 7,8 7,8

C013 7,8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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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당 6시간 편성 모듈

월수금 : 50분 화목 : 75분

CODE
시   간   표

비 고
월 화 수 목 금 토

D01 5,6 5,6 5,6

D02 7,8 7,8 7,8

D03 5,6 5,6

라. 업무흐름도

○ 공통 교양·교직·군사학

개설분반(안) 편성

ð
학과의견조회

ð
개설교과목 확정

ð
시간표 편성

(학사과) (학과) (학사과) (학사과)

[5월, 11월] [5월, 11월] [6월, 12월] [6월, 12월]

⇩
수업시간표 

확정 및 공고 ⇦
강의계획 및 수강

세부사항 전산입력 ⇦
담당교수 배정

⇦
전산입력

(학사과) (학과) (학과) (학사과)

[1월, 7월] [1~2월, 7~8월] [6월, 12월] [6월, 12월]

⇩
수업시간표 

게시 및 안내 ð
수강신청

(학사과) (학생)

[1월, 7월] [2월, 8월]

○ 전공·대학원

전공 개설 교과목 

편성(학부)
ð

전공 개설 교과목 및 

강좌수 확정
ð

시간표 편성

ð

담당교수배정 및

시간표 전산입력

(학과) (학사과) (학과) (학과)

[6월, 12월] [6월, 12월] [6월, 12월] [6월, 12월]

⇩

수강신청

⇦
수업시간표 

게시 및 안내 ⇦
강의계획 및 수강

세부사항 전산입력 ⇦
수업시간표 

확정 및 공고

(학생) (학사과) (학과) (학사과)

[2월, 8월] [1월, 7월] [1~2월, 7~8월] [1월,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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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강의계획서 입력

가. 목적
○ 학생들이 매학기별 수강신청 시, 각 교과목별 강의계획서를 사전에 열람

하고 능동적으로 교과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지하기 위함.

나. 관련법규

○ 전남대학교 교학규정 제28조(강의계획서)

다. 주요내용

○ 교과목 담당교수가 강의목표, 강의내용, 강의방법, 수강대상, 평가방법 및

배점, 교재 및 참고문헌, 주별 강의계획(진도)등을 홈페이지에 게시

○ 담당교수가 미 지정된 교과목에 대하여는 주관학과에서 작성․게시

○ 강의계획서 입력 기간: 1월, 7월

○ 작성방법: 전남대포털( http://arsam.jnu.ac.kr ) → 교육지원 → 내 학사

행정 → 수업관리 → 교과목조회/강의계획서 → 년도, 학기선택

→ 강의계획서 입력 → 강의계획서 저장

○ 강의계획서 활용: 수강신청 전에 학생들이 강의계획서에 입력된 사항을

열람하여 수강신청을 함.

○ 학생 열람: 2월, 8월

○ 열람절차: 전남대포털 → 교육지원 → 내 학사행정→ 수업→ 수강시간표

→ 수강시간표(학부, 대학원)선택 → 년도, 학기선택 → 강의계획서 받기

라. 업무절차

입력 안내공고

ð

강의계획서 입력

ð

열람

(학사과) (교수) (학생)

[1월, 7월 중순]
[1월 하순~2월 초순, 

7월 하순~ 8월 초순]
[수강신청 기간내]

http://arsam.j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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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강신청

가. 정의
○ 학생 개인이 한 학기 동안 이수할 교과목을 선택하여 해당 학기의 강의

시간표에 의하여 원하는 강좌에 등록하는 절차.

나. 관련법규
○ 학칙 제39조(수강신청)

○ 교학규정 제23조(수강신청)
○ 교학규정 제24조(수강신청 기준학점)

○ 교학규정 제24조의1(수강신청 학점이월)
○ 교학규정 제25조(수강신청 정정)

○ 교학규정 제26조(수강취소)
○ 교학규정 제27조(수강신청의 확정)

다. 주요내용
○ 일반적인 사항

- 수강신청 장소는 인터넷이 설치된 곳이면 어디에서나 가능
- 수강신청 기간은 6일간으로 학년별로 1일씩 수강신청(4학년, 3학년, 2학

년, 1학년 순)하며 나머지 2일은 공통수강신청 기간임
- 수강신청 정정은 개강 후 5일간으로 전 학년 공통실시

- 수강신청취소는수업일수 1/5선 이후 10일 이내에실시하며 2과목이내취소가능
○ 수강신청 학점

- 졸업학점별 제한학점

졸업학점 제한학점 실제적용 제한학점 비 고
120학점 16학점 17학점

 수강신청시 제한학점에

 1학점이 이미 가산되어

 있음

130학점 17학점 18학점
140학점 18학점 19학점
150학점 20학점 21학점

160학점
24학점

(단,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건축학과는 18학점)

24학점
(단,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건축학과는 19학점)

의,치,수의예과 21학점 22학점
학년제 51학점 51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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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학기 성적우수자(15학점이상 이수 및 평균평점 3.75 이상자) 및 복

수전공자는 기준학점 외에 3학점까지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음(다만,

성적우수자와 복수전공자 중복 인정 안함)

○ 수강신청 학점이월

- 수강신청 학점이월 제도

· 수강신청 가능학점보다 실제 수강신청 학점이 적어 잔여 학점이 발생하는

경우, 2학점 범위 안에서 직후 학기(휴학생의 경우 직후 복학학기)로 이월

하여 추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학기별 최대 수강신청 학점은 이월학점을 포함하여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수강신청 학점이월 제외 대상

· 졸업소요학점이 150학점 이상인 졸업학과(부), 학년제 학과(부)

· 직전학기 학사경고 받은 자, 수강취소자, 수료유예자, 졸업유예자, 교류파

견학생

○ 교과목 재수강

- 교과목의 재수강은 원교과목과 교과목코드가 같은 과목이거나 동일교과목

으로 승인된 과목에 한하며, 원교과목 성적이 C+ 이하인 과목만 재수강이

가능하고 취득성적은 최대 A0까지임

- 재수강 교과목의 성적취득여부에 불구하고 원 취득 성적은 무효로 함.

○ 대체교과목 수강

- 이수해야 할 교과목이 교과과정의 변경으로 폐지․변경되어 이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교과목을 재수강하고자 하나 교과목이 폐지․변경되어

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강신청 시 학과(부)에서 대체과목으

로 지정한 교과목을 수강신청 해야 함

○ 교양과목 이수

- 교양과목 이수 영역

· 기초교양: 대학필수, 기초과학, 기초도구

· 핵심교양: 문학과 예술, 역사와 철학, 사회의 이해, 자연의 이해

· 일반교양: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문화예술, 지역사회·문화, 경력

개발, 체육·건강, 공학전문교양, 문화콘텐츠활용, 수의예과/

의예과전문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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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교양 이수 기준

· 2014 이후 입학자는 핵심교양의 4개영역 중 3개 영역 이수

· 2010-2013 입학자는 핵심교양의 4개영역별 각1과목 의무 이수

· 2007-2009 입학자는 핵심교양의 4개영역 중 3개영역 이상에서 각 3학

점씩 9학점 이상을 취득

· 2005 이후 입학자 중 인문사회계는 ‘자연의 이해’ 영역에서 3학점 이상

을 취득

· 2006년 이전 입학자는 기존대로 졸업시까지 8개영역 중 4개영역 이상

에서 각 3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인문사회계열의 경우는 2005학

년도 입학자부터 ‘자연의 이해’영역에서 1과목 이상을 이수

- 교양 이수학점 및 일반선택학점 인정

캠퍼스 교과과정 적용년도 교양 이수가능 학점 비고

광주

 1997학년도 이전 적용자
교양소요학점에 9학점 

초과이수 가능

 1998학년도 적용자 45학점 이내

 1999∼2010학년도 적용자 39학점 이내   수의예, 의예과,
  공대 일부학과 
  예외 2011학년도 이후 적용자 42학점 이내

여수

 2002~2005학년도 적용자 56학점 이내

 2006∼2010학년도 적용자 39학점 이내

 2011학년도 이후 적용자 42학점 이내

○ 교직과목 수강신청

- 비사범계 학생의 교직과목 학수구분은 『일반선택』으로 처리

- 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은 교직을 신청한 3～4학년 학생이 수강

하는 과목임

라. 수강신청시 유의사항
○ 수강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실시

잘못된 수강신청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학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

로 교과과정, 수업시간표 등을 참고하여 지도교수 또는 학과(부)의 지도하에

수강신청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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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 확인 철저

컴퓨터 조작 부주의로 수강신청이 누락되어 성적이 인정되지 않아

"F(0)"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수강신청 후 본인이 직접 개

인별 정보조회에서 수강신청 내역을 확인하도록 함

○ 출석부 등재 확인 철저

출석부에 전산으로 출력된 명단이 없는 경우에는 수강신청이 되지 않

은 경우이니 출석부 등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함.

○ 비밀번호 관리 철저

- 수강신청 시 비밀번호(당초 주민등록 앞 6자리)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자 할 경우에는 등록된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관리 철저

○ 제한학점 확인 철저

- 제한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을 하는 경우에 초과학점 성적은 인정

되지 않으니 제한학점 범위 내에서 수강신청 하도록 함

○ 수업장소 확인 철저

- 대학 통합으로 인해 수강과목을 캠퍼스별로 착오로 수강신청 하는

경우가 있으니, 수강신청 후 수강 장소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

도록 유의하여야 함

마. 수강신청 절차
○ 교과과정에 의하여 이수해야 할 교과목 확인

○ 강의시간표 및 강의계획서 확인

○ 인터넷에 의하여 수강신청 실시

- 방법1 수강신청용 홈페이지 접속: http://sugang.jnu.ac.kr

- 방법2 전남대학교 포털(http://arsam.jnu.ac.kr)

포털 접속

ð 교육지원 ð 내 학사행정 ð 수업 ð 수강신청 ð

수강신청

(학부) 및 

수강신청

(간편)
( http://arsam.jnu.ac.kr )

http://arsam.jnu.ac.kr


- 82 -

사. 업무흐름도

계획 수립

ð
수강인원 조정

ð
수강희망 과목 예약신청

ð
수강신청

(학사과) (학과) (학생) (학생)

[1월, 7월 중순] [1월, 7월 하순] [2월, 8월 중순] [2월, 8월 중순]

⇩
정식출석부 출력

⇦
수강신청 미이행자

사유조사 실시 ⇦
폐강과목 수강신청자

수강신청 정정 ⇦
수강신청 정정

(담당교수) (학사과, 대학) (학생) (학생)

[3월, 9월 하순] [3월, 9월 중~하순] [3월, 9월 중순] [3월, 9월 초순]

⇩
수강신청 취소

ð

수강신청 미이행자

사유조사 보고

(학생→대학) (학사과)

[3월, 9월 하순] [3월, 9월 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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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중간․기말고사

가. 목적
○ 학생이 수강 신청한 교과목에 대한 학습능력, 실력을 평가하기 위함.

나. 관련법규
○ 학칙 제52조(시험)

○ 교학규정 제42조(시험의 구분)

○ 교학규정 제43조(시험관리)

다. 주요내용
○ 재량평가가 원칙이며, 교양과목 중 학생 수 및 분반이 많은 과목에 한하여

주관 대학(학과)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공동관리 실시

○ 감독위원

구  분 수 강 인 원 시   험   감   독

재량평가

 50명 이하 정감독: 1명(담당교수)

51∼100명 이하 정감독: 1명(담당교수), 부감독: 1명

101명 이상 정감독: 1명(담당교수), 부감독: 2명

라. 업무흐름도

계획 수립

ð

시행 공고

ð

시험 실시

(학사과) (학사과, 대학) (대학)

[시험실시 1개월 전] [시험실시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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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성적처리

가. 목적
○ 학생이 이수하는 교과목에 대해 그 성취도를 측정하고 학습지도에 반영하기

위함

나. 관련법규
○ 학칙 제53조(평가)

○ 교학규정 제46조(성적 처리)

○ 교학규정 제47조(평가기준과 방법 공개)

○ 교학규정 제48조(성적의 제출)

○ 교학규정 제49조(성적의 인정과 학적부 등재)

다. 주요내용
○ 성적입력 방법

- 전남대학교 포털(http://arsam.jnu.ac.kr) → 교육지원 → 내 학사행정 →

성적입력 → 교과목조회 → 과목선택 → 성적입력 → 저장 → 웹공시

→ 성적확인/학사과 제출

○ 성적평가 방법: 매 교과목별로 학기말 시험 종료 후 총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성적평가를 완료해야 하며,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함

- 상대평가 성적등급 분포비율

· A등급은 30%를 초과할 수 없음.

· A등급과 B등급을 합하여 60%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최대 70%를 초

과할 수 없음.

· C+등급 이하의 평가는 담당교수 재량으로 함.

· 같은 교과목을 2개 분반이상 담당하였을 경우 상대평가 분포를 합산하

여 평가할 수 있음.

- 절대평가 교과목

· 시간제등록학생, 대학원생(보충학점 수강자), 실점처리 대상학생(교류학

생), 국적이 외국인학생, 현장실습 교과목, 사범대(교직이수자)의 학교현

장실습, 교과교육영역 교과목 중 절대평가 요청이 있는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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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평가를 실시하되, A등급의 비율을 전체 수강인원의 50%이하(소수점

이하 반올림)로 하는 교과목

· 실험실습교과목, 수강인원이 15명 미만인 교과목 분반

· 외국어강의 A형(100%)중 절대평가 요청이 있는 강좌

· 상대평가가 곤란하다고 총장이 인정한 교과목

○ 성적정정 방법

- 담당교수의 착오 또는 성적 기재 누락이 있을 때에 교과목 담당교수가

증빙자료를 첨부한 후 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성적정정을 요청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정정(※ 상대평가 분포비율 초과 불가)

○ 휴학 및 자퇴자 성적처리

- 수업일수 4분의 3이상 출석한 학생은 성적인정을 본인이 선택하므로 반

드시 성적인정여부를 확인하여 성적부여 대상에 반영해야 함(※ 종강이

후에 휴학 및 자퇴한자는 성적을 인정받아야 함)

○ 학기당 취득학점

- 정규학기: 개인의 제한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계절학기: 6학점 이내(이러닝강좌는 3학점만 인정)

○ 업무 추진 시기

- 6월(제1학기), 7월(하계계절학기), 12월(제2학기), 1월(동계계절학기)

라. 업무흐름도

성적 입력

ð

성적 공개 및 정정

ð

성적표 제출

(담당교수) (담당교수) (담당교수)

[6월, 12월 7월, 1월] [6월, 12월 하순] [7월, 12월 하순]

⇩

성적 확인

⇦
성적 확정

(학생) (학사과)

[수시] [1월, 7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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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계절학기

가. 목적

○ 정규학기의 수강 여건을 보완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수강 기회를

줌으로써 부족학점의 이수나 낮은 성적의 교과목을 재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기졸업 및 복수전공 이수자에게는 원활한 학점이수를 하는데 도

움을 주기 위함

나. 관련법규

○ 학칙 제22조(학년도, 학기)

○ 계절학기 운영규정

다. 주요내용

○ 자격: 본교 재적생(재학생, 휴학생) 다만, 당해학기 졸업을 목적으로 계절수업

을 수강 희망하는 자는 그 계절수업이 속한 정규학기에 재학하는 자로 함

○ 개설과목은 하계학기 및 동계학기에 중복하여 개설 불가능

○ 계절학기 개설교과목 담당교수는 1과목만 담당 가능

○ 수강인원이 30명 미만인 교과목은 폐강 처리

○ 신청학점은 6학점 이내(이러닝 강좌는 3학점만 인정)

○ 교과목의 재이수는 C+ 이하인 과목에 한하며, 최대 학점은 A0까지 취득

가능

라. 신청절차

○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후 수강료는 고지서 출력 후 수납은행에 납부

○ 은행에서는 수강자 명단을 파일로 송부

○ 수강자 명단에 의거 개인별 수강신청 내역을 일괄 전산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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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 사항

○ 수강신청 후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수강 취소됨

○ 2과목 중 1과목만 수강을 원할 경우 2과목 수강료 입금 후 1과목 수강취소 해야함

바. 업무흐름도

개설교과목 수요조사

ð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ð

수강신청

ð

수강료 납부

(학사과, 대학) (위원회) (학생) (학생)

3월, 9월 하순 4월, 10월 하순 5월, 11월 중·하순 6월, 12월 초순

⇩

세입처리 및 예산관리

⇦
수강취소 실시 

및 수강료 반환 ⇦
개강 및 운영경비 지급

⇦
폐강과목 공고

및  수강정정

(학사과, 재무과) (학생, 학사과) (학과, 학사과) (학사과, 학생)

1월, 7월 초순 6월, 12월 중·하순 6월, 12월 중순 5, 11월 하순, 6, 12월 초순

⇩

강의종료 및 성적처리

ð

강의실시상황 파악 및 

강사료 지급
ð

성적인정

(학사과, 담당교수) (학사과) (학사과)

1월, 7월 중순 1월, 7월 하순 1월, 7월 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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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시험

가. 목적

○ 1~2학년 재학 중 학기별로 1회씩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시험에 응시하

여 초년생 시절 외국어 능력을 배양하여 향후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함

나. 관련학칙 및 규정

○ 교학규정 제42조(시험의 구분)

다. 주요내용

○ 응시대상: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

○ 시험응시 횟수

○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 연간 2회 총 4회(2학년 2학기까지 학기별 1회씩 총 4회)

(단, 수의예과·의예과, 치의학과 학석사통합과정생은 1학년 2학기까지 학

기별 1회씩 총 2회)

○ 2016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연간 2회(3학년 2학기까지 학기별 1회씩 총 2회)

○ 시험 시행시기: 매년 5월 및 11월(매학기 중간고사 이후)

○ 시험 종류: ETS토익 특별시험

○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교과목(대학필수) 이수 요건

○ 2학년 재학 시까지 응시한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시험의 최고점수

를 아래표의 비율로 인정하여 학점을 부여하며, 학점취득특별시험 방식

으로 학점을 부여하므로 별도 수강신청 필요없음

응시횟수 응시한 시험의 최고점 인정비율 비고

4회 100%

성적우수자에 대한 시험응시 면제 

→ 750점 이상으로 A+ 학점을 취득한 학생

은 이후 시험에 응시 면제

3회 95%

2회 90%

1회
F(졸업불가)

0회

※ 2회 응시하는 경우 C+에 해당하는 인정비율이 반영된 최고점수를 취득하면 C0 학점 부여

※ 본교에서 수학이 불가한 경우(국내·외 타대학교류, 해외연수파견, 현장실습 등) 해당 학기 시험

점수는 인정하지 않지만 응시의무는 면제

※ 750점 이상 성적우수로 응시의무가 면제되는 학생은 1회만 응시하더라도 A+학점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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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응시횟수에 따른 학점부여 예시자료

응시횟수 인정비율
최고점수 705점인 경우 최고점수 650점인 경우 최고점수 550점인 경우

환산점수 취득학점 환산점수 취득학점 환산점수 취득학점

4회 응시 100% 705 A 650 B+ 550 B
3회 응시 95% 670  B+ 618  B+ 523  B
2회 응시 90% 635  B+ 585  B 495  C+
1회 응시 F F F
0회 응시 F F F

○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교과목 학점부여 기준표

글로벌커뮤니케이션
잉글리쉬 시험 점수 750 이상

700 이상 ~ 
750 미만

600 이상 ~ 
700 미만

500 이상 ~ 
600 미만 500 미만

취득 학점 A+ A B+ B C+

라. 업무흐름도

계획수립

ð

시행 공고

ð

접수

ð

시험 실시

(학사과) (학사과) (학사과) (학사과, 언어교육원)

3월, 9월 초순 4월, 10월 초순 4월, 10월 하순 5월, 11월 2주간 토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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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내 대학 간 학점교류

가. 목적
○ 대학교 상호간에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른 학문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학문발전을 도모하며, 인재의 효율적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관련법규
○ 학칙 제43조(대학간학술교류)

○ 국내대학교 간 학술교류 및 학점상호 인정에 관한 규정

다. 주요내용
○ 지원자격(※ 계절학기는 성적평균평점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 학사과정 지원자는 기 이수학기의 성적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 대학원생 지원자는 기 이수학기의 성적 평균평점이 3.5 이상인 자

-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학기당 취득학점

- 정규학기: 개인의 제한학점 범위 내

- 계절학기: 6학점 이내(우리대학과 교류대학을 포함)

○ 공고시기

- 1학기: 1월중(하계계절학기 5월 말)

- 2학기: 7월중(동계계절학기 11월 말)

○ 기타 사항

- 재학생에 한함

- 교류제한 학기는 2학기 이내(대학원은 제한 없음)

- 타 대학 취득학점이 졸업소요학점의 1/2초과자는 교류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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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교류대학 현황

구분 협정 대학명 비고

국·공립대학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서울산업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순천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학생교류 및 학점상호인정

수도권 사립대학 중앙대학교
동국대학교
고려대학교

○학생교류 및 학점상호인정

○고려대학교 학부

광주·전남권 대학 광주가톨릭대학교
광주대학교
세한대학교
동신대학교
조선대학교
초당대학교
한려대학교
호남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군산대학교

○일반학생교류 및 학점상호인정

영호남교류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울산대학교

○학생과 주관
○등록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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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업무흐름도

○ 국내대학 교류학생(우리대학→타 대학)

타대학 

교류안내문 공고 ð
교류신청

ð
교류접수

ð

해당대학교 통보 및 

전산등록

(학사과) (학생) (대학, 학사과) (학사과)

⇩

성적 인정
ï

이수교과목코드 부여
ï

실점→등급 환산
ï

이수성적 접수

(학사과) (학사과) (학사과) (학사과)

○ 국내대학 교류학생(타 대학→우리대학)

우리대학 수학안내 

사항 통보 ð
수학희망자 접수

ð
수학 허가

ð
학번부여

(학사과) (학사과) (학사과) (학사과)

⇩
해당대학교에

 성적 통보 ï

교류학생 성적파일 

생성 ï
수강신청

(학사과) (학사과) (학생)

- 93 -

17. 특별강의

가. 목적
○ 학생들에게 교양과 전문학술 분야의 특별강의를 통해 초청 연사의 경험

및 연구활동을 전달하기 위함.

나. 관련법규
○ 교학규정 제36조(특별강의)

다. 주요내용
○ 강의료는 1회 100,000원 지급

○ 본교 재직중인 시간강사 및 교원은 제외

○ 학기 당 학과 1회 승인

라. 업무흐름도

승인 신청

ð

승인 통보 

ð

실시상황표 제출

ð

특별강의료 지급요청

(대학) (학사과) (대학) (학사과)

[강의 7일 전] [실시 후]

⇩
특별강의료 지급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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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대체교과목

가. 목적

○ 교과목이 폐지․변경된 경우에는 학부(과)에서 지정하는 동일교과목 또는 대

체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관련법규

○ 전남대학교교학규정 제18조(교과목이수)

다. 주요내용

○ 이수해야 할 교과목이 교과과정 변경으로 폐지․변경되어 이수할 수 없

는 경우

○ 교과목을 재수강하고자 하나 교과과정 변경으로 교과목이 폐지․변경되어

이수할 수 없는 경우

○ 대체교과목은 교과목이 폐지된 경우에 한하여, 기 이수한 과목에 대해서는

대체처리 불가능

○ 교양과목을 전공으로, 전공을 교양과목으로 대체 불가능

○ 대체신청은 전공학과에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전공 및 복수전공자

는 부/복수전공 주관학과에서 신청

라. 업무흐름도

실시 안내

ð

접수

ð

심사

ð

승인 및 통보

ð

처리

(학사과) (대학) (학사과) (학사과) (학사과)

[2월, 8월 초순] [1월, 7월 초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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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강사료

가. 관련법규
○ 교학규정 제30조(휴ㆍ결강과 보강)

○ 교학규정 제31조(강의실시 상황의 보고)

○ 교학규정 제33조(교원의 강의책임시간)

나. 주요내용
○ 지급대상

- 전임교원 및 전남대학교 비전임교원인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 제8호 해당자와 본교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하여 전임

연구원 또는 계약교수로 위촉되어 강의를 담당하는 자, 총장발령 박사후

연수과정에 있는 연구원으로 강의를 담당하는 자

- 강의시간의 계산

· 매학기 15주를 기준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임교원의 초과강의시

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통산하여 계산

· 강사료는 학점으로 계산하되, 음악계열 학과의 ‘전공실기’ 교과목은 학

생 1명당 1학점으로 계산한다.

· 팀티칭 강좌는 실제 담당한 강의시간을 책임시수에 반영

- 강사료 지급 시간 수

· 시간강사료는 주당 9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함

· 초과강의료는 1,2학기 통산하여 주당 책임시간을 초과할 경우 지급, 지

급 시간 수는 주당 9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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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료 지급의 특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한 교원에게도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음

* 시험시간(실제 시험시간표에 의하여 근무한 교원에 한함.)

* 비상 재해 기타 긴급사태로 인하여 학교가 4주 이상 임시휴업을

하였을 때

· 대형강의(원격강의 제외)와 원어강의는 소정의 강사료를 추가로 지

급할 수 있음

· 하계 및 동계방학 중에 강의가 개설되는 교육대학원의 강의에 대하여는

강사료를 따로 정함

· 교육실습, 현장실습, 대학과사회봉사, 졸업논문 관련교과목 등 담당교

원이 실제 강의를 하지 않는 강좌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함

· 특수(전문)대학원장은 휴일 또는 야간에 강의를 담당하는 교원에게 자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강사료 지급시기: 강사료는 특별강사료를 제외하고는 익월 5일에 지급

하되, 해당일이 공휴일일 경우는 그 전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다만,

초과강의료는 2학기 강의 종료 후(연1회) 지급한다.

- 강사료 지급 단가: 매년 노조와 협상을 통해 확정

다. 업무흐름도

시간강사 위촉

ð
시간표 편성

ð

강의실시상황표
입력

ð

입력사항 검토후 
강사료 작업 및 

지급요청 ð
강사료 지급

(교무과) (학사과) (대학) (학사과) (재무과)

[매달 중순] [매달 하순] [익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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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강의평가

가. 목적
○ 강의평가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강의목표의 달성정도 파악, 교육과정 개

선의 자료 수집 등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활용하기 위함.

나. 관련법규
○ 교학규정 제32조(수업평가)

다. 주요내용
○ 학생들이 성적을 열람하기 전에 강의평가를 실시해야 성적열람이 가능

○ 강의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교수학습방법을 개선

○ 평가절차: 전남대학교 포털 – 내 학사업무 - 성적 - 수업평가

○ 수업평가 시기: 7월(제1학기), 12월(제2학기)

라. 업무흐름도

강의평가 실시 안내
ð

강의평가 문항 구성
ð

강의평가 실시
ð

결과보고

(학사과) (담당 교수) (학생) (학사과)

[6월, 12월 초순] [6월, 12월 초순] [7월, 12월 중·하순] [1월,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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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교직과정운영(교원자격증 발급)

가. 목적
○ 교원양성제도로서 교육부의 설치승인을 받은 학과 학생들이 소정의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관련법규
○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교육부령)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관한규정 제26조

○ 자격종별 세부 이수기준 및 기본이수과목 등(교육부고시)

다. 업무내용

라.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및 자격증 발급
○ 신청대상: 교직과정 이수자 및 사범대학생 중 졸업(예정)자

○ 신청시기: 8월졸업자: 6월초/ 2월졸업자: 12월초(홈페이지 공지)

○ 신청절차

- 각 단과대학으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공문 발송(학사과, 6월

초, 12월초)

- 졸업(예정)자는 주전공, 복수전공 각각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작

성하여 주전공 학과에 제출(6월말, 12월말)

업무명 세무업무명 일정 비고

교직및기본이수과목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조사 1월 초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승인 2월 말

교원자격증 발급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6월초순,12월 초순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및 자격여부 검토
6∼8월 중순, 

12~2월중순

교원자격증 발급 졸업일

교원자격증 발급자 나이스 입력
교원자격발급일로부

터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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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험검정 실시(학사과) → 무시험검정 결과 각 단과대학으로 통보

(2월 20일, 8월 20일경)

○ 제출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규칙 별지 4호 서식)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서 제출

- 간호사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보건교사에 한함)

- 영양사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영양교사에 한함)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증(공업계 표시과목의 경우)

- 교원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7호 해당자

및 기졸업자)

※ 2010학년도이전 편(재)입학자는 무시험검정원서 제출시 전적대학의

성적표 첨부

○ 자격종별: 중등학교 정교사(2급), 유치원 정교사(2급), 사서교사(2급), 보건

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영양교사(2급),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

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 교원자격증 발급: 교원양성과정별 교원자격증 발급기준에 따라 졸업일에

교원자격증을 발급(학생이 졸업식 당일 각 단과대학에서 자격증 수령)

             교원양성과정

    대상자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2013.3.1 이후 입학자 적격판정 2회 적격판정 2회

2013년 이전 입학자 적격판정 1회 적격판정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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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졸업

가. 목적
○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자격인정기준에 합격한 자를 심사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것

나. 관련법규
○ 학칙 제49조(졸업소요학점), 제58조(졸업자격인정), 제59조(졸업과 학위)

○ 교학규정 제56조 내지 제62조

○ 졸업(수료)사정 지침

다. 주요내용

○ 기간

구 분 졸업예비사정 졸업본사정

전기(2월 졸업) 졸업 전년도 10월 말 졸업년도 1월 중순

후기(8월 졸업) 졸업년도 4월 말 졸업년도 7월 중순

○ 자격

- 졸업 대상자: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일반졸업 예정자

* 학칙 제56조의 졸업 및 수료학점과 “졸업소요학점구성표”에 의거

학점을 취득한 자
* 전학년 성적 평균평점이 1.75 이상인 자(계절학기 성적 포함)

*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충족한 자
* 졸업자격인정기준에 합격한 자(99학번 이전 입학자는 졸업자격인정

기준의 전공영역만 해당)
· 조기졸업 예정자

* 6학기 또는 7학기를 등록하고 당해 학기 및 계절학기 성적을 포함
졸업소요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

* 전학년 성적 평균평점이 4.0이상(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3.75이상

이며, 2005학년도 이전 여수캠퍼스 입학자는 4.0이상)인 자
* 조기졸업을 희망한 자(조기졸업희망원 제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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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편입학 졸업 예정자

* 4학기(의․치․수의대 8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편입학생 교과과정

이수지침에 의거 편입학과 졸업소요학점의 2분의 1이상 취득이 가

능한 자

* 편입학년도에 지정된 교과과정 이수기준표에 의한 학점의 취득과

학과에서 특별히 이수하도록 지정한 과목을 이수한 자

· 학점인정 조기졸업 예정자

* 우리대학 졸업자(퇴학․제적자 포함)가 입학하여 기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인정학점에 따라 1년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 단축 가

능. 다만, 조기졸업을 희망한 자(조기졸업희망원 제출자)

- 수료 대상자: 8학기 이상 이수한 졸업대상자 중 졸업자격인정기준 불합

격자

- 졸업(수료) 대상자는 졸업사정 당시 정규학기 학적상태가 ‘재학’인 자

○ 졸업(수료)사정의 세부기준

- 졸업소요 학점 취득

· 학부(과,전공)별 학점구성표에 의한 교양(필수,선택), 전공(필수,선택), 일

반선택 학점의 체계적인 취득 여부

· 필수교과목(교필,전필,부필,복수전공필수 등) 취득 여부

· 교과과정의 변경으로 폐지․변경된 과목은 동일교과목 또는 대체교과

목을 이수하였는지 여부

· 교과과정 개편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해당학과의 신설 전공교과목을

이수하였는지 여부
· 동일교과목의 학점감소 등으로 필수학점이 부족한 경우에 부족학점을

선택교과목에서 보충했는지 여부
· 교양초과학점의 인정범위 초과이수 여부

· 교양이수영역 충족여부: 각 영역별 3학점 이상 이수

* ‘93∼’95년 입학자: 8개영역 중 6개영역 이상

* ‘96∼’06년 입학자: 8개영역중 4개 영역 이상

* ‘07∼’09년 입학자: 핵심교양 4개영역 중 3개 영역 이상

* 2010년 이후 입학자: 핵심교양(4개영역) 영역당 1과목이상

* 2014년 이후 입학자: 핵심교양 4개영역 중 3개 영역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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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 입학자 : 핵심교양 영역 중 3개영역 이수하되, 계열별

 의무 이수 학점은 아래의 내용을 따름. 

        ․ 인문사회계열 학생은 핵심교양 ‘자연과기술의이해’, 일반교양 ‘공학

전문교양’, ‘자연과학’, ‘기술·공학’영역 내에서 최소 9학점 이상을

취득하되, 핵심교양 ‘자연과기술의이해’ 영역은 반드시 포함

        ․ 예체능계열 학생의 경우, 핵심교양 ‘자연과 기술의 이해’ 영역에서

최소 3학점 이상 이수

        ․ 이공계열 학생의 경우, 핵심교양 ‘문학과예술’, ‘역사와철학’, ‘사회

의이해’, 일반교양 ‘문화예술’, ‘사회과학’, ‘인문학‘, ’민주주의·인권‘ 

영역에서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2017년 이후 입학자: 2016년 이후 입학자 이수기준에 인문학 관련

교양과목을 8학점 이상 포함하여 이수[※인문학 관련 교양: 핵심교

양 문학과예술, 역사와 철학, 기초교양, 기초도구(글커잉,생활영어

1·2제외), 일반교양 문화예술, 인문학]

§ 2005년 이후 인문사회계열 입학자: “자연의이해” 영역 또는 “자연

과 기술의 이해” 영역 의무 이수(2014학년도 입학자 제외)

§ 2003년 이전 사범대학 입학자: 교양영역 제한 없음

§ 여수캠퍼스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 교양영역 제한 없음

- 성적표상의 교과구분과 교과과정상의 교과구분이 같은지 여부

* 교과구분이 잘못되어 졸업소요학점 부족으로 졸업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당자들에 대하여는 교과구분 정정 요청

-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

· 복수전공 및 부전공의 필수교과목과 소요학점의 취득여부

· 복수전공 및 부전공에서 이수할 교과목이 주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중복되는지 여부

* 주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에서 이수할 교

과목과 중복될 경우는 복수전공은 9학점까지, 부전공은 6학점까지

중복 인정

* 사범대학의 학과를 복수전공할 경우 중복된 교직과목 성격의 전공

과목은 복수전공학과의 전공학점으로 모두 중복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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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전공 미 이수시 졸업 여부

* 주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 했어도 복수전공 졸업학점을 충족

하지 못했을 경우 주전공 졸업 불가. 다만, 졸업사정 기간 중에 복

수전공이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주전공 졸업 가능

- 교직 이수

· 주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했어도 교원자격증 발급기준을 충족하

기 위하여 부족한 학점을 취득코자 하는 경우 졸업 불가. 다만, 교직이

수를 포기한 경우 졸업 가능

- 학적변동자의 졸업 소요 학점 적용

·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교과과정적용년도가 변경된 학생의 졸업소요학

점은 「학적변동자의 교과과정 및 졸업학점 적용 세부지침」을 참고

하여 졸업대상 여부를 판단

· 재입학생은 학적변동자의 교과목 이수기준에 따름

- 수료 사정

· 졸업에 필요한 학기를 이수하고 학점 및 성적평점은 충족하였으나 졸

업자격인정기준에 불합격한 경우는 수료자로 확정

○ 졸업(수료)자 확정

- 학칙 제12조 및 교학규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소속 대학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확정하여 총장에게 보고함.

○ 졸업·수료 유보

- 8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재학연한 범위내에서 신청 가능

- 졸업학점 이수 및 졸업자격인정기준에 합격한 자는 졸업유보 가능

- 졸업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자격인정기준(전공, 외국어, 컴퓨터영역)중 어

느 하나의 영역이라도 인정받지 못한 자는 수료유보 가능

- 졸업 수료 유보는 4회(총2년)까지 허용하고 그 기간동안 휴학 등 학적

변동 불가

- 졸업 수료 유보자는 수업료의 8%에 해당하는 유보비 외에 수강신청시

수강학점에 따른 등록금 추가 납입

○ 유의 사항

- 예비사정 결과 탈락예상자인 경우 당해학기 및 계절학기 성적에 따라

졸업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졸업예정자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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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점 1.75미달자에 대하여는 당해학기 및 계절학기 성적취득 결과에 따

라 졸업이 가능할 수 있으니 본 사정까지 사정대상자로 관리

라. 업무흐름도

ㅇ 졸업예비사정

   시행 통보 ð

ㅇ졸업예비사정

  결과 수합

 -조기졸업신청

 -전공배정

 -부․복수전공 취소

 -교과구분정정

ð

ㅇ졸업예비사정

  결과 점검 ð

ㅇ졸업예정자

  확정 및

  석차 생성 ð

ㅇ졸업본사정

  시행 통보

[4월, 10월 하순] [5월, 11월 초순] [5월, 11월 중순] [5, 11월 하순] [1, 7월 중순]

⇩
ㅇ졸업(수료)사정 

결과 통보 

ㅇ학위수여 현황

  보고
ï

ㅇ졸업증서 출력

  및 배부

ㅇ졸업자 이관

  및 석차 생성
ï

ㅇ졸업대상자 확

정 및 학위등록

번호부여 ï

ㅇ졸업사정

  결과점검 ï

ㅇ 졸 업 본 사 정 

결과 수합

 -졸업(수료 )유

보 신청

 -교수회의 심의

[2, 8월 하순] [2, 8월 하순] [2, 8월 중순] [2, 8월 초순] [1, 7월 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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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졸업사정(일반대학원)

가. 목적
○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사정 및 졸업대상자 기준에 합격한 자를

심사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것.

나. 관련법규

○ 학칙 제73조, 제74조

○ 전남대학교 대학원 교학규정 제28조

다. 주요내용
○ 수료사정 및 졸업대상자 기준

- 수료사정기준

· 석사학위과정

내용
수료기준

비     고
일반수료 조기수료

이수학기 4 3 · 학.석사연계과정입학자

  평균평점 3.0이상: 조기수료

· 학칙제73조2항2호에 해당자 

  평균평점 4.0이상: 조기수료

취득학점 24 24

평균평점 3.0 4.3

보충학점 학과 결정학점 학과 결정학점 · 학부와 전공 상이자

학과최소

이수학점
학과 결정학점 학과 결정학점 · 학과 내규 확인

· 박사학위과정

내용
수료기준

비  고
일반수료 조기수료

이수학기 4 3

취득학점 36 36
· 박사과정 이수과목은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과 중복 이수할 수 없음 

평균평점 3.0 4.3  

보충학점 학과 결정학점 학과 결정학점 · 석사와 전공 상이자

학과최소
이수학점 학과 결정학점 학과 결정학점 · 학과 내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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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박사통합학위과정

내용
수료기준

비  고
일반수료 조기수료

이수학기 8 6

취득학점 60 60

평균평점 3.0 4.3

보충학점 학과 결정학점 학과 결정학점 · 학부와 전공 상이자

학과최소이수학점 학과 결정학점 학과 결정학점 · 학과 내규 확인

- 졸업대상자기준: 석.박사학위 등 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논문제출자

격시험(어학시험 및 종합시험)과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하고 대학원

위원회의 학위 수여 결정을 받은 자

- 수료유예: 수료예정자 중에서 학점을 추가로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수료 6주전까지 지도교수와 학과 전공주임교수를 거쳐 총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

○ 행정정보시스템 수료조건 검색 방법

- 석사과정

· 4학기 이상 등록 유무: 아르샘 학생개인정보 참고

· 평균평점 3.0 이상 여부: 아르샘 학생개인정보-성적이력 참고

· 지정된 보충학점 이수 여부: 아르샘 대학원-외국어.종합시험.논문-기

본정보관리-보충학점신청및이수내역(학번 및 소속 검색 가능)

· 24학점 이상 이수여부: 아르샘 학생개인정보-성적이력 참고

· 학과 내규의 소속학과 교육과정 이수학점 이수여부: 아르샘 개인정보

-이수학점

- 박사과정

· 4학기 이상 등록 유무: 아르샘 학생개인정보 참고

· 평균평점 3.0 이상 여부: 아르샘 학생개인정보-성적 참고

· 지정된 보충학점 이수 여부: 아르샘학생개인정보-성적참고

(졸업학점-36학점이 보충학점임)

· 36학점 이상 이수여부: 아르샘 학생개인정보-성적 참고

· 학과 내규의 소속학과 교육과정 이수학점 이수여부: 아르샘 학생개인정보

-이수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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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졸업 행정정보시스템 접근방법

- 행정정보시스템→대학원→졸업(대학원)→기본정보관리→조건 지정(기본사항 선정)

- 행정정보시스템→대학원→졸업(대학원)→기본정보관리→졸업예정자 선정

- 행정정보시스템→대학원→졸업(대학원)→기본정보관리→개인별 졸업예정자 선정

- 행정정보시스템→대학원→졸업(대학원)→졸업(수료)사정→수료사정확인부

- 행정정보시스템→대학원→졸업(대학원)→졸업(수료)사정 최종결과수정

(수료예비사정 및 학위수여자 결정시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각 대학에

서 접수된 문서를 일일이 확인후 수정함)

- 행정정보시스템→대학원→졸업관리(대학원)→학위번호 부여(졸업사정최

종결과수정이 끝나면 학위번호를 부여-대학원 직전학기 번호를 부여하

면 됨)

- 행정정보시스템→대학원→졸업(대학원)→학위코드일괄부여및학위코드:

학위 일괄부여후 학위점검하고 전산반영→ 학위기 출력

※ 재학생중 수료자: 학위취득예정수료

재학생 및 수료자 중 학위취득: 일반졸업

재학생중 수료 및 학위불가자: 졸업불가

○ 졸업(수료)자 확정

- 학칙 제73조 및 교학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총장 확정

라. 업무흐름도

졸업예비사정

기본계획수립

시행통보 ð
예비사정실시

ð

수료예정자

확정 ð

졸업본사정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통보 ð
본사정실시

(대학원) (대학원) (대학원) (대학원) (대학원)

[4월, 10월중순] [4월~5월, 10월~11월] [5월, 11월중순] [1월, 7월 하순] [1월~2월, 7월~8월]

⇩
학위기 출력

및 결과보고 ⇦
아르샘

입력완료 ⇦
학위수여대상자

확정 ⇦
대학원위원회

개최

(학사과) (학사과) (학사과) (대학원)

[2월, 8월 하순] [2월, 8월 하순] [2월, 8월 중순] [2월, 8월 초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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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신․편입학생 학력조회 의뢰

가. 목적
○ 우리 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 신·편입학생 학력조회 의뢰를 통해 입학 지

원시 제출한 서류와 상이 사항을 확인하기 위함.

나. 관련법규
○ 전남대학교 교학규정 제7조

다. 주요내용
○ 학력조회 의뢰자 명단 확정

○ 우리 대학 출신자 학력조회 실시

○ 국내 타대학 출신은 전자문서 발송

○ 국외 대학 출신은 국제협력과 협조 요청

○ 국외 대학 미회신자 한국연구재단 의뢰 및 실시

○ 전형별 학력조회 회신 내역 정리

○ 학력조회 실시결과 내부결재

○ 학력조회 결과 특이자 회보(입학과, 대학원)

라. 업무흐름도

의뢰용 명단 

확정 및 분류
ð

우리 대학 출신자

학력조회 실시
ð

국내 타대학 출신 

전자문서 발송
ð

국외 대학 출신

국제협력과 의뢰
ð

회보 내역 접수 

및 수합

(학사과) (학사과) (학사과) (학사과) (학사과)

3월, 9월 초순 3월, 9월 초순 3월, 9월 중순 3월, 9월 중순 3월, 9월 하순

⇩
국외 대학 

미회신자 실시 ⇦
학력조회 결과 

특이자 회보 ⇦
학력조회 결과

내부결재 ⇦
전형별 학력조회 

회보내역 정리

(학사과) (학사과) (학사과) (학사과)

4월, 10월 중순 4월, 10월 중순 4월, 10월 중순 4월, 10월 초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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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증명 및 신분증 발급

가. 목적
○ 제증명 및 공무원증, 신분증 등 민원신청 사항을 다양한 발급매체를 통

하여 민원인에게 신속ˑ정확하게 효율적으로 발급 처리하기 위함.

나. 관련법규
○「전남대학교 교학규정」제9장 보칙 제73조

다. 주요내용
○ 교직원 및 비교직원의 제증명 및 공무원증(신분증) 발급

○ 학생 제증명 및 학생증(스마트카드), 국제학생증 발급

○ 교원자격증 재발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 팩스민원, 민원우편으로 제증명 서비스 지원 업무

○ 인터넷증명발급 제증명 서비스 지원 업무

○ 학적부 기재사항의 정정

○ 졸업대장 및 학적부 관리

○ 자동증명발급기 운영, 유지보수

○ 인터넷 검색대 운영, 유지보수

○ 학력조회 회보

○ 학적민원 상담에 관한 사항

라. 업무 흐름도
○ 교직원 및 비교직원의 제증명 및 공무원증(신분증) 발급

○ 교원자격증 재발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신청
ð

발급(아르샘)
ð

통계

(민원) (학사과) (학사과)

신청
ð

발급(아르샘)
ð

증명수수료 수납
ð

제증명 통계 및 정산

(민원) (학사과) (학사과) (학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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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민원, 민원우편으로 제증명 서비스 지원 업무

○ 인터넷증명발급 제증명 서비스 지원 업무

○ 학적부 기재사항의 정정

○ 자동증명발급기 유지보수

○ 학력조회 회보

신청 ð
발급

(G4C, 아르샘) ð 증명수수료 수납 ð 제증명 통계 및 정산

(민원) (학사과) (학사과) (학사과)

신청 ð
접수

(우편, 팩스) ð 정정(아르샘) ð 학적원부 정정

(민원) (학사과) (학사과) (학사과)

신청(홈페이지)
ð

발급
ð

증명수수료 수납
ð

제증명 통계 및 정산

(민원) (학사과) (대행업체) (학사과)

고장 접수 ð 고장사항 확인 ð 수리 ð 월별 유지보수비 정산

(학사과) (학사과) (학사과, 업체) (학사과)

공문 접수 ð 학력조회자 확인 ð 학력회보 내용 출력 ð 공문 발송

(학사과) (학사과) (학사과) (학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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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학생증(스마트카드) 발급

가. 관련법규
○「전남대학교 학생증발급규정」

○「전남대학교-광주은행 스마트카드시스템 구축 협약」

나. 주요내용
○ 발급대상

- 일괄발급: 학부생, 대학원생, 편입생, 복학생(최초발급자), 본과진입생

(의예과, 수의예과), 전과생

- 재발급: 재학생(종합서비스센터에서 즉시 발급)

○ 사진 수합 및 스캔

- 광주캠퍼스: 종합서비스센터에서 실시

- 여수캠퍼스: 본부 교학과에서 실시

- 사진 스캔: 대학별 입력자료 분류하여 실물화상기로 스캔

- 전산입력: 스캔자료 전산시스템에 입력

○ 정보제공 동의

- 홈페이지(http://arsam.jnu.ac.kr)접속후 화면사진 확인, 정보제공 동의,

발급신청「서비스데스크 - 스마트카드 신청」

※ ID: 수험번호 / 비밀번호: 생년월일(6자리)

- 정보제공 동의한 학생 자료 정보생성(CD제작)되어 서버에 저장

○ 발급용 파일생성 및 발급

- 파일생성: 정보전산원에서 CD로 제작하여 광주은행에 전달

- 발급기관: 광주은행

○ 학생증 발급기간 동안 신분증 대체 안내

- 도서관 이용, 전자출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모바일 신분증」으로

대체

- 신청 방법: 홈페이지(http://arsam.jnu.ac.kr) 접속하여 신청

「서비스데스크」- 모바일신분증 - 모바일신분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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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업무흐름도

계획수립 및 통보

ð

사진수합

ð

대학별 사진 분류 

작업
ð

사진 스캔 및 전산 

입력

ð

정보제공 동의

(학사과)
(단과대학→

학사과)
(학사과) (학사과) (학생)

[2월 초순] [2월 하순] [3월 초순] [3월 초순] [3월 중순]

⇩
학생증 배부

⇦
학생증 발급

⇦
광주은행 파일 송부

⇦
파일생성 및 CD 

제작
(학사과→

단과대학)
(광주은행) (정보전산원) (정보전산원)

[4월 초순] [3월 하순] [3월 중순] [3월 중순]

교 무 처

교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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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직과정운영

가. 목적
○ 교원양성제도로서 교육부의 설치승인을 받은 학과 학생들이 소정의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중등학교 2급 정교사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관련법규
○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교육부령)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26조

○ 자격종별 세부 이수기준 및 기본이수과목 등(교육부고시)

다. 업무내용

업무명 세무업무명 일정 비고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선발

(주전공)

교직과정 설치학과 승인인원 안내 1월 초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안내 6월 말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8월 초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확정 8월 중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선발(복수전공)
복수전공 교직이수예정자 선발 안내 8월 말

복수전공 교직이수예정자 선발 확정 9월 말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주전공) 추가선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추가 선발 안내 12월 말 교육부 승인인원에 

미달되는 학과의 경우, 

승인인원의 범위 안에서 

추가 선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추가 선발 1월 중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확정 2월 중순

교직 및 기본이수과목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조사 1월 초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승인 2월 말

공업계현장실습 현장실습업체지정 승인요청 및 계약 수시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비 수납 안내 및  교육실습생

명단파악 
1월 중순

학교현장실습비 수납 3월 초

학교현장실습 협조 요청(중·고등학교) 2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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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업무 흐름도

업무명 세무업무명 일정 비고

　

　

　

학교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실시

(광캠, 여캠)
3월 초

학교현장실습 기간
4월 중간고사 

이후

학교현장실습 관련 회계처리 4월 중

현장방문지도 결과 및 학교현장실습학교 

결과보고서 수합 및 성적확정
6월 중

교직적·인성검사 교직 적·인성 검사 신청 3월, 9월

교직 적·인성 검사 실시 4월, 10월

교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교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 3월, 9월

교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실시 4월, 10월

교원자격증 발급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6월 초, 12월 

초

학사과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및 자격여부 검토 6∼8월 중, 

2~2월중

학사과

교원자격증 발급 졸업일 학사과

교원자격증 발급자 나이스 입력
교원자격발급

일로부터 

20일 이내

학사과

교직과정 설치 

승인신청 및 

변경신청 ð

교직과정설치학

과승인인원 안내 ð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안내  ð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및 확인 ð

교직과정이수자 

확정 및 공고 

(교무과)
(교직부) (교직부) (교직부) (교직부)

1월 초 [6월 말] [8월 초] [8월 중순]

복수전공 교직이수

예정자 선발안내

및 접수 ð

복수전공 교직이수

예정자 확정 및 공

고 ð

학교현장실습

(교육실습) 
ð

교원자격증무시험검

정신청 및 발급

ð

교원자격증 발급자 

나이스 입력

(교직부) (교직부) (교직부) (학사과) (학사과)

[8월 말] [9월 말] [4월 말~5월 말]
[6월(12)초~

8(2)월 말]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

교원자격증무시험검

정신청 및 발급

교직과정 이수자 

추가 선발 안내
ð

교직과정 이수자 

추가 선발
ð

교직과정 이수자

최종 확정 

(학사과) (교직부) (교직부) (교직부)

[6월(12)초~

8(2)월 말]
12월 말 1월 중 2월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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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직과정 이수신청 및 확정방법
○ 신청 자격 : 선발 당시 2학년(재적)에 해당되는 자

○ 선발 절차

- 선발안내 공문 발송 및 홈페이지 게시(교직부, 6월 말)

- 교직과정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교직과정이수예정 신청서를 학과에 제출

- 선발기준에 의거 교직과정설치학부(과)에서 선발, 명단 제출(학생 → 학

과 → 대학 → 교직부) : 8월 초

- 주전공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명단 확정 및 공고(교직부, 8월 중순)

- 복수전공 교직이수예정자 선발 안내(교직부, 8월 말)

- 복수전공 교직이수예정자 명단 공고(교직부, 9월 말)

- 주전공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추가선발 안내(교직부, 12월 말)

· 교육부 승인인원에 미달되는 학과의 경우, 승인인원의 범위 안에서

추가선발

- 주전공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추가선발(교직부, 1월 중순)

- 주전공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추가확정(교직부, 2월 중순)

○ 선발 기준 및 방법

- 소속 대학장은 승인 인원의 범위 안에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를

선발한다.

- 적성, 인성 및 성적 등의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학부(과)별로 기준을 정

하여 선발하므로 교직이수희망자는 반드시 해당 학부(과)에 선발기준을

문의하여 신청해야 한다.

○ 편입생

- 편입생은 다음의 경우 이외에는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 불가함.

- 타 대학에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가 동일한 표시과목을 부여

하는 학과에 편입하였을 때, 승인인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할 수 있다.

· 위의 경우 발생한 결원을 기존의 교직과정 이수예정 신청자 중 순위 상 차

순위자가 없어 재학생으로 충원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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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입을 위해 전적대학 자퇴로 인해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에서 삭

제된 경우 전적대학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할 경우만 가능함.

○ 복학 및 재입학생

- 3학년으로 복학이나 재입학한 자는 복학이나 재입학 신청 시점이 2학년

종료 이전이라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할 수 없다.

- 해당 학과에 교직과정이 개설되기 전에 입학한 자가 복학이나 재입학한

경우 동 학생에 대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대상자 포함 여부는 학

칙이나 지침 등으로 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교직과정이수 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이 제적 처리된 후 해당학과에 재입

학한 경우, 제적에 따른 추가 선발자가 없고, 해당학과의 교직과정 표시

과목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함

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및 자격증 발급(학사과)
○ 신청대상 : 교직과정 이수자 및 사범대학생 중 졸업(예정)자

○ 신청시기 : 8월 졸업자 : 6월초 / 2월 졸업자 : 12월 초(홈페이지 공지)

○ 신청절차

- 각 단과대학으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 공문 발송(학사과, 6

월 초, 12월 초)

- 졸업(예정)자는 주전공, 복수전공 각각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작

성하여 주전공 학과에 제출(6월 말, 12월 말)

- 무시험검정 실시(학사과) → 무시험검정결과 각 단과대학으로 통보 (2월 20

일, 8월 20일경)

○ 제출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규칙 별지 4호 서식)

             교원양성과정

    대상자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2013.3.1 이후 입학자 적격판정 2회 적격판정 2회

2013년 이전 입학자 적격판정 1회 적격판정 1회

- 간호사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보건교사에 한함)

- 영양사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영양교사에 한함)



- 118 -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증(공업계 표시과목의 경우)

- 교원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7호 해당자

및 기졸업자)

※ 2010학년도이전 편(재)입학자는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전적대학의

성적표 첨부

○ 자격종별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유치원 정교사(2급), 사서교사(2급), 보

건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영양교사(2급),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 교원자격증 발급 : 교원양성과정별 교원자격증 발급기준에 따라 졸업일에

교원자격증 발급(학생이 졸업식 당일 각 단과대학에서 자격증 수령)

사. 학점 이수 및 성적 기준
○ 교직 주전공 이수(일반사항)

- 전공학점

구분

2006학년도 입학자까지 2007~2008학년도 입학자 2009학년도 입학자 ~

일반학과

(전공)

특수관련학과

(전공)

일반학과

(전공)

특수관련학과

(전공)

일반학과

(전공)

특수관련학과

(전공)

주전공 42학점 42학점 42학점
특수관련 42학점

자격종별 30학점
50학점

특수관련 42학점

자격종별 38학점

복수전공 42학점 42학점 42학점
특수관련 42학점

자격종별 30학점
50학점

특수관련 42학점

자격종별 38학점

부전공 30학점 불가
30학점 

(2008학년도부터 폐지)
폐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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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학부

구분 2006이전 입학자 2007~2008 입학자 2009이후 입학자

전공

영역

°전공 42학점이상 °전공 72학점이상

 : 특수관련 전공과목 42학점

  +표시관련 전공과목 30학점

°전공 80학점이상

 : 특수관련 전공과목 42학점

  +표시관련 전공과목 38학점

  ※ 표시관련 교과교육영역 8학점 포함

 ☞ 전공학점의 중복인정

   :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과 표시과목관련 전공과목 간 5과목(15학점) 중복인정

기본

이수

영역

°14학점(5과목)이상 ° 28학점(10과목)이상

  : 특수관련 14학점(5과목)

   +표시관련 14학점(5과목)

 ☞적용대상

   : 유아특수교육전공, 

     중등특수교육전공

 ☞초등특수교육전공의 경우

    14학점(5과목)이상

° 42학점(14과목)이상

  : 특수관련 21학점(7과목)

   +표시관련 21학점(7과목)

 ☞적용대상

   : 유아특수교육전공, 중등특수교육

     전공, 초등특수교육전공

· 졸업에 관한 전공 이수학점이 42학점 이하인 학과의 교직이수자도 교

원자격증 발급을 위해서는 최소 전공 4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전공학점 내에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및 교과교육영역 8학점을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함.

· 초등특수교육전공, 유아특수교육전공인 경우 특수교육과 표시과목의

전공과목을 결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과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으로 최대 15학점까지 중복 인정 가능.

- 기본이수교과목

· 기본이수교과목이란 : 학과(전공)별 해당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반

드시 이수해야만 하는 필수 교과목”을 말함.

* 기본이수교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

득이 전공과목으로 이수하지 않은 경우라도 기본이수교과목이수로

인정은 가능하나, 전공 전체학점(’08학년도 입학자까지 42학점, ’09

학년도 입학자부터 50학점 등)의 범위에는 포함할 수 없음.

○ 교직 적성·인성 검사

· 목적 : 교원양성기관 재학기간 중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실시를 의무

화하여 단계별 진로지도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

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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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교직이수자 전체(신입학생, 재학생, 수료생 모두 포함)

· 검사 방법 : 지필식, 210 문항

· 검사 시기 : 매년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실시

· 결과 발표 : 검사일로부터 1주일 이내(포털 신청 화면에서 직접 결과 확인)

· 입학년도별 합격기준

*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 : 적격판정 1회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적격판정 2회

· 유의 사항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반드시 수료 이전에 교직 적성 및 인성 검

사에 응시하여 1회 내지 2회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단 1년에 1

회를 초과하여 응시할 수 없음.

* 불합격 판정 시 우리 대학에서 자체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한 후에만 재 응시 기회 부여

* 현 재학생은 수료 이전에 합격기준을 달성해야 함

○ 교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목적 : 교원양성과정에서 ‘교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의무

화하여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

험검정 평가에 반영

· 실습 대상 : 교직과정이수자 전체(재학생 및 수료생)

· 실습 시기 : 매년 상반기, 하반기 실시

· 졸업 연도별 이수기준

* 2016학년도 8월 졸업자 : 해당 없음

* 2017학년도 2월 졸업자 : 1회 실시

* 2017학년도 8월 졸업자부터 : 2회 이상

· 유의 사항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곳에서의 이수증만 인정 가능함.

* 안전교육은 몸에 체득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학년도별 1회 실습하

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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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전공)별 기본이수교과목

【교직과정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안내(입학년도별 참조)】

※ 홈페이지-학사정보-교원자격취득에서 확인

· 입학자별 이수기준(교육부에서 고시한 영역별)

1999학년도 이전 입학자 2000~2008학년도 입학자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9학점(3과목)이상 이수  14학점(5과목)이상 이수  21학점(7과목)이상 이수

  ※ 1999학년도 이전 입학자라도 2000학년도 이후 입학자용 교직과정(기본이수과목 중 14학점 이상, 변경된  

     표시과목에 의한 교과교육영역 4학점 이상)을 이수했을 경우 개정된 표시과목을 표기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교육부에서 고시한 1영역을 우리대학에서 2과목이 지정되어 그 2과

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1과목이수로만 인정됨.

* 기본이수과목을 타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 해당 개설학과에서 동일

한 과목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 2008학년도 이전 특수교육(초등)과 특수교육(중등) ‘재활복지’ 및

‘직업교육’ 표시과목은 기본이수과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단,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표시과목별 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교과교육영역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교직학점

· 입학년도별 교직과목 이수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 교직과목 20학점 이상 이수

영역 과 목 학점 비고

교직이론

*교육학개론(2학점), 교육심리(2학점), 

 교육사회(2학점), 교육철학 및 교육사(2학점),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2학점), 교육행정 및 교

육경영(2학점),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2학점)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교과교육

(표시과목별)

00교육론(2학점), 

00교재연구 및 지도법(2학점)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사서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는 

제외

교육실습 교육실습 (2학점)
2학점

(4주 이상)
3,4학년 1학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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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이론영역 : 2003학년도부터 교직과정이수자는교육학개론(EDU1009-일

선-2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종전의교육학개론(CLT0052-교양

-3학점)을 기이수하고, 재수강할 경우에 한하여 동일교과목인교육의 이해
(CLT0565-교양-3학점)를 이수하시기 바람.【단, 재수강외에는 2003학년

도부터교육의 이해(CLT0565-교양-3학점)는 교직이론과목으로 인

정되지 않는 교양교과목임.】

** 교과교육영역

<1999학년도 입학자까지>

§ 교직과목 중 교과교육영역(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

도법 등)을 범교과로 4학점 이상 이수

§ 복수전공자 및 부전공자는 주전공에서 범교과로 교과교육

영역(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등)을 이수한 경

우 별도로 교과교육영역을 이수할 필요 없음

<2000∼2008학년도 입학자>

§ 주전공자는 표시과목별로 교과교육영역(교과교육론, 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 등)을 4학점 이상 교직과목으로 반드시 이수

§ 복수전공자(연계전공 포함) 및 부전공자는 해당 표시과목의

교과교육영역(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등)을 4

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함.

§ 교과교육영역의 이수구분을 전공과목으로 개설하거나 이수

한 경우 교직과목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전공과목 42학점에

는 포함할 수 없으며, 동일과목을 교직과목과 전공과목으로

중복 인정이 불가함.

§ 주전공에서 범교과적인 성격의 교과교육영역 과목을 이수

했더라도 이와 별도로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의 교과교육영

역(4학점)을 추가로 반드시 이수하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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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이수

영  역 과  목 학  점

교직이론

교육학개론(2학점), 교육심리(2학점), 교육사회(2학점), 

교육철학 및 교육사(2학점),교육과정(2학점), 교육평가(2학점),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2학점),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2학점)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

교직소양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교직실무(2학점) 4학점 이상(2과목 이상)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2학점)

교육봉사활동(2학점)

4주 이상

60시간 이상

** 교과교육영역이 전공학점으로 포함됨. 단, 사서교사, 전문상담

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 해당학과는 교과교육영역이 없으므로

직무관련 전공학점으로 50학점 이상 이수

§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가 교직과목으로 이수한 경우에도 전공학

점으로 인정 가능

§ 교과교육영역의 이수학점을 4학점(2과목) 이상에서 8학점(3과

목) 이상으로 상향

** 특수교육(중등)은 표시과목을 표시과목의 전공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교과교육영역(8학점 이상)은 표시과

목의 전공학점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함.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이수

영  역 과  목 학  점

교직이론

교육학개론(2학점), 교육심리(2학점), 교육사회(2학점), 

교육철학 및 교육사(2학점), 교육과정(2학점), 교육평가(2학점),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2학점),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2학점)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교직소양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교직실무(2학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2학점)
6학점 이상(3과목 이상)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2학점)

교육봉사활동(2학점)

4주 이상

60시간 이상

** 교직과목 중 교육실습 세부 이수내용

§ 교육실습 신청 대상

<학교현장실습> : 이수대상 학기가 4학기(3, 4학년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직과정 이수자 및 사범대학생

<교육봉사활동> : 교직과정 이수자(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사범대학생(2007학년도 이후 입학자)

§ 교육실습 시기

<학교현장실습>

☞ 사범대학 : 5월 중순 ∼ 6월 말(6주)

☞ 비사범대학 : 4월 말 ∼ 5월 말(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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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 입학 시부터 졸업 시

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마지막 학기에 교육봉사활

동 수강 신청함.

§ 교육실습의 면제 또는 대체(2008학년도 교육실습 대상자부터 적용)

☞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학교현장실습은 “주전공(제1전공)”

과목으로 한번만 실시하며, 복수전공의 교육실습은 면제

☞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취득할 교사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 면제 가능

· 단,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교육실습 중 학교현장실습만

면제(교육봉사활동은 면제 불가)

☞ 교육봉사활동 실시 가능학교 :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실시가

가능한 학교 전체 및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

· 교육봉사활동은 이수학점으로 부여(성적 미부여)

☞ 사서․영양․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하는 자가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나 사회교육기관 또는 청

소년상담기관(민간기관은 슈퍼바이저가 있는 경우에 한함) 등에

서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경우와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유치원설립자로서

1년 이상 유치원을 경영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실습(학

교현장실습에 한함)을 대체할 수 있음. 이 경우 소속 학교 또는

기관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경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유의사항 : 교직과목을 타 대학에서 이수하는 경우 그 대학에서 반드

시 “교직”으로 개설된 동일한 과목에 한하여 인정이 되며,

명칭이 다를 경우 해당 개설학과에서 동일과목으로 인정

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 산업체현장실습(4주 이상, 공업계 표시과목 관련학과에 한함)

· 1995학년도 입학자부터 공업계 표시과목의 관련학과(부전공, 복수전공

포함)에서는 산업체현장실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교육실습과는

별도로 이수)

· 이수시기 : 2학년 또는 3학년 하계․동계방학 기간에 각 전공별 특성

에 따라 실시

- 125 -

· 해당 표시과목

  ◦ 공업계 표시과목

    - 교육부고시 제1997-11호에 의한 공업계 표시과목 : 공업, 기계, 건축, 토목, 전기, 전자,

      통신, 화공, 섬유, 금속, 자원, 공예, 자동차, 요업, 조선, 인쇄, 전자기계, 전자계산기, 

      환경공업, 중기 

    - 교육부고시 제2000-1호 및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4-5호에 의한 공업계 표시과목 : 

      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 화공․섬유, 자원․환경, 건설, 요업, 인쇄

§ 이수절차

* 대학 지정 협력업체에서 실습을 희망할 경우

소속학과(전공)와 협의하여 실습업체 선정 → 산업체현장실습 실시

→ 실습종료 후 산업체현장실습 평가서(업체 작성)는 졸업시 무시험

검정원서 제출시 함께 소속학과(전공)로 제출 → 학사과에서 실습내

용 확인 후 교직사정 반영

* 대학 미지정 산업체에서 실습을 희망할 경우

학생본인이 산업체로부터 산업체현장실습 협력기관 지정증명서(사

업자등록증 사본 첨부)를 받아 소속학과(전공)로 제출 → 교직부에

서 소속단대로 업체와 협력기관체결 통지 → 산업체현장실습 실시

→ 실습종료 후 실습종료 후 산업체현장실습평가서(업체 작성)는

졸업 시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소속학과(전공)로 제출 → 학사과

에서 실습내용 확인 후 교직사정 반영

· 기타사항 : 해당학과의 교과과정에 편성되어 있지 않는 현장실습은 공

업계 현장실습으로 인정이 불가하고, 현장실습학점은 교원자격증 취

득을 위한 전공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며, 교원자격증발급 신청 시에

이수증명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함.

- 성적기준(주/부/복수/연계전공)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 교직과정이수자

** 평균성적은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을 별도로 산출하여 평점 각 80

점(2.75)이상

** 부·복수전공의 경우는 중복되는 교직이론과목 및 교육실습을 제

외한 나머지 교직과목으로만 계산 → 즉, 교과교육영역만 계산

** 단, 2002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부·복수교직과목 성적산출은 주전

공에서 이수한 교직이론과목 및 교육실습을 포함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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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범대학생

** 사범대생의 주전공 이수 성적제한 없음.

** 비사범대를 부·복수전공할 경우 2007년 2월 졸업자부터는 성적

기준이 적용되어 2005. 2학기 이후 이수한 전공 및 교직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2.75(80점)이상인 경우만 부·복수전공의 교원자

격증 발급됨.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교과교육영역 포함)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교직 복수전공 학점 이수

- 신청자격 : 사범대생 및 교직과정이수자로 선발된 자로서 일반 복수전

공 선발자[교직과정이수자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의 복수전

공 취득 불가능함]

- 선발시기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확정 및 일반 부.복수전공 선발

확정 후인 9월 중 공고하여 선발

- 선발인원

입학년도
사범계학과 교직과정설치학과

복수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2006~2007

학년도 입학자

입학정원의 100%
(부전공이수는 복수전공의 

50%이내 선발)

입학정원의 20%
(부전공이수는 복수전공의 

50%이내 선발)

2008~2010

학년도 입학자
입학정원의 100% 폐지 입학정원의 20% 폐지

2011학년도

입학자
입학정원의 100% 폐지 교직 설치 승인 

인원의 2배수 선발
폐지

※ 단서조항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 :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이수자로 선발된 자

중 일반 부·복수교직전공자는 별도의 선발절차 없이 교직이수조건을

충족하면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선발기준 : 인성, 적성 및 성적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학부(과)별로 기

준을 정하여 선발

- 선발절차 : 학생신청 -> 학과 및 대학선발 -> 교직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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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요건

· 일반교사 자격증 해당학과를 복수전공할 경우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 전공학점 42학점(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이상 이수

** 교직학점 4학점(교과교육영역 → 표시과목별 ○○교육론, ○○교

재연구및지도법) 이수

** 단,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해당학과는 교과교육영역

이 없으므로 위 교과교육영역의 교직 학점 이수 제외

** 영양사면허증(영양교사만 해당)

** 산업체 현장실습(공업계 표시과목에 한함)

**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평점 각 80점(2.75) 이상

§ 단, 사범대생은 교직과정 설치학과에서 복수전공 이수 시에만

2005. 9이후 이수한 성적부터 성적제한이 적용되며, 사범대학 내

에서 복수전공 이수 시에는 성적제한 없음)

§ 2002학년도 이전 교직과정 입학자는 교직과목(20학점 이상)전체

총 평점 80점(2.75)이상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 전공학점 50학점(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8

학점 이상 포함)이상 이수

§ 단,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해당학과는 교과교육영역

이 없으므로, 직무관련 전공학점으로 50학점이상 이수

** 교과교육영역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전공학점으로 이수하므

로 별도의 교과교육영역에 대한 교직과목 이수는 해당 없음

** 영양사면허증(영양교사만 해당)

** 산업체현장실습(공업계 표시과목에 한함)

** 성적기준(사범대학생도 해당됨)

§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전공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 평

균성적 80/100점 이상

· 특수교사 자격증 해당학과를 복수전공할 경우

* 2007이전 입학자라도 우리대학은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승인된 자

격종별로 2008학년도 입학자기준을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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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중등)은 2008학년도 주전공해당학과생들의 졸업 및 자격증취

득이전에 타 학과에서 복수전공교직으로 자격증 취득할 수 없음.

* 2006학년도 입학자

** 자격종별 전공 42학점(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이상 이수

** 교직학점 4학점(교과교육영역→표시과목별 ○○교육론, ○○교재연구및

지도법) 이수

**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평점 각 80점(2.75) 이상(단, 사범대생은

제한 없음)

* 2006∼2008학년도 입학자

** 특수교육 전공과목 42학점(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포

함)이상 이수

** 자격종별 전공과목 42학점(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포

함)이상 이수

** 교직학점 4학점(교과교육영역 - 표시과목별 ○○교육론, ○○교

재연구및지도법) 이수

**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평점 각 80점(2.75) 이상(단, 사범대생은

제한 없음)

*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 특수교육 전공과목 42학점(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

함)이상 이수

** 자격종별 전공과목 50학점(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교

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이상 이수

** 교과교육영역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전공학점으로 이수하므

로 별도의 교과교육영역에 대한 교직과목 이수는 해당 없음

** 성적기준(사범대학생도 해당됨)

§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전공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 평

균성적 80/10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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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학점의 중복인정 관련 유의사항

 ▶ 통합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 통합사회⇔일반사회, 역사, 지리

   ☞ 표시과목 간에는 5과목(15학점)이내에서 중복 인정 가능

   ☞ 과목명이 동일해도 이수구분이 교양 또는 일반선택인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 불가 

 ▶ 특수학교(중등) ⇔ 특수학교(초등) ⇔ 특수학교(유치원)

   ☞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전체(42학점) 상호 인정 가능

 ▶ 중등학교 ⇔ 특수학교(중등) 

 ▶ 유치원 ⇔ 특수학교(유치원) 

 ▶ 초등학교 ⇔ 특수학교(초등)

   ☞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과목 전체 상호 인정 가능 

※ 초등특수 ․유아특수에서 특수교육과 자격종별(표시과목) 전공과목을 결

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과 자격종별(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으로

최대 15학점까지 중복 인정 가능

· 단,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제1전공으로 이수중인 학생이 특수교사

자격증 해당학과(전공)를 복수전공 할 경우

→ 복수전공하는 학과(전공)에서는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과 표시

과목 관련 전공과목간 15학점 중복 인정이 불가함.

- 이수 제한자

· 편입학자는 부·복수전공 교직과정이수 불가함.

(단, 사범대학은 제외)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편입학한 자는 부.복수전공

교직 이수 불가(단, 사범대학은 제외)

☞ 단, 편입대학의 전공과 다른 분야를 졸업하고 사범계학과나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편입한 경우, 전적대학에서 졸업한

복수전공에 대한 교사자격증 부여 불가

· 보건교사는 부.복수 교직전공에 의한 자격취득 불가함.

· 특수학교(중등)정교사(2급)은 우리대학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승인된

사항으로, 2008학년도 특수(중등) 입학자가 졸업하고 교사자격증을 취

득하기 이전까지는 타 학과 학생이 해당학과에서 복수전공에 의한 교

사자격증 취득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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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교원자격증의 표시과목이 동일한 학과(전공)을 복수전공할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의 과목표시는 제1전공의 표시과목만 표기

· 주전공 교직이수 학점 및 평균성적 미달시 복수/연계/부전공의 교원자격

취득이 불가

· 복수전공학과의 학위취득(졸업)에 필요한 학점이 35학점이라도 교원자

격증 취득을 위해 교직이수자는 필히 자격증 발급기준이 되는 전공학

점을 이수해야만 함

· 사범계 학과를 복수(부)전공 할 경우 교과교육영역 2과목의 교과구분

이전공이라도 복수(부)전공 소요학점에 포함하지 않고 교과교육

영역 2과목을 별도 이수해야함.

· 200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교직과목(20학점이상)전체 총 평점 80점

(2.75)이상이어야 함.(단, 사범대생은 교직과정 설치학과에서 복수전공

이수 시에만 2005. 9이후 이수한 성적부터 성적제한이 적용되며, 사범

대학 내에서 복수전공 이수 시에는 성적제한 없음)

○ 교직 부전공 학점 이수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직 부전공제도는 폐지되었기에 2009학년도 2학

기부터 선발하지 않음.(단, 학위취득을 위한 부전공 이수자 선발은 가능)

- 이수요건

· 2001학년도 제2학기까지 부전공 이수 신청자 또는 부전공 교과목을

이수중인 자

* 전공학점 21학점(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이상 이수

* 교직학점 4학점(표시과목별 ○○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 이수

*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평점 각 80점(2.75) 이상(단, 사범대생은 교

직과정 설치학과에서 부전공 이수 시에만 2005. 9이후 이수한 성적

부터 성적제한이 적용되며, 사범대학 내에서 부전공 이수 시에는

성적제한 없음)

* 산업체현장실습(공업계 표시과목에 한함)

※ 2001. 2학기까지 부전공과목을 이수중인 자의 개념 : 이 영 시행

당시 교원자격증의 부전공과목 표시를 위한 과목을 1학점이라도

이수(취득)한 자(단, 종전에 이수한 과목 중 재이수로 인한 과목

삭제에 유의하여 이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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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2008학년도 부전공 이수 신청자

* 전공학점 30학점(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이상 이수

* 교직학점 4학점(표시과목별 ○○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 이수

*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평점 각 80점(2.75) 이상(단, 사범대생은 교

직과정 설치학과에서 부전공 이수 시에만 2005. 9이후 이수한 성적

부터 성적제한이 적용되며, 사범대학 내에서 부전공 이수 시에는

성적제한 없음)

* 산업체현장실습(공업계 표시과목에 한함)

- 기타사항

· 제1전공과 동일한 자격종별(중등학교 정교사(2급))내에서 이수

가능하며, 제1전공 표시과목 자격증에 부전공 표시과목을 표시

· 교원자격증의 표시과목이 동일한 학과(전공)을 부전공할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의 과목표시는 제1전공의 표시과목만 표기된다.

· 주전공 교직이수 학점 및 평균성적 미달 시 복수/연계/부전공의

교원자격 취득이 불가함

- 이수 제한자

· 편입학자는 부전공 교직과정이수 불가함.(단, 사범대학은 제외)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편입학한 자는 부·복수전공

교직 이수 불가(단, 사범대학은 제외)

· 연계전공(공통과학, 공통사회)은 부전공이수가 불가함.

· 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특수교사는 부전공교직전공에 의한

자격취득 불가함.

- 유의사항

· 사범계학과를 부전공 할 경우 교과교육영역 2과목의 교과구분이전
공이라도 복수(부)전공 소요학점에 포함하지 않고 교과교육영역 2

과목을 별도 이수하여야 함.

· 200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교직과목(20학점 이상)전체 총 평점 80점

(2.75)이상이어야 함.(단, 사범대생은 교직과정 설치학과에서 부전공

이수 시에만 2005. 9이후 이수한 성적부터 성적제한이 적용되며, 사범

대학 내에서 부전공 이수 시에는 성적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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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 연계전공 학점 이수

- 신청자격 : 사범대생 및 교직과정이수자로 선발된 자 중 아래 표시과목

관련 전공자

연계전공명 표시과목 표시과목 관련 학과(전공)

통합사회교육전공 역사, 지리, 일반사회
 법학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사회학과,

 사학과, 역사교육전공, 지리교육전공

통합과학교육전공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지질환경전공,

 물리교육전공, 화학교육전공, 생물교육전공,

 지구과학교육전공, 생명과학전공

- 선발시기 : (복수선발 시기와 같음)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확정 및 일반 복수전공 선발 확정 후인 9월

중 공고하여 선발

- 선발인원 : 인원제한 없음. 단,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는 선발절차

에 의해 선발된 학생만이 자격증 수여가 가능함.

- 선발기준 : 인성, 적성 및 성적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학부(과)별 기준

을 정하여 선발

- 선발절차 : 학생신청 -> 학과 및 대학선발 -> 교직부 확정

- 이수요건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 연계전공학점 42학점(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이상 이수

* 교직학점 4학점(교과교육영역→표시과목별 ○○교육론, ○○교재연

구및지도법) 이수

*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평점 각 80점(2.75) 이상(단, 사범대생은 교

직과정설치학과에서 복수전공 이수 시에만 2005. 9이후 이수한 성

적부터 성적제한이 적용되며, 사범대학 내에서 복수전공 이수 시에

는 성적제한 없음)

·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 연계전공학점 50학점(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
역 8학점 이상 포함) 이상 이수

* 교과교육영역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전공학점으로 이수하므로
별도의 교과교육영역에 대한 교직과목 이수는 해당 없음

* 성적기준
·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전공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 평균
성적 80/10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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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주전공 교직이수 학점 및 평균성적 미달시 복수/연계/부전공 교원자격

증 취득 불가

· 표시과목간에 5과목(15학점)이내 중복 인정 가능

*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 : 공통사회은 주전공과목을 14학점,

공통과학은 주전공과목을 12학점이내 중복인정

아. 7호기준 대상자

○ 대상자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중등학교 교직과정이 설

치된 학과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범위

· 초등학교 : 준교사, 정교사(2급), 정교사(1급), 교감, 교장

* 이 경우 정원 외로 승인인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선발 절차

가 없으면 단,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의 자격종별과 다른 자격종별을

부여하는 교직설치학과로 편입학한 경우는 교직이수 불가

- 7호 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교사자격증

·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2급)이상

· 실기교사(전체), 유치원 준교사 이상, 특수학교 준교사 이상

· 중등학교 : 준교사, 정교사(2급), 정교사(1급), 교감, 교장

○ 이수과목 및 성적기준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 전공과목 42학점이상(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4학점(교직이론 및 교육실습 면제)

· 산업체현장실습(공업계 표시과목 해당자만 적용) 4주 이상

(이 학점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공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성적기준 없음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 포함)

* 교직소양 및 교육실습 면제

* 산업체현장실습(공업계 표시과목 해당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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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기준

·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전공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 평균

성적 80/100점 이상

- 제한사항 : 교원자격 복수(부)전공 이수 불가(단, 교직 연계전공 관련학

과 입학자의 연계전공 복수전공 이수는 가능)

· 교직 연계전공 및 관련학과

* 통합사회교육전공 : 법학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사회학과,

사학과, 역사교육전공, 지리교육전공

* 통합과학교육전공 :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지질환경전공, 물

리교육전공, 화학교육전공, 생물교육전공, 지구과학교육전공, 생명

과학전공

- 기타사항

· 별도의 교직과정선발절차가 없음.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신청 및 자격증 발급은 일반학생 일정과 동일하

며,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신청.

· 이미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사범대학에 편입한 경우에는 제7호

기준 적용 대상자가 아님. 이 경우에는 사범대학 입학자와 동일한 기

준으로 자격검정을 실시하고, 복수전공에 의한 자격취득도 가능함.

자. 유의사항  

○ 졸업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함.

○ 학교현장실습은 3학년 및 4학년 1학기에 실시하며 자격종별이 다를 경우

에도 주전공학과의 교육실습만 이수하면 됨.

○ 주전공에서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으면 복수(부)전공에서도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음.

○ 부전공학과가 주전공학과와 자격종별이 다른 경우는 교원자격증에 부전공과

목 표시 불가함.

○ 주전공학과와 동일한 표시과목을 복수(부)전공한 경우 주전공학과의 교원자

격증만 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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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사회 연계전공은 주전공 표시과목이 ‘역사’, ‘지리’, ‘일반사회’, ‘윤리’ 로 사

회관련 학과(전공)생만이 이수 가능하고, 통합과학 연계전공은 주전공 표시과목

이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으로 과학관련 학과(전공)생만 이수 가능함.

○ 비사범계대학 교직과정 이수자가 사범대학을 복수(부)전공하더라도 교원자

격증은 비사범대 자격증으로 발급(사범대학 자격증이 아님)

○ 간호학과 학생 중 2002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보건교사도 교직과정이수예

정자 선발절차를 거쳐 교직과정을 이수해야 하므로보건교사‘ 교직과정

이수자의 ‘교련교직과정 중복 이수 불가함.

○ 통합사회 및 통합과학 표시과목: 기본이수학점(21학점)을 제외한 나머지

학점을 통합사회는 역사, 지리, 일반사회, 윤리의 분야에서, 통합과학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분야에서 각각 균형있게 이수하여야 함.

○ 해당학과에 교직과정이 신규로 설치 승인되기 전에 입학한 자가 교직과

정이 설치 승인된 후에 복학 또는 재입학하였을 경우에는 교직이수예정

자로 신청할 자격이 없음

○ 무시험검정 합격을 위한 요건은 반드시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대학을

졸업하기 이전에 정규과정을 통하여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이 되며, 졸업

후 시간제 등록이나 타 대학 등에서 취득한 과목 및 학점은 인정 불가함.

○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른다.



   

행정업무편람

학생처

◔ 학생과

학생처

학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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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호남 교류장학생

가. 목적
○ 학생교류를 통하여 상대지역의 문화를 체험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가짐으로서 동서화합의 기틀을 마련하고 양 대학교간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관련법규
○ 전남대학교와 경북대학교간의 상호 교류 협정서

○ 전남대학교와 부산대학교간의 상호 교류 협정서

○ 전남대학교와 울산대학교간의 상호 교류 협정서

다. 주요내용
○ 교류인원 및 대상

- 경북대학교 매학기당 40명 학부 2-4학년

- 부산대학교 매학기당 20명 학부 2-4학년

- 울산대학교 매학기당 10명 학부 2-4학년

○ 교류수학 기간 : 2학기 이내

○ 지원자격

- 이수한 교과목 평균평점이 B0(2.75) 이상인 자

○ 혜택 : 등록금 전액 면제, 생활관비 100% 지원(식비 제외)

라. 업무 흐름도
○ 교류학생 선발 기본계획 수립(6, 12월초순)→지원서접수(6, 12월말) →

학생선발 및 관련부서 통보(7, 1월 초순) → 선발자 오리엔테이션(8, 2월 초순)

→ 교류학생 학번 부여(8, 2월 초순) → 교류학생 환영행사(9, 3월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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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회 활동의 지도 및 지원

가. 목적
○ 학생들이 학칙과 학생회칙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건전한 학생활동 지도 및 지원을 통하여 학생들의 자치능력을

함양하기 위함

나. 관련법규
○ 학칙 제76조, 제77조, 제78조

다. 주요내용
○ 행사장소의 사용가능 여부 파악 후 행사 승인

○ 총동아리 연합회 활동 지원

○ 행사 예산지원시 예산집행 요구의 적정여부 판단

○ 학생회 자치회비 각 자치회별 실행 예산을 편성토록 지원

○ 각종 행사장소의 사용신청기일 매학기 초 공지

○ 행사의 성격 및 규모의 사전파악 → 임장지도의 필요성 여부 결정

○ 행사 종료 후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행사 지도 및 지원방안 수립

라. 업무 흐름도
○ 행사 허가 신청(주최 학생단체) → 행사내용 검토 및 허가(학생과) →

행사 개최 및 지도 → 행사 결과 분석 후 지도 및 지원 방안 수립

재요청(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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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 징계

가. 목적
○ 학생으로서 그 본분을 일탈하고, 성행이 불량한 자를 징계함으로써 건전한

학풍을 진작시키고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함

나. 관련법규
○「학칙」제80조

다. 주요내용

○ 학생으로서의 본분 일탈하고 품행이 불량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할 경우

○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이나 단과대학 교수회의를 거쳐 학(원)장 또는

징계위원장의 징계 제의에 의하여 총장이 징계

○ 학생징계 사항을 징계대장에 등재하고 관계 부서(학적부 등재)에 통보

○ 징계 구분 : 사회봉사, 근신, 유기정학(3주미만), 무기정학(3주 이상), 제적

라. 업무 흐름도
○ 학생 징계사유 발생 → 단과대학 교수회의 징계 또는 본부 징계위원회의

징계 → 징계 확정 → 학사과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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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 포상

가. 목적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들을 포상
함으로써 면학을 장려하고 사기를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함

나. 관련법규
○「학칙」제79조, 「전남대학교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제4조 내지 제9조

다. 주요내용
○ 포상대상
-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학업성적이 우수)이 되는 자(수석, 일반성적우수상)

- 국가·지역사회의 이익과 이 대학교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공로상)
- 학내․외에서 타의 귀감이 되는 특별한 선행을 한 자(모범상)

○ 포상원칙 결정
- 매 학년도 별 졸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월, 8월 결정

○ 포상자 추천
- 포상기준에 의거 총장 및 단과대학장이 추천

○ 포상 종류
- 총장상 : 공로상, 모범상, 성적우수상(수석, 일반)

- 동창회장상

라. 업무 흐름도
○ 졸업예정자

- 포상 기본계획 수립 및 단과대학 통보(1월, 7월) → 단과대학에서 포상
대상자 추천 → 포상대상자 확정 → 부상 제작 → 졸업생 포상 수여(졸

업식) → 포상대장 등재 및 학적부 등재 요청
○ 재학생

- 국가사회의 이익과 이 대학교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또는 학내․
외에서 타의 귀감이 되는 특별한 선행을 한 자가 있을 경우 → 단대 또

는 본부에서 추천(수시) → 포상대상자 확정(수시) → 부상 제작 → 포
상 수여(수시) → 포상대장 등재 및 학적부 등재 요청(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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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지 발간

가. 목적
○ 교지 발간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내 문예 창작 및 학습활동에 기여하고

학내 전 구성원에게 지식교양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나. 관련법규
○ 매년 교지 발간 (5월～10월)

다. 주요내용
○ 교지 발간에 따른 자료수집

○ 원고 청탁 및 취재

○ 교지 편집 지도 교수 위촉

○ 원고 수합 및 교정

○ 레이아웃․편집 교정

○ 교지 발간 및 배포

라. 업무 흐름도
○ 교지편집위원회 구성(총학 특별기구) → 교지편집 지도교수 위촉(학생과)

→ 교지발간 지원 예산편성(학생과) → 원고 수집(용편) → 수집 원고검토

및 승인(지도교수) → 가편집(안) 제출(용편) → 편집(안) 승인(학생과,

지도교수) → 계약(학생과) → 발간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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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관리

가. 목적
○ 학교시설이나 학교경영과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 수행으로 학생 및

제3자에게 생긴 우연한 신체손해에 대한 법적 배상책임 손해보상과 학교

구내에서 생긴 학생의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복리증진에 기여함

나.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개요
○ 가입대상 : 본교 재학생(대학원생 및 대학원 수료 후 등록생 포함)

○ 보험기간 : 1년

○ 적용보험 : 기본보험 + 구내치료담보추가보험

다. 추진절차
○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용역 입찰 실시(연 1회)

- 가입대상 파악

- 보험료 산출

○ 낙찰 보험업체와 계약

라. 사고발생시 처리절차
○ 사고접수

○ 치료

○ 보험금청구서 작성

- 사고경위서

- 확인서

- 진단서

- 재학증명서

- 진료비 계산서

○ 보험금 청구서 보험회사 송부

○ 보험회사 접수 처리

○ 배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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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내 장학생 선발

가. 목적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우수인재의 양성을 위한 포상장학제도와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학생들을 지원하는 복지장학제도를 구현

나. 관련법규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 전남대학교 학칙 제81조(장학금 지급 및 납입금 감면)

○ 전남대학교 장학규정

○ 전남대학교 장학지침

다. 교내 장학금 종류
○ 등록금재원 장학금

- 진리 장학금(학부, 대학원) : 입학 및 재학 중 성적우수장학금

- 법정 장학금(학부) : 국가유공자및자녀장학금, 북한이탈주민및자녀장학금

- 복지장학금(학부) : 아동복지및소년・소녀가정장학금, 신입생기초생활

수급자장학금, 창조(저소득층)장학금, 장애학생장학금, 농어촌학생전형

장학금, 농어촌고교출신장학금

- 특별장학금 : 체육특기자장학금, 영호남교류학생장학금, 가족장학금(대학

원포함), 학․석사연계장학(대학원), PFF프로그램 장학금(대학원), NGO협동

과정시민·사회단체활동가지원장학금(대학원)

- 근로 장학금 : 교수 교육 및 연구보조 인력 근로장학금(학부), 행정업무

보조 근로장학금(학부), 교육조교 장학금(대학원), 연구조교 장학금(대학원)

○ 발전기금재단 장학금 : 용봉장학금, 대신장학금, 동원장학금, 지정․미지정장학금

등 총 96여종

○ 수능성적 우수 장학금 : 수능성적 우수 장학금

○ 단과대학 장학금 : 단과대학 및 학과 자체지급 장학

○ 사업단 장학금 : BK장학금(대학원), 자원개발특성화사업 장학금,

의과학자육성지원사업 장학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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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업무 흐름도

○ 재학생 등록금재원 감면장학금

장학 예산 

산출
è

우선선발장학생 

조사 및 확정
è

장학예산 및 인원

배정
è

장학생 명단

전산 입력

학생과 학생과
학생과 →

대학(원)
대학(원)

ê

장학생 확정
ç

장학생 명단 

제출

학생과
대학(원)→

학생과

○ 신입생 등록금재원 감면장학금

장학 예산 

산출 è

우선선발장학

생 조사 및 

확정
è

장학예산 및 

인원 확정 è

장학생 명단 

입력 è

장학생 

선발 및 

확정

학생과 학생과 학생과 학생과 학생과

○ 발전기금재단 장학금

전년도 결산 및 

사업 계획(안) 

수립 è

각 대학(원)

장학생 배정
è

장학생 선발 

추천 è

장학생 추천사항 

검토

학생과
학생과 →

대학(원)

대학(원)→

학생과
학생과

ê

장학금 지급
ç

장학생 확정 및 

명단 송부

발전기금재단
학생과 →

발전기금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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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전 장학생 선발

가. 목적
○ 기존 학업성적 위주의 장학금 지원을 지양하고 발전가능성과 비전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

나. 도전 장학금 종류
○ 도전 장학생(내국인): 도전정신이 투철하고 진취적인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교육역량을 강화시킴

○ 도전 장학생(외국인): 도전정신이 투철하고 진취적인 학생을 선발하여

한국어능력을 향상시키고, 학내 프로그램등에 참여하고, 교육역량을

강화시킴

다. 업무 흐름도

선발계획 공고
è

지원서 접수
è

지원 자격 확인
è

1단계 선발

(서류 심사)
학생과 학생과 학생과 학생과

ê

최종 합격자 

공고 ç
2단계 선발

ç

2단계 심층면접 

실시 ç

1단계 합격자 

공고
학생과 학생과 학생과 학생과
ê

장학증서 수여

장학금 지급
학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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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외 장학생 선발

가. 목적
○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곤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장학재단의

추천요건에 합당한 자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면학분위기 조성

나. 관련법규
○ 전남대학교 장학규정

○ 장학금 지급기관의 지급규정 또는 지침

다. 교외 장학금 종류
○ 한국장학재단

- 국가장학금(Ⅰ,Ⅱ유형, 지방인재장학금, 다자녀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 인문100년장학금

- 대학원생지원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 푸른등대장학금

- 대통령과학장학금

- 희망사다리장학금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사업

- 예술체육비전장학금

○ KRA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

- 후계인력양성장학금

- 농업인자녀장학금

○ 장학재단

- 롯데장학금, 정수장학회, 미래에셋장학금, 전남대 동창장학회 장학금,

미래국제재단 등 125여 재단



- 148 -

라. 업무 흐름도

선발계획 공고
è

지원서 접수
è

지원 자격 확인
è

재단 제출

(서류 심사)
학생과 학생과 학생과 학생과

ê

 장학금 처리 

및 지급 ç
장학금 지급

ç

장학생 자격 

확인(서류심사)
학생과 재단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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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학자금 대출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가. 목적

○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나. 사업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다. 주요내용

구 분 취업후상환 학자금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격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 기초생활수급자 및 가구소득 8분위
이하인 학부생
- 만 35세 이하인 학부생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생은
소득분위 관계 없음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 학부생 : 가구소득 9분위 이상

- 대학원생 : 가구소득분위 관계 없음

- 만 55세 이하인 학생

대출금리
변동금리
(매년 교육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

고정금리

대출한도
- 등록금 : 소요액 전액

- 생활비 : 학기당 150만원

- 등록금 : 소요액 전액

- 생활비 : 학기당 100만원

대출기간
대출 시점으로부터 상환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이 개시되어
전액 상환시까지

최대 20년 내에서 학생이
희망하는 기간
(거치기간 10년+상환기간 10년)

라. 대출절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가입(공인인증서 로그인) → 가구원 동의(학부모)

→ 금융교육 이수 → 대출신청서 작성,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 확인

→ (필요시)증빙서류 제출 → 거절사유 확인 및 해소 → 등록금 납부기간에

대출지급 신청 → 대출조건 입력, 대출 약정 체결 → 대출 실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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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가. 목적

○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나. 지원대상

○ 주민등록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농어촌지역 단순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는 소득 8분위 이하만 융자 가능

**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음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직전학기 7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 졸업학년, 장애인 학생 적용 제외

다. 융자금액 : 소요액 전액

라. 융자횟수 : 정규학기 수 만큼 융자 가능

마. 융자이율 : 무이자

바. 융자상환

○ 반환사유 발생 즉시 재단에 반환

○ 졸업 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부터 1학기 분을 1년 이내에

상환

라. 대출절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가입(공인인증서 로그인) → 가구원 동의(학부모)

→ 금융교육 이수 → 대출신청서 작성,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 확인

→ (필요시)증빙서류 제출 → 거절사유 확인 및 해소 → 심사 완료 →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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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장애학생지원 업무

가. 목적
○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지원, 대학생활 및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실질적 학습권 보장

나. 관련법규 및 규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제32조
○ 전남대학교 학칙 제41조

○ 전남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규정

다. 주요내용
○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 취학편의 및 정보접근 지원

○ 장애학생 관계 법령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 교직원·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기타 장애학생에 관련된 사항

라. 추진절차

장애학생 지원 요구 수집

(요구조사 및 분석)
 è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개최

(센터 주요 사업 계획 심의 등)

è
지원 내용 결정 및 홍보

(지원 내용, 방법 및 기간)
 è 지원 여부 결정 및 통보

è

학습, 이동차량, 생활, 진로, 기자재, 

보조공학기기 및 편의시설 등 

각종 사항 지원

è 지원 종료 및 지원 만족도 상담

è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

(간담회 등)
è 장애학생 지원 방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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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인상담

가. 목적
○ 원만한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을 준비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당면

하고 있는 대학생활부적응, 정신건강(우울·불안), 성격문제, 가정문제, 이성

문제, 대인관계 등을 심리 상담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함.

나. 주요내용
○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자진 내방한 내담자들이나 심리검사를 통하여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담자들을 그 대상으로 개인상담을 실시함

○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

○ 문제해결능력 향상

○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 적응능력을 향상

다.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상담 신청

(온라인 및 방문접수)
 è 접수상담 실시 è

상담자 배정  è
부적응 정도에 따라

기초심리 검사 실시
è

내담자와 상담목표 및

치료일정 협의
 è

주 호소문제에 대해 주1회 상담

(단기: 3회~10회, 장기: 15회 이상)
è

심각한 경우 병원 

등 전문기관에 의뢰
 è 종결

- 153 -

13. 집단상담 프로그램

가. 목적
○ 집단 활동을 통해 본교 재학생들의 대인관계와 사회적 적응능력을 증진

할 수 있도록 조력함

나. 주요내용
○ 매학기 및 방학 동안 센터 내부 협의를 통해 실시할 프로그램을 선정함.

자아성장, 대인관계증진, 발표불안감소, 자기표현향상, 성격이해 등의 프로

그램이 진행됨. 각 프로그램은 1회기를 약 2시간～3시간 정도로 실시하고

총 6회～8회의 장기프로그램과 1회만 진행하는 단기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진행함.

○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을 조력함.

○ 자기 이해, 자기 수용, 자기노출 등을 통해 정체감 확립 및 자아 성장을

도모함

다.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내부 협의를 통해 

상담 프로그램 결정
 è 프로그램 홍보 è

참가자 모집 및 접수

(온라인 CAPD)
 è 프로그램 실시(6-8회기) è

프로그램 종결 및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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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심리검사 

가. 목적
○ 표준화된 심리검사를 통해 재학생의 심리적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도록

돕고, 내담자 자신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통해 인간적 성장을 돕기 위함

○ 심리적 부적응(학교생활 부적응, 대인관계 어려움, 이성문제, 성격문제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개인상담 및 보다 심층적인 조력을 받는 기초자료로

활용함

나. 주요내용
○ 자신의 성격 유형을 알아보는 검사(MBTI), 진로탐색을 위한 검사(Holland

적성탐색검사), 심리적 부적응을 알아보는 검사(성격진단검사), 학습전략

수립을 위한 자가진단검사(MLST)를 실시함

○ 검사 목적에 따라 워크숍 및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기이해, 진로탐색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도록 도움

다. 추진절차

심리검사 종류 및 검사 일정 

CAPD에 입력
 è

(학생) 심리검사 

온라인(CAPD) 예약
è

예약 일자에 방문하여 

심리검사 실시
 è 심리검사결과배부(2주 소요) è

CAPD에 결과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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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신입생 및 재학생 실태조사

가. 목적
○ 설문조사를 통해 신입생 및 재학생들의 특성과 실태를 파악하여 보다 효율

적인 학생지도와 학사행정이 이루어지도록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각 부서나 대학별 필요에 따라 학생들을 위한

사업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학교당국의 교육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다.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실태조사 계획 수립  è
실태조사 문항 작성을 위한 

자료수집 및 의견수렴
è

설문 문항작성  è
설문조사 실시

(온라인)
è

설문 결과 통계 분석  è 설문 조사 보고서 작성 è

출판사 편집 및 인쇄 의뢰  è 각 기관, 학과에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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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신입생 정신건강 실태조사

가. 목적
○ 개인 내적 고민과 갈등을 해결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생들의 정신건강 특성과 성격적인 측면을 측정

나. 주요내용
○ 신입생들의 심리적 특성과 정신건강을 파악

○ 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심리적 요인에 대한 전문적 도움 제공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

다. 추진절차

실태조사 계획수립  è 실태조사 검사 선정 è

실태조사 실시

(직접 방문 실시)
 è

결과분석 및 

보고서 작성 의뢰
è

출판사 편집 및 인쇄 의뢰  è 각 기관, 학과에 배부

   

행정업무편람

연구처

◔ 산학협력과

◔ 연구진흥과

◔ 산학연구팀



연구처

산학협력과
(연구지원1∼3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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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접비관리

가. 목적

○ 전담기관에서 간접비를 총체적으로 운영, 관리함으로서 연구활동지원의

효율성 및 운영합리화 기여

○ 전담기관을 통한 객관성, 명성있게 유지, 관리함으로써 간접비 집행의 대

외적 신뢰성 확보

나. 관련법규

○ 전남대학교학술연구진흥에관한규정

다. 주요내용

○ 업무개요

- 본교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간접비 징수대상 및 징수요율 결정,

간접비 예산 편성

· 협약팀 : C-RAMS 연구비중앙관리시스템에 선정된 과제정보 입력시

간접비 징수율(금액)을 입력함

· 재무팀 :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입금되면 연구비 세입처리를 함과 동시

에 과제정보에 입력되어 있는 징수율에 의해 자동으로 간접

비를 징수함

- 대학, 연구소, 연구책임자의 집행요구서에 따라 지급함

○ 세부업무처리요령

- 간접비의 징수대상 및 징수요율은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 예산의 편성

관리기관은 간접비 예산안을 편성하여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간접비의 사용용도

- 연구시설유지 및 보수 경비

- 연구활동 지원인력의 인건비

- 기타 연구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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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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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D사업 협약 체결 및 관리

가. 목적
○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의 지원신청 및 관리를 중앙 집중함으로써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

○ 연구지원 체제의 통일성을 확립하여 연구활동 수행의 수월성 제고 및 연

구 여건 개선에 기여

나. 관련법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전남대학교학술연구진흥에관한규정

○ 전남대학교연구비중앙관리지침

○ 각 지원기관 연구비 관리지침

다. 주요내용
○ 업무개요

- 대학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제반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집행하

는 절차를 일정한 전담기구가 연구자 개인을 대신해서 통합적으로 관리

하는 연구비 관리체계

- 연구과제의 협약에서부터 집행 및 정산까지의 과정을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에 대한 회계감사나 이해관계 기관 또는 개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기록 비치하는 업무

○ 지원기관

- 교외연구비

· 정부(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

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 지방자치단체

· 민간기업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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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교외)

- 정보수집 및 연구정보 안내

· 각 정부부처별 사업 공고 내용을 담당자별로 교내 전산망 게시 및 연

구자 개인 전자메일, SMS문자 안내 등을 통하여 관심있는 연구책임

자 및 연구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 담당자는 공고내용을 파악하여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비목별 예산

산정기준(작성요령)” 등을 숙지하여 상담 역할을 수행한다.

- 연구계획서(지원신청서) 제출

· 신청자는 지원기관에서 제시한 서식을 이용하여 관련 지침에 따라 계

획서를 작성한다.

· 주관기관 부담금이 지원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신청자는 산학협

력단장과 상의하여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현물인 경우 인건비는 전남대학교연구비중앙관리지침(각 연구책임자

직급별 단가)에 따라 참여율을 계상하고 연구기자재 또는 시설의 사

용경비는 제조 또는 구입 원가의 20% 이내에서 계상하며, 임차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의 사용경비는 임차 비용의 20% 범위 내에

서 현물로 계상한다.

· 신청자는 작성한 계획서를 제출마감기한 3∼5일 전에 산학협력단에

미리 제출하여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 담당자는 지원기관의 “비목별 예산산정기준”에 따라 예산서를 검토하

여야 하고, 간접비는 지원기관에서 정산 기준을 따르되 별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전남대학교연구비중앙관리지침을 준용한다.

· 산학협력단에서 사전검토 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운영

위원회 또는 별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연구과제 선정[연구계약(협약) 체결]

· 지원기관에서 요구한 양식으로 협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쌍방간 날인된 협약서 원본 1부는 산학협력단에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는 사본으로 보관한다.

· 선정된 과제는 다른 사업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두어 관

리하여야 한다. 단, 중앙관리로 인해 통장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개인과제 또는 소액과제는 통합통장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선정된 과제는 과제별로 별도의 연구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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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서 원본 및 실행예산서가 포함된 계획서는 별도 부여한 연구관리

번호에 따라 바인더에 보관한다.

- 연구비 청구 및 수령

·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와 방법으로 지원기관에 연구비를 신청한다.

· 연구비 수령 후 담당자는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카드 발급 및 관리

· 선정된 과제는 각각 개별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연구협약 담당자는 관리하는 과제에 해당하는 법인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대장에 기록하고, 연구책임자에게 인계하는 날짜를 기재하

여 관리하여야 한다.

- 과제관리

· 협약 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원기관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주

관 및 전담기관에 승인요청하거나 또는 자체변경사항으로 처리하고

사후 결과 통보한다.

* 승인요청사항

** 주관 및 참여기관(참여기업, 위탁기관 등) 연구책임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 연구책임자가 국내외 기관에 6개월 이상 파견나가는 경우

** 3천만원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변경, 기간 연장

**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증액하려는 경우

** 위탁연구개발비를 당초계획보다 20% 증액하려는 경우

** 기타 지침에서 정한 승인 필요 사항

* 자체변경사항

** 연구(보조)원 변경

** 인건비 및 직접비 예산 감액

** 직접비 내에서 세부비목 간 예산 변경

※ 위 사항은 각 사업별로 규정이 상이할 수 있음

· 이자는 별도의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를 직접비의 항목의 예산에 편성

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도 통장이 없이 통합통장

으로 관리하는 과제의 이자 산정은 해당사업에서 정한 방법으로 하되,

별도 방법이 없는 경우 다음 공식으로 산정한다.

※ 이자 산정공식 : (연구비*0.01)*0.5(소멸지수)/연구개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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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 지급 및 정산

· 프로그램에 등록된 과제는 책임자가 “연구비지급신청서”(프로그램에서

출력)를 연구재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사업기간 내에 집행할 수 있

도록 한다.

· 사업이 종료된 과제는 협약서에 명시한 기간 내에 사업비 사용실적보

고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주관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에 송부한다.

· 정산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10일 이내

전담기관에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책임자가 소명자료

와 함께 산학협력단을 통해 신청한다.

- 중간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이 종료된 과제는 정해진 기간내에 중간보고서 및 (최종)결과보고

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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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업무처리요령

- 과제신청/승인 업무

6

과제책임자과제책임자 재무팀재무팀 회계팀회계팀

과제
신청

구 분구 분

과제 신청/승인 처리업무 시스템 절차도

66

과제진행과제진행 //조회조회

77

수탁과제관리수탁과제관리

협약팀협약팀

11

과제신청과제신청

22

과제접수처리과제접수처리

44

세부정보입력세부정보입력 ((인력인력 //실실
행예산행예산 //보고서보고서 ))

55

과제승인처리과제승인처리

과제상세정보

실행예산정보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화일첨부

재검토/신청확인/접수

재검토

88

연구비목연구비목&&회계목회계목
MappingMapping

RND카드 데몬
RND카드 데몬

지원기관별
연구비목코드

사업
정보
입력

과제
승인

신청

신청확인

접수/비목그룹/
비목구분 설정

승인처리:지원기관
별 출납계좌 지정

33

선정여부확인선정여부확인

선정및
사업
계획
확정

과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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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비 일반 지출 업무

- 연구계획변경 : 지원기관의 승인 후 변경

-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 제출시기 : 지원기관의 관리지침에 의거 제출

· 제출서류

* 연구결과 논문 또는 게재학술지 별쇄본

* 연구결과개요보고서

* 논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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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지

원

기

관

지원계획 통보

신청서 제출

 
지원대상자 통보

1차연구비 배정

 
연구계획변경 신청

 
연구계획변경 승인

중간보고서 제출

 
2차연구비 배정

결과보고서 제출

 

산

학

협

력

단

장

지원계획 이첩
 

신청서제출        
 
지원대상자 통보

 

연구계획변경 신청
 
연구계획변경승인통보

 
중간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 제출
 

사

업

단

장

․
연

구

소

장

지원계획 이첩
 

신청서제출        
 
지원대상자 통보

 

연구계획변경 신청
 
연구계획변경승인통보

 
중간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 제출
 

연

구

책

임

자

연구비 이관

연구비중앙관리계정
            연구비지급

               정산서제출



연구처

산학협력과
(기술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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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재산권 관리

가. 목적
○ 전남대학교 교직원 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지식재산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나. 관련법규
○ 발명진흥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전남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이하 ‘지식재산권 규정’이라 함)

○ 전남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함)

다. 주요내용
○ 업무개요

- 교직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신고 절차와 승계 절차를 통해 산

학협력단 명의로 출원 및 관리하도록 함.

- 교직원 등의 직무발명 창출 지원 및 대학 지식재산권의 체계적 관리 추진

○ 세부 업무처리 요령

- 직무발명 신고 절차(발명자)

· 교직원은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지체 없이 내용을 문서로 산학협력

단에 신고하여야 함(지식재산권 규정 제5조).

· 제출서류: 발명신고서및요약서, 권리승계합의서, 기술사업화정보서, 명세서

· 제출방법: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및 센터를 통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서면 제출

- 발명인터뷰 시행(산학협력단)

· 접수된 발명신고서의 해당 발명자(대학원생/연구원 가능)와 기술분야

의 전문가(변리사, 기술거래사 등)의 발명인터뷰 실시

- 권리승계 여부 통지(산학협력단)

· 산학협력단은 4개월 이내에 당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할 것인지

의 여부를 결정하여 발명자에게 문서로 통지(지식재산권 규정 제7조)

· 권리승계 결정된 발명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등록하

여 관리하며, 권리승계 포기된 발명은 발명자의 자유발명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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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관리

· 웹기반 특허관리 프로그램에 특허출원 관련 정보 입력 및 관리

· 특허청의 각종 서류 접․발송 및 법정기간 마감일 관리

· 지식재산권 등록 및 유지 관리 등

※ 연차료는 4년차부터 심의를 통하여 계속 보유 여부를 결정함.

- 지식재산권 비용 지원

· 출원․등록비용 및 유지비용 지원(발명인터뷰제 평가등급에 따름.)

구분 S 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이하

국내

출원

최대 100% 지원 지원 없음출원 후 
제반비용

해외

출원 최대 100% 지원1) 최대 100% 지원2)

지원 없음출원 후 
제반비용

최대 100% 지원

PCT 국제출원 최대 100% 지원2)

제3자와의 공동출원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지원(단, 평가등급에 따른 지원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개인명의
지식재산권 양도3)

 승계 결정된 경우, 등급에 따라 승계 이후에 발생된 비용 지원(단, 발명자가 
기 납부한 비용은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음.)

기타 지식재산권4)  최대 100% 지원

1) 해외 2개 국가에 한하여 최대 100% 지원(다수 국가 출원을 신청한 경우 최대 비용이 소요된 국가 지원)
2) PCT 국제출원 또는 해외 1개국 중 선택하여 최대 100% 지원(다수 국가 출원을 신청한 경우 최대 비용이 소요된 국가 지원)
3) 교직원 등의 개인명의로 출원된 지식재산권을 산학협력단에 양도(권리 전부이전)한 경우를 말함.
4) 기타 지식재산권: 디자인, 상표, 신지식재산권, 저작권, 품종보호 등

※ 우선심사 신청,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라.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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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명인터뷰제 운영

가. 목적
○ 교직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권 창출을 지원하고

우수기술 발굴을 통한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함.

나. 관련법규
○ 전남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 전남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운영지침

다. 주요내용

○ 업무개요

- 특허출원 전 발명인터뷰를 실시하여 우수 특허기술을 체계적으로 발굴

하고, 발굴된 기술의 가치 제고를 통하여 기술이전․사업화 추진

- 발명인터뷰 결과를 발명승계 심의에 반영함으로써 지식재산권 심의위원

회의 심의 지원

○ 세부 업무처리 요령

- 선행기술조사 실시

· 특허출원 대상 직무발명에 대하여 선행기술조사 의뢰

- 발명인터뷰 시행

· 발명신고 건에 대하여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가(변리사, 기술거래사 등)

및 기술이전센터의 발명인터뷰 시행(특허 및 기술이전 컨설팅 병행)

구분 변리사 기술거래 및 평가전문가 계

평가전문가 22명 22명 44명

- 발명인터뷰 결과 관리

· 발명인터뷰 결과 DB관리 및 발명 승계여부 결정에 반영

· 선행기술조사 결과에 대하여 해당 발명자에게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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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추 진 단 계 추 진 내 용 담당자

발명신고서 접수 발명신고서 접수(발명자)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팀)

선행기술조사 의뢰 발명신고 건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의뢰 〃

발명인터뷰 일정 발명인터뷰제 일정 수립(발명자 및 전문가) 〃

발명인터뷰 시행
발명의 내용 발표(발명자)
발명의 상담 및 컨설팅(전문가)

발명자, 발명인터뷰
평가전문가 등

발명인터뷰
결과 관리

발명인터뷰 결과 DB관리
선행기술조사 결과 발명자에게 발송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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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이전

가. 목적
○ 우리대학 보유기술에 대하여 기업체로 기술이전을 추진함으로써 연구성
과의 활용을 촉진하고, 기술료 수입을 통한 대학 재정 수입 확충 및 경

쟁력 제고에 기여

나. 관련법규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전남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이하 ‘지식재산권 규정’이라 함)

○ 전남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함)

다. 주요내용
○ 업무개요

- 기술이전 마케팅을 통한 수요기업 발굴하여 기술이전 협상 및 계약 체결

- 기술료 징수 및 발명자 보상 실시, 기술이전 사후관리 추진
○ 세부 업무처리 요령

- 우리대학 보유기술 중 기술이전·사업화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기술이전
마케팅을 추진하고, 적합한 수요기업을 발굴하여 기술이전 협상 및 계

약 체결 지원
- 기술이전 후보 기업에 제공되는 특허기술 정보, 시제품 등의 권리보호

를 위하여 비밀유지계약(NDA) 및 연구시료제공계약(MTA) 체결 지원
○ 기술이전 유형 및 방식

- 정부부처와 체결한 연구과제 협약서, 제3자와의 계약서 등에서 따로 정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상 기술이전을 원칙으로 함

- 기술이전 방식은 지식재산권, 노하우에 대한 실시권 허여, 권리양도 등이
있으며, 권리양도의 경우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함

구분 내용

권리양도

(일부 또는 전부)

매매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술이전으로 기술도입자가 대가를 지불하

고, 특허권 등의 권리를 명의 이전 받음.

실시권

허여

전용

실시권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설정 계약으로 정한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기술도입자가 독점적으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통상

실시권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가 설정 계약으로 정한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기술도입자가 다수 존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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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기술이전 처리 요령

-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연구성과물의 기술이전

· 각 지원부처별 관리규정에 따라 기술료 징수 금액 및 방식(정액/경상

기술료) 징수기간, 기술료 감면 사항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기술이전

계약 체결

· 계약체결 후 기술이전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고, 전문기관에 기

술실시계약 보고서,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보고서,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

25544호, 2014.8.12., 일부개정]

구분 내용

제22조

(기술료의 

징수)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

수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거나, 별

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

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4.7.21., 2014.8.12., 2014.11.28.>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2.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

 3.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제23조

(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 출연

금 지분의 5퍼센트를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으로 우선 

사용하거나 적립하여야 하고, 나머지 기술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과 제2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6., 2014.8.12., 2014.11.28.>

  1. 정부 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2.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

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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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별 관련규정

구분 관리규정

교육부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미래부

미래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지침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 기술이전에 따른 발명자 실시보상금 지급

- 기술이전으로 발생한 기술료 중 외부기관과의 공동 소유 지분, 기술이

전 중개자의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기술료 분배비율에 따라 지급

함(지식재산권 규정 제19조 및 운영지침 제15조)

· 발명자 보상금은 100분의 60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노하우

기술이전의 경우 100분의 70까지, 발명자가 발굴한 기업과 기술이전계

약을 체결한 경우 100분의 65까지 지급

- 지급기간

· 보상금 지급기간은 발명자가 퇴직한 후에도 존속하며, 발명자가 사망할

경우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상속인에게 승계됨(지식재산권 규정 제22조).

- 신청방법

· 발명자 보상금 지급 신청서(지식재산권 규정, 별지서식 제3호)를 작성

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

○ 기술이전 사후관리

-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한 기술이전기업의 사업화 현황, 애로사항, 기

술사업화 관련 이슈 및 정보 교류를 통해 상생적인 협력관계 형성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기술의 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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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기술료 납부, 계약기술 실시 등 계약 이행 여부 등을 파악하여 위

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이행 촉구(공문 발송) → 시정을 요구한 후

에도 불이행 하거나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 시 기술이전계약 해지

- 기술이전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사후관리 실시(운영지침 제14조 제4항)

라.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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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수 실험실 벤처 창업

가. 목적
○ 교수 창업을 지원하여 대학 기술사업화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촉진하고

자 함.

나. 관련법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전남대학교 교수창업지원규정

다. 주요내용

○ 업무개요

- 교수 창업을 위한 절차 안내(제출서류, 예비벤처확인 절차 등)

- 창업 승인 및 창업 교수 현황 관리

○ 세부 업무처리 요령

예 비 벤 처 

기 업 확 인 
⇒

 ￭ 겸직허가

 ￭ 건물공간사용 변경 승인

 ￭ 국유재산사용 허가

 ￭ 실험실공장설치 승인

⇒

기업설립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
벤 처 기 업

경       영

- 예비벤처확인을 위한 지원

· 예비창업자는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성 및 기술성 평가를

받아 예비벤처기업으로 확인

· 기술사업계획서를 사전 검토하여 예비벤처확인율을 높임.(벤처기업 확인기관

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온라인 신청 전에 기술사업계획서 검토 후 진행)

- 교수실험실 창업 승인

· 산학협력단 주관 하에 겸직, 건물공간 사용,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

실험실공장 설치 승인 업무를 통합 관리하며, 교수 실험실 창업 승인

· 교수창업 신청 서류를 산학협력단에서 접수

* 겸직 허가(처리부서: 교무과)

* 국유재산․유상사용 허가(처리부서: 재무과)

* 건물공간사용 변경 승인(처리부서: 기획조정과)

* 실험실공장 설치 승인(처리부서: 산학협력단) - 제조업일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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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창업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

* 교수창업 겸직(임) 승인 요청서 1부

* 예비벤처기업확인서 사본, 학부(과)장 동의서, 사업계획서 각 1부

* 국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 교수실험실 벤처 사용물품 대부명세서 1부

* 실험실공장 설치 승인 신청서 1부(제조업의 경우)

* 제조시설 배치도 1부

* 약정서 1부

* 보유주식의 2% 이상을 기부(성공부담금)

· 창업 후 제출 서류

* 창업결과보고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또는 주식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사

본 각 1부

라.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창업교수
창업신고

소속단과대학
교수실험실창업승인요청

산학협력단
교수실험실창업승인(내부결재)

교무과 기획조정과 재무과
겸직(임)허가승인 건물공간승인 국유재산사용허가·수익승인

소속단과대학
실험실창업승인통보

창업교수
국유재산사용료 납부,

결과보고

소속단과대학
창업결과보고

연구처

연구진흥과
(연구진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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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남대학교 신진 및 중견연구자 지원

가. 목적
○ 우리 대학 교원의 학술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학술연구활동의 연속성을 유지

하고 대학의 연구 역량 증진

○ 여수와 광주 캠퍼스 간 공동 연구기반을 더욱 확충하고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사업을 위해 공동연구를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연구경쟁력 강화

○ 신임교원의 조기정착과 연구력 제고

나. 관련법규
○ 전남대학교 학술연구진흥에 관한 규정

○ 전남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 시행세칙

○ 전남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 지원 지침

다. 주요내용
○ 업무개요

- 대학자체재원으로 연구비를 확보, 대학장을 경유하여 교수들의 지원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 대학장을 경유하여 연구

책임자에게 통지하고 연구비중앙관리시스템에 등재함

- 연구계획변경은 대학장을 경유하여 처리하고 연구비중앙관리시스템에 등록

- 연구결과보고서 및 연구성과물은 연구비중앙관리시스템에 등록

○ 세부업무처리요령

- 지원계획 수립

총장은 매년 교내연구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지원

계획에는 지원분야, 지원규모, 선정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함

- 연구기간: 2017. 3. 1. ~ 2018. 2. 28.(1년간)

- 지원대상: 본교 재직 중인 전임교원(신진연구는 임용 2년 내 전임교원)

- 지원금액: 신진연구, 공동연구, 일반연구, 보호학문연구 중 1과제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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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분야 별

계열별 지원 연구비

인문/사회 예체능 자연

신진연구

1년과제 1년차 10,000천원 10,000천원 10,000천원     
10,000천원(장비)

2년과제
1년차 10,000천원 10,000천원 10,000천원     

10,000천원(장비)
2년차 6,000천원 6,000천원 10,000천원

중견연구
공동연구

캠퍼스간 10,000천원 10,000천원 15,000천원
학제간 15,000천원 15,000천원 15,000천원

일반연구 6,000천원 6,000천원 10,000천원
보호학문연구* 4,000천원 4,000천원 4,000천원

* 전남대학교 기초·보호학문육성위원회 지침에 따라 인문, 사회, 자연, 예술계 학문 중

타 학문분야의 기반이 되거나, 호남학, 민주·인권·평화, 아시아문화와 관련 있는 분야

* 당해년도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금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신청

교내연구비를 지원받고자하는 교원은 연구비지원신청서에 의거 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에게 신청함

-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1부, 연구계획서 3부

- 신청자격

1. 신진연구: 우리 대학 임용 후 2년 이내의 신임교원(1년 과제, 2년 과제 중 선택)

2. 중견연구: 우리 대학에 재직 중인 전체 전임교원

가. 공동연구: 우리 대학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으로 여수와 광주캠퍼스 교원이

각 1인 이상 참여

나. 일반단독 및 보호학문연구: 우리 대학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3. 신청마감일 기준 최근 2년 동안 학술논문[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이상]과

학술서적(번역서 이상) 점수의 합이 160점 이상인 자.(다만, 예ž체능계 실기

분야는 위와 동등한 실기실적이 있는 자)

○ 지원과제 선정

요건심사, 연구실적심사, 연구계획서 심사 후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지원과제를 선정함

- 신청제한

1. 연구개시일 기준 교내연구비(학술도서출판지원비 제외)를 지원받고 연구수행

중인 자(연구수행기간은 연구 성과물 제출시점이 아닌 시행년도 지원계획에

명기된 연구기간 종료 시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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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마감일 기준 각종연구비를 지원 받고 결과보고 기한 내에 연구결과

보고를 완료하지 않은 자. 다만, 교내연구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연구기간

종료 후 결과보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연구결과보고서와 연구

성과물(페이지 명시된 온라인 출판물 포함)을 연구개시일 이전까지 제출

하지 않은 자는 신청이 제한되나, 신청마감일 기준 논문게재예정증명서

제출 시 신청자격을 부여함

3. 신청마감일 기준 각종 연구비를 지원받아 그 연구결과가 일정수준에 미달

되었다고 판정된 후 지원기관의 제재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 신청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총 강의시간이 책임강의 시간에서 10시간 이상

미달한 자. 다만, 책임강의 시수 적용 대상은 수업관리지침 제47조에 따름

5. 연구개시일 기준 외부 연구과제(정부부처 및 지자체 과제에 한하며 용역

및 위탁과제 제외)를 인문·사회·예체능계열의 경우 2개과제, 자연(기초, 응용)

계열의 경우 1개과제를 초과하여 수행중 이거나, 용역 및 위탁과제 포함

하여 연구비 총액이 8,000만원을 초과한 자.(다만, 신진연구는 적용 제외)

6. 연구개시일로 부터 3년 이내에 퇴직 예정인 자

7. 연구개시일 기준 본 지원금을 지원받고 연구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8. 연구기간 중 3개월 이상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장기출장(휴직포함)을 계획

하고 있거나, 3개월 이상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

9. 징계적용기준: 연구개시일 기준 징계를 받거나, 연구윤리와 관련된 건으로 주의

이상을 받은 경우 처분일로부터 아래의 신청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구 분 신청제한기간(년)

일반징계
견책, 감봉 2년
정직 3년

연구윤리
주의, 경고 1년
견책 이상 3년

○ 선정통보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금액, 연구기간 등을 결정하여 대학을 경유

해당 교원에게 통지함

○ 연구계획변경

연구 수행 중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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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 집행

- 연구비는 연구비카드사용내역 등을 연구진흥과에 지급 요청하여 정산함

-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

○ 결과보고서 및 성과물 제출

1. 연구결과보고서 : 연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C-RAMS에 등록하여야 함

※ 결과보고서는 C-RAMS의 로그인 후 과제관리 클릭 → 해당 과제 선택 후

→ 보고서 클릭 → 결과보고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 파일관리 클릭

→ 파일 업로드

2. 연구성과물 (전문학술지 게재 논문) :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한국

연구재단등재(후보) 학술지 이상에 주저자로 논문(페이지가 명시된 온라인 출판물

포함) 1편 이상을 게재(단, 보호학문연구는 제외)하고, 이를 C-RAMS에

등록하여야 함

⇒ 반드시 발표논문에 아래 “연구비 지원[Acknowledgements(감사의 글)]

표기”를 하여야 함

1) 국문표기명: 이 논문은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과제번호: 0000-0000)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2) 영문표기명: This study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Chonnam

National University(Grant number: 0000-0000)

3) 예능계열의 경우 전남대학교 교수업적평가규정 <별표2-3> 미술분야 구분

1.“개인작품전”, <별표2-4> 음악분야 구분 1.“단독음악회”에 한하여 연구

성과물로 인정함

3.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성과물로 인정하지 않음

가.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발표한 연구성과물

나. 학술대회 논문집

다. 이 대학교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다는 내용표기가 없을 경우

라.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아닌 경우

마. 대학회계 기본연구활동지원사업의 성과물로 제출한 경우

○ 연구비 회수 및 제한

소정기일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는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해외파견, 연구비신청등에

제한을 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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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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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남대학교 연구년 지원

가. 목적
○ 우리대학교에 재임하는 동안 연구와 인재양성에 많은 업적을 이루고 그

동안 강의부담 등으로 국내외의 새로운 학문에 접하지 못한 교수들에게

1년 동안 강의부담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수들의 연구 역량을 제고시키고자 함

나. 관련법규
○ 전남대학교 학술연구진흥에 관한 규정

○ 전남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 시행세칙

○ 전남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 지원 지침

다. 주요내용
○ 업무개요

- 대학자체재원으로 연구비를 확보 대학장을 경유 교수들의 지원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 대학장을 경유하여 연구 책임자에게

통지하고 연구비중앙관리시스템에 등재함

- 연구계획변경은 대학장을 경유하여 처리하고 연구비중앙관리시스템에 등록

- 연구결과보고서 및 연구성과물은 연구비중앙관리시스템에 등록

○ 세부업무처리요령

- 지원계획 수립

총장은 매년 교내연구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지원

계획에는 지원분야, 지원규모, 선정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함

- 연구년 유형별 지원기준

유형 구분
연구기간

구분 연구성과물
1 년 6 개월

Ⅰ
국외 10,000천원 6,000천원

․연구기간 6개월: 2개월 이상 해외 체류

․연구기간 1년  :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 연구결과보고서
· 학술논문

(주저자)국내 7,000천원 4,000천원 -

Ⅱ 국내·외 - - - · 연구결과보고서

※ 당해년도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금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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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

교내연구비를 지원받고자하는 교원은 연구비지원신청서에 의거 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에게 신청함

·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1부, 연구계획서 3부

· 신청자격

1. 연구개시일 기준 우리 대학 전임교원으로 6년 이상 재직하고, 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동안 학술논문[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이상]과
학술서적(번역서 이상) 점수의 합이 160점 이상인 자.(다만, 예ž체능계
실기분야는 위와 동등한 실기실적이 있는 자)

2. 6개월 신청자는 연구개시일 기준 재직 잔여연수가 2.5년 이상, 1년 신청자는
연구개시일 기준 재직 잔여 연수가 3년 이상인 자. 다만, 연구비 없는
연구년의 경우 연구기간 종료 후 재직 잔여 연수가 1년 이상인 자

3. 연구년 수혜 후 재 신청의 경우 연구개시일 기준 6개월 신청자는 연구년
종료 후 3년 이상, 1년 신청자는 연구년 종료 후 6년 이상 경과한 자

- 지원과제 선정

요건심사, 연구실적, 교육실적, 연구계획서 심사 후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거쳐 지원과제를 선정 함

· 신청제한(연구년 유형Ⅰ)

1. 연구개시일 기준 교내연구비(학술도서출판지원비 제외)를 지원받고

연구수행중인 자(연구수행기간은 연구성과물 제출시점이 아닌 시행
년도 지원계획에 명기된 연구기간 종료 시까지임)

2. 신청마감일 기준 각종연구비를 지원 받고 결과보고 기한 내에 연구
결과보고를 완료하지 않은 자. 다만, 교내연구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연구기간 종료 후 결과보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연구결과
보고서와 연구성과물(페이지 명시된 온라인 출판물 포함)을 연구개시일

이전까지 제출하지 않은 자는 신청이 제한되나, 신청마감일 기준 논문
게재예정증명서 제출 시 신청자격을 부여함

3. 신청마감일 기준 각종 연구비를 지원받아 그 연구결과가 일정수준에
미달 되었다고 판정된 후 지원기관의 제재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 연구개시일 기준 강의를 담당하지 않은 교원의 수가 신청교원을 포함
하여 소속 학과(부) 현원의 20%를 초과하게 되는 자. 단, 수업을 담당

할 수 없는 교원(휴직자, 연구년교수, 국내ㆍ외 파견교수 등)을 포함하여
계산하되, 소속학과(부) 전임교원수가 7명 이하인 경우는 1명, 8명 이상

10명 이하인 경우는 2명, 11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임교원 현원의 20%
(소수점 이하 절사) 이내로 하되 의과대학은 교실별 인원수로 함

- 187 -

5. 신청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총 강의시수가 책임강의 시수에서 10학점 이

상 미달한 자. 다만, 책임강의 시수 적용대상은수업관리지침 제47조에 따름

6. 연구년 6개월 신청자는 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1

학기 이상 강의를 담당하지 않은 자

7. 연구년 1년 신청자는 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에 2학기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지 않은 자

다만, 법령이나 제규정에 의해 강의가 면제된 자는 예외로 함

(예 : 보직수행 - 교학규정 제33조, 출산휴가 - 전남대학교 수업관리

지침 제45조의 3, 육아휴직, 교외 파견 - 전남대학교 수업관리지침

제47조 등)

8. 영어강의 의무교원이 학부 영어강의를 임용학년도 학기부터 신청

마감일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학기당 평균 1강좌 이상을 이행하지

않은 자[학년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로 운영

하는 대학(원) 소속 교원은 학년도로 계산함]

다만,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학년)에 영어강의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함

가. 연구 및 교육목적으로 총장의 허가를 받아 한 학기 이상 강의하지

않은 경우(연구년, 장기해외출장 등)

나. 휴직기간

다. 학기 중(방학기간 제외) 출산 휴가를 받은 경우

라. 수강인원 미달에 따른 폐강

마. 전문대학원 소속 교원이 대학원 영어 강의를 한 경우(대학원 강의만

담당하는 교원 포함)

바. 총장이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

9. 연구개시일 기준 타 기관의 해외파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10. 징계적용기준: 연구개시일 기준 징계를 받거나, 연구윤리와 관련된

건으로 주의 이상을 받은 경우 처분일로부터 아래의 신청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구 분 신청제한기간(년)

일반징계
견책, 감봉 2년
정직 3년

연구윤리
주의, 경고 1년
견책 이상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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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한(연구년 유형 Ⅱ)

1. 신청마감일 기준 각종연구비를 지원 받고 결과보고 기한 내에 연구

결과보고를 완료하지 않은 자. 다만, 교내연구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연구기간 종료 후 결과보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연구결과

보고서와 연구성과물(페이지 명시된 온라인 출판물 포함)을 연구개시일

이전까지 제출하지 않은 자는 신청이 제한되나, 신청마감일 기준 논문

게재예정증명서 제출 시 신청자격을 부여함

2. 신청마감일 기준 각종 연구비를 지원받아 그 연구결과가 일정수준에

미달 되었다고 판정된 후 지원기관의 제재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연구개시일 기준 강의를 담당하지 않은 교원의 수가 신청교원을 포함

하여 소속 학과(부) 현원의 20%를 초과하게 되는 자. 단, 수업을 담당

할 수 없는 교원(휴직자, 연구년교수, 국내ㆍ외 파견교수 등)을 포함하여

계산하되, 소속학과(부) 전임교원수가 7명 이하인 경우는 1명, 8명 이상

10명 이하인 경우는 2명, 11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임교원 현원의 20%

(소수점 이하 절사) 이내로 하되 의과대학은 교실별 인원수로 함

4. 신청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총 강의시수가 책임강의 시수에서 10

학점 이상 미달한 자. 다만, 책임강의 시수 적용 대상은 수업관리지침

제47조에 따름

5. 연구년 6개월 신청자는 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1

학기 이상 강의를 담당하지 않은 자

6. 연구년 1년 신청자는 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에 2학기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지 않은 자

다만, 법령이나 제규정에 의해 강의가 면제된 자는 예외로 함

(예 : 보직수행 - 교학규정 제33조, 출산휴가 - 전남대학교 수업관리

지침 제45조의 3, 육아휴직, 교외 파견 - 전남대학교 수업관리지침

제47조 등)

7. 영어강의 의무교원이 학부 영어강의를 임용학년도 학기부터 신청

마감일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학기당 평균 1강좌 이상을 이행하지

않은 자[학년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로 운영

하는 대학(원) 소속 교원은 학년도로 계산함]

다만,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학년)에 영어강의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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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 및 교육목적으로 총장의 허가를 받아 한 학기 이상 강의하지

않은 경우(연구년, 장기해외출장 등)

나. 휴직기간

다. 학기 중(방학기간 제외) 출산 휴가를 받은 경우

라. 수강인원 미달에 따른 폐강

마. 전문대학원 소속 교원이 대학원 영어 강의를 한 경우(대학원 강의만

담당하는 교원 포함)

바. 총장이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

8. 징계적용기준: 연구개시일 기준 징계를 받거나, 연구윤리와 관련된

건으로 주의 이상을 받은 경우 처분일로부터 아래의 신청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구 분 신청제한기간(년)

일반징계
견책, 감봉 2년
정직 3년

연구윤리
주의, 경고 1년
견책 이상 3년

- 선정통보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금액, 연구기간 등을 결정하여 대학을 경유

해당 교원에게 통지함

- 연구계획변경

연구 수행 중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비 집행

연구비는 연구비카드사용내역 등을 연구진흥과에 지급 요청하여 정산함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

- 결과보고서 및 성과물 제출

1. 연구결과보고서 : 연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C-RAMS에 등록하여야 함

※ 결과보고서는 C-RAMS의 로그인 후 과제관리 클릭 → 해당 과제 선택 후

→ 보고서 클릭 → 결과보고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 파일관리 클릭

→ 파일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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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성과물 (전문학술지 게재 논문) :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한국

연구재단등재(후보) 학술지 이상에 주저자로 논문(페이지가 명시된 온라인 출판물

포함) 1편 이상을 게재(단, 보호학문연구는 제외)하고, 이를 C-RAMS에

등록하여야 함

⇒ 반드시 발표논문에 아래 “연구비 지원[Acknowledgements(감사의 글)]

표기”를 하여야 함

1) 국문표기명: 이 논문은 전남대학교 연구년교수 연구비(과제번호:

0000-0000)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2) 영문표기명: This study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Chonnam

National University(Grant number: 0000-0000)

3) 예능계열의 경우 전남대학교 교수업적평가규정 <별표2-3> 미술분야 구분

1.“개인작품전”, <별표2-4> 음악분야 구분 1.“단독음악회”에 한하여 연구

성과물로 인정함

3.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성과물로 인정하지 않음

가.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발표한 연구성과물

나. 학술대회 논문집

다. 이 대학교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다는 내용표기가 없을 경우

라.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아닌 경우

마. 대학회계 기본연구활동지원사업의 성과물로 제출한 경우

- 연구비 회수 및 제한

소정기일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는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해외파견, 연구비신청등에

제한을 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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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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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체능분야 발표회(전시회) 지원

가. 목적

○ 우리대학교 예․체능분야 교원의 창작 발표를 지원함으로써 각 학문 분야의

지원에 형평을 기하고 동 분야의 학술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나. 관련법규

○ 전남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 지원 지침

다. 주요내용

○ 업무개요

매년 4월경에 신청마감일 이후부터 2018년 2월 28일 이내에 발표예정인

본교 예·체능 분야 교수의 발표회(전시회) 지원신청서를 소속대학장을 경유

하여 수합 심사를 거쳐 지원하고 결과보고를 받음

○ 세부업무처리요령

- 지원계획 수립

총장은 매년 교내연구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지원계

획에는 지원분야, 지원규모, 선정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함.

· 지원대상 : 신청마감일 이후부터 2018년 2월 28일 이내에 발표예정인

예․체능분야 교수의 국내·외 발표회(전시회). 다만, 2인 이상

연주회 및 발표회(전시회)는 1인만 지급함

· 지원금액: 발표회당 300만원이내

- 지원신청

교내연구비를 지원받고자하는 교원은 연구비지원신청서에 의거 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에게 신청한다.

· 신청자격: 예체능분야 전임교원

·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1부, 연구계획서 3부

- 지원과제 선정

요건심사, 연구실적심사, 연구계획서 심사 후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지원과제를 선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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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우리 대학 예․체능 분야의 전임교원으로, 신청마감일 기준 최근 2년

동안 학술논문[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이상]과 학술서적(번역서

이상) 점수의 합이 300점 이상 또는 동등한 실기실적이 있는 자

· 신청제한

* 신청마감일 기준 각종연구비를 지원 받고 결과보고 기한 내에 연구결과보고를

완료하지 않은 자. 다만, 교내연구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연구기간 종료 후

결과보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연구결과보고서와 연구성과물

(페이지 명시된 온라인 출판물 포함)을 연구개시일 이전까지 제출하지

않은 자는 신청이 제한되나, 신청마감일 기준 논문게재예정증명서 제출

시 신청자격을 부여함

* 연구개시일 기준 본 지원금을 지원받고 연구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징계적용기준: 연구개시일 기준 징계를 받거나, 연구윤리와 관련된 건으로

주의 이상을 받은 경우 처분일로부터 아래의 신청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구 분 신청제한기간(년)

일반징계
견책, 감봉 2년
정직 3년

연구윤리
주의, 경고 1년
견책 이상 3년

- 선정통보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금액, 연구기간 등을 결정하여 대학을 경유

해당 교원에게 통지함

- 연구계획변경

연구 수행 중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비 지원

정산서와 포스터, 프로그램, 팸플릿 등을 첨부하여 소속대학을 경유하여

지원금을 신청

- 결과보고(연구비정산)

행사 종료 후 사용내역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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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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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술도서출판 지원

가. 목적

○ 우리대학교 전임교원과 퇴임(정년, 명예)교원의 학술저서 및 번역서 출판을

지원함으로써 학술활동을 통한 학문 발전을 도모함

나. 관련법규

○ 전남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 지원 지침

다. 주요내용

○ 업무개요

본교 교수의 전문학술 저서 및 번역서를 소속대학장을 경유하여 일괄 신청을

받은 후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도서를 출판하여 일부를 저자 및

역자와 도서관에 기증하고 나머지는 시판하여 시판부수에 대해서는 인세를

지급함

○ 세부업무처리요령

- 지원계획 수립

총장은 매년 교내연구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지원계획

에는 지원분야, 지원규모, 선정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함

· 지원대상: 전문 학술저서 또는 번역서 출판 1편

⇒ 번역서의 경우 전공관련 학술서적으로 ISBN이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지원금액: 6,000천원 범위내(원고료 3,000천원/ 출판비 3,000천원)
         ※ 외부 출판사와 출판시 원고료만 지급(출판계약서 제출)

         ※ 2017년도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금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신청

교내연구비를 지원받고자하는 교원은 연구비지원신청서에 의거 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에게 신청함

· 신청자격: 전임교원 및 퇴임(정년, 명예)교원

·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1부, 연구계획서 3부, 출판원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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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과제 선정

요건 심사, 연구실적 심사, 연구계획서 심사 후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거쳐 지원과제를 선정 함

· 신청자격

* 우리 대학 전임교원 및 퇴임(정년, 명예)교원으로, 신청마감일 기준

최근 2년 동안 학술논문[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이상]과 학술서적

(번역서 이상) 점수의 합이 160점 이상인 자

* 예ž체능계 실기분야는 위와 동등한 실기실적이 있는 자

다만, 우리 대학 임용 후 2년 이내 신임교원 및 퇴임일 이후기간이

1년 이상인 교원은 1), 2)항의 적용을 예외로 함

* 학술 연구업적이 탁월한 비전임교원(시간강사 제외)
다만, 퇴임일 이후기간이 1년 이상인 교원은 1), 2)항의 적용을 예외로 함

· 신청제한

* 신청마감일 기준 각종연구비를 지원 받고 결과보고 기한 내에 연구

결과보고를 완료하지 않은 자. 다만, 교내연구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연구기간 종료 후 결과보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연구결과

보고서와 연구성과물(페이지 명시된 온라인 출판물 포함)을 연구개시일

이전까지 제출하지 않은 자는 신청이 제한되나, 신청마감일 기준 논문

게재예정증명서 제출 시 신청자격을 부여함

* 신청마감일 기준 각종 연구비를 지원 받아 연구결과가 일정수준에

미달되었다고 판정된 후 지원기관의 제재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징계적용기준: 연구개시일 기준 징계를 받거나, 연구윤리와 관련된

건으로 주의 이상을 받은 경우 처분일로부터 아래의 신청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구 분 신청제한기간(년)

일반징계
견책, 감봉 2년
정직 3년

연구윤리
주의, 경고 1년
견책 이상 3년

* 기 출판된 도서의 증보판의 경우 기 출판도서 출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함

- 선정통보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금액, 연구기간 등을 결정하여 대학을 경유

해당 교원에게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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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계획변경

연구 수행 중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비 지원

· 저서 및 번역서 선정결과를 출판부에 통보하면, 해당 출판사에서는

저(역)자와 출판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연구진흥과에 통보함

· 출판 완료는 차년도 2월 28일 이내에 하여야 함(기간 내에 출판하지

않을 시는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금 지급 대상

* 원고료 : 과세 후 저(역)자

* 출판비 : 전남대학교출판부

· 출판부에서는 발행부수 중 10%를 저(역)자에게 기증하고 나머지는 시판

하며, 시판된 저서 및 번역서에 대하여는 판매 부수에 따라 10%의 인세를

저(역)자에게 지급함

라.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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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남대학교 교원 해외파견 연구 지원

가. 목적
○ 우리 대학교 교원들이 국제교류를 통하여 외국의 학문 동향을 파악하고,

보다 폭넓은 연구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함

나. 관련법규
○ 전남대학교 학술연구진흥에 관한 규정

○ 전남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 시행세칙

○ 전남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 지원 지침

다. 주요내용
○ 업무개요

- 산학협력단 재원으로 연구비를 확보, 대학장을 경유하여 교수들의 지원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 대학장을 경유하여 연구

책임자에게 통지하고 연구비중앙관리시스템에 등재함

- 연구결과보고서는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소속 대학을 통해 공문으로 제출

○ 세부업무처리요령

- 지원계획 수립

총장은 매년 교내연구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지원

계획에는 지원분야, 지원규모, 선정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함.

· 파견기간 : 1～2개월(당해년도 하계․동계 방학 중)

· 지원금액

* 왕복항공료 : 250만원 이하(실비)

* 체재비 : 1일 35$에 상응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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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

교내연구비를 지원받고자하는 교원은 연구비지원신청서에 의거 대학장

의 추천을 받아 총장에게 신청한다.

· 신청자격 : 우리 대학 전임교원으로 파견일 기준 3년 이상 재직하고,

신청마감일 기준 최근 2년 동안 학술논문[한국연구재단등재

(후보)지 이상]과 학술서적(번역서 이상) 점수의 합이 160점

이상인 자. 다만, 예ž체능계 실기분야는 위와 동등한 실기

실적이 있는 자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연구계획서 3부, 파견연구기관의 초청장 1부

- 지원과제 선정

요건 심사, 연구실적 심사, 연구계획서 심사 후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거쳐 지원과제를 선정 함

· 신청제한

* 파견 예정일 기준 우리 대학 지원으로 1개월 이상 국외여행을 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신청마감일 기준 각종연구비를 지원 받고 결과보고 기한 내에 연구

결과보고를 완료하지 않은 자. 다만, 교내연구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연구기간 종료 후 결과보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연구결과

보고서와 연구성과물(페이지 명시된 온라인 출판물 포함)을 연구개시일

이전까지 제출하지 않은 자는 신청이 제한되나, 신청마감일 기준 논문

게재예정증명서 제출 시 신청자격을 부여함

* 신청마감일 기준 타 기관의 해외파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파견 예정일 기준 교내 연구비를 지원 받아 연구를 수행 중에 있는 자

※ 연구년연구비 미지원 교수 제외

* 신청마감일 기준 본 지원금을 지원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징계적용기준: 연구개시일 기준 징계를 받거나, 연구윤리와 관련된

건으로 주의 이상을 받은 경우 처분일로부터 아래의 신청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구 분 신청제한기간(년)

일반징계
견책, 감봉 2년
정직 3년

연구윤리
주의, 경고 1년
견책 이상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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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통보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금액, 연구기간 등을 결정하여 대학을 경유

해당 교원에게 통지함

- 연구비 지원

소속 대학에 공무국외여행 신청하여 허가를 득한 후 경비를 신청함

- 결과보고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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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수논문장려금 지원사업

가. 목적

○ 우수한 학술연구 논문을 국제 및 국내규모 우수학술지에 게재 발표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연구능력과 학문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관련법규

○ 전남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 지원 지침

다. 주요내용

○ 업무개요

국제 및 국내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 교수가 C-RAMS 연구업적관리 우수

논문장려금을 신청하면 학술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장려금을 지원함

○ 세부업무처리요령

- 지원대상

(단위 : 천원)

지급 구분 학술논문 분류
지원단가

주저자 공저자

우수학술논문

·Cell, Nature, Science 게재 논문

·Cell, Nature, Science 자매지 게재 논문

  (인용지수 20 이상 학술지에 한 함) 

10,000

7,000

600

600

SCI(E), SSCI,

A&HCI 저널 

JCR %순위1)

·JCR 1% 수준 이내 게재 논문

·JCR 10% 수준 이내 게재 논문

·JCR 25% 수준 이내 게재 논문

·JCR 50% 수준 이내 게재 논문

·JCR 100% 수준 이내 게재 논문

5,000

4,000

2,000

1,500

1,000

600

600

600

600

600
첫 번째 게재

논문2)

·JCR 100% 이내 수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게재 논문3)

3,000

2,000

-

-
한국연구

재단등재

(후보)지4)

·연구비 지원 표기 없는 등재(후보)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 논문

800

600

200

200

논문게재실비 ·연구재단 등재(후보) 논문 실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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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은 논문게재일(출판사 논문발행일)을 기준으로 함.

※학술논문은 형식과 내용이 논문체계(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등)를 갖춘

전공분야에 관한 것으로 권, 호, 페이지가 부여되어 출판 완료된 논문만을

인정함.

※ 논문 1편당 1회 지원이며 위 등급에 중복된 경우 상위 등급만 지원함 (중복

지원 안됨).

※ 1인당 연간 논문장려금은 20,000천원까지 지원함(단, JCR 1% 이상 수준의

논문은 예외).
1) JCR 기준은 권, 호, 페이지가 명시된 학술논문 인쇄본 발행일자 당시 기준으로

적용함.
1) JCR 적용분야가 2개 이상일 경우 낮은 %값을 가진 학문분야를 우선 적용함.
1) JCR 학문분야별 저널수가 50개 미만인 경우 JCR 1%를 적용하지 않으며 학문

분야 저널수가 50~99개인 경우 최상위 저널을 JCR 1%기준으로 지급함.
2)첫 번째 논문이란 지원대상 기간 중에 첫 번째로 게재한 논문(주저자급)을의미함.
3),4) 인문사회 및 예체능 계열만 적용됨.

○ 외부기관의 지원여부에 관계없이 지원함.

○ 연간지원회수 : 제한없음

○ 논문을 게재할 당시 주소가 반드시 전남대학교(Chonnam National

University)로 표기될 경우에만 지원함

○ 신청방법

C-RAMS 접속 ⇒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 C-RAMS → 연구

업적

C-RAMS 연구업적 

접속 →

상단 학술논문 클릭 
업적등록 아이콘 
클릭 후 업적등록 →

논문에 표기된 모든 
저자와 역할구분을 

정확히 입력 →

좌측 논문게장려금 
신청 배너 아이콘 

클릭

신청할 논문 클릭 

계좌번호 입력․저장 → 

신청 및 업로드한 

증빙자료 확인 후 → 
매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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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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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내․국제 학술대회 개최경비 지원

가. 목적
○ 교내 각 기관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개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국내·국제간 학술교류를 촉진하고 연구 분위기 조성

나. 관련법규
○ 전남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 지원 지침

다. 주요내용
○ 업무개요

- 본교 지원 학술대회 개최경비 지원신청은 개최 15일전에 단과대학 및

학부(과), 연구소 주관 학술대회는 ‘단과대학장, 학부(과)장, 연구소장의

C-RAMS 연구업적관리 학술대회 개최 신청을 통해 신청하고, 국내학술

대회의 경우 50～100만원을, 국제학술대회는 150～450만원을 지원하며,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결과 보고를 받음

○ 세부업무처리요령

- 지원대상 : 본교 단과대학 또는 각 학부(과) 및 연구소가 주관으로 교내

에서 개최하는 국내․국제 학술대회

- 지원내용

· 예산 범위 내에서 년 1회에 한함 (※ 부설연구소의 경우 연 2회이내 지원)

· 원고료, 강연료, 행사준비물 제작 및 인쇄비, 외국인 주제발표자 초청

항공료

- 지원범위

· 국제학술대회

기   준 지원액 비고

☞ 과학기술분야(의․치의학 분야포함) 인정기준

해외저명학회가 주관(국내학회와 공동주관 포함)한 4개국 이상(한국 포함)이 참여한 

학술대회로서, 총 발표논문이 50건 이상이어야 하며 전체 발표논문 중 외국인(외국

기관 소속)논문이 50%이상

☞ 인문사회분야(디자인․영상 분야 포함) 인정기준

4,500
BK21

기준

 ☞ 주제발표자가 3개국 이상이고(한국 포함) 외국인 5인～10인

 ☞ 학회참가등록 인원 20명～50명, 발표 논문수가 10편 ～ 20편
3,000

 ☞ 주제발표자가 2개국 이상이고(한국 포함) 외국인 3인～ 5인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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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학술대회 실적인정기준에 대한 공통적용사항

- 해외저명학회 주관은 학회본부 주관에 한하여 인정

- 총 발표논문 수는 구두발표와 포스터 발표를 포함하여 산정

- 외국인 논문 비율(50%이상) 산정기준은 발표논문의 제1저자의 소속기

관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제1저자 구분이 없는 경우는 아래 외국인 논문

판정기준에 따라 산정

※ 제1저자 구분이 없는 경우 외국인 논문 판정 기준

 - 저자 수의 50% 이상이 되는 저자 소속 기관의 국적으로 외국인 논문여부 판정 예 : 저자 수 3(국외  

   소속기관 저자 2 국내소속 기관 저자 1) → 외국인 논문

 - 국외 기관 저자와 국내 기관 저자가 해당논문 총 저자 수의 505로 균등하게 구성되어 있을 경우는  

   외국인 논문으로 판정  

· 국내학술대회 기준

(단위 : 천원)

기   준 지원액 비고

전국규모 ①전국규모 학회가 주최하고 주제발표자가 3개 지역인 학술대회 1,000

지역규모 

①지역규모 학회(전국규모학회 지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500

②전국규모 학회가 주최하고 주제발표자가 2개 지역 이하인 학술대회

③학부(과)의 단독 주최일 경우에는 주제발표자가 수에 관계없이 지역규모로 간주하여 지원하

고, 대학이나 연구소의 단독주관일 경우에는 주체 발표자나 참가자의 구성에 따라 전국 또는 

지역규모 학회로 간주하여 지원하며, 또한 학부(과)와 학회의 공동주관일 경우는 학회의 규모

에 따라 지원함

- 신청방법 ⇒ 접속 :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http://sanhak.chonnam.ac.kr/)

→ C-RAMS → 연구업적

C-RAMS 

연구업적관리시스템 

접속 →

상단 지원금신청 버튼 

클릭 →

학술대회개최신청 

버튼 클릭 →

신규신청 버튼 클릭 

후 입력/저장 →

참여자관리 버튼 

클릭 후 참가자 

구분하여 입력/저장 →

재원조달관리 버튼 

클릭 후 입력/저장 →

신청서(경비지출내역) 

버튼 클릭 후 

입력/저장 →

신청서첨부 버튼 클릭 

후 파일첨부 클릭 후 

학회 프로그램 업로드 →
개최신청 버튼 클릭

 ☞ 학회참가등록 인원 20명 미만, 발표 논문수가 5편～10편

  ○ 외국인 초청 강연은 국제학술대회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 주제발표자가 국내거주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 한국인도 외국에 소재한 기관에 소속된 경우는 학술대회참여 외국인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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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기 : 학술대회 개최 15일전

- 결과보고 : 행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C-RAMS에 입력해야 함.

⇒ 접속 :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http://sanhak.chonnam.ac.kr/)

→ C-RAMS → 연구업적

C-RAMS 

연구업적관리시스템 

접속 →

상단 지원금신청 버튼 

클릭
→

학술대회개최신청 

버튼 클릭
→

학술대회 경비 

집행정산서 입력 버튼 

클릭 후 입력/저장 →
정산신청 버튼 클릭

→

집행정산서 증빙자료(원본), 학술대회결과 

간행물 및 프로그램 등 참고자료, 참가자 등록 

명부 사본을 연구진흥과로 제출

 ※ 지원액은 다음에 한하여 집행하되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지원목적외 집행시는 불인정함)

   ① 원고료, 강연료 : 국내발표자는 은행입금영수증(원칙), 외국인발표자는 현금영수증(부득이한 경우)

   ② 행사준비물 제작 및 인쇄비, 논문집 인쇄비 : 입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③ 외국인 주제발표자 초청 항공료 : 항공료 영수증, 여권사본

라.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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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제학술회의 논문발표 참가경비 지원

가. 목적
○ 국제 수준의 권위 있는 학술회의에 본교 교수들이 참가하여 국제간의 학술

교류를 증진하고 연구능력을 신장시켜 학술발전 도모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나. 관련법규
○ 전남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 지원 지침

다. 주요내용
○ 업무개요

본교 국제학술회의 논문발표 참가경비 지원 신청은 해외학회에 참석하여

논문을 발표하는 교수가 회의개최 15일 전에 C-RAMS 연구업적관리 논문

발표참가경비로 신청하면 내용을 심사하여 교수에게 경비를 지원하고 논문

발표 종료 후 C-RAMS로 참가결과보고서를 받는다.

○ 세부업무처리요령

- 지원대상

·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서 국제수준의 학술 단체가 주관하는 학술

회의, 심포지엄, 세미나 등에 논문발표(구두발표, 포스터발표) 또는 좌

장역 이상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교원

· 예능분야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서 국제수준의 발표회(전시회)에서

발표하는 교원. 다만, 동일 작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참가하는 연주회

및 발표회(전시회)의 경우는 1인에게만 지원하며 당해연도 예능분야

발표회(전시회)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음

· 총장이 정책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제학술회의 참가자

- 지원범위 (단위 : 천원)

지  역

지원 기준

비 고논문발표자
(구두 or 
포스터) 

협연 및 
2인 이상 
작품전

좌장역 이상 
및

기조연설자

단독음악회 및 
개인전

동아시아 지역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지역)
500 800

<교수 1인당

 년 1회>호주, 러시아 동부 및 중앙아시아 800 1,100

유럽 및 미국, 그 외 지역 1,20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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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학술회의 참가 15일전 지원신청을 C-RAMS로 신청

C-RAMS 접속 ⇒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http://sanhak.chonnam.ac.kr/)

→ C-RAMS → 연구업적

C-RAMS 

연구업적관리시스템 

접속 →

상단 학술발표 클릭 

업적등록 아이콘 클릭 

후 업적등록 →

발표할 논문의 저자와 

역할구분을 정확히 

입력 →

상단 지원금신청  

논문발표참가신청 

버튼 클릭 →

지원신청서 입력 후 

저장, 참가계획서 

입력후 저장 →
파일관리 버튼 클릭

→

등록 버튼 클릭 후 

찾아보기 버튼 클릭 →

초청장 스캔하여 파일 

업로드 →

발표예정논문 스캔하여 

파일 업로드
→

C-RAMS로 신청한 

내역 확인 후 매년 

10월과 익년 3월 

2회에 걸쳐 지원

- 결과보고서 제출 : 귀국후 1개월 이내에 C-RAMS에 입력함

C-RAMS 접속 ⇒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http://sanhak.chonnam.ac.kr/)

→ C-RAMS → 연구업적

C-RAMS 

연구업적관리시스템 

접속 →

상단 지원금신청  

논문발표참가신청 

버튼 클릭 →

결과보고서 입력 버튼 

클릭후 입력/저장
→

여권사본(사진,입국/출

국일자부분) 스캔후 
→

파일관리 버튼 클릭 

후 찾아보기 클릭 →
스캔한 파일 업로드

→

학회 프로그램 또는 

Proceedings 

해당부분 스캔 후 →

파일관리 버튼 클릭 

후 찾아보기 클릭 → 스캔한 파일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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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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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SCI급 논문 영문교정 지원

가. 목적
○ 우수한 학술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영문논문 교정지원 서비스를 실시하여

논문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국제규모 우수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장려함

으로써 대학의 연구능력과 교원의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

나. 관련법규
○ 전남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 지원 지침

다. 주요내용
○ 업무개요

국제 SCI급 학술지에 논문 투고 및 게재를 신청할 교수가 교정 논문을

의뢰하면 전문교정업체를 통해 영문논문을 교정하여 지원함

○ 세부업무처리요령

- 지원대상 : 우리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및 비전임교원(시간강사,

기금교수)으로서 SCI급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단독저자 또는 주저자

[제1저자 또는 책임(교신)저자]

- 지원횟수 : 제한 없음

- 논문 편당 1회에 한함 (※ 재교정은 논문 편당 3회까지 지원함)

- 지원 대상 학술지 : 국제규모 우수학술지 SCI(SCI-Expanded), SSCI,

AHCI에 등재된 학술지에 논문 투고 및 게재를 신청할 논문으로 저자의

주소가 반드시 전남대학교(Chonnam National University)로 표기될 경우

에만 지원

- 신청방법

· 전임교원 신청 : C-RAMS 접속 ⇒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http://sanhak.chonnam.ac.kr/) → C-RAMS → 연구업적

C-RAMS 

연구업적관리시스템 접속 →

상단 지원금신청 클릭 

SCI급 영문교정신청 클릭 →

교정의뢰등록 버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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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필드 입력 후 

저장 버튼 클릭 →
교정의뢰파일첨부 

버튼 클릭 →
신규업로드 버튼 클릭

→

찾아보기 버튼 클릭후 

파일업로드 →
교정신청 버튼 클릭

→

교정논문 교정완료 후 

교정업체에서 신청한 

e-mail로 바로 송부

· 비전임교원(시간강사, 기금교수) 신청

* 용봉아르미 접속 → 연구진흥과 배현철 담당직원(1141)에게 아르미

메일로 신청서 및 교정파일 의뢰함

개인 용봉아르미 

로그인 후
→

상단 메일 편지쓰기 

클릭
→

용봉아르미 게시판에 

게시된 

교정지원신청서 작성 →

파일첨부에 

교정지원신청서와 

교정파일을 첨부함 →

담당자 연구진흥과 

이상곤(1141)으로 

송부함 →

교정신청 접수 후  

교정의뢰함
→

교정완료 후 

교정업체에서 신청한 

e-mail로 바로 송부

☞ 교정이 완료되면 교수님의 E-mail로 바로 송부됩니다.

☞ 비전임교원만 용봉아르미로 신청받습니다.

라.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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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비정규직(시간강사) 교원 논문게재장려금 지원

가. 목적

○ 우수한 학술연구 논문을 우수 학술지에 게재 발표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연구능력과 학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관련법규

○ 전남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 지원 지침

다. 주요내용

○ 업무개요

국제 및 국내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 비정규직(시간강사) 교원이 소속대

학장을 경유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면 학술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보조금을

지원함

○ 세부업무처리요령

지원대상 : 우리대학교 비정규직(시간강사) 교원으로 임용된 후 국제(SCI급)

및 국내학술지(학진등재 또는 등재후보)에 논문을 발표한 경우

- 지원금액

                            구 분

    등 급

비정규직(시간강사)
비고

주저자 공저자

1 SCI, SSCI, AHCI에 등재된 논문 1,000 300

2 SCI-Expanded에 등재된 첫 번째 논문 600 200
3 SCI-Expanded에 등재된 논문 400 200
4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첫번째 논문 600 200

5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논문 400 200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 게재논문 별쇄본 1부

- 편당지원인원수 : 편당 1인에 한함(전임교원과의 중복지원 안됨)

- 외부기관의 지원여부에 관계없이 지원함

- 연간지원회수 : 제한없음

- 논문을 게재할 당시 주소가 반드시 전남대학교(Chonnam National

University)로 표기될 경우에만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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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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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정규직(시간강사) 교원 학술대회 논문발표 참가 지원

가. 목적

○ 국내규모 우수 학술회의에 본교 비정규직 교원이 참가하여 학술 교류를

증진하고 연구 능력을 신장시켜 학술발전 도모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나. 관련법규

○ 전남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 지원 지침

다. 주요내용

○ 업무개요

- 본교 비정규직(시간강사) 교원으로 임용된 후 국내규모 우수 학술 단체가

주관하는 학술회의 등에 참가하여 논문발표 종료 후 소속대학장을 경유

하여 참가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내용을 심사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함

○ 세부업무처리요령

- 지원대상

· 우리대학교 비정규직(시간강사) 교원으로 임용된 후 국내규모 우수 학술

단체가 주관하는 학술회의 등에 논문발표(구두발표, 포스터발표)로 참가

하는 비정규직 교원

- 신청서류

· 논문발표 참가 결과보고서 1부(소정서식)

· 학회 참가 등록증(학회 참가등록비 영수증 대체 가능) 1부

· 학회 프로그램 사본 또는 Proceedings 해당부분 사본 1부

- 신청시기 : 학술회의 논문발표 종료 후 1개월전

- 지원회수 : 1인당 연1회

- 지원경비

· 호남지역 7만원, 그 이외 지역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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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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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비정규직(시간강사) 교원 저술 장려금 지원

가. 목적

○ 우리대학교 비정규직(시간강사) 교원의 학술저서 및 번역서 출판을 지원

함으로써 학술활동을 통한 학문 발전을 도모함

나. 관련법규

○ 전남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 지원 지침

다. 주요내용

○ 업무개요

- 본교 비정규직(시간강사) 교원으로 임용된 후 저서 및 번역서를 출판할

경우 소속대학장을 경유하여 저술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내용을 심사

하여 보조금을 지원함

○ 세부업무처리요령

- 지원대상

· 우리대학교 비정규직(시간강사) 교원으로 임용된 후 전문 학술저서 및

번역서 출판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소정서식)

· 출판 원고 1부

· 계획서 3부

- 심사 및 선정

· 선정방법: 연구 계획서 및 원고심사, 심사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거쳐

최종 선정

- 심사 방법 및 내용

· 자격요건 심사 : 신청자격에 의한 요건 저촉 여부 등 검토

· 연구계획서 심사(배점 : 100점) :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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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술도서로서의 신규성  : 25점

 ㉯ 학술도서로서의 전문성  : 25점

 ㉰ 학술도서로서의 가치성  : 25점

 ㉱ 학술도서의 구성 및 내용: 25점

· 선정 통보 : 선정 결과는 공문으로 개별 통지

· 지원 방법

* 비정규직(시간강사) 교원이 저술장려금 지원에 선정된 후 저서 및

번역서 출판이 완료되면 저술장려금을 지급함

* 출판 완료는 2014년 1월 31일 이내에 하여야 함(기간 내에 출판하지

않을 시는 지원이 취소 될 수 있음)

· 지원금 지급 대상 : 저서 및 번역서의 저자 및 역자 (권당 1명)

- 기타 사항

· 저작권은 저술자의 소유로 함

· 저작권 이용료에 대한 사항은 해당 출판사와 협의함

· 원고작성은 출판부와 협의 후 지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본문은

신명조로 작성하며 표는 표만들기로 작성함

라.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연구처

연구진흥과
(연구회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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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학협력단 예‧결산서 작성 및 제출

1. 예산

  ○ 관련법규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제33조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제4조∼제14조

  ○ 예산편성 일정

구    분 기   관 기   한 비  고

예산편성지침 시달 교육부장관 회계연도개시 70일전 필요시

예산편성요령 결정 산학협력단장 회계연도개시 2월전

예산안 심의·제출 산학협력단장 회계연도개시 20일전

예산안 확정 학교의 장 회계연도개시 10일전

예산서 제출 산학협력단장 회계연도개시 5일전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제출

추가경정예산서 제출 산학협력단장 예산확정후 15일이내

  ○ 예산 내용

    - 예산총칙(현금예산 규모, 편성방침, 주요사업계획의 개요 등 표시), 현금예

산서,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예·결산기구) 회의록(참석자 날인 포함)

     

  ○ 제출방법

    - 제출처: 교육부(한국사학진흥재단)

    - 제출방법     

구  분 내   용

문서제출
 예산서 제본물 1부(총칙, 현금예산서, 예·결산기구회의록, 현금예산명세서)
 예산공개 후 보고서식 1부

시스템 입력  대학재정정보시스템 예산금액 입력

예산 공개  홈페이지(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자료실-예·결산공고)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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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산

  ○ 관련법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제30조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6조～제37조

  ○ 결산 일정표

구    분 기    관 기    한

결산서의 작성

재산현황 및 회계운영에 대한 감사 소속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결산보고서 제출 학교의 장에게 제출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결산 심의·확정 학교의 장 회계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

결산서 제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제출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 결산업무 절차

구    분 내     용

결산 예비 절차
장부기록의 정확성 검증 절차
시산표 및 정산표의 작성

결산 본 절차
각 원장의 정확성을 확인
자산, 부채, 기본금, 수익, 비용 각 계정의 마감 
결산정리 사항의 수정 및 정리 

결산보고서의 작성 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작성

감사 외부전문가의 결산감사

결산안 심의 예·결산기구(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

제출(한국사학진흥재단) 결산서 제본물, 결산 공개 후 보고서 

시스템입력 대학재정정보시스템 결산 입력

결산공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예·결산공고)

결산공시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현황 공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3,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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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흐름도

2. 각종 세무신고 자료 제출    

1.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
  ○ 비영리법인의 제조. 도소매,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 등 수익사업의 소

득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 

    - 신고기한: 5월 31일(2월 결산법인)

    -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 신고내용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조정계산서

원천납부세액명세서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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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 공익법인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사항으로 제출

  ○ 외부 회계감사법인의 경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의무 면제

  ○ 제출기한: 5월 31일(2월 결산법인)

  ○ 제출내용(관할세무서로 제출, 전자제출 가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보고서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운용소득의 사용명세서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이사 등 선임명세서

결산서

3. 공익법인 결산서류등 공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50의 3)

  ○ 국세청 홈택스 6월 말일까지

4.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 및 납부기한

구  분 신고대상기간 신고·납부기한

제1기
예정 01.01. ∼ 03.31.  4월 25일

확정 04.01. ∼ 06.30.  7월 25일

제2기
예정 07.01. ∼ 09.30. 10월 25일

확정 10.01. ∼ 12.31.  1월 25일

  ○ 신고 제출 내용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세금계산서 전자발행 의무)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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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회계프로그램 자동생성분 및 국세청 전송분 자료 검증 후 제출)

5. 전용계좌 개설 및 변경신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50의 2)
  ○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지출이 있는 경우 직

접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

  ○ 전용계좌를 변경 및 추가하게 되는 경우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관할세무서로 신고(령 43조의 2 ⓾)



연구처

연구진흥과
(연구정보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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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C-RAMS 등) 구축 및 유지보수

가. 시스템 구축 절차 및 방법(신규 시스템 구축)

① 업무개발의뢰

접수

○ 연구자 및 연구관리, 협약, 재무, 회계, 감사팀으로부터

업무개발 의뢰 내용을 접수 



② 현행업무실태

조사 및 검토

○ 현행업무의 실태를 조사하고 실무담당자와 협의를 실시

가. 현행업무의 실태조사

1) 연구비 관련 법령, 규정, 지침을 검토하고 실무담당자와  

충분한 협의

2) 업무 처리내역 및 사례 조사



③ 개발계획수립

○ 업무의 단순한 전산화보다 연구비관리 측면의 업무개선에

중점을 두고, 운용가능성의 충분한 사전검토를 실시 

가. 조사, 계획

1) 업무현황, 개발환경 조사

2) 사용자 요구사항

3) 개발목표, 범위 및 기대효과

4) 소요예산 추계

5) 개발계획 수립(자체,용역,SW패키지도입 여부 결정)

나. 업무개발 의뢰부서에 개발계획 통보



④ 업무분석 및

설계

○ 업무분석 및 설계단계에서는 현행 업무부서의 실태를 분석

하고 시스템을 설계

가. 업무분석

1) 연구관리, 협약, 재무, 회계, 감사팀 등과의 현행 업무분석

2) S/W 및 H/W 요구사양 분석

나. 설계

1) 시스템 구조 및 흐름도 작성

2) 입출력, 코드, 파일 설계

3) 시스템 모듈 구조 설계

4) 데이터베이스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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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스템 운용 절차 및 방법(C-RAMS 유지 보수)

① 사용자
요구사항 접수
(연중수시)

○ 연구자 및 연구관리,협약,재무,회계,감사팀으로부터 
C-RAMS 연구비관리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접수 


② 업무분석 및

협의
○ 사용자 및 담당자로부터 접수된 요구사항을 분석 및 협의하

여 C-RAMS 시스템 개선 범위 설정 


③ 시스템 구현 및

시험
○ 개선사항에 대해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


④ 업무 매뉴얼

작성
○ 수정(개발)완료된 C-RAMS 시스템의 업무 매뉴얼을 작성   


⑤ 시스템 설치 및

배포
○ 수정된(개발)완료된 시스템 설치 및 배포



⑤ 시스템 구현

○ 업무분석 및 설계를 기반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실시

가. 프로그램 명세서 작성

나. 프로그램 작성

다. 단위 테스트

라. H/W 및 S/W 설치



⑥ 시스템 시범

운영

○ 시스템 구현이 완료되면 시범운영을 실시

가. 시험

1) 시험처리 결과 및 조치 방안

2) 시스템 운영 계획안 마련


⑦ 업무 매뉴얼 작

성 및 사용자교육

○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고 사용자 및 담당자 교육을 실시

가. 업무 매뉴얼 작성

나. 사용자 및 담당자 교육


⑧ 시스템 운영 ○ 시스템 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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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운영 관리(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등)

가.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C-RAMS) 관리 절차

 ① 서버관리시스템

   (일일점검 실시)



 ② 서버 접속

   • C-RAMS 서버
➡

③ 로그 및 사용 용량 

   확인

   • CPU 사용률

   • Memory/Hdd 사

용량 등 

➡ ④ 서버 모니터링 완료

 

(매일 새벽 4:00)


 


 ④ 문제 발생 시 원인 

    파악


 ⑤ 문제 해결

 

프로그램 소스 

및 DB 백업

○ 서버관리시스템에서 C-RAMS 서버의 CPU, RAM, HDD 수치 확인

○ 이상이 의심스러운 서버에 접속하여 기본적인 로그 파일을 확인

○ C-RAMS 웹 서버의 경우 웹 정보 관련 로그 파일을 확인

○ 문제 발생 시 원인을 파악하여 보고 한 후 빠른 시일 내에 복구

○ 서버의 운영체제에 따라 별도의 보안 정책을 적용

- Unix 경우 기본적으로 필요한 포트만 열고 Telnet 접속 가능한 PC를

선별하여 접속을 허용

- 윈도우서버 경우 보안 업데이트 패치를 매번 확인하여 설치하고 사용

되는 포트외 다른 포트는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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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AMS에 대해 학내․외에서의 Telnet 및 원격접속은 기본적으로

불허하게 설정하고 서버용도에 따라 서버관리자에게만 접속 허용

나. 시스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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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스템 구성(HW/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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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Report Designer 서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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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프로그램 및 로그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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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웹(WEB) 서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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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처

연구진흥과
(연구회계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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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학협력단 자체 정기감사

가. 목적
○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의 연구비 중앙관리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감사시스
템을 구축․운영

○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 평가기준인 내부통제 시스템(회계감사)의 제
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행복한 연구를 지원하는 기반

구축

나. 관련법규
○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정관 제23조

○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감사규정 제14조 제3항

다. 주요내용
○ 업무개요
- 연구비집행의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관행

으로 여겨진 연구비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내․외부의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통하여 연구비 오․남용 등의 부적정 집행을 방

지하며 같은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방안 구축
○ 세부업무 처리요령

- 감사대상 : 산학협력단 회계, 일반업무 집행, 관련규정 및 교육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총장의 요청사항, 기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
- 감사주기 : 연구비 집행결과를 토대로 연 1회 정기적 실시

- 감사생략 : 교육부,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 의하여 업무전반에 걸친 종합
감사를 수감한 경우에는 감사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당해연도 정기감사

생략 가능
- 감사반 구성

· 반장 : 산학협력단 연구회계감사실장
· 조장 : 담당주무(행정주사)

· 조원 : 담당직원
· 공통처리 : 담당주무, 담당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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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방법

· 감사반은 09:30부터 18:00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감사 실시
· 이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확인․점검하고, 이후의 업무처

리 상황을 점검하여 동일 사례의 재발사항 유․무를 집중 감사
- 감사결과 처분의 대상

· 지적된 사항의 원인행위를 한 자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지도와 감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

다고 인정되는 감독자
· 지적사항이 발생되도록 영향을 미치게 한 자

- 감사결과 처분
· 신분상 처분 : 징계(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 행정상 처분 : 시정, 개선, 통보
· 재정상 처분 : 변상, 추징, 회수, 보전

※ 징계시효 :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

라.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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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학협력단 자체 특별감사

가. 목적
○ 연구비집행 증빙자료에 대한 적법 타당성을 검토하여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부실 또는 낭비요인을 차단하고,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

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등을 촉구

나. 관련법규
○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감사규정 제14조제4항

다. 주요내용
○ 업무개요

연구비의 오․남용, 부적정 집행 등을 불시에 점검하거나 또는 각종 제

보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여 연구비의 적정 집행과 투명성 제고

○ 세부업무 처리요령

- 감사대상 : 연구과제 및 주요사업의 진행 또는 종료된 후(해당 과제에

대해 감사규정 제23조(연구비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에 관한 사항 및

총장의 요구사항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감사주기 : 상시(감사대상 발생시)

- 감사반 구성

· 반장 : 산학협력단 연구회계감사실장

· 조장 : 담당주무(행정주사)

· 조원 : 담당직원

- 감사방법

· 감사규정 제24조(제보자의 권리보호) 및 제25조(피감사자의 권리보호)

에 의해 감사 진행 시 관련 내용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해야 함

- 감사결과 처분의 대상

· 지적사항이 발생되도록 영향을 미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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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결과 처분

· 신분상 처분 : 징계(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 행정상 처분 : 시정, 개선, 통보

· 재정상 처분 : 변상, 추징, 회수, 보전

※ 징계시효 :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

라.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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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학협력단 자체 일상감사

가. 목적
○ 연구과제 및 주요사업이 종료된 후 연구비집행 증빙자료에 대한 적법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부실 또는 낭비요인을

차단하고,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등

을 촉구

나. 관련법규
○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감사규정 제14조 제2항

○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일상감사지침 제5조

다. 주요내용
○ 업무개요

연구관리부서에서 작성한 회계검증보고서를 검토하여 확정하고, 연구비

의 오․남용, 부적정 집행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연구비의 적정 집행과

투명성 제고

○ 세부업무 처리요령

- 감사대상 : 연구관리부서에서 작성된 일반과제 및 위탁과제의 회계검증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제

- 감사주기 : 상시(감사대상 발생시)

- 감사반 구성

· 반장 : 산학협력단 연구회계감사실장

· 조장 : 담당주무(행정주사)

· 조원 : 담당직원

- 감사방법

· 지원기관의 관리규정(지침)에 따라 모든 지출증빙서류에 대해 전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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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결과 처분의 대상

· 지적된 사항의 원인행위를 한 자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지도와 감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

다고 인정되는 감독자

· 지적사항이 발생되도록 영향을 미치게 한 자

- 감사결과 처분

· 행정상 처분 : 시정, 개선, 통보

· 재정상 처분 : 변상, 추징, 회수, 보전

※ 징계시효 :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

라.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연구처

산학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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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접비관리

가. 목적

○ 전담기관에서 간접비를 총체적으로 운영, 관리함으로서 연구활동지원의

효율성 및 운영합리화 기여

○ 전담기관을 통한 객관성, 명성있게 유지, 관리함으로써 간접비 집행의 대

외적 신뢰성 확보

나. 관련법규

○ 전남대학교학술연구진흥에관한규정

다. 주요내용

○ 업무개요

- 본교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간접비 징수대상 및 징수요율 결정,

간접비 예산 편성

· C-RAMS 연구비중앙관리시스템에 선정된 과제정보 입력시 간접비

징수율(금액)을 입력함

·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입금되면 연구비 세입처리를 함과 동시에 과제

정보에 입력되어 있는 징수율에 의해 자동으로 간접비를 징수함

- 대학, 연구소, 연구책임자의 집행요구서에 따라 지급함

○ 세부업무처리요령

- 간접비의 징수대상 및 징수요율은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 예산의 편성

관리기관은 간접비 예산안을 편성하여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간접비의 사용용도

- 연구시설유지 및 보수 경비

- 연구활동 지원인력의 인건비

- 기타 연구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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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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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D사업 협약 체결 및 관리

가. 목적
○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의 지원신청 및 관리를 중앙 집중함으로써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

○ 연구지원 체제의 통일성을 확립하여 연구활동 수행의 수월성 제고 및 연

구 여건 개선에 기여

나. 관련법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전남대학교학술연구진흥에관한규정

○ 전남대학교연구비중앙관리지침

○ 각 지원기관 연구비 관리지침

다. 주요내용
○ 업무개요

- 대학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제반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집행하

는 절차를 일정한 전담기구가 연구자 개인을 대신해서 통합적으로 관리

하는 연구비 관리체계

- 연구과제의 협약에서부터 집행 및 정산까지의 과정을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에 대한 회계감사나 이해관계 기관 또는 개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기록 비치하는 업무

○ 지원기관

- 교외연구비

· 정부(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

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 지방자치단체

· 민간기업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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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교외)

- 정보수집 및 연구정보 안내

· 각 정부부처별 사업 공고 내용을 담당자별로 교내 전산망 게시 및 연

구자 개인 전자메일, SMS문자 안내 등을 통하여 관심있는 연구책임

자 및 연구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 담당자는 공고내용을 파악하여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비목별 예산

산정기준(작성요령)” 등을 숙지하여 상담 역할을 수행한다.

- 연구계획서(지원신청서) 제출

· 신청자는 지원기관에서 제시한 서식을 이용하여 관련 지침에 따라 계

획서를 작성한다.

· 주관기관 부담금이 지원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신청자는 산학협

력단장과 상의하여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현물인 경우 인건비는 전남대학교연구비중앙관리지침(각 연구책임자

직급별 단가)에 따라 참여율을 계상하고 연구기자재 또는 시설의 사

용경비는 제조 또는 구입 원가의 20% 이내에서 계상하며, 임차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의 사용경비는 임차 비용의 20% 범위 내에

서 현물로 계상한다.

· 신청자는 작성한 계획서를 제출마감기한 3∼5일 전에 산학협력단에

미리 제출하여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 담당자는 지원기관의 “비목별 예산산정기준”에 따라 예산서를 검토하

여야 하고, 간접비는 지원기관에서 정산 기준을 따르되 별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전남대학교연구비중앙관리지침을 준용한다.

· 산학협력단에서 사전검토 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운영

위원회 또는 별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연구과제 선정[연구계약(협약) 체결]

· 지원기관에서 요구한 양식으로 협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쌍방간 날인된 협약서 원본 1부는 산학협력단에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는 사본으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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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된 과제는 다른 사업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두어 관

리하여야 한다. 단, 중앙관리로 인해 통장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개인과제 또는 소액과제는 통합통장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선정된 과제는 과제별로 별도의 연구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협약서 원본 및 실행예산서가 포함된 계획서는 별도 부여한 연구관리

번호에 따라 바인더에 보관한다.

- 연구비 청구 및 수령

·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와 방법으로 지원기관에 연구비를 신청한다.

· 연구비 수령 후 담당자는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카드 발급 및 관리

· 선정된 과제는 각각 개별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연구협약 담당자는 관리하는 과제에 해당하는 법인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대장에 기록하고, 연구책임자에게 인계하는 날짜를 기재하

여 관리하여야 한다.

- 과제관리

· 협약 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원기관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주

관 및 전담기관에 승인요청하거나 또는 자체변경사항으로 처리하고

사후 결과 통보한다.

* 승인요청사항

** 주관 및 참여기관(참여기업, 위탁기관 등) 연구책임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 연구책임자가 국내외 기관에 6개월 이상 파견나가는 경우

** 3천만원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변경, 기간 연장

**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증액하려는 경우

** 위탁연구개발비를 당초계획보다 20% 증액하려는 경우

** 기타 지침에서 정한 승인 필요 사항

* 자체변경사항

** 연구(보조)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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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및 직접비 예산 감액

** 직접비 내에서 세부비목 간 예산 변경

※ 위 사항은 각 사업별로 규정이 상이할 수 있음

· 이자는 별도의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를 직접비의 항목의 예산에 편성

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도 통장이 없이 통합통장

으로 관리하는 과제의 이자 산정은 해당사업에서 정한 방법으로 하되,

별도 방법이 없는 경우 다음 공식으로 산정한다.

※ 이자 산정공식 : (연구비*0.01)*0.5(소멸지수)/연구개월수

- 연구비 지급 및 정산

· 프로그램에 등록된 과제는 책임자가 “연구비지급신청서”(프로그램에서

출력)를 연구재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사업기간 내에 집행할 수 있

도록 한다.

· 사업이 종료된 과제는 협약서에 명시한 기간 내에 사업비 사용실적보

고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주관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에 송부한다.

· 정산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10일 이내

전담기관에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책임자가 소명자료

와 함께 산학협력단을 통해 신청한다.

- 중간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이 종료된 과제는 정해진 기간내에 중간보고서 및 (최종)결과보고

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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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지

원

기

관

지원계획 통보

신청서 제출

 
지원대상자 통보

1차연구비 배정

 
연구계획변경 신청

 
연구계획변경 승인

중간보고서 제출

 
2차연구비 배정

결과보고서 제출

 

산

학

협

력

단

장

지원계획 이첩
 

신청서제출        
 
지원대상자 통보

 

연구계획변경 신청
 
연구계획변경승인통보

 
중간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 제출
 

사

업

단

장

․
연

구

소

장

지원계획 이첩
 

신청서제출        
 
지원대상자 통보

 

연구계획변경 신청
 
연구계획변경승인통보

 
중간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 제출
 

연

구

책

임

자

연구비 이관

연구비중앙관리계정
            연구비지급

               정산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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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남대학교 교내연구비 집행

가. 목적

○ 교내연구지원사업 지원계획(연구진흥과)에 의거 여수캠퍼스 교원의 교내

연구지원사업비를 적정 집행

나. 관련법규

○ 전남대학교학술연구진흥에관한규정

○ 전남대학교연구비중앙관리지침

○ 전남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 시행세칙

다. 주요내용

○ 지원분야

- 학술연구비, 연구년, 학술도서출판, 예체능분야 발표회(전시회), 교원해

외파견연구, 우수연구자연구비, 학술지 논문게재장려금, 국제학술회의 논문발표

참가경비, SCI 논문 영문교정, 부설연구소, 외부연구과제 개발비, 전남대학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등

라. 추진절차

○ 공통사항

- 연구계획 변경

연구 수행중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지원계획 수립

(연구진흥과)
ð

교원 신청

(대학장
추천)

ð

선정 및
통보

(연구진흥과)
ð

연구비 지급
신청내역검토 및
집행(산학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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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 집행

․ 연구비는 연구비카드사용내역 등을 지급요청하여 정산함

․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

- 결과보고

연구기간종료 후 1월 이내에 연구결과 개요보고서를 C-RAMS에 등록

하고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내 국제수준 또는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

학술지에 게재하고 C-RAMS에 논문을 등록하여야 함

- 연구비 회수 및 제한

소정 기일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에 대해서

는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해외파견, 연구비신청

등에 제한을 가할 수 있음

※ 참고 : 연도별 교내연구 지원사업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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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종 세무신고 자료 제출  

가.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 신고 제출 서류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입·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나. 원천세(근로·퇴직·기타소득)

구  분 유 형 별 신고대상기간 신고·납부기한

제1기
예정

계속사업자
01.01.∼03.31.  4월 25일

04.01.∼06.30.  7월 25일확정

제2기
예정

계속사업자

07.01.∼09.30. 10월 25일

10.01.∼12.31.  1월 25일확정

구  분 소득 종류 신고납부기한 제출대상 서류

원천징수
근로,퇴직,

기타소득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연말정산 근로,퇴직소득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지급명세서

근로,퇴직소득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기타소득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행정업무편람

기획조정처

◔ 기획조정과

◔ 대외협력과

기획조정처

기획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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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위원회 운영

가. 기능
○ 대학발전과 학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나. 주요 심의사항

○ 대학발전계획과 연차별 운영계획

○ 중․장기 교육 및 연구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중․장기 시설계획 및 환경조성계획의 수립 및 조정

○ 건물 및 각종 시설물의 규모와 배치, 용도 및 공간 조정

○ 대학평가에 관한 계획

○ 학술교류협정 기본계획 수립

○ 대학 주요 홍보에 관한 계획

○ 기타 기획에 관한 중요 사항

다. 업무 흐름도

안건제출-심의요구
(각 기관 및 부서)

➞안건접수
(기획위원회위원장)

➞ 안건심의요구
(기획위원회위원장)

➞

기획위원회 소집 및 안건 심의
(기획위위원회 회의개최)

➞총장에게 심의결과보고
(기획위원회위원장)

➞ 심의결과 통보
(각 기관 및 부서)

라. 위원회 구성

당연직(4명): 기획조정처장, 사무국장, 행정본부장, 기획조정부처장

평의원회 추천직(1명): 평의원회 추천 1인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9명)

☞위원장은 기획조정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부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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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 건물 및 토지 사용 승인

가. 목적
○ 대학교의 건물 및 토지의 공개념화를 위한 건물 및 토지 사용 승인을 통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활용을 극대화

나. 주요내용
○ 건물 및 토지의 사용과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전남대학교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음

- 건물 사용 및 구조 또는 용도 변경 등

- 건물 공간 직권 배정(새로운 수요 발생 및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신축건물의 공유(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위한 공유 공간으로서의 신축

건물의 용도 및 배정)

다. 업무 흐름도(①기획위원회 심의 필요시)

건물 및 토지
사용 신청

(각 기관 및 부서)
➞ 신청접수

(기획위원회위원장)
➞
①

안건심의요구
(기획위원회위원장)

➞
↘②

안건심의
(기획위원회)

➞
총장에게 

심의결과보고
(기획위원회위원장)

➞
건물 및 토지사용 
승인사항 통보

(각 기관 및 부서)

관련업무 의사결정 단계 및 시기 판단

· 건물공간의 단순 구조 및 용도 변경 승인: 기획조정처장 전결

· 신축건물 공간 배정 및 새로운 공간수요에 따른 직권배정 승인: 기획위원회 심의 

및 보고 후 총장 결재

※ 관련규정 : 전남대학교 건물 및 토지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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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요람(국문·영문 전자요람) 발간

가. 목적
○ 대학의 연혁, 조직, 대학생활, 각종 현황 및 교과과정, 규정 등을 수록하여

대학구성원 및 일반인들에게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우리대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각종자료의 작성 및 학사업무의 기본 자료로 활용

○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상시검색이 가능한 전자요람으로 발간

나. 주요내용
○ 연혁, 조직

○ 대학의 각종 현황 및 대학생활안내 자료

○ 대학(원), 부속기관, 연구기관, 센터 및 기타 기관 소개

○ 학술연구, 학생활동 및 학칙 자료 등 수록

다. 업무흐름도

기본계획수립 ➞ 각 기관(부서)별 
자료 작성 의뢰

➞ 자료수합․정리 ➞

1차 편집․교정 ➞ 2차 교정 
각 기관(부서)별 

➞ 홈페이지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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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학회계 예산편성

가. 목적
○ 대학 내 각 회계별 재정현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대학발전계획과

연계한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을 근거로 통합적, 중․장기적 시계에 의한

재원 배분

○ 한정된 재원 내 합리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학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

나. 관련법규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전남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다. 주요내용
○ 중․장기 및 차년도 재정운용계획 수립

- 중․장기 및 차년도 재정운용계획 설명회 개최 및 의견수렴
- 예산편성조정위원회, 재정위원회 심의
○ 주요사업 계획서 심의 및 계수조정 : 예산편성조정(소)위원회

○ 등록금 책정 :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

라. 업무 흐름도

예산편성기초자료작성
(세입․세출추계) ➞

중․장기 및 차년도
재정운용계획 수립 ➞

재정위원회 심의
(재정운용계획 심의) ➞

(재무과) (기획조정과) (재무과)

세출예산 편성지침 작성
지출한도 통보 ➞

예산편성조정(소)위원회
(사업계획서심의및계수조정) ➞

등록금심의위원회
(등록금 책정) ➞

(재무과) (기획조정과) (기획조정과)

최종 지출한도액 통보
기관별각목명세서수정 ➞ 예산(안) 심의 ➞ 예산(안) 확정

(재무과) (평의원회)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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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정운용계획 수립

가. 목적
○ 중․장기 대학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중․장기적 시계에서 대학재정을

총괄하는 재정운용 전략과 재원배분 방향제시

○ 대내․외 환경변화(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비한 재정운용계획 수립을 통한

대학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

나. 관련법규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
○ 「전남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제12조

다. 주요내용
○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수립
- 대내․외 재정운용의 여건과 전망을 근거로 대학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사업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단년도
예산과의 연계전략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

- 회계연도 개시 전 120일 전까지 각 기관의 장에 통지
○ 차년도 재정운용계획 수립

- 차년도 세입․세출 추계자료를 근거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여
- 재정운용 방향, 세입(학생수 반영률, 입학금 수업료 책정에 관한 사항 등)

추계 근거, 기본사업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

라. 업무 흐름도

자료 수집 및 분석 ➞ 재정추계
자료작성

➞ 재정운용계획 수립 ➞

재정운용계획
설명회 및 의견수렴

➞ 재정위원회 심의 ➞ 재정운용계획 통보
(각 기관 및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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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산편성조정위원회 운영

가. 목적
○ 재정위원회 심의․의결 전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사업계획서

심의, 계수 조정 등의 예산조정 기능 수행

○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어 운영

나. 구성
○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을 포함하여 22명으로 구성

- 당연직 위원 10명, 임명직 위원 12명

다. 주요 심의사항
○ 중․장기, 차년도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 예산의 적정규모와 재원 확보

○ 대학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 검토․조정

○ 기타 총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업무 흐름도

안건제출-심의요구
(각 기관 및 부서)

➞
예산편성조정위원회심의
(재정운용계획심의,
소위원회 구성)

➞
예산편성조정소위원회

심의
(사업계획서심의,예산조정)

➞

심의결과 통보
(각 기관 및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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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생등록금 책정

가. 목적
○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소득, 등록금

의존율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

나. 관련법규
○ 「고등교육법」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 「전남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다. 주요내용
○ 등록금 책정과 적정 배분에 있어 구성원들의 이해와 공감할 수 있는

재정추계 자료 작성

- 차년도 세입(등록금 등), 세출(인건비, 기본운영비, 주요 사업비 등) 증감

현황을 파악하고,

- 소비자 물가상승률, 타 대학 등록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학과(전공)별

차등 책정

○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라. 업무 흐름도

등록금 책정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예산(안) 작성

(예산편성조정위원회)
➞ 등록금 책정(안) 작성 ➞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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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정사업 평가

가. 목적

○ 당초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었는가를 심사하고,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및

집행의 타당성을 평가함으로써 차기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재정사업평가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한 중점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 강화

나. 관련 법규

○ 전남대학교평가규정 제2조 3호에서 재정사업평가

(가. 재정지원사업 심사․평가, 나. 예산의 효율적 운영 평가)

다. 주요내용
○ 본부 및 부속시설 단위사업 재정사업평가

- 평가주기 : 매년

- 평가시기 : 9～11월

- 평가대상 : 본부 및 부속시설 대학회계 주요사업비 중 3,000만원 이상

단위사업 또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평가내용

· 편성의 합리성 : 목표의 적합성, 소모성 예산 편성비율

· 집행의 효율성 : 소모성 예산 집행비율, 불용액 비율

· 사업성과 : 대내 목표 달성도, 대외 평가기준 달성도, 애로사항

· 개선사항 : 사업추진에 따른 자구노력

· 예산절감 방안

○ 대학(원) 및 본부직할학부 재정사업평가

- 평가주기 : 매년(2010년부터 시행)

- 평가시기 : 4～8월

- 평가대상 : 대학(원) 및 본부직할학부 대학회계 주요사업비

- 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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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의 합리성 : 예산의 적합성, 편성의 구체성 및 명료성

· 집행의 효율성 : 집행의 적합성

· 사업실적 : 교육투자 실적률, 취업률, 연구실적률, 외부 지원금 집행실적

· 개선실적 : 개선계획 충실도

라. 업무 흐름도

평가시행계획수립 및 평가위원회 구성 -- 기획조정처 기획조정과

⇩

평가대상 사업 선정 -- 평가위원회

⇩

평가시행계획, 평가기준, 평가대상사업 통보 -- 기획조정처 → 대상기관

⇩
평가기준에 의거 자체평가 실시
자체평가서 평가위원회 제출 -- 집행부서(기관)

⇩

서면평가 실시 -- 평가위원회

⇩

평가결과 총장 보고 -- 기획조정처 → 총장

⇩

평가결과 보고서 발행 및 기관 통보 -- 기획조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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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학 특성화 사업

가. 목적
○ 강점 및 비교우위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대학 경쟁력 향상의 동력 확보

○ 지방대학의 특성화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연구 특성화, 취업률

향상을 위한 지역 기업 대상의 산학맞춤형 교육 특성화

나. 주요내용
○ 특성화 추진 현황

구분 운영시기 추진 분야

1단계 특성화사업
2007~2009 

(3년)

- 16개 사업단(55개 학과/부)
- 문화(8), 의생명(4), 농생명(1), 에너지재생(1), 

광산업(1) 미래해양전략(1)

2단계 특성화사업
2010~2012

(3년)
- 9개 사업단(22개 학과/부)
- 연구중심(5), 교육중심(4)

3단계 특성화사업
2013.5.~2014.4. 

(1년)
- 10개 사업단(23개 학과/부)
- 교육중심(5), 연구중심(3), 융복합학문(2)

CK-1

지방대학 
특성화사업(CK-1)

2014.7.~2019.2.
(2+3년)

- 7개 사업단
 ※16.9월(중간평가) 이후 4개 사업단

자율 특성화사업
(CK-1 예비사업단)

2015.1.~2017.2.
(2년)

- 5개 사업단(12개 학과/부)

○ 내용

-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교육부 사업으로 지역사회 수요에 기반한 비교

우위 분야의 특성화를 통해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을 지원

- (자율 특성화사업) CK-1 예비 사업단 발굴을 목적으로 특성화분야의

집중 육성을 통한 교육․연구 인프라 구축 및 특성화분야에 대한 각

연차별 사업비 지원

※ 2016년 기준 4개 사업단 연간 약 120,000천원(각 사업단 약 3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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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절차(자율 특성화사업)

사업추진계획수립

(대학구성원 의견수렴)
➞ 사업신청서 제출

(각 사업단)
➞ 자격심사

(기획조정과)
➞

서면․발표평가

(특성화전략추진단)
➞ 사업단 선정

및 사업비 지원
➞ 사업수행 ➞

사업단 사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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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학평가

가. 목적
○ 대학 자체평가 과정을 통해 대학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발전하는

실질적인 계기를 마련

○ 평가기관이 제시한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하여 문제를 진단 규명하고

그 해결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실천해 나감으로써 대학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세계 우수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

나. 주요내용
○ 내부평가

- 대학 자체평가(평가주기 : 2년)

- 부속시설 평가(평가주기 : 2년)

- 학과(부)평가(평가주기 : 1년)

○ 외부평가

- 중앙일보 대학평가, 조선일보-QS 아시아 대학평가, THE세계대학평가

- U.S News 세계대학평가, 기타 해외전문기관 평가

- 한국대학평가원 대학기관평가인증

- 산업계관점평가

다. 업무흐름도

평가계획 통보 ➞ 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 ➞ 자체평가실시 ➞

평가기관 대 학 대 학

자체평가 연구보고 
서 작성 및 제출 ➞ 서면평가 ➞ 현지방문평가 ➞

평가기관 평가기관대 학

평가결과 심의 및 발표 ➞ 평가결과의 활용
및 평가사업비집행

평가기관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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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남대학교 통계연보 발간

가. 목적
○ 우리대학의 각종 통계자료를 매년 4월1일 기준으로 조사, 최근 5년 자료를

수록하여 교육정책 입안 및 학사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

나. 주요내용
○ 최근 5년간 대학의 교원, 직원, 학생, 예산, 시설 등의 현황 및 각 부속

기관별 현황 수록

○ 기준일 : 매년 4월1일

다. 추진절차

기본계획수립 ➞ 각 기관(부서)별 자료 

작성 의뢰
➞ 자료수합․정리 ➞

편집․교정 ➞ 인쇄․배포

기획조정처

대외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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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봉포럼 개최

가. 목적
○ 대학의 사회연대를 강화하고 교육과 연구의 실용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내용 : 사회․문화예술․교육, 과학기술연구, 경제․산업 등 각 분야를

이끌고 있는 주요 인사들을 초청하여 토론의 장을 마련

○ 운영시기 : 연중 균형 있게 실시

○ 운영방법

- 본부 주관 연사 초청 강연회 : 월 1회 정도

- 단과대학 및 부속기관 주관 초청 강연회 : 수시

※ 대외협력과에 연사 추천 및 연중계획 반영 예산지원

- 수시 연사 발굴 초청 강연회 : 수시

다. 업무 흐름도

용봉포럼 초청 연사 

추천 의뢰 
(각 기관 및 부서)

➞
연사 발굴 및 

용봉포럼 신청 접수
(대외협력과)

➞
초청연사 선정 및 

기관별 행사 예산 

지원 확정

➞

용봉포럼 개최 준비 

및 각기관 예산지원
(대외협력과/주관기관)

➞
용봉포럼 개최

1. 본부주관 (대외협력과)

2. 각 기관주관 (예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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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전기금 조성 및 기부자 관리

가. 목적
○ 대학의 재정을 확충함으로써 열악한 교육․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우수

한 인력의 육성과 더불어 고등교육시장 개방과 대학 법인화에 대비

나. 관련법규
○ 전남대학교발전후원회규정

다. 주요내용
○ 발전기금 조성 홍보

○ 발전기금 접수 및 조성액의 이관

○ 발전기금 기부자 관리

○ 기부자 예우

라. 업무절차(업무 흐름도)
○ 발전기금 조성 홍보

- 조성안내 책자 발간, 대학신문 게재, 학교 소식지 게재, 발전기금 홈페

이지에 기부소식 게재

○ 발전기금 접수 및 사무처리 과정

기부자

약정서 제출
➞ 기부액

납부
➞ 발전기금

시스템 입력
➞

영수증 및 

감사의 편지

발송

➞ 기부자 

예우

※ 기부자는 약정시 기탁용도 및 기관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음

○ 기부금 조성액의 이관

- 현금은 조성된 일정액의 발전기금을 일반기금과 목적경비로 구분하여

재단에 이관

- 현물은 기탁자의 지정기관 또는 기탁 목적에 적합한 기관에 이관 및 관

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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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기금 기부자 관리

- 기부자의 기본 인적사항, 연락처 입력 관리

- 기부자별, 지정용도별, 조성방법별로 DB를 구축하여 관리

- 발전기금의 월별 및 연도별 통계

○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

- 조세감면법규에 따른 세제혜택

- 기부금액에 따라 교우명칭 부여하여 전남대 가족으로 모시며, 현관에

교우에 따른 명패를 부착하여 영구히 보존

․ 창조교우 : 5억원 이상 ․ 용봉교우 : 1억원 이상

․ 진리교우 : 7,000만원 이상 ․ 무등교우 : 5,000만원 이상

․ 매화교우 : 3,000만원 이상 ․ 동백교우 : 1,000만원 이상

․ 철쭉교우 : 500만원 이상

- 일정기금 출연자에 대한 감사패 증정

․ 감사패 : 500만원 이상 기부자

- 달력 및 총장 연하장 발송

- 홍보 기념품, 명절 조품 발송

- 모든 발전기금 기부자는 우리대학교 교사(校史)에 기록 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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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가. 목적
○ 대학의 주요 정책 및 구성원들의 성과를 발굴하여 언론 매체를 통해 널

리 알림으로써 대학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

○ 보도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홍보

○ 우리대학 관련 기사 및 교육/사회 관련 기사를 매일 스크랩하여 구성원

과 공유함으로써 대내외 정보 흐름을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

도록 유도

나.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기획 ➞ 홍보자료 발굴 및 요청 접수 ➞ 취재 ➞

보도자료 작성 ➞ 언론사에 배포 ➞ 홈페이지 게시 ➞

보도기사 스크랩 ➞ 보도기사 DB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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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입기자 관리 및 취재협조

가. 목적
○ 대학 출입기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대학에 대한 신뢰 제고

○ 정기 및 수시 간담회를 통해 대학 주요 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

○ 언론사 자료 요청 시 관련 부서로부터 자료 수합해 정확한 보도와 긍정

적인 방향의 기사 유도

나.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출입기자 

수시 간담회
➞ 대학 이슈 및 

정책 홍보
➞ 신뢰 제고

출입기자 

정기 간담회
➞ 대학 주요정책사항 홍보 ➞ 이해도 제고

언론사 자료 요청 ➞ 관련 부서로부터 자료 

수합
➞ 자료 분석

긍정적일 경우 자료 

정리 후 제출
➞ 부정적일 경우 원인, 

대책을 함께 제공
➞ 대학 이미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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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장 주요원고 작성 및 교정

가. 목적
○ 주요 행사의 축사 및 격려사, 환영사, 언론 인터뷰 자료, 대내외에 보내는

총장 서한문 등을 작성 또는 수정하여 총장의 업무 수행 지원

나.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원고 요청 ➞ 글의 성격 분석 ➞ 기초자료 수집 ➞

원고 작성 ➞ 총장실 수정 ➞ 최종원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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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캠퍼스 투어 운영

가. 목적
○ 캠퍼스투어를 희망하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 및 일반인, 외국인등을 대

상으로 학생홍보대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순서에 따라 우리대학을 소개

하고 홍보하는 프로그램

나. 주요내용
○ 행사명 : 캠퍼스 투어

○ 내용 : 전남대학교 역사, 역사관, 본부, 각 단과대학 및 부속기관, 용지,

정문 등

○ 참가자격 : 초ㆍ중ㆍ고등학생, 일반인, 외국인 등

○ 접수방법 : 전화 상담후 인터넷(cnutour.jnu.ac.kr)으로 신청
○ 행사진행 : 학생홍보대사

○ 투어운영시간 : 캠퍼스투어 지정시간제 운영

- 월, 수, 금 : 오전 10시, 오후 1시

- 화, 목 :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30분

○ 투어 인원: 1회 투어 시 20명 ∼ 150명 이하

다. 업무처리 흐름도

캠퍼스투어 신청

(홈페이지, 유선)
➞ 신청자 접수 ➞ 캠퍼스투어 신청 

접수 결재
➞

캠퍼스투어 

승인,거부 통보
➞ 캠퍼스투어 진행 ➞ 캠퍼스투어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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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생홍보대사 운영

가. 목적
○ 캠퍼스투어(Campus tour)를 통해 대외 방문자에 대한 우리대학소개 및
이미지 제고에 기여

○ 입시설명회 등 대외기관 방문 홍보, 교내외 각종 행사지원, 온라인 홍보

등을 맡아 우리대학의 우수인재 유치에 기여
○ 다양한 교육, 연수 활동 등을 통해서 우리대학을 잘 알고, 알릴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하고, 우수한 동문 자원으로 활용

나. 주요내용
○ 모집인원 : 15명 내외
○ 모집대상 : 본교 2학년 재학생
○ 선발공고 : 12월중
○ 원서접수 및 면접 : 1월초∼중순
○ 합격자 발표: 2월초∼중순
○ 유니폼 제작 : 2월말
○ 위촉장 수여 및 소양교육 : 3월 초순
○ 홍보대사 교육 : 정기 교육 및 수시교육
○ 장학금 지급: 대학홍보장학금(1년차), 해외연수장학금(2년차)
○ 주요활동 : 캠퍼스투어, 교내행사지원, 홍보책자 및 홍보동영상촬영, 입시
홍보 및 입학사정관제 방문설명회, 예비대학 행사 진행, 온라인 홍보 등

다. 업무처리 흐름도

학생홍보대사 
선발공고(12월)

➞ 학생홍보대사  
원서접수(1월)

➞ 학생홍보대사  
합격자발표(2월)

➞

학생홍보대사 
소양교육(3월)

➞ 학생홍보대사 
교육실시(연중)

➞ 학생홍보대사 
장학금지급(1,6월)



- 284 -

8. 대학 홍보물 제작

가. 목적
○ 세분화된 정책목표와 홍보대상에 따라 홍보책자, 리플릿, 광고 등 대학홍

보물을 제작하여 대내외에 배포함으로써 대학 이미지 제고 및 우수인재

유치에 활용(고품격 세분화를 지향)

나. 주요내용
○ 대학 비전, 현황, 단과대학, 대학원(전문대학원), 학생교육프로그램, 연구

성과, 국제화프로그램, 장학제도, 동아리활동, 발전기금 등 대학정보 수록

○ 홍보물의 품격화, 세분화, 다양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자료를 활용해 시의

성 있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고등학교, 국내외 유관기관 및 단체, 방문인

사 등에 전달

다.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기본계획수립 ➞ 기획 및 편집위원회

운영
➞ 기초자료 수집 ➞

기초자료 

수합·수정
➞ 편집 디자인 ➞ 이미지 사진 촬영 ➞

초안·중간본 

교정
➞ 최종본 검토 ➞ 홍보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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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홍보 동영상 제작

가. 목적
○ 전남대학교의 역사, 글로벌시대에 맞는 인재양성 및 미래 비전, 지역사회

공헌 등을 담은 홍보동영상을 제작해 대내외적으로 공유함으로서 대학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홍보동영상 : 국문/영문

나.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기획 ➞ 편집위원회 개최 ➞ 방향 및 

컨셉 설정
➞

자료 수집 ➞ 시나리오작성

(외국어본 번역 의뢰)
➞ 촬영 및 편집 ➞

녹음 ➞ 시사회 개최

(3회이상)
➞ 수정·보완 ➞

최종본 감수 ➞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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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학교 달력 제작

가. 목적
○ 대학 구성원에게 주요 학사일정 안내

○ 주요 학사업무 계획수립 및 업무 추진에 활용

○ 대내외에 배포하여 대학 홍보효과 제고

나. 제작형태 및 배부
○ 제작 형태 : 벽걸이, 탁상용

○ 배부 시기 : 12월초

다. 발간절차

기본계획수립 ➞ 주제/이미지 선정 ➞ 학사일정 및 내용 

자료수집
➞

편집 및 디자인 ➞ 교정 및 인쇄 ➞ 제작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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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미디어포털 운영

가. 목적
○ 대학 소식 및 구성원들의 활동상, 대학 홍보자료 등을 웹사이트에 게시

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대학 이미지 제고에 기여

○ 이용자들의 기호 및 요구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이

용자의 만족도 극대화

나. 관련법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저작권법

○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전남대학교 개인정보보호방침

다. 주요내용
○ 사이트 URL : http://today.jnu.ac.kr

○ 사이트 구성

주요메뉴 하위메뉴

전남대 뉴스 주요뉴스, 연구소식, 학과·기관소식, 인물동정, 기사제공

소식나눔 공지사항, 공모전수상작, 오픈갤러리, 자유게시판, 주간식단

문화나눔 문화·공연, 이책이런내용좋다, 글이있는풍경, 캠퍼스줌인

영상나눔 생중계, 영상자료, 홍보동영상

e-CNU 홍보책자, 학년력, 뉴스레터

○ 기타 : 전남대 스토어 내 ‘전남대 VOD’, 미디어포털 영상콘텐츠와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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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 사이트 구축

기획 ➞ 자료수집 및 분석 ➞ 사이트 구성 ➞

컨텐츠 확정 ➞ 화면 디자인 시안 ➞ 디자인 확정 ➞

상세 화면 디자인 ➞ 코딩(웹문서 작업) ➞ 프로그램 개발 ➞

화면구성테스트 ➞ 브라우저 테스트 ➞ 컨텐츠 편집 ➞

웹 게시 ➞ 공개 ➞ 유지보수

○ 콘텐츠 업데이트

콘텐츠 수집 ➞ 편집 및 디자인 ➞ 코딩(웹문서 변환) ➞

웹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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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블로그 및 SNS 활용 홍보

가. 목적
○ 매체의 영향력, 접촉도, 활용도 등에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매체의 역할이

날로 강화됨에 따라 블로그 및 SNS를 대외 홍보채널로 활용
○ 포털 사이트에서 우리대학이 검색되는 빈도를 높여주어 대학이미지 제고

에 기여하고, 대학 온라인 채널(미디어포털, 뉴스레터 등)과 연동, 연계시
킴으로써 홍보의 시너지 효과를 강화

나. 주요내용
○ 전남대 블로그
- URL : http://blog.jnu.ac.kr
- 메뉴 구성

주요메뉴 하위메뉴

알립니다.

전남대 지금

전남대사람들 인물동정, 세상을 품에 안은 전남대인, CNU Diary

진로.진학가이드 전공이야기, 학생부종합전형

전남대갤러리 글이 있는 풍경, 포토갤러리, 전대영상

세상과 함께 말! 말! 말!

○ 트위터
- URL : https://twitter.com/yesCNU
- 제공내용: 학사, 장학, 취업, 공모전, 행사소식 등 제공, 대표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연결하여 상호작용 매체로 활용
○ 페이스북
- URL : https://www.facebook.com/ChonnamUniv
- 제공내용: 학사, 장학, 취업, 공모전, 행사소식 등 제공

○ 유투브
- URL : https://www.youtube.com/user/yesCNU
- 제공내용: 홍보동영상 콘텐츠 제공

다. 추진절차

콘텐츠 수집 ➞ 편집 및 디자인 ➞ 게시 ➞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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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온라인 뉴스레터 제작 발송

가. 목적
○ 우리대학의 주요정책, 성과, 소식 등을 담은 뉴스레터를 제작하여 메일로

발송하여 소통하고 공유하는 홍보 강화

나. 주요내용
○ 주간 뉴스레터(The CNU Weekly)

- 제공내용: 대학 소식, 총장동정, 입학정보, 발전기금 소식, 행사안내 등

- 제공방법: 교직원 대상으로 매주 제작하여 용봉아르미 메일로 발송

○ 월간 뉴스레터(The CNU Monthly)

- 제공내용: 대학 주요 성과 및 뉴스, 구성원 활동상 등

- 제공방법: 교직원, 학생, 동문, 외부인사 등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제작

하여 개인 이메일로 발송

○ 학사안내 및 행사안내 등 메일링 제작 발송

다.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자료수집 및 편집 ➞ 메일링 디자인 ➞ 코딩(웹문서 변환) ➞

브라우저 테스트 ➞ 메일 발송 ➞ 발송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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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IPTV 운영

가. 목적
○ 교내·외에서 개최된 주요행사나 대학소식을 IPTV를 통해 제공하여 외부

방문객과 구성원과의 공유, 소통 강화

나. 주요내용
○ 콘텐츠 제작 게시

- 공통 홍보자료: 전남대뉴스, 주요성과, 학생 홍보자료 등 주 1-2회 제작

및 배포(공문 및 아르미를 통해 각 기관 배포)

- 본부 게시자료: 외부인사 방문환영 및 행사안내 수시 제작 게시

○ IPTV 관리 및 모니터링

- IPTV 운영: 대학본부(1층 로비, 5층 입구), 구내식당(제1학생회관,

제2학생회관, 햇들마루) 관리

- 교내 IPTV 및 TV게시판 모니터링: 온라인 및 현장방문 점검 실시

※ 전체 현황: 47대(IPTV: 27대, 기타 TV 게시판: 20대)

다.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자료수집 ➞ 편집 및 디자인 ➞ 게시 및 배포 ➞ 송출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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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인터넷방송 운영

가. 목적
○ 각종 학술 관련 행사나 저명인사 초청 강연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함으로써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함

나. 주요내용
○ 인터넷생중계

- 인터넷방송용 장비가 설치된 장소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실시되는

행사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

다.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행정업무편람

사무국

◔ 총무과

◔ 재무과

◔ 시설과



사무국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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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규정 및 예규 제․개정

가. 관련근거
○ 고등교육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14호 및 제2항

○ 전남대학교 학칙 제83조제1항

○ 전남대학교 사무분장 규정 제12조제7호

○ 전남대학교 위임전결 규정

○ 전남대학교 규정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

나. 규정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 부총장

○ 부위원장 : 사무국장

○ 위원

- 당연직 : 각 처·국장, 학무본부장, 교무과장, 학생과장, 산학협력과장,

기획조정과장, 총무과장

- 임명직 : 법학 및 교육학 전공교원 각 1명(교무과에서 임명)

○ 간사 : 총무과 담당

다. 제정 및 개정절차
○ 학칙 및 규정 제·개정 추진 결재(발의 부서-최종 결재권자 : 총장) →

규정(안)에 대한 공고(5일 이상) (해당부서) → 규정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

(해당부서→총무과) → 규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총무과 → 해당부서)

→ 평의원회 심의 의뢰(해당부서(총장결재) → 평의원회) → 평의원회 심의

및 결과 통보(평의원회 → 해당부서) → 학무회 심의 의뢰(해당부서 → 교무과)

→ 학무회 심의 및 결과 통보(교무과→ 해당부서) → 규정 공포 의뢰(교무과

→ 총무과) → 규정 공포(총무과)

※ 규정심의위원회, 평의원회, 학무회에 심의 의뢰는 소관(발의)부서에서 하며,

심의 의뢰한 부서에서는 당해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 설명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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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심의 및 공포 의뢰 시 기술 내용
○ 제정(안)

- 제정이유

- 주요골자

- 전문

○ 개정(안)

- 개정 문

- 개정이유

- 주요골자

- 신․구조문 대비표

※ 공포 의뢰 시 개정된 전문 추가

마. 기술내용 기재방법
○ 개정 문

- 제명 다음에 줄을 바꾸어 “00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는 개정

문을 붙이고 다시 줄을 바꾸어 개정할 사항을 쓴다.

- 개정․삭제․추가되는 자구가 들어갈 위치가 규정 중 어느 부분인지

명확히 지정하여야 한다. 즉 조가 여러 개의 항․호로 이루어져 있거나

이것이 다시 단서 등으로 세분되어 있을 때에는 가능한 최소단위까지

인용한다.

- 어느 규정 중에 빈번하게 나오는 하나의 용어를 개정할 때에는 본칙의

끝부분에서 일괄 개정하되, 이 경우에는 일일이 각각의 조․항․호, 단서

등을 명시한다.

- 인용대상 자구는 개정내용과 관련 있는 최소한의 명사(복합명사 포함)

단위로 인용한다.

- 개정문은 조문 순서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개정문은 조 단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하나의 개정 문에 다수의 개정사항이 있는 경우 각 개정사항마다『-하고,

-하며』로 연결하고, 맨 마지막은 『-로 한다.』로 하여 문장을 마친다.

다만, 하나의 규정문장에 개정사항이 2이상 있는 경우 그 개정부분은 『-로,

-로』와 같이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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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일부개정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0조제0항 중 “․․․”을 “․․․”으로 하고, “․․․”을 “․․․”으로 하며,

“․․․”을 “․․․”으로 한다.

제0조제3항, 제0조제3항 단서 및 제0조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0조(000) ․․․․․․․․․․․․․․․․․․․․․․․․․․․․․

․․․․.

부칙(제0000호, 0000.00.0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개정)이유

- 의안의 제․개정 이유, 정책의 추진배경, 핵심이 되는 주요골자, 기본적

인 개선방향 등을 보다 상세히 기술함

- 정책의 추진배경으로는 정책의 기본방향, 현행제도의 문제점 등을 서술함.

- 기본적인 개선방향에는 제․개정되는 법령의 전체 내용상 또는 핵심이 되

는 제도변경에 추구하는 주된 기대효과를 서술함

○ 주요골자
- 현행내용과 개정내용이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함

- 제․개정하는 목적이나 배경, 제․개정내용의 장점인 기대효과에 대한 분석이
포함 되어야 함

- 주요골자의 표현형식
․(현행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여 (기대효과)를 도모함

․(기대효과 또는 개정취지)를 위하여 (현행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함
․(현행제도)는 (현행제도의 문제점)하므로, 이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함

․(현행제도)는 (현행제도의 문제점)하므로, 이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
하여 (기대효과)를 도모함

․(제도도입의 배경)하므로, (기대효과)을 위하여 (새로운 제도)하도록 함
- 주요골자 작성요령은 위의 예에 따르되, 내용이나 제정 또는 개정의

방식에 따라 적절하게 달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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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전문 중에서 장, 절, 조 및 이들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 장,

절, 조만 발췌하여 현행 및 개정(안)에 기재하되, 조이하 항, 호, 목 및

이들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까지 기재하여야 함.

- 이때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밑줄을 그어 표시함.

(“예시”)

현행 개정(안) 비 고

제9조(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석사과정은 3년, 박사과정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석·박사통합과정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휴학
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
지 아니한다.

제9조(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석사과정은 5년, 박사과정
은 7년을 초과할 수 없으
며, 석·박사통합과정은 8년
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

각 과정 재학
연한을 2년씩
늘려 학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
도록 함.

바. 기술내용 기재용지 규격 등
○ 편집용지 : A4

○ 용지여백 : 위쪽 30, 왼쪽 20, 오른쪽 15, 아래쪽 15, 머리말 0, 꼬리말 0,

제본 0

○ 용지방향 : 좁게

○ 글자모양 : 명조

○ 글자크기 : 규정제목 16, 장 12(진하게), 본문내용 12.

○ 장평 100, 자간 0

○ 줄간격 : 130

○ 각종서식(표) : 표만들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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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

가. 자체 종합감사
○ 관련근거

- 「전남대학교 행정감사규정」(제정 2013.10.1. 제1411호)

○ 감사의 기본방향

- 기관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법령에 근거한 행정사무의 적법성 확인

- 대학 주요 정책사업과 연계한 효과적인 기관 운영 및 개선방안 모색

- 국민 눈높이 상향에 부응한 기관의 청렴 수준 제고

○ 감사주기 : 본부, 대학(원), 부속시설로 구분하여 매 3년 주기로 실시

○ 감사반 구성

- 반장 : 감사실 사무관 및 위촉 감사반장(행정사무관 이상)

- 반원 : 반별 행정주사 2～3명(행정주사 또는 행정주사보)

 ※ 감사의 목적에 따라 교원 추가 편성

    ※ 반장 및 반원은 피감사 기관․부서의 감사범위 기간 동안에 당해 기관․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은 자 중에서 위촉함

○ 처리 절차

- 자체감사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통보(매년 3월) → 감사분야별 세부 실시

계획 수립 및 감사 실시 통보 → 착안사항 준비 → 감사요원 교육(사전

회의) → 감사 실시 → 감사반별 감사 결과 보고서 수합 및 정리 → 감사

결과 총장 보고 → 감사처분심의회 개최 → 감사 결과 처분확정(총장) 보고

→ 처분 통보(감사 종료후 2개월 이내) → 조치결과 수합(처분 통보 후 1개월

이내) → 조치결과 보고

○ 감사방법: 실지감사 및 서면감사 등 병행

○ 감사결과 처분의 대상

- 지적된 사항의 원인행위를 한 자(여기에는 분임자, 대리자, 보조자까지

포함됨)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지도와 감독책임을 다하였더라면 지

적된 사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 인정되는 감독자

- 지적사항이 발생되도록 영향을 미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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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결과 처분

- 신분상 처분 : 징계(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 행정상 처분 : 시정, 개선

- 재정상 처분 : 변상, 추징, 회수, 보전

나. 사안별 특정감사
○ 관련근거

- 「전남대학교 행정감사규정」(제정 2013.10.1. 제1411호)

○ 실시시기 :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함.

○ 감사반 구성 등 기타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 종합감사에 준하여 실시

다. 입시감사
○ 관련근거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33조

-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 대교협에서 매년 시달됨

○ 감사유형 : 수시전형, 정시전형

○ 감사의 기본방향

- 입학전형 전반에 관한 감사

- 합격자 발표 이전에 감사 완료

- 입학전형 일정에 맞춰 감사반원 집중 투입

○ 감사기간: 연중 전형별 1 ∼ 2일 소요

○ 감사반 구성

-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장(입학본부장)이 예상 소요인원을 정하여

감사 요청하고, 총무과에서 감사반원을 위촉하여 구성

○ 업무 처리 절차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장명의로 의뢰 → 계획 수립 및 통보 → 착안

사항 작성 → 감사요원 교육 및 감사 → 현지조치 → 처분통보 → 처분

조치결과보고 수합 → 조치결과 보고

○ 감사방법: 실지감사와 서면감사 병행

대학입학전형업무 전반에 대하여 현지감사를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지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여 대학입학전형 결과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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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직기강(행동강령 포함) 점검
○ 관련근거

- 「전남대학교 행정감사규정」(제정 2013.10.1)

- 「전남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개정 2017.2.15.)

○ 감사범위 : 근무실태 및 공직기강(행동강령 준수 여부) 점검 등

○ 감사시기 :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집중 점검

○ 감사방법 : 실지감사 및 서면감사 병행

마. 보안감사
○ 관련근거

- 「전남대학교 보안업무처리규정」제34조

○ 감사범위 : 인원보안, 문서보안, 시설보안, 정보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

○ 감사시기 : 매년 7월중 1 ∼ 2일

○ 감사방법 : 실지감사 및 서면감사 병행

바. 일상감사
○ 관련근거

- 「전남대학교 일상감사 지침」(제정 2015.10.27)

○ 감사범위 :

- 주요 사업 시행 전 추정가격이 1건당 1천만원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

- 추정가격이 1건당 총액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계약

- 1건당 1천만원 이상의 예산 이·전용 사항 등

○ 감사시기 : 연중

○ 감사방법 : 서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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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남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외부강의 신고 포함)

가. 관련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 2016.9.28.)

○ 「전남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개정 2017.2.15.).

나. 성 격
○ 행동강령은 우리대학 교직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누구나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여 청렴 의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다. 주요 내용
○ 공정한 직무의 수행(제4조 ~ 제9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취소․변경 요구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특혜의 배제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인사·취업 청탁 등의 금지

○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제10조 ~ 제15조)

- 동일인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 수수 금지

- 교직원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교직

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안 되며,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됨.

-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안 됨.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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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제16조 ~ 21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액강의료

수수 금지)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에 참석하여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의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코러스

시스템(외부강의/회의신고)으로 사전 신고하여야 함.

· 다만, 초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일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됨. (※정부출연기관이 초청자인 경우는 신고해야 함.)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별표 2)

      ※ 1시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의 차용금지 / 경조사 통지 제한

- 직무관련자와 부적절한 사적 접촉 제한 / 퇴직교직원의 윤리 등

○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별표 1)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등
 수수의 경우

수  동 감봉ㆍ정직ㆍ강등 강등ㆍ해임ㆍ파면 해임ㆍ파면 파면

능  동 정직ㆍ강등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정직ㆍ강등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능  동 강등ㆍ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강등ㆍ해임ㆍ파면 파면

능  동 해임ㆍ파면 파면

직위별 구분
장관급
(총장)

차관급
4급 이상
(부교수
이상)

5급 이하
(조교수
이하)

비고

1시간
(상한액)

500 400 300 200
원고료 등 일체의 

사례금 포함
(여비는 별도 수령 가능)

(단위: 천원/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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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례․의식

가. 관련근거
○ 정부의전편람

나. 행사업무 처리 절차
○ 기본계획 수립(일시, 장소, 초청대상자 범위 선정, 안내 및 주차계획, 각

부서별 업무분장, 예산 등) → 행사준비(식순, 플래카드 등 각종 부대물

제작 설치 의뢰 등) → 초청장 발송(초청대상자 명부작성, 초청장 작성

및 제작, 주소라벨 출력 부착 등) → 참석여부 확인(회신엽서 체크 및 전화

확인) → 시나리오 작성 → 좌석배치도 작성 → 식장준비 → 각 요소별

확인 및 점검 → 예행연습(리허설) → 행사거행

다. 기본계획
○ 행사의 성질, 목적, 규모를 먼저 규정

○ 행사일시

- 초청인사가 다수 참석할 수 있는 날을 선정

- 옥외행사의 경우 기상청 등에 기상정보를 사전에 습득한 후 결정

○ 장소결정

- 행사규모, 성격, 목적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는 장소

- 주차, 음향시설, 편의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 고려

○ 초청대상자 범위 선정

○ 행사내용

- 행사의 목적을 최우선으로 한 간략하고 의미 있는 행사 지향

- 형식적이고 소모적인 요식행위 지양

○ 예산대책

- 허례허식의 탈피로 알차고 내실 있는 행사를 계획

-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되 필요한 예산은 사전 확보 후 행사 결정

○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대책

- 꼭 필요한 인원 선발

- 의전, 진행, 안내, 질서유지 요원 등으로 성격별 소요인원 사전파악 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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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장식 및 기구

- 주차장 유도표지, 행사장 입구, 행사장내 좌석군 안내표지, 식장 현판

및 플래카드, 좌석배치도면, 식순 등

○ 주변환경 정비 및 정돈

- 주차환경, 청소상태, 냉․온방상태, 음향시설 등 부대시설 작동상태 점검

- 행사진행 중 주변 소음 제거

○ 안내 및 주차계획

- 주차장 유도표지의 설치 및 주차안내요원 배치

- 행사장 교통정리

- 주빈에 대한 선도안내

○ 수행원에 대한 대책

- 수행원에 대한 임무 부여

○ 각 부서별 업무분장

○ 협조사항

- 북부경찰서에 교통경찰관 배치요청 등

라. 행사준비
○ 일반적 준비사항

- 식순, 시간계획, 안내문

- 진행문안

- 식사,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격려사, 건배문안 등

- 식장배치도, 좌석배치도

- 초청장

․문안, 유인(지질, 규격, 매수, 글씨체)

․발송(봉투, 안내문, 반송용 엽서, 발송수단)

- 표창

․대상자 선정 및 참석확인

․표창장 및 부상(상패, 상금, 상품)

- 가두장식(현판, 아취, 현수막, 플래카드)

․문안, 모형, 위치 및 소요량

- 기념품

- 행사용 꽃(코르사지, 꽃수반, 화환 등)

- 종사자 및 안내원 배치 : 인원차출, 업무분담, 임무부여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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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및 안내계획

- 사전 점검 및 확인

- 예행연습

- 기록요원 : 사진기사 등

○ 식장준비

- 연설문 1부 및 그 복사본 1부(식사, 기념사, 축사, 격려사 등)

- 선서문 등 필요한 사항

- 행사진행문안(사회 시나리오)

- 표창장, 감사장, 상장함, 부상 등

- 안내문(리플렛) 등 유인물

- 필기구

․메모지, 싸인펜, 연필, 지우개, 침핀 등

- 좌석배치도(필요시)

- 좌석명패

․직위명 또는 성명을 양면에 흑색으로 기입

․명패무늬는 황금색이 좋으나 적당한 크기의 백지 사용 가능

․탁상용 명패(명패꽂이 사용 : 양면)

․의자용 등명패 : 참석자가 보기 좋은 위치에 부착

- 차 및 음료수 : 받침 접시 준비

- 국기, 교기 등

- 현판 : 단상규모에 알맞게

- 안내판 : 행사장 입구나 전면에 부착하여 초청인사로 하여금 찾기 좋게 한다.

- 확성장비 : 행사장 자체시설을 최대한 사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임대 사용

- 탁자 및 의자 : 주빈과 같이 동일한 것으로 준비하는 것이 원칙이다.

- 연대 : 주빈용과 사회자용

- 식순(회순) : 하단에서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되 식순 게시판을 별도 설

치하면 좋다.

- 전화기 : 전화번호부를 비치한다.

- 합창단 : 행사성격과규모에 따라구성하며 악보및곡명을사전에통보함.

- 행사용 꽃 준비

․꽃꽂이(꽃수반) : 꽃수반의 높이는 주빈과 초청인사와의 시계차단을

고려 낮게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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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발(부케) : 목판 같은 그릇에 1명이 받쳐들거나 탁자 위에 정돈하여

놓았다가 증정자에게 전해주되 꽃송이 상층부가 증정자

오른쪽 상단 어깨쪽에, 하단부는 왼쪽에 가도록 전달하고,

증정자는 받은 그대로 받을 사람에게 증정하며, 증정자는

전달 후 악수를 해 주는 것이 좋다.

․코르사지(흉화) : 여성이나 가슴주머니가 없는 옷을 입고 참석한 내빈을

위해 몇 개 정도는 옷핀을 달아 놓아야 함

․화분 또는 분재 : 통상 단상 좌․우측에 1개씩 놓음

- 시설장비·기술요원 대기

․예측할 수 없는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여 기술요원을 배치 행사완료시

까지 지정된 위치에서 대기

․기술요원은 응급처치에 필요한 예비용품과 수선용구를 휴대

마. 초청 및 안내
○ 초청

- 초청대상(범위) 선정

․초청대상과 범위는 행사의 성격·내용·규모·주최 등에 따라 적의 선정

․고위직, 유지 위주의 관행적 초청과 행사와 무관한 인원을 초청하는 일이

없도록 함

․특히 초청해야 할 인사를 누락시켜 행사의 의의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초청대상자 명부작성

․행사 주최 부서에서는 초청대상자 명부를 작성하되, 기관별, 대상별로

분류하여 순위를 정함

․명부에는 기관(직장), 직위, 성명, 연령, 주소, 전화번호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기관이나 직장의 명칭은 공식명칭 또는 당해 기관에서 사용

하는 명칭을 사용

․선정된 초청대상자 명단은 행사직전까지 변경여부를 확인, 수정 보완한

후 최종 초청대상자 명단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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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장 작성

․초청장에는 초청의 목적이 포함된 간단한 인사문안과 날짜, 시간, 장소,

초청자의 성명, 참석여부 통보(좌측하단에 표시), 복장(특별한 경우에

한함, 우측하단에 표시)의 순서로 기입

․행사준비와 안내상 필요한 경우 참석여부 표시용 회신엽서를 동봉할 수 있다.

․식순, 교통로, 주차장 등의 안내가 필요한 경우 안내 내용을 초청장의

본문에 기재하거나 또는 별도로 작성하여 동봉

․보통행사 및 불가피한 경우 초청 공문으로써 대신하는 경우도 있음

- 초청장 봉투

․초청장 봉투의 규격은 초청장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동봉해야

할 유인물(주차증, 행사안내 책자, 비표)등의 규격을 고려하여 제작한다.

․초청장 봉투는 검정색 잉크로 필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히 초청장의

봉투에는 받는 사람의 직위, 존칭까지 빠짐없이 기록

․필요시 라벨용지에 타자하여 봉투를 작성할 수 있음

- 초청장 발송

․초청장 발송은 행사의 성격, 내용, 규모 등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1주일 이전에 도착 되도록 발송

․시일이 촉박한 경우에는 미리 전화나 인편으로 초청사실을 알리고 추후

초청장을 보내는 경우도 있음

․초청장은 우편으로 발송하고 필요시는 등기로 우송할 경우도 있으며

긴급을 요할 때에는 속달등기나 인편에 의해 전달한다. 인편으로 전달할

때는 수령자를 반드시 확인

- 참석여부 확인

․초청장 수취여부 및 참석여부는 최소한 행사 2일전까지는 정확히

확인되어야 함

․참석여부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일관성 있게 확인하되 주요인사에 대

하여는 수차에 걸쳐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확인 내용을 정확히 기록

․행사장 좌석을 지정할 시는 정확한 참석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주요인사의 경우 참석여부에 따라 좌석이 변경되는 문제가 발생

하므로 각별히 유의

※ 초청장 발송시 불가피하게 회신엽서를 동봉하는 경우 회신율이 매우 낮아 참석독

려를 겸한 전화확인시 본인의 소속 및 성명을 밝힌 후행사의 일시, 장소 등을 설

명하고참석여부를물어본 다음 불참자의경우불참사유파악및기록이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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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 안내

- 안내담당자 지정

- 임무부여 및 교육

․안내원 각자에게 분담시킬 임무를 숙지시키며

․개인별 담당 위치, 시간, 임무, 안내요령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

바. 확인 및 점검
○ 행사진행 총괄담당자는 행사장별(식장, 오찬장 등) 점검(준비)대상에 대

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차질 없이 준비

- 행사장 장식 및 시설점검

- 좌석배열 점검

- 참석자 확인

- 준비물 확인

사. 예행연습(리허설)
○ 사회자의 지휘아래 전 종사원이 참석하여 행사 전에 예행연습을 실시

○ 필요한 경우 수상자에 대한 연습은 행사 전에 별도로 실시

○ 특히, 관현악단이 초청되었을 경우에는 사회자와 지휘자가 사전에 만나

연주시간 및 방법 등을 협의 조정

아. 좌석배치 및 서열기준
○ 직위에 의한 서열기준

- 직급(계급) 순위

- 헌법 및 정부조직법상의 기관순위

- 기관장 선 순위

- 상급기관 선 순위

- 국가기관 선 순위

○ 공적 직위가 없는 인사의 서열기준

- 전직 직위를 대우하되 현직자 다음의 순

- 연령(연장자 우선)

- 행사 관련성

- 정부산하단체 및 관련 민간 단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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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참석자의 서열기준

- 일반참석자는 각계 분야별로 좌석군(개인별 좌석을 지정하지 않음)을 정하는

것이 무난함

- 주관기관의 소속 직원은 후면에, 초청인사들은 전면으로 험

- 당해 행사의 성격을 감안하여 전후 좌우를 결정.

○ 좌석배치방법

- 단상석 : 단하에서 보았을 때 중앙을 기준으로 ① 중앙, ② 좌측 ③ 우

측으로 함

자. 식순
○ 개식

○ 국민의례

- 국기에 대한 경례(국기에 대한 맹세 포함 - 맹세문 낭독은 공식행사 외

생략)

- 애국가 제창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 시상 또는 기념품 증정

○ 식사 또는 경과보고

○ 축사(치사, 경축사, 기념사, 추념사 등)

○ 식가(교가 등) 합창

○ 폐식

- 시상, 기념품 증정이 있을 경우 식사 또는 축사 이전에 하는 것이 통례임

- 식후별도 연회 등이 있을 경우 별도 준비

- 식사는 당해 의식을 직접 주관하여 거행하는 기관의 장(주최자 또는

단체의 장)이 간략하게 하는 것이 원칙

- 축사 : 축사할 대상과 인원의 결정은 의식의 의의를 감안하여 주관기관

에서 정함

- 식가 합창 : 통상적으로 잘 아는 노래라 할지라도 참석자에게 배부할

행사안내 책자에는 행사진행 순서를 포함한 악보 및 가사를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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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록물 관리

가. 관련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기록원 기록물 관리지침

나. 기록물 정리방법
○ 일반문서류의 편철 및 관리

- 처리과에서 업무가 진행 중에 있거나 또는 업무에 활용중인 문서는 진행문

서파일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사안의 발생순서 또는 논리적 순서에 따라

끼워 넣어 관리

- 처리완결된 일반문서류는 진행문서파일에서 분리하여 보존용 표지를 씌

워 편철용 클립 또는 집게로 고정한 후 보존상자에 단위과제별로 넣어

관리

- 기록물철 표지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출력(또는 수기작성)

◇ 기록물철 표지(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2)

※ 210mm×297mm (보존용지 1, 2종 70g/m2) : A4 세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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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물철 표지의 연도표시는 시작연도-끝년도(종료년도)로 하며, 기록물

이관시의 기준은 끝년도가 됨

- 일반문서류(종이기록물)의 기록물철당 편철량은 100매 이내로 함을 원칙

으로 하며, 편철량이 많은 경우에는 동일한 분류번호 및 제목을 부여

하고 분권하고 권호수를 괄호안에 표기

《예시》기록물의 편철관리(2-1), 기록물의 편철관리(2-2)

- 일반문서 면 표기법

․건별 면 표기는 중앙 하단, 철 단위 면 표기는 우측 하단 표기

i) 건별 표기 : 전체 면수-1, 전체면수-2, 전체면수-3 …

ii) 철별 표기 : 1, 2, 3, 4 …

· 양면 기재된 문서는 양면 모두에 면 표기

· 기록물철의 면 표기는 편철 순서대로 맨 윗장부터 아래로 일련번호

를 부여하되, 표지 및 색인목록을 제외한 본문부터 시작

· 동일 기록물철을 2권 이상으로 나누어 편철 시 2권 이하의 철 단위

면 표시는 전(煎)권의 마지막 쪽수 다음부터 시작함

· 접혀있는 기록물은 펼친 상태에서 건별 및 철별 면 표시

․ 기록물철별 면수는 최초에 연필로 표시한 후 기록물 정리가 끝나면

잉크 등으로 표시(문서의 훼손 방지 주의)

- 기록물 편철 시 철침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나 기록물에 심각한 훼

손이 우려될 경우 사전에 총무과와 협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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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용 표지(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관련 별표4)

◇ 보존용 표지의 종류

종 류

A4

B4

◇ 보존상자의 종류

종 류 색상

A4(1종)
노랑

하늘

B4(2종)
노랑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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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상자의 규격(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관련 별표 5)

◇ 보존상자의 측면에는 보존상자 표지를 부착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제 9조 제5항 관련 별표 6)

↑
｜
｜
｜
｜
｜
｜

7.5

㎝

｜
｜
｜
｜
｜
｜

상자번호
↑

1.5㎝


생산연도
↑

1.5㎝


생산기관
↑

1.5㎝


업무명

↑
｜

3.0㎝
｜

←---- 3㎝ ----→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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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류

- 처리과는 비치활용기간 종료될 때까지 편철하지 않은 상태로 카드관함

에 넣어 관리

- 비치활용이 끝난 카드류는 보존봉투에 넣어 편철한 후 보존상자에 넣어

관리

- 카드류를 보존봉투에 넣어 편철하는 경우, 각 보존봉투의 맨 위에 색인

목록을 넣고 목록순서에 따라 카드를 배열

- 보존봉투 당 편철량은 30건 이내를 원칙으로 함

◇ 카드류보존봉투(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관련 별표 7)

○ 도면류의 편철 및 관리

- 도면류는 기록물철 단위로 도면류 보존봉투에 편상태로 넣어 관리

- 도면류를 보존봉투에 넣어 편철하는 경우, 각 보존봉투의 맨 위에 색인

목록을 넣고 목록순서에 따라 도면을 배열

- 도면봉투는 도면보관함에 편 상태로 눕혀서 관리

- 보존봉투 당 도면의 편철량은 30매 이내로 함

◇ 도면류보존봉투(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관련 별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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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필름류의 편철 및 관리

- 기록물철(사안) 단위로 사진․필름류 보존봉투 또는 필름앨범 등에 넣

어 편철한 후 보존상자에 넣어 관리

- 편철순서 : 색인목록→목록순서에 따라 기록물 배열

- 인화사진 혹은 필름류를 앨범에 한꺼번에 관리하는 경우 철구분이 가

능하도록 편철하며, 각 철마다 ‘제목’, ‘등록번호’, ‘등록일’ 등을 기입

- 디지털사진의 경우 등록대상을 선별 후 파일 원본을 사안별로 전자기

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기록물철 단위로 등록)

◇ 사진․필름류 보존봉투(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관련 별표 9 )

○ 녹음·동영상류의 편철 및 관리

- 비디오테잎, 오디오테잎, 영화필름 등 분리할 수 없는 아날로그 시청각

기록물의 경우 아날로그 매체 1개별로 편철

- 디지털파일인 경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원본파일을 등록

- 대용량인 경우 CD 혹은 DVD등 매체에 수록하여 매체등록 후 시행규

칙 제5조 별표1에 따른 등록번호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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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프․디스크․디스켓류의 분류번호 표시방법(제13조 제2항 관련 별표 10)

가. 일반규격 나. 소형규격

○ 전자기록물의 관리

- 처리과는 생산, 접수한 기록물을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 관리하여야 함

- 전자문서의 붙임에 첨부 불가능한 비전자기록물(문서, 도면, 매체 등 첨

부물)은 반드시 분리 등록, 관리

《예시》(전자문서) 등록번호: 총무과-6000

(비전자문서 첨부물) 분리등록번호: 총무과-6000-1

-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단위업무별로 작성된 사안별 편철기준에 따라 기록

물철을 등록하고, 해당 기록물철에 생산 및 접수 기록물을 등록

-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출력물은 업무 참고용으로, 비전자기록물 원본과

합철하여 관리해서는 안됨

- 다만 분리등록된 비전자 첨부물의 경우 전자기록물을 출력하여 ‘사본’

표시한 뒤 분리 등록된 첨부물과 함께 편철 가능

다. 생산현황보고 및 기록물 이관
◇ 생산현황 통보

○ 생산현황 통보 대상 : 전년도 생산․접수 완료된 모든 기록물

- 전자문서, 비전자문서<문서(대장포함), 도면, 카드> 생산․보유현황

- 조사․연구․검토보고서 생산현황

- 회의록 생산현황

- 시청각기록물 생산․보유현황

-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 간행물 생산현황

- 행정박물 보유목록

- 보존매체 생산․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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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현황 통보절차

처리과 기록관 국가기록원

↓

기록물 정리

2월 28일까지

생산현황통보

3월 31일까지

(처리과)

생산현황통보

5월 31일까지

(기록관)

◇ 기록물 이관

○ 처리과

-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보유기록물은 기록관에 인계

○ 기록관

- 처리과로부터 기록물을 인수받을 때 기록물분류기준표와 기록물관리지

침에 따라 확인 및 관리

- 국가기록원과의 협의를 거쳐 보존기간이 30년 이상, 보존기간 기산일로

부터 10년이 경과한 기록물은 이관조치

- 보존기간 준영구 이상 중요 기록물은 DB 구축

- 보존문서 관리

․기록관 보존환경 정비

․기록물의 체계적 서가배열 및 정리

․ 기록물등록대장 과 실제 보존문서의 대조 확인

․ 보존문서기록대장 확인 후 대출기록부 재정리

․한 번 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물은 기록물대출반납대장 작성 후 대출

가능

․DB 구축된 기록물은 기록관시스템에서 검색 및 활용 가능

○ 이관철차

① 이관대상 

기록물 선정
⇨ ② 이관대상  

기록물 통보
⇨ ③ 이관협의

⇨ ④ 이관대상 확정 ⇨ ⑤ 이관목록 및 

일자 통보
⇨ ⑥ 기록물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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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록물 평가 및 폐기

○ 개요

- 기록관에서 생산부서의 의견조회,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

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 재책정 및 보류 또는

폐기에 대해 결정함

○ 평가 및 폐기 절차

① 평가 및 폐기 

계획 수립
⇨ ② 평가 및 폐기 

대상 선정
⇨ ③ 기록물평가

   심의서 작성

⇨
④ 

생산부서(처리과

) 의견조회

⇨ 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심사
⇨

⑥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 ⑦ 폐기결정 및 

통보
⇨ ⑧ 기록물 재정리 

및 재배치

○ 폐기권한

-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행함

- 처리과에서는 단 한건의 기록물도 폐기해서는 안됨

○ 기록물평가 심의회

- 심의회 위원장은 기록관장으로 하고, 심의회 위원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하되, 2인 이상

의 민간 전문가(교내 기록물 전문가 포함)를 포함하여 구성

○ 폐기대상

- 보존기간 10년 이하 한시 기록물 (보존기간 종료 기록물만 폐기)

- 보존기간이 상향 조정된 기록물은 재책정 보존기간까지 연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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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안업무

가. 근거
○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 전남대학교 보안업무규정

나. 보안심사위원회 운영
○ 심사위원 : 당연직 7명

- 위원장 : 부총장

- 부위원장 : 사무국장

- 위 원 : 교무처장, 학생처장, 연구처장, 총무과장, 정보보안담당관

○ 심의사항 : 전남대학교보안업무처리규정 제4조 제2항의 사항

○ 심의방법

- 회의 개최 심의

- 서면 결의 :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 경미한 사항

․서면결의 절차 : 공문서 작성 → 위원장결재 → 각 위원 송부(회의안건,

서면결의서) → 서면결의서 수합 → 회의록 작성

(공람결재)

○ 결재단계 : 기안 → 과장 → 위원장 → 시행

다.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 진단일 : 매월 세번째 수요일(공휴일인 경우 익일에 실시)

○ 진단내용 : 전남대 보안업무처리규정 제35조 제3항의 사항

(진단 프로그램을 활용한 PC 보안진단, 보안일지 작성 등)

라. 비밀취급인가증 발급 및 해제
○ 비밀취급인가 및 인가증 발급

- 대 상(Ⅱ급)

․부총장 및 처․국장, 소속기관의 장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정보보안담당관)

․비밀보관 정․부 책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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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및 소속기관의 서무담당공무원과 직책상 항상 비밀을 사무적으로 취급

하는 공무원

- 필요서류 : 내신조서, 서약서

- 절 차 : 내신조서 및 서약서(해당기관, 부서) 제출 → 총무과 검토

→ 과장결재 → 비밀취급인가대장에 등재 → 비밀취급인가

및 인가증 발급 교부 공문시행(본인 인장 지침 수령)

○ 비밀취급인가의 해제

- 대 상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인가권을 달리하는 타기관으로 전출․전보

하였거나 퇴직한 경우

․그 외의 사유로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예 : 대학(원)장,

본부 처장 및 부속기관의 장 등)

- 절 차 :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자의 인가증을 당해 서무담당자가 회수 →

비밀취급인가대장에 해제사유 및 일시 기록 후 삭제 → 인가

부서(총무과)에 반납 → 비밀인가대장에서 삭제 → 비밀취급

인가증회수 및 폐기 내부결재

○ 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

- 대 상 : 비밀취급인가증 분실자

- 필요서류 : 분실확인 및 재발급 신청서, 서약서,

- 절 차 : 분실확인 및 재발급 신청서 및 서약서(해당기관, 부서) 제출

→ 총무과 검토 → 과장결재 → 비밀취급인가대장에 등재 →

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 교부 공문시행(본인 인장 지침 수령)

【 비밀취급인가 및 인가증 발급/회수 업무처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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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비밀취급인가자 및 비밀소유 현황 보고
○ 보고시기 : 매년 6월말, 12월말

○ 절차 : 공문서작성 → 총무과장 전결 → 각 기관(부서) 송부 → 자료수합

→ 교육부 보고

바. 정보보안 업무
○ 근거 : 교육부 정보보안기본지침, 전남대학교 정보보안기본지침

○ 정보보안담당관 : 정보전산원 정보통신지원부장

○ 정기 보고 사항

- 연간 정보보안 세부추진 계획 : 당해년도 1월 25일까지

- 정보보안업무 심사분석 결과 : 당해년도 7월 31일까지

- 정보보안감사 실시계획 : 매해 자체적으로 수립

- 정보보안감사 결과 : 매해 자체적으로 보고

사. 비밀(대외비) 문서 처리
○ 외부 접수 문서(타 부서에서 처리할 경우)

- 비밀(대외비)수발기록부 기록 → 해당 기관 인수자 서명 날인

○ 외부 접수 문서(총무과에서 처리할 경우)

- 비밀(대외비)수발기록부 기록 → 공문서 결재 → 비밀(대외비) 관리기록

부 기록 (관리번호 부여) → 보존

○ 자체 생산 문서

- 절차 : 비밀(대외비) 문서 발간 승인신청서 작성 → 공문서 작성 → 결

재 → 사본 번호 부여 → 송부 (사송부에 서명 날인)

아. 비밀(대외비)문서 인계인수서 작성 : 보안담당관 교체시
○ 인계인수 대장

- 비밀관리기록부

- 대외비문서관리기록부

- 보안시스템 관리기록부

○ 작성 요령 : 전남대학교 보안업무처리규정 제2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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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보안시스템 관리기록부 정리
○ 국가정보원에서 매년 배부하는 암호자재와 현재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는

암호자재를 관리하는 기록부

○ 암호자재 수령 방법

- 교육부에서 암호자재 교육 및 자재 수령 공문이 접수되면 관련서식을

작성하여 수령.

○ 서식 : 보안시스템 증명서

차. 보안시스템 점검 기록부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암호자재(사용완료, 현용, 예비용)의 이상유무를

점검하는 기록부

○ 점검시기 : 매월 정기보안진단일

○ 암호자재 이상 유무 보고 : 교육부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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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보공개

가.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정보공개 처리 절차
○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청구인→총무과)

○ 정보공개 처리대장 등재(총무과)

○ 소관기관으로 청구서 이송(총무과→소관기관)

○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송부(소관기관→청구인)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해당 정보를 비공개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

-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

○ 처리결과 회신(소관기관→총무과)

다. 정보공개심의회
○ 구성

-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에서 7인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총무과장, 교무과장, 감사팀 사무관

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 3

명을 위촉함

○ 심의사항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부분공개,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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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인 등록 및 관리

가. 관련법령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제40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6조～제32조

○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나. 관인 등록 및 공고
○ 관인 등록

- 관인의 인영을 전남대학교 관인대장에, 전자이미지 관인의 인영은 전자

이미지 관인대장에 각각 등록

- 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함

○ 관인 공고

-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 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함

- 관인 공고 요령

․관인 등록 및 관보 게재 의뢰를 공문으로 총무과에 요청하고 실제

직인이 찍힌 관인대장을 총무과로 별도 송부함

․총무과에서는 신규·폐기 관인에 대한 관보 게재를 행정자치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법무담당관)으로 요청함

- 관보 게재 여부 확인 방법

․대한민국전자관보 홈페이지(http://gwanbo.korea.go.kr)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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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차관리 및 운영

가. 목적
전남대학교는 캠퍼스내 교통량 증가따른 교통질서 확립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차장 운영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나. 관련근거
○ 전남대학교 교통관리위원회

○ 전남대학교 교통관리규정

○ 전남대학교 교통관리운영 지침

다. 주요사항
○ 전남대학교 교통관리 위원회 위원 11명 (당연직 6명: 사무국장, 학생부처장,

기획조정부처장, 정보전산원장, 총무과장, 시설과장, 선출직: 5명)

○ 주차장 영업배상책임보험 : 매년 갱신

○ 전남대학교 출입문 주차요금정산소

요금 정산소 구내전화 개방시간 요금 정산소 구내전화 개방시간

정문 1POS 1172 24시간 개방 동문 1POS 0953 24시간 개방
정문 2POS 0957 07:30∼23:00개방 동문 2POS 0958 07:30∼23:00개방
법대 POS 0955 07:30∼23:00개방 북문 POS 0954 07:30∼23:00개방
서문 POS 0956 07:30∼23:00개방

※ 토요일 및 공휴일 폐쇄 : 서문(농생대문), 북문(Hub)

○ 주차관리 통제용역

계약명
계약상대자

구분 계약금액(원) 계약일 계약기간 예산과목
업체명 주 소

주차관리
통제용역

(주)엠컨트럴시스템
서울강남구
밤고개로1길
1513호(수서동)

총차 601,447,700
2017.
01.12.

‘17.02.01.~

‘19.12.31(3년)
대학회계

<수압대체>
시설장비
관리용역비금차 189,026,420

‘17.02.01.~

1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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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

○ 정기권 주차등록 현황 (2017. 7.1. 기준)

○ 캠퍼스 주차장 현황

라. 주요업무 처리절차
○ 전남대학교교통관리위원회 개최

- 교통관리규정개정, 주차료세입 세출 예산편성, 기본사업 등 주요사안이

발생할 경우 사무국장이 소집

- [자료준비 → 사무국장 내부결재 → 회의소집 → 회의록작성 → 회의

의결사항 시행]

○ 전남대학교 주차장 영업배상책임보험

- 전남대학교교통관리규정 제13조(손해배상책임)제2항에 의거 매년 재가입

- 보험계약 만료일 20일전 총무과장 결재 재무과 계약요청 문서 발송

→ 재무과 계약체결 통보

· 계약기간: 2017.04.22. 24:00∼2018.04.22. 24:00(1년간)

· 상호 및 대표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이철영.박찬종

· 예산과목: 대학회계(수입대체)-지급보험료-각종보험료

· 업무처리: 주차장에서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고접수→ 보험회사 청구

계약명
계약상대자

구분 계약금액(원) 계약일 계약기간 예산과목
업체명 주 소

주차관제
유지보수

㈜에스원
서울시중구
순화동168

1년 9,600,000 2017.03.01.
‘17.03.01.~
‘18.02.28.

대학회계
<수압대체>

구분 구성원 대학원 연구원
유관
기관

업무용 학부생
상주
업체

수강생 기타 총계

정기권 2,077 1,287 256 84 5 2 424 422 165 4,722

구 분 주차라인 장애인 주차 도로변 백색 실선 비 고

주차 수량 2,378 92 322 2,700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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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학교 주차통제용역 계약관리

계약기간이 완료되기 3개월전 준비 과업지시서 작성(2개월전) → 용역비

산출(인건비, 위탁관리비) → 과장보고 → 내부결재 총장(45일 전) →

계약요청 재무과로 문서시행 → 재무과 계약체결 알림 → 인계인수 →

용역 과업 수행

- 계약 완료시: 착수계(용역업체가 작성한 인건비 산출내역서 포함)

용역업체가 작성한 ‘근로자 근로조건보호(이행) 확약서

- 분기별 제출: 분기별 용역업체의 대급지급 청구서, 임금지급대장 등

- 주차관리통제용역 : 6명(현관 1명 포함)

마. 주차요금 세입·세출 및 주차요금 정산
○ 세입 및 세출예산 관리

- 세입

․수입금은 매일 신협에 입금하고 수입결의서는 익일 결재(과장)

※ 신협에 15일간 예치→ 재무과에 월 2회 입금

․당월 수입금 내역은 익월 초 총무과장에게 보고한 후 세입징수관에 불입

(재무과 통보)

- 세출 예산(2017년도 기준)

기 관 명 목 명 금액(천원) 비 고

총무과

(주차관리실)

인건비 383,688

운영비 304,232

재배정액(재무과) 362,080 공공요금 30%

합계 1,050,000

※ 2017 : 배정액(687,920천원), 공공요금 징수액(362,080천원)

. 오전 근무조 4명(07:00∼16:00), 오후 근무조 2명(11:00∼20:00)

. 주요업무: 정문, 동문, 서문, 북문 주변 청소 및 출입문개방, 경비역할 및

교통안내, 교내 불법주정차 단속, 주차 유도, 주차관제시스템 및 제반 운영지원,

교내 제설작업, 불법 게시물정리, 각종 주차볼라드 관리, 기타 업무 지원

- 329 -

○ 주차비 수입 및 환불

- 주차비 수입

․주차요금 정산소 주차비 → 근로학생이 징수한 주차비를 총무과 직원이

익일 아침 인수하여 신협통장으로 입금

․대학구성원 주차비 → 주차권 교부신청자가 주차관리실에 직접납부

또는 급여공제

․수입결의서 작성(일일정산보고서) → 결재(과장)

- 주차비 지출(환불)

․ 잔여 주차비 확인 → 환급영수증 발급 → 결재(과장) → 무통장입금

○ 주차요금 정산요원

- 근로학생 근무관리(100명)

․업무내용 → 주차비 징수(재학생 및 휴학생 중에서 선발)

․근무형태 → 평일: 2시간(56명), 공휴일: 4시간(18명), 야간 : 8시간(14명)

- 사회복무관리요원 (1명)

․업무내용 → 교내 정기주차등록 보조

- 주차관제시설 및 교통시설물 관리

․주차관제시설물 운영 및 유지보수

․각종 차량통제장비 및 교통시설물

바. 주차요금 징수
○ 교직원 등 대학 내 상시주차를 요하는 이용자로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등록차량은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 명의 차량에 한함

○ 교직원의 주차료는 매월 급여에서 5,000원씩 공제하며, 해외출장 등으로

장기간 주차를 하지 않을 경우, 급여공제 해제 신청을 직접하여야 함

○ 정기이용자등록은 차량등록증원본과 업무와 관련된 해당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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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이용자 및 주차료 구분

○ 주차권 발급 흐름

구 분 세부사항 주 차 료 비 고

정기이용자

대학구성원 월 5,000원 - 급여공제 및 월 단위 선납

비학위과정의 강사 월 10,000원

- 월 단위 선납수강생
월 10,000원(일4시간)
월 20,000원(일8시간)

비구성원 월 20,000원

일반이용자

입차 시부터 30분간 무료

무료시간 경과 후
기본료 600원

초과 시, 10분당 200원

할인 대상자

무료
- 1,2,3급 장애우 탑승차량
- 위원장이 허가한 경우

2시간 무료
-국가유공자
(초과시전체의 50%할인)

50% 할인
- 경차
- 65세 이상의 경로 우대자

할인권

1매당 1,000원(3,4시간)

- 초과시간은 일반요금 적용1매당 2,000원(6시간)

1매당 3,000원(12시간)

업무내용 처 리 절 차

정기등록

(월 5,000원 및

월10,000원)

○ 대학구성원(교직원, 대학원생) → 신청서작성 → 아르샘

조회(신분확인) → 차량등록증 및 면허증확인 → 신청자가 주차관리실에 직

접 납부 → 교부
○ 교육생(언교원, 평생교육원, 스포츠센터) → 신청서작성 → 신분확인

(수강 납입영수증) → 차량등록증 및 면허증확인 → 신청자가 주차

관리실에 직접 납부→ 교부

정기등록

(월 20,000원)

○ 업체(상주,외부) → 신청서작성 → 신분확인(계약서 및 입주확인서) →
차량등록증 및 면허증 확인 → 신청자가 주차관리실에 직접 납부 → 교

부.

할인권

(3시간 1,000원)
(6시간 2,000원)

(12시간 3,000원)

○ 할인권 → 공문서확인(각종 세미나, 학술대회 및 공사 계약서 등) →

신청서 작성 → 교부신청자가 주차관리실에 납부 → 할인권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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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적
○ 캠퍼스내 사건사고 예방과 주요시설물, 설비, 강의실 고가 장비들에 대한

24시간 감시의 필요로 인해 전자기계경비에 의한 통합경비시스템 운영

나. 현황
1) 계약 체결 내역 (본계약)

(단위 : 원)

2) 계약 체결 내역(2차 ~ 3차년도)
(단위 : 원)

10. 통합경비시스템

계약건명

계약상대자

총계약금액 계약일자 계약기간

금차(1차)계약
예산
과목

업체명 주소 및 연락처 금액 기한

전남대학교
통합경비용역

㈜에스원 서울시중구
순회동168

5,219,208,612 ‘15.3.31
‘15.3.1.~
‘18.2.28.
(36개월 )

1,739,736,200 ‘18.2.28.
시설장비
유지비

계약건명

계약상대자

총계약금액
계약
일자

계약기간

금차(2차)계약

업체명 주소 및 연락처 금액 기한

전남대학교
통합경비용역

㈜에스원
서울시중구
순회동168

5,219,208,612 ‘16.3.1 ‘15.3.1.~
‘18.2.28. 1,810,869,360 ‘17.02.28.

전남대학교
통합경비용역

㈜에스원
서울시중구
순회동168

5,219,208,612 ‘17.3.1 ‘15 .3 .1 .~
‘18 .2 28 . 1,859,331,210 ‘1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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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경비시스템 현황(유인경비, 무인전자경비 로컬)

구 분
유인경비 무인전자경비

건물동수 인력 건물동수 로컬 수

2006년 13 24 47 2,024

2007년 5 16 60 2,732

2008년 4 12 61 2,978

2009년 4 12 77 3,198

2010년 4 13 82 3,522

2011년 4 12 85 3,683

2012년 4 12 85 3,683

2013년 4 12 86 3,917

2015년 4 12 97 4,361

2016년 4 12 98 5,542

2017년 4 12 98 5,726

다. 통합경비시스템 구축 현황(광주캠퍼스)

구 분 수량(개소) 비 고

24시간상황실 운영 2 정문상황실, 대학본부동 2층

방범관리 5,726 실험실, 연구실, 강의실 등

출입관리 3,512 현관, 중요실, 강의실설치

화재감시 4,442 건물화재, 실별화재

컴퓨터순찰 278 취약지역/중요건물

화상감시 838 자체 511개, 에스원 293개 (BTL별도)

누수감시 78 지하변전실, 기계실 설치

초과근무 4 광주(본부, HUB), 학동캠퍼스 운영, 나주

여학생 신변보호 119 화장실 및 휴게실 비상버튼 운영

Emergency Call 20 용봉캠퍼스 교내

전원/냉·난방제어 10 제1,2학생회관, 대강당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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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업무흐름도
○ 용역계약 체결

계약종료일 70일전 계획수립[계획서, 과업지시서, 제안 안내서, 건물별 시스템

총괄표, 산출내역서, 인력경비 현황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예시)등 첨부] 내부결재 - 재무과 계약요청

→ 재무과 조달계약요청 →계약체결 →계약체결 알림

○ 통합상황실 운영

총괄 통합상황실 염주철 과장 상황보고(용봉캠퍼스) - 매일 통합 상황실

보고서 작성 - 사무국장 전결 - 특이사항 해당기관 통보 및 조치 - 본부

전달사항 - 상황실 통보 - 내용 시방서 참조

○ 주요업무 흐름

구 분 ➝ 주 요 업 무 ➝ 업 무 내 용

1. 방범 ➝ 청사와 각 실의 도난방지

중요기자재 24시간 감지
➝

컨트롤러와 감지기 설치

이상발생시 상황실 수신 긴급출동

경비해제 중 감지 출동

2. 출입관리 ➝ 청사의 출입자 관리 ➝ 주요 출입문 Lock 설치, 인가자의

자유로운 출입, 비인가자의 출입제한

3. 초과근무 ➝ 교직원의 초과근무 시간

전산관리 및 수당반영
➝ 개인의 보안카드를 사용,

초과근무 내역 자동반영

4. 화상감시

시스템관리(CCTV)
➝ 화상감시시스템

24시간시스템(CCTV)
➝ 각 청사 출입자 및 중요실

화상시스템관리

5. 화재이보

신호접수처리
➝ 청사의 실별 24시간

화재이보신호접수처리
➝

청사의 화재수신기 및 일부 실험실

공간의 실별 화재감지기를 시스템과

연결 화재신호의 상황실 수신

긴급출동 및 응급조치, 유관기관 신고



- 334 -

바. 통합경비시스템 사용자의 의무
○ 서비스 범위: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기기를 작동개시 한 때부터 작동해제 시점

○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최종 퇴청자) 퇴실 전에 경비구역 내에 사람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창문 및 출입문의 잠금 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무인전자경비 시스템을 작동해야 하며,

미작동으로사고발생은사용당사자의개인책임

6. 카드관리 ➝
스마트카드와 시스템연계

권한등록 및 삭제

보안카드 발급 및 관리

➝
스마트카드로 보안출입 및 방범을

연계하여 One Card로 사용

별도 보안 Key값을 사용 암호화

하여 권한등록 및 삭제, 변경

7. 누수감시
전원제어

➝ 지하 시설물 침수감지

분전반 전원 자동제어
➝

지하 기계실 침수 시 사고확대 방지

학생자치 공간의 전원을 자동제어로

화재사고 방지

8. 비상버튼 ➝ 여학생 신변보호용 ➝
여학생 휴게실 및 1층 여자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여 위급사항 발생시

긴급출동 및 조치

9. Emergency
Call

➝ 비상버튼 ➝ 긴급 상황 발생시 버튼작동

위급 상황 발생시 위치확인 긴급출동

10. 야간전화
수 신

(☎ 530-0119)
➝ 야간과 공휴일 시설물

관련 전화 수신 및 응대
➝ 시설물 이용 불편 및 안내사항 응대,

긴급 상황 처리 현장출동 및 응급조치

11. 안심귀가서비스 ➝ 심야시간에 귀가 중

신변보호 장치 530-0119
➝

심야시간에 귀가 중 위험이 감지되어

신변보호를 요청할 때 긴급 출동하여

택시 승강장 까지 동행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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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스마트카드(보안카드) 발급 절차
○ 스마트카드

- 신규, 재발급 : 대학본부1층 OS서비스센터

- 금융기능 사용 시 : 광주은행에서 발급

- 출입, 보안등록 : 학과(부)실 조교 및 관리부서(행정실) 담당자가 권한을

획득한 후 양식을 작성 메일(아르미 → 상황실)로 신청

○ 보안카드(교직원 및 학생 외)

- 신규, 재발급 : 용봉캠퍼스 정문 통합경비상황실

- 출입, 보안 권한 등록

· 학과(부)실 조교 및 관리부서(행정실) 담당자가 양식 작성 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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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환경관리원

가. 환경관리원 인사 및 급여
○ 채용: 정년퇴직 등에 따른 결원 발생 시 신규채용

- 환경관리원 정년퇴직 시기: 매년 3월 1일

○ 환경관리원 임금지급 체계 구성

- 환경관리원 임금지급 체계 시행일: 매년 3월 1일

- 환경관리원 근무형태별 임금지급 내역을 확정하여 재무과에 송부

○ 환경관리원 연차수당 지급

- 매년 12월 환경관리원 연차실시 현황을 파악하여 연차수당 지급

나. 노무관리
○ 단체(임금)협약 체결

- 업무흐름도

교섭요구(노동조합) → 교섭요구 사실 공고(학교) →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학교) →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노동조합)

→ 단체교섭 → 단체협약 체결

- 관련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환경관리원 노동조합비 급여 공제

- 매월 10일까지 노동조합비 급여 공제 명단 업로드

- 업무흐름도

코러스(KORUS) → 급여관리 → 일반공제등록 →

명단 엑셀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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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업무
○ 대체근로자 고용 및 관리

- 대체근로자 인력풀(pool)을 운영하여 환경관리원 결원(연차 및 병가 등)

발생 시 업무공백 해소를 위한 대체근로자 투입

- 매월 1일 전월 환경미화 일용임금 지급 요청(총무과 → 재무과)

○ 환경관리원 산업재해 관련 업무

-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서(환경관리원 작성) 총장 직인 날인

-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 관련 자료 요청 시 제출(총무과 → 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발송

※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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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적
❍ 청소용역직 2016.3.1.자로 직접고용 전환됨에 따라 용역업체에서 수행하던

청소용품 구입·지급업무를 우리대학에서 수행(총무과 → 재무과)하게되어

본부에서 일괄 구매 후 단과대학(부속기관)에 공급

나. 환경미화 청소용품 구입 배부 절차

❍ 청소용품 : 매월 단과대학(기관) 소요량을 파악하여 구매 요청

- 청소용품(필수품목 10종, 선택품목 27종),

※ 매월 대학(기관)의 수요조사 실시 후 구입 및 지급(수요량은 유동적임)

❍ 쓰레기수거용 전용봉투

- 쓰레기수거용 전용봉투(17,000매) : 매월 단과대학(기관)에 구입·지급

다. 구입절차

※ 납품장소 : 단과대학(기관)의 행정실 → 행정실에 소속 청소원에게 청소용품 지급

12. 환경미화 청소용품 구입·지급 

□ 청소용품 수요조사 : 총무과  → 구입 요청(총무과 → 재무과)

 → 청소용품 지급(납품업체에서 단과대학에 직접 공급) → 검수(단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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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적
○ 교내 발생 생활계폐기물 수거 및 반출

○ 생활계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실적 기록 및 보고(관할구청)

나. 관련법(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의무)

○ 폐기물관리법 ○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

다. 적용범위
○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신고) 및 관리

○ 지정폐기물 운반.처리신고 전표관리

- 동물사체 및 적출물 처리(수의대에서 수합하여 처리하고 있음)

- 실험폐수처리(환경연구센터에서 수합하여 처리하고 있음)

- 건설자재(공사시 업체나 시설과등 배출자가 직접 처리)

- 음식물처리(발생부서에서 북구청에 자체 신고하여 자가 처리)

○ 일반폐기물(광주광역시 매립장 반입 가능 폐기물)

- 일괄 수거하여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에 매립 및 소각 처리

○ 재활용품 및 기타 폐기물 : 배출자 직접 자가 처리

라. 용역계약 체결 현황
○ 계약기간 : 2017.03.01. - 2018.02.28.(1년)

○ 계약금액 : 194,051,000원 / (주)전주에너지

○ 연간 발생량(2016년 기준) : 생활계(소각대상) 890.91톤

마. 업무 흐름도

○ 수요발생 → 원가산출(예정가격 작성) → 재무과에 계약 의뢰 → 조달청 입찰공고

→ 입찰 진행 →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착수계 제출 → 용역업무 수행 →

월말 용역수행 검수조서 제출 → 재무과에 용역료 지급 요청 공문 발송

○ 대학(기관) 폐기물 반출 → 폐기물 수거 → 중량 측정대(제2학생회관 인근)에서

폐기물 중량 측정 → 폐기물 외부 반출 → 광주광역시 매립장/소각 처리

13.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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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생활계폐기물 수거 장소 및 시간
대학(기관) 쓰레기 수거 장소 1차 2차 비 고

제1학생회관 1학생회관 뒷편 6:30 10:30
민주마루 민주마루 뒷편 6:33 10:34
운동장 종합운동장 입구 6:36 10:38
용지 운동장 화장실 앞 6:39 10:42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전원 현관 앞 도로 6:52 10:46
생활과학대학 생활대 입구 측면 6:55 10:50

본 부 본부동 측면(동쪽) 6:58 10:54
용지관 자연대 3호관 서편 도로변 7:01 10:58

자연대 3호관 " " 10:58
자연대 4호관 " 7:04 10:58
사범대 5호관 박물관  옆 도로변 7:07 11:02
동문(후문) 체육관 앞 도로변 7:07 11:02
약학대학 약대 서편 도로변 7:13 11:06

자연대 1호관 1-2호관 사이 도로변 7:16 11:10
자연대 2호관 " 7:19 11:10
공대 5호관 공대 5호관 복사실 앞 7:22 11:14

사범대 4호관 사대 4호관 동편 4거리 7:25 11:18
공대 3호관 " 7:28 11:18

공대 4-7호관 " 7:31 11:18
공대 2호관 생협매점 뒷편 도로변 7:34 11:22
공대 6호관 " 7:37 11:22
공대 1호관 " 7:40 11:22
정보전산원 정보전산원 앞 도로변 7:43 11:26

생활관 공용동 공용동 식당 후면 7:46 11:30
기초학문연구동 건물서편, 동아리건물앞 7:49 11:34
생활관 1-2호관 생활관 앞 도로변 7:52 11:38

예술대학 사대 3호관 옆 도로변 7:55 11:42
사대 3호관 " 7:58 11:42
사대 2호관 사대 2호관 옆 도로변 8:01 11:46
도서관 별관 도서관 후면 8:04 11:50
도서관 본관 사대 1호관 옆 도로변 8:07 11:54
사범대 1호관 " 8:10 11:54

예술대(조소관) 예술대(조소관) 입구 앞 8:11 11:55
인문대학 경영대 1호관 옆 8:13 11:58
경영대학 " 8:16 11:58

사회과학대학 법대사이 도로변 8:19 12:02
법학전문대학원 " 8:22 12:02

제2학생회관 제2생 식당 후면 8:25 12:06
농생대 1.2.3호관 농생대 2호관 뒷편 8:28 12:10

생활관 7-8동 생활관 입구 도로변 8:31 12:14
농생대4호관 농생대 4호관 앞 도로변 8:34 12:18

농생대(친환경센터) 친환경센터 뒤편 주차장 8:36 12:20
수의대 동물병원 뒷편 8:37 12:22

사대부중고 사대부중고 입구 도로변 8:40 12:26
사대부고 사대부고 식당 앞 8:41 12:27

법학전문대학원 2학생회관 식당후면 8:4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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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캠퍼스 시설물 관리

가. 목적
전남대학교 공통 교육시설물과 캠퍼스 옥외 공간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업무담당자가 사무처리에 활용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함.

나. 관련법령
○ 전남대학교 교육시설물 사용규정

○ 전남대학교 교육시설물 사용규정 시행 지침

다. 주요업무
1) 교육 공통시설물 사용허가

. 본부 2층 용봉홀(1세미나실), 용지관(컨벤션홀, 기획전시실), 용봉문화관(시청각실),

대학본부(2, 3세미나실) 운영 및 사용허가

. 체육관, 종합운동장(체육관련 행사는 스포츠센터에서 관리),

. 민주마루 사용 허가(승인 여부는 민주마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2) “1)”항의 체육관, 운동장, 민주마루 등 외부단체에 대한 행사 또는 옥외

공간 사용허가

3) 각 대학(원) 및 부속시설 등의 교육시설물은 해당부서에서 허가한다.

4) 시설물 사용은 일과시간(09:00∼18:00)을 원칙으로 하고 2일 이내로 한다.

5) 학술활동 범위를 벗어난 정치행사, 종교행사는 허가제외 또는 취소

라. 업무처리절차
○ 교내기관

‣유선예약 → 기관장명의로 문서발송 → 접수처리 → 시설과담당자 공람

또는 통보

○ 교외기관

‣유선상담 → 사용 10일전까지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 접수 →

허가여부 결정 → 결정사항 통지(사용허가 시) 수신자(신청자, 시설과장,

재무과장) → 사용 3일전까지 재무과에 사용료 납부확인 → 시설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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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시설별 현황
1) 민주마루

시설위치 대학 본부동 우측 건물 시설면적 1,080㎡

수용좌석 927석(1,112) 사 용 료 2,000,000원(4시간기준)

프랑걸리 실내: 1.5m*17m 실외: 0.9m*17m

시설장비 방송장비

시설신청 062-530-5011 음향장비 010-4607-6999 출입 관리실 1174

2) 운동장 및 체육관

체육관 / 운동장

시설위치 스포츠센터 시설면적 2,948㎡

수용좌석 330명 사 용 료 800,000(4시간기준)

기 타 운동장 사용료 4시간 기준 500,000원

시설신청 062-530-5011 음향장비 출입 관리실 2583

3) 본부 2층 용봉홀

시설위치 대학 본부동 우측 2층 시설면적 480㎡

수용좌석 303석 사 용 료 500,000원(4시간기준)

프랑걸리 실내: 0.9m*7m 실외: 0.9m*8m

시설장비
전자교탁, 프로젝터, 방송장비, 여수화상통신장비, 냉난방

교기, 태극기, 연단, 피아노, 조명 등

시설신청 062-530-5011 음향장비 010-4607-6999 출입 현관 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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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부 1층 제1세미나실

시설위치 대학 본부동 우측 1층 시설면적 106.9㎡

수용좌석 50명 사 용 료 300,000원(4시간기준)

프랑걸리 실내: 0.9m*7m 실외: 0.9m*8m

시설장비
빔 프로젝터, 전자교탁, 냉난방(천정형)

이동식 책상 40개중 30개사용, 의자 80개중 50개사용

시설신청 062-530-5011 음향장비 010-4607-6999 출입 현관 1170

5) 대학본부 제2, 제3 세미나실

시설위치 대학본부 1층(구, 입학과) 시설면적 205.9㎡

수용좌석 2세미나 30명/ 3세미나 60명 사 용 료 외부 대관 불가

프랑걸이 실내: 없음 실외:

시설장비 프로젝터, 전자교탁, 냉난방

시설신청 062-530-5011 음향장비 010-4607-6999 출입 현관1170

6) 용지관 컨벤션홀

시설위치 용지 앞 도로변 시설면적 660㎡

수용좌석 398명 사 용 료 500,000원(4시간기준)

프랑걸이 실내: 0.9m*14m 실외: 0.9m*9m(세로)

시설장비
프로젝터, 전자교탁, 조명, 스크린, 프랑걸이,

음향시설, 냉난방, 연단, 대기실

시설신청 062-530-5011 음향장비 010-4607-6999 출입 상황실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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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용지관 기획전시실

시설위치 용지 앞 도로변 건물 시설면적 480㎡

수용좌석 000명 사 용 료 300,000원(4시간기준)

프랑걸이 실내: 없음 실외: 0.9m*8m

시설장비 작품전시대 30개중 27개 비치

시설신청 062-530-5011 음향장비 010-4607-6999 출입 상황실 0140

8) 용봉문화관 시청각실

9) 기타 옥외공간 시설물

- 동문주변, 봉지주변, 기타 대학 및 부속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 등 학생

행사를 제외한 외부기관행사

- 옥외 공간에 대한 사용허가는 공익 목적의 행사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음주, 가무, 취사 등 질서문란 행위를 금지하며, 확성기, 악기류 등 사용금지)

시설위치 박물관 4층 시설면적 260㎡

수용좌석 263명 사 용 료 500,000원(4시간기준)

프랑걸이 실내: 0.9m*6m 실외: 0.9m*7m(1층 로비 창문가)

시설장비
전자교탁, 프로젝터, 조명, 냉난방

연단, 보조의자, 접수대 등

시설신청 062-530-5011 음향장비 010-4607-6999 출입 상황실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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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방

가. 자체 소방점검
○ 점검시기 : 연2회 4월과 11월에 실시

○ 점검대상 : 우리 대학교 전 건축물 및 격지 건축물

○ 점검인원 : 조장(총무과장 또는 서무 팀장), 업무 담당자, 수검기관 소방

안전관리자, 시설과 전기기사, 소방 설비기사

○ 점검후 조치 : 점검 후 지적사항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자체적으로 보완

또는 보수토록 조치

나. 위험물 점검
○ 분기당 1회(소방서 점검)

다. 소방계획서 작성
○ 당해연도 소방계획은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작성

라. 소방 합동훈련
○ 소방서와 합동으로 연 1회 실시

마. 소방업무 흐름도

번호 업 무 명 관련 규정 업무추진요령 및 흐름도

1
소방업무 

목적

공 공 기 관 의 

소 방 안 전 관

리에 관한규

정 제1조

이 업무는 국공립교육시설의 건축물, 공

작물 및 물품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

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여 교직원 및 학

생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서 

교육의 원활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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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안전관

리자 선임

공 공 기 관 의 

소방안전관리

에 관한 규정

제5조

본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물로서 아래 대상자를 소

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 선임대상자 : 소속 기관장 

○ 각 기관 소방안전관리자 : 행정실장

○ 대상기관 : 본부, G & R Hub, 법학전

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간호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 공학대학, 농업생명

과학대학, 문화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수산해양

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공동

실험실습관, 도서관, 여수캠퍼스 도서관, 

동물병원, 박물관, 보건진료소, 평생

교육원, 여수캠퍼스 평생교육원, 농업

실습교육원, 언어교육원, 여수캠퍼스 

언어교육원, 정보전산원, 생활관, 여수

캠퍼스 생활관, 스포츠센터, 연구실안전

관리센터, 사대부중, 사대부고, 어린이집, 

학생회관, 학군단, 창업보육센터, 첨단 

산학맞춤형 교육연구센터, 장성수련원, 

진도자연학습장, 의생명과학융합센터

3
소방안전관

리자 업무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 소속장소에 대한 소방계획의 작성 운영

○ 자위소방대의 조직

○ 피난시설․방화구역 및 소방안전시설의

   유지·관리

○ 소방훈련 및 교육

○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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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업 무 명 관련 규정 업무추진요령 및 흐름도

4
소방계획 

작성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익년도 소방계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10월31일까지 작성.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

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현황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 

및 소방안전시설, 전기시설․가스시설 및 

위험물 시설의 현황

○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검사 계획 및 진압대책

○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

로의 설정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

정비계획

○ 방화구획, 제연구획, 방화내장 및 방염 

그 밖의 방화상 구조 및 설비의 유지 

관리계획

○ 소방교육 및 훈련에 관한 계획

○ 자위소방대의 조직과 조직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중인 특

정소방대상물의 공사장의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 공동 및 분임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소화 및 연소방지에 관한 사항

○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할 소방서장이 명령하는 사항

   자체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설비기사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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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방점검 

및 진단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점검 

  - 소방시설의 작동 및 기능점검

: 년 2회(4,11월)

  - 위험물 점검 : 분기 1회(소방서 점검)

○ 진단

  - 일상진단 : 몇 시간 마다 또는 매일 정  

     해진 시각에 진단을 요하는 사항

     · 진단내용 : 화재발생 위험이 있는 

물건의 유지관리, 정리 

정돈 및 청소 상태

  - 수시진단 : 수일, 주간 또는 10여일  

                       마다 실시하는 진단 사항

     · 진단내용 : 상황에 따라 매일점검 

       할 필요가 없는 사항

  - 방화진단 착안사항

     · 정리정돈 상태 : 주위청결 등

     · 화기취급 상태 : 화기단속, 휴지 

수거시 담배꽁초 처리 등 

     · 전기배선 상태 : 무질서, 단락, 정격

            휴즈, 콘센트 등

     · 위험물 및 가연물 처리상태

: 화재발생 요인 제거 등

     · 소방기구 및 시설 유지관리 상태

: 적정 배치, 충약 상태, 청결, 안전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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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방시설 
설치 기준

국가화재 
안전기준

소방시설은 아래 기준에 의해 설치한다.
○ 소화기
  - 소화기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

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소화기에 이르는 거리가 소형
소화기는 20m, 칸막이가 설치된 각 실에 
추가 배치한다.

  - 바닥으로부터 1.5m이하의 곳에 설치
  - 소화기 위치 표지판을 설치한다.
○ 옥내 소화전 설비 :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곳은 매층 마다 설치

○ 옥외 소화전 설비 : 1층 및 2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9,000㎡ 이상인 건물

○ 자동화재 탐지 설비 :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연면적 600㎡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

○ 비상 경보 설비 : 비상경보 설비는 연면적
   400㎡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 면적이 150㎡ 이상인 건물에 설치

7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 설치

ㆍ유지 및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4조

○ 합동훈련 : 연 2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되, 그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실시
○ 도상훈련 : 작전도에 의한 훈련(자체적

으로 실시) 1월, 5월, 9월에 실시
○ 기초훈련 : 장비, 시설 작동요령 숙지  

 2월, 6월, 10월에 실시
○ 부분훈련 : 임무별 부분 숙달 훈련 3월,   

 7월, 11월
○ 종합훈련 : 각 임무별 종합훈련 4월,   

8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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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

가. 목적
전남대학교 차량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관련규정 근거
○ 공용차량 관리규정

○ 전남대학교 차량관리규정

○ 버스이용 지침

다. 주요현황
1) 공용차량 관련 법인카드 현황

- 법인카드 및 통장현황

연번 카드 및 통장 NO 한도금액 용도 카드관리자
1 4559-5207-4876-8153 1천만원 주유카드
2 4559-5207-4876-8179 5백만원 주유카드
3 4559-5207-4876-8195 5백만원 1호차 /
4 5999-5207-4876-8203 1천오백만원 차량수리비
5 4599-5207-4876-2295 후불카드 하이패스
통장 074-107-518087 전남대학교(일반회계) 상기 카드 연계형 통장

- 차량용 하이패스 카드현황(10개)

차량번호 차 종 카드 NO 관리자 비고
74너 1339 버스/42인승 0210-0240-0017-4641
74너 1381 버스/43인승 0210-0240-0017-4658
72루 1774 버스/43인승 0210-0240-0017-4666
66수 1077 카니발 0210-0240-0017-4674
75구 1619 버스/15인승 0210-0240-0017-4682
74너 1305 버스/25인승 0210-0240-0017-4690
13라 8807 에쿠스/총장 0210-0240-0017-4708
32노 1371 아반떼/업무용 0210-0240-0017-4716 오터
32노 1050 아반떼/업무용 0210-0240-0017-4724 수동
66거 6744 그랜저/부총장 0210-0240-0017-4740
96누 8296 스타렉스/ 우편물 0210-0240-0017-4732

하이패스 홈페이지 https://www.excard.co.kr/ 조회 전남대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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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용차량 현황

차종
구분

합계
승 용 승 합 화 물

대 형 중 형 소형 대 형 중 형 중 형 소 형

1. 보유대수 14 4 0 2 3 2 2 1
공용차(정수) 10 1 2 3 1 2 1
2. 여수캠퍼스 9 2 1 3 2 1
공용차(정수) 5 1 1 3
2. 최단운행연한
및 최단주행거리

8년 8년 8년
12만km 이상

3. 현황

○ 승용차량

- 대형 : 총장전용 에쿠스2014, 부총장 업무용 그랜저
2015, 장애학생 리프트카 2007, 카니발 2009

- 소형 : 뉴아반떼 엑스디 (오토1, 수동1)2003
○ 승합차량

- 대형 : 유니버스 1, 2008, 뉴그랜버드 2대 2009, 2013
- 중형 : 이 카운티 1대(25인승, 2003), 카운티 1대 2003

○ 화물차량
- 중형 : 스타렉스벤 3인승(우편차)2016,

수의대 스타렉스 6인승 2016
- 소형 : 봉고 Ⅲ(2016)

※ 차량구입시 예산확보 선결을 요하며, 사전구입은 위법

4. 차량교체과정

○ 국립대학 기본경비 특이소요 요구서 제출(전년도 6월)→ 재무과
○ 차량교체계획 결정(내부결재) → 재무과에 구입요구

(조달구매)
○ 신규등록(교체결정 관련서류 제출) → 북구자동차등

록사업소
○ 불용품 처리→ 재무과에 반납

5. 운영상황 보고
○ 매년 공용차량 운영현황 정수보고 → 교육부
○ 관용정수 증감내역․교체현황 및 임차사용내역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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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요업무 흐름
○ 운행관리

- 차량운행일지(운전원 기록) 및 배차신청서 처리 → 결재(팀장 대결)

(운행일지에 매월 말일 차량주행거리 사진첨부)

- 행정실 카드 관리 → 연료 주입시 운전원이 행정실에서 카드 수령 사용

(주입량 확인) → 매월말 유류수불대장 주유량, 주행거리, 주행거리사진

확인 → 카드청구서 접수 → 유류수불대장, 카드사용 영수증 첨부

(과장결재) 수신 재무과장

- 교외교육 및 수련회 차량사용신청(각 기관 행정실에서 가 예약 후 문서로 요청)

→ 결재(과장) → 시외운행 문서로 승인통보 / 시내운행 전화로 통보 →

배차대장 기록(운전원에게 메일발송)

- 운전원 출장처리(시외운행에 한하여 출장) → 결재(과장)

- 운전원 여비정산 - 하이패스증빙자료 또는 영수증 – 재무과 제출

- 차량운행에 따른 비용을 전액 학교가 부담 함.

○ 공용차량 집중관리자 지정

- 관련: 총무과-10759(2013.08.19.)호

- 배차방법

. 6월 단위 순환근무제도(매학기 3월, 9월 순환 배차)

. 순번 1 → 6번, 순번 2 → 1번, 순번 3 → 2번, 순번 4 → 3번, 순번 5 → 4번, 순번 6 → 5번.

. 제설작업 차량 운전 : 우편물 차량 담당자가 겸임.

○ 차량운행일지 및 주유방법

- 관련: 총무과-6606(2013.05.29.)

- 운행거리 불일치 사유 : 차량운행거리를 연료소모량 기준으로 작성함으로써

차량계기판의 주행거리와 차량운행일지상의 운행거리가 다름

- 차량 주유도 편리성 때문에 대학 인근의 특정주유소 2개소를 거래하고

있는데 교내에 주유소 업주와의 불공정 거래 등이 우려되므로 거래선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있음

- 이에 따라, 업무용 차량운행일지 작성방법 및 주유소 거래처 다양화 등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시행

○ 정비관리(김정웅)

- 수리요구서 접수(운전원 신청) → 수리요구서 결재(과장)

- 수리요구 승낙(재무과에서 통보) → 차량 정비공장 입고

※ 부득이한 경우 선 정비, 후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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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통학차량 및 셔틀버스 운행
○ 통학버스 운행

- 매학기 개강 15일전 통학차량 운영계획 수립

· 학기 중 등교 시에만 운행하며, 교직원· 학생 모두 탑승 가능

· 지하철역, 시외버스터미널 , 순환버스 노선 등 연계형 버스노선과

학생회 의견에 따라 첨단노선을 운행

○ 셔틀버스 운행

- 캠퍼스간(광주 - 여수) 원할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년중 셔틀버스 운행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 학기 중 : 매학기 개강부터 공용차량 대형버스를 배차 운행(광주1대, 여수1대)

- 방학 중 : 매학기 종강 이후부터 학기 개시 전까지 주 4회 운행

- 학기 및 방학 시작 10일전 셔틀버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내부결재(행정지원과

팀장 및 과장 협조 사무국장 결재) - 전기관 알림 총무과장 결재

바. 기타사항
- 매월 초 운행일지 결재(주무 전결)반드시 배차대장과 기록계 확인

- 매월 중순 하이패스요금 정산

- 매일 유류전표 접수 및 정리 매월 중순 유류카드 대금 정산

- 매일 초과근무(통학은 초과근무 인정), 셔틀버스운행은 불인정

- 수시 운전원 출장 및 여비정산 신청

- 연간 1, 2회 차량관리비 신청(개인주차료, 현금통행료 등)

- 하이패스 통행근거자료 조회방법

(일반회계 공인인증서 재무과 일반회계 담당자 공유)

- 통장현황, 카드현황, 하이패스 카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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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문서 및 우편물 관리

가. 목적
○ 대학본부에서 생산되는 기록물과 대학(부서)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을 수발

○ 대 내·외 우편물 접수 및 발송 수발에 관한사항

나. 관련규정
○ 우편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제우편 규정

다. 주요내용
○ 운전원 1명과 차량 1대를 배차하여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우편수발

○ 사회복무요원 1명을 배정하여 우편물분류 및 특수우편물 접수 및 발송

○ 광주↔여수캠퍼스간 우편물은 셔틀버스를 활용한 수 발신

○ 단과대학 우편물은 북광주 우체국에서 단과대학으로 직접 배송

○ 특수우편물은 대학본부 우편물만 접수하고 우체국에서 해당기관으로 직접배송

라. 업무흐름
○ 일반문서(대외문서)

- 문서접수 → 처리과 분류(서무팀장) → 각부서 문서함에 투입

○ 문서 및 우편물 수발

- 운전원 1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이 북광주우체국에서 배달 우편물

인수 → 대학본부 부서 또는 부속기관으로 분류 → 본부에서 생산된

문서와 함께 각 대학(기관)에 배달 → 각 대학(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접수 → 본부 각 과의 문서함에 투입

○ 특수(등기)우편물

- 북광주 우체국에서 각 대학(기관) 행정실에 배달 → 관리팀은 본부 부서우편물

수령 → 특수우편물 접수대장 기록 → 본부 각 부서 문서 수발자 서명 → 수령

○ 우편물 발송

- 본부 각 부서 발송문서 접수 → 등급별로 구분 → 구내 우편취급국에 접수

→ 발송대장등재 →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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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발송 계약

- EMS 국제통상(북광주 우체국) 2016.11.1∼ 1년간

- 국내우편(전남대학교 우편취급국) 2014.07.01.(전남대우체국에서

취급국으로 변경 계약)

※ 특급 및 외국우편물은 후납에서 제외 (제외사유: 취급국은 요금할인 불가)

- 우표관리 : 우표수불대장 기록 → 결재(주무 대결)

- 회송 및 반송용 우표구입 : 사무국장 내부결재 → 재무과장 구입요청 문서발송

(과장 전결) → 북광주우체국 또는 광주우체국 방문구입 → 재무과 영수증 제출

- 후납 우편료 정산 : 납부고지서 수령 → 기안문 작성(재무과 발송) 후납우편

발송대장 첨부 → 결재(과장)

○ 캠퍼스간 우편물(광주↔여수)

- 총무과 접수 → 셔틀버스 운행일지에 기록(운전원 배달) → 행정지원과

접수→ 해당기관에서 찾아감

- 행정지원과 접수→ 셔틀버스 운행일지에 기록(운전원 배달) → 총무과

접수→ 해당기관에서 찾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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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운영 및 열람

가. 목적
우리대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연람에 필요한 사항

나. 관련 법규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22조 ~ 제28조

○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영상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다. 주요내용
○ 공공기관 CCTV 관리현황 시스템 등록

공공기관의 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표준개인

정보보호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개인정보보호종합

지원시스템(http://intra.privacy.go.kr)에 등록하여야 한다.

○ CCTV 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 관리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유지를 위해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법 제18조

제2항제7호 및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4조제1항 제7호에 따라 본인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전남대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공고

전남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매년 4월 업데이트 결재 수정게시)

라. 업무 절차

○ 전년도 근거 자료를 근거로 매년 2월말까지 전기관 CCTV 관리현황을

조사 3월말까지 개인정보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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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http://intra.privacy.go.kr)에 등록

공인인증서 준비 → 홈페이지 접속 → 담당자 등록 → 상위기관(대분류

교육부, 중분류 전남대학교 김상근, 소분류 대학 및 기관) 승인 후 로그인

→ 메뉴얼에 따라 CCTV 현황입력 보고

[업무관련: 02-2100-1736, 시스템관련: 02-2100-1734]

○ CCTV열람 [주차관리 및 경비(범죄예방)]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공공기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제한의 예외

1.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단, 5 ~ 9호는 공공기관의 목적 외 이용․제공 시에만 적용

○ CCTV 열람처리 절차

경찰서 공문 접수 → 결재 → 결재문서 해당기관 공람 → 상황실 알림

http://intra.privac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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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인사

가. 공무원 임용권자 및 위임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32조
○ 공무원임용령 제2조 및 제5조
○ 고위공무원단인사규정 제5조
○ 교육부 위임전결규정

임

용

권

< 대통령 임용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강임, 면직, 해임 및 파면,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의
전보 및 겸임

※ 대통령의 임용절차

소속장관
(제 청) →

인사혁신처
(협 의) → 국무총리

(경 유) →
대 통 령
(임 용)

< 소속장관의 임용 >
○ 대통령이 임용하는 공무원외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
< 소속기관장 임용 >
○ 소속장관이 임용하는 공무원외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
- 4급 및 5급 공무원의 자체 전보
- 6급 일반직 공무원(6급상당 이하 별정직 포함)의 임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구직 공무원 중 연구사(전직 제외)

임용권
위 임

○ 소속장관의 임용권 위임 가능 범위
수임자 위임가능 범위

①고위 공무원단 소속기관장 4급 및 5급공무원 전보권, 6급이하 공
무원 임용권

②4급 이상 소속기관장 6급이하 공무원 임용권

③5급 소속기관장 6급 및 7급공무원 전보권, 8급 이하 공
무원 임용권

④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
(현업기관을 갖는 소속장관의 경우)

당해 보조기관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현업기관의 5급이하 공무원 전보권

⑤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 당해보조기관에 소속된 4급공무원, 5급
이하 공무원 전보권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
: 대학교의장,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 검찰총장, 고등검찰청장
및 지방검찰청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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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력경쟁채용

제도

목적

○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로서

○ 임용예정직위와관련된자격증소지자, 유경험자등우수전문인력을채용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내지 제22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조
내지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경력

경쟁

채용

요건

및

시험

방법

경력경쟁채용등시험 요건(법 제28조제2항) 시 험 방 법

○ 직권면직자의 3년이내 원직급 재임용

○ 다른 종류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한 경

력직공무원의 원직급 재임용

1호
서류전형,

면접시험

○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2호 〃

① 근무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자

② 동일 직급 경력 2년 이상인 자
3호

①서류+면접

②필기+(면접․

실기 또는 서류)

○ 철도전문대학, 세무대학등특수학교졸업자 4호
서류전형,

면접 또는 실기

○ 1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 임용 5호 서류전형

○ 특수직무분야, 특수환경, 도서 벽지근무 등

특수지역 근무예정자
6호

면접시험+실기

또는 서류

○ 지방직→국가직, 관리운영직↔일반직 7호 시험 면제 가능

○ 외국어능통자 8호 필기+(면접 실기
또는 서류)

○ 전문계, 예능계, 사학계의 학교 졸업자 9호 〃

○ 과학기술 분야 등 학위소지자 10호
서류전형,

면접 또는 실기

① 국비장학생

② 지역 인재추천채용에 따라 견습근무를 마친자
11호

①서류+(면접또는실기)
②시험면제[선발시,
서류+필기+면접]

○ 연고지 및 일정지역 거주자의 한지(限地)채용 12호 필기+(면접 실기
또는 서류)

① 귀화자 또는 북한이탈주민 채용

② 귀화자 또는 북한이탈주민 중 2호 3호 10호

요건자 채용

13호

①필기+(면접 실
기 또는 서류)

②서류+(면접 또
는 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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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채용절차

< 5급이상 >

채용
절차

소속
장관

시험
→
요구

시험실시기관
(인사혁신처)

→ 심 사 →
시험
실시

(경채요건, 자격,

필요성 등)

임 용 ← 임 용 제 청 ←
합격자
발표

←

< 6급이하 >

각급
기관장

협의
→
요청

협의기관
(인사혁신처)

→
협의 및 검토
(인사혁신처)

→

시험
실시
(각급
기관)

(경채요건,자격
,필요성 등)

임용

(각급기관)
←
시험결과통보

(인사혁신처)
←
합격자

발표
←

참고

사항

< 시험실시기관 >

○ 5급이상 경채：인사혁신처

○ 6급이하

- 인사혁신처：행정, 세무, 관세, 운수, 교육행정, 사회복지, 노동,

문화, 공보, 감사직렬 및 외무공무원(외교정보관리직제외)

- 소속장관：인사혁신처 실시 시험외의 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합격효력>

○ 경력경쟁체용시험은 1년이 원칙,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

한 시험의 경우 6월,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시험의 경우 2년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한 채용자의 임용>

○ 채용예정직위 이외에 임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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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승진임용

개념
○ 결원보충의 한 방법으로서 하위계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위계급에 임용하는 것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0조의4

○ 공무원임용령 제4장,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 제21조

○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인사관리지침

승 진

임 용

대 상

기 준

○ 고위공무원단에의 승진 : 3급공무원, 4급(3년이상)공무원으로

고위공무원 후보자교육 및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중에서 임용

○ 3급 공무원에의 승진：바로 하급 공무원중에서 임용

○ 4급이하 공무원：동일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중에서 임용

종 류 ○ 일반승진(심사,시험), 공개경쟁승진, 특별승진, 근속승진으로 구분

승 진

임 용

방 법

○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

-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 등을 고려하여 보통승

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원 범위 안에 해당하는 인원

을 선정하여 소속장관이 임용

○ 5급 및 7급이하의 승진

- 승진후보자명부 고 순위자 순으로 임용령 별표5의 배수범위

내의 해당자를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용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근무

성적
(70～95%)

+

경력

평정
(5～30%)

+

훈련

성적
(의무이수)

+ 가점
(5점이내)

○ 6급의 5급 승진(아래의 방법중에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

별로 선택)

- 심사승진：승진후보자명부순위 임용령 별표5의 배수범위

내의 해당자,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승진시험：승진후보자명부순위 2～5배수 해당자, 승진시험 부과

(제1, 2차 구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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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경쟁승진 >

○ 승진소요최저연수(3년 6개월)를 초과한 6급공무원을 대상으로
5급승진시험을 실시
- 직렬구분 없이 실시

[제1차：선택형, 제2차：논문형, 제3차：면접]

< 특별승진 >

○ 민원봉사대상 수상자, 직무수행능력 탁월자, 제안채택자, 명예

퇴직자, 공무사망자(추서)의 경우 승진후보자명부순위에 불구하고

승진

- 민원봉사대상상수상자, 직무수행능력탁월자：4급이하
- 직무수행능력 탁월자 : 4급이하
- 제안채택․시행자 : 5급이하
- 명예퇴직자 ：3급이하
- 공무사망자(추서) ：전계급

6급의 경우
승진시험에
우선응시
부여가능

< 근속승진 >

○ 승진적체가 심한 하위지기 공무원 사기진작 등을 위해 도입

된 것으로,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근속승진기간을 경과

한 공무원을 승진(승진심사위원회 등 일반원칙은 적용됨)
  - 계급별 근속승진기간 : 9급→8급: 5년6월, 8급→7급: 7년

                          7급→6급: 11년(6급 승진후보자명부 30%내)

승진임용

절 차

<고위공무원 >

승진심사

대 상 자

결 정

→

보 통 승 진

심사위원회

심 사

→
승진대상자

결정
→
고위공무원

승진심사
→

승진임용
제청 및
대통령
(재가)

승진임용
(인사발령)

←

< 4급 및 5급 공무원의 승진 >

승진심사
대 상 자
결 정

→
보통승진
심사위원회
심 사

→
승진대상자
결정

→
승진임용
(인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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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급 공무원의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 >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 시험실시 → 합격자
결정

→ 승진임용
(인사발령)

승진심사
대상자 → 승진심사

위원회 → 승진대상자
결 정 →

< 6급 공무원으로의 승진 >

승진심사
대 상 자
결 정

→
보 통승진
심사위원회
심 사

→ 총장
(재가) → 승진임용

(인사발령)

< 7급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 >

승진심사
대 상 자
결 정

→
보통승진
심사위원회
심 사

→ 사무국장
(결 재) → 승진임용

(임용권자)

※ 참조 : 전남대학교위임전결규정

참고

사항

< 승진소요최저연수 >

○ 일반직공무원

계 급 9 급 7 8급 6 급 5급 4급

소요연수 1년6개월 2년 3년6개월 4년 3년

※연구사 지도사는 5년

< 승진임용제한 >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중에 있는 경우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중에 있는 경우

◦징계처분 종료후 일정기간 미경과자

-정직 강등：18월, 감봉：12월, 견책：6월



- 364 -

마.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제도

목적

○ 실적주의 인사원칙에 입각하여 공무원의 승진평정요소를 근무

성적, 경력 및 그밖의 가점사항으로 구분하여 승진임용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인사의 객관성 공정성을 제고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2제4항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작성

대상

○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이하 공무원, 연구 지도사
*승진임용순위명부 등재자, 승진임용 제한중에 있는자와 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명부작성 제외

작성요소

및

배점비율

작 성 요 소 배 점 비 율

근 무 성 적 80% (80점만점)

경 력 평 정 20% (20점만점)

훈 련 성 적 의무이수제

가 점

(자격증, 특수지근무, 실적)
5점 범위

작성권자

및

작성시기

<작성권자>

○ 5급․6급․연구사 및 지도사 :승진임용제청권자

○ 6급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 : 총장

○ 7급이하 승진후보자명부：승진임용권자

<작성시기>：연 2회

◦매년 1월말, 7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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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근무성적평가

제도
목적

○ 공무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등을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승진임용, 성과상여금,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조직전체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음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51조, 제40조, 제40조의2제4항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절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예규)

평가
대상

○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연구 지도직 공무원 포함

평가
시기

○ 정기평가 : 6월 30일, 12월 31일(연 2회)
※임기제공무원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1회 실시

평가
방법

○ 평가자의 평가 : 절대평가
- 평가항목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기본으로 하며, 직무
수행태도와 부서단위 운영평가 결과 추가 가능

-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된 평가방향에 따라 평가하되, 소관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독자적으로 함

○ 평가 단위에서의 평가
- 평가 단위는 직무의 유사성,직급별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정함
- 평가 단위의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
위원회에 제출

○ 근무성적가위원회에서의 평가：상대평가방법
-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점수를 정하고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결과의
조정·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처리

- 각 평가 단위별 평가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상대평가 하여 순위를 정하고 3개 이상의 평가등급으로 구분함
다만, 최상위 또는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을 경우
에는 해당 비율을 차하위 또는 차상위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인원비율이 배정되는 등급이 최소한 2개 이상이어야 함

근무
성적
평가점
분포
비율

○ 최상위 등급의 인원은 직급별 또는 계급별 인원수의 상위 20
퍼센트 비율로, 최하위 등급의 인원은 하위 10퍼센트 비율로
분포하도록 부여하되, 최상위·최하위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비율을 차하위·차상위등급과 합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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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경력평정

제도목적

○ 공무원의 경력(민간근무경력 포함)을 현직급과의 근시성 유사성
정도 등을 기준으로 갑 을 병 정 기타경력으로 구분하고

○ 각 경력별로 일정비율에 따라 평정점을 산출하여 승진임용의
기초자료로 활용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40조의2제4항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장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예규)

경력평정
대상 및

기간 등

< 평정대상 >
○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일반직,
연구사, 지도사

< 평정시기 >
○ 매년 2회 : 6월 30일, 12월 31일
< 평정가능기간 >
○ 5급：최근 14년
○ 6급, 연구 지도사 : 최근 11년 6월
○ 7급이하：최근 10년

경력구분

및

환 산 율

구 분 공무원 경력 기 타 경력

환
산
율

갑경력을경력병경력정경력박사학위
소지경력

자 격 증
소지경력

민간기업
근무경력

10할 8할 6할 3할 8～10할 8～10할 6할

평정점
및

산 출

< 경력평정점 >

○ 30점 만점으로 평정

< 경력평정점 산출 >

○ 경력평정대상기간내의 각 경력에 환산율을 곱하여 환산

경력월수 산정

-환산율을 적용하는 경력평정대상기간은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은 제외됨

(기타 경력의 경우에도 이에 상당하는 기간은 제외함)

-다만, 공무상질병 군복무 국제기구고용 휴직기간, 육아휴직

기간(최초1년), 해외유학 휴직기간(50%) 등은 당해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함

- 367 -

평정점
및

산 출

○ 환산경력월수에 해당 월경력평정점수를 곱하여 경력평정점을

계산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을 구분하여 차등평정)

*계급별 월경력평정점수표

5급
72월 이내의
환산경력월수

72월을 초과하는
환산경력월수

0.37점~0.63점 0.02~0.06점

6급, 연구사,
지도사

66월 이내의
환산경력월수

66월을 초과하는
환산경력월수

0.40~0.72점 0.03~0.06점

7급이하

48월 이내의
환산경력월수

48월을 초과하는
환산경력월수

0.58~2.50점 0.02~0.06점

※부처에서 결정한 평정가능기간과 만점도달기간에 따라 달리 적용함

아. 의무적 교육훈련시간제

제도

목적

○ 당해계급에서 연간 80시간 이상 교육훈련(개인․조직 차원의

학습활동 포함)실적을 갖춘 공무원에게만 승진 허용

근거

○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3 내지 제11조의5, [별표1]

○ 교육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상시학습) 제도 운영지침

적용대상

및

방 법

< 적용대상 >

○ 4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

< 교육훈련시간 산출 >

○ 필요 교육훈련시간 : 해당 계급 근무연수 ×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 계산결과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근무연수 : 근무월 ÷ 12

※근무월은 역(曆)에 의한 연단위로 계산하여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

이면 1월로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산출 기준일 :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

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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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 교육훈련시간의 산출

-필요 교육훈련 산출 기준일까지의 실적 교육훈련시간을 기준

으로 하되,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합산

승진반영

교육훈련

시 간

<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이하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충족

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에서 제외

-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해서는 ‘5급

승진후보자역량향상과정’ 필수 이수

※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배수에는 포함

○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기 위하여 승진심사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ㆍ보좌기관

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만 교육훈련시간을 반영

-다만, 기관의 장 또는 보조ㆍ보좌기관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교육훈련시간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교육훈련실적(이하 “실적 교육훈련시간)에 합산 가능

< 파견ㆍ휴직기간, 기관간 전보자 및 전직자 등의 처리 >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각호(제4호의 교육훈련파견은 제외)의 파견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함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직위해제, 동법 제9조 정직에 따른 기간도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시 제외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60일 초과 병가기간, 출산휴가

기간, 강임된 자를 다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

○ 국가공무원법 제79조 강등의 경우 제80조제1항에 따라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에 한하여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시 

제외하고, 정직 이후 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에 산입하여 원래 

계급 승진 시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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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 

전보자, 전직자 및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의

경우에는 전보, 전직 또는 특별채용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

시간을 대상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

(동일계급에서 상시학습이 적용되는 전체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

시간을 말함)을 반영할 수 있음

*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는 경우 전보, 전직 및 특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에 따른 예외적용>

○ 직무수행상 특별사유(주요 국정과제 수행, 장기출장, 파견 등)

로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승진임용 가능

- ‘직무수행상 특별사유’ 해당여부 등은 인사혁신처와 사전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결정하며, 결재권의 위임은 차관까지 가능

< 부처지정학습 (2010.1.1 이후) >

○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의 40%는 반드시 업무성과 향상을 

위해 필요한 ‘부처지정학습’ 이수 필요

- 부처지정학습 이수시간은 다음연도로의 이월이 불가능, 총

교육훈련시간에는 모두 포함

○ 부처지정학습 인정범위는 매년 교육훈련 기본계획에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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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가점평정

제도목적

○ 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도서·벽지 등 특수지에서
근무한 경력 또는 탁월한 근무실적 등이 있는 경우 승진
후보자명부 작성시 가산함으로써

○ 해당 기관에 대한 근무유인을 촉진하고 업무혁신동기를
부여하며 해당 공무원의 사기를앙양시키는 데 있음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40조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가점내용

<가점범위>

○ 가점범위 : 직무관련 자격증, 특정직위 및 특수지역에서의
근무경력, 업무혁신,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

○ 상한점 : 5점 범위 이내
  ※ 소속장관이 소속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점부여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제도운영설계시 고려사항>

○ 가점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가점종류에 대해 반영비율이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가 필요함

○ 가점부여 항목이나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근무성적

평가 대상기간 전(6월 또는 12월 전)에 미리 소속공무원에게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가점의 제한기준(예시)>
○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격증은 가점평정할
수 없음

○ 해당 자격증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1개 자격증에 대해서만
평정함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
자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경력
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공무원임용
시험령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가점평정 할 수 없음

○ 특정직위 및 특수지역 근무 가점은 소속장관이 정한 경력평정
가능기간 범위 내에서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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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필수실무관 지정

제도

목적

○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고 경험이 풍부한 6급공무원의 장기

근무 유도

근거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

○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지정 등 운영지침

지정

요건

○ 경력：6급공무원으로서 8년이상 재직한 5급대우공무원

○ 연령：48세이상 53세미만인 자

○ 실적
요건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고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당해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고
(승진포기)

소속장관이 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여 추천한 자

지정

절차

지정계획

시달

(교육부)

→
본인

신청
→

교육부장관

지정

(보통승진심사

위원회 심사)

→

발령통지

(소속

기관장)

인사

관리

○ 실무수행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서 직위에 보직

○ 5급에의 승진제한. 단, 특별승진요건 해당자의 경우에는

5급에의 특별승진임용이 가능함

* 지정자는 자격을 포기할 수 없으며, 전직 및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전보시에도 자격을 유지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 가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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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대우공무원

제도
목적

○ 승진정체현상으로 승진을 하지 못한 성실, 유능한 공무원에
대하여 상위계급에 상응하는 처우상의 대우를 함으로써

○ 공무원의 근무의욕 고취, 사기진작 및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
하는 데 있음

근거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
○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지정 등 운영지침

선발
요건

< 대상 및 경력요건 >

구 분 대상계급 근 무 기 간 비 고

일반직

4급～5급
당해계급에서
7년이상

발령일을
기준으로
승진소요
최저연수
계산 방법에
의하여
산정

6급～9급
당해계급에서
5년이상

연 구 사
당해계급에서
10년이상

지 도 사
당해계급에서
10년이상

< 실적요건 >
○ 승진임용에 제한사유가 없는 공무원
○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 경력요건을 충족하는 공무원이라도 근무실적이 불량하여 대우
공무원으로 선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처우수준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 지급

선발절차

선 발
- 4～5급: 교육부장관
- 6급이하 공무원: 소속 기관장

→
발 령
(대우공무원임명)

* 매분기 초월 1일

※  6급이하：임용권자(소속장관 및 소속기관장)
 5급이상：임용제청권자(소속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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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전직

제도
목적

○ 공무원이 당초 채용과는 다른 분야에 소질과 능력이 있는 경우

직렬을 변경 임용함으로써
○ 직무의 능률성 및 전문화를 도모하고 조직의 기능변화에 따른

신축적인 인사운영을 기하는 데 있음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3

○ 공무원임용령 제29조 및 제30조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전직
요건

○ 전직 예정직에 관련된 직무에 6월이상 근무 또는 교육훈련

경력자
○ 담당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

○ 담당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소지자
○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원조정이 필요한 경우

○ 당해 직렬의 최상위직급에 재직하거나 그 기관에 동일직렬의
상위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자의 승진임용

○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전직

방법

○ 전직시험에 의한 전직이 원칙

○ 단,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 전직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행정직렬과 감사직렬 상호간, 직제개편으로 인한

동일직군내에서 직무내용 변경없이 직급명칭만 변경된 경우

등은 전직시험을 면제함

전직

절차

< 전직시험 대상자>

시험
요구

결과
통보

전직예정
기 관

↓
시험실시
기 관

→ 시험실시

↓ 전직임용
또는

임용제청
→ →

< 시험면제 대상자 >

전직예정기관 →
전직임용

또는 임용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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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강임

제도

목적

○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강등되어 과원이 된 때 해당공무원을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 하위직급에 임용한 후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 승진임용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

○ 공무원임용령 제58조 및 제59조

강임요건

범위 등

< 강임요건 >

○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폐직

또는 강등되어 과원이 된 때

○ 본인이 동의한 경우

< 강임범위 >

○ 바로 하위계급의 직위에 임용

< 강임자의 우선 승진임용 등 >

○ 상위직급의 결원발생시 승진의 일반원칙에 불구하고 우선승진 임용

단,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경우에는 본인의 경력,

당해기관의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승진예정공무원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여 승진임용

○ 강임된 경우라도 강임전 봉급액보다 많아질 때까지는 강임전의

봉급지급

강임

절차

직제개편

등으로 직위

폐직 및 과원

→ 강 임 → 우선 승진임용

본인 동의 → 바로 하위계급 →

다른 공무원과

경력등을 고려

우선 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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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휴직

제도

목적

○ 공무원이 재직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 일정기간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내지 제73조

휴직사유

및

기간

구분 휴 직 사 유 기 간

직

권

휴

직

○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 공무상 질병은 3년 이내 가능

1년이내

(1년연장가능)

○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소집되었을 때

복무기간

○ 천재, 지변 또는 전시, 사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한 때

3월이내

○ 기타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하여 직무를 이탈
하게 된 때

복무기간

○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때

전임기간

청

원

휴

직

○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 국내 외 대학 또는
국내 외 연구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채용기간

○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3년이내
(2년연장가능)

○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2년이내

○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1년 이내

(여성공무원
은3년이내)

○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년이내

(총3년이내)

○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3년이내
(2년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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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의
효력

및
인사관리

○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휴직기간중 휴직사유 소멸시 30일이내 신고 → 지체없이 복직조치
○ 휴직기간만료시 30일이내 복직신고 → 당연복직
○ 휴직기간중 봉급액의 일정금액 지급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봉급의 7할(연봉월액의
6할) 지급, 1년초과 2년이내는 봉급의 5할(연봉월액 4할)
- 공무상 질병 휴직：전액지급
-육아휴직: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봉급액의 4할 지급(자

녀당 1년 이내)

휴직절차 < 직권휴직 >

휴직사유
발 생 → 휴직여부 판단

(임용권자) → 휴직발령
(임용권자)

< 청원휴직 >

본 인
(휴직신청) →

휴직여부 판단
(임용권자) →

휴직발령
(임용권자)

↑

휴직사유 및
관 련 서 류

참고

사항

○ ’49. 8：휴직제도 도입
○ ’63. 4：군복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행방불명, 기타 의무 수행으로

인한 휴직 추가
○ ’63.12：국제기구, 외국기관 임시고용 휴직 추가
○ ’81. 4：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 및 교육기관 연수

휴직 추가
○ ’94.12：육아휴직, 가사휴직 추가
○ ’97.12：해외근무 배우자 동반휴직 추가
○ ‘99.12 : 육아휴직신청시 휴직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을

호봉간의 승급기간에 산입
○ ‘02.01 : 민간근무휴직 추가, 육아휴직 1세미만→3세미만
○ ‘07.03 : 육아휴직 3세미만→6세미만 취학전 아동, 여자공무원 휴직

기간 3년 연장(’08.1.1일부터 적용)
○ ‘08.03 : 공무상 질병휴직기간 확대(1년→3년)
○ ‘11.05 : 육아휴직 요건 확대(만6세이하→만8세이하) 및 결원보충

요건 l완화)출산휴가와 연계시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 보충
가능)

○’14.2.7 : 질병휴직 기간을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가사휴직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부모 및 손자녀를 추가

* 공무상 질병휴직은 기존과 동일하게 3년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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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직위해제

제도

취지

○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 사유에 따라 능력회복 및 재판업무 등에 전념할 기회를 부여
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있음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직위해제

사 유 및

효 력

< 직위해제 사유 >

○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 청구자 제외)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적격심사를 요구

받은 자
< 직위해제 효력 >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저조한 경우는
봉급의 8할(연봉월액의 7할), 그 외에는 봉급의 7할(연봉월액의
6할), 단, 징계의결요구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3월이
경과된 경우 4할(연봉월액의 3할 지급)

○ 승진임용제한, 승진소요최저연수 경력평정기간에서 제외

○ 출근의무, 직무수행 의무 없음

직위해제

절 차

<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불량자 >

→

직 위 부 여
(능력 또는
근무성적
향상이

있는 경우)

직위해제
사유발생

→
직위해제
(3월이내)

대기
명령
→

교육훈련또는
특별연구과제
부 여

→

직 권 면 직
(능력 또는
근무성적
향상이

없는 경우)

※징계위원회

동의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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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

징계의결

요 구
→ 직위해제 → 징계의결 →

직위부여

(감봉이하)
* 정직의 경우

정직 처분후 복직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검찰기소 → 직위해제 → 법원판결 →

직위부여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당연퇴직

참고사항

○ ’65. 10 직위해제제도 신설

*신체, 정신이상으로 인한 직무감당 곤란, 직무수행능력 부족,

징계요구, 형사사건 기소, 소속부하에 대한 지휘 감독 부족

○ ’73. 2

- 신체정신이상으로 인한 직무감당 곤란 사유 삭제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소속부하 지휘감독 부족

으로 직위해제되어 6월 경과후 당연퇴직 추가

-근무태도 심히 불성실한자

○ ’81. 4

- 대기명령제도 도입

-직위해제되어 6월 경과후에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당연퇴직제 및 소속 부하직원 지휘 감독 부족으로 인한

직위해제 삭제

○ ’82.1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중 약식명령청구자 직위해제 제외

○ ’91. 5

- 공무원으로서 근무태도 및 불성실자 직위해제사유 삭제

○ ’94.1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를 강제적 직위해제에서 임의적

직위해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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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공무원정년

제도

목적

○ 공무원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퇴직하게 하는 제도로서

○ 조직의 신진대사를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는 데 있음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

현황

○ 일반직공무원 : 60세

*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60세(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6조)

정년

퇴직일

○ 1월 ~ 6월 정년도달자 : 6월 30일

○ 7월 ~ 12월 정년도달자 : 12월 31일

※ 정년 도달일은 당해 공무원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함

참고

사항

< 정년제도 연혁 >

○ ’63. 4 ： 정년제도 도입(5급이상 61세, 6급이하 55세, 기능직 40～61세)

○ ’78.12 ： 6급이하 공무원 정년의 개별연장제 도입(3년범위내에서)

○ ’82.12 ： 5급이상 기술직공무원 정년의 개별연장제(3년범위내에서)

○ ’86.12 ：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 3년연장(55세 → 58세)

○ ’91. 5 ：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의 개별연장제 도입(3년범위내에서)

○ ’98. 2 ： 일반직 및 기능직 정년을 1년씩 단축하고 정년연장제도를

폐지

○ ’09. 1. 1 : 5급이상 및 6급 이하 정년을 60세로 일원화

* ’09년부터 ’13년까지 2년에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



- 380 -

더. 직권면직

제도목적

○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면직처분을 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

○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음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직권면직

사 유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경우

○ 휴직기간 만료, 휴직사유 소멸후에도 복귀불응 또는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로

면직)
○ 직위해제되어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징계위원회
동의 필요)

○ 전직시험에서 3회이상 불합격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자
○ 병역기피, 군무이탈자

○ 당해직급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상실, 면허취소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제70조의2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결정을 받은 때

직권면직

절 차

< 원 칙 >

직권면직

사유발생
→

징계위원회

(동의 또는 의견청취)
→

직권면직

(임용권자)

< 직제 정원개폐 등으로 인한 과원시 직권면직 >

직권면직

사유발생
→

직권면직

심사위원회
→

징계위원회

(의견청취)
→

직권면직

(임용권자)

- 직권면직 기준 설정

- 직권면직대상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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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명예퇴직

제도
목적

○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명예로운 사회진출기회 부여 및 경제적 보상

○ 공직사회 신진대사 촉진 및 조직활성화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업무 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 공무원임용규칙 제92조(인사혁신처 예규)

업 무
처리절차

○ 대상：일반직, 검사, 치안정감이하 경찰, 소방공무원, 교원, 군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1급이하 외무공무원

○ 요건：2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이상인 자 중 자
진하여 퇴직하는 자

○ 방법
- 정기명예퇴직→매 짝수달 말일 명예퇴직(공무원임용령에 의

거 특별승진임용 가능)
- 수시명예퇴직→직제․정원의 개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
시명예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단, 수시명예퇴직 신청자는
명예퇴직일전에 의원면직하여야 하므로 명예퇴직으로 인한
특별승진이 허용되지 않음)

○ 절차

신청공고 → 신 청 → 심사․결정

(교육) (본 인) (소속장관)
↓

퇴직 및
수당직급 ← 소속기관 통보

(소속장관)

수 당
지 급 액

○ 정년잔여기간 1～5년 해당자
- 퇴직당시 월봉급액(봉급표상 봉급액의 68%)의 반액 ×정년잔여월수
○ 정년잔여기간 6～10년 해당자

 정년잔여월수-60월 
퇴직당시 월봉급액(봉급표상 봉급액의 68%) ×  60 +  
의 반액  2 
○ 정년잔여기간 10년초과자：정년잔여기간 10년인 자와 동일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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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조기퇴직 등

제도

취지

○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원감축 경우 초과인원의 적극적 해소

○ 조기퇴직에 따른 수당지급으로 합리적 퇴직 유도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2항, 제4항 및 제74조의 3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대통령령)

○ 공무원임용규칙 제92조

수당지급

대상

<조기퇴직>

○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1년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자(임기제 제외)

<자진퇴직>

○ 1년 이상 근속한 별정직(비서관·비서 제외)

수당지급

요건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퇴직하는 자

지급액 ○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업무처리

절차
○ 조기퇴직및자진

퇴직사유발생

- 직제개편으로

초과인원 발생

→

○ 수당지급 계획수립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 신청 등

→
○ 수당 지급신청

접수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기관의 장)

→
○ 수당 지급대상자

심사 결정
→
○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지급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참고사항 ○ ’98. 2：조기퇴직제도 도입

○ ’02. 1：자진퇴직제도 도입

- 383 -

버. 공로연수

제도

목적

○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 준비기회 부여 및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 도모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 공무원임용령 제42조제1항

제도

내용

○ 대상 : 경력직 국가공무원 중 퇴직예정일전 6월 이내인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6월초과 1년 이내인 자를 선정)

※ 정년연장 중에 있는 공무원,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연수대상에서 제외

○ 절차

- 공로연수계획의 수립 및 집행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

- 인사발령 형식은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함’으로 함

※정년잔여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 동의 필요

○ 결원보충(공무원임용령 제42조제2항)

- 공로연수 근무를 명한 경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결원보충

가능

절차

공로연수계획

수립(기관별)
→

공로연수일정

계 획 수 립

(개인별)

→
연수대상자

선 정
→

인사발령

(공로연수

파 견)

↓

퇴임식 개최 ←
연수실시

및 지원

처우

○ 당해직급의 보수전액 지급(다만, 공로연수기간에 해당하는

시간외 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미지급)

○ 연수에 필요한 소요경비(교육비·교재비·시찰비 등 실비액)

및 연수활동비 지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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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성과계약제

가. 평가대상자 : 고위공무원 및 4급이상 공무원

나. 평가내용 : 당해연도 1.1～12.31 사이에 수행한 목표 추진실적

다. 평가자 및 확인자
○ 사무국장 직위 평가자 : 총장(확인자 없음)

○ 과장급 직위

- 평가자 : 각 처장 및 사무국장

- 확인자 : 총 장

라. 성과계약 체결 방법
○ 성과계약 체결시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간의 성과면담 반드시 실시

- 평가대상 기간 중 추진할 개인의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측정방법,

달성수단 및 달성기간 등에 관하여 합의

○ 하향식으로 성과계약 체결

- 성과목표 및 지표는 상․하위자간 연계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상위자로

부터 하위자로 순차적으로 성과계약 체결

○ 성과계약서 내용에 대해 평가자와 합의하고, 평가자가 최종 서명함으로써

성과계약 완료

○ 성과계약 체결방법

- 계약 : 총장 ↔ 처․국장 ↔ 과장

마. 평가절차
○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간 성과면담 반드시 실시

- 평가대상자는 성과지표의 측정결과와 성과목표별 주요 업무추진 실적

등을 최종평가서에 기록하고, 그 외 필요한 자료를 준비

․평가시점의 소속 부서에서 추진한 업무실적을 기록하며, 전인부서에서

추진한 업무실적은 전보싯점에 실시한 최종평가서에 기록된 내용으로 갈음

- 평가자는 성과계약서와 중간점검표, 평가대상자에 대한 주기적 성과기록,

전보시의 평가서 등을 토대로 평가대상자와 일대일 성과면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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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평가서 작성

- 원직적으로 평가자는 평가실시 이전에 평가의 방향에 대해 확인자와

협의하되, 평가는 독자적으로 실시

- 평가자는 최종평가서에 성과목표별 평가등급 또는 점수를 기록하고, 평가

대상자의 업무실적 및 능력에 대해 상사평가의견을 반드시 기재

- 최종 평가등급의 수는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의 5개 등급으로 구분

○ 평가결과의 확인

- 확인자는 평가자가 작성한 최종 평가등급 및 평가의견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평가자의 관대화 및 엄격화 경향이나 평정오류 등을 점검

바. 평가기준
○ 평가대상기간 중 평가대상 공무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성과계약의 성과

목표 달성도를 감안하여 평가하며, 성과목표 달성도는 성과목표의 추진

결과를 성과지표에 근거하여 평가

등급 등급결정 기준

매우우수 전례가 없을 정도로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한 경우

우수 당초 계획을 초과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경우

보통 당초 계획대로 기대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평가기준점)

미흡 업무추진 과정상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미달한 경우

매우미흡 업무추진 과정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 절대평가 방식

- 성과계약평가는 업무목표와 지표에 대해 상하간 합의하여 이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이므로, 상호간의 비교를 목적으로 하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본인의 목표달성도에 대한 절대평가를 하여야 함

사. 평가결과의 활용 : 성과상여금 및 인사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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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교육훈련

가. 목적
○ 연간 교육 훈련 계획을 확정하여 체계적인 교육 진행 / 목표 달성

○ 대학 자체 교육 훈련을 통해 교육 이수 시간 충족의 기회 제공

○ 상시 학습 체제 운영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 제공

○ 직원역량진단을 통한 평가체계 및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직원 역량 강화

나. 관련규정
○ 공무원교육훈련법

○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

다. 주요내용
 최근 국내ㆍ외 인재개발 동향*

◦ 개인의 성과를 넘어서 개인과 조직성과를 연계하는 핵심가치가 더욱 강조

되며,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인재개발’로 전환

 단편적ㆍ관리지향적 인재육성 ⇨  통합적ㆍ창의적 인재육성

• 개인역량 중심

• 개별 프로그램 중심

• 공식적 집합교육

• 인적자원개발

⇨
• 조직목표와 연계

• 학습 환경ㆍ여건 조성

• 비공식적 다양한 학습

• 인재개발

* 2017년 공무원 인재개발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1호)

 교육훈련 방향 : 공직가치 확립, 전문성 제고, 교육훈련 인프라 지원 강화

◦ 공직가치관 확립을 위한 공무원의 기본교육 강화 및 직장에 대한 자긍심

함양을 위한 감수성 교육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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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 편성) 신규․승진자 기본교육 등에 총 교육시간의 30% 이상

* (교육 내용) 공직자의 기본자세 확립, 애사심 함양을 위한 감수성 및

기본적인 교육,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교육 등

◦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급․직무별 전문 직무교육 강화 및 경력 단계별

체계적인 역량교육 실시

* 필수 역량과 전문지식에 기반을 둔 직무교육과정 개발 등

◦ 교육훈련기관(중앙공무원연수원, 광주, 전남․북 대학 간 프로그램․강사․

시설 상호 공동 활용* 및 교육과정 정보의 연계․통합 등 교육훈련기관

네트워크 강화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업무협약(MOU) 체결(’15.4.)

 올바른 가치관과 기본소양 함양

◦ 공직가치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공직가치를 교육하고 공직

체질 개선

◦ (전직원) 청렴교육(3시간)․성희롱 예방교육(2시간)을 의무 이수토록 하고

미이수시 승진에서 배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정보화역량 강화

◦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직장교육을

통한 전 직원의 SW 마인드 제고와 정보화교육 강화*

* 기존의 한글․엑셀교육 이외에 ‘정보화 역량과정’을 신설하여 과거에

비하여 폭증한 각종 정보의 분석능력 배양

 자기주도학습과 상시학습제도 내실화

◦ (상시학습제도) 형식적인 집합식 교육을 지양하고, 투입시간 대비 개인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상시학습제도’ 운영

- 연간 80시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32시간(40%)은 부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부처지정학습’ 설정*

* 전 직급이「교육부 인사운영규정」제46조에 따라 기준 미도달 시 승진 불가

◦ 행복교육 실현에 기여하는 유능하고 적극적인 핵심 인재육성을 위한 학습

분위기 확산* 및 역량** 개발 요구 확대

* 연구 학습 모임 활성화 유도 및 자기주도적 상시 학습 환경 조성 등

** 통합적 시각과 소통․조정 역량, 정책 기획 역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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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육과정 체계

분
야

핵심(공통)직무 

역량 강화

3대 경쟁력 

제고 역량강화

직무 전문성

함양 역량강화

직급별 역량강화 

워크숍

교육훈련 

인프라구축 강화

대
상

신규 및 전입자, 전직원

과
정

(6개 과정) (3개 과정) (6개 과정) (5개 과정) (6개 과정)

▪ 교학실무 과정

▪ 예산·회계 실무

   과정

▪ 공문서 실무 과정

▪ 행정법(총론) 실무

   과정

▪ 인사실무 과정

▪ 노무실무 과정

취업지원 역량

강화 과정

국제화

역량강화 과정

연구지원 역량

강화 과정

직원 

국외연수

(벤치마킹)

▪ 선박 안전관리

역량강화 과정

▪ 시설관리 역량

강화 과정

▪ 기획력 향상

과정

▪ 발표 및 스피치

능력향상 과정

▪ 외국어 위탁교육

▪ 정보화 향상 과정

▪ 전 직원 워크숍

▪ 관리자 역량강화

과정

▪ 대학행정 팀장

역량강화 과정

▪ 대학행정실무자

역량강화 과정

▪ 대학회계직 역량

강화 과정

▪ 신규 및 전입

직원 멘토링 과정

▪ 연구학습모임

(학습형)

▪ 교육행정연구과제

▪ 교육행정아카데미

(사이버교육과정)

▪ 직장교육

▪ 방통대, 사이버

   대학교 위탁교육

내부강사 국외연수
멘토/행정튜터/

외부교육
내부/외부 교육 내부교육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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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업무처리 절차
○ 교육훈련계획수립 → 세부사업별 교육훈련계획수립 → 교육훈련수요조사 →

교육훈련대상자 확정 → 교육훈련실시 → 교육훈련이수 통보 → 교육훈련결과

관리

○ 직원 전문교육훈련 강화(전문교육기관 교육)

업무처리 절차 세부업무

기본계획 수립 ° 전문교육기관 교육 기본계획 수립

월별 교육과정 수요조사

° 교육기관 수요조사

° 교육부 수요조사

° 대학 내 수요조사

교육과정 대상자 선정

° 수요조사 후 추천대상자 선정

° 승진 등을 고려하여 교육대상사 선정

° 추천대상자 추천(대학→교육부→교육기관)

교육과정 대상자 확정
° 교육기관 대상자 확정

° 교육대상자 안내

교육대상자 안내 및 교육훈련 출장
조치

° 교육대상자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 교육 1주일 전 교육출장 조치

(교육비 및 여비 지급)

° 재무과 및 교육대상자 소속기관 안내

교육실시 ° 교육기관 교육 실시

교육이수 관리
° 교육과정별 교육수료자 통보 접수

(교육기관․교육부→대학)

인사관리프로그램입력및관리 ° 개인별 상시학습 관리



- 390 -

○ 직원 혁신역량강화

업무처리 절차 세부업무

세부계획 수립
° 교육과정 선정
° 교육기간 확정
° 교육내용 선정 준비

교육내용 및 장소 선정
° 교육과정에 따른 강사 섭외 및 선정
° 교육장소 선정
° 교육일정 확정

교육대상자 수요조사 및 교육 준비

° 워크숍 참석자 수요조사 실시
° 교육대상자 선정
° 기수별 교육대상자 확정
° 세부 시행 내역 및 교재 작성
° 세부 시행내역 안내․준비사항 확인

교육실시
° 교육진행
° 교육결과 설문조사 및 결과 분석

결과보고 및 업무반영
° 워크숍 결과보고
° 결과물의 업무 반영

인사관리 프로그램 입력 및 관리 ° 개인별 상시학습 관리

○ 상시학습체제 운영

- 나라배움터(교육행정아카데미)

업무처리 절차 세부업무

세부계획 수립

° 교육과정 선정

° 교육기간 확정

° 관계기관 업무협의(중앙공무원교육원 등)

교육과정 및 교육대상자 수요조사

° 교육과정별 수요조사 실시

° 교육대상자 선정

° 기수별 교육대상자 확정

° 대상자 통보 및 교육프로그램 준비

교육과정 운영 및 수료처리
° 교육진행 및 관리

° 교육결과 설문조사 및 결과 분석

인사관리프로그램입력및관리 ° 개인별 상시학습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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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행정연구과제

업무처리 절차 세부업무

세부 운영계획 수립 ° 교육행정연구팀 운영방안 수립

교육행정연구과제 공모 ° 교육행정연구과제 신청 접수

연구과제 선정

° 교육행정연구과제 선정위원회 개최
° 연구과제 선정 및 지원금 결정
° 연구주제 및 지원금 수정내역 통보
및 접수

연구진행
° 연구책임자
° 연구비 선급금 지원

연구진행 지원
° 중간보고서 접수
° 연구비 선급금 정산서 접수
° 연구비 잔액 지급

연구보고서 접수
° 연구과제보고서 접수
° 우수과제 선정 및 포상

결과보고 및 업무반영
° 연구과제 결과보고
° 결과물의 업무 반영

인사관리 프로그램 입력 및 관리 ° 개인별 상시학습 관리

- 연구․학습모임(R&SG : Research & Study Group) 운영

업무처리 절차 세부업무

세부 운영계획 수립 ° 연구․학습모임 운영 및 지원방안 수립

연구․학습모임 조사
° 연구․학습모임 운영 및 팀 구성 현황 접수
° 연구․학습모임 등록

연구․학습모임 운영
° 연구․학습모임 운영 안내
° 연구․학습모임 운영 지원

활동결과보고서 접수
° 활동결과보고서 접수
° 우수팀 선정 및 포상

결과보고 및 업무반영
° 연구․학습모임 운영 결과보고
° 결과물의 업무 반영

인사관리프로그램입력및관리 ° 개인별 상시학습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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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국외연수

업무처리 절차 세부업무

세부계획 수립
° 연수 계획 수립
° 연수 지역 및 기관 선정

연수계획 안내

° 관계기관 업무협의(연수대상기관)
° 연수내용(연수프로그램) 선정
° 연수일정 확정
° 국외연수 신청 공모

국외연수 대상자 선정
°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개최
° 연수대상자 선정
° 연수대상자 연수 사전교육(어학 등)

국외연수 실시 및 지원
° 국외연수 실시
° 연수비 지원

결과보고 및 업무반영
° 국외연수보고서 접수
° 연수보고서 업무 반영

인사관리 프로그램 입력 및 관리 ° 개인별 상시학습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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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훈

가. 목적
○ 장기재직 직원 등에 대한 포상을 통해 직장에 대한 소속감 고취

○ 우수 직원 등에 대한 포상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 앙양 및 업무에 대한

적극성을 함양하여 대학발전을 위한 핵심 동기화 역할 수행

나. 관련규정
○ 상훈법 및 동법 시행령

○ 정부표창규정

○ 정부포상업무지침

다. 주요내용
○ 대내표창 : 장기재직표창, 퇴직자표창, 우수직원표창

○ 대외표창 :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 국민교육유공, 퇴직자표창 등

○ 재직자 표창

- 대상 :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직원, 성실․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업무발전에 기여한 직원, 친절․봉사행정을 실천하고 선행

등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

- 종류 : 공적의 정도, 직급, 직위, 재직기간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퇴직공무원의 직급(위)별 훈격 결정 기준에 준하여 정함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 국민교육유공표창 등 정부 포상

․장기재직 표창 : 10년․20년․30년․40년 근속 표창

○ 퇴직자 표창

- 대상 : 재직 중 직무에 정려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퇴직하는 직원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면직 등으로 퇴직하는 공무원)

- 종류

․훈장 : 재직기간 33년 이상인 자

․포장 : 재직기간 30년 이상 33년 미만인 자

․대통령표창 : 재직기간 28년 이상 30년 미만인 자

․국무총리표창 : 재직기간 25년 이상 28년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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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표창 : 재직기간 15년 이상 25년 미만인 자

․총장표창 : 재직기간 15년 미만인 자

○ 추천제한

․ 경고 또는 주의 처분 후 1년 이내인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 또는 불문경고

가 사면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를 저지

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고 사면된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추천 가능하나,

-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공금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1)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

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장관급(처·청장 포함) 표창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및 총장 표창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수뢰 등),「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횡령·배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 위반의 죄

(음주운전),「공직자윤리법」위반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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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 절차 세부업무

포상 사유 발생

° 정부포상 시행
(퇴직자포상,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 등)

° 장기재직 직원 포상(개교기념일)
° 열린수시포상 등

포상 시행 안내
° 정부포상 시행 안내
° 장기재직 직원 포상 시행 안내

포상대상자 접수
° 포상대상자 추천 접수
°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정부포상동의서 등 접수

포상대상자 선정

° 범죄경력조회 : 국무총리표창 이상
° 정부포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추천대상자 공개 검증
- 대상자 명단, 공적개요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의견수렴(국무총리 표창 이상)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교육결과 설문조사 및 결과 분석

포상추천

° 상훈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사기록요약서, 공적
요약서, 공적조서 등 포상 추천 서류 작성

° 포상예정일 45일 전까지 추천
° 퇴직자 포상은 포상예정일 70일 전까지 추천

포상 ° 정부 포상대상자에 대한 포상 실시

인사관리프로그램입력및관리 ° 개인별 포상 이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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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징계

가. 목적
○ 공무원 복무관련 규정에 의거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준수 유도

○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확립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하기 위함

나. 관련규정
○ 국가공무원법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 공무원징계령

○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다. 주요내용
○ 징계대상 :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별정직, 계약직 및

고용직 공무원

○ 징계사유

- 법령위반 : 선서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

의무 위반, 친절·공정의무 위반, 비밀엄수의무 위반, 청렴의

무 위반, 영예 등 제한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영리

및 겸직금지 위반, 정치운동금지 위반, 집단행위금지 위반

- 직무상 의무위반 및 직무태만 행위

- 직무의 내외를 부문한 체면 또는 위신 손상행위

○ 징계의 종류

- 중징계 :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 경징계 : 감봉,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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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의 효력

- 배제징계(법 제33조 및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5조)
종류 효 력

파면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퇴직급여액의 1/4(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1/2(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
감액, 퇴직수당 1/2감액

∙5년간 공직재임용 제한

해임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의 1/4 감액(단, 재직기
간이 5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수당 1/4 감액)

∙3년간 공직재임용 제한

- 교정징계

징계의
종 류

보 수 상 의 효 력

보 수 승 급 수 당 근무연수

강 등
(1계급)

․처분기간　 중
2/3 감액

․연봉월액의 7
할 감액

․초임호봉및 호봉
재획정시 승급
제한

․정직3월 처분기간
＋18개월간제한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의
경우3월추가)

․대우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자녀학비
보조․주택수당의 2/3 감액
․모범공무원수당지급　중지
․정근수당 지급 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자는 미지급

․정근수당, 정근수
당가산금 지급시
정직3월 처분기간
+ 18개월간 제외

정 직
(1-3월)

․처분기간　 중
2/3 감액

․연봉월액의 7
할 감액

․초임호봉 및 호봉
재획정시승급제한

․처분기간 ＋ 18
개월간 제한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의경우3월
추가)

․대우공무원, 정근수당 가산
금, 가족․자녀학비보조․
주택수당의 2/3 감액
․모범공무원수당지급　중지
․정근수당 지급 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자는 미지급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시 처분
기간+ 18개월간제외

감 봉
(1-3월)

․처분기간중
1/3 감액

․연봉월액의 4
할 감액

․초임호봉 및 호봉
재획정시승급제한

․처분기간 ＋ 12
개월간 제한
(금품·향응수수, 공
금·횡령유용의 경
우3월추가)

․대우공무원, 정근수당가산금,
가족, 자녀학비보조, 주택
수당의 1/3 감액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중지
․정근수당 지급 대상기간중
징계처분자는 미지급

․정근수당, 정근수
당가산금지급시
처분기간+12개월
간 제외

견 책

․초임호봉 및 호봉
재획정시승급제한

․6개월간 제한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의경우3월
추가)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중지
․정근수당 지급 대상기간중
징계처분자는 미지급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지급시 6개
월간 제외

근거
규정

․법 제80조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내지제14조

․공무원수당규정 제6조 내지
제17조의2

․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 및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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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종 류

신분상의 효력
승 진 경력평정 연 가

강 등
(1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임용, 특별승진임용시
처분기간＋ 18개월간제외(제한)

․처분기간 제외 ․처분기간은 연가일수
에 산입

정 직
(1-3월)

․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임용, 특별승진임용시
처분기간＋ 18개월간제외(제한)

․처분기간 제외 ․처분기간은 연가일수
에 산입

감 봉
(1-3월)

․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임용, 특별승진임용시
처분기간＋ 12개월간제외(제한)

견 책
․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임용, 특별승진
임용시　6개월간 제외(제한)

근거
규정

․공무원임용령제31조, 제32조 및 제39조 ․공무원임용령 제37조
의4

․복무규정 제17조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에 대한 제한

․ 승진임용의 제한 : 공무원이 징계의결요구 중에 있는 경우 승진임용

될 수 없음. (공무원임용령 제32조)

․ 전보제한 : 징계위원회에 회부중인 공무원에 대한 타 기관으로의 전보는

징계절차가 종료된 후에 이를 실시하여야 함.(징계회부중인

공무원에 대한 신분조치, 총인사292-4363,)

․ 의원면직 제한

: 비위의 도가 심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중징계 요구하고 단순히
사표수리만으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비위행위가 형사사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요구와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형사책임
을 추궁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공직보호및기강확립을위한징계운영
지침, 복무12152-348)

: 공무원의 의원면직 제청시 임용권자(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사항에
대한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비위면직자(파임․해임)공직재임용
제한에관한규정 제9조]

․ 명예퇴직수당 지급제한 :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징계의결요구중인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

․ 국외훈련의 제한․중단 : 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자 또는 훈련중인 자가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징계절차가 진행될 때는 소속장관은 그 사실을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파견을 제한할 수 있고, 훈련중인 자의 징계가 확정된
때에는 훈련을 중단할 수 있음. (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지침 제10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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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포상 추천제한 : 상훈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훈․포장, 정부

표창규정에 의한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 표창,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 등의 추천에서 제외(정부포상업무지침)

-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기타 제한

․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제한 :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여야 훈련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음.(공무원

위탁교육훈련규칙 제2조)

○ 징계사유의 시효

-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의 경우는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함.

-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비위행위가 종료된 때를 의미함.

○ 보통징계위원회 구성

-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의 다음 순위인

사람(직급을 기준으로 정하되, 같은 직급의 경우에는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정한다)이 된다. 다만, 중앙행정

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명할 수 있다.

- 보통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징계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고위공무

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인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

하여야 한다.

- 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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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

○ 징계의결 요구시 구비서류

- 공무원징계의결 요구서

-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 확인서
-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자체조사건 : 자체조사결과보고서, 혐의자 및 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자인서 또는 확인서
∙감사원 통보건 : 공무원징계처분요구서, 혐의 및 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수사기관 통보건 : 공무원징계처분요구서, 혐의자․관련자․관계증인 등

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기타 타기관 통보건 : 징계혐의사실통보서,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자료
-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 관계법규, 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 징계의결
- 일종의 형식적 쟁송을 거친 준사법적 행정행위로서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기속되어 징계의결된 양정을 변경할 수 없음.

- 성질상 확정력(불가변력)을 방생시키므로 징계위원회 스스로도 이를
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 징계의결 양정을
번복할 수 없음.

- 징계위원회는 일종의 준독립적 행정기관이므로 징계의결요구권자의
경징계․중징계 요구 의견에 기속받지 않고 징계의결할 수 있음.

-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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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의 감경(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 공적에 의한 감경

- 성실․능동적 업무 수행에 대한 감경

- 징계양정 감경기준

규칙제2조제1항및제3조의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된 징계양정

파 면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불 문(경 고)

○ 공무원징계 등 기록말소

- 말소대상 기록

∙징계사항 : 강등·정직․감봉․견책

∙직위해제 사항

∙불문(경고) 기록

- 말소권자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 말소사유 및 시기

∙징계나 직위해제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기간동안 더 이상의 징계

나 직위해제 처분을 받음이 없을 때 말소함.

징 계 직위해제 불문(경고)

강등 정 직 감 봉 견 책 법 제73조의2 징계위원회 의결

9년 7년 5년 3년 2년 1년

∙소청, 행정소송에서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취소로 확정된 경

우 말소함.

∙징계처분에 대한 사면이 있는 경우 말소함.

- 말소절차

∙말소계획서 작성

∙처분기록 말소
∙말소사실 통보

∙말소기록관리대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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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 절차 세부업무

비위사실 적발

° 감사원, 검찰, 경찰, 정부합동점검반, 자체
조사 등을 통한 비위사실 적발
° 비위사실과 관련된 자료조사
° 징계대상자 문답서 작성 등 자료 작성

징계의결 요구

° 징계의결요구권자→징계위원회위원장
°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중징계, 경징계로 구분
° 혐의자에게 징계의결요구사유서 부분 통보

징계의결

° 관할징계위원회에 접수됨으로써 징계의결
요구 효력 발생
° 혐의자 주장서 접수 및 사실조사
° 혐의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출석
통지
° 징계의결(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혐의자의 심문 및 진술권 반드시 부여
° 징계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징계의결 통고
° 지체없이 통고
° 징계위원회→징계의결요구권자/징계처분권자/
관계기관(감사원 등)

징계집행
° 징계의결서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집행(징계처분권자)
° 처분사유설명서 교부

소청 및 행정소송

° 소청 및 행정소송(혐의자 불복시)
-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
청구

- 소청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
청구

심사․재심사 청구
° 심사․재심사 청구(징계요구권자 불복시)
- 징계의결서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요구

인사관리프로그램입력및관리
° 인사관리 프로그램 입력
° 징계처분기간 종료시 호봉 재획정

징계기록 말소
° 징계기록 말소기간 종료시 징계기록 말소
° 말소권자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 징계기록 말소시 호봉 재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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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호봉획정

가. 관련규정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보수규정

○ 공무원봉급업무처리지침

나. 초임호봉 획정
○ 대상: 신규 채용되는 직원(공무원, 대학회계직원)

○ 시기: 신규 채용일

○ 절차 및 방법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 경력의 증명 및 조회
(경력인정여부 결정)

⇔

° 경력의 증명
- 신규 채용자의 초임호봉획정 전에 호봉
합산 대상 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함

° 전력조회
- 전력조회 대상기관: 경력증명서 발급기관
- 전력조회 시 확인사항: 담당업무, 경력기간, 직위,
정규직원여부등경력인정과관련된사항


계급별 경력기간 계산
- 연구직․지도직은시기
별로구분
(상당계급및기간계산)

⇔

° 경력기간 계산
- 경력기간은년․월․일로계산하되 역(曆)에의한
방법에의함

- 경력이 중복된 경우: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계산함

호봉경력평가심의회
(유사경력 있을 경우만)

° 5인 이상 위원으로 심사 시마다 구성하거나
임기제 운영
- 동일분야, 상당계급, 경력인정 비율,
비정규직 경력 등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개인별 호봉획정시마다 반드시 개최하며,
명확한 사항 또는 환산율 상향조정 등
단순․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의 가능


초임호봉 획정
- 초임호봉표 적용
- 잔여기간 계산
(호봉계산)

⇔

° 초임호봉표를 적용하여 초임호봉 획정
° 인정되는 경력이 없는 경우: 당해 계급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 획정

° 인정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 유사경력 상당
계급표에 의해 경력년수를 산정하여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 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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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승진 및 강임시 호봉 획정

구분 승진 시 호봉획정 강임 시 호봉획정

대상 승진하는 직원 강임되는 직원

시기 승진일 강임일

절차

° 승진일 현재 승진 전 계급에서의 호봉

승급여부검토

- 승진하는공무원이승진일현재승진전

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승진일이

정기승급일이 아닌 경우에도 승진전의

계급에서 1호봉을승급시킴

- 승진전계급의호봉에반영되지아니한

잔여기간은 승진된 계급에서 다음

승급기간에산입함

° 승진시호봉획정표적용

- 모든 계급에서 승진 시 호봉획정표에

따라승진후호봉을획정함

° 강임일 현재 강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승급여부검토

- 강임되는 공무원이 강임일현재로강임

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강임일이

정기승급일이 아닌 경우에도 강임 전의

계급에서1호봉을승급시킴

- 강임전계급의호봉에반영되지아니한

잔여기간은 강임된 계급에서 다음

승급기간에산입함

° 강임시호봉획정표의적용

- 강임시의호봉획정은승진시호봉획정

방법을 역(逆)으로적용함

라. 호봉재획정
○ 대상: 재직 중인 직원

○ 요건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징계 승급
제한기간

징계기록
말소기간 승급제한기간 산입시기

강등·정지 징계처분기간+18개월 9년
징계기록 말소 후

(단, 징계처분기간은 제외함)
정직 징계처분기간+18개월 7년
감봉 징계처분기간+12개월 5년

영창․근신․견책 6개월 3년

※ 승급제한기간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위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로 하며,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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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개정 및 전직 등으로 인하여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초임호봉표, 경력

환산율표, 기산호봉표, 승진 시 호봉획정표 중 어느 하나 이상이 달리 적용

되는 경우

○ 시기

- 법령․규정 등에 의하여 호봉 재획정을 하는 경우

․당해 관련법령과 그에 대한 지침 등에 의함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경력합산신청 및 전력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재획정

․재획정하고자 하는 날 현재로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중인 경우:

복직일에 재획정

-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개정법령의 적용일 또는 그에 대한 지침 등 당해 공무원에 적용되는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된 날에 재획정

마. 승급
○ 정기승급

- 대상 및 요건: 재직 중인 직원으로서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승급기간(승급에 필요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승급일

- 정기승급일: 매월 1일

- 승급이 제한되었던 공무원 중에서 승급제한이 만료된 날 현재로 승급기간이

1년 이상 되는 경우

․승급제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동 승급기간 1년에 대하여 승급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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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징계처분 집행이 종료된 경우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징계기록 말소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처분기간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포함시킴.

- 승진 또는 강임 시에 잔여기간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승진 전 또는 강임 전의 계급에서 승진일 또는 강임일에 승급

○ 절차 및 방법

- 승급기간 1년에 대하여 1호봉씩 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함. 다만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시키는 경우의 호봉

은 당해 공무원이 승급제한 없이 정상적으로 승급한 경우의 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

바. 호봉의 정정
○ 대상 및 요건: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공무원

○ 시기: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것이 발견된 때

○ 절차 및 방법

- 당해 공무원의 현재 호봉획정 또는 승급 시행권자가 시행하되 호봉정정의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명시

- 당초의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정 ⇒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정산도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산

- 호봉정정 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잔여기간을 계산함.

- 호봉정정의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호봉승급대장에 준하여 관리

- 호봉정정에 따른 보수는 보수지급일 현재의 소속기관에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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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공직자 재산 등록

가. 목 적
○ 공직자의 재산등록․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

나. 관련법규
○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다. 주요내용
○ 재산등록의무자

-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 시설과에 재직 중인 7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 재무과에 근무하는 회계업무담당 7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 감사실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 총장, 부총장, 학․원․처장에 보직된 교원 및 겸보면제 후 2년 이내 인자
※ 재산등록의무자 중 총장, 부총장은 공개대상, 그 외는 비공개대상임

○ 재산등록대상 친족범위

- 본인 및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 출가한 女와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는 제외,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직계존비속 제외

○ 재산등록 신고구분 및 등록시기

- 최초신고 :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

- 정기 재산변동신고 :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재산상의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
※ 다만, 최초등록 후 정기 변동신고에 있어서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그해의 12월

31일까지의 변동사항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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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면제자 재산변동신고 : 등록의무자가 공직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전보 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한 때에는 전보 등이 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그 다음 해 전보 등의 사유가 생긴 월에 그전 1년간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

- 퇴직자 재산변동신고 : 등록의무자가 퇴직한 때에는 등록기준일로부터 2개

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변동사항을 신고

○ 재산등록 신고방법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온라인 신고

○ 고지거부

-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은 재산신고 고지거부 가능

- 고지거부 심사기준 : 독립생계 또는 타인부양 소득기준 충족 심사하여 허가

- 신청시기 : 최초 허가 신청은 1개월이내, 재심사자는 정기신고기간중 2개월이내

- 신청방법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관련증빙서류를 파일로

첨부하여 심사 신청하고, 원본서류는 교육부로 제출

- 고지거부 허가자도 3년마다 재심사

【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처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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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공직자 병역사항신고

가. 목 적
○ 공직자 및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하여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이행에

기여함

나. 관련법규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다. 주요내용
○ 병역사항신고의무자 : 4급 이상 공무원

○ 신고대상자 : 본인 및 본인의 18세 이상인 직계비속

○ 신고 시기 : 신고의무자가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신고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 신고

○ 변동사항 신고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병역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해 1월중 병역사항변동신고서 제출

○ 신고 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인터넷 신고

http://www.peti.go.kr
http://www.peti.go.kr
http://www.m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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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공무국외여행 허가

가. 목 적
○ 우리대학교 직원(교원 제외)의 여행계획 수립과 심사․허가절차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함

나. 관련법규
○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교육부공무국외

여행규정,전 남대학교 직원 공무국외여행허가지침

다. 주요내용
○ 공무국외여행 신청․심사 및 허가 절차

-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 직위(급) 허가권자

5급 이상 공무원 총장

6급 이하 공무원 사무국장

-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인 경우에는 허가 이전에 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심사대상

- 공무국외여행자의 여행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본교 이외의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가 부담하는 경우

- 10인 이상의 단체공무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공무국외여행계획서에 의하여,

최소한 출국 15일전(10인 이상의 단체여행의 경우에는 45일전)까지는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기관의 예산으로 여행자의 항공권을 부담하는 경우 정부항공운송의뢰

(GTR) 이용

※ 운송의뢰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자국적 항공기가 운항하는 않는 구간을 여행할 경우

- 자국적 항공사에서 항공편의 예약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 GTR 운임보다 낮은 항공요금을 적용할 경우 등

- 411 -

○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 를 작성하여

제출(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이 여행한 경우 대표자를 보고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

【 공무국외여행허가 업무처리 절차 】

【 정부항공의뢰서(GTR) 발급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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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공무원 연금

가. 개요
○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함

나. 관련 법규
○ 공무원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다. 재직기간 산정
○ 재직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할 때 급여지급률을 결정하는 기본요소로서

재직기간이 길수록 각종 급여의 혜택은 많아지며 최대 36년을 초과할 수

없음

※ 2016~2020년까지는 1년에 기여금이 2번 변동됨(1월 징수율 인상, 5월 기준소득월액 변경)

○ 재직기간의 합산

- 적용기간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

․군인연금법 적용을 받았단 기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

- 합산반납금 : 퇴직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에 합산 신청시까지의 기간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공단에 납부

○ 임용전 병역복무기간 산입

- 적용기간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복무기간

․전투경찰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

․단기사병,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예술․체육요원제외)

2015.12월 기준 재직기간 상한 2015.12월 기준 재직기간 상한

21년 이상 33년 15년 이상 17년 미만 35년

17년 이상 21년 미만 34년 15년 미만 3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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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예비역 복무기간

․자연계교원요원, 특수전문요원 복무기간

- 납부방법 및 금액 : 공단에서 지정한 기간 동안 매월 납부하는 기여금과

같은 금액을 급여공제

라. 기여금 징수
○ 관 련 :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8호

○ 대 상 : 소속 재직 공무원 전원

○ 기여금납부 :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내월 납부

○ 기여금징수 및 납부방법 : 당월기여금을 매월 급여공제하여 공무원연금

공단에 납부

○ 기여금 징수 내역 및 신분변동사항 보고 : 매월 기여금 징수 내역 및 재직

공무원의 신분변동사항을 공단에 보고

마. 퇴직급여
○ 관 련 : 공무원연금법 제42조

○ 퇴직급여 청구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청구

○ 청구시효 : 퇴직한 날로부터 5년이내

<퇴직급여의 종류>

종 류 지급요건

퇴직연금 10년이상 재직하고 전체 재직기간을 연금으로 지급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10년이상 재직하고 1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일부기간을 일시금으로 지급

퇴직연금일시금 10년이상 재직하고 전체 재직기간을 일시금으로 지급

퇴직일시금 10년미만 재직하고 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

조기퇴직연금 10년이상 재직하고 연금지급 개시연령 전에 퇴직하여 조기 연금수급

퇴직수당 1년이상 재직하고 퇴직시 퇴직금의 성격으로 받는 급여

2016 2017 2018 2019

8.25% 8.55 8.75%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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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재해보상제도
○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질병·부상으로 요양을 하거나, 그로 인해

장애상태가 된 때 또는 사망한 경우 사용주인 국가가 적정한 보상을

통해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제도임

○ 공무상요양비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시행령 제29조)

: 공무상요양(기간연장) 승인을 받아 요양기관(병·의원)에서 요양(치료)을

한 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국가부담)

○ 장해급여 (공무원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 시행령 제45조 제47조)

: 공무상 질병 ·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부상으로 장애상태로 된 때 장애의 정도(1급~14급)에 따라

최종기준 소득월액의 52%∼9.7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하며,
보상금 선택시 장해연금액의 5년분을 일시금으로 지급

○ 유족보상금 (공무원연금법 제61조)

: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부상으로 사망한 때 최종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 공무상유족연금 (공무원연금법 제56조, 시행령 제48조)

: 유족보상금 승인결정을 받으면 유족은 퇴직급여인 유족연금(일시금)과

공무상 유족연금 중 택일(병급 불가) 하여야 하며, 공무상 유족연금은
20년 미만 재직 시는 최종기준소득월액의 26%, 20년 이상일 때는

32.5%의 금액을 지급

○ 순직유족급여 (공무원연금법 제56조 및 제57조)

: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수행 중
위해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때 순직유족연금

(사망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0년 미만 35.75%, 20년 이상 42.25%)과 순직
유족보상금(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2배)을 지급

- 415 -

사. 부조급여
○ 공무원의 재산(주택)이 수재,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때와
공무원 및 가족이 사망한 때 사용주인 국가가 지급하는 급여

○ 재해부조금 (공무원연금법 제41조, 시행령 제36조)

: 자연적, 인위적 재해로 공무원 및 배우자의 소유주택 또는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의 주택이 입은 피해로 피해정도에 따라 지급

구분 완전파괴 및 소실,유실
1/2이상 파괴 및 

소실,유실
1/3이상 파괴 및 

소실,유실

지급기준액
기준소득월액 평균의 

3.9배
기준소득월액 평균의 

2.6배
기준소득월액 평균의 

1.3배

○ 사망조위금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 시행령 제36조의2)
: 공무원 및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구분 공무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지급기준액 공무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195%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

○ 사망조위금 지급범위

공무원 및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구분 지급가능 지급불가능

지급기준액 본인,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 사실혼배우자, 계부모, 손자녀, 조부모

아. 대부업무
○ 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국가의 재원으로 ‘학자금대부’를
실시하고, 공무원연금기금을 재원으로 ‘연금대출’ 및 시중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가계자금융자알선’을 실시함

○ 대부조건

구분 대여학자금 연금대출

대상범위 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대학 등록금 재직중인 공무원

대부금액
예상퇴직급여 1/2범위내에서 
- 국내대학 : 실제등록금 납부액 
- 해외대학 : 연간 $10,000이내 실제등륵금

예상퇴직급여 1/2범위내 최고 
3,000만원(신용등급별 상이)

이자율 무이자 한국은행에서 매월 공표하는 
가계대출 금리(3개월 변동금리)

상  환 - 4년제 이상 : 졸업후 2년거치 4년상환 
- 전문대학 : 졸업후 2년거치 3년상환

2,000만원의 경우 최장 6년(거치12
개월포함),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최장7년(거치24개월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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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교직원 건강보험

가. 개 요
○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함

나. 관련 법규
○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다. 가입대상자
○ 교직원 및 계약직원

라. 직장가입자 자격 변동 신고
○ 자격취득신고 : 신규임용
○ 근무내역변동신고 : 전입, 국외파견, 휴·복직 등
○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미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 자격상실신고 : 퇴직, 전출

마. 보험료 징수절차
○ 신분변동내역 반영 : 신규임용, 퇴직자, 국외파견 및 휴직자에 대한 보험료
계산

○ 복직자의 경우 휴직기간 보험료 분할납부(50%∼60% 감면)
○ 국외근무자에 대한 보험료 감면
- 국내에 피부양자 있는 경우 : 반액감면
- 국내에 피부양자 없는 경우 : 전액감면
○ 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
- 퇴직시까지 과세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 산정
(확정보험료 = 과세소득 총액 × 건강보험료율)
- 건강보험료 퇴직정산금 = 확정보험료 - 기 납부 보험료
○ 건강보험 근로자부담금 급여공제 및 기관별 보험료 입금 요청
(보험료 = 기준보수월액 × 당해연도 건강보험료율)

○ 건강보험 사용자부담금 산출 → 입금 요청(재무과)

○ 급여공제금 및 사용자부담금 합계액을 익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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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건강보험료 정산
○ 전년도 과세소득총액에 대한 확정보험료를 산출하여 전년도 기납부보험료

총액과 가감하여 정산보험료 산출(익년 2월말)

○ 보수총액 신고 : 12월31일 재직자를 기준으로 전년도 과세총액 전자신고

○ 보수월액 산정 : 전년도 과세소득에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곱하여 월평균

보수액 산정(보수월액 = 과세총액 × 임금인상률 ÷ 근무월수)

○ 매년 4월 건강보험 정산금액 반영

사. 건강검진실시
○ 검진대상

-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 전체

- 근무구분 : 사무직은 격년제,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2015년부터 홀수년생은 홀수년도에 실시, 짝수년생은 짝수년도에 실시

○ 실시기간 : 매년도 12월말까지(2차 건강검진은 익년도 1월말까지)

○ 절차

: 공단에서 당해연도 건강검진대상자 명단 통보(EDI) → 소속기관에 건강

검진대상자 명단 통보 및 ‘건강검진대상자 확인서’ 개별 송부 → 대상자

변경 요청 반영 → 4회이상 건강검진 실시 독려 → 매년말 수검률이

저조할시 협력병원 출장건강검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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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국민연금

가. 개 요
○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

나. 관련 법규
○ 국민연금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다. 가입대상자
○ 재직 중인 대학회계직원 및 계약직원

○ 시간제공무원 및 임용전 실무수습직원

○ 기간제교사 및 초빙교원

라. 자격변동신고

○ 신분변동자 신고 : 신규임용, 퇴직, 전입, 전출, 휴·복직자

마. 보험료 징수 절차
○ 신분변동자 국민연금 계산

○ 국민연금 근로자부담금 급여공제 및 기관별 보험료 입금 요청

○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 산출 및 입금 요청(재무과)

(보험료 = 기준보수월액 × 당해연도 국민연금보험료율)

○ 급여공제금 및 사용자부담금 합계액을 익월 10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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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고용보험․산재보험

가. 개 요
○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

○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

○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

나. 관련 법규
○ 고용보험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 법률및시행령, 시행규칙

다. 가입 대상
○ 대학회계직원 및 계약직원

○ 기간제교사, 초빙교원, 시간강사

○ 임기제공무원, 임용전실무수습

라. 자격변동신고
○ 신분변동자 신고 : 신규임용, 퇴직, 전입, 전출, 휴·복직자

마. 보험료 징수 절차
○ 신분변동자 고용/산재보험 계산

○ 근로자부담금 급여 공제 및 기관별 보험료 입금 요청
○ 고용/산재보험 사용자부담금 산출 및 입금 요청(재무과)

(보험료 = 기준보수월액 × 당해연도 보험료율)
○ 급여공제금 및 사용자부담금 합계액을 익월 1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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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보험료 정산
○ 전년도 과세소득총액에 대한 확정보험료를 산출하여 전년도 기 납부보험료

총액과 가감하여 정산보험료 산출(익년 3월말)

○ 보수총액 신고 : 전년도에 보수를 지급받은 모든 근로자의 전년도 과세

총액을 전자신고

○ 보수월액 산정 : 전년도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보수액 산정

(보수월액 = 과세총액 ÷ 근무월수)

○ 매년 4월 정산금액 반영

○ 확정보험료의 산정 : 전년도 과세총액 × 전년도 고용․산재보험료율

사. 요양급여 신청
○ 업무상 재해 발생시 요양신청서 제출 →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 후 요양

승인․불승인 통보

○ 요양 승인시 요양급여 지급(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비, 진찰, 약제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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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퇴직금

가. 개요
○ 퇴직급여 제도 설정 및 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나. 관련법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다. 대상
○ 1년 이상 재직 중인 대학회계직원 및 계약직원

라. 퇴직금 산정
○ 1년 이상 재직하다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1일분의 평균임금 지급

○ 퇴직금 산정 방법 = 일 평균임금 × 31일분 × 총 근로연수

구분 퇴직적립금인 경우 퇴직연금인 경우

청구서
작성

° 퇴직금청구서
° 통장사본
° 인감증명서
° 신분증 사본

° 퇴직금청구서
° 개인 IRP 통장사본
° 퇴직연금 관련 신청서
° 신분증 사본

퇴직금
산출

일평균임금*31일*총근로연수

퇴직금
지급

° 재무과에 퇴직금 입금 요청
° 세금산정 이후 퇴직금 입금처리

° 광주은행 퇴직금 지급요청
° 개인 IRP 통장으로 입금
(추후 통장해지 시 세금 계산)

○ 대학회계직원 및 계약직원 예상 퇴직금 및 퇴직충당금 산출(매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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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민방위

관련 법령

(처리기준)
업 무 추 진 요 령  및  흐 름 도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6조

○ 민방위대의 임무  

 - 개요 :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사태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주도 하에 

민방위대원이 수행해야 할 방공,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 평상시의 경우

   ․거동 수상자 및 민방위 사태 등의 신고망 관리

   ․경보망 관리와 경보체제 확립

   ․공동 지하 양수시설, 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 관리

   ․민방위 물자의 비축

   ․등화, 음향관제 훈련

   ․자체 시설의 보호

   ․소방 및 화생방 오염방지 장비의 설치 관리

   ․민방위 교육 훈련

   ․기타 민방위 사태 예방에 관한 사항

 - 민방위 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경보 및 대피

   ․주민통제 및 소산

   ․교통통제 및 등화 관제

   ․소화 활동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불발탄 등 위험물 예찰 및 경고

   ․파손된 중요 시설의 응급 복구

   ․민심 안정위한 계몽 및 승전 의식 고취

   ․적 침공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

   ․기타 민방위 사태 수습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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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처리기준)

업 무 추 진 요 령  및  흐 름 도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시행령 제21조

 ○ 민방위기본법    

    제20조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시행령

   제17조

○ 조직

 -업무의 흐름도

본인 신고
(사유발생 14일이내) 연명부 작성 편성

통보(관할시 군, 구 및 해당(읍,면,동)

 -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남자로 조직한다. 다만,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경찰, 소방, 교정, 보도직공무원, 군인, 

군무원, 향토예비군, 등 대원,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주한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 선원(6개월 이상 승선자), 

도서벽지 교원, 현역입영대상자,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학생, 심신

장애자, 만성허약자는 제외한다.

 - 위 항에 규정한 자 이외의 남자 및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대원이 

될 수 있다.

○ 편성 : 직장민방위대장은 소속민방위 대원 중 전·출입자가 있으면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민방위 편성 제외자

 - 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대에서 제외된 심신

장애자와 만성허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군사원호 보상법에 의한 상이 군경 및 이에 준하는자

   나.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가"호에 준하는 심신장애자로 인정된 자

   다. 일상적 정상 근무 활동 능력이 심히 결여된다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

 - "나" 또는 "다"호에 해당하는 자는 읍, 면, 동 민방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며 특히 "다"호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재심의

(12.1- 12.20)를 거쳐야 한다.

 - 편성 제외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직장 민방위대장에게 제출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 -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석사과정)



- 424 -

관련 법령

(처리기준)
업 무 추 진 요 령  및  흐 름 도

○ 민방위기본법시

행령 제18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

31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 지원

 - 민방위 대원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민방위 대장에게 민방위 편입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현황통보

 - 상·하반기 말일 현재의 민방위대 현황을 상반기는 7월5일, 하반기는 

다음년도 1월5일까지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한다.

 - 현황 제출시 대원증감 사항, 전출입자 명단을 포함한다.

○ 편성

 - 본교는 연합 민방위대로서, 각 기관 단위 편제 후 총괄연합하여 운영

한다.

대장

부대장

참모부

자문위원

본부중대 소수방중대 방호복구중대 의료구호중대

본
부
소
대

기
동
소
대

소
화
소
대

급
수
소
대

대
피
소
대

방
호
소
대

복
구
소
대

의
료
소
대

구
호
소
대

방
독
소
대

지
휘
반

경
보
방 직장예비군중대

화
생
방
소
대

통
제
반

제
독
반

탐
측
반

○ 편성별 임무

 - 대  장 : 민방위 사태 및 교육훈련 등 전반적인 지휘

 - 부대장 : 대장보좌, 지휘. 통제조정

 - 자문위원 : 대장에 대한 자문 및 대원 교육시 교관 임무 수행

 - 참모부 : 대원 운영에 필요한 전문분야에 대한 대장보좌 및 부여된   

 임무에 대한 대원교육실시

 - 본부중대 : 계획 수립, 통제, 조정, 경보전파, 유관기관통보, 대피소  

산, 물자보급관리 등 행정사항 전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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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처리기준)
업 무 추 진 요 령  및  흐 름 도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시행

   규칙 제30조

 - 소수방 중대 : 화재 진압 및 장비관리, 화재발생시 소화수 운반, 보급, 

방화 순찰

 - 방호복구 중대 : 대피소 통제관리, 인원문서 안전지출 및 파기, 소방

활동 장애물제거, 피해복구, 도난방지, 통제소 설치, 

외곽경계

 - 의료구호중대 : 구호소 설치, 방독작업 실시, 구호장비유지 관리, 

사망자 안치 및 부상자 가료 및 후송

 - 화생방소대 : 화생방 오염탐지, 오염표지판 설치 통제, 제독작업, 

장비유지관리, 오염환자 응급처치   

 - 기동소대 : 자연 및 인위 재난예방 및 사태 수습 위한 조기 동원, 신속

대처. 대비 정규전시, 군경, 예비군의 수색작전 지원

 - 예비군 : 불순 세력 침투에 대비한 경계, 군경, 합동작전 전개, 불발탄 

등 위험요소 제거

 - 비대원 : 각과(사무실)문서 집기등 안전지출. 민방위 사태 수습지원

○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 1-4년차 년간 4시간, 5년차 이상은 년1회 비상소집 후 1시간소양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훈련 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민방위대장은 48시간 전까지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교육훈련의 면제 및 유예 

  - 다음의 사유가 있는 자는 그 교육 또는 훈련을 면제한다.

   ․면제 사유

     o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당해년도 교육훈련계획  

       종료 시까지)

     o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 집행 중인 자

     o 재해 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자 (내무부장관 지정)

     o 교육훈련 유예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유예사유

     o 신체장애로 교육훈련에 응할 수 없는 자

     o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3월 미만의 해외

여행, 일시수감,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 개성공단근무 등, 

배우자 출산 전후 5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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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처리기준)
업 무 추 진 요 령  및  흐 름 도

○ 민방위기본법

   제25조,시행령 

   제34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9조

   

   - 교육훈련 면제 대상자는 증빙 서류를 갖추어 소속 민방위대장을 거

쳐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교육훈련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 개시 1시간 전까지 그 

사유를 민방위대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면제 사유가 끝난 자는 소속 민방위 대장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한다.

○ 보충교육훈련

  - 교육훈련 통지를 받은 자가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따

    로 소방방제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충훈련을 받아야 한다.

○ 민방위 훈련

  - 민방위 훈련은 매월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정하여 실시하되, 소방

방제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훈련의 일정과 그 실시 여부

를 조정할 수 있다.

  - 소방방제청장은 민방위사태를 예방하고 수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

여 필요할 때에는 사태수습 훈련이나 방제훈련 등 수시 민방위 훈련

을 실시할 수 있다.

○ 검열

   - 민방위대에 대한 검열을 정기 검열과 특별 검열로 구분하되 정기 

검열은 시장, 군수가 실시하고 특별 검열은 소방방제청장이나 시, 

도지사가 필요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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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예비군

관련 법령 

(처리기준)
업 무 추 진 요 령  및  흐 름 도

○ 향토예비군설

   치법 제3조,

   시행령 제5조 

○ 대학직장 예비군 

편성운영 

세부지침

○ 예비군 업무 흐름도

   예비군 대상자 전입신고(입학, 편입학, 복학 등) → 재학 등 학적 상태  

확인 → 접수(편성자 준수사항 등 안내) → 아르샘 입력 → 국방동원 

정보체계(예비군 프로그램) 입력 → 입력사항 대조 → 예비군 교육사항  

확인 → 예비군 훈련 대상 편성 → 교육

○ 조직편성대상 

  - 직장 예비군(대학)

  ․지방 병무청장은 직장의 장이 직장예비군 편성승인을 신청하였을 

때는 관할 수임군부대장과 협의한 후 승인하는 경우에는 직장예비

군 편성승인서를 해당 직장의 장에게 교부

  ․직장의 장(대학총장)은 지방병무청장이 시달한 예비군편성계획에 

의하여 직장예비군을 편성

  ․직장예비군 지휘관은 직장 조업(수업)과 예비군 교육훈련 등을 고려

하여 유사시 전력 발휘가 용이하도록 예하제대를 편성

○ 조직편성

 - 장교 및 부사관

 - 병(일반하사 포함) 군복무를 마친 다음해부터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대학직장 예비군 편성방침

  - 편성방침

  ․교육부에서 인가한 대학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대학직장예비군부대를 편성

  ․소대급 이하의 예비군자원을 보유한 대학은 인접 대학에 통합 편성

    하되 별도의 제대로 편성한다.

   ․대학직장예비군 편성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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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처리기준)
업 무 추 진 요 령  및  흐 름 도

○ 대학직장 

예비군 

편성운영 

세부지침

○ 대학(원)(2년제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 (전문(특수)과정, 연구과정, 관리자

과정 제외), 대학 및 대학원 재직 중인 교직원(사무직 포함), 고용원중 

예비군 대상자, 지원자

 - 편성 요령

  ․대학직장예비군은 대학원, 단과대학, 교직원 제대로 구분 편성하되  

대학별 여건에 따라 동원에 대비한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이 용이

하도록 편성, 단, 교직원제대는 전력발휘가 용이하도록 별도 편성

   ․제대별 본부인원 편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 대

연 대

대대

중대

직책

독립

예속

독립

예속

참모

보조원

보조원

보조원

참모

보조원

보조원

자격기준

전투병과5급

7-9급

7-9급

7-9급

전투병과6급

7-9급

7-9급

인원

1

1

1

1

2

2

1

직급

계장

계원

계원

계원

과장

계원

계원

임명권자 임 무

총(학)장 0편성 및 자원관리
0직장방호계획수립
및 시행
0무기 및 장비관리
0교육훈련

   ․대학직장예비군 편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일반 직장    

     예비군 편성에 관한 일반적인 방침 등을 적용

○ 대학직장 예비군 편성

 - 예비군 연대편성

 
연  대 대  대 중  대

1 5 23

   ․제1대대(5개중대) : 공대(5)

   ․제2대대(5개중대) : 공대(1), 경영대(4)

  ․제3대대(5개중대) : 농대, 법대, 사범대

  ․제4대대(4개중대) : 수의대, 생활대, 자연대, 의대

  ․대학원대대(3개중대)

  ․교직원소대

  ․보류자소대

○ 자원관리

- 예비군 조직 대상자들의 거주지 이동상황과 신상 변동사항을 파악  관

리하여 효율적으로 활용

 - 자원의 구분

  ․예비역 : 육·해·공군 현역 복무를 마친 자로 병역법에 의하여 예비역에 

편입

- 429 -

관련 법령

(처리기준)
업 무 추 진 요 령  및  흐 름 도

○대학직장예비군 

편성운영 세부

지침

○ 향토예비군

   설치법제 6조,

   시행령제13조,

   시행규칙제16조

  ․지원자 : 예비군 조직 비대상자로서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자  

 
○ 자원관리 요령

  - 직장예비군 편성대상자는 직장의 장이 명부, 병적확인서 등을 확인하여 

자원을 관리

  - 대학에 편입, 복학 등 등록시에 예비군편성대상자는 해당 학적사항을  

 확인 후 자원 편성

  - 수업연한초과, 휴학, 제적, 졸업 등 전출대상자는 해당 학적사항을 확인 

후 자원 전출

○ 예비군 기본 교육훈련

  -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협의 

  - 교육대상 판단

   ․지역 및 직장에서 교육불참시간 파악(무단불참, 신고불참 구분)

   ․훈련보류 및 연기자 관계서류 보관 관리

   ․지역 및 직장에서 교육누락 여부 확인

   ․교육대상 자료 및 업무일지와 일치 확인

  - 대상별 훈련 시간(실제 시간)

․ 대학(원)생, 교수 : 방침일부 대상자로 연간 8시간 훈련 실시

  -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발부 및 수령증 회수

   ․교육훈련 출석부와 소집통지서 발급 확인

   ․학년, 학과를 구분하여 각 대학으로 발송 후 교부 여부 확인

     (교육실시 9일전까지 교부)

구   분 계
동원예비군훈련 일반예비군훈련 예비

시간동원 동미참 기본 작계훈련

신규전역자(간부/병)

160시간

병

1~4
년차

동원지정자 2박3일

동원미지정자 24시간 12시간

5~6년차(미지정자)

7~8년차

간부

1~6
년차

동원지정자 2박3일 8시간 12시간

동원미지정자 2박3일

7~8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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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처리기준)
업 무 추 진 요 령  및  흐 름 도

○ 향토예비군설치

법제 6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16조

 - 교육훈련 준비

   ․교육훈련 지원 협의(수임군부대)

   ․강사, 교관, 조교 지원과 강의실 및 교육장소 지원 협조

  - 교육훈련 실시(일반훈련)

   ․훈련시간 : 8시간

   ․훈련 참여 현황 현장 확인

   ․1개 학급 400명 이내로 편성

  - 교육훈련 결과 정리

  ․군부대에서 일괄 정리 

   ․교육훈련 출석부와 업무일지, 교육참석인원 현황표와 일치

   ․교육훈련 결과 인원현황을 파악(위규자, 위탁교육자 확인처리)

   ․교육훈련 필증은 훈련 참석자 요구 시 발급

   ․교육훈련 성과 분석보고

   ․불참자 보충교육 부과

사무국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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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

가. 관련규정
○ 국고금관리법 및 전남대학교학칙 제31조(등록금의 징수)

나. 수입징수관지정
○ 일반회계

구 분 회 계 직 공 무 원 비 고

수입징수관 사무국장

분임수입징수관 사대부고교장

○ 대학회계

- 수입징수관 → 사무국장

다. 업무흐름도
○ 일반회계

- 수입징수 결정 → 수입금출납공무원 계좌입금 및 고지서 납입 → 해당

기관 공문 접수 → 징수결정서 결재(수입금출납공무원 계좌에서 해당금

인출과 동시 처리) → 수입징수 보고

○ 대학회계

- 수입징수 결정 → 수입금출납공무원 계좌입금 및 자금관리계좌 납입 →

해당기관 공문 접수 → 결의서 작성 및 결재 → 징수부기재 → 수입보고

라. 수입처리
○ 대학회계

구 분 세부 명세

입학금 및 수업료
입학금 및 수업료
※ 사대 부고 자체 수입처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교육부 등 정부 및 공공단체에서 특정사업 추진을 위해 대학
회계에 편입하여 집행하도록 교부하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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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수입징수 보고
○ 일반회계

정부회계프로그램을 통하여 매월 말일에 마감하여 한국은행에서 송부해 온

월계대사표와 대조 확인한 후 결재하여 기획재정부에 매월 10일까지

보고 한다.

○ 대학회계

대학회계프로그램을 통하여 매월 말일에 월마감하며 수입징수부와

세출 담당자와 월마감을 비교 확인하여 처리 한다.

바. 수입징수액 계산증명

○ 일반회계

증명기한 → 증명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다만, 13월분은 매년 1월 25일

경에 작성보고)

제출기관 → 감사원(교육부 경유)

구 분 세부 명세

수강료
· 최고경영자과정, 공개강좌 등 운영에 따른 수입
· 계절학기 수강료
· 언어교육원, 평생교육원 등 수입대체기관 운영에 따른 수입

전형료 대학 또는 대학원 입학에 다른 전형료 수입

논문심사료 대학원 논문심사료 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 국유재산(토지,건물) 사용료, 주차관리 수입, 기자재 이용료 수입
· 각종 증명 발급수수료
· 학생기숙사 사용료 수입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산학협력단회계, 발전기금회계

매각수입
불용용품 매각수입, 무형자산 및 도서 매각대금 등, 생산품
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변상금 및 지체상금 등 계약위반 수입

그 밖의 지원금 민간기업 등 지원금

이자수입 예금 등 이자수입

잡수입 각종 행사 등에 의한 수입, 다른 항목에 속하지 않는 세입

이월금 전년도 결산 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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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금 출납사무

가. 관련규정
○ 국고금관리법

나. 수입금출납공무원
○ 사무국 재무과장(1명)

다. 업무흐름
○ 납입금 등 기타 수입금 수납 → 수입금출납공무원 통장입금 → 인출수입

처리(국고․대학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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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금 반환

가. 관련규정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

○ 전남대학교 학칙 제 33조(등록금의 반환)

○ 수업연한초과자 및 학적변동자 납입금 처리지침

나. 납입금 반환
○ 반환 대상: 자퇴 및 제적에 의한 학적 변동자

○ 반환 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할 금액

학기
개시일 전

당해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까지)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
이후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
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
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않음

-교육대학원생(당해 학기 개시일은 출석수업 시작일)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할 금액

학기
개시일 전

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

이후

학기 개시일 부터 5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5일이 지난 날부터

1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10일이 지난 날부터

15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15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않음

○ 반환 기준일 등 기타 사항은 「수업연한초과자 및 학적변동자 등록금  

처리지침」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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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회계 예산 및 결산

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시행
[법률 제13217호, 2015.3.13.제정]

○ 이 법은 2015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가가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일반회계)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법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일반회계 예산 및 결산 절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한다.

○ 2016년 1월 1일부터는 국가로부터 총액으로 지원받는 예산에 대하여서는

관련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다.

나. 예산의 편성
○ 예산이란 일정기간 대학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액을 1년간 재정계획으로

표시한 것으로, 회계연도 개시 전(매년5월초) 정부의 예산편성 기준 및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각 목별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편성됨

○ 국가재정법 제2절(예산안의 편성)

○ 국가재정법시행령 제2절(예산안의 편성)

○ 정부 예산편성지침

다. 예산배정
○ 교육부로부터 우리 대학교 세입․세출예산이 확정되면, 대학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예산을 각 기관에 배정하며, 예산의 집행은 예산의 배정으로

부터 시작됨

○ 예산배정은 예산을 회계체계에 따라 질서 있게 집행하도록 하기 위한

내부통제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경기부양이나 경제안정화 시책의 추진 등

예산의 집행조절과 재정운용을 위한 주요 정책도구로 활용

○ 국가재정법 제43조

- 437 -

라. 예산의 전용 및 이월
○ 예산의 전용: 예산의 성립 후 사업계획이나 여건 변동에 따라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국가재정법 제46조)

○ 세출예산의 이월이란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서 그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임

(국가재정법제48조, 국가재정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

○ 예산의 이월을 인정하게 되는 이유는 특정한 사업에 대한 예산의 일시적인

정지를 방지하고 연도 말에 남은 예산을 모두 지출하려는 폐단을 막는데

있음

마. 참고사항
○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 명시이월

․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 사고이월

․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

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비

․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비

○ 이월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국가재정법시행령 제20조 제4항)

- 이월을 필요로 하는 과목별 경비의 금액

- 이월 필요과목별 경비의 금액 중 원인행위액, 지출액 또는 지출 추정액

- 이월 필요과목별 경비의 금액 중 다음연도에 이월할 금액 및 당해 경비의

현 연도와 다음연도의 예산과목

- 이월 필요과목별 경비의 금액 중 불용액

- 이월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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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세출결산
○ 한 회계연도 기간 중에 대학의 재정활동 결과를 회계측면에서 파악하여

그 적정성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등 환류 하는데 있음

○ 국가재정법 제3장(결산), 국가재정법시행령 제3장(결산)

사. 결산보고 내용
○ 세출결산보고서, 예비비사용명세서, 결산개요, 기타 결산 자료

아. 업무처리 절차

 ① 기획재정부 정부결산 

    지침에 의거 작성제출(1월초)
: 각 기관 → 재무과


 ② 결산서 제출(1월 중순) : 재무과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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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학회계 예산편성

가. 목적
○ 대학의 한정된 재원 내에서 합리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학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

나. 관련법규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전남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다. 업무처리 절차

예산편성기초자료작성
(세입․세출추계) ➞

중․장기 및 차년도
재정운용계획 수립 ➞

재정위원회 심의
(재정운용계획 심의) ➞

(재무과) (기획조정과) (재무과)

세출예산 편성지침 작성
지출한도 통보 ➞

예산편성조정(소)위원회
(사업계획서심의및계수조정) ➞

등록금심의위원회
(등록금 책정) ➞

(재무과) (기획조정과) (기획조정과)

최종 지출한도액 통보
기관별각목명세서수정 ➞ 예산(안) 심의 ➞

재정위원회 심의 및
예산(안) 확정

(재무과) (평의원회) (재무과)

1) 재정추계 자료 작성
○ 대학회계 예산 운용 계획(안) 작성: 기획조정과

○ 세입예산 추계자료 작성
- 수업료세입 추계: 수업료 세입 추계를 위한 신입생 및 재학생(10. 1. 기준)

현황 자료를 기초로 작성
- 이월금 추계: 대학회계 가결산 및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고려하여

익년도 이월금 작성
- 수입대체경비 세입 추계: 수입대체경비 운영기관의 세입예상액을 기초로

세입 예상액 작성
- 잡수입 추계: 금융기관의 금리현황 및 기타 잡수입을 고려하여 작성



- 440 -

○ 세출예산 추계자료 작성

- 인건비: 교직원 현황(10. 1. 기준)을 기초로 인건비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소요액 작성. 교무과와 총무과는 신규임용․승진․퇴직 등 연도 중

증감을 고려하여 인건비 예산이 과다 또는 과소 반영되지 않도록 작성

- 공공요금․용역비․기준경비: 물가인상률, 인건비 인상률, 학생 및 교직원

현황 등을 참고하여 소요액 작성

- 수입대체경비: 수입대체경비 운영 원칙상 세입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 작성

2) 세입․세출예산 편성지침 작성
○ 예산편성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각 기관의 예산절약을 통한
교육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 편성 시 공통된 지침을 제시하여
예산편성의 통일성 확보

○ 내용
- 예산운용 계획과 연계한 세입․세출예산 편성 지침 작성
- 세입․세출 여건 등 재정운용 여건
- 재원배분 방향 등 예산 편성 방향
- 세입․세출예산 구조, 작성기준, 배분기준 등 예산 편성 기준

3) 대학회계 예산운용 계획(안) 심의
○ 대학회계 예산운용 계획(안) 및 재정 추계자료 예산편성조정위원회 심의․

확정
○ 예산편성조정소위원회 구성: 프로그램 사업 예산 심의․조정

4) 기관별 내시액 통보

구   분 세  부  기  준

전달방법  공문서 발송

배분내역
 대학회계 예산운용 계획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기본경비, 주요사업비, 

수입대체경비 세출 지출한도액 배분

제출서류  프로그램 사업계획서, 세출예산 각목명세서, 과목별 집계표 등

검    토  예산운용 계획 및 예산편성지침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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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록금 책정
○ 등록금 상한제, 국가시책, 물가인상률, 대학의 주요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등을 감안하여 등록금 책정 자료 작성

○ 등록금심의위원회 등록금 책정 심의

6) 예산편성조정(소)위원회 심의
○ 예산편성조정(소)위원회 등 예산 심의
- 본부․부속기관․대학(원)의 프로그램 사업 예산 심의 및 조정
- 세입․세출 수지를 감안하여 세입재원 확대 및 세출예산 조정
- 예산편성조정(소)위원회 예산 심의 결과를 기초로 프로그램 사업 예산
심의

7) 평의원회 심의
○ 예산편성조정(소)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기관별 예산 조정 후 평의

원회 심의

○ 프로그램 사업 예산 및 기본경비 예산에 대한 심의․조정

8) 재정위원회 심의․의결
○ 평의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기관별 예산 조정 후 재정위원회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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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학회계 예산 전용 및 이용

가. 시기: 분기별 1회 정기 전용
○ 예산 편성 시점을 감안하여 1/4분기와 2/4분기에는 전용을 실시하지 않음

○ 4/4분기에는 회계연도 말을 감안하여 전용을 3회 실시할 수 있음

※ 다만, 기본사업비는 예외로 함

나. 전용자료 수합
○ 제출서류: 전용신청서

(전용대상 예산내역, 전용증감 각목명세 산출내역, 전용사유)

○ 당초 예산에서 정한 사업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최대한 전용 자제

하되 예산집행의 신축성 부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용 실시

다. 전용 제외 대상
○ 재배정(지원) 받은 예산

○ 사업비를 부서 운영비로의 전용

○ 업무추진비로의 전용

라. 이용: 재정위원회 승인사항
○ 기관별 수시 이용 신청은 받지 않고 필요시 수요파악 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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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학회계 예산집행 및 결산

가. 지출원인행위
○ 지출의 원인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및 기타의 행위로써 지출의무

이행을 위해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기로 결정된 행위이며,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원인행위 가능

○ 소관 :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

나. 지출(통합지출)
○ 대학회계 재무관이 행한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부담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행위이며, 배정된 자금의 범위 내에서 지출 가능

○ 소관 : 지출관 및 분임지출관

○ 확인사항

구  분  세부업무처리기준

계수확인
- 부가가치세액 + 공급가액 = 총액(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 명세서, 견적서 등

계좌확인
- 거래처 예금계좌가 정확한지 여부 등 확인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

구비서류 

확인

- 계산서(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 전표, 검수조서, 납세완납

증명서(국세, 지방세), 건강·연금 완납증명서,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서

(보증보험 증권),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참고사항

 1) 대가지급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8조)

 2) 수입인지(인지세법 제3조)

 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발행일로부터 30일이내)

 4) 하자보수 보증금 : 계약금액의 2/100～10/100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2조)

○ CMS입금처리

-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을 통한 CMS 입금처리를 통해 지출 완료

○ 일자별 자금지출내역 및 입출금내역서 보관

- 자금지출내역 금액과 실지출액 확인

- 입금액․출금액 확인

○ 지출부 및 지출증거서류 보관(월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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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액보고서
○ 보고서 검토

- 예산액: 당초 예산

- 예산현액: 당초예산 + 이월․보조금․수입대체경비 초과사용 승인 등

편입 예산

- 예산배정액: 예산배정 계획에 의한 배정액 + 재배정액

-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행위의 금액

- 지출액: 통합지출로 요청한 금액과 일치여부 확인

○ 보고서 내부결재

※ 보고서 작성 프로그램: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라. 결 산
○ 의의: 회계연도 내 세입예산의 모든 수입과 세출예산의 모든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

○ 결산자료 작성

- 시기: 3월

- 내용: 수입·지출과 관련하여 예산액·결산액 및 비교증감대비액

불용액과관련하여수입총액, 지출총액및수입총액과지출총액의차인잔액

국가지원금의세입및세출명세등

○ 검토사항

- 예산액, 예산증감액(추경, 이월, 보조금편입, 전용액, 재배정액), 예산현액,

결산액

· 사고․명시이월 타당성, 기타 첨부서류

○ 결산서(안) 작성

- 세입·세출결산서 작성(예․결산) 내용

· 세입․세출 결산개요, 세입결산 총괄표, 세출결산 총괄표(과목별집계표,

기관별집계표, 기관별·과목별 일람표), 예비비 지출 명세, 계속비 명세,

이월경비 명세, 전용·이용·이체 명세, 기타 결산 요약자료

- 재무보고서 작성(재무결산) 내용

· 결산총평(서문, 재정분석 및 통계자료), 재무제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종합재무제표(대학회계, 발전기금, 산학협력단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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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회계 결산 절차

업무 일정 주요 내용

회계연도 종료 매년 2월말
·징수(결정)행위 마감

·지출원인행위 마감

ò

출납폐쇄

회계연도 종료후

20일

(3월 20일)

·당해 회계연도 징수행위의 세입금

수납 마감

·당해 회계연도 원인행위의 세출금

지출마감

ò

결산서 작성 및

제출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

(4월 말)

·결산서

·재무보고서
- 결산총평, 재무제표와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

-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

·종합재무제표

- 대학회계, 발전기금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

ò

재정위원회

심의·의결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

(4월 말)

·재정위원회 심의·의결

·회의록 공개(10일 이내)

ò

결산서 공개

및 제출

확정후1개월이내

(5월 말)

·대학신문/인터넷공개(결산서, 재무보고서)

·교육부 제출(결산서, 재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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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대학회계 결산 및 예산 성립 보고
○ 근 거: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결산) 및

제24조(예산·결산의 공개 등)

○ 기 한

- 예산 보고: 매 회계년도 예산확정된 후 1개월 이내

- 결산 보고: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 결산보고: 결산서, 재정위원회회의록, 재무보고서 및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보고서

○ 예산성립 보고: 예산서, 재정위원회 회의록,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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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정위원회 운영

가. 재정위원회 위원 선출
○ 관련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0조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 전남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

○ 위원: 위원장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

- 인원: 당연직위원 7명과 일반직위원 8명

- 당연직 위원 선출방법: 당연직위원은 교무처장, 학생처장, 연구처장,

기획조정처장, 사무국장, 학무본부장, 평의원회 부의장

- 일반직위원: 재직 중인 교원과 직원 각 2명, 재학생 2명, 이 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그 밖에 대학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외부인사 2명

- 임기: 교원위원 2년, 직원위원 2년, 학생위원 1년, 외부위원 2년

나. 재정위원회 운영
○ 개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

○ 심의·의결사항

-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학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법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 법 제28조에 따른 교육·연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 재정·회계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대학회계직원(기타 계약직원을 포함한다)의 총 정원에 관한 사항

-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 계속비 지출에 관한 사항

- 예산의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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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총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재정위원회 준비 관련 업무절차

- 회의개최 공문 작성, 결재, 발송

· 총장, 재정위원장 결재(첨부: 회의자료)

· 회의실 사용 신청(총무과)

- 사전 준비사항

· 회의 진행계획 작성(진행계획, 시나리오)

· 회의자료

· 회의장 안내표지 작성: 현관, 회의장 출입문

· 명패 작성

· 식당 예약

· 회의 당일 회의실 준비

· 회의 전일 각 위원에게 전화 연락: 참석여부 확인

· 회의수당 계좌입금 준비

- 회의당일 준비사항

· 회순, 안내표지 부착

· 식당 예약 확인, 필요시 식당이동 차량 준비

- 회의장 준비물

· 회의자료(전 회의록 포함), 메모지, 필기구, 명패, 계산기

- 회의준비

· 회의자료 작성

- 세부업무처리 기준

구  분 세 부 업 무 처 리 기 준

준비사항  - 시나리오 작성
안내표지  - 본관 출입구 및 재정위원회 회의장 앞
회  순  - 개회, 국민의례, 재정위원회위원장 인사, 안건 논의, 폐회 
등  록  - 회의자료 배부

차  류
 - 회의장 → 음료수 등
 - 식당 → 식사 및 음료수 등

회의장-이동시 

 준비물
 - 회의 자료(전차 회의록 포함) 
 - 필기구, 메모지, 계산기

회의 결과 정리
 - 회의록 작성 및 회의결과 통보(해당기관에 통보)
 - 회의록 홈페이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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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계약업무(시설공사, 물품, 용역)

가. 기본방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수행한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3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수요물자의 구매절차등)에 해당되는 시설공사 및 물품․용역계약은

조달청에 계약 의뢰한다.

○ 수의계약 대상공사 범위를 축소하고 전자입찰을 시행함으로써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나. 관련법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시행령/시행규칙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 회계예규․고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다. 주요내용
○ 조달청 계약

- 대상

·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시설공사[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의 3 ; 추정가격이 30억원(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이상인 공사]

· 단일품명으로서 구매예정금액 1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조달사

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조달청장이 정한 구매위임 범위에 관한 고시)

·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조달계약 요청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업무처리 절차

· 조달청 설계프로그램에 의거 설계

· 조달청 나라장터(G2B)로 시설공사/내자구매 요청

· 첨부문서 파일송부(파일용량 초과시 우편 발송)

· 조달청 나라장터(G2B) 문서함에서 수․발신문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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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확인 및 현장설명 실시

· 조달청 입찰결과(낙찰자, 계약서) 접수

· 시설과에 공사 계약체결 통보

· 계약업체 착공계 및 산출내역서 제출

- 대금 집행

· 시설공사: 청구에 의하여 시설비에서 지출

· 공사계약체결 대행 수수료: 조달청에서 송부된 고지서에 의거 당해

공사부대비에서 지출

○ 자체 경쟁입찰

- 대상

·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시설공사

·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및 용역계약

·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입찰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입찰방법

· 계약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시행

- 입찰공고

· 관련법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공고방법: 지정정보처리장치(G2B)이용 공고,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 입찰공고 시기

·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함

·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함

·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함.

*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경우 40일

·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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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내용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일시․참가자격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 국계법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서류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낙찰자 결정방법

·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 국계법시행령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 국계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

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국계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

이 가능하다는 뜻(제7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인 경우에

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자격제한사항을 포함한다)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 국계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의 경우에는 그 취지

· 국계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등록

· 입찰서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기획

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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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계법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로 함.(국계법시행규칙 제44조의 “입찰무효” 참조)

- 입찰 참가자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소정의 서식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대표자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 건설업면허증․면허수첩 사본 1부 → ”

· 인감증명서 1통 → 법인. 개인(자연인)으로 구분

· 입찰보증금(국계법시행령 제37조)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현금 또는 보증서) 납부

* 입찰보증금의 면제 (국계법시행령 제37조제3항)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

분의 50이상을 출연한 법인

② 농협, 축협, 수협, 중소기협, 한국농촌공사

③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건설폐기

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골재채취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

록 등을 한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④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면제의 경우 입찰보증금을 생략하고 현금 지급각서를 징구

·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참가업체의 편익을 위하여 입찰등록 절차를

생략하고 조달청 전자입찰참가등록업체에 한하여 전자입찰을 허용

- 예정가격 결정

· 결정방법: 입찰공고시 발표한 설계금액을 기초(사정)로하여 산출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 기초금액 결정

구   분 일반관리비 이   윤

설계내역서(시설과) 4.5% 5.57%

기초금액 조정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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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개찰

· 입찰공고에서 정한 일시에 입찰집행관 pc에서 개찰진행

· 입찰참가 비해당자 결격처리(결격사유 입력)

· 전자입찰 프로그램에 의거 개찰 자동진행

- 적격심사(낙찰자 결정)

· 관련법규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 시설․물품․용역: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

· 적격심사 서류심사

* 이행능력, 입찰점수, 결격사유 등을 종합평가(입찰종류 및 금액별

세부평가기준 다름)

*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확인

*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를 실시

하여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계약체결

· 낙찰통보후 10일이내에 계약대상자와 계약 체결

* 표준계약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시방서, 산출내역서 첨부)

* 계약보증금납부서 및 계약보증금(면제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

* 사업자등록증,건설업면허증,면허수첩사본(계약상대자 및 연대보증인)

* 법인(자연인)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계약상대자 및 연대보증인)

* 사용인감계 및 계좌입금의뢰서

· 계약체결 내용을 요구부서 통보 및 지출원인행위

○ 수의계약

- 요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하는 수의

계약체결대상의 시설공사, 물품․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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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기준금액

구분
법령상
수의계약
범위

자체적용기준

G2B전자
입찰

소액수의
견적입찰
(G2B)

수의계약
(FAX 또는
견적)

일반건설공사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추정가격
1억원 이하

기타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

용역 및 물품․제조구매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 관련법령: 국계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국계법시행령 제30조, 국계법시행

규칙 제33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10조의4

- 선정기준 및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당해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

· 시설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업자의 영업범위) 및

별표1(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로서 당해 공사와 동일한 업종의 공공기관 공사이행실적이 계약예정

금액의 100%이상인 자

· 물품․용역의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우리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동등이상의 목적물 또는 유사목적물을 성실히 납품(이행)한 실적이

있는 자 또는 공공기관 계약이행실적이 계약예정금액의 100%이상인 자

· 수의계약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해당업종의 면허를 취득한

2인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최저가격을 제시한 사업자와

계약(국계법시행령 제30조: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1인 견적서

가능)

라.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서 작성 생략(국계법시행령 제49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한 경우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성립 증거가 되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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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에 붙이는 경우

- 물품매각의 경우 매수인이 대금을 즉시 납부하고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계약

- 전기․가스․수도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 계약보증금

- 계약보증금의 납부

·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납부

* 연대보증인은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이어야 함.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금액의 100

분의 10이상을 납부하게 함

·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

거나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

-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면제

할 수 있다. 이때에는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 발생의 경우를 대비

하여 계약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 계약보증금의 면제(국계법시행령 제50조제6항)

·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한 법인

· 농협, 축협, 수협, 중소기협, 한국농촌공사

·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

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 아니면 당해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 검사(국계법시행령 제55조)

-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

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7일의 범위내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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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법 제13조에

의한 감독을 행하는 자의 검사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동검사 3회마다

1회는 법 제14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검사의 생략(국계법시행령 제56조)

·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의 경우

· 매각계약의 경우

·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

○ 선금급

- 선금지급요령(재정경제부 회계예규)

-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음.

·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

계약

· 계약의 이행기간(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상의 이행기간을 말한다.)이

60일 이상

-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율에 해당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

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 공사

*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100분의 30

*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40

*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 물품의 제조 및 용역

* 계약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100분의 30

* 계약금액이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40

*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국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이행 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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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예산의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

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함.

○ 채권(선금지급)확보

-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

야 함.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

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 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함.

-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상으로 하여야 함. 다만, 그 이행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금의 사용

-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이

외의 다른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

- 지급된 선금이 정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

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

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음.

○ 선금의 정산

-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함.

: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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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금의 반환청구

-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함. 다만,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함.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사고이월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

-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 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선금지급조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대가의 지급

- 관련근거: 국계법시행령 제58조

- 지급요령

·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함.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

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

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음.

·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

하여야 함.

· 법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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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지급시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이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완료일부터 7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함.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지급 하여야 함.

·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하자가 있을시는 반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일까지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함.

- 청구서류

: 세금계산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하자보증금 및 납부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납입증명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 하자보수

- 하자담보 책임기간(국계법시행규칙 제70조)

공종 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되,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

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학교의 시설물 관리자는 하자검사 담보책임

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일정

기간 그 계약목적물에 시공상의 하자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담보적 성격으로 납부하게 하는 일정금액을 의미한다.

· 납부기한: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후 공사대가 지급하기 전까지

· 납부방법: 현금 또는 보증서 등에 의하여 계약보증금과 대체 납부가능

· 하자보수 착공: 계약자는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하자보수 착공 신고서 제출 및 착공

· 보증금 반환 및 국고귀속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 보수보증금은 즉시 반환해야 하며, 계약자가

발주자의 하자보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 보증금률: 계약금액의 2/100 이상 ～ 10/100 이하

- 중요 구조물 및 조경공사 등: 5/100

-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 등 공사: 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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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로․도로(포장공사포함)․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일반건축공사: 3/100

- 기타: 2/100

- 수개의 공종이 혼합된 복합공종공사의 경우라도 공종구분이 가능한 경우

에는 공정별로 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보증금률을 정한다.

○ 납부면제

-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및 철도․궤도공사

-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공사

-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공사(조경공사 제외)

-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하자보수보증금

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 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지체상금 (국계법시행령 제74조)

계약상대자가 이행기간 내에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되었을

때에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지체상금 계산(지체상금 = 계약이행지체일수 ×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 기성(기납)부분중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부분을 인수, 사용 또는 관리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 당초 계약체결시의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은 물론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어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 변경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을 대상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한다.

· 지체상금은 기성분(기납분) 또는 준공금(납품금)과 상계가능

· 준공(납품) 기한 내에 준공계(납품)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납품)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준공(납품)이후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납품)검사 기한까지 기간(규정에 의한 검사기간이 초과한

경우)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 납부방법: 현금으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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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상금율(국계법시행규칙 제75조)

· 공사: 1000분 1

· 물품의 제조 및 구매: 1000분 1.5

· 물품의 수리․가공․대여․용역 및 기타: 1000분의 2.5

·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1000분의 5

○ 계약의 해제․해지 (국계법시행령 제75조)

- 사유

· 정당한 이유없이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납품)기한내 완공(납품)할 수

없음이 명백하게 인정될 경우

· 하도급 제한 규정에 위반하였을 경우

·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 지체상금이 당해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한 경우로써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계약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 장기계속계약(공사․물품)에서 제2차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 통지

계약공무원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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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 공사(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재료)․장비의 철수비용

·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않는다.

○ 관급자재 구매절차

시설과에서 관급자재 구매요청


가격조사(타당성 검토)


계약방법 결정


구매요청(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월별수급계획서 첨부)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


관급자재 인수 및 검수(시설과)


조달청 고지서에 의거 대금지급

(관급자재 납품전 선고지 납부 가능)

마. 업무절차(업무 흐름도)
○ 자체계약

계약요청 접수 → 예산검토 및 계약방법 결정 → 설계서(규격서) 검토 →

입찰공고 → 현장설명 → 입찰등록 → 입찰 →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착공계 접수 → 공사감독 → 검사 → 대가지급

○ 조달청 계약

조달계약 요청(전자문서) → 조달청 입찰공고 → 시설과 현장설명 →

입찰결과(계약) 통보 → 지출원인행위 → 내역서 및 착공계 접수 → 공사

감독 → 검수 → 대가지급(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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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물품관리

가. 목적
○ 국가가 행정사무 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수단으로서 필요한 물품을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물자 및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및 추진절차
○ 수급관리 계획

- 목 적

수급관리계획은 물품의 적정한 취득과 사용 및 처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로 하는 물품을 계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불요불급한

물품의 구입을 억제하고, 잉여품 및 과장품의 발생을 예방하며, 보유물품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함.

- 관련 법규

· 물품관리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 대상품목: 취득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 정수관리대상물품

- 작성방법: 조달청 물품관리보고서 작성지침에 의거 2월중에 작성

○ 물품취득의 제한 및 사전검토

- 관련 법규

· 물품관리법 제28조,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 취득의 제한

·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따라 취득

·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조달물자는 조달청장에게 구매 요청

· 관리전환소요조회 물품과 동일한 물품은 신규구매에 우선 취득

○ 재물조사

- 관련 법규

· 물품관리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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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물품관리장표상 재고와 현품을 품목별로 수량, 상태 및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발견된 과부족에 대하여 재고 조정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물품활용을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기 위함.

· 재물조사의 종류

1. 정기재물조사 ◦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  
2. 특별재물조사 ◦ 법령이나 조직의 변경 등으로 특별점검이 필요할 때

   (1개월전까지 지침 통보)
3. 수시재물조사

 

◦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이 교체된 때

◦ 특정품에 대한 불시 확인이 필요할 때 등

· 조사절차 및 조사내용

＜조사절차＞

① 세부계획 수립→ (조사반 편성, 교육계획, 준비사항, 조사요령, 집계보고 등)

② 조사반편성→ (계수자․검수자: 물품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공무원)

③ 교육실시→ (조사반원 등 관련공무원에 대한 교육)

④ 조사준비→ (자료출력: 전산에서 자동 출력)

- ㉮ 장부마감→ (등재정리 및 출납마감)

- ㉯ 보유물품의 정리→ (위치별로 정돈: 대부물품, 리스물품, 사물의 사전정리 포함)

⑤ 재물조사실시 → (현품실사 및 조사필확인)

⑥ 조사결과 전산입력 및 집계 → (재물 목록, 과부족품목록, 집계표, 보고서등)

＜조사내용＞

1. 수량

   조사 
◦ 물품의 위치별로 장부와 현품을 대사하여 수량의 과부족을 확인

2. 상태

   조사

 

◦ 현품을 활용품과 불용대상품으로 일단 분류

◦ 불용대상품은 사용가능품(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과 폐품으로 구분

◦ 불용대상품중 사용가능품은 신품, 중고품, 정비필요품으로 구분

○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

- 관련법규

· 물품관리법 제35조 내지 제40조

·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51조 내지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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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소속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 중 사용 불가능품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을 신속히 불용결정 및 처분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기 위함.

- 불용품의 처리 흐름도

재물
조사

⇒
불용대상품
반납

⇒ 불용결정 ⇒
관리전환
소요조회

⇒ 불용품 처분

불용대상품
상태분류
∘신품
∘중고품
∘정비필요품
∘폐품

사용부서에서
총괄부서로반납
∘신품
∘중고품
∘정비필요품
∘폐품

불용결정전
상태분류
∘신품
∘중고품
∘정비필요품
∘폐품

물품관리관간
소요조회
중앙관서간
소요조회
↓

∘신품
∘중고품
∘정비필요품

처분 및
결과정리
∘관리전환
∘매각
∘양여
∘해체
∘폐기
∘보존

＜내용연수와 불용결정＞

* 내용연수가 도래한 물품도 사용이 가능할 경우 불용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용연수가 도래하지 않은 물품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불용처리를 할 수 있음
- 내용연수 도래 전에 사용이 불가능하여 불용결정할 때에는 불용결정
내역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수리비용과 수리한계비의 비교, 사용빈도,
관리상태, 고장발생빈도 등 불용사유가 될 만한 자료 등)

- 물품 불용결정
물품관리관이 불용결정의 주체가 된다. 취득단가 500만원 이상인 사용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불용결정을 하고, 취득단가 500
만원 미만은 물품관리관이 불용을 결정한다.

- 불용결정 실무절차(불용결정 절차)
· 운용관의 상태조사→(재물조사에서 나타난 불용 예상품에 대한 상태 확인)
· 운용관의 반납요구→(불용대상품을 선별하여 불용결정 건의)
· 관리관의 상태확인→(운용관이 반납을 요청한 물품의 상태 재확인)
· 사용(부서) 물색→(사용할 부서를 물색하여 사용전환)
· 관리관의 불용결정→(취득가액 500만원 미만의 물품)
· 중앙관서의 장에게 불용요청→(취득가액 500만원 이상의 물품)

불용결정
단위별
분류

1.사용이 가능한
물품

①취득단가 500만원 이상 중앙관서장이
불용결정 관리전환소요조회 후 처분

②취득단가 500만원 미만 물품관리관이
불용결정 관리전환소요조회 후 처분

2.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①취득단가 500만원 이상 중앙관서장이
불용결정 처분(폐기)

②취득단가 500만원 미만 물품관리관이
불용결정 처 분



- 466 -

- 불용결정 후속처리

· 불용결정 문서를 작성하고 ‘불용결정 물품목록’을 첨부하여 물품관리

관의 내부결재를 받으면 불용품으로 확정

· 불용결정이 끝나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불용결정일자를 입력

하여 불용품으로 관리

· 불용품중 사용 가능품에 대하여는 관리전환 조회를 실시한 후 소요가

없을 경우 처분(소요조회기간: 기관내 10일, 기관간 20일)

· 소요가 없는 불용물품은 조달청(재활용센터)에 무상관리전환 하거나 다른

처분절차를 취함

· 전산기기(PC, 노트북 등) 불용처리: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 처리지침」에 의거

정보전산원의 “하드디스크 자료 삭제장비”를 통하여 저장매체 삭제

및 파기 후 불용처리 가능

· 중앙관서의 장에게 불용결정 요청

물품관리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불용결정 할 물품에 대하여 소속기관 내 관리

전환 소요조회를 실시한 후 소요가 없는 물품에 대하여 불용품처분 지침

(조달청 고시)에 의해 불용승인을 요청

단, 분임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관을 경유하여 요청

* 불용승인 요청 대상물품: 취득단가 500만원 이상 활용이 가능한 물품과

폐기하는 물품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불용결정하고 관리전환 등 처분

* 500만원 미만은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

** 물품관리법 제35조,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51조, 제52조

○ 물품관리 회계직 인계인수서 작성

- 관련 법규

· 물품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이 교체된 경우 전임자는 그

교체된 날의 전날 현재를 기준으로 인계하여야 할 표준서식과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함.

* 전남대학교 퇴직교원 관리지침 제4조에 의거 퇴직 교원이 반납한 물품에

대하여 인계 인수서를 작성하며, 전출 교원도 이와 동일하게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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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가. 목적
○ 대학의 교육과정에 필수적인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으로 교육여건 개선

및 대학교육의 내실화 도모

나. 관련법규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8조

다. 업무추진 절차

예산액 및 예산집행지침 통보  교육부 → 대학


예산액 기관별 배분 의뢰

 재무과 → 실험․실습기자재관리위원회

 (학사과)

     

예산액 기관별 배분 및 배분 
결과 통보

◦ 당해 연도 예산배정 지침에 따라 기관별

  예산 배분(실험․실습기자재관리위원회)

◦ 기관별 예산 배분액 및 집행지침 통보

  (실험․실습기자재관리위원회 → 각 기관)

기자재 구매목록 작성 제출
◦ 실험․실습기자재 구매 목록 작성 제출
  (각 기관 → 재무과)



구매 기자재 선정
◦ 선정된 구매기자재 목록 통보

  (실험․실습기자재관리위원회 → 재무과)



구입대상 기자재 통보 및 구매 

요구

◦ 실험․실습기자재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한 각 기관별 구매

기자재를 통보하고 해당 기자재에 대한 구매신청서 제

출 안내(재무과 → 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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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계획 수립 및 구매추진
ㅇ배정예산에 의거 구매 기자재로 선정된 품목에 대한 자

체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구매 요청(각 기관 → 재무과)


구매 계약

ㅇ내․외자 및 제3자 단가계약품목 등 품종 및 기기성

능별 분류 후 G2B를 통한 조달 입찰 구매


납품 및 검수(검사)

ㅇ구매계약 통보 및 계약이후 실시간 납품정보 등 검

수(검사) (재무과 → 각 기관)


실험․실습기자재

결산보고서 제출
◦ 각 기관별 결산보고자료 작성

  (재무과)

 ◦ 대학별 실험․실습기자재확충예산 결산보고서

   작성 제출

   (재무과 → 교육부)

 ◦ 작성내용: 과목별 예산집행 실적 불용액

   및 사고이월액이 있을 경우 불용 및 사고이

   월 사유서와 사고이월 내역 

◦ 시기: 1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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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유재산관리계획

가. 목적
○ 국유재산의 종래의 유지․보존 위주의 소극적인 관리에서 확대․활용

위주의 적극적인 관리를 통한 국유재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유재산

관리ㆍ처분 총괄 계획 수립

나. 관련법규
○ 국유재산법 제9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8조

다. 주요내용
○ 장래 국가의 행정 및 보존 등의 목적에 활용될 것이 예상되는 재산은

매각․처분을 억제하여 국유재산으로 존치하며, 행정․보존 및 복지 수요

예상 지역의 재산취득을 적극적으로 확대

○ 재산의 매각은 그 규모․위치․형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활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법규 및 공공목적상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하여 인정 매각하되 경쟁입찰에 의한 매각 등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처분

- 매각보다는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기 필요로 하는 국유 이외의 재산과

교환 또는 관리환 적극 추진

-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활용을 최대한 증진

함으로써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

- 무단 점유된 재산에 대하여는 변상금 징수, 대부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사용토록 하는 등 국유재산의 보호․관리기능 강화

라. 업무절차
○ 국유재산종합계획 계상 요구

- 기획재정부 → 교육부 → 대학

○ 취득․사용허가ㆍ관리환․무상대부ㆍ처분(매각․교환․양여․신탁) 및

국유재산 운용 특례의 대상이 되는 국유재산을 파악하여 교육부의

요구에 의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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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국유재산종합계획」에 전산 입력 후

공문과 같이 제출

- 전산입력 방법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전산운용 지침서 참조」

○ 교육부에서 자료를 수합 기획재정부에 통보(전년도 6월 30일까지)

○ 기획재정부에서 국유재산종합계획에 계상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아 확정 후 관리청에 통보

- 기획재정부 → 교육부 → 대학

○ 확정된 국유재산종합계획의 반기별 집행계획 수립ㆍ제출

- 대학 → 교육부 → 기획재정부(해당년도 1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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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제출

가. 목적
○ 국유재산종합계획 집행실적 및 국가재산의 당해연도 말 증감현황 및 보유현황,

국유재산 특례운용 실적을 작성 제출

나. 관련법규
○ 국유재산법 제69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70조

다. 주요내용
○ 국유재산법 제5조에 규정된 재산중 당해년도 말 현재 국유재산대장에 등록된

모든 국유재산 토지․건물․공작물․임목죽․무체재산

라. 업무절차
○ 매년 12월중 교육부 작성지침 접수

○ 시설과 및 전남대학교병원에 공문 발송

- 시설과 → 건물 신축 부분, 병원 → 무상사용 부분

○ 자료 수합 후 보고서 작성

- 회계별(일반회계/특별회계), 재산별(행정재산/잡종재산)로 각각 작성

○ 전년도 보고 기준으로 금년도 증감분에 대하여 작성

○ 보고서상의 수량과 금액은 연도말 현재 국유재산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수량 및 금액과 일치

○ 증가내역은 매입․무상취득․신규등록․관리환․교환․오류정정․가격 개

정 등으로 증가된 것을 작성

○ 감소내역은 매각․양여․교환․멸실․철거․용도폐지․오류정정을 회계

별/재산별로 각각 작성

○ 오류 발생시 사유를 기재한 후 재산관리관 직인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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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유지 매입

가. 관련법규
○ 국유재산법 제10조

나. 업무절차
○ 학교시설지구내의 매입대상 사유지 선정 후 교육부에 매입예산 반영 요구

- 시설과에서 수합 시설예산 요구시 일괄제출

○ 교육부 토지매입비 예산 배정

○ 예산범위내에서 토지소유자와 매매 협의

○ 국유재산종합계획에 계상

- 전산입력 방법은 「재정정보시스템 전산운용 지침서 참조」

○ 매매 협의가 이루어지면 감정평가기관에 감정 의뢰(2개 기관 이상)

○ 재산의 가격 결정(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매매계약 체결

○ 교육부에 매매계약 체결 보고

○ 법무사에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 의뢰

○ 소유권 이전등기 확인(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 매매대금 지급(계좌이체)

○ 국유재산관리대장 정비(국립대학 자원관리 시스템(KORUS)에 전산입력)

- 전산입력 방법은「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대학회계 재산관리

매뉴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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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관리전환

가. 관련법규
○ 국유재산법 제16조 및 제17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11조

나. 주요내용
○ 타관리청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이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

○ 교환 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때

다. 업무절차
○ 대상재산 관리청과 관리전환 협의

○ 재산관리기관에 관리전환 동의 요청

- 동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리전환 협의서 송부

○ 관리전환 동의 회신

○ 국유재산종합계획에 계상

- 전산입력 방법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전산운용 지침서 참조」

○ 쌍방간 재산 인계인수서 작성

○ 인계인수서 첨부하여 공부정리 의뢰(관할 구청 및 등기소)

○ 국유재산 관리대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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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부채납

가. 관련법규
○ 국유재산법 제13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8조

나. 주요내용
○ 기부하려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는데 곤란하지 않는 경우

○ 기부에 조건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다. 업무절차
○ 기부서 작성

- 재산의 표시

- 기부자의 주소․성명․상호

- 기부의 목적

- 재산의 가격

-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부 및 필요한 도면

○ 대표자에 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기부서를 첨부하여 법무사에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의뢰

○ 국유재산 관리대장 정비(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전산입력)

- 전산입력 방법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전산운용 지침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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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시설물 철거

가. 관계법규
○ 국유재산법 제40조․제41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7조

나. 업무절차
○ 용도폐지

○ 철거승인

○ 시설과 및 시설물 관리기관에 철거승인 통보

○ 철거 → 시설과

○ 건축물 말소 신청(시설과 → 관할구청)

○ 건축물 말소통보(관할구청 → 시설과 → 재무과)

○ 건물 말소 등기 신청(재무과)

○ 국유재산 관리대장 정비(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전산입력)

- 전산입력 방법은「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전산운용 지침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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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가. 관련법규
○ 국유재산법 제30～36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35조, 국유재산법시행규

칙 제14～16

나. 업무절차
○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대상자 선정
- 허가기간: 5년 이내
- 선정방법: 한국자산관리공사(전자자산처분시스템 'OnBid')에 이를 입찰

공고․개찰․낙찰선언을 한다.
○ 시설관리자가 본부(재무과)에 국유재산 사용허가 승인 신청
○ 사용허가 통보
○ 사용허가부에 기재
○ 사용료 고지(재무과)
○ 사용료 및 부가가치세 대학회계 세입
○ 사용료율 계산
- 당해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이상
- 재산가액 결정: 건물 재산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 토지: 공시지가(허가기간 중 연도마다 결정)
․ 건물: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적용
○ 2차년도 이후의 사용료
-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첫해의 사용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년도이후
기간(수의계약에 의한 갱신계약기간 포함한다)의 사용료는 [(시행령 제2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연도의 재산가액) x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 해의 사용료) ÷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 사용료 조정
- 국유재산을 계속하여 1년을 초과 사용하는 경우에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사용료가 전년도 보다 9%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
는 당해연도의 사용료는 전년도 사용료보다 9% 증가한 금액

○ 사용료의 분할납부
-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6회 이내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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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보수지급

가. 관련법규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보수규정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나. 주요내용

○ 보수지급일: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 17일
-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호봉제

봉 급
(기본급) → 총장, 일반직, 연구직, 전문경력관, 초중고교원, 조교, 대학회계직 봉급표

보 수 정근수당(기본급의 0～50%씩 년2회)

정근수당가산금(5～13만원, 가산금포함)
공통수당 가족수당

(배우자:월 4만원, 자녀:첫째 월 2만원 둘째 월 6만원 셋째이후
월 10만원, 배우자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 월 2만원) * 셋째
자녀 가산금 폐지 *부양가족 4인까지 지급

관리업무수당(4급이상)

수 당 특수지근무수당
(도서,벽지,접적지 근무자)특 수

수 당 위험근무수당(4만원～6만원)

특수업무수당(기술․교육․특수행정분야)

초과근무
수 당 →시간외근무

성과상여금
(6급 이하, 연1회 이상)

기타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고교 자녀의 학비)
대우공무원수당(기본급의 4.1%)

모범공무원수당(3년간,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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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급식비 → 월 13만원
직급보조비 → 월 12.5만원 ∼75만원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60%씩(설․추석)
연가보상비 → 미사용일수 (20일 이내)

복리후생비

○ 연봉제

-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5급이상 공무원, 국립대학의 교원

기본연봉 봉급,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연 봉 관리업무수당(교원제외), 명절휴가비

보 수 성과연봉
전년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연봉외 급여
(제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

○ 수당지급일: 매월 5일

- 수당 항목: 교수보직경비, 직책수행경비, 초과근무수당, 맞춤형복지비 등

다. 업무처리절차(업무 흐름도)
○ 급여지급: 봉급 및 제수당

인사 기본사항 적용 및 변동사항 확인


각종 공제자료 확인 및 반영 (급여 마감)


급여 대장 출력


급여 지급 발의


급여 지급 및 각종 공제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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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여비

가. 목적
○ 공무원 여비 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무원 여비의 지급대상, 지급절

차, 지급방법 등 여비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공무원

여비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데 있다.

나. 관련법규
○「국가공무원법」,「공무원여비규정」,「공무원인재개발법」,「공무원보수규정」

다. 주요내용
○ 여비지급 구분표

구분 해당공무원
운  임

선 박 항공 자동차 철 도

제1호 다
대학교의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처장, 기획연구실장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특실)

제1호 라
2,3급(국장급만 해당) 공무원, 대학의 교수, 

부교수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특실)

제2호 가
3급(과장급만 해당) ~ 5급 공무원, 대학의 

조교수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일반실)

제2호 나 위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일반실)

○ 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선박 포함) 또는 공

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 숙박비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

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

-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를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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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여비 정액표 (단위: 원)

구   분 일비(1일당) 숙박비(1일당) 식비(1일당)

제 1 호 20,000 실비 25,000

제 2 호 20,000

실비

(상한액: 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외 지역은 50,000원)

20,000

○ 동일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 등의 감액

-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는 그곳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까지는 영 별표 2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추가 지급된 일비 포함)으로 지급하며, 16일째부터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구  분 초과기간 (일수) 정액대비 감액비율

도착일 정액 지급

도착한 다음 날부터 15일까지 정액 지급

도착한 다음 날부터 15일을 초과한 
경우

16일～30일째 (15일) 10분의 1

31일～60일째 (30일) 10분의 2

61일 이상 10분의 3

○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 근무지내 출장이라 함은 동일시․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안에

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 여행목적지가 다른 시 군에 위치하면서 여행거리가 12km 이상인 경우라

도, 교통여건(전철, 업무연락버스, 업무용택시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

장의 판단에 따라 근무지내 국내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다.

-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별도의 여비의 구분 없이, 출장 여행시간이 4시

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한다.

-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한다.

· 실비 상한액은 4시간 미만 출장은 1만원, 4시간 이상 출장은 2만원으로 한다.

· 실비 지급대상 여비는 4시간 미만 출장은 운임, 4시간 이상 출장은 운
임 및 식비(1/3)로 한정한다.
※ 다만,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운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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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자는 운임과 식비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승차권 등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 다만, 운임은 증거서류 구비가 어려울 경우에는 출장확인서, 현장사진 등을

근거로 버스, 전철 또는 택시 기본요금을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 공무원 교육훈련비 지급

- 지급기준

· 교육훈련 여비는 별표의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함

· 근무지내의 동일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와 근무지

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기숙사 등에 합숙하

는 경우와 비합숙의 경우로 각각 나누어 지급함

- 지급방법

· 위탁기관의 장은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

우의 운임과 숙박비를 별표의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거나,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

여 결제하게 하고 정산을 실시하여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할 수 있음

· 결제와 정산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여비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지급절차

근무지 內

교육훈련기관
입교의 경우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기준표>상 정액지급

(증빙서류 불요)
교육명령

(인사발령)

근무지 外

교육훈련기관

입교의 경우

운임

숙박비

위탁기관장이

지급방법결정

<기준표>상
정액지급

(증빙서류 불요)

실비정산
(증빙서류 필요)

※ <기준표>는
별표의 교육훈련
여비지급기준표를
말함

일비
식비

<기준표>상 정액지급
(증빙서류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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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비의 조정 등

· 교육훈련기관이 있는 지역이 다른 시ㆍ군에 위치하면서 여행거리가

12km 이상인 경우라도, 교통여건(전철ㆍ업무연락버스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근무지내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로

처리할 수 있음

· 원거리 이동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 전일(前日)에 교육훈련기관 또는 교

육훈련기관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교육 후일(後日)에 거주지 또

는 체재지로 이동하는 경우 별표의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에 따른 운임, 「공

무원여비규정」별표 2 일비의 5할, 숙박비, 식비를 지급할 수 있음

· 교육훈련기간 중 공휴일 등 교육훈련이 없으나 교육훈련 형편상 부득이

교육훈련기관이 있는 지역에 체재하는 경우 그 일수에 대하여 별표의 교

육훈련여비지급기준상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합숙의

경우,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합숙의 경우의 숙박

비, 식비를 지급할 수 있음

*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비합숙의 경우에 해당하

는 여비를 지급할 수 없음

- 준용규정

· 교육훈련 여비의 지급구분, 교육훈련 여비의 계산, 여행일수의 계산, 근

무지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시의 교육훈련 여비에 관하여는 공

무원여비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를, 교육훈련 여비의 결제와 정산

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를, 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교육훈련 여비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제

16조, 제18조를, 교육훈련 여비의 조정, 교육훈련 여비지급의 특례에 관하

여는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을 각각 준용함

라. 업무절차
○ 출장신청서(교육관련 공문) 접수 → 여비 정산 신청 → 여비 지출결의서 작성 →

결재 → 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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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표
여비구분

교육훈련기관구분
운 임 일 비 숙 박 비 식 비

근무지내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의
경우

○지급 않음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지급않
음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
는 금액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
는 금액

비 합 숙
의경우

○지급 않음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일비의 5할

○지급 않음 ○공무원여비규정
상 식비의 3분
의1 또는 당해
교육훈련기관이
청구 하는 금액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의
경우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선박․
항공․자동차
왕복운임
정액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지급않
음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
는 금액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
는 금액 또는
구내 식당 가격

비 합 숙
의경우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선박․
항공․자동차
왕복운임
정액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일비의 5할

<정액지급시>
○공무원여비규
정 [별표 1 ]의
제1호: 46,000원

○공무원여비규
정 [별표 1 ]의
제2호: 30,000원

<실비정산시>
○공무원여비규
정[별표2] 숙
박비 준용

○공무원여비규정
상의 식비. 단,
교육훈련기관이
중식비를 청구
하는 경우에는
중식비를 제외한
차액

비고: 1.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

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연

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

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3. 일비에 있어 '기타일'은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을 제외한 교육훈련이 있는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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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각종 공공요금 관리

가. 목적
○ 대학 내 일반 공공요금 및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수행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

여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회사가 대신 보상해 주도록 하는 보험까지 공공요금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에너지 절약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공요금 현황

구분
내    역

본부 부담금 사용자 부담금

전화요금 전남대학교 본부 기관 기관별 분리고지

상․하수도요금  전남대 전 기관 전남대학교 내 입주업체

전기요금  전남대 전 기관 전남대학교 내 입주업체 

도시가스  전남대 전기관 전남대학교 내 입주업체 개별 납부

후납우편료  전남대학교 본부 기관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도메인 사용료 포함)

 전남대 전 기관

환경개선부담금  전남대 전 기관 전남대학교 내 입주업체

폐기물처리수수료  전남대 전 기관

○ 보험료 현황

구   분 보험가입대상

미술품관리보험
본부 및 분임물품관리기관 미술품(문화체육관광부 대여

미술품 포함)

 맞춤형복지보험 교직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직위포괄계약자, 집합계약자 

 화재보험
광주캠퍼스, 여수캠퍼스 건물(교육시설재난공제회)

정보전산원 서버장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광주캠퍼스(첨단 포함), 여수캠퍼스, 화순캠퍼스 가스사용 

건물

업무용 차량 종합보험 광주캠퍼스, 여수캠퍼스 관용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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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업무절차
○ 전화요금: 사용고지내역 접수 → 지출결의서 결재 → 매월 납부

○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 시설과에서 사용내역을 접수받아 입력 후 사용자

부담금 고지서 발행 → 각 입주업체 사용자부담

금고지서 송부 → 입주업체 사용분 납부 →

본부부담금 지출결의서 결재 → 매월 납부

○ 도시가스요금: 사용고지내역 접수 → 지출결의서 결재 → 매월 납부

○ 후납우편료: 총무과에서 전월사용내역 재무과 송부 → 매월 납부

○ 각종 보험료: 1년 단위로 재계약



사무국

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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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시설 종합 기본계획 수립

가. 목적
○ 대학 구조조정·특성화 등 대학발전 및 환경변화 등과 연계한 캠퍼스 조성

○ 학령인구 감소 및 구조조정 등에 따른 시설투자계획 수립

○ 대학 학사구조 개편에 따른 기능 통합, 캠퍼스 재배치 및 마스터플랜에

따른 대학시설 종합 기본계획 수립

나. 관련법규
○ 대학설립․운영규정

다. 주요내용
○ 전남대학교 교육이념 및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른 시설 기본계획 수립

○ 사업투자 우선순위 결정에 의한 투자계획 수립

○ 신․증축 등 년차별 예산 확보계획 수립

○ 교육부 중장기 5개년 투자계획 반영

라.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기본계획에 따른 자료 수집 → 기본계획 용역

↙

시설사업 투자계획 수립
→

연차별 예산확보 계획 수립 

및 반영

↙

집행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 소요시설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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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시설비 예산 편성(대학회계)

가. 목적
○ 신·증축 및 보수 예산수립으로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교육·연구 시설 확보

○ 기존시설 리모델링, 신재생에너지, 장애인편의, 석면교체 등 성능개선 예산을

확보하여 공공요금절감 및 쾌적한 교육․연구 환경 조성

○ 대학 시설물의 점검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안전한 대학

시설물 유지관리

나. 관련법규
○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교육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 전남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다. 주요내용
○ 각 단과대학별 소요시설 파악 및 공사비 산정

○ 시급히 요구되는 시설의 우선순위 선정

○ 소요예산 총액 산정 및 확보 방안 강구

○ 국고 및 대학회계 분리하여 적정 예산편성

라.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1) 대학회계(국가지원금)

(가) 각 대학 교육기본시설 및 지원시설 소요판단

․확충사업 : 대학시설 종합 기본계획 연계 및 각 기관 요구 기준

․보수사업 : 대학 시설 노후도에 근거한 우선순위 선정

(나) 세부사업별 투자계획

․안전확보 : 학생 안전확보 관련사항 최우선 요구

․신규사업 : 대학시설 종합 기본계획 연계에 따른 우선순위별 요구

․보수사업 : 최근 3년간 보수비 배정액 기준하여 정액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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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의무시설 : 석면교체, 장애인편의시설, 내진보강, 내진성능평가사업

등에 대한 년차별 계획수립에 따른 요구

․BTL 정부지급금 : 기숙사 수용율이 저조하고 추가 수요가 있는 경우

(다) 예산요구 자료작성

․예산요구 계획에 의한 단위사업별로 작성

․계속사업비는 연차별 계획에 의한 내용을 파악 후 작성

(라) 업무처리 흐름도

중․장기 시설종합계획 수립(대학)


대학시설 종합 기본계획 연계


시설사업 5개년 투자계획 확정 및 교육부 예산요구


한도액 배정 (교육부)


익년도 예산편성 및 교육부 예산 요구


기획재정부 작업 및 조정


국회 심의 및 예산 확정


확정예산 배정 및 집행

(2) 대학회계(자체수입금)

(가) 전년 10월∼11월 중 각 단과대학 및 기관으로 시설예산 자료제출 요구

(나) 시설사업요구자료 및 자체조사자료 집계표 작성

(다) 총 소요액 산정 및 우선순위 선정

․ 매년 법적으로 이행해야할 공통사항

․ 중앙공급시설 보완

․ 긴급 조치할 방수시설

․ 각 기관 1순위 사업 중 타당성이 있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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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설사업 우선순위 심의

· 예산편성조정위원회 검토

· 재정위원회 심의

· 평의원회 심의

(마) 업무처리 흐름도

단과대학 및 기관에 예산자료 제출 요구

(10월∼11월)


자료수집 및 소요액산정, 우선순위 선정

(11월∼12월)


시설사업 검토·조정(예산편성조정위원회)

(익년 1월)


시설사업 심의(평의원회)

(익년 1월)


시설사업 심의(재정위원회)

(익년 1월~2월)


확정예산 세부 일정 계획수립 및 집행

(익년 3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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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공사 설계 및 감독(소규모 시설공사)

가. 목적
○ 신․증축공사의 용역설계 추진

○ 일정규모 이하 자체설계로 인한 예산절감 유도
○ 설계업무의 내실화로 부실시공 방지 노력

○ 설계 및 감독업무 철저로 원가절감 및 품질확보

나. 관련법규
○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 주요내용
○ 건축 및 부대공사 설계의 적정성 검토, 예산절감 방안 강구
○ 관련법에 의한 절차 준수

○ 공사감독의 철저로 품질관리 확보
○ 공사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라.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1) 설계업무(용역 및 자체설계)

설계용역발주

자체설계시행 ↔공사규모에 따라 용역 및 자체설계로 구분


계획설계,중간설계,

실시설계 작성 ↔ 공간 및 배치검토(단과대학 및 기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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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안전성 검토

 ․ 경제성검토

 ․ 수용시설의 검토 ↔ 구조계산서, 설계도서의 면밀한 검토


공종별 및 공정별 

설계도서 수정작업 및 

공사비 조정 ↔ 건축 및 부대공사 대한 설계도서의 수정



설계납품완료 및 발주

↔ 공사별 계약요청(재무과)

(2) 감독설계업무

공사별 착공계 접수
↔ 조달청 및 자체계약분



공사감독자 선정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사감독업무 수행

↔ 공사감독일지 작성 및 현장보고



공사준공 및 완료보고

↔ 공사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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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원도 보관 및 관리

가. 목적
○ 영구 기록물의 관리

○ 건축물 원도 관리의 철저로 건물연혁 및 구조 유지

○ 유지보수에 따른 유기적 활용

나. 관련법규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다. 주요내용
○ 설계원도의 영구적 보존

○ 노후된 원도의 전산화 작업으로 영구적 보존

○ 보수 및 유지에 관한 구조적 안전성 검토 확보

○ 파손된 원도의 복원작업 및 전산화 유도

라.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설계원도 작성
(CAD 도면작성, 디스켓포함) ↔ 분야별 원도작성


보관함에 원도 보관 ↔ 훼손방지시설 설치


주기적으로 원도 보관 

상태 확인 ↔ 훼손원도의 복원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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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설공사용 관급자재 관리

가. 목적
○ 공사의 관급 자재 선정

○ 원활한 자재공급이 될 수 있도록 수급계획 수립

○ 관급 자재의 품질관리 확보

나. 관련법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공사감독자 업무 규정 등

다. 주요내용
○ 공사 주요품목의 관급 자재 현장 공급

○ 관급 자재의 품질관리 철저

○ 현장에 적기에 공급으로 적정공기 확보 및 목적물 달성 일조

○ 원가절감을 위한 품목 설정

○ 중소기업제품 판로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우선구매제도 시행

라.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관급자재 품목선정 ↔ 분야별 품목선정


관급자재 구매요청 ↔ 재무과(조달구매, 자체구매 구분)


제품검사 및 현장반입 ↔ 자재시험 및 검사, 현장반입, 사용


관급자재 검수 ↔ 수량 및 품질검수로 업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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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설공사 발주(대형 시설 공사)

가. 목적
○ 관련법에 의한 공사계약요청

○ 공사별 통합발주로 예산절감 노력

○ 공사성격에 맞는 시공업체 선정 및 성실한 계약내용 이행 유도

나. 관련법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다. 주요내용
○ 대형공사 발주업무 수행

○ 공사 성격에 따른 계약요청 업무

○ 공사계약을 위한 각 설계도서의 작성

라.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1) 설계용역발주

설계용역 

집행계획서 작성 ↔ 내부결재 후 집행방향 선정


 ․ 현상공모

 ․ 일반경쟁입찰

 ․ 수의계약으로 구분 ↔

 - 성격에 따라 기획위원회 상정

 - 규모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발주방법 선정 및 관보공고)


재무과 계약요청

↔

 ․ 일반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작성

 ․ 설계도면 및 내역서, 물량산출서 작성

 ․ 계약 관련자료 작성


계약완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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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발주

용역설계도서 및 자체 

설계도서 작성 ↔ 공종별 계약요청 서류 준비


 ․ 대형공사

 ․ 일반경쟁입찰

 ․ 수의계약으로 구분 ↔

 - 대형공사:설계시공일괄,대안입찰로 구분

 - 규모에 따라 입찰방법 선정 요청


재무과 계약요청

(조달요청인 경우 포함)
↔

 ․ 일반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작성

 ․ 설계도면 및 내역서, 물량산출서 작성

 ․ 계약과 관련자료 작성


계약완료 통보


공사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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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가. 목적
○ 기존 시설물 기능 확보

○ 시설물 하자시 원상보수로 사용에 따른 애로사항 제거

○ 유지보수에 따른 유기적 활용

○ 건축물 안전사고 사전예방

나. 관련법규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 전남대학교 규정

다. 주요내용
○ 기존 건축물의 정기점검 실시(상시적, 주기적)

○ 단과대학 및 기관의 요청에 의한 현장조사 및 원인파악

○ 노후 건축물에 대한 기능 점검

○ 시설물 기능 변경에 따른 사전 검토

라.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보수요청 공문접수
자체점검 지적사항 파악


현장조사 및 원인파악 ↔ 문제부위의 원인조사


보수계획안 작성 ↔ 업무보고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계획 

설계작업 시행 ↔ 실시계획 공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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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및 용역계약 요청 ↔ 재무과


착공계접수 및 공사시행 ↔ 본공사 시행 및 공사감독 지정


공사준공 ↔ 단과대학 또는 기관과 입회검사


대학시설 공간 종합관리시스템

(공사정보관리) 입력 ↔ 보수공사 완료


정밀안전진단 용역자 선정


현장조사 및 원인파악

(각종시험장비를 이용한 현장조사) ↔ 문제부위의 원인조사


용역보고서 작성


정밀안전진단 따른 

보수계획 설계작업 시행


공사계약요청 ↔ 재무과


공사추진


공사완료 및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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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학시설 건축협의

가. 목적
○ 건축법에 의한 협의사항 이행

○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함

○ 국유재산 관리의 정상화

나.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건축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환경영향평가법 및 기타 관련법규 등

다. 주요내용
○ 법규에 맞는 건축물 확보

○ 관련법에 의한 절차 준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불법건축물 일소

라.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공사설계용역

→

건축협의 신청
(실시계획 변경 인가 등 

복합민원) →

건축협의 승인

(복합민원 포함)

착공 신고

(건축 협의)
→

건축물 사용 승인

(건축 협의)
→

건축물 대장 생성

건축물 등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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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학 시설현황 관리

가. 목적
○ 대학의 기본요소인 각종 시설 현황(외곽 및 기자재시설)을 파악하여 대
학평가 자료로 제공함으로써 대학의 소요면적 및 확보율 판단 기준

나. 관련법규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11조(2006. 06. 07. 대통령령 제19501호)

다. 업무처리 흐름도

대학 시설 현 황 

자 료  정 리
 ◦ 각 과별 자료 수집

   - 입학정원 수 : 교무과

   - 재학생 수 : 학사과

   - 교지·교사 면적 : 시설과, 재무과

   - 건물별 공간 면적 : 기획조정과

   - 기숙사 수용인원 : 생활관   



    

대학재정정보시스템 입력  ◦ 사학진흥재단 관리 시스템에 입력  

    - 각 과별 자료 정리하여 입력



 대학시설 현황 확정

 ◦ 당해년도 대학시설현황 확정 

 ◦ 대학재정정보시스템 자료 확정(사학진흥재단)

 ◦ 통계연보, 요람 발간자료(전남대학교)

      

   - 대학지원 정책수립 기초자료 활용 

   - 대학시설 환경 개선자료 활용  

   - 대학평가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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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설공사 하자관리

가. 목적
○ 건축물 준공 후 하자기간까지 하자관리

○ 하자 발생 시 시공자 보수 조치

○ 건축물 안전사고 사전예방

나. 관련법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건설산업기본법

○ 공사계약일반조건

다. 주요내용
○ 건축물의 하자 정기점검 실시(상시적, 주기적)

○ 하자발생시 원인파악

○ 하자보수대책 수립

○ 시공자에게 보수 요청 및 이행사항 확인

○ 불이행시 연대보증회시에 대한 보수지시 및 채권 확보

라.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하자보수요청 공문접수

자체점검 실시 ↔ 주기적으로 확인


현장조사 및 원인파악 ↔ 문제부위의 원인조사


보수업체 확인 및 

업무보고 ↔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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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업체에 통보


현장조사 및 원인파악 ↔ 문제부위의 원인조사(보수업체 동행)


착공계 접수 ↔ 현장대리인 선정 및 보수기간 확인


보수공사 실시 ↔ 보수공사 감독 및 확인


공사완료 ↔ 현장사진 및 기록물 보관


보수업체 불이행 조치


하자보증업체 확인

(보증증권확인)


이행여부 확인

(불이행자 부정당업체로 제재)


보수업체 이행


보수공사 착공 및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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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통영향평가 심의 요청

가. 목적
○ 관련법 준수

○ 대학 내 교통량 조사 및 향후예측 평가

○ 대학 내 원활한 교통유통 및 차량, 보행자 편리성 추구

○ 안전사고 사전예방 대책 수립

나. 관련법규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 주요내용
○ 교통환경조사 분석

○ 대학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예측

○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강구

○ 개선안의 시행계획 수립

○ 예산확보 및 심의결과 보완사항 공사실시 및 완료

라.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관련법에 의한 용역 수행 결재 ↔ 업무보고


용역계약 체결요청 및 계약 ↔ 재무과와 협의


용역업체 선정 및 착공 ↔ 감독자 선정



교통환경 조사 분석 ↔ 기존시설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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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조사

 토지이용현황․이용계획 확인

 교통시설 설치현황 분석

장래 교통수요 예측

 사업미시행지 예측

 사업시행지 예측

 주차수요 예측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수립

 문제점 파악

 개선방안 강구

 개선효과 발취

개선안 시행계획 작성

 시행주체 및 시행기시

 공사중 교통처리 방안

관련 보고서 작성 제출 및 납품


광주광역시 심의요청


심의결과보완 및 완료


심의필증 교부


개선방안 이행 및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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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학교시설 안전관리

가. 목적
○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로 안전사고 예방

○ 건축물 사용기간의 연장

○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나. 관련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 주요내용
○ 시설물의 주기적 안전점검 실시

○ 노후 시설물에 대한 특별 대책 수립

○ 위험시설은 등급 구분하여 관리(E등급 경우 사용중지 조치)

○ 위험시설은 정밀안전진단 실시

○ 안전관리 보수에 따른 예산 확보 주력

○ 점검시기 : 연2회(해빙기→2～3월, 동절기→10～11월)

라.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시설물 이상 발견 ↔ 업무보고


현장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 재무과와 협의


위험시설지정, 응급대책 수립 및 교육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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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건설폐기물 관리

가. 목적
○ 건설공사 시행중 발생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 교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

○ 환경보전과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

나. 관련법규
○ 폐기물 관리법

다. 주요내용
○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되는 일정 폐기물을 대상으로,

○ 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라 배출신고를 한후,

○ 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실적을 관계기관에 보고

라.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폐기물발생량 예측 →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폐기물배출자 신고 ↔ 신고필증 교부


폐 기 물  배 출 → 폐기물처리상황 기록


폐기물처리 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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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교내급수시설 관리

가. 목적

○ 각 대학 교수․학생 실험실습 연구에 원활한 급수 공급

○ 각 건물 화장실 및 식당에 용수 공급

○ 노후 급수관 보수로 절수 및 급수질 개선

나. 추진방향

○ 옥외 상수도관 순회 점검 및 보수

○ 옥외 매설 상수도관 누수 발견 시 즉시 조치

○ 건물별 상수도 무선검침 데이터 분석으로 건물 내 사전점검 실시

다. 급수공급 계통

시 상수 수원지  북문과 정문 2라인을 통해 공급 

        
교내 지하
저수조 1․2

 ○ 저수조1 (구 본부 전면) : 2,000 톤
 ○ 저수조2 (기숙사3호관후편) : 3,000 톤

      
고가 수조

 ○ 고가수조 1 (경영대 후편) : 500 톤

 ○ 고가수조 2 (기숙사3호관후편) : 830 톤

      

각 지역 분기 

공급관

 ○ A지역(고가수조2에서 공동구 내 급수관을 통해 급수)  

- 본부,공대,자연대,약대,생활대,사범대,예대,치대  

  2호관,정보전산원,공동실험관,대강당,용봉관,제1  

  생,도서관별관,언어교육원,용지관,기초과학특성  

  화과학관,스포츠센터,환경연구소,학군단,산학협  

  력단 1,2호관
 ○ B지역(고가수조1에서 공동구 내 급수관을 통해 급수)

  - 인문대,도서관 본관,경영대,제2생,법대,사회대,  

  사범대1호관,진리관
 ○ 기타 지역은 고가수조1에서 공동구 내 급수관 

및 옥외 매설관을 통해 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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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위생설비시설 유지관리

가. 목적
○ 위생설비시설(위생기구, 급수, 오․배수 배관)의 효율적인 관리로 사용자

의 편의를 도모

○ 연구활동과 쾌적한 면학분위기를 위한 환경조성에 기여

나. 관련법규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다. 주요내용
○ 시설물 순회점검 및 각 기관, 사용자 보수요구 접수

○ 고장 확인 후 즉시 조치

- 자체보수 : 시설과 보유물품이나 해당 기관에 청구하여 조치

- 자체보수가 어려운 부분은 응급조치 후 해당기관에서 조치토록 요청

- 예산형편상 해당기관 조치가 어려운 것은 복명하여 공사발주

- 대수선이 필요한 것은 시설물보수비에 반영하여 조치

○ 공사 설계 및 품의

○ 시설공사 : 착공, 시공, 준공

- 해당기관에 착공 통보 및 준공 시 실장 입회 확인

라. 업무절차(업무 흐름도)

순회점검 및
각 기관 보수요구 접수 ○ 사전점검 및 각 기관, 사용자보수요구 접수,


확인 및 보수

○ 시설과 직원 보수, 해당기관 조치,

응급조치 후 예산 확보하여 공사발주
시설공사 집행

○ 사전조사, 협의, 설계, 발주, 감독,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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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냉난방시설 유지관리

가. 목적
○ 냉난방시설의 가동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시설물의 효과적인 활용과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

○ 적정온도 유지로 에너지 절약

나. 주요내용
○ 냉난방시설 운용 및 유지관리

○ 통합자동제어시스템 운용(중앙, 개별 냉난방기 통합제어)

○ 적정온도 유지로 에너지 절약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적정난방온도 : 18℃이하, 적정냉방온도 : 28℃이상

라. 냉난방 공급계통

파워플랜트(통합제어)
    ○ 파워플랜트 중앙보일러 가동    

    ○ 적정온도 유지 및 원격제어



공동구내 냉난방설비

    ○ 공동구를 통해 각 건물에 증기공급

    ○ 적정온도 및 특수온도 조건으로 구분하여 

       냉난방 공급 



각 건물 기계실(중앙)

    ○ 열교환기를 통한 난방(증기→온수)

       냉동기를 통한 냉방(증기→냉수)

    ○ 교내 냉난방 운영 기준에 따라 온도 및  

       가동시간에 따라 냉난방 공급  


각 건물 사용처 

냉난방 공급

    ○ 휀코일유니트로 냉난방

    ○ EHP, GHP 냉난방 

    ○ 창문이나 출입문 개방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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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열사용기자재 유지관리

가. 목적
○ 열사용기자재(보일러, 압력용기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 연구활동과 쾌적한 면학분위기를 위한 환경조성에 기여

○ 열사용기자재의 안전한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

나. 관련법규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다. 주요내용
○ 열사용기자재와 냉동기, 공기조화기 등 기계장비의 안전관리 사용

- 설치(변경)검사 : 검사대상기기(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

- 자체검사 : 일일점검(가동일지 작성 비치)

- 계속사용안전검사 : 검사대상기기(년 1회 에너지관리공단)

- 운전성능검사 : 운전성능 검사대상기기(설치 후 3년부터 연 1회)

○ 노후불량시설의 개보수

- 자체보수 : 경미한 보수

- 외부보수 : 자체보수가 불가능한 사항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보수

○ 기기조종자 선․해임 신고 : 검사대상기기(에너지관리공단)

라. 업무절차(업무 흐름도)

열사용기자재 설치 ○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 기기조종자 선임


열사용기자재 점검 ○ 일일점검, 정기검사


노후불량시설 개보수 ○ 자체보수, 외부업체보수


기 타 사 항 ○ 장비 변동 및 기기조종자 변동사항 신고

- 511 -

18. 소방시설 및 위험물 유지관리

가. 목적
○ 소방시설의 정기적인 점검․관리로 유사시 화재감지, 피난유도, 소화시설의

원활한 동작을 보장하여 인명 및 재산 보호

○ 위험물(휘발유, 등유, 경유 등)의 점검․관리로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나. 관련법규
○ 소방법․시행령․시행규칙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 주요내용
○ 소방시설

- 건축허가 동의 : 건축 협의 시 관할소방서장 동의

- 시공신고 및 완성검사 : 관할소방서장

- 소방펌프 작동상태 및 소방기구 점검 : 수시점검

○ 위험물

- 지정수량 : 휘발유 100리터 / 등유․경유 1,000리터

-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 : 관할소방서장(지정수량이상)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 관할소방서장(유자격자)

○ 노후 불량시설의 개보수

- 자체보수 : 경미한 보수

- 외부보수 : 자체보수가 불가능한 사항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보수

라. 업무절차(업무 흐름도)

소방시설 및 위험물 설치 ○ 건축허가 동의, 시공신고,
설치허가, 완성검사

소방시설 및 위험물 점검 ○ 작동상태 점검, 정기점검 지원


노후불량시설 개보수 ○ 자체보수, 외부업체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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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도시가스시설 유지관리

가. 목적
○ 도시가스(LNG)시설의 정기적인 점검․관리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나. 관련법규
○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다. 주요내용
○ 사용신고 대상 : 특정 가스사용 시설(한국가스안전공사)

- 1종 보호시설(학교 등) 안에 있는 월사용 예정량 1천세제곱미터 이상

- 설치(변경)검사 : 설치(변경)시

- 수시검사 : 안전사고예방(자체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 정기검사 : 년 1회

- 정압기 분해점검 : 신규정압기 3년에 1회, 2회 차부터 4년에 1회

-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 유자격자

- 안전관리자 정기안전교육 : 최초 선임 후 최초 6개월에 1회, 이후 3년 1회

○ 보험가입

- 월사용예정량 3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특정가스 사용시설

라. 업무절차(업무 흐름도)

특정가스사용시설 설치 ○ 설치(변경)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보험가입


특정가스사용시설 점검 ○ 수시검사, 정기검사, 정압기 분해점검,

안전관리자 정기안전교육


불량시설 보수 ○ 전문업체에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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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승강기 유지관리

가. 목적
○ 승강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사용자의 편리를 도모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나. 관련법규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다. 주요내용
○ 승강기, 덤웨이터의 유지․안전관리

- 완성검사 : 설치시(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정기검사 : 년 1회(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수시검사 : 변경, 사고 발생시(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운행관리자 선임 신고

- 승강기안전관리자 교육이수

○ 유지관리 용역계약 : 전문업체

○ 자체검사 : 자체검사 유자격자(용역업체, 월 1회 이상)

○ 불량시설 개보수 : 전문업체에 의뢰

라. 업무절차(업무 흐름도)

승강기 설치 ○ 완성검사, 운행관리자 선임,

유지관리 용역계약


승강기 점검 ○ 용역업체 점검, 자체검사


불량시설 개보수 ○ 전문업체에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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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에너지관리

가. 목적
○ 매년 증가하는 에너지를 절약하여 탄소배출권 거래제 대비 및 공공요금 예산 절감

○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및 고효율 기자재 사용으로 에너지절감

○ 구성원들에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사용 유도

나. 관련법규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다. 주요내용
○ 연도별 에너지절감 목표설정과 실적에 대한 분석․평가․개선 조치

○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에너지절감 가능부분 절약

○ 고효율기기 사용 확대 및 에너지절감사업 발굴 시행

○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활성화

라. 업무절차(업무 흐름도)

에너지사용 평가,분석 및

절약 추진계획 수립

   ○ 전년도 에너지 사용량 및 절감실적 분석

   ○ 당해연도 자체 절감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개최 및 

계획 심의

   ○ 에너지절약 추진 위원회 개최

     - 전년도 에너지 사용 및 절감 실적 확인

     - 당해연도 에너지 절감계획 심의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

 추진

   ○ 에너지절약 점검반 운영 실시

   ○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 확대

   ○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 ESCO를 활용한 절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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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기설비 유지관리

가. 목적
○ 교수ㆍ학생들의 교육·연구에 필요한 전기를 원활히 공급

○ 전기설비 유지보수로 감전 및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 변전실 고압 기기 유지관리로 정전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

나. 관련법규

○ 전기사업법 제65조

○ 산업통상부 고시 제2016-16호(2016.01.29.)

나. 주요내용

○ 전기시설물에 대한 자체 직원의 정기점검 및 임시점검(필요시)으로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전기기기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함

○ 한국전기안전공사 정기점검 및 요청검사 실시

(1) 정기검사 : 3년 주기

(2) 요청검사 : 매년

다. 업무절차(업무 흐름도)

전기시설물 연간 유지보수 

계획 수립 ○ 시설과 자체 점검 계획 수립


한국전기안전공사 정기점검 

또는 요청검사 실시 ○ 관련법 : 전기사업법 제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2조

지적사항에 대한 유지보수 

계획 수립 및 보수



   

행정업무편람

입학본부

◔ 입학과

입학본부

입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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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 입학전형

가. 관련법 및 규정
○ 고등교육법 :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①항
○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31조(학생의 선발) ①항
○ 학칙 : 제26조(입학자 선발)
○ 교학규정 : 제3조(학생모집), 제5조(신입생 선발)

나. 입학전형 관리 조직도

본부
(입학과)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입학관리위원회

업무내용

◦ 원서접수
  1. 인터넷 원서접수
  2. 원서접수 자료 이관 작업 및 첨부서류 수합
  3. 원서분류 및 제철 작업
◦ 각종 대조 업무
  1. 원서기재사항 대조
  2. 지원자격 대조
  3. 학생부 자료 확인 대조
  4. 교과서류평가, 면접고사 성적 대조
  5. 수능 최저학력기준 대조
◦ 교과서류평가, 면접고사: 해당 모집단위 실시
◦ 학생부종합전형심사: 입학과, 해당 모집단위

◦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관련 업무
  1. 위촉사정관 내신 및 분반 구성
  2. 위촉사정관 평가 전문성 교육
  3. 회피･제척 시스템 운영
  4. 대교협 유사도 검색시스템 운영
  5. 고교DB시스템 운영
  6. 학생부종합평가 DB구축
  7. 학생부종합전형 심사(서류평가, 면접)
  8.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9. 합격사정위원회
 10. 학생부종합전형소위원회

전산처리: 정보전산원

자체감사: 총무과 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예비사정)

대학 입학전형
합격자 사정위원회

단과대학 교수회의
(사정)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사정위원회(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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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업무절차
○ 기본 방침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거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월 전까지 공표

- 대학은 공표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라 당해 대학의 교육목적과

특성에 맞게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매 입학년도의 전 학년도가 실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수립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와

책자를 발간하여 공고함

- 대학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따라 모집시기별 모집요강을 작성․공고하고,

입학전형업무는 작성 공고한 모집요강에 의거 실시함

○ 주요업무 처리 절차

2년 6월 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고시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전년 
2~3월

모집단위별 의견수렴
입학전형 주요사항 공고


모집단위 ↔ 입학과
입학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전년 4월

입학전형 기본계획 확정 및 공
고


입학관리위원회,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입학과


4월

수시 모집요강 확정
위촉입학사정관 초빙


입학관리위원회,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입학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9월

수시 원서접수
정시 모집요강 확정

 입학과, 원서접수 대행기관


10월
11월

수시 1단계 합격자 선발
학생부종합전형 2단계 심사
수시 면접 실시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각 모집단위


12월

수시 최초합격자 발표
정시 원서접수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입학과, 각 모집단
위
입학과, 원서접수 대행기관


1월

정시 합격자 발표
예체능계 실기고사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입학과 
해당 모집단위


2월

정시 충원합격자 발표
학생 등록
입학자 통보


입학과
재무과, 학사과(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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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서간 입시업무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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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과대학 학사편입학전형

가. 관련법
○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 ①∼③항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수업연한) ①항, 제30조(대학원의 학생정원 등)③항,

제29조(입학·편입학등) ③항

○ 전남대학교 학칙 제20조(수업연한) ①항, 제46조(편입학) ③항

나. 의과대학 학사편입학전형 업무처리 흐름도

3월
의과대학 학사편입학전형 기본계획 통보

의과대학 학사편입학전형 일정협의


교육부

한국의과대학·의과전문대학원협회



4월
의과대학 학사편입학전형 기본계획 수립

학사편입학전형 기본계획 송부


의과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 

한국의과대학·의과전문대학원협회



5월 의과대학 학사편입학전형 모집요강 확정 
의과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입학과


10월 의과대학학사편입학 입학전형 원서접수  입학과, 원서접수 대행기관



11월

1단계 합격자 선발

면접계획 수립

면접고사 실시

 입학과, 의대


12월 최초합격자 발표  의대, 입학과


12월 충원합격자 발표  입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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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학전형 관련 위원회 조직도

m 원서접수 업무

 1) 인터넷 원서접수

 2) 원서접수 자료 이관 작업 및 첨부서류 수합 작업

 3) 원서분류 및 제철 작업

m 각종 대조 업무

 1) 원서기재사항 대조

 2) 지원자격 대조 

 3) 전적대학 성적 대조

 4) MDEET 성적 대조

 5) 공인영어 성적 대조

 6) 면접고사 성적 대조

     m 면접고사: 약학대학에서 실시

전산처리: 정보전산원

자체감사: 총무과

대학입학전형 합격자
사정위원회

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

의과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예비사정)

의과대학 교수회
(사정)

본부
(입학과)

입학관리위원회 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

업 무 내 용

의과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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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학대학 편입학전형

가. 관련법
○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①∼③항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수업연한) ②항, 제28조(학생의 정원) ⑤항,
제29조(입학ㆍ편입학등) ④항

○ 약대 내 계약학과 설치·운영 요령<전문 생략>
○ 전남대학교 학칙 제20조(수업연한) ①항, 제46조(편입학) ①항

나. 약학대학 입학전형 업무 처리 흐름도

4월
약학대학 기본계획 통보

약학대학 일정협의


교육부,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약학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입학과


 5월

약학대학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송부


약학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입학과

한국약학교육협의회


7월 약학대학 모집요강 확정  약학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입학과


11월 약학대학 인터넷 원서접수  입학과, 원서접수 대행기관



12월

1단계 합격자 선발

면접계획 수립

가군 면접고사 실시



약학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입학과

입학과

약학대학, 입학과


익년 1월

나군 면접고사 실시

최초합격자 발표


약학대학, 입학과

입학과


익년 2월 충원합격자 발표  입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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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학전형 관련 위원회 조직도

m 원서접수 업무

 1) 인터넷 원서접수

 2) 원서접수 자료 이관 작업 및 첨부서류 수합 작업

 3) 원서분류 및 제철 작업

m 각종 대조 업무

 1) 원서기재사항 대조

 2) 지원자격 대조 

 3) 전적대학 성적 대조

 4) PEET 성적 대조

 5) 공인영어 성적 대조

 6) 면접고사 성적 대조

     m 면접고사: 약학대학에서 실시

전산처리: 정보전산원

자체감사: 총무과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

약학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예비사정)

약학대학 교수회
(사정)

본부
(입학과)

입학관리위원회 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

업 무 내 용

약학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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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편입학 전형

가. 관련법
○ 고등교육법 : 제23조 ②항, 제51조(편입학)

○ 고등교육법시행령 : 제29조(입학ㆍ편입학등) ①항

○ 전남대학교 학칙 : 제46조(편입학) ①, ②항

나. 편입학전형 업무 처리 흐름도

4월
모집단위별 모집여부 및 인원조사

학사편입학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조정
 입학과, 단과대학


 5월

전형 일정 확정

전형기본계획수립


입학과, 입학관리위원회, 

입학전형관리위원회


10월

일반편입학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산출 협조 요청

일반편입학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조사


입학과, 교무과, 학사과, 재무과, 

단과대학


11월

편입학(일반·학사) 모집인원 확정

모집요강 확정, 업무추진 기본계획 수립


입학과, 입학관리위원회, 

입학전형관리위원회


12월

모집요강 공고

편입학 전형 세부 시행계획 수립
 입학과



1월

원서접수, 첨부서류 도착 확인

지원자격심사 결과 발표

전형 실시(예비소집, 면접고사, 실기고사)

성적확인·대조


입학과, 지원자격심사위원회, 

단과대학


2월

합격자 발표

등록


입학전형관리위원회, 해당 모집단위

입학과, 재무과, 정보전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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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편입학전형 관련 위원회 조직도

본부
(입학과)

업 무 별 조 직

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입학전형관리위원회

대학입학전형 합격자
사정위원회

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

입학전형관리위원회 회의

단과대학별 교수회의

m 원서접수 업무

 1) 인터넷 원서접수(대행업체 1곳)

 2) 원서접수 자료 이관 및 첨부서류 수합 

 3) 원서분류 및 제철

m 각종 대조 업무

 1) 원서기재사항 대조

 2) 지원자격 대조(학년수료요건, 졸업요건, 본교 재학 여부 등 충족여부, 

우리 대학교 졸업자 중 동일전공자 지원여부 검토) 

 3) 전적대학 성적 입력사항 대조

 4) 면접 및 실기고사 성적 대조

․면접고사 및 실기고사: 해당 단과대학에서 실시

․전산처리- 정보전산원

․자체감사-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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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간제등록생

가. 관련법
○ 고등교육법 : 제36조(시간제 등록) ①∼②항

○ 고등교육법시행령 : 제53조(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등) ①, ⑤, ⑨항

○ 전남대학교 학칙 : 제61조(시간제 등록) ①~⑤항

○ 전남대학교 시간제등록생 학사운영 규정<전문 생략>

나. 모집인원

○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선발 가능

○ 모집단위별 학부(과) 입학정원의 30% 이내에서 선발 가능

※ 등록학기는 한 학기이며, 신청학점은 12학점 이내에서 신청 가능

다. 시간제등록생 업무 처리 흐름도

5월/11월
모집단위별 모집여부 의견조사

모집요강 확정
입학과, 모집단위


6월/12월 세부 시행계획 수립 입학과



7월/1월

원서접수 및 합격사정

시간제등록생 합격자 학번 부여

합격자 발표

입학과, 학사과


8월/2월 수강신청 후 등록금 납부 학사과, 재무과



- 528 -

6.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가. 관련법

○ 전남대학교 학칙 제4조(대학, 대학원) ②항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학규정 제11조(입학자격) ①∼②항, 제12조

(입학지원절차) ①∼②항, 제13조(입학전형방법) ①∼③항, 제14조(학생선발

기준), 제15조(입학생 구성의 다양성 확보와 소외계층의 배려) ①∼⑤항

나. 입학전형 관련 위원회 조직도

본부(입학과)

업무내용

m 원서접수 업무
 1) 인터넷 원서접수
 2) 원서접수 자료 이관 작업 및 첨부서류 수합 작업
 3) 원서분류 및 제철 작업
m 각종 대조 업무
 1) 원서기재사항 대조
 2) 지원자격 대조 
 3) 전적대학 성적 대조
 4) LEET 성적 대조
 5) 공인영어 성적 대조
 6) 논술평가 성적 대조
 7) 면접고사 성적 대조

전산처리: 정보전산원 

자체감사: 총무과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

입학전형 합격자 사정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회(사정)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예비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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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학전형 업무 흐름도

3월 입학전형일정 통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4월

전형 일정 확정

입학전형기본계획수립 및 확정 공고
 입학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


7월 모집요강 확정∙공고  입학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

8월 법학적성시험(MEET), 3~4째주 일요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9월
세부시행계획 확정

모집요강 확정∙공고
 입학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



10월

원서접수

1단계 평가(서류평가)

지원자격 심사



입학과, (원서접수 대행업체), 정보전산원(협조)

입학과, 법학전문대학원(협조)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


11월

1단계 합격자 발표

2단계 평가(논술평가, 심층면접)


입학과, 법전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정보전산원(협조)

입학과, 법학전문대학원(협조) 


12월 최초합격자 발표  입학과, 법전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정보전산원(협조)



익년 1월

등록금 납부

추가 합격자 발표

추가 합격자 등록금 납부

합격자 명단 협의회로 통보



재무과(협조)

입학과

재무과(협조)

입학과


익년 2월 입학전형결과 정리  입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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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가. 관련법 및 규정
○ 고등교육법 제33조 (입학자격) ②∼③항,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①항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③항, 제30조의2(의학·

치의학·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학생정원),

제31조(학생의 선발)①∼②항

○ 학칙 제26조(입학자 선발)

○ (4) 교학규정 제3조(학생모집), 제4조(입학지원서 접수) ①항, 제5조(신입생 선발)

나. 입학전형 업무 조직도

본부(입학과)

업무내용

m 원서접수 업무
 1) 인터넷 원서접수
 2) 원서접수 자료 이관 작업 및 첨부서류 수합 작업
 3) 원서분류 및 제철 작업
m 각종 대조 업무
 1) 원서기재사항 대조
 2) 지원자격 대조 
 3) 전적대학 성적 대조
 4) MDEET 성적 대조
 5) 공인 영어 및 국어 성적 대조
 6) 서류평가 성적 대조
 7) 면접고사 성적 대조

전산처리: 정보전산원

자체감사: 총무과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

입학전형 합격자 사정위원회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회

(사정)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

(예비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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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학전형 업무 흐름도

○ 치의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및 석․박사복합과정

3월
입학전형 대비 자료준비

전형 변경요소 확정(모집인원, 군 등)
 입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


 4월

전형 일정 확정

전형기본계획수립


전문대학원협의회, 입학과

입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


5월

수시 모집요강 확정

수시 모집요강 공고


입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

입학과, 정보전산원(협조)


6월 수시 세부시행계획 확정 

입학과, 정보전산원(협조)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


7월 수시 원서접수  입학과, 원서접수 대행업체, 정보전산원


8월

9월

수시 1단계 평가(서류평가)

     1단계 합격자 발표

     2단계 평가(심층면접)



입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

정보전산원(협조)

입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 


8월 MDEET 실시 : 마지막 일요일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협의회



10월
수시 최종합격자 발표

수시합격자 명단 협의회통보


입학과, 치전원 입학전형위원회, 정보전산원(협조)

입학과



익년 1월

등록금 납부

충원 합격자 발표

충원 합격자 등록금 납부



재무과, 입학과(협조)

입학과

재무과


익년 2월 입학전형결과 정리  입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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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석사통합과정

4월 입학전형 기본계획 확정 및 공고  입학과


4월 수시 모집요강 확정  입학과


9월

수시 원서접수

정시 모집요강 확정


입학과, 원서접수 대행기관

입학과


11월

수시 1단계 합격자 선발

수시 면접, 서류평가 실시


입학과, 정보전산원(협조)

치의학전문대학원


12월

수시 최초합격자 발표

정시 원서접수


입학과, 정보전산원(협조)

입학과, 원서접수 대행기관


익년 1월 정시 합격자 발표  입학과, 정보전산원(협조)


익년 2월

정시 충원합격자 발표

등록금 납부


입학과, 정보전산원(협조)

재무과, 학사과(협조), 입학과(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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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교-대학 연계 사업

가. 전남대학교 고교-대학 연계 사업 업무 처리 흐름도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기본 계획 수립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신청, 평가 및 선정, 예산 확정, 

수정 사업계획 확정

프로그램별 세부 운영 시행 계획 수립

(고교 의견 조사)

(프로그램별 콘텐츠 개발 및 제작, 강사 확정 및 섭외)

(인터넷 접수 창구 준비)

교육청 통해 고교 공문 발송

접수 및 참가자 확정 공고

프로그램 시행

결과 보고

대교협 현장 점검

대교협 결과 보고서 제출

고교-대학 연계 사업 방향 설정

(고교 교육과정 및 운영 현황 조사 및 협의)

(분야별 대표 교사 간담회)

(교육청 담당자 간담회)

홍보 요청

홍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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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업무처리 절차

○ 기본 방침

- 대입 지원 이전 입시 관계자(학생 교사 학부모)를 사전에 접촉하여 우리 대학

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입학전형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을 통해 우수 인재

사전 확보

- 고교 교육 과정의 변화,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파악하여

프로그램 운영 시 반영하기 위해 고교 현장의 대표 교사 및 교육청 담당자와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

- 우리 대학 입학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사교육 도움 없이 고

교의 공교육 안에서 대학 진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 및

체험 중심의 활동 제공

- 우리 대학이 가진 교육적 강점을 적극 알림과 동시에 고교의 수요에 부

합하는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여 프로그램에 활용함으로써 우리 대학

홍보를 강화하고, 호남 거점국립대학으로서 교육적 책무 실현

- 참가자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의 장점을 강화 유지하고, 개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차기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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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업무 흐름도

3월
고교 연계 사업 방향 설정을 위한 고교 관계자 
면담, 고교 교육 현황 조사 및 연구  입학과


 3월 고교-대학 연계 기본계획 수립  입학과


3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고교-대학 연계 사

업 포함) 신청
 입학과, 대교협


4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조정안 확정에 따른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기본 계획 수정

 입학과, 대교협



4월~

익년 2월

• 프로그램별 운영
① 고교와 일정 협의     ⑤ 참가자 확정
② 콘텐츠 개발 및 제작  ⑥  프로그램 시행
③ 고교 공문 발송       ⑦ 프로그램 결과 보고 
④ 인터넷 접수



입학과

교육청(협조)

대외협력과(협조)


12월~

익년1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현장점검 

입학과

대교협


익년 2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결과보고 

입학과

대교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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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학자 추수지도

가. 전남대학교 신입생 추수지도 업무 처리 흐름도



















추수지도 기본 계획 수립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신청, 평가 및 선정, 예산 확정, 

조정안 확정

프로그램별 세부 운영 시행 계획 수립

(재학생 의견조사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별 콘텐츠 개발 및 제작, 강사 확정 및 섭외)

(인터넷 접수 창구 준비)

합격자 고교 공문 발송, 

문자발송(입학 전)

홈페이지 및 문자공지(입학 후)

및 접수

참가자 확정 공고

프로그램 시행

결과보고

대교협 현장점검

대교협 결과 보고서 제출

홍보 요청

홍보 요청

추수지도 방향 설정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재학생 의견 조사)

(전년도 프로그램 평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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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업무처리 절차
○ 기본 방침

- (입학 전) 전남대학교 수시 및 정시 합격생 대상으로 우리 대학 장점

및 강점을 홍보하여 우리 대학 등록률 제고

- (입학 전) 고교와 대학 간 학습적 간극을 최소화하여 대학생활에 연착

륙 할 수 있도록 전공 적응력 강화 프로그램 제공

- (입학 후) 입학 시 평가된 학생들의 잠재적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모집시기별 전형유형별 평가요소를 재점검하고

향후 전형 개발에 반영

- (입학 후)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학생들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학생들

상호 간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 간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유도

- (입학 후) 대학생활 적응에 저해되는 요인을 파악하여 학생들의 중도

이탈률 사전 방지

다. 업무 흐름도

3월
추수지도 방향 설정을 위한 재학생 대상 조

사 및 연구
 입학과


 3월 추수지도 기본 계획 수립  입학과



3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추수지도 사

업 포함) 신청
 입학과, 대교협



4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조정안 확정

에 따른 추수지도 기본계획 수정
 입학과, 대교협


4월~

익년 2월

프로그램별 운영

- 재학생 의견 조사

- 콘텐츠 개발 및 제작



입학과

단과대학(협조)

대외협력과(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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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학생 모집 및 교육‧훈련

- 프로그램 공지

 ‣ 고교 공문 발송(입학 전 프로그램)

 ‣ 홈페이지 공지 및 문자발송(입학 후 프로그램)

- 인터넷 접수

- 참가자 확정

- 프로그램 시행

- 프로그램 결과 보고


익년 1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현장점검 

입학과

대교협


익년 2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결과 보고 
입학과

대교협

   

행정업무편람

국제협력본부

◔ 국제협력과



국제협력본부

국제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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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협력위원회 운영

가. 목적
국외 교육 또는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협정체결과 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

나. 관련법규
○ 전남대학교학칙 제 43조의 ①, ②

○ 전남대학교국제협력위원회 규정

다. 주요기능
○ 국제협력사업 기본계획

○ 학술교류협정 체결

- 기존 협정의 갱신이나 학술교류 아닌 일반협정의 경우는 심의 불요

○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구성
○ 위원: 국제협력본부장, 국제협력과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하며 위원장은 국제협력본부장이 된다

○ 간사: 국제협력과 주무

마. 처리내용
○ 위원회 심의 안건 도출 및 회의자료 준비

○ 참석위원 수당 지급 및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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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기관과 교류협정 체결 및 갱신

가. 목적
○ 국외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이하 “외부기관”)과의 교류협정 체결(갱신)을

추진하여 우리대학의 학술발전에 기여함

○외부기관과 협정을 토대로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정보의 교환, 공동 연

구 등을 통하여 학술연구 진흥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

나. 관련법규
○전남대학교 학칙 제 43조의 ①, ②

○전남대학교 외국기관과의 교류에 관한 시행지침 제2장

다. 주요내용
○기본협정 체결 및 갱신

○학생 및 교원의 교환 등에 관한 부속협정 체결 및 갱신

라. 업무절차(업무 흐름도)

순번 내용 주관(대상)기관  첨부서류

1
협정체결 예정기관과 협정서(안)/갱

신내용에 대한 상호협의

학부/연구소/

대학/국제협력본부

Ÿ 협정서 영문, 국문, 상대국 언어

Ÿ 교수회의 회의록(학술교류 심의)

Ÿ 협정체결 대상 기관 개요 및 현황

Ÿ 협정체결 기관 연결대상자 소속, 

성명, 신분, e-mail

Ÿ 상대기관 홈페이지 주소

2 협정체결(갱신) 신청서 제출
대학(원)/

본부직할학부

3 국제협력위원회 심의 국제협력과

4
학술교류 협정체결(갱신) 
심의결과 보고 

총장

5 학술교류 협정체결(갱신)문 서명
총장

(또는 소속기관장)
 원본 2부

6 협정체결(갱신)문 발송 상대 기관  

7
양측 서명 완결본 보관 및 사본 
file로 첨부 후 공문통보 / 내부결재

각 소속기관 / 

국제협력본부
원본 1부 체결기관 보관

※ 학․연, 산․학 및 기타 협정은 소관부서에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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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관련 자료

국제 교류 협정체결 신청서

￭ 체결 신청기관

대학명/기관명

총장/기관장

성명

연락처

주소

전화 및 팩스 ▪전화: ▪팩스:

전자우편

교류담당자

성명

연락처

주소

전화 및 팩스 ▪전화: ▪팩스:

전자우편

￭ 체결 대상기관

대학명/기관명(국문 및 영문)

소속국

총장/기관장

성명(영문)

연락처

주소

전화 및 팩스 ▪전화: ▪팩스:

전자우편

교류담당자

성명(영문)

연락처

주소

전화 및 팩스 ▪전화: ▪팩스:

전자우편

교류예정 (학술)분야

교류협정체결 단위
본  교  □종합대 □단과대 □연구소  □기타(            )
상대교  □종합대 □단과대 □연구소  □기타(            )

교류협정체결 희망일자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국제 교류 협정을 체결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장: 직위 ____________________ 성명 ____________________ (인)

전남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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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협정 체결 제출서류

* 다음의 사항을 별지에 상세히 기록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류협정 체결경위 (협정체결 추진기관과의 연락 서신 첨부)

2. 협정체결의 목적

3. 필요성

4. 기대효과

5. 향후 학술 및 연구교류 계획

(교수 및 학생교류, 국제 심포지엄 세미나 개최 및 공동연구의 실시 등 협정체결 이후의

구체적인 교류 계획을 기입)

6. 교류협정 체결 대상기관의 현황개요

▪ 국가

▪ 설립연도

▪ 교직원 및 학생 현황

- 학생 수(학부생, 대학원생 수 별도표기)

- 교수 수

- 직원 수

▪ 단과대 현황(단과대 수)

▪ 기타시설 현황

▪ 기타 특징 및 특성화분야

7. 교류협정서(안) 영어

8. 협정체결 신청기관 회의록

9. 우리대학 재정부담 의견서

10. 기타: 협정체결 대상기관 소개책자, 연구 업적지 등의 참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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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외 자매대학 교수 초청 및 파견

가. 목적
국외 자매대학과 교수를 초청 또는 파견하여 강의 수행

나. 관련법규
○전남대학교 학칙 제 43조의 ①, ②

○전남대학교 외국기관과의 학술교류에 관한 시행지침 제3장, 제4장

○전남대학교와 외국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서 및 부속협정서

다. 주요내용: 외국협정대학과 교수 초청

라. 업무절차(업무 흐름도)
○ 교환 교수 초청: 단대 주관

연번 내용 검토사항

1

교환교수 초청협의(초청학과)
 

Ÿ 초청인원 수
Ÿ 초청기간 결정
Ÿ 활용계획 [강의 예정 교과목 참여 등]
Ÿ 보수 등의 조건 합의
   - 체재비지원 문제
   - 강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소득세 공제, 연구실 지원 등
Ÿ 강의예정 교과목
Ÿ 고용계약서: [초청 기관]
Ÿ 초청장 발송(단대학장 또는 총장)
  - 학장 초청: 단대 행정실
  - 총장 초청: 초청 학과(부) 초청장 작성 ⇒ 

대학장 ⇒ 국제협력본부 (총무과 총장 직인 
날인) ⇒ 초청기관

 보수
Ÿ 겸임교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 
Ÿ 강의, 실습, 공동연구수당, 연구비 지급
 관련 규정
Ÿ 전남대학교 강사료 지급 지침
Ÿ 전남대학교 겸임교원 임용지침

2 교환교수 초청 협조 공문 발송  초청대학 ⇒ 국제협력과

3 교환 교수 초청 계획 확정(초청대학)

Ÿ 대학 재정부담 검토
Ÿ 교원의 처우(체재비, 강의료 등) 
Ÿ 강의예정 교과목
Ÿ 고용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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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 교수 초청: 본부 주관

Ÿ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소득세 납부 등
Ÿ 교수아파트: 교무과
Ÿ 초청교수 초청 확정 안내: 해당 학과

4 객원교수 임용신청

(교수초청학과=> 교무과)  
Ÿ 객원교원 임용신청서
Ÿ 객원교원 활용계획서
Ÿ 겸직동의서
Ÿ 이력서(연구실적 포함)
Ÿ 재직, 경력, 학력증명서(학․석․박사)
Ÿ 관련 규정
   - 전남대 비전임 교원에 관한 규정 15조
   - 전남대 객원교원 임용지침

5 객원교수 비자발급 신청(교수 초청학과)

초청학과 ⇒ 국제협력과 ⇒출입국사무소 ⇒ 국제협
력과 ⇒ 초청학과
Ÿ 이력서, 여권 사본, 거민증 사본, 호구부
Ÿ 재직증명서, 최종학위증명서, 파견명령서
Ÿ 고용계약서 사본
Ÿ 교수 초청계획 [초청대학 내부결재]
Ÿ 구제교류 교류협정서, 대학 고유번호 증

6 관련부서에 업무 협조 요청(초청 대학장)

Ÿ 교무과에 숙소배정 요청
Ÿ 학사과에 교과목개설, 성적입력 요청
Ÿ 연구실(집기포함) 지원
Ÿ 입국 지연시 결강보강 관리 계획
Ÿ 재정부담기관: 총무과에 건강보험료 등 납부

연번 내용 검토사항

1 교환교수 초청협의(국제협력본부)

Ÿ 초청인원 수
Ÿ 초청기간 결정
Ÿ 활용계획 [강의 예정 교과목 참여 등]
Ÿ 보수 등의 조건 합의
   - 체재비지원 문제
   - 강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소득세 공제, 연구실 지원 등
Ÿ 강의예정 교과목
Ÿ 고용계약서: [초청 기관]
Ÿ 초청장 발송(총장)

2  교환교수 초청자 초청여부 검토요청  국제협력과 ⇒ 초청대학

3  교환교수 초청자 초빙 희망 신청서 제출  초청 대학 ⇒ 국제협력과

3
 국제협력본부 교환 교수 초청계획 확정

 (국제협력본부)

Ÿ 대학 재정부담 검토
Ÿ 교원의 처우(체재비, 강의료 등) 
Ÿ 강의예정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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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 교수 파견: 단대 주관

연번 내용 검토사항

1

 

국외 교환교수 파견 협의(파견 대학)

Ÿ 파견인원 수
Ÿ 파견기간 결정
Ÿ 교류분야 [강의 예정 교과목 참여 등]
Ÿ 보수 등의 조건 합의
   - 체재비지원 문제
   - 강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소득세 공제, 연구실 지원 등
Ÿ 비자발급을 초청대학에서 지원
Ÿ 비자발급 서류 준비: 국가별로 다름

2  국외 교환교수 파견 협조 공문

 파견대학 => 국제협력과
Ÿ 외국대학 교원파견 신청서
Ÿ 해외파견 강의 계획서(국․영문)
Ÿ 재직증명서(국․영문)
Ÿ 이력서(국․영문)
Ÿ 사진 1매

3
 국외 교환 교수 파견 계획 검토 및 확정(국
제협력본부)

Ÿ 대학 재정부담 검토
Ÿ 교원의 처우(체재비, 강의료 등) 조건
Ÿ 파견기간 동안 임무수행 내용
Ÿ 파견교수 파견 확정 안내: 해당 학과

4  국외 교수 파견 확정 통보  교무과 => 국제협력과, 대학장

Ÿ 고용계약서 - 초청대학에 발송
Ÿ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소득세 납부 등
Ÿ 교수아파트: 교무과
Ÿ 초청교수 초청 확정 안내: 해당 학과

4  초청교수 객원교수 임용신청
  - 국제협력본부 => 교무과
Ÿ 객원교원 임용 신청 

5  교수 초청학과 객원교수 비자발급 신청

 -초청학과 => 국제협력과  =>광주출입국
  관리사무소
Ÿ 이력서, 여권 사본, 거민증 사본, 호구부
Ÿ 재직증명서, 최종학위증명서, 파견명령서
Ÿ 고용계약서 사본
Ÿ 교수 초청계획 [국제협력과 내부결재]
Ÿ 구제교류 교류협정서, 대학 고유번호 증

6
초청대학장 관련부서에 업무 협조 요청(국제

협력본부)

Ÿ 교무과에 숙소배정 요청
Ÿ 학사과에 교과목개설, 성적입력 요청
Ÿ 초청대학: 연구실(집기포함) 지원
Ÿ 초청대학: 입국 지연시 결강보강 관리계획
Ÿ 총무과: 건강보험료 등 납부 요청



○ 교환 교수 파견: 본부 주관

연번 내용 검토사항

1

교환 교수 파견 협의

Ÿ 파견인원 수
Ÿ 파견기간 결정
Ÿ 교류분야[ 강의 계획서 ]
Ÿ 보수 등의 조건 합의 사항: 체재비, 강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소득세 공제, 연구실 
지원 등

Ÿ 비자발급 상대 대학에서 지원 
Ÿ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 준비: 국가별 내용이 

다름 

2 파견 희망교수 조사
국제협력과 ⇒ 단과 대학, 학부
              (교류분야 관련 학과)

3 희망자 파견 신청서 접수

희망교수⇒학과(부)장⇒학장⇒국제협력과
Ÿ 외국대학 교원파견 신청서
Ÿ 해외파견 강의 계획서(국․영문)
Ÿ 재직증명서(국․영문)
Ÿ 이력서(국․영문)
Ÿ 사진 1매

4 파견 신청서 송부 및 초청장 접수

국제협력과 ⇒ 파견대학   
Ÿ 국외 초청대학에 파견 희망자 이력서/경력사항 

송부
Ÿ 파견 대학으로부터 초청장 접수

5 국외 교환 교수 파견 계획 검토 및 확정

Ÿ 대학 재정부담 검토
Ÿ 교원의 처우(체재비, 강의료 등) 조건
Ÿ 파견기간 동안 임무수행 내용
Ÿ 파견교수 파견 확정 안내: 해당 학과

6  국외 교수 파견 확정 통보 교무과 => 국제협력과, 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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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외 자매대학과의 학생 교환

가. 목적: 자매대학과 학생을 초청 또는 파견하여 취득한 학점 상호 인정

나. 관련법규
¡ 전남대학교 학칙 제 43조의 ①, ②
¡ 전남대학교 외국기관과의 학술교류에 관한 시행지침 제3장 , 제4장
¡ 전남대학교와 외국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서 및 부속협정서

다. 업무절차(업무 흐름도)
내용 상세업무

1. 자매대학과 학생파견 논의

Ÿ 교류 인원 조정: 양방향 교류 균형
Ÿ 기간 및 지원서 제출 마감 확인
Ÿ 등록금, 숙식 제공 등 지원조건 협의
Ÿ 언어능력 및 수학가능 학과 협의

2. 교환학생 파견 계획수립

Ÿ 파견기관, 기간, 인원, 외국어능력
Ÿ 학교지원내용(학점, 지원금)
Ÿ 선발시험 일정
Ÿ [ 별첨1-세부계획]

3. 공고 및 접수
Ÿ 홈페이지 및 현수막, 문자, SNS 활용 
Ÿ 접수: 국제협력본부 

4. 선발시험
Ÿ 언어권별 선발
Ÿ 교수 등 언어권별 심사위원 초청
Ÿ 외국어구술 및 일반 면접 실시

5. 합격자 발표
Ÿ 합격자 결정 내부 결재
Ÿ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홈페이지 공고

5. 합격자 오리엔테이션
Ÿ 합격자 유의사항 및 언어권 발표: 4회 오리엔테이션 
Ÿ 추후 일정 및 추가 제출서류 안내

6. 파견대학 지원서 작성 Ÿ 지원서 및 제출기한은 상대대학에 한 학기 전 문의

7. 파견준비

Ÿ 파견대학 수강과목 확인→이수계획서작성→학과장→국제협력과
Ÿ 수강신청
Ÿ 미국, 일본, 중국 비자관련 서류 수령
Ÿ 비자 발급: 대사관 문의
Ÿ 항공권 예약
Ÿ 보험가입
Ÿ 2차서류수합: 항공권/보험/이수계획서/서약서
Ÿ 지원금 입금
Ÿ 아르샘 교류학생 등록

8. 파견
Ÿ 출국일 확인 후 본인 계좌로 입금
Ÿ 도착/중간 보고서 제출

9. 사후관리
Ÿ 귀국보고서, 성적표 수합
Ÿ 소속학과에서 성적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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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세부계획]

201*학년도 국외 자매대학 파견 교환학생 선발계획

1. 관련근거
가. 전남대학교와 타대학교간 학생교류 및 학점 상호인정에 관한 규정
(2011.05.02.)

나. 국외 파견학생 취득학점 및 성적인정 처리 지침(2011.01.26.)
다. 전남대학교와 국외자매대학간 학술교류협정서
라. 학사과 「편입생의 학점 인정 기준 관련 안내」(2015.07.15.)

2. 지역별 파견 예정인원 및 기간
- 대학별 파견 예정인원 및 기간: 80개교 203명
지역 국가 대학명 인원 파견기간 수학기간 지원자격

미주
호주

미국 Appalachian State University 2 2016.1~2016.5 1학기

토플79

미국 Salisbury University 2 2016.1~2016.5 1학기

미국 Columbus State University 2 2016.1~2016.5 1학기

미국 Purdue University-Calumet 2 2016.1~2016.5 1학기

캐나다 University of the Fraser Valley 2 2016.1~2016.5 1학기

캐나다 University of Northern British Columbia 2 2016.1~2016.5 1학기

캐나다 Memorial U of Newfoundland, St. John’s 2 2016.1~2016.5 1학기

캐나다 Memorial U of Newfoundland, Grenfell 1 2016.1~2016.5 1학기

호주 Federation University 2 2016.3~2016.6 1학기

호주 Royal Melbourne Institute of Tech.(RMIT) 4 2016.3~2016.6 1학기

호주 Curtin University 4 2016.3~2016.6 1학기 토플83

캐나다 University of Alberta 2 2016.1~2016.5 1학기
토플86
경영·경제 

전공

미국 Virginia Tech 1 2016.1~2016.5 1학기 토플91

브라질 University of Sao Paulo 2 2016.1~2016.5 1학기
토익800
경영·경제 

전공

미국 *California State Univ. Monterey Bay 2 2016.1~2016.5 1학기 토플61

미국 *Arizona State University 2 2016.1~2016.5 1학기 토플61

미국 *Montana State University 2 2016.1~2016.5 1학기 토플71

미국 *University of Montana 2 2016.1~2016.5 1학기 토플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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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 Tokyo Gakugei U 2 2016.3~2017.2 1년 JLPT N2

일본 Kokushikan U 2 2016.3~2017.2 1년 JLPT N2

일본
Tokyo U of Marine 
Science&Technology

2 2016.3~2017.2 1년 JLPT N2

일본 Nagasaki U 3
2016.3~2016.8
2016.3~2017.2

6개월/
1년

JLPT N2

일본 Osaka U 3 2016.3~2017.2 1년 JLPT 
N1/N2

일본 Osaka City U 2 2016.3~2017.2 1년 JLPT N2

일본 Saga U 2 2016.3~2017.2 1년 JLPT N2

일본 Kyushu U 1 2016.3~2017.2 1년 JLPT N1

일본 Fukui Prefectural U 2
2016.3~2016.8
2016.3~2017.2

6개월/
1년

JLPT N2
무급가능

일본 Yamagata U 2
2016.3~2016.8
2016.3~2017.2

6개월/
1년

JLPT N2

일본 Doshisha U 2 2016.3~2016.8 6개월 JLPT N2
무급가능

중국

중국 Nankai University 1 2016.3~2016.7 1학기 HSK 5급

중국 Yanbian University 3 2016.3~2016.7 1학기 무급

중국 San Yat Sen University 2 2016.3~2017.1 1년 HSK5급
중국 Shandong University At Weihai 6 2016.3~2017.1 1년 무급

중국 Zhengzhou University 3 2016.3~2016.7 1학기 HSK4급

중국
Harbi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3 2016.3~2017.1 1년 무급

중국 Shanghai Normal University 4 2016.3~2016.7 1학기 HSK5급

중국 Harbin Engineering University 2 2016.3~2017.1 1년 HSK4급

중국
Shanghai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1 2016.3~2016.7 1학기 무급

중국 Anhui University 3 2016.3~2016.7 1학기 무급

중국
Jilin Huaqiao Forelgn Languages 

Institute
4 2016.3~2016.7 1학기 무급

중국 Mudanjing Normal University 3 2016.3~2017.1 1년 무급

유럽

핀란드 Åbo Akademi University 2 2016.2~2016.7 1학기 토플 78

스페인 University of Alcala 2 2016.2~2016.7 1학기 DELE A1

스페인 University of Malaga 2 2016.2~2016.7 1학기 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자스페인 University of Almeria 2 2016.2~2016.7 1학기

리투아니아 Siauliai University 3 2016.2~2016.7 1학기 토플70 또는 
토익700

리투아니아 Vytautas Magnus University 2 2016.1~2016.6 1학기 토익 785

리투아니아
ISM University of Management and 

Economics
2 2016.2~2016.7 1학기

경영·경제 
전공 및 

복수전공자

http://www.appstate.edu/
http://www.salisbury.edu
http://www.ufv.ca/
http://federation.edu.au/
http://www.curtin.edu.au/ 
http://www.vt.edu
http://www.u-gakugei.ac.jp/
http://www.kokushikan.ac.jp/
http://www.kaiyodai.ac.jp/index.html
http://www.nagasaki-u.ac.jp/kr/
http://www.osaka-u.ac.jp/en
http://www.osaka-cu.ac.jp/ja
http://www.saga-u.ac.jp/korean/
http://www.kyushu-u.ac.jp/korean/index.php
http://www.fpu.ac.jp/en/
http://www.yamagata-u.ac.jp/index-j.html
http://www.doshisha.ac.jp/kr/
http://www.nankai.edu.cn/
http://www.ybu.edu.cn/
http://www.sysu.edu.cn/2012/cn/index.htm
http://www.wh.sdu.edu.cn/
http://www.zzu.edu.cn/?
http://www.hrbust.edu.cn/
http://www.shnu.edu.cn/
http://www.hrbeu.edu.cn/?
http://www.shisu.edu.cn/?
http://www.ahu.edu.cn/?
http://www.abo.fi/student/en
http://www.uma.es/ficha.php?id=95018
http://cms.ual.es/UAL/en/
http://www.su.lt/en/welcome/about-siauliai-university/
http://www.vdu.lt/lt/apie-vdu-kaune/vmu-international-office/incoming-students/exchange-studies
http://www.ism.lt/exchange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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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전공 및 희망수강과목이 해당학교에서 수학가능한지 반드시 지원자가 직접 확인
● 본교 및 파견대학 사정에 따라 대학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유럽

크로아티아 University of Zagreb 4 2016.2~2016.7 1학기 토익 785

크로아티아
Zagreb Schoo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2 2016.2~2016.7 1학기

경영·경제 
전공 및 

복수전공자

폴란드 University of Warsaw 3 2016.2~2016.9 1학기

토익 785
경영·경제 
전공 및 

복수전공자

폴란드 Poznan University of Economics 6 2016.2~2016.7 1학기 경영·경제 
전공 및 

복수전공자폴란드 University of Economics in Katowice 2 2016.2~2016.7 1학기

네덜란드 University of Groningen 3 2016.2~2016.7 1학기

토플 80
경영·경제 
전공 및 

복수전공자

영국 Northumbria University 2 2016.2~2016.7 1학기 IELTS 6.5
프랑스 Paris Diderot - Paris 7 2 2016.2~2016.7 1학기 DELF B1

프랑스 Ecole d’Ingenieurs de PURPAN 2 2016.2~2016.7 1학기

토플80 또는 
토익750 
또는

 IELTS 6

프랑스 ESC Rennes School of Business 2 2016.2~2016.7 1학기 영어 또는
프랑스어/
경영·경제 
전공 및 

복수전공자
프랑스 Normandy Business School 2 2016.2~2016.7 1학기

독일 University of Bayreuth 3 2016.3~2016.7 1학기
ZD B1 

독일 University of Jena 3 2016.3~2016.7 1학기
독일 Leibniz University of Hannover 2 2016.3~2016.7 1학기 ZD B2

아
시
아

홍콩 Lingnan University 2 2016.1~2016.5 1학기 토플 79

싱가포르 Nanyang Polytechnic 2 2016.4~2016.8. 1학기
경영·경제 
전공 및 

복수전공자

대만 National Cheng Kung University 2 2016.2~2016.6 1학기

영어
가능자

대만 National Chiao Tung University 2 2016.2~2016.6 1학기
대만 Fu Jen Catholic University 2 2016.2~2016.6 1학기
대만 Soochow University 2 2016.2~2016.6 1학기
대만 National Dong Hwa University 2 2016.2~2016.6 1학기

말레이시아 University of Malaya 10 2016.2~2016.6

1학기

연장
가능

말레이시아 University Sains Malaysia 3 2016.2~2016.6
말레이시아 University Technology Malaysia 3 2016.2~2016.6
말레이시아 Multimedia University 3 2016.2~2016.6
말레이시아 University Kebangsaan Malaysia 3 2016.2~2016.6
말레이시아 University Putra Malaysia 3 2016.2~2016.6
말레이시아 University Malaysia Sarawak 3 2016.2~2016.6
말레이시아 HELP University 3 2016.2~2016.6
브루나이 University Brunei Darussalam 3 2016.1~2016.5

인도네시아 Institute of Technology Bandung 3 2016.1~2016.5
인도 Christ University 3 2016.6~2016.10

23개국 80개교 20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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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모든 신청자는 공통사항과 외국어자격 구비 필요)

지역 언어능력

미주
호주

TOEFL ibt 79점 이상 성적표 제출 
※ 미국 버지니아텍 91점, 캐나다 알버타 86점, 호주 커틴 83점 이상
※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몬타나주립대, 몬타나대, 캘리포니아주립대 (*표시대학)은 각각 

토플 61, 71, 61, 61점도 가능. 단 방문학생으로 상대교 등록금도 납부해야 함

일본
JLPT 2급 또는 JPT 540점 이상 성적표 제출
※ 오사카대학 일부학과, 규슈대학은 JLPT1급 이상
※ 도시샤대학, 후쿠이현립대학은 무급으로 지원 가능

중국 파견 대학에 따라 HSK 등급이 다름 (해당자는 제출) 

유럽
·

아시아

영어권 대학은 TOEIC 700점 또는 TOEFL ibt 70점 이상 성적표 제출 
※ 아래 대학은 반드시 학교별 언어 자격을 확인 후 지원 바람

홍콩 링난대학
TOEFL ibt 79점
또는 IELTS 6.0 이상

핀란드 오보아카데미대학
TOEFL ibt 78점 
또는 IELTS 6.0 이상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대학
리투아니아 비타우타스매그너스대학

TOEFL ibt 74점
또는 TOEIC 785점 이상

네덜란드 그로닝겐대학 
TOEFL ibt 80점 
또는 IELTS 6.0 이상
(Speaking 6, Writng 5.5 이상 필수)

영국 노섬브리아대학 IELTS 6.5 이상

독일 예나대학/ 바이로이트대학
ZD B1 이상 또는 
독어전공강좌 3과목 이상 수강자

스페인 알칼라대학 DELE A1 이상

독일 하노버대학 ZD B2 이상

불어권 파리7대학 DELF B1 이상

4. 신청절차

온라인 지원서 작성 후 

출력물 + 증빙서류 

국제협력본부로 직접제출

 ⟹ 서류심사 및 선발시험

(외국어 및 일반)
 ⟹ 합격자 발표

1. 학생 2. 국제협력본부 3. 국제협력본부

자매대학에 합격자 

추천하여 수학허가 요청 
 ⟹ 소양 교육  ⟹ 수학허가 + 소양교육 = 

최종선발 및 파견

4. 자매대학 5. 학생 6. 국제협력본부

※ 파견인원 및 파견조건 (지원 자격, 현지 체류 조건 등)은 자매대학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http://international.unizg.hr/international_students/exchange_students
http://www.zsem.hr/index.php/en/
http://www.bwz.uw.edu.pl/en/
http://www.ue.poznan.pl/study-at-poznan-university-of-economics/recruitment-process/information-for-incoming-students/
http://english.ue.katowice.pl/d/international
http://www.rug.nl/feb/education/exchange/
http://www.northumbria.ac.uk/brochure/international/?view=Standard
http://www.univ-paris-diderot.fr/english/sc/site.php?bc=admission&np=echange&g=sm
http://www.ecole-management-normandie.fr/home.php
http://www.international-office.uni-bayreuth.de/en/03_Admission/1_Exchange_Students/index.html
http://www.uni-jena.de/en/start_en.html
http://www.international.uni-hannover.de/bi_austauschprogramme.html?&L=1
http://www.ln.edu.hk/
http://www.nyp.edu.sg/
http://web.ncku.edu.tw/bin/home.php?Lang=en
http://www.nctu.edu.tw/english/
http://140.136.240.107/english_fju/
http://www.scu.edu.tw/eng/index_style_eng.html
http://www.ndhu.edu.tw/bin/home.php?Lang=en
http://www.um.edu.my/
http://www.usm.my/
http://www.utm.my/
http://www.mmu.edu.my/
http://www.ukm.my/v5/
http://www.upm.edu.my/global_BI
http://www.unimas.my/index.php?lang=en
mailto:http://www.help.edu.my/
http://www.ubd.edu.bn/index.php?id=7
http://www.itb.ac.i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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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서류
가. 온라인 지원서 1부: 해당언어로 작성 (단 인적사항은 한국어로 작성)

나. 지도교수 추천서(자유양식) 1부 (별도 양식 제공하지 않음)

다. 외국어능력시험성적 원본

* 독일어권 지원자는 두 과목 이상의 해당언어 관련과목(회화 관련 강의 및 독어 원어

강의)을 수강하였음을 증명하는 영문성적증명서 1부 (국어강의로 진행되는 문학 등 비

언어강의 제외) 또는 독어관련학과의 본교 교수 (또는 강사)로부터 받은 Language

Proficiency Report 1부 제출 필수

라. 붙임파일로 있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마. 영문 성적증명서 1부

6. 선발방법
가. 1차 서류심사: 이수학기 평균평점, 졸업소요잔여학점, 외국어성적 자격을 갖춘 학생 선발
나. 2차 선발시험

- 외국어구술 및 일반면접(40%): 외국어 구사력 20% + 열의 및 태도 20%

- 기이수 학기 평균 평점 또는 직전학기(20%): 성실성 검토

- 지원서 및 수학계획서(10%): 수학계획, 활용계획 검토(해당언어로 작성)

- 외국어 성적(30%): 공인 외국어 점수 반영

7.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매년 1-3월, 7-9월 -홈페이지, 메일, SMS 등

선발시험(외국어 구술 및 면접) 매년 1-3월, 7-9월 -시간 추후 공지 @국제협력본부 회의실

합격자 발표 매년 3-4월, 9-10월 -국제협력본부 홈페이지에 게시

1차 오리엔테이션 매년 4월, 10월 중순 -서약서 및 지원서 작성 안내

지원서 작성 및 발송 기관별 -기관별 다름

파견 기관별 -기관별 다름

※ 상기 일정은 언어권, 기관별 파견 일정에 따라 진행

iBT 토플 TOEIC IELTS
(academic) JPT JLPT HSK 배점 평균 평점 배점

101~ 950~990 8~9 850~990 N1 6급 30 4.00 이상 20

91~100 900~945 7 700~849 N2 5급 25 3.75 이상 15

81~90 850~895 6.5 540~699 - 4급 20 3.50 이상 10

76~80 800~845 6 - - 3급 15 3.25 이상 5

73~75 750~795 5.5 10 3.00 이상 0

70~72 700~74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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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파견자 숙지사항
가. 대학별 학과 정보는 신청자 본인이 대학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전공 또는 복수 및 부전공과 관련 있는 학과(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원칙임

나. 합격자는 선발 당시의 자격요건과 재학상태를 파견 완료시까지 유지하여야 함

다.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의 우리대학 인정은 교류 기간 종료 후 자매대학에서

성적표를 보내 준 후에 이루어짐. 이수 가능한 학점 및 과목, 최종 인정은 우

리대학 소속 학과에서 결정

라.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총 이수학점 및 평균평점에 포함되므로 학점관리에

유념할 것

마. 합격 후 참가를 포기한 경우, 이후 교환학생 및 기타 파견프로그램 지원에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음

바. 비자거부, 참가포기, 자연재해, 자매대불합격 등 사유로 인한 비용과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사. 국제협력과에서 실시하는 사전 소양교육(오리엔테이션) 참석 및 보고서 작성은

필수 요건임

¡ 교환학생 초청

내용 상세업무

1 자매대학 지원서 발송
¡ 지원서 이메일 발송
¡ 직전학기 및 1년 전 영어강의 리스트 송부 
¡ 우리대학 안내 FACT SHEET 송부 

2 자매대학과 학생교류 논의

¡ 파견 및 초청 인원
¡ 파견 및 초청 기간
¡ 지원서 제출 기한
¡ 숙식제공 여부 
¡ 언어능력, 학력, 수학가능학과 등 자격요건 논의

3 안내 및 접수 
¡ 생활관 입주 및 학사일정 검토
¡ 희망자 지원서 우편접수 

4 수학검토 요청 
¡ 지원서 접수: 자매대학→국제협력과
¡ 서류 및 자격기준 검토: 국제협력과
¡ 전체 합격자 명단 각 단과대학 통보: 국제협력과→단과대학

5 표준입학허가서 발송

¡ 외국인유학생정보시스템 등록, 표준입학허가서 작성 
¡ 자매대학에 합격통지 및 표준입학허가서 발송
¡ 수강신청, 픽업일정 등 안내메일 발송 
¡ 입국 안내
¡ 아르샘 교류학생 등록

6 초청 준비 

¡ 수강신청 희망과목 접수 
¡ 기숙사 신청(생활관 온라인) 및 납부(생활관 가상계좌)
¡ 수강신청(소속학과, 학사과)
¡ 공항픽업 학생 섭외 및 차량 예약
¡ 외국인초년생길잡이 1:1 매칭 
¡ 외국인초년생길잡이 선발 한국인 학생 오리엔테이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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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초청

¡ 인천공항 픽업 
¡ 초청교환학생 환영회 및 오리엔테이션 실시 
¡ 생활관 지문등록 및 보건소 신체검사 
¡ 강의실 안내
¡ 은행계좌 신청: 여권, 한글이름 필요
¡ 외국인등록증 신청: 2만원 및 여권 필요, 출입국사무소 방문
   (사진: 희색 배경, 귀가 보이는 사진 준비)
¡ 학생증 발급: 외국인등록번호 발급 후 가능 
¡ 한국어강좌 신청: 7주 과정 2회 지원

8 학기 중

¡ 지자체 문화체험 안내 
¡ 1학기 1번 문화체험 실시
¡ 설문조사 실시
¡ 귀국전 송별회 실시 

9 성적표 발송
¡ 성적표 발급(학사과 협조) 
¡ 우편발송: 국제협력과→자매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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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수 학위제

가. 목적
○ 국외 자매대학과 전공 학문 간의 연결을 통해 수업연한 내에 양 대학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 연구인력 양성 및 인적교류를 도모

하고자 함

나. 관련법규
○ 전남대학교 학칙 제 43조 ①항

○ 전남대학교와 외국대학 간 복수학위제 운영규정

○ 전남대학교와 외국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서 및 부속협정서

○ 복수학위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방안

다. 주요내용
○ 복수학위제 시행 단과대학 선발학생의 수학허가 검토 후 파견학생에 대

한 교내 행정처리 및 장학금 지원

라. 업무절차(업무 흐름도)
○ 복수학위제 업무 진행

연번 내용 검토사항

1 신청서 접수
¡ 단과대학에서 참가자 선발
¡ 국제협력과로 신청 공문 제출

2 수학검토
¡ 국제협력과 내부결재 
¡ 기이수학기, 성적, 잔여학점 검토
¡ 우리대학에서 2년, 상대교에서 2년 이수

3 허가 통보

¡ 허가 공문 발송: 국제협력과→단과대학
¡ 서약서 및 이수계획서 제출 
¡ 교류학생 등록 
¡ 상대교 수학비용: 본인
¡ 파견기간 중 우리대학 재학상태 유지
¡ 상대교 정규과정 수강과목만 학점인정

4 장학금 지급 ¡ 매 학기 수학 후 지원금 지급 

5 파견
¡ 파견기관에서 학점 이수
¡ 양 기관에서 졸업장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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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비유학 학점 인정제

가. 목적
○ 국외 자매대학 또는 Study Abroad Foundation(2011년 협정체결)의 회원

교에서 학기제 또는 학년제 정규과정을 자비로 이수한 학생에게 학점을

인정함으로써, 자매대학에서의 수학기회를 확대하고 학생교류를 활성화

하고자 함

나. 관련법규
○ 전남대학교 학칙 제 43조 ①항

다. 주요내용

○ 매 학기 파견 교환학생 선발기간과 동일. 적격자에 한하여 자비유학 허가

○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한 파견학생의 학사 및 학적 관리

라. 업무절차(업무 흐름도)
○ 자비유학 학점 인정제 업무 진행

연번 내용 검토사항

1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양식: 국제협력본부 홈페이지

¡ [붙임1-신청서식]

¡ 토플(TOEFL)성적 및 영문성적표 제출

2 수학검토

¡ 국제협력과 내부결재 

¡ 기이수학기, 성적, 잔여학점 검토

¡ 자매대학 정규과정

3 해외대학 신청서 접수

¡ 국제협력과→SAF Korea

¡ 서약서/이수계획서 발송(교환학생과 동일)

¡ 상대 교 수학비용: 본인

¡ 파견기간 중 우리대학 재학상태 유지

4 성적인정

 1. 성적표 제출: 학생→소속 학과

 2. 성적인정 요청: 소속 학과→학사관리과

 3. 성적인정 통보

   : 학사관리과→소속 학과 및 국제협력과

5 학교지원금 지급
¡ 성적 인정 후 학교지원금 지급

¡ 교환학생 지원금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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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자비유학학점인정제 신청서식]

-자비유학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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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외현장실습 프로그램

가. 목적
○ 매년 계절제 및 학기제 수업 중 하나로서 영어권 국가 내 언어교육센터

에서의 실무영어과정과 기업체에서의 현장실습과정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에 우리대학 학생들을 참가시킴으로써 실무언어능력 전공관련 업무처리

능력을 향상시킴

나. 관련법규
○ 전남대학교 학칙 제38조, 제40조의②

다. 주요내용
○ 현장실습 프로그램 편성

○ 참가학생 모집, 선발, 파견 및 귀국보고

라. 업무절차(업무 흐름도)

○ 본부주관인턴

연번 업무내용  정규학기 계절학기 비고

1 파견 계획수립
4월,10월 
중순

3월,9월 

-파견기관 및 인원확정
-선발절차 및 추진 일정
-소요예산: 소요항목 및 금액, 예산
과목 표시

2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4월,10월 
하순

4월,10월 

-참가신청서: 온라인 및 서면접수
-기타: 서면접수
-공통 지원자격: 평점3.0이상 
(개별인턴 제외)
-주요 지원 서류
 ․ 온라인 참가신청서(붙임2. 
홈페이지에서 작성하여 출력 후 
제출)
 ․ 공인 영어성적(해당기관만)
 ․ 학교성적증명서(영문)
 ․ 영문이력서

3 선발 면접 실시
4월,10월 
하순

4월,10월 
- 선발시험 성적순으로 하여 제 
1지망 기관에 우선 배정
- 동점자 선발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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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소속 학과(부) 학생은 각 
연수기관 파견인원의 20% 이내에서 
선발
- 응시자의 미달여부에 관계없이 
선발시험 외국어구술 시험 배점의 
50% 미만 점수 취득자는 선발하지 
않음
- 선발위원은 2인 이상을 위촉하여 
각 항목별 평균점수를 산출

4
1차 선발자 결정 및 
결과발표

4월,10월 
하순

4월,10월 

-선발배점: 외국어구술50%, 학업성
적20%, 인성/자질 20%, 외국어공
인성적10%

-발표: 홈페이지 공고, UMS 문자알
림

5
파견기관 담당자 
면접

5월,11월 4월,10월 
-파견기관에 이력서/지원서 송부
-우리대학 방문 인터뷰/전화 인터뷰

6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출국준비

6~7월,
12~1월

5월,10월 

-파견기관의 합격 통보 후 비자발급 
준비서류(미국: DS2019 붙임3)를  
보내오면, 학생에게 전달해 대사관
에 비자(미국: J-1)를 신청하게 한다.
 ※ 일정이 급할 경우 미국비자인터
뷰는 DS2019의 sevis번호만 알면 예
약이 가능함
- 비자가 발급되면 학생이 항공권을 
발급하도록 함
- 파견전 보험증서, 공인외국어점수
를 제출하게 함

7
수강신청 및 
등록지도

8월,2월 5월,10월 

-수강신청: 정해진 기간내 본교 수강
신청
①정규학기
 ․국외현장실습2(UNV5018): 일선 9
학점-15주이상 실습
 ․국외현장실습2(UNV5008): 일선 15
학점-24주이상 실습
②계절학기
 ․국외현장실습1(UNV5007):일선 2학
점-6주이상 실습
-등록: 정해진 기간내 본교 등록

8 장학금 지급 8월,2월 6월,12월
-항공권, 부모님통장사본을 제출받아  
 장학금 지급 

9 출국 및 파견
9월~12월,
3월~6월

6월,12월 -일정별 출국

10 귀국후 증빙서 취합 1월,7월 말 8월,2월 
파견기관 수료증, 귀국후 영어성적, 
귀국보고서 취합

11 학점인정 2월,8월 초 8월2월 말 학사과에 성적인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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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인턴

연번 업무내용  정규학기 계절학기 비고

1 파견 계획수립
4월,10월 
중순

3월,9월 말

-인원확정
-선발절차 및 추진 일정
-소요예산: 소요항목 및 금액, 예산과
목 표시
-세부계획서 및 공고문 첨부

2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4월 중순~
6월 중순, 
10월 중순~ 
12월 중순

4월~5월 초, 
10월~11월 
초

-참가신청서: 온라인 및 서면접수
-기타: 서면접수
-공통 지원자격: 평점 
3.0이상(개별인턴 제외)
-주요 지원 서류
 ․ 온라인 참가신청서(홈페이지에서 
작성하여 출력 후 제출)
 ․ 공인 영어성적(해당기관만)
 ․ 학교성적증명서(영문)
 ․ 영문이력서
 ․ 인턴허가서

3 서류심사 실시 6월,12월 말 5월,11월 -지원자격 심사

4
선발자 결정 및 
결과발표

6월,12월 말 5월,11월 -발표: 홈페이지 공고, UMS 문자알림

6 합격자 서류보완
6~7월,
12~1월

5월,11월 말 -파견 전 보험증서, 항공권 취합

7
수강신청 및 
등록지도

8월, 2월 5월,10월 말

-수강신청: 정해진 기간내 본교 수강
신청
①정규학기
 ․국외현장실습2(UNV5018): 일선 9
학점-15주이상 실습
 ․국외현장실습2(UNV5008): 일선 15
학점-24주이상 실습
②계절학기
 ․국외현장실습1(UNV5007):일선 2학
점-6주이상 실습

-등록: 정해진 기간내 본교 등록

8 출국 및 파견
9월~12월
3월~6월

6월,12월 말 -개별 일정별 출국

9 귀국후 증빙서 취합
1월 말, 7월 
말

8월,2월 
파견기관 수료증, 귀국후 영어성적, 
귀국보고서 취합

10 장학금 지급 2월,8월 말 8월,2월
-항공권, 봉인통장사본을 제출받아 
소정의 장학금 지급 

11 학점인정
2월 초,
8월 초

8월,2월 학사과에 성적인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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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제여름학교 운영

가. 목적
¡ 양방향 교류: 하계계절학기 과목을 영어로 강의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대

학 및 해외자매대학 교수의 강의 참여와 더불어 국외 자매대학의 재학생

을 초청하여 수강하므로 써 캠퍼스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함

나. 관련법규
¡ 전남대학교 학칙 제 43조의 ①, ②

¡ 전남대학교 외국기관과의 학술교류에 관한 시행지침 제3장, 제4장

¡ 전남대학교와 외국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서 및 부속협정서

다. 주요내용
¡ 교과목 수요조사

¡ 국외 자매대학 교수 초청

¡ 국제여름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 국외 자매대학 수강생 모집

¡ 설강과목 사전접수 계획 및 실시

¡ 수업도우미 선발 및 관리

¡ 해외자매대학생을 위한 한국인버디 선발 및 관리

¡ 문화체험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라. 업무절차(업무 흐름도)

교과목 수요조사 ➞ 국외 자매대학 교수 초청 ➞
우리대학 개설과목 신청

전년 9월 ~ 10월 전년 10월 ~ 11월

국제여름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

교과목 개설 확정 및 

홍보물 제작(웹페이지 포함) ➞
국외 자매대학 교수 객원교원 

임용 및 비자신청

전년 12월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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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세부업무내용 및 관련 서식
○ 교과목 수요조사

순번 내용 주관기관  검토내용

1 국제여름학교 수요조사 공문작성 국제협력과
-신청기한, 시행시기, 강의시간, 강사 및   

 강의료에 대한 내용/신청서 양식 포함

2 과목개설희망 신청서 접수 단과대학(원)
-신청교수, 과목이름, 수강대상, 교과구분, 

과목개요, 성적평가 

3 과목개설 협조요청
국제협력과/

학사과

-시행기간, 시간표, 설강기준, 수강료, 

 강의료, 평가방법

국외 자매대학 수강생 초청

➞
홈스테이버디 모집

➞과목별 수업도우미 

선발 및 교육
문화체험 프로그램 기획

1월 ~ 2월 3월~5월

홈스테이버디 교육

➞
수업 진행

➞수업도우미를 통한 

우리대학내 수강신청 홍보활동
문화체험 프로그램 

3월 ~ 5월 6월~7월

프로그램 종료 ➞ 차기 진행방안 연구 ➞
프로그램 평가 및 의견수렴

7월~8월 8월~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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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1 국제여름학교 개설과목 신청서

2017년도 국제여름학교 개설과목 신청서
 1. 강의교수

영문이름 소속대학 및 학과

전화 이메일

 2. 과목정보

과목이름  (국문)  (영문)

과목구분  교양(     )    전공(     ) 과목코드

강의시간  오전 9:00-11:50 (     )    오후 1:30-4:20 (     )  *둘 중 택일 (시간변경불가)

 3. 과목개요
 (국문)

 (영문)

2017년    월     일

신청교수:                   (인)

 국제협력본부장 귀하 



- 566 -

¡ 국외 자매대학 교수 초청

순번 내용 주관기관 검토내용 및 필요서류

1 국제여름학교 안내 메일발송 국제협력본부

-신청기한, 시행시기, 강의시간, 강사 및
강의료, 숙식제공 여부 포함
-신청서 양식 첨부
-국제협력본부장명의로 발송
-각 자매대학별 국제교류담당자에게 발송
-학교내부 게시판에 게재 부탁

2 과목개설희망 신청서 접수
국외자매대학/
설강희망교수

-신청서 접수 후 신청현황 엑셀파일로 정리
-신청 교수에게 비자 및 임용에 필요한
서류 안내

3
해당학과와 논의 후 강의

허가
해당대학(원)/
국제협력과

-신청과목 관련 학과장과 강의 개설 논의 후
결정 통보

4 과목개설 세부사항 조절
설강희망교수/
국제협력과

-신청과목의 시행기간, 시간표, 강의료, 평가방
법등의 세부사항을 논의

5 과목개설 협조요청
국제협력과/
학사과

-시행 기간, 시간표, 설강기준, 수강료,
강의료, 평가방법을 포함

6 고용계약서 작성
국제협력과/
설강희망교수

-고용계약서 초안 작성 후 양방검토
-검토 후 최종 2부 작성
-최종 서명 후 양방 각1부씩 보관

7 객원교원 임용신청
해당대학(원)/
국제협력과/
교무과

-임용 필요서류 요청: 이력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겸직동의서, 최종학위증, 여권사본
-임용 신청서류 작성: 임용신청서, 활용계획서,
자격인정조서

8 비자신청 안내
국제협력과/
설강희망교수

-단기취업비자 C4 신청안내서, 신청서 송부
-비자 신청시 필요서류 첨부: 고용추천서, 초청
장, 고용계약서, 국제여름학교 팜플렛

9 비자발급 및 여정 확인
국제협력과/
설강희망교수

-비자발급 확인 이메일 발송
-항공여정 및 도착 및 출발 일정 확인

10 기숙사 예약
국제협력과/
생활관

-교수 도착일정에 맞춰 생활관 사용 신청서 작
성 후 송부 (담당자와 사전 논의)

11 출영서비스 및 기숙사 안내
국제협력과/
해당학과
학습도우미

-교수 도착시 공항 출영서비스 신청
-광주버스터미널에서 기숙사까지 마중 및 배웅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구비
-기숙사 생활 안내(식당, 주변 편의시설등)

12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국제협력과/
설강희망교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제시 요구
-설문조사를 통한 만족도 확인

13 영수증 및 송금정보 요청
국제협력과/
설강희망교수

-항공기 보딩패스, e-ticket, invoice 수거
-송금정보 요청 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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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자매대학 수강생 모집

순번 내용 주관기관  검토내용 및 필요서류

1 국제여름학교 홍보물 제작 국제협력과

-우리대학 및 프로그램 장점 설명, 시행시기, 

신청기한 및 방법, 강의내용, 강의시간, 강의

교수, 문화체험 활동내용, 자매대학생 

 혜택 포함

-리플렛:4-6페이지 컬러, 3000-5000부 제작

2
국제여름학교 국외 수강생 

수강신청 페이지 개설

국제협력과/

대외협력과

-신청서 양식 검토 후 홍보팀 협조요청으로 홈

페이지에 국외수강생 수강신청 페이지개설

-담당직원에게 페이지 관리자 ID 및 Password 

부여 후 관리

3

국제여름학교 수학안내 

전자우편 및 홍보자료 

우편 발송

국제협력과

-신청기한, 시행시기, 강의시간, 강의내용, 

 숙식제공 여부, 문화체험 활동내용 포함

-신청 홈페이지 링크 안내

-각 자매대학별 국제교류담당자에게 발송

-학교내부 게시판에 게재 부탁

4
국외 자매대학 수강생 

접수

국제협력과/

국외 자매대학 

수강희망생

-신청서 접수 후 신청현황 엑셀파일로 정리

-비자신청 및 수강 시 필요 서류 안내 

5
수강료 및 숙박비 면제 

수혜자 조절

국제협력과/

국외자매대학

국제교류담당

-기존의 양교 간 교류실적을 바탕으로 수혜자

수 논의

-추후 우리대학 학생의 혜택 수혜 방향 논의

6

국외 자매대학 수강생 

합격발표 및 비자신청 

안내

국제협력과

-합격통보 이메일 발송 

-각 합격생별 단기종합비자 C3 신청안내서, 

  비자신청서, 합격통지서, 초청장, 국제여름

학교 팜플렛 우편 송부 

7 비자발급 및 여정 확인

국제협력과/ 

국외 자매대학 

수강희망생

-비자발급 확인 이메일 발송

-항공여정 및 도착 및 출발 일정 확인

8 기숙사 예약
국제협력과/

생활관

-수강생 도착일정에 맞춰 생활관 사용 신청서 

작성 후 송부 (담당자와 사전 논의)

9
출영서비스 및 홈스테이 

버디, 기숙사 안내

국제협력과/

홈스테이버디

-수강생 도착시 공항 출영서비스 신청

-광주버스터미널에서 기숙사까지 마중 및 배웅

-홈스테이버디 1대1 결연 맺어주기

-선불폰 구매 안내

-기숙사 생활 안내(식당, 주변 편의시설등)

10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국제협력과/

국외자매대학 

수강희망생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제시 요구

-설문조사를 통한 만족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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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도우미 선발 및 관리

¡ 문화체험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순번 내용 주관기관  검토내용

1 선발 계획수립 및 공문작성 국제협력과
-선발목적, 대상, 활동기간, 활동비 

-지원서 및 추천서 양식 포함

2 지원서 및 추천서 접수

국제협력과/

단과대학(원)/

해당학과

-지원서 및 담당교수 추천서 접수

-해당학과장 추천 가능

-학부, 석․박사 과정생 지원 가능 여부

3 합격통보 및 오리엔테이션 국제협력과
-수업도우미의 역할 교육

-수업전 교수 및 학생의 연락책 역할

4 지침서 제작 
국제협력과/

수업도우미 

-수업도우미 역할분담을 위한 지침서 제작

-각 주제별 분담 부분 작성 후 수합

5 주별 활동보고
국제협력과/

수업도우미

-주별 활동내용에 대한 보고서 제출

-문제점 및 개선안 추구

-불참시 사유서 제출

6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국제협력과/

수업도우미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제시 요구

-설문조사를 통한 만족도 확인

순번 내용 주관기관  검토내용

1 문화체험 프로그램 탐색 국제협력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단체에서 제공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 탐색

-지역특색, 전통성을 중심으로 외국인에게 

적합한 체험 프로그램 선정

2 담당기관에 협조 요청

국제협력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단체

-일시 및 참석대상에 적절한 프로그램 요청  

-재정적 지원 가능성 논의

3 참가자 모집 및 일정확정 국제협력과
-문화체험 프로그램 시행 1주일 전 

프로그램 내용과 참가비를 이메일로 안내

4 문화체험 계획서 수립 국제협력과
-일시, 대상, 장소, 체험내용, 소요예산

 내역, 지출과목을 포함

5 문화체험 프로그램 실행 국제협력과
-모임장소, 시간 및 일정에 따른 프로그램 

진행

6 결과 보고 국제협력과
-문화체험 결과에 대한 내용 보고 및 추후 

개선점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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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2 국제여름학교 안내메일 발송내용

Dear colleagues, 
 
This is Kiseok Moon, Dean for International Affairs a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In 2016, CNU offered 23 courses in our International Summer Session (ISS), for which we invited 15 
international scholars to teach and 130 international students from 22 countries to study along with 400 
local students. For the summer of 2017, we are again planning to invite scholars and students to our ISS 
2017, which will run from June 26 to July 21, 2017.
 
Accordingly, we hereby invite professors under the following terms and conditions to teach at CNU for 
the summer of 2017:

1.      Teaching Period: June 26 - July 27, 2017 
2.      Teaching hours: 45 hours (3 hrs a day/4 days a week/4 weeks) 
3.      Medium of class: English
4.      Class setup: Mixture of Korean and international students   
5.      Class size: between 20 to 50 (minimum 10 students) 
6.      Course topic: General courses are preferable to attract more students.
7.      Qualification: Doctoral degree with five year full-time teaching experience 
8.      Financial support

- Honorarium: US$3,000
- Accommodation support: guest house on campus or 1,000,000 KRW stipend
- Air fare support: US$500 for those from Asia and US$1,500 from outside of Asia

9.    Application form, CV, and simple syllabus to Ms. Shinhye Kang (shannon@jnu.ac.kr), ISS coordinator 
by December 8, Thursday through the international office of your home institution (Please do NOT send 
your application directly to CNU.)

Here is our general calendar for CNU ISS 2017: 
·     December 8, 2016: Scholar application deadline
·    December 31, 2016: Course list completed after consultation with the relevant departments based 
on the documents submitted [First screening done on December 31, 2016]
·     February 22 – March 31, 2017: International student application 
·     April 15, 2017: Final screening based on the number of students registered (Minimum 10 students)
·     April 30, 2017: Send the official invitation letter to the final 17-20 professors
·     June 25, 2017: Pick-up at Incheon airport (9AM – 5PM only)
·     June 26, 2017: International summer session 2017 Orientation 
·     June 27, 2017: First Class
·     July 21, 2017: Final Class and Fare-well Ceremony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us, should you have more inquiries.

Best regards,

Kiseok Moon
Dean for International Affair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61186, South Korea
Office: +82-62-53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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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3 국제여름학교 안내메일 첨부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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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1 설강희망교수 임용 및 비자신청 필요서류 안내메일

Dear Professor ____________,

Greetings fro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My name is Ms. Shinhye Kang, the
coordinator of International Summer Session 2*** a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First of all, I

am delighted to know that you can join our program as a faculty member. This should be an

exciting chance for students who will participate in ISS 2*** to interact with a profound scholar

like you. I have forwarded your email and attached document in order to get an approval of the
department of Journalism in CNU. Dean of the Department of Journalism and the faculty held a

brief meeting to discuss the matter and came to a conclusion that it would be a beneficial for the

students to have a professor like you. You will be teaching a course called "Journalism Seminar"

where course material and syllabus is determined mainly by the professor. Your teaching schedule
is as follows

1) 45hours of teaching during the period of June 23 ~ July 20

2) Class hours are 09:00 ~ 12:00 Monday, Tuesday, Thursday and Friday

If you have trouble fitting your summer schedule to the period mentioned above, please let me

know. The period of teaching is flexible as long as you fulfil 45 hours of class time. The dean of

the department of Journalism added visual storytelling sounds most interesting to the students.
We are currently not sure of the number of students in your class as the application period for

summer session has not yet started. I shall provide you this information as soon as it is ready.

In addition, I would like to request the following documents to process your visa and to prepare

a contract.

1) A photocopy of your passport

2) Curriculum Vitae

3) Letter of Consent
4) A copy of academic diploma(Doctor’s degree)

5) A copy of career certificate (work experiences)

6) A certificate of current employment

Is there anything I can do for you to make your preparation to participate ISS 2*** easier?

Thank you again for your interest in teaching a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I look forward to

your reply.

Sincerely,

Shinhye Kang, Program Coordinator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77 Yongbong-ro, Buk-gu

Gwangju 500-757, S. Korea

Office:+82 62-530-1273

Fax: +82 62-530-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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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1 고용계약서 양식

Contract of Employment

This contract is made betwee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ereinafter called “A”) and
Dr. Robert Daland (hereinafter called “B”) in order to confirm that “A” and “B” have
agreed that “A” employs “B” as a Visiting Scholar.

Article 1 (Status of “B”): “B” will be a Visiting Scholar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rticle 2 (Term of Employment): The employment period of “B” will be from June
25, 2015 to July 20, 2015. The contract period can be extended by mutual agreement by
the parties.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B”): “B” is responsible for the following:

a) “B” shall teach 45 hours of English Phonetics during the period of employment set forth
above.

b) “B” shall educate students with sincerity, keep office hours for advising students,
and handle academic affairs related to the course.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A”): “A” shall provide “B” with the following:
a) Compensation: “A” pays “B” Three Thousand U.S. Dollars (US$3,000) in

compensation for “B”s teaching.
b) Airfare support: US$1,500
c) If the contract is terminated before the termination of the term set forth above, a

prorated payment shall be made by “A” to “B” in the case of underpayment, or by
“B” to “A”, in the case of overpayment.

d) Housing: A furnished dormitory room with individual bathroom shall be arranged by
“A” or housing fund of 1,000,000 won will be granted to “B” by “A” at A’s option.

Article 5 (Termination of Contract): Employment of “B” may be terminated by “A”
under conditions specified below:
a) If the health of “B” becomes so seriously impaired, in the judgment of “A”, that

the continuation of his/her teaching duties is considered impossible.
b) If “B” violates any laws or regulations in Korea.
c) If “B” leaves Korea without “A”s permission or before the termination of the

agreed period of employment specified in Article 2.
d) In case unavoidable circumstances arise.
Article 6(M iscellaneous):
a) “B” shall observe the rules and regulations for public educational personnel and staff

enac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Korea.
b) If a contract-related conflict arises between “A” and “B” regarding matters not

explicitly stipulated in this contract, this shall be resolved through mutual agreement.
If conciliation fails, “B” shall accept “A”’s interpretation.

Both “A” and “B” hereby agree to abide by the terms stipulated above and each shall
keep a copy of this contrac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yungseok Jeong Robert Daland
President Assistant Professo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Date: April 22, 2015 Date: April 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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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1 겸직동의서 및 재직증명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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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2 객원교원 임용신청서 양식

객원교원 임용 신청서

인적사항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본직기관명 직  위

학    력

출  신  학  교 입학년월 졸업년월 전    공 학 위 명

대     학

대

학

원

석사

박사

주요경력

임용예정

직급관련

경    력

직  급
객 원 교 원 임 용 예 정 자 경 력

교 육 경 력 연 구 경 력 계

교수대우

부교수대우

조교수대우

전임강사대우

임    용

신    청

내    용

학      과 직급

임용기간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까지

기    타

참고사항

위와 같이 객원교원 임용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객원교원활용기관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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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3 객원교원 활용계획서 양식

객 원 교 원 활 용 계 획 서

대    학 학    과 전공분야

인적사항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본직기관명 직   위 (급)

담당업무

강 의

대    학
 ㅇ 과목 :

 ㅇ 시간 :

대 학 원
 ㅇ 과목 :

 ㅇ 시간 :

현장실습지도
 ㅇ 과목 :

 ㅇ 시간 :

공 동 

연 구

공동연구자

과 제 명

기              타

활용기간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까지

 활용의 필요성(구체적으로 작성 : 별지 작성도 가함)

붙임 : 수업시간표 사본 1부.

위와 같이 객원교원 활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객원교원활용 학부(과)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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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4 객원교원 임용신청서 양식

자 격 인 정 조 서

제

청

자

 현 직 명  성       명

 소    속  임용예정직명

 학력(전공)

경

력

사

항

연

구

경

력

근무처 직명 기간 환산율 환산기간

소  계

교

육

경

력

소  계
 합  계 :   년

자

격

판

정

법적자격기준 임용자격산출 판정

연구년수 교육경력 계 연구년수 교육경력 계 가 부

○

  작성자 :                         (인) 확인자 :                     (인)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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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1 C4 단기취업 비자 신청안내서

¡ Visa Fee : US citizen $45 (non US citizen : check with visa section) Money

order only - pay to : Korean Consulate General

¡ Cash accepted in person

¡ Self-addressed, pre-paid envelope for return of the passport by mail

¡ Foreign nationals with U.S. permanent residency : copy of Alien Registration

Card (front & back)

Where to Send Your Visa Applicaton

Short-Term Employment Visa(C4) - Required Documents

Letter of Employment Recommendation (From CNU)

Letter of Invitation (From CNU)

Program Brochure (From CNU)

Contract of Employment (From CNU)

Application Form

Passport Picture(2x2, color) attached to application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460 Park Ave. 6th Fl., NY, NY 10022

Fax: (212)421-3028

E-mail: visa_ny@mofat.go.kr

Office Hours: MON - FRI[09:00-12:0013:3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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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2 C4 단기취업 비자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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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3 C4 단기취업 초청장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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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4 C4 단기취업 채용추천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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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2-1 설문조사 양식

International Summer Session Survey
Summer2017

P lease indicate your opinion in the following questionnaire by checking the
appropriate number of the 5-point scale.

1 2 3 4 5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utral agree strongly   agree

Section 1. Course and Students Evaluation 
1. Students participated actively in class.
2. Students were on time for class.
3. Students submitted their assignment within the due date.
4. Students’ comprehension in class is good.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Section 2. Teaching Assistant(TA) Evaluation

1. TA(s) worked effectively in class with the professor.
2. TA(s) provided sufficient feedback to students.
3. TA(s) participated actively in class.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Section 3. Living condition Evaluation 

1. I am satisfied with the housing facilities on campus.

2. I am satisfied with the other facilities on campus.

1    2    3    4    5
1    2    3    4    5

Section 4.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Evaluation

1.  The staff helped the ISS participants properly.

2.  The staff handled the participants' needs properly.
3.  The staff was well-prepared and well-organized.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5. Would you describe your general impression of ISS 2017?

6. How can we improve ISS 2017 for teaching faculty?

7. How can we improve ISS 2017 for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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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여름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1. 선정목적
가. 우리대학 국제화를 위한 국제여름학교 기획
나. 각 부서별 업무 협조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다. 각 운영 위원에게 책임감 부여로 적극적인 운영 참여에 기여
라. 국제교류의 활성화로 우리대학 이미지 제고에 기여
마. 국제여름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부서간의 열린 의사소통을 도모

2. 활동내용
가. 운영위원장
1) 운영위원회 활동을 전반적으로 관리 및 감독
2) 국제여름학교 운영위원회 회의 주도
3) 국제여름학교 대표자로서 대외 홍보

나. 운영위원
1) 운영위원장을 도와 각 소속 부처별 소통창구의 역할 수행
2) 자매대학 및 외부 대학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
3) 국제여름학교 참여 교수 섭외 추진
4)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
5) 피드백을 통한 프로그램 평가

다. 강의개설 관련 활동
1) 수강신청 및 수업료 납부 확인
2) 강의실 선정 및 강의계획서 제공
3) 성적입력 및 설문조사지 수합, 분석
4) 과목개설 및 학점인정

라. 참가학생 및 교수 활동
2) 외국인 수강생 및 초빙교수 비자 절차 및 서류 안내
3) 외국인 수강생 및 초빙교수 정착지원
5) 문화탐방 행사 연계진행
6) 수료식 및 송별회 모임 기획 및 진행
8) 여름학교 교수 회합모임 기획 및 진행
9)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10) 자매대학 연락 및 홍보활동

순번 내용 주관기관  검토내용

1 운영위원회 구성 국제협력과
관계 부서 (교육지원과, 국제협력과, 

학사관리과) 실무자 위주로 구성

2 운영위원 위촉 및 운영계획안 국제협력과 운영위원회 위촉 및 운영계획안 공문발송

3 운영위원회 회의 국제협력과
회의안건 정리 후 위원회 소집 

회의후 회의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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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자매대학 수강생 모집

순번 내용 주관기관  검토내용 및 필요서류

1 국제여름학교 홍보물 제작 국제협력과

-우리대학 및 프로그램 장점 설명, 시행시기, 

신청기한 및 방법, 강의내용, 강의시간, 강의

교수, 문화체험 활동내용, 자매대학생 

 혜택 포함

-리플렛:4-6페이지 컬러, 3000-5000부 제작

2
국제여름학교 국외 수강생 

수강신청 페이지 개설

국제협력과/

홍보팀

-신청서 양식 검토 후 홍보팀 협조요청으로 홈

페이지에 국외수강생 수강신청 페이지개설

-담당직원에게 페이지 관리자 ID 및 Password 

부여 후 관리

3

국제여름학교 수학안내 

전자우편 및 홍보자료 

우편 발송

국제협력과

-신청기한, 시행시기, 강의시간, 강의내용, 

 숙식제공 여부, 문화체험 활동내용 포함

-신청 홈페이지 링크 안내

-각 자매대학별 국제교류담당자에게 발송

-학교내부 게시판에 게재 부탁

4
국외 자매대학 수강생 

접수

국제협력과/

국외 자매대학 

수강희망생

-신청서 접수 후 신청현황 엑셀파일로 정리

-비자신청 및 수강시 필요 서류 안내: 재학증

명서, 성적증명서, 여권사본을 전자우편 및 

송부 요청 

5
수강료 및 숙박비 면제 

수혜자 조절

국제협력과/

국외자매대학

국제교류담당

-기존의 양교 간 교류실적을 바탕으로 수혜자

수 논의

-추후 우리대학 학생의 혜택 수혜 방향 논의

6

국외 자매대학 수강생 

합격발표 및 비자신청 

안내

국제협력과

-합격통보 이메일 발송 

-각 합격생별 단기종합비자 C3 신청안내서, 

  비자신청서, 합격통지서, 초청장, 국제여름

학교 팜플렛 우편 송부 

7 비자발급 및 여정 확인

국제협력과/ 

국외 자매대학 

수강희망생

-비자발급 확인 이메일 발송

-항공여정 및 도착 및 출발 일정 확인

8 기숙사 예약
국제협력과/

생활관

-수강생 도착일정에 맞춰 생활관 사용 신청서 

작성 후 송부 (담당자와 사전 논의)

9
출영서비스 및 홈스테이 

버디, 기숙사 안내

국제협력과/

홈스테이버디

-수강생 도착시 공항 출영서비스 신청

-광주버스터미널에서 기숙사까지 마중 및 배웅

-홈스테이버디 1대1 결연 맺어주기

-선불폰 구매 안내

-기숙사 생활 안내(식당, 주변 편의시설등)

10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국제협력과/

국외자매대학 

수강희망생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제시 요구

-설문조사를 통한 만족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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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1 홍보물 리플렛 예제

서식 1-2 홍보물 포스터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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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1 신청서 양식



- 586 -

서식 3-1 합격통지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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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2 초청장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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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0-1 설문조사 양식

International Summer Session Student Survey(Korean)
Summer 2017

P lease use the following 5-point scale for Sections 1 to 3. Circle the appropriate

number at the right to indicate your answer.
1 2 3 4 5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utral agree strongly  agree

Section 1. Course and Instructor Evaluation 

1. The course contents were informative and interesting. 
2. Level of course material was adequate for students. 
3. The instructor used various methods to instruct effectively. 
4. Instructor’s explanation in English was comprehensible.
5. Class starting and finishing time was kept accurately.
6. Classes were well organized and prepared.

7. Class activities and instruction were easy to follow.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Section 2. Teaching Assistant(TA) Evaluation

1. TA(s) worked effectively in class with the professor. 
2. TA(s) provided sufficient feedback to students. 
3. TA(s) participated actively in class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Section 3. Language Development 

1. This course helped me develop better English listening skills. 
2. This course helped me develop better English speaking skills.
3. This course helped me develop better English reading skills. 
4. This course helped me develop better English writing skills.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4.  What did you like best about the International Summer Session 2017? (Write in English or Korean)

5. What did you not like best about the International Summer Session 2017? (Write in English or Korean)

6. How can the International Summer Session be better for future students? Please give some advice.
 (Write in English or Korean)

- 589 -

¡ 수업도우미 선발 및 관리

서식 1-1 선발계획 공문 예제

2017 국제여름학교 수업도우미(TA) 선발계획 알림 및 추천 요청

        1. 관련: 국제협력과-82(‘17.1.6.)

        2. 위 호와 관련, 2017 국제여름학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

업도우미(Teaching Assistant)를 선발코자 하오니 2017. 5. 8.(월)까지 붙임 지원서와 

추천서 양식에 의거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활동내용: 국제여름학교 수업 전반 보조 및 외국인교수 입출국 및 생활 지원

나. 선발대상: 해당과목을 전공하고 있는 전남대학교 학부 3~4학년 또는    

            대학원생으로 TOEIC 700점이상 소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영어실력을 가진 자

        다. 선발인원: 과목당 1명 

라. 활동기간: ‘17.6.25.(일) ~ 7.23.(일) / 프로그램 시작 전 사전교육 필참

마. 활 동 비: 외국인교수TA-400,000원 / 교내교수TA-300,000원

붙임  1. 국제여름학교 수업도우미 선발 계획 1부.

      2. 국제여름학교 수업도우미 지원서 1부.

      3. 교수 추천서 1부.  

      4. 2017 국제여름학교 최종 개설과목 1부. 끝. 

순번 내용 주관기관  검토내용

1 선발 계획수립 및 공문작성 국제협력과
-선발목적, 대상, 활동기간, 활동비 

-지원서 및 추천서 양식 포함

2 지원서 및 추천서 접수

국제협력과/

단과대학(원)/

해당학과

-지원서 및 담당교수 추천서 접수

-해당학과장 추천 가능

-학부, 석․박사 과정생 지원 가능 여부

3 합격통보 및 오리엔테이션 국제협력과
-수업도우미의 역할 교육

-수업전 교수 및 학생의 연락책 역할

4 지침서 제작 
국제협력과/

수업도우미 

-수업도우미 역할분담을 위한 지침서 제작

-각 주제별 분담 부분 작성 후 수합

5 주별 활동보고
국제협력과/

수업도우미

-주별 활동내용에 대한 보고서 제출

-문제점 및 개선안 추구

-불참시 사유서 제출

6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국제협력과/

수업도우미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제시 요구

-설문조사를 통한 만족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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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2 수업도우미 지원서 양식

『2017 국제여름학교 수업도우미 지원서』
성명 영문성명

생년월일 E-mail

소속대학 학과

전화 핸드폰

기이수학기 평균평점

주소

학력사항

학교

공인영어

점수
 TOEFL:_____점, TEPS:____점, TOEIC:____점, IELTS:____단계 

지 원
동 기

자 기

소 개

 본인은 공고된 『2017 국제여름학교 T.A. 선발』의 제반사항에 동의하며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   .   .

지 원 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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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3 수업도우미 추천서 양식

《지도교수 추천서》

상기 학생을 국제여름학교 T.A로 추천합니다

추 천 자

성    명               (인) 직    위

추 천 일 연 락 처

학생명

학번

담당과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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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1 수업도우미 보고서 양식

ISS Teaching Assistant Report (예시)

Name 김태양 Professor Tom McCord

Class 미국사(History of America)

Report

Week ( 1 )

Date  2016. 6. 26.

Overall
Summary

학생들이 다소 어려워하지만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

고 매시간 퀴즈를 통해 수업이해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퀴즈 때문에 일

찍부터 학생들이 교실에 도착해서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어려워하는 학생

들도 다소 있습니다. 수업은 교수님께서 자신의 말이 빠른지 계속 확인해

가면서 진행했습니다. 수업 진행 방식으로는 수업 이후 교수님이 제시해주

신 동영상을 시청하여, 그에 맞는 핵심 어휘를 학습하여 이튿날 토론을 시

행합니다. 이번 주말은 약 250개의 단어로 구성된 짧은 에세이 작문을 숙

제로 내주셨습니다.   

Issues in 
Class

첫 시간은 자기소개와 함께 진행되었고 두 번째 시간부터는 퀴즈와 함께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의 이슈는 ‘아메리카’가 어

떻게 ‘발견‘되었는지를 탐구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원주민의 수장이었던 

Powhatan과 John Smith와의 대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럽인들이 이주하면서 그들의 생태환경도 함께 이주하였음을 

가르쳤습니다. 핵심 어휘들로는 Enlightenment와 Permanent, Savage가 있

습니다. 에세이의 주제는 ｢John Smith가 대립과정에서 행했어야 할 ’현명

‘한 행동은 무엇인가｣입니다. 

Suggestions

학생들의 참여가 적습니다. McCord교수님은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걱정이 된다고 하십니다. 교수님은 E-Class를 통해 수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는데 영어지원이 미비해 어려움이 많습니다. 외국인 학생

이 E-Class에 접근하는 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에 관한 교육이 필요할 

듯 합니다.

Others
교수님 노트북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데 진리관에서 제공되는 케이블로

는 노트북과 프로젝터가 연결되지 않아 노트북이 아닌 컴퓨터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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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험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순번 내용 주관기관  검토내용

1 문화체험 프로그램 탐색 국제협력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단체에서 제공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 탐색

-지역특색, 전통성을 중심으로 외국인에게 

적합한 체험 프로그램 선정

2 담당기관에 협조 요청

국제협력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단체

-일시 및 참석대상에 알맞는 프로그램 요청  

-재정적 지원 가능성 논의

3 참가자 모집 및 일정확정 국제협력과
-문화체험 프로그램 시행 1주일 전 프로그

램 내용과 참가비를 이메일로 안내

4 문화체험 계획서 수립 국제협력과
-일시, 대상, 장소, 체험내용, 소요예산

 내역, 지출과목을 포함

5 문화체험 프로그램 실행 국제협력과
-모임장소, 시간 및 일정에 따른 프로그램 

진행

6 결과 보고 국제협력과
-문화체험 결과에 대한 내용 보고 및 추후 

개선점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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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글로벌해외대학파견(국외언어연수) 프로그램

가. 목적
○ 매년 학기제 수업 중 하나로서 재학생들의 외국문화 체험과 언어능력 향

상을 위하여 외국대학 부설 어학원 및 현지 언어교육 기관 등에 파견,

언어능력향상과 더불어 문화체험 등의 기회를 갖게 함

나. 관련법규
○ 전남대학교 학칙 제38조

라. 업무절차(업무 흐름도)

파견프로그램 및 파견기관
선정

➞
선발계획 수립 및 공고

➞
지원서 접수

파견학생 선발시험 ➞ 선발학생 오리엔테이션 및
지원서 송부

➞

학교지원금 지급 ➞ 학생파견 ➞

귀국 후 학점인정
학생생활기록부 등재

- 595 -

다. 주요내용

내용 검토사항

1. 파견기관과의 논의를 통한

파견프로그램 및 파견기관 선정

Ÿ 파견인원수
Ÿ 파견기간
Ÿ 파견기관별 소요경비 산출(수업료, 숙박비, 항공료, 기

타비용)

2. 프로그램 참가학생 선발계획 수
립 및 홍보

Ÿ 선발계획 수립
Ÿ 단과대학 공문송부
Ÿ 홈페이지 공고
Ÿ 교내현수막 홍보

3. 참가학생 심사 및 선발
Ÿ 면접위원 위촉
Ÿ 응시자 심사
Ÿ 합격자 발표

4. 선발학생 오리엔테이션 실시

Ÿ 파견기관 등록
Ÿ 항공권발급
Ÿ 국외여행자보험
Ÿ 비자신청
Ÿ 수강신청 등 학사관련 사항
Ÿ 파견국가 생활 주의사항
Ÿ 귀국 후 제출서류 안내

5. 각종 서류 수합

Ÿ 파견기관등록확인증
Ÿ 서약서 2부
Ÿ 학업계획서
Ÿ 여권사본
Ÿ 항공권예약증
Ÿ 학생증
Ÿ 여행자보험증권 사본 등

6. 학교지원급 지급

7. 학생파견

8. 프로그램 종료 후 귀국보고 및
프로그램 평가

Ÿ 수료증 사본
Ÿ 왕복항공권 및 연권사본
Ÿ 귀국보고서
Ÿ 프로그램평가설문 실시
Ÿ 공인토익성적

9. 성적 및 학생활동기록부 처리
Ÿ 성적인정 신청: 학사관리과
Ÿ 학생활동기록부:취업지원과



- 596 -

라. 첨부서류

<선발계획 수립 공문>

2017학년도 2학기 글로벌 해외대학 파견 학생선발 계획(안)

2017학년도 2학기 「글로벌 해외대학 파견」 프로그램 파견 교환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

하고자 합니다.

         가. 파견대학 및 선발인원: 6개국 12개교 70명 

         나. 파견기간: 2017년 8월 ~ 10월 중(파견대학별 상이)

         다. 추진일정

           1)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17. 3. 29.(수)~4. 7.(금) 

           2) 선발시험(외국어 구술 및 면접): ‘17. 4. 12.(수)

           3) 합격자 발표: ‘17. 4. 13.(목)

           4) 오리엔테이션: ‘17. 4. 14.(금)

         라. 소요예산: 140,000,000원(70명×2,000,000원)

         마. 예산과목: 대학특성화(CK-1)사업-프로그램개발운영비-글로벌해외대학파견

    

붙임  2017년도 2학기 글로벌 해외대학 파견 학생선발 계획(안) 1부.  끝.

○ 선발계획 수립 공문

○ 선발공고

○ 과정지원서

○ 학생선발 심사위원 위촉공문

○ 합격자 선발 공문

○ 오리엔테이션자료

○ 서약서

○ 서약서(신청사항 확인서)

○ 파견기관등록확인증

○ 파견기관등록확인증

○ 학업계획서

○ 학교지원금 지급공문

○ 파견기관 수료증

○ 귀국보고서

○ 프로그램 평가 설문지

○ 학생활동기록부 등재요청 공문

○ 성적인정 요청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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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공고>
 

2017년도 2학기 글로벌 해외대학 파견 계획(안)

1. 목적 

   외국의 우수대학에 우리대학 재학생들을 파견하여 외국어능력을 향상시키고, 글로

벌 인재를 양성하여, 대학 국제화의 기반을 넓히고자 함 

2. 선발인원 및 지원 사항

  ◦선발 인원: 70명

  ◦학점인정: 일선 15학점

  ◦지원금: 200만원 

    ※ 파견대학 수업료 및 기숙사비, 현지 체류 비용은 학생 개인 부담임

  ◦파견기관 및 인원: 6개국 12개교 (각 대학 별 파견인원은 조정가능 함.) 

언어 국가 기관명 프로그램 기간 인원(명) 외국어자격

영어

뉴질랜드  Lincoln U  8.28.~12.15.

51

없음

미국  Columbus State U  8.14.~12.8. 없음

미국  Murray State U  8.14.~12.8. 없음

미국  Salisbury U  8.22.~12.20. 없음

미국  U of Missouri-Columbia  8.28.~12.8. TOEIC 500

미국  U of Central Oklahoma  8.14.~12.1. 없음

캐나다  U of Regina  9.1.~12.1. 없음

캐나다  U of Winnipeg  9.5.~12.15. 없음

캐나다  Memorial U of Newfoundland-Grenfell  9.6.~12.15. 4 TOEIC 500

불어 프랑스  L'U Catholique de l'Ouest  10.3.~2.3. 5 없음

독어 독일  Friedlich Schiller U-Jena  10.4.~2.10. 5 없음

스페인어 스페인  UAB Idiomes Barcelona  9.1.~12.28. 5 없음

합계 합계 6개국 12개교 70

*캐나다 Memorial 대학 및 미국 Missouri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은 언어자격 요구하지 않음.

*각 대학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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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발 방법

  ◦공개 선발: 온라인지원서를 작성 후 제출 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후 

면접 

  ◦심사기준: 서류 50점 + 면접 50점 = 총 100점

    - 서류심사 50점 (지원동기 5, 준비계획 20, 활동계획 25) 

    - 면접 50점 (열의 및 태도 30, 외국어 20)

4. 지원 자격 

  ◦1학년: 파견 당시 1학년 1학기를 이수한 자

  ◦2-3학년: 신청일 현재 기 이수학기가 6학기 이하이고, 평균 평점 3.0이상

    ※ ‘17학년도 2학기(파견 학기) 전남대 등록 필수

5. 추진 일정 

※ 상기 일정은 기관 별 파견일정 및 추가 선발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학점 인정 

  ◦ 성적표 및 귀국서류 일체를 제출한 자에 한해 학점인정하며 졸업이수 총 학점 

및 학기에 포함시킴.

  ◦ 아래 두 과목 중 택 일 하여 파견 전 전남대 포털에서 수강신청해야 함.

     1) 일선 15학점 “Intensive Courses for Advanced Global 

Communication”(UNV5022) 

     : 등급제 평가(A+ ~ F) 

     2) 교양 9학점 “국외언어연수3” (CLT0589) : S/U 평가

  ◦ 성적인정: 파견 교에서의 성적은 전남대 성적 기준에 따라 평가되며, 그 평가 결과

는 그대로 전남대 학점에 반영 됨.

구분 일정 비고

공고 및 지원서 접수
‘17.3.29.(수)~4.7.(금)
오후 4시 마감

국제협력본부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후 인쇄하여 직접 제출

*불어/독어권 지원자는 인쇄하여 각각 불문과/독문과로 제출

면접 ‘17.4.12.(수) 서류 합격자 개별연락

합격자 발표 ‘17.4.13.(목) 국제협력본부 홈페이지 공지

합격자 오리엔테이션 ‘17.4.14.(금) 추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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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수대학별 경비 산정(안) 

  ◦해당대학과의 협의를 거쳐 산정한 경비로서 환율 및 현지사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대학별 소요비용 (아래 표 참조)-            

국가 대학명 단위
파견교
수업료

기숙사 식비*
부대
경비

계

뉴질랜드
(홈스테이)

Lincoln U
원 4,885,600 3,775,200 640,000 9,300,800

NZD 6,107 4,719 800 11,626

미국 Columbus State U
원 3,955,000 3,390,000 2,260,000 2,260,000 11,865,000

USD 3,500 3,000 2,000 2,000 10,500

미국
Murray State U
(10명부터 10%)

원 2,825,000 2,849,860 1,695,000 1,130,000 8,499,860
USD 2,500 2,522 1,500 1,000 7,522

미국
Salisbury U

(10명부터 10%)
원 4,646,560 3,955,000 2,034,000 395,500 11,031,060

USD 4,112 3,500 1,800 350 9,762

미국
U of Missouri

(10명부터 10%)
원 6,780,000 1,582,000 2,260,000 1,695,000 12,317,000

USD 6,000 1,400 2,000 1,500 10,900

미국
U of Central 
Oklahoma

원 5,390,000 4,068,000 791,000 10,249,000
USD 4,770 3,600 700 9,070

캐나다 U of Regina
원 3,493,500 3,346,450 2,490,500 311,500 9,641,950

CAD 4,110 3,937 2,930 350 11,327
캐나다

(홈스테이)
U of Winnipeg
(10명부터 10%)

원 3,026,000 2,422,500 382,500 5,831,000
CAD 3,560 2,850 450 6,860

캐나다
Memorial U

-Grenfell
원 2,550,000 1,700,000 1,275,000 425,000 5,950,000

CAD 3,000 2,000 1,500 500 7,000
프랑스

(홈스테이)
L’U Catholique de 

l'Ouest
원 3,650,000 3,750,000 1,250,000 8,650,000

EUR 2,920 3,000 1,000 6,920

독일 U of Jena
원 1,250,000 3,750,000 1,250,000 6,250,000

EUR 1,000 3,000 1,000 5,000

스페인 UAB Idiomes Barcelona
원 4,800,000 3,750,000 1,250,000 9,800,000

EUR 3,840 3,000 1,000 7,840
▷ 해당대학과의 협의를 거쳐 산정한 경비로서 환율 및 현지사정, 파견 인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
음
▷*본인이 선택한 플랜에 따라 식비는 다르게 책정 됨. 

▷ 환율: 1USD=1,130원 / 1CAD=850원 / 1NZD=800원 /  1EUR=1,250원 기준으로 작성 됨.

▷ 파견자는 반드시 파견 학기 동안 본교에 등록하여야 함. (파견 기간 재학상태 유지) 
▷ 부대경비란 수업 교재비, 파견대학 보험료, 학교 내 부대시설 이용료 등을 뜻하며 학교에 따라 다
름.
▷ 캐나다 위니펙대학, 미국 살스베리대학, 미국 머레이대학, 미국 미주리대학은 10명 이상 파견 시 

위 표에 기재된 수업료에서 대략 10% 정도가 할인 됨.
▷ 독일 예나대학은 기숙사 신청은 할 수 있으나 보장은 못 함. 기숙사 불합격 시 외부 숙소를 개인

적으로 구해야 함. (합격자는 독문과에서 실시하는 오리엔테이션에서 숙소에 관한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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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파견 연장자 관리

◦ 1년 파견자의 경우 반드시 아래 해당과목 수강 신청 후 두 번째 학기 역시 전남

대에 등록하여 재학상태를 유지해야 함.

인정학점 과목명 과목코드 성적처리 조건 지원금

교양 9학점 국외언어연수3 CLT0589 S/U

연장학기(정규학기)에 

전남대 등록금 납부 및 

재학상태 유지 

100만원

9. 소요 예산: 140,000,000원

내용 금액 세부내역 예산과목

파견지원금 140,000,000원 70명*2,000,000원

대학 특성화(CK-1)사업 

–프로그램개발운영비

-글로벌해외대학파견

합 계 140,000,000원

 

10. 기대효과 

  ◦외국어자격이 필요 없는 프로그램이므로 공인영어성적이 없는 저학년 학생 및 

취업준비를 위해 영어점수가 필요한 3-4학년 학생들 누구나 참가 가능, 해외 파

견의 문턱을 낮춰 보다 많은 학생에게 해외 파견의 기회 제공

  ◦글로벌인재 양성 및 대학 국제화 지수 향상

    : 국제화지수(교환학생 파견)가 2014년도 49위, 2015년도 43위, 2016년도 38위로 지

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11. 파견자 숙지사항

  ◦파견 기간 반드시 전남대 등록(등록금 납부)하여 재학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파견 전, 후 이메일 설문조사 시행 (파견 전/후 외국어 자가진단 평가 포함)

  ◦파견 및 귀국 직후, 각각 도착보고서, 귀국보고서를 국제협력과 홈페이지에 업로드

  ◦과정수료를 원칙으로 하며, 파견기간동안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함. 연수 미 이

수 시(출석 또는 성적미달로 F받는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예외 없음

  ◦수업료 등 제반 연수경비 송금, 항공권 구입, 연수기관 정보 검색 및 등록, 비자 

취득 등 연수관련 제반 사항 처리는 학생이 직접하고, 비용도 부담함 

  ◦파견기관 사정 및 환율변동으로 인해 학생 부담경비가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음

  ◦비자거부, 본인참가포기, 자연재해, 불합격 등 기타사유로 인한 비용부담과 책임

을 학교가 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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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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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글로벌 해외대학 파견학생 서약서

본인은 우리 대학교와 자매대학(국가              대학명                         )의 글로벌 
해외대학 파견학생으로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였고 이에 서약합니다. 

연번 내용 서명

1 국외 자매대학에서 수학허가를 받은 파견기간은 201  .    ~ 201  .   (1학기/1년간)으로, 동 
파견기간을 엄수하겠습니다.

2 수학기간 연장 등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파견기간 만료 3개월 전 양 대학으로부터 모두 사전 
허가를 받겠으며, 연장 기간 역시 전남대에 등록하여 재학상태를 유지해야 함을 확인합니다.

3 파견기간 우리대학에 등록금 납부하고, 재학생으로 등록하겠습니다.

4 파견기간 동안 학업에 전념하고 우리 대학교 및 자매대학의 학칙을 준수하여, 파견학생으로서 우리 
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고 나아가 국익을 손상시키지 않는 등 학생의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5 성적불량, 학사일정 불이행, 출석미달 등으로 인해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지원금 
전액을 전남대학교로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전남대에 신청한 일선 15학점 (또는 교양9학점)의 신청에 대하여 본인 및 학과가 확인하였으
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 역시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7
귀국 후 성적표는 우리대학 학사 규정에 따라 평가됨을 확인하였으며, 파견대학에서 받은 성
적은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이며, 받은 성적 그대로 본교로 인정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또한 학사규정에 의해 평균평점으로 포함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8

파견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우리대학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겠
습니다. 귀국 후 성적이 학교 시스템에 반영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등의 문제로 다음 학기 장
학 사정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을 감수하겠습니다. (교내 성적우수 장학금 포함) 또한 1학년 
2학기 파견자의 경우 전과신청을 못 할 수 있음을 감수하겠습니다.

9
파견기간동안 신변의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파견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
로 본인이 책임질 것에 동의합니다.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양 교 담당자 및 현지 공관
과 즉시 상의하겠습니다.

10 파견 교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출국 전 국외유학생 보험(또는 해외여행자보험)에 반드시 
가입한 후, 보험증권 사본을 제출하겠습니다.

11 국제협력과 공식 오리엔테이션, 파견 전 모임 등 국제협력과에서 파견 전 실시하는 모든 행사
에 참가하겠습니다.(특별 사정 시 사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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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                 ) 학과     학번(              )

    본인 서명:                                     

    신원보증인(부모 중 1인) 서명:                    (신원보증인의 긴급연락처:                  
         )    

2017  년    월    일

전남대학교총장 귀하

12 파견기간 동안 자매대학에서 지정한 숙소(기숙사/홈스테이)에서만 생활을 하겠습니다. 또한 현
지 국가 사정에 따른 기숙사 및 인터넷, 기타 생활불편을 감수하겠습니다.

13 파견 지원금은 파견 후 국제협력과 홈페이지에 도착보고서를 작성한 뒤 지급됨을 동의합니다. 
또한 수학기간 종료 후 귀국여부와 상관없이 1주일 내에 귀국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14 파견기간, 생활비, 교재비, 보험료, 비자건강검진 등 파견기간 동안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을 
참가자와 신원보증인이 책임질 것에 동의합니다.

15 본인은 동 프로그램 참가에 있어 프로그램 참가비를 직접 납부하고, 납부 이후의 지원 포기로 인
한 환불에 관하여는 전남대 및 각 파견기관의 환불정책에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16
본인은 귀국 예정일인 201  년,   월    일(예상귀국일)까지 귀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
수기간 종료 후 개별 여행을 할 경우, 여행기간 중 건강과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개별 
여행 중 일어난 모든 일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17 조건부 합격자는 파견 전 이행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에 동의합니다.

18 우리대학에서 파견학생으로 선발되어도 파견대학에서 불허를 받으면 파견될 수 없음에 동의합니다.

19 비행기티켓 및 비자는 본인이 직접 발급 받겠습니다.

20 본 파견에 대하여 학부모, 학과장, 학과조교, 국제협력과로부터 모두 동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1 영어권 파견자의 경우 파견 전 2017학년도 전남대 국제여름학교 교과목을 반드시 1과목 이상 
이수하겠습니다. (수강이 불가할 경우 국제협력과 담당자에게 사전 인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2
본인은 위 조항들을 이행하지 않을 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신원보증인(학부모)역
시 파견자가 위 조항들에 관하여 동의하였음을 확인하고, 파견자가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에는 위반사항에 관하여 책임질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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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 업무

가. 목적
외국인학생 유치 확대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

하며 장기적으로는 교육 재정에 기여함.

나. 주요내용

○ 적극적인 외국인 학생 유치활동

○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으로 외국인학생들의 학업 및 생활 적응 지원

다. 업무절차(업무 흐름도)

유학생 유치 ➞ 원서접수 ➞ 입국 및 체류 
지원

➞ 오리엔테이션 ➞ 지원 프로그램 
추진

○ 유학생 유치 활성화

- 해외 유학박람회 참가

참가국 결정 → 세부계획서 수립 → 박람회 참가 자료작성 및 준비물

→ 행사 참가 → 귀국결과 보고서 제출

- 유학설명회 개최

사전조사 → 세부계획서 수립 → 관계기관과의 업무연락 → 홍보자료

준비 → 시행 → 귀국결과 보고서 제출

- 현지 대학 및 고등학교 방문을 통해 학교 홍보 및 입학안내

- 입학 상담(방문, 전화, e-mail)

○ 원서접수

입학 모집요강 확정 → 원서 및 첨부서류 검토 → 접수 → 지원서류

확인 및 지원자 확정

○ 입국 및 체류에 대한 지원(출입국관련 업무)

- 합격자에게 사증발급에 필요한 서류 발행 및 송부

(표준입학허가서 등)

- 합격자 중 중국인에 대하여는 비자발급인정서 신청

· 사증발급 인정신청서 및 기타 관련 서류 제출

- 외국인 등록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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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생 담당자 지정(변동사항 반드시 통보)

- 외국인 학생 이탈 신고

- 외국인 학생 현황 및 변동사항 통보

- 기타 외국인 등록 사항 신고 의무 안내

○ 외국인 유학생 지원

- 오리엔테이션 실시

세부계획 수립 → 관련 부서에 자료 요청 및 공문 발송 → 해당자에게

연락 → 자료 제작 → 시행

- 외국인 학생 한국어 강좌 지원

언어교육원 한국어 특별 강좌 일정 확인 → 강좌 개설 및 면접에 대한

안내 → 수강 신청자 확인 후 언어교육원에 수강료 지급

- 버디 프로그램

세부계획 수립 → 모집공고 및 선발 → 신청자와의 매칭 → 활동보고서

수합 → 활동경비지원 및 자기계발활동기록부 봉사활동 20시간 등재

- 한국문화탐방 프로그램

기본계획 수립 → 교내 홍보 및 참가신청자 조사 → 세부계획 수립 →

사전답사 및 프로그램 진행 → 경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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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외국인(예비입학, 학부, 대학원) 입학지원

가. 목적
외국인학생 유치 확대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

하여 장기적으로는 교육 재정에 기여함.

나. 주요내용
○ 적극적인 외국인 학생 유치활동 및 홍보

○ 외국인학생들의 활발한 지원을 위해 언어 및 원서접수 지원(연 2회)

○ 입학이후 사증 및 체류관리

다. 업무절차(업무 흐름도)

순번 업  무 주관기관 내   용

1 모집요강 교부 및 입학 상담 국제협력과

-입학관리위원회(예비입학, 학부), 대학원위원회

(대학원) 심의를 통하여 모집요강 결정

-이메일,전화상담(주로 지원학과, 지원자격, 어

학능력, 장학혜택, 등록금 관련 문의)

2 원서 접수 및 지원 서류 송부 국제협력과

-원서 및 첨부서류 확인

-미비 서류 보충

-제출서류 진위 여부 확인

-원서 및 제출서류 1부씩 복사

 원본은 국제협력과 보관

3 전형평가 및 선발 국제협력과

-전형심사 실시

-학부는 고등학교 성적과 한국어능력, 수학능력

으로 나누어 심사 후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최종 선발

-대학원은 언어능력과 전공능력으로 나누어 전공

별로 자체평가 실시

4
합격자 통보 및 합격자 유의사

항 안내
국제협력과

-합격자 통보(전남대 국제협력본부 홈페이지에 

게시)

-등록방법, 개인별 등록금 납부 및 향후 일정 안

내

-국외지원자는 이메일 또는 전화로 등록안내

5 등록금 납부안내
재무과/

국제협력과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

-미등록자 추가 납부 요청 및 입학 포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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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록금 추가납입자 반환 처리
재무과/

국제협력과

-등록금 추가납입자는 국제협력과에서 연락을 취

해 학생 계좌번호 및 신분증을 복사하여 재무과

로 추가등록금 반환 요청

7 지원서류(원본) 반환 국제협력과

-등록이후 국제협력과에 보관중인 원본은 복사하

여 원본대조필을 찍은 후 학생들에게 돌려주며 

복사본은 보관 후 파기

8
표준입학허가서 작성 및 송부

(중국인의 경우 9번 추가)

국제협력과/

언어교육원

-유학 비자발급(예비입학:D-4, 학부 및 대학

원:D-2)을 위해 유학생 정보시스템에 표준입학허

가서 작성

-국내체류자의 경우: 표준입학허가서와 등록금 

납입 확인서를 광주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제출

하여 비자변경(D4언어연수→D2유학) 및 체류기간 

연장

-국외체류자의 경우: 표준입학허가서에 총장직인

을 받은 후 국외로 송부(중국인의 경우는 예외)

→학생이 해당 국가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비자

(D-4,D-2) 발급

9
사증발급 신청서 제출

(중국인의 경우)

국제협력과/

출입국관리사

무소/재무과

-국외체류 중인 중국인의 경우: 표준입학허가서

와 사증발급신청서를 함께 작성하여 아래의 제출

서류와 함께 광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협조 요

청 공문 발송 및 서류 제출

-제출서류: 졸업 및 학위증서(원본),학력조회결

과표, 성적증명서, 거민신분증, 재직 및 수입증

명서, 예금잔고 증명서

-광주 출입국 관리 사무소로부터 사증발급신청서 

결과 통보(사증 번호)를 받아 해당 학생에게 메

일 또는 전화로 안내

-사증 불허 또는 철회자는 등록금 환불 조치

-재무과에 환불요청(해외 송금)

10 최종 입학자 확인
국제협력과/

재무과

-사증 불허 및 철회자 또는 등록포기자 발생으로 

인해 최종 등록 인원 변동

-등록포기자는 재무과를 통해 등록금 전액 환불

하며 국제협력과는 정확한 인원 파악

11 입국안내 및 오리엔테이션 진행 국제협력과

-최종 입학생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 실시

-오리엔테이션계획수립→해당학생에게 이메일 

또는 전화 및 문자안내→소개책자 제작→오리엔

테이션 시행



- 608 -

라. 원서접수 흐름도

전남대학교 국제협력본부

웹사이트 접속

http://international.jnu.ac.kr

⇨ 이메일, 생년월일 등록 ⇨
서식1,2는(입학원서,개인

신상기록서)입력 후 출력,

서식3~6/8 작성

제출서류 준비 및 전형료 납부 ⇨ 서식1~6/8과 제출서류를 

우편 또는 창구(직접) 접수
⇨ 접수완료,수험번호 교부

마.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순수외국인

예비입학 

전형

 1. 서식1~6

 2. 예금잔고 증명서

 3. 지원자격 충족자료 중 1이상 제출(원본,한국어/영어 번역 공증본)

  - 가오카오 성적 증명서

  - 후이카오 성적 증명서

  - 고등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4.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원본,한국어/영어 번역 공증본)

 5. 부모와 학생 간 가족관계 및 외국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영어 또는 한국어로 공증)

 6. 여권사본

 7. 전형료 납부 영수증(은행 입금 확인증)

서식1.입학지원서

    2.개인신상기록서

    3.자기소개서(학업계획서)

    4.재정보증서

    5.성적증명서 공개동의서

    6.학력조회자료

학부 

순수외국인 

전형

 1. 서식1~6

 2. 예금잔고 증명서

 3. 공인 어학 성적표 또는 언어교육원 한국어 강좌 이수 확인서

 4.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원본,한국어/영어 번역 공증본)

 5. 대학재학(수료, 수료예정, 졸업, 졸업예정) 증명서

     (원본,한국어/영어 번역 공증본)

 6.고등학교 전 과정성적증명서 (원본,한국어/영어 번역 공증본)

 7. 고등학교 전 과정 성적 증명서(원본,한국어/영어 번역 공증본) 

 8.대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원본,한국어/영어 번역 공증본)

 9. 고등학교졸업시험 영문인증서(중국 지원자에 한함)

 10. 부모와 학생 간 가족관계 및 외국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영어 또는 한국어로 공증)

 11. 여권사본

 12. 외국인 등록증사본(국내거주자에 한함)

 13. 전형료 납부 영수증(은행 입금 확인증)

 서식1.입학지원서

    2.개인신상기록서

    3.자기소개서(학업계획서)

    4.재정보증서

    5.성적증명서 공개동의서

    6.학력조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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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출서류 비고

대학원 

외국인 및 

재외국민 

전형

 1. 서식 1~8

 2. 성적증명서(원본 또는 공증본)

 3. 한국어 및 영어 성적증명서

 4. 졸업(예정)증명서(원본 또는 공증본)

 5. 학위증서(원본 또는 공증본)

 6. 재직 또는 경력 증명서(글로벌플러스 장학 신청자에 한함)

 7. 여권 사본

 8. 외국인 등록증 사본

 9. 거민 신분증 및 호구부 사본(중국지원자에 한함)

 10. 지원 자격 요건 해당서

 서식1-1,2입학원서

     3.학력조회자료

     4.자기소개서(학업계획서)

     5.박사학위과정 추천서

     5.2.추천서(교육학과/조경  

     학과/임산조경학과)

     6.재정보증서

     7.글로벌플러스 장학 신청서

     8.글로벌 장학 신청서

 

* 전남대 언어교육원 학생이 지원한 경우, 언어교육원 담당자의 원본 대조필

이 있으면 사본도 인정

* 타대학 또는 본국에서 지원하는 학생은 반드시 원본으로 받아야 하며, 진위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함.

바. 기타사항
○ 공통 지원자격

- 본인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이거나(예비입학, 학부, 대학원)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

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대학원)

○ 언어 자격

학부 대학원

□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한국어 능력시험(S-TOPIK) 3급 이상 합격자

▶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 정규강좌 3단계 

이상 이수자

▶ 토플 550점 이상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인영

어 성적 취득자

※ 모집단위에 따라 S-TOPIK 4급 이상을 요구하

기도 함.

※ 모집단위에 따라 다음 언어자격 중 하나 이상  

   을 요구함.

▶ 별도 언어자격 없음

▶ 한국어 능력시험(S-TOPIK) 3급 이상 합격자

▶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 정규강좌 3단계 

이상 이수자

▶ 토플 450점 이상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인영

어 성적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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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외국인 유학생정보시스템 관리

가. 목적
유학생정보시스템은 우수 외국인 유학생 네트워크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

보, 유학생담당자의 업무절차 개선, 입국 전 단계부터 출국 시까지 외국

인 유학생의 효율적인 유학생 통합관리체계를 구축을 위함.

나. 관련법규
○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 ④, 시행령 제24조의 ⑧

○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다. 주요기능

순번 주요기능 설 명

1
유학생담당자관

리
교육기관의 유학생담당자의 지정신청과 부담당자를 선정 관리한다.

2
담당자 

변경/등록
유학생 부담당자의 등록/수정/삭제 및 정담당자의 변경통보를 관리한다.

3 담당그룹관리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유학생을 관리하는 그룹을 등록한다. 부담당자 

등록 시 등록한 담당그룹을 저장하고 유학생 등록 시 담당그룹을 설정할 

수 있다.

4 유학생기본정보 유학생의 기본정보를 수정/조회 한다.

5 사증업무관리
표준입학허가서의 등록 및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신청하고 결과를 

유학생에게 통보한다.

6 국외체류자 대학에 입학하려고 하는 국외체류자에 대한 표준입학허가서를 관리한.

7 국내체류자 대학에 입학하려고 하는 국내체류자에 대한 표준입학허가서를 관리한. 

8
사증발급인정신

청 등록

대학에서 초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신청 업무를 

관리한다.

9
변동신고/현황

통보

유학생의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처리 및 유학생현황을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로 통보한다.

10
변동신고/현황

통보 조회

재학생 중 학적에 관련된 변동사항이 발생한 유학생에 대한 변동사항을 

신고한다.

11
변동신고조회(

등록)
변동사항 신고대상자 중 외국인등록자에 대한 목록을 조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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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업무절차(업무 흐름도)

12
변동신고조회(

미등록)
변동사항 신고대상자 중 외국인 미등록자에 대한 목록을 조회한다.

13 현황통보 매월 4회 대학의 유학생담당자가 유학생 현황을 통보한다.

14
현황통보내역조

회
유학생 현황통보에 대한 이력 및 상세내역을 조회한다.

15 현황/통계조회 유학생의 정보 조회 및 입국부터 출국까지의 변경이력을 조회한다.

16 통계조회 유학생의 전체적인 통계를 조회한다.

17 시스템관리
유학생시스템에서 필요한 교육기관, 계열정보, 코드, 권한그룹, 메뉴 등을 

관리한다.

외국인정보시스템 등록/인증절차
http://fims.hikorea.go.kr

➞
사증발급 및 국외/국내 

체류자격별 
표준입학허가서입력

➞

외국인재학생 입국/입력/변경 ➞ 외국인유학생 통계조회 ➞

외국인유학생 자격 변동/신고/축국



- 612 -

외국인 유학생정보시스템 매뉴얼

유학생 업무처리 절차

※ 학적관리와 현황통보 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입학허가서 등록

❍ <표준입학허가서>=≫ (통합 표준입학허가서관리)

  국내/ 국외체류자 등록 클릭하여 발급

재학생 등록

❍(유학생정보관리)=≫(유학생기본정보)에서 표준입학허가서가 발급

된 유학생이 정상적으로 입학하여 재학 중인 경우 “재학생등록”

❍ 사증발급불허자 / 미입국자(입학취소자)는 미입국 처리

❍ 입국 후 미등록자는 변동신고 처리 

재학생 정보 수정 
❍ 재학 중 유학생이 ⌜외국인등록⌟및⌜체류기간연장⌟ 등 정보에 변

경이 있는 경우 “재학생정보수정”

※ “재학생정보수정”없이 변동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이 불가합니다.

변동신고

❍ 재학 중 유학생 미등록, 휴학,자퇴,제적,소재불명,연수 종료(졸업)등 

신분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변동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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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정보시스템 메인화면

o 유학생 정의

❍ 유학 또는 어학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 유학가능 체류자격 : 유학(D-2), 외교(A-1)내지 협정(A-3), 문화예술

(D-1),취재(D-5)내지 무역경영(D-9), 교수(E-1)내지 특정활동(E-7),방문

(F-1),내지 결혼이민(F-6),방문취업(H-2) 자격 해당자.

다만, 별도 지침에 특히 유학활동을 제한하는 경우는 제외

❍ 어학연수가능 체류자격 : 국내 합법체류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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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담당자관리

o 각 대학에서는 반드시 1명의 정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 부담당자의 지정은 각 대학의 자율 결정사항입니다.

※ 단, 유학생 담당자는 대리에 관한 규정(법무부 고시20145-512)에

의거 대학직원에 한함.

※ 부담당자도 정담당자와 동일하게 해당 대학의 재학생 정보 조회 및

관련 업무 처리가 가능(단, 현황통보, 담당자변경/등록 및 교육기관

정보고나리 등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부 제외)

o 담당자 변경/등록

❍ 정담당자는 부담당자를 등록/변경 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담당자관리 >담당자변경/등록>부담당자등록>입력->저장)

※“부담당자등록”은 교육기관 정담당자의 권한임

※아이디 : 소문자. 10자 이상 12자 이하. 생성이후 수정 불가

비밀번호 : 10자 이상 20자 이하, 영숫자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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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담자는 부담당자 정보를 수정 할 수 있으며, 부담당의 ID,PW분실시 (담당자

변경/등록)에서 비밀번호 수정 가능.

❍ 퇴사, 인사이동 등으로 부담당자 변경시 사용정지

[유학생담당자관리 > 담당자변경/등록>부담당자 이름 클릭>삭제]

※ID,PW미입력한부담당자를 삭제햐야하는경우임으로ID,PW입력후 삭제.

❍ 부담당자를 정담당자로 변경하려는 경우 : 정담당자가 담당자변경/등

록 화면에서 변경할 부담당자를 선택하고, 승격 버튼을 클릭하면 됩

니다.

※ “정담당자승격” 은 교육기관 정담당자의 권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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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부 담당자 등록

❍ 각 분교/캠퍼스에는 별도의 정담당자를 두어야 하나, 한사람의 정담당자

를 여러 캠퍼스의 정담당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단, 유학생 업무는 본교, 캠

퍼스 별 다른 아이디 생성, 각 캠퍼스에 맞는 로그인상태에서 업무처리

o 학교의 총장 및 대표자가 상이할 때는 학교의 장인 총장 명의로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 표준입학허가서 등록, 변동신고 취소 요청공문 등)

 통합표준입학허가서관리

o 국외체류자등록 와 국내체류자등록

❍ 표준입학허가서의 국내체류자/국외체류자 구분은 유학생 체류지의 국

외/국내 구분이 아닌 외국인등록번호 소지여부입니다. 즉, 외국인등록

번호가 있는 유학생은 국내체류자 화면에서,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유학생

은 국외체류자 화면에서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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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외국인 등록자, 국내에 체류 중이나 외국인등로번호가 없느

경우에는 국외체류자 화면에서 등록(EX,단기사증소지자, SOFA

협정자 등)

o 모든 유학생은 반드시 표준입학허가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 유학활동 가능한 모든 체류자격의 유학생은 등록해야 합니다.

(2P유학/어학연수 가능 체류자격 확인가능)

o 표준입학허가서를 등록하면 유학생정보관리> 유학생기본정보에 해당

유학생의 기본정보가 자동 생성됩니다.

o 표준입학허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o 해당 과정에 맞는 표준입학허가서 구분을 클릭해야 합니다.

일반유학생은(D-2)은 일반유학생, 어학연수생(D-4)은 어학연수생으로 표

주입학허가서 구분을 클릭하여 작성

o 국내체류자등록

※“국내체류자등록” 시, o부분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 후 찾기 버

튼을 클릭하면 기본정보가 자동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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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생성되는 내용은FIMS상 변경불가하며, 여권번호등의 수정으

로 변경해야 할 경우 관할출입국관라사무소에 등록사항 변경신고

후 재등록해야 함.

❍ 이전과정에 대한 변동신고(졸업/연수종료 등)를 하고, 신규과정에 대

한 새로운 표준입학허가서를 등록해야합니다.

o 학적의 변경(본교에서 분교로 또는 분교와 분교 간 이동)이 있는

경우

❍ 전 학적에 대한 변동신고(졸업/연수종료 등)를 하고, 신규학적에 대한

새로운 표준입학허가서를 등록해야합니다.

o 휴학 후 복학 시, 새로운 표준입학허가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o 교환학생이 1학기이상 연장을 하려고 할 때

❍ 새로운 표준입학허가서를 등록하실 필요는 없고, 체류기간 만료 전

에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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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표준입학허가서 작성 후 “등록(수정)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입학허

가번호가 자동 생성됩니다.

❍ 입학허가번호가 생성된 이후, 표준입학허가서의 수정/삭제는 불가합
니다. 수정/삭제가 필요한 경우, 수정/삭제 요청 게시판에 요청하시면
관할 사무소에서 처리합니다.

❍ 표준입학허가서 중복등록의 경우, 관할사무소 담당자에게 문의하신 후
삭제 조치하셔야 합니다.

o 표준입학허가서 출력이 안될 때

❍ 입학허가번호가 생성되지 않으면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 입학허가번호 생성 후에도 출력이 되지 않으면, 홈 우측 하단에 있는
“표준입학허가서 뷰어”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유학생정보관리 

o 표준입학허가서 등록

❍ 표준입학허가서를 등록하시면 유학생정보관리 > 유학생기본정보에

해당 유학생의 기본정보가 자동 생성됩니다.

※ 국내체류자/국외체류자 구분은 추후 변경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o 재학생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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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기본정보 > 조회구분을 ‘미입학생’선택 후 조회 > 해당유학생 ‘이름’ 클
릭 > 상세화면 우측하단 ‘수정’클릭]

❍ 시스템은 표준입학허가서를 등록하였다고 해서 “재학생”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유학생기본정보에서 ”입학일자 등”을 입력하여야 비로소
재학생으로 확인가능합니다.

❍ 유학생기본정보 초기화면에서 은 재학생으로 조회됩

니다. 따라서, 표준입학허가서만 등록되어있는 유학생을 조회하기 위해

서는 ‘미입학생’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유학생기본정보 수정 화면에서 을 입력하신 후, ‘저장’을

하면 시스템 전체에서 ‘재학생’으로 조회됩니다.

※ 재학생/비재학생 구분은 ‘입학일자’ 에 있으며, 복학생의 경우 ‘복

학일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유학생이 입교하여 재학 중인 경우에는 반드시 재학생으로 등록하

여야 하며, 입학일자 등 유학생의 추가 학사정보는 매 학기 시작

30일 내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조회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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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할 수 없는 학생의 경우 미입국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o D-2 소지자가 유학의 일환으로 1년 범위 내에서 한국어연수를 받

고자 하는 때에는 체류자격변경 불필요

❍ 유학생기본정보 수정화면에서 어학연수과정여부 에 CHECK 후

저장합니다.

❍ 어학연수중 CHECK 인 경우 체류자격은 D-2 이나, 학적관리(어학연

수)에서 조회됩니다.(연수종료 후 출결사항 입력)

❍ 관할사무소에서 체류자격변경(D-2 -> D-4-1)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D-2에 대한 변동신고(휴학 등) 및 D-4-1에 대한 새로운 표준입학허

가서가 필요합니다.

❍ 학부과정 및 어학연수과정을 병행하는 경우(방학 중 일시적 한국어

연수 포함)에는 학부과정에 관한 정보만을 관리하시면 되며, 어학연

수과정에 대한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o 재학생정보 수정대상자 조회 및 수정(붙임2 참고)

❍ 재학생정보 수정 대상자는 이름,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체류자격,

교육과정구분, 외국인등록번호(등록외국인에 한함) 등의 자료가 입력되

어 있지 않은 재학생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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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정보관리 > 재학생정보수정대상자 조회 및 수정 > 성명, 생년월일 등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

 순번의 ‘숫자’를 클릭 시 유학생기본정보, ‘교육과정’을 클릭 시 표준입
학허가서로 링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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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유학생의 실제 재학여부 확인하시고 순번 아래 버튼 클릭하면 출
입국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팝업화면이 생성됩니다.

※ 출입국정보시스템 정보와 ① 여권번호 ② 외국인등록번호 ③ 생

년월일&이름 순으로 연계됩니다.

 팝업된 자료가 맞을 경우, [선택 > 수정]하면 해당유학생의 정보는
시스템의 모든 메뉴에서 UPDATE 됩니다.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누락 혹은 잘못 입력한 경우, ❍버튼을
클릭하기 전에 노란색부분 수정하여 클릭하면 입력된 조건으로 조회

됩니다.(노란색부분은 수정가능)



- 624 -

❍ 재학생정보수정대상자⍌에서 해당유학생의 정보를 수정하면 재학생정

보수정대상자⌷(전체재학생)으로 이동합니다. 즉, 기 수정한 유학생의

정보를 재수정하기 위해서는 ‘재학생정보수정대상자(Unchecked)’에서

조회한 후, 다시 수정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o 학적관리

❍ 학사정보 중 ‘학점 및 성적사항’은 학위과정 이상 유학생에 대하여

매년 2월 및 8월 말일까지(연 2회), “출결사항”은 어학연수과정 연수

생에 대하여 연수과정 종료 후 30일 이내(매 학기 종료일 기준)에 등

록해야 합니다.

❍ 대학원을 이미 수료한 자(ex. 논문준비 중에 있는 경우 등)나 학점취

득 목적이 아닌 교환학생(ex. 실험실 연구생 등)은 학점 및 성적사항,

출결사항 정보를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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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적사항을 수치화할 수 없는 경우, 입력 불필요

o 학적관리 입력 시 오류 정정

❍ 해당학기/출석일 숫자를 클릭하면 수정 또는 삭제가 가능한 화면으

로 이동합니다.

❍ 학적관리 화면에 입력하신 정보 중 학점/ 출석일수는 입력 후 1개월

이내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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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신고

o 변동신고

❍ 유학생 변동사유 발생에 따른 변동신고는 유학생정보시스템을 통한

ON-LINE 통보처리

❍ 변동신고조회 [등록/미등록] 항목은‘외국인등록번호 [있는/없는] 유학

생에 대해서 변동신고한 내역을 조회합니다

o 변동신고 절차

❍ 변경대상범위(재학생/비재학생)를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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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신고 전에 등록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가 제대로 되어있

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확인’을 클릭하시면 ‘재학생정보수정

대상자 조회 및 수정’ 화면으로 이동하여 해당유학생의 정보를 수정하

실 수 있습니다.

❍ [해당유학생 조회 > ☐에 check 후 ‘보내기’버튼 클릭 > 유학생신고

목록 최상단에서 조회 ]

❍ ‘사유발생일’ 은 실제 유학생 변동신고사유가 발생한 날 기준으로 직접

입력

❍ 신고목록 선택(변동신고 신고목록의 정의는 <첨부> 참고)

❍ ‘입력’을 클릭하여 생성된 팝업에 신고내용 간단히 서술

❍ ‘신고처리’버튼을 클릭하면 해당유학생에 대한 변동신고 절차가 종료

됩니다.(이후 수정불가)

o 어학연수 유학생의 변동신고

❍ 학기 종료 후 재등록(관할사무소에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음)하는 경우

에는 연수과정의 연속성으로 판단하여 변동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고 어

학연수과정을 최종적으로 종료한 시점에서 변동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o 외국인 유학생 변동사유 발생 신고

❍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 또는 연수 중인 학교의 장은 다음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입학 또는 연수허가를 받은 외국인 유학생이 매학기 등록기한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휴학을 한 때(입국 후 대학에 미등록한 경

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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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허가를 받고 미 입국한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유학생정보시스템상

에 미입국으로 입력만 하면 됨

❍ 제적 연수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유학생의 유학 또는 연수가 종료

된 때(정상 수료(D-4)하거나 졸업(D-2)한 자도 포함)

o D-2(유학) > D-4-1(연수) 자격변경

❍ 유학자격 소지자가 유학의 일환으로 1년 범위 내에서 한국어연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체류자격변경이 불필요 합니다.

[유학생기본정보 > 해당유학생 상세정보 > 수정 > 어학연수중 check]

❍ 관할 사무소에서 연수자격(D-4-1)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는 유학자격

(D-2)에 대한 변동신고를 하고, 연수자격(D-4-1)에 대한 새로운 표준

입학허가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o ‘08.08월 이전 off-line상 변동신고자의 경우

❍ 유학생정보시스템 상 변동신고는 필요하지 않으며, 유학생기본정보(재

학생 check)에서 해당유학생의 등록유무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 확인 시, 해당 유학생의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삭제를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o 교육과정 중 석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포함) 및 박사과정 수료 후

논문작성을 이유로 대학(원)에 재등록하는 경우

❍ 해당 유학생은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는 재학생으로 간주되어 변동신고는

불필요합니다. 단, 졸업 이전에 유학 종료사유(ex. 논문작성의 포기 등)가

발생했을 때에는 변동신고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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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규과정에서졸업요건을갖추지못하고수료상태인경우(ex.학점미이수등)

❍ 한학기 연장을 원하는 경우는 체류기간연장허가 대상이며, 체류기간연

장허가를 받은 경우 별도의 변동신고는 불필요합니다.

o 정상적으로 변동신고가 완료된 경우, 신고의 철회 / 신고내용의 수정

이 필요한 경우.

❍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 유학생담당자에게 “수정요청” 공문을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공문 형식은 전자결재(가능 시) 또는 우편을 이용하

시어 변동신고기간 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o 변동신고시 신고목록 정의 및 사례 (붙임3 참고)

o 변동신고가 반려된 경우

❍ 방문신고 또는 재신고를 하여야 하며, 방문신고를 선택 후 방문하지

않는 경우 사증발급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황통보 

o 현황통보절차

❍ [변동신고/현황통보 > 현황통보]를 클릭하면 오른쪽 화면에 로그인대

학과 통보년월이 나타남

❍ 현황은 표준입학허가서 등록/ 재학생정보 수정/ 변동신고를 함으로

써 자동 생성되므로, 정담당자께서는 자체시스템의 통계와 확인하

신 후 현황통보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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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수의 ‘숫자’를 클릭하면 해당 조건의 학생명단이 팝업되며, 자료

엑셀 다운로드 가능

ü 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이 다를 경우 표준입학허가서, 유학생 기본
정보(입학일자) 등을 수정하여 여러 번 통보할 수 있으며, 마지막
으로 신고한 현황을 최종자료로 간주합니다.

ü 제공(다운로드)되는 엑셀자료는 대학의 외국인유학생 관리 목적외
사용을 금지합니다. 타기관 제공시 처벌받을 수도 있으며, 모든 사
항은 철저히 로그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o 현황통보는 매년4회(2월,5월,8월,11월) 통보하셔야 합니다.

❍ 통보년월의 초일부터 말일 24:00 까지 현황통보는 가능하며, 기한 도

과 이후에는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자체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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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통계 조회 

o 교육기관별 체류기간만료일 도과자 조회

❍ 교육기관별 체류기간만료일 도과자에서 ‘불법체류’로 조회되는 유학

생은 확인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하셔야 합니다.

- 변동신고대상자 : 해당유학생의 출국여부를 확인하신 후, 변동신고

를 하셔야 합니다.

- 체류기간연장 정보 수정대상자

유학생정보관리 > 재학생정보수정대상자 조회 및 수정 > 
재학생정보수정대상자 Uncheck (전체재학생조회) > 해
당유학생 조회 > ‘재학생정보 수정절차’진행

기타

o 교육기관 대표자 명의가 변경된 경우

❍ [시스템관리 > 교육기관정보관리]에서 직접 수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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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

표준입학허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일반유학생(학부생) / 어학연수생 여부 구분

② “외국인등록번호”는 [국내체류자등록]에서 조회되며, 외국인등록번호 입

력 후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름/생년월일/성별/국적/여권번호/출생국가

의 정보는 자동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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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체류자등록] 에서는 상기 목록이 자동생성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③ 해당유학생의 성명(영문) 입력

※ 중국국적 경우, 성과 이름은 한 칸 띄어쓰기/이름은 붙여쓰기 (ex)

HUANG⍌WENXI

※ 대만국적 경우, 성과 이름 및 이름은 각 한 칸 띄어쓰기 (ex)

CHANG⍌MIN⍌YING

※ 기타 국적인 경우, 여권에 기재된 순으로 전체이름 입력

④ 신입학/재입학 또는 복학/편입학/기타입학 구분 선택

※ 편입학의 경우, 이전 재학교명 입력

⑤ 등록교육과정 선택

⑥ 입학신청경로를 선택해야하며, 현지자매학교/현지유학원 추천인 경우,

추천단체를 반드시 입력

⑦ 연간소요경비를 등록금/생활비/기타 로 구분하여 미화($)로 환산 기재

※ 유학생이 제출한 예금잔고증명서 또는 국내송금증명서 기타 체류경비

지불능력을 입증하는 서류(연수기관의 경비부담확인서 등)를 기준으

로 기재

⑧ 연간소요경비 조달방법을 구분하여 입력하되, 보증인 부담 시 반드시

보증인 인적사항 입력

⑨ “장학금수여부처“는 한국정부초청 유학생인 경우에만 해당부처 선택

⑩ ⌜찾아보기⌟버튼으로 유학생 사진을 선택 후 업로드

※ 파일종류는 ⌜jpg⌟,⌜tif⌟ 2종류에 한하여 입력 가능하며, 크기는

100KB이하로 제한

※ 사증발급인정 신청대상자는 반드시 사진을 스캔하여 업로드하여야 함

⑪ 입학허가번호가 생성되지 않으면 출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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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 >

재학생정보 수정방법

o 재학생 정보 수정

❍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재학생”에 한하여 정보수정 가능

- “재학생”으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재학생등록”여부를 확인

※“재학생등록”은시스템공지사항 “재학생등록방법(2009.3.17.등록)”참고

- 변동신고를 한 유학생은 정보수정을 할 수 없으므로, 변동신고 이

전에 반드시 정보 확인 및 수정

❍ 수정되는 정보는

- 성명(영문) / 성별 / 외국인등록번호 / 여권번호 / 생년월일 / 국적

/ 체류자격 / 체류기간만료일 / 입국일자

❍ 수정 방법

[ 유학생정보관리 > 재학생정보 수정대상자 조회 및 수정 ]

※ 유학생이 재학 중 체류기간연장을 하여 체류기간만료일자가 수정되

어야 하는 경우( [현황/통계조회]에서 체류기간만료일도과자로 조

회되는 경우) 에는 조회조건 “재학생정보수정대상자☑”에서

check를 해제하여 “전체재학생”으로 조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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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아래 ❍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 생성

※ 생성되는 팝업은 출입국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해당 유학생의 정

보이며, 붉은색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수정 대상입니다.

- 생성된 팝업에서 선택 후 수정(update)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재학생

의 정보가 일괄 수정 처리됩니다.

※ 최종 수정 이전에 해당 유학생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주의 사항

- 출입국정보시스템 및 유학생정보시스템 간 일치되는 정보가 없는 경

우,“조회된 정보가 없습니다”는 메시지가 조회됩니다. 02-6908-130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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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3 >

변동신고목록의 정의

o 미등록

❍ 출입국관리법19조의4 2항1호
⌜입학 또는 연수허가를 받은 외국인유학생이 매학기 등록기한내에 등록

을 하지 아니하거나 ...⌟
❍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법무부)

⌜① 입학 또는 연수허가를 받고 미입국한 경우(미입국 처리)

② 입국 후 미등록한 경우는 변동신고 대상임⌟
❍ 변동신고 기준일

- 등록기한 마감일부터 15일 이내(등록학기개시 후 30일 이내)

o 휴 학

❍ 법19조의4 2항1호
⌜입학 또는 연수허가를 받은 외국인유학생이 ...휴학을 한 때⌟

[사례]
❍ 입학 또는 연수허가를 받고 미입국한 경우(미입국 처리)

 - 사증발급이 불허된 경우 및 사증발급허가 이후 개인사정 등     

으로 입학을 취소하는 경우 포함

 ※ 사증 발급받은 유학생이 입학을 취소하는 경우, 미입국 처리와 별도로 

관할출입국사무소 사증과에 통보를 하여야 함

❍ 입학 또는 연수허가를 받은 유학생이 입국 후 최초 등록기한 내에 등

록을 하지 않은 경우

❍ 현재 국내대학에서 재학(연수) 중인 유학생이 다른 변동신고 사유

없이 다음학기 등록기한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입학 또는 연수허가를 받은 유학생이 미입국 상태에서 휴학     

을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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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신고 기준일

- 학교담당자가 해당유학생 휴학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 변동신고 시, 해당유학생에게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고지

o 자 퇴

❍ 법19조의4 2항2호
⌜..등의 사유로 외국인유학생의 유학 또는 연수가 종료된 때⌟
❍ 변동신고 기준일

- 학교담당자가 해당유학생 자퇴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 변동신고 시, 해당유학생에게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고지

o 제 적

❍ 법19조의4 2항2호
⌜제적... 등의 사유로 외국인유학생의 유학 또는 연수가 종료된 때⌟
❍ 변동신고 기준일

- 학교담당자가 해당유학생 제적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 변동신고 시, 해당유학생에게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고지

※ 반드시 학교에서 “제적처분”을 한 후 “제적”으로 신고
- 소재불명자로서 제적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소재불명”으로 신고

o 사 망

❍ 법19조의4 2항2호
⌜... 등의 사유로 외국인유학생의 유학 또는 연수가 종료된 때⌟
❍ 변동신고 기준일

- 학교담당자가 해당유학생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 “사망” 신고의경우⌜사망진단서등사망을 확인할수있는서류⌟ 첨부

[사례]
❍ 재학 중인 유학생(어학연수생 제외)이 중도에 “전학”한 경우 

❍ 재학 중인 유학생(어학연수생 포함)이 성적불량이나 학칙위반 등으

로 “제적”처분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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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시스템에서는 첨부기능이마련되어있지않으므로, 반드시관할사무소에연락 후 팩

스송부

o 졸업/연수종료

❍ 출입국관리법19조의4 2항2호
⌜... 등의 사유로 외국인유학생의 유학 또는 연수가 종료된 때⌟
❍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법무부)

⌜정상 수료하거나 졸업한 자도 신고대상에 포함⌟
❍ 변동신고 기준일

- 학교담당자가해당유학생졸업또는연수종료사실을안날부터 15일이내

o 소재불명

❍ 출입국관리법19조의4 2항2호
⌜... 행방불명등의사유로외국인유학생의유학또는연수가종료된 때⌟
- 재학 또는 연수 중인 외국인유학생이 상당한 기간 수업에 불참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 연락이 두절되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자 중 학교에서 제적처리 하지 않은 경

우 “소재불명”으로 신고

❍ 변동신고 기준일

- 학교담당자가 해당유학생의 소재불명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o 한국국적 취득

❍ 출입국관리법19조의4 2항2호
⌜... 행방불명등의사유로외국인유학생의유학또는연수가종료된 때⌟
-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유학생의 유학 또는 연수가 종료된 때

❍ 변동신고 기준일

- 학교담당자가 해당유학생의 한국국적 취득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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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부초청장학생 사업

가. 목적

○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선별한 우수한 외국인학생을 우리대학으로 유치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대학발전 및 국제화에 기여함.

나. 관련법규

○ 대한민국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 수학 위탁협약서

○ 대한민국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 한국어연수 위탁협약서

○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학사지침

다. 주요내용

○ 한국어연수 실시(세부운영계획서 수립)

○ 장학생 신규입국 지원 및 오리엔테이션 실시

○ 출입국업무 체류지원

○ 생활관리 및 학사지도

- 수시 및 상시 상담

- 출결관리

- 생활비지급 및 정산

- 일시출국관리

- 학생도우미 활용 및 관리

- 국내 생활 적응 프로그램 실시

- 의료보험 가입 및 지원

○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관리(초기정착 및 생활전반 지원)

○ 기숙사 제공

○ 장학금 지급처리

○ 진학업무

○ 기타 국립국제교육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업무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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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선발절차

재외공관 
선발전형 

(선발위원회)
→ 재외공관 후보자추천

(국가별 배정인원 추천)
NIIED 장학생선정위원회
(공관·입양인 후보) 심사

→ 대학입학전형 → 대학입학확정 및 
장학생확정

→
국립국제교육원

(NIIED) →

위탁대학
선발전형

(선발위원회)
→ 위탁대학 후보자 추천

(20+5명 이내 추천)
NIIED 장학생선정위원회

(대학후보) 심사
대학입학확정
및 장학생확정

○ 대학원 장학생

NIIED 선발계획 및 지침 통보

(NIIED→전남대)

  기관별 추천 의뢰 인원 확인   

  모집요강 및 선발 업무 지침 숙지   

  2월

↓

기관별 선발계획 홍보 및 공고

(전남대)

  장학생 후보 선발 계획 수립 

   - 추진 일정(홍보 포함), 선발 전형, 심의회 구성 등 

  접수마감 결정

↓

지원서 접수

(전남대) 

  시기 : 2월~3월

  지원서류 구비 여부, 적격 여부 판단

 ※ 재외공관 :  직접 홍보·직접 접수를 통한 공개모집 적극 권장  

                  ☞ 우수후보자 선발 및 공정성 강화 목적

↓ 

후보 선발 1차 전형

(전남대)

  시기 : 3월

  선발 심의회 구성 운영   

  추천 후보자 선발 (※대학추천은 예비후보 없음)

↓

장학생 후보자 추천

(전남대→NIIED)

  시기 : 4월

  추천 서류 송부(우편, 전자우편)

↓

후보 선발 2차 전형

(NIIED)

  시기 : 4월

  심사 방법 : 장학생선정위원회(외부위원) 심사 

  2차 합격자 결정 (대학추천자는 최종합격 결정)

↓

2차 합격자 발표

(NIIED→전남대)

  시기 : 5월

   - GKS 홈페이지(www.studyinkorea.go.kr) 

   - 공문 발송 

  합격자에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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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지원 및 입학허가

(공관합격자→NIIED→전남대)

  대상 : 공관(입양인포함)추천 2차 합격자만 대상

  기간 : 5월~6월

  제출서류 : 장학금지원 서류일체, 대학별 추가서류

  입학절차

  - 최초 지원 시 3개 지망대학기재(장학금지원서)

  - 2차 합격자 서류, 지망대학에 송부(NIIED→대학)

  - 대학별로 입학허가 결정․통보(대학→NIIED, 장학생)

  - 장학생 최종대학선정 및 통보(장학생→NIIED)

  조기진학자(TOPIK 5～6급) 확인 통보 (NIIED→대학·장학생)

↓ 

2차 합격자대상 건강검진 및

최종 수학대학 결정

  대상 : 2차 합격자 전원

  제출서류 : 건강검진진단서, 최종 수학대학 조사서

  ※ 건강진단서, 수학대학 조사서(장학생→NIIED)

↓ 

최종 합격자 발표

(NIIED→전남대)

  시기 : 6월

  - GKS 홈페이지(www.studyinkorea.go.kr) 

  - 공문으로 통보

↓ 

초청장 발송

(NIIED→장학생)

  시기 : 6월

  - 추천기관 및 장학생에게 합격통보 및 초청장 송부

  - NIIED초청장, 장학생 유의사항, 생활안내서 송부

↓ 

D-4(D-2) 비자 신청/발급

    (전체합격자→재외공관)

  시기 : 7월

  신청서류 : 비자신청서, NIIED초청장, 여권 등

   - 학위과정 진학자(D-2)에게는 표준입학허가서 제공

↓

항공권 구입 및 입국 일정 통보 

(NIIED→전남대)

  시기 : 7월~8월

  장학생 항공권 구입 및 입국일정 통보

↓

장학생 한국 입국
  시기 : 8월 말

  장학생 공항출영 및 입국지원

↓

장학생 오리엔테이션

  시기 : 8월 말

  장소 : 국립국제교육원

  장학생 규정 설명, 학사 및 생활안내, 한국문화소개, 

   질의응답 

↓

장학생 한국어연수 시작

(한국어연수기관)

  개시일 : 9월

  NIIED 지정 연수기관(10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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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 장학생

NIIED 선발계획 및 지침 통보

(NIIED→전남대)

  장학생 수학대학 선정

  초청대상국 및 국가별 인원배정

  장학생 후보 추천의뢰, 홍보물 송부
↓

1차전형

  장학생 후보 선발 계획 수립 

   - 추진 일정(홍보 포함), 선발 전형, 심의회 구성 등 

  접수마감 결정  시기 : 2월~3월

  지원서 접수:지원서류 구비 여부, 적격 여부 판단

 ※ 재외공관 :  직접 홍보·직접 접수를 통한 공개모집 적극 권장  

                  ☞ 우수후보자 선발 및 공정성 강화 목적

  서류 및 면접심사

  1차 전형결과발표

  장학생 후보 추천

↓

2차 전형 

  장학생 선발심사

  결과발표

  건강검진서 제출 
↓ 

최종합격자 발표
  - GKS 홈페이지(www.studyinkorea.go.kr) 

   - 공문 발송
↓

장학생 후보자 추천

(전남대→NIIED)

  시기 : 4월

  추천 서류 송부(우편, 전자우편)
↓

후보 선발 2차 전형

(NIIED)

  시기 : 4월

  심사 방법 : 장학생선정위원회(외부위원) 심사 

  2차 합격자 결정 (대학추천자는 최종합격 결정)
↓

2차 합격자 발표

(NIIED→전남대)

  시기 : 5월

   - GKS 홈페이지(www.studyinkorea.go.kr) 

   - 공문 발송 

  합격자에게 통보
↓ 

대학원 지원 및 입학허가

(공관합격자→NIIED→전남대)

  대상 : 공관(입양인포함)추천 2차 합격자만 대상

  기간 : 5월~6월

  제출서류 : 장학금지원 서류일체, 대학별 추가서류

  입학절차

  - 최초 지원 시 3개 지망대학기재(장학금지원서)

  - 2차 합격자 서류, 지망대학에 송부(NIIED→대학)

  - 대학별로 입학허가 결정․통보(대학→NIIED, 장학생)

  - 장학생 최종대학선정 및 통보(장학생→NIIED)

  조기진학자(TOPIK 5～6급) 확인 통보 (NIIED→대학·장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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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생 생활/학사관리

순

번
업무내용 관련부서 기간 업무절차

1 생활비 지급
국제협력과

재무과
매월초

- 학사관리지침에 따라 생활비지급

- 출결상황 및 일시출국 공제 반영

- 절차: 수납➞지급내역작성➞지급

2 등록금 지급

국제협력과

재무과

학생과

2,7월

3,9월

- 조사 후 국립국제교육원에 통보

- 수납 후 등록 처리

- 신입생 입학금은 대학에서 지원

3 장학금 정산
국제협력과

재무과
분기별

- 결석, 일시출국 등 장학금을 정산하고 

이월(국립국제교육원에 반납)처리

4 한국어 우수 장학금지급 국제협력과 매월초
- 토픽 5급 이상

- 10만원 /1인당

5 수학상황 보고
언어교육원

국제협력과
학기말

- 학기별 성적 결과 제출

- 수료상황, 학위 취득

6 실태점검
국제협력과

국립국제교육원

상반기

하반기

- 학사관리, 생활비지급, 학생상담 등 

- 자체점검 결과 보고

- 그룹상담(2회)

7 비자변경 및 연장 국제협력과 2,7월

- 진학 대학 및 주소 변경

- 만료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변경

- 복수 재입국 신청

8 입학가능 학과 제출 입학과 4,7월 - 입학관리과와 협의하여 제출

9 출결상황 확인 언어교육원 매월초
- 이메일로 송부

- 무단 결석 확인 후 생활비 공제

10 일시출국신고
국제협력과

언어교육원

출국10일

전

- 출국 10일전에 신청서제출 (장학생➞
NIIED)

- 국제협력과 허가 처리

- 언어연수생 방학기간 2주 허용

   (생활비에 차감)

- 학위과정 30일 이내 생활비 미 차감, 

30일 이상 생활비 차감

- 학기별 상황보고(NIIED) 

11 재입국 신고 국제협력과
재입국

3일이내

- 장학생은 일시출국 후 입국 3일 이내

에 여권을 가지고 신고함

- 여권사본 복사하여 증빙

12 경고처분 국제협력과

- 한국어연수기간 중 무단결석 5일이상 

월 누계10일 이상

- 무단 일시출국자

- 학기별 평균평점 B(80/100) 미만

13 장학기간 만료예정자 국립국제교육원
1~2월

6~7월

- 장학/귀국 연기 신청자 지원

- 귀국신고 안내

- 제출서류 송부

- 귀국항공권 예약 편의 제공 



- 644 -

마. 각종 서식
○ 장학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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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청구 서류

Required documents for Insurance Claim

보험금 청구 시 학생이 직접 구비서류를 갖추어 팩스로 신청하면 1 주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함.

국제협력과에서는 학생이 아플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안내를 해주고

보험금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청구 시 구비서류 확인 및 팩스 발송 등의 업무

를 지원함.

Less than 100,000won

※ 진료소견서 (Doctor’s medical opinion) 또는 초진차트 (Record of Treatments)

※ 의약처방전(A prescription)

※ 치료비영수증 (A Receipt of Treatment)

※ 약국 영수증 (A Receipt of Pharmacy/drugstore)

※ 사고보고서작성(Claim Form) 

 

More than 100,000won

※ 진단서(일반) (General medical certificate)

※ 처방전(A prescription)

※ 치료비영수증 (A Receipt of Treatment)

※ 약국 영수증 (A Receipt of Pharmacy/drugstore)

※ 사고보고서작성(Claim Form)

※ 통장사본 A   photocopy of account book

※ 신분증사본 A photocopy of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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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출국 신청서
[Application for Temporary Exit]

성 명(Name)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 적(Home Country)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학과정(Program of Study)

□ 한국어연수(Korean Language Training) □ 학사(Bachelors’s degree)

 □ 석사(Master's Degree) □ 박사(Doctoral Degree)

 □ 석박사통합과정(Integrated Master’s and Doctoral degree)  

목 적 지(Destination)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국기간(Period of Exit) : ____ .___.___ . ~ ___ . ___ . ___ .(년월일yyyy/mm/dd)

사 유(Reason for Temporary Exi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일시 출국하고자 (허가신청, 신고)하오니 상기 기간 동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I hereby (apply for, notify of) temporary exit and ask

for the necessary measures to be taken for the above stated period.〕

20 . . 년월일(yyyy/mm/dd)

학생 서명(Signature of Grantee)

---------------------------------------------------------
※아래 사항은 일시출국허가신청시에 한함. (Below columns are applicable for application for temporary exit

only)

지도교수의견 (Comments of Academic Adviso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도교수명(Name of academic advisor): ________________서명(Signature)

지도교수 연락처(Contact Details of Advisor) : (Tel.)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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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만료자 제출 서류

수학종료 보고서

(End of Study Report)
□ 귀국(Home-return) □ 국내체류(Stay in Korea)

■ 귀 국 사 유(Reason of Home‐return)
□학위취득(Received a Degree) □과정수료(Completion of Program) □중도포기(Cancellation of scholarship)

※포기사유 (Reason of cancellati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명(Name)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적(Home Country)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생년월일(Date of Birth)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년월일(yyyy/mm/dd)

대학 (Affiliated Institution) :

수학과정 (Program of Study)
□ 한국어연수(Korean Language Training) □ 학사(Bachelor’s degree)

□ 석사(Master’s degree) □ 박사(Doctoral degree)

□ 석박사통합과정(Integrated Master’s and Doctoral degree)

초 청 기 간(Scholarship period) : . . ∼ . . 년월일(yyyy/mm/dd)
※ 휴학(Leave of Absence, if applicable)

- 기간(Period) : ∼ [사유(Reason)] :

귀국예정일자(Expected departure date) : . . 년월일(yy/mm/dd)

귀국경로(Flight Itinerary) : 에서(from) 경유(via) 까지(to)
귀국 후 연락처(Contact Address after returning home)

집주소 (Home Address) Tel E-mail address
<country code/area code/no.>

□직장이 있는 경우 기재(if applicable)
직장명(Name of Employer)
직  위(Position)
업  무(Duties)

연락처(Contact)
주소(Address)
전화번호(Tel) 
팩스(Fax)

위와 같이 귀국하고자 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hereby ask for the

necessary measures to be taken for my home‐return.)

20 . . . 연월일(yyyy/mm/dd)

신청인 서명(Signature of applicant)
※ 붙임(Attachment) : 수학기간 중 소감 및 귀국 후 활동계획(Statement of future plan/activities after

returning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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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기간 중 소감 (Personal opinion or comments on my stay and study in Korea)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귀국 후 활동계획 (Future Plan or Activities in my home countr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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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도 교 수 의 견 서
(Opinion of Academic Advisor)

※ 아래 점선 위의 사항은 학생이 기재하십시오.(Above the line is to be completed by student)

학생성명 (Grantee’s Name)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생년월일 (Date of Birth) : 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년월일yyyy/mm/dd)

국 적 (Home Country)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소속대학 (Affiliated Institution)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 정 (Program of Study)

□ 한국어연수(Korean Language Training) □ 학사(Bachelor’s degree)

□ 석사(Master’s degree) □ 박사(Doctoral degree)

□ 석박사통합과정(Integrated Master’s and Doctoral degree)

용 도 (Purpose)

□ 한국어연수과정이수기간 연장 신청 (Application for Extension of KLC)

□ 휴학신청 (Application for Leave of Absence)

□ 장학금지급기간연장 신청 (Application for Extension of Grant Period)

□ 귀국신고 (Notification of Home retur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도교수의견 (Written comments of academic advisor) : 상기 용도에 맞게 수학태도, 수학능력,

한국어능력, 동료학생과의 관계, 적응력, 학위취득가능성 여부, 교육교류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서술식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 . . . 년월일(yyyy/mm/dd)

지도교수명(Name of Academic Advisor) : ____________서명(Signature of Advisor)

____________

연락처(Contact Details) : Tel. : _______________________ E-mail. : ________________________

※ 장학금지급기간연장신청시에는 별지 서식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Please attach the following appendix in
case the application is for extension of scholarship grant period.)

※ 반드시 봉투에 밀봉하여 ‘인비’로 보내주십시오.(This document is confidential. Please enclose it into an

official envelope and sign across the seal when you give it to your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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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제출 확인서
(Certification of Thesis Submission)

학생성명(Grantee’s Name)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 적(Home Country)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소속대학(Affiliated Institution)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 공(Field of Study)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 정(Program of Study)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 번(Student ID)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학기간(Period of Study): . . ∼ . . . 년월일(yyyy/mm/dd)

논문제목(Title of Thesi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논문최종심사(Date of Oral Defense) : 20 . . . 년월일(yyyy/mm/dd)

논문제출일(Date of Thesis Submission) : 20 . . . 년월일(yyyy/mm/dd)

본인은 위 학생의 지도교수로서 동 학생이 논문심사에 합격한 석(박)사 학위논문을 제출한 사

실을 확인합니다.〔As an above student’s academic advisor, I hereby certify that he(or she)

submitted the above titled thesis for Master’s (or Doctoral) degree, which had been

successfully passed in the oral defense of thesis/dissertation.〕

20 . . . 년월일(yyyy/mm/dd)

지도교수명(Name of academic advisor) : _________________ 서명(Signature) 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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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인쇄비 신청서
(Request of Reimbursement for Thesis Publication Expenses)

성 명(Name)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 적(Home Country)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소속대학(Affiliated Institution)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 공(Field of Study)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 정(Program of Study)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 번(Student ID)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논문제목(Title of thesis)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논문인쇄일(Date of Printing) : 20 . . . 년월일(yyyy/mm/dd)

인쇄소명(Name of Printing shop)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 원 액(Amount requested)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원(KRW)

상기 본인은 학위 취득 논문을 인쇄하였는 바, 상기 액수의 인쇄비를 신청합니다. (I hereby

request for the refund of above stated amount for my thesis printing expenses.)

20 . . . 년월일(yyyy/mm/dd)

신청인 서명(Signature of applicant)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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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제출 확인서
(Certification of Thesis Submission)

학생성명(Grantee’s Name)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 적(Home Country)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소속대학(Affiliated Institution)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 공(Field of Study)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 정(Program of Study)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 번(Student ID)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학기간(Period of Study): . . ∼ . . . 년월일(yyyy/mm/dd)

논문제목(Title of Thesi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논문최종심사(Date of Oral Defense) : 20 . . . 년월일(yyyy/mm/dd)

논문제출일(Date of Thesis Submission) : 20 . . . 년월일(yyyy/mm/dd)

본인은 위 학생의 지도교수로서 동 학생이 논문심사에 합격한 석(박)사 학위논문을 제출한 사

실을 확인합니다.〔As an above student’s academic advisor, I hereby certify that he(or she)

submitted the above titled thesis for Master’s (or Doctoral) degree, which had been

successfully passed in the oral defense of thesis/dissertation.〕

20 . . . 년월일(yyyy/mm/dd)

지도교수명(Name of academic advisor) : _________________ 서명(Signature) 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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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인쇄비 신청서
(Request of Reimbursement for Thesis Publication Expenses)

성 명(Name)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국

적(Home Country)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소속대학(Affiliated Institution)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 공(Field of Study)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 정(Program of Study)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 번(Student ID)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논문제목(Title of thesis)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논문인쇄일(Date of Printing) : 20 . . . 년월일(yyyy/mm/dd)

인쇄소명(Name of Printing shop)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 원 액(Amount requested)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원(KRW)

상기 본인은 학위 취득 논문을 인쇄하였는 바, 상기 액수의 인쇄비를 신청합니다. (I hereby

request for the refund of above stated amount for my thesis printing expenses.)

20 . . . 년월일(yyyy/mm/dd)

신청인 서명(Signature of applicant)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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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연기신고서
(Application for Home-return deferment)

성명(Name) : CHIARELLA, Jonathan Joseph (키아렐라 조나단조셉)
국적(Home Country) : 아메리카 합중국(U.S.A.)

생년월일(Date of Birth) : 1986/12/19 년월일(yyyy/mm/dd)
소속대학(University) : 전남대학교

전 공(Major): 정치학
과 정(Course): 석사

학 번(Student number): 137713
연기신청기간(Deferment period requested): 2015. 09. 01. ～ 2016. 02. 26.

연기신청사유(Reason for application)

저는 학위논문을 영어와 한국어 2개 국어로 쓰려고 합니다. 논문을 더 잘 쓰기 위해서 먼저 수업을

다 듣고 학위논문에만 집중하여 완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한국의 정치성과 일반 정치

학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4학기에 추가로 수업도 들었습니다.

저는 졸업논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4학기 내에 졸업을 하는데 급급하지 않기로 결성하였습니

다. 어디를 가든 동복아의 판세와 한국인의 관점, 한국에 대한 상황을 잘 알리고 싶습니다. 영어의 표

현을 빌려 한국에 “어떤 뿌리를 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내외에서 저의 논문을 접

할 독자들을 위해 좋은 학위논문을 쓰고자 6개월간 귀국을 연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졸업 후에는 연구 관련 일을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과 다른 나라를 왕래하고 어떤 조직/직장/기업/

기관에서나 취업이 용이하도록 F급 체류사증(비자)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이 비자 취득을 위하여 그

동안 사회통합수업을 들어왔으며 졸업 후 F-2 비자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저의 계획과 결정을

부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본인은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으로서 상기 사유로 귀국을 연기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I hereby ask for a deferment of my home-return
period on account of the reasons stated above and ask for your kind

consideration and permission.)

20 . . . 연월일(yyyy/mm/dd)

신청인 서명(Signature of appl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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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체류자격별 사증 발급

가. 목적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연구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체류지

원 체계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면학 분위기 조성 및 우리 대학의 국제화

캠퍼스 이미지 제고

나. 관련법규

○ 출입국관리법 제 19조의 4, 시행령 제 24조의 8「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 등에 관한 지침」200*. 7. 3. 개정

다. 주요내용
○ 체류자격별 사증발급 절차

○ 체류자격 유지를 위한 신고사항

라. 체류자격별 사증발급 절차

유학 비자 (D-2)

○ 업무절차

학생들에게 합격 통보 및 

사증발급관련 공지사항 안내

6월 초 / 11월 초 ➞   
등록금 납입 확인

6월 말 / 12월 중순 ➞
사증발급에 필요한 서류 발송

[표준입학허가서, 재정지원확인서, 

등록금납입확인서] 

7월 초 / 1월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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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유학생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연번 내용 주관기관 첨부서류

1
나라별 사증발급 

서류준비 및 발송

국제협력과⇒

외국인유학생

➢ 나라별 사증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학생들에게 개별 우편발송

- 표준입학허가서

- 등록금납입확인서 

- 재정지원확인서 (장학지원수혜자인 경

우이며, 단 베트남학생은 재정보증인의 

통장사본과 재직증명서) 

2 사증발급 신청

외국인유학생

⇒

재외공관

➢ 해당국가에서 사증발급 신청 

- 잔액증명확인서 (장학지원수혜자 제외)

- 사증발급신청서

- 수수료 (국가별 상이)

- 본인제출서류는 국가별로 상이함 

○ 외국인유학생이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구분 내용 주관기관 첨부서류

 D-2 비자를 

가진 경우

체류기간

연장신청

국제협력과

⇒ 출입국

관리사무소

- 표준입학허가서

- 등록금 납입 확인서 

- 비자 연장 신청서

- 수수료: 약 60,000원

D-4 비자를 

가진 경우
체류자격 변경신고

(D-4 ➝ D-2)
국제협력과 

⇒ 출입국

관리사무소

 - 표준입학허가서

 - 등록금납입확인서

 - 예금잔고증명서

 - 체류자격변경신고 신청서 

 - 수수료: 약 1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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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양식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통합신청서 (신고서)
APPLICATION FORM (REPORT FORM)

□ 업무선택 SELECT APPLICATION

[  ] 외국인 등록 

     ALIEN REGISTRATION

[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ENGAGE IN ACTIVITIES NOT COVERED BY THE 

STATUS OF SOJOURN PHOTO
여권용사진(35㎜×45㎜)

외국인 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시에만

사진 부착
Photo only for

Alien Registration
(Reissued)

[  ] 등록증 재발급 
     REISSUANCE OF REGISTRATION CARD

[  ] 근무처변경ㆍ추가허가  / 신고
CHANGE OR ADDITION OF WORKPLACE

[  ] 체류기간 연장허가
     EXTENSION OF SOJOURN PERIOD

[  ] 재입국허가 (단수, 복수) 
  REENTRY PERMIT (SINGLE, MULTIPLE)

[  ] 체류자격 변경허가 
     CHANGE OF STATUS OF SOJOURN

[  ] 체류지 변경신고 
     ALTERATION OF RESIDENCE

[  ] 체류자격 부여 
      GRANTING STATUS OF SOJOURN

[  ] 등록사항 변경신고 
CHANGE OF INFORMATION ON ALIEN REGISTRATION 

성 명
Name In Full

성 Surname 명 Given names 漢字姓名 성 별 
Gender

[ ]남 M
[ ]여 F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Date of Birth or 
Alien Registration No. (If any) 

년
Year

월
Month

일
Day

외국인등록번호 후단
Registration No.

국 적
Nationality/
Others

여권 번호
Passport No.

여권 발급일자
Passport Issue Date

여권 유효기간
Passport Expiry Date

대한민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

전화 번호 Telephone No. 휴대 전화 Cell phone No.

본국 주소
Address In Home Country

전화 번호
Telephone No.

근무처
Workplace

원 근무처
Current Workplace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전화 번호
Telephone No.

예정 근무처
New Workplace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전화 번호
Telephone No.

재입국 신청 기간 Intended Period Of Reentry 이메일 E-Mail

 반환용 계좌번호(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에만 기재)
Refund Bank Account No. only for Alien Registration 

 

신청일 Date of application 신청인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신청인 제출서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 등 첨부서류)의 체류자격별ㆍ신청구분별 첨부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 등 첨부서류)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

서, 건설업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이 첨부서류로 되어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Consent for sharing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
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I, the undersigned, hereby consent to allow all documents and information required for the processing of this application to be viewed by the public 
servant in charge. As specified under E-government Law, article 36.  *If you disagree. you will present all related documents yourself.

신청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신청인의 배우자
Spouse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신청인의 부 또는 모
Father/Mother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공 용 란 (For Official Use Only)

기본 사항 최초입국일 체류자격 체류기간

접수 사항 접수일자 접수번호

허가(신고) 사항 허가(신고) 일자 허가 번호
체류자격

체류기간

결     재
담 당 소 장

가 / 부

수입인지 첨부란(Revenue Stamp Here) / 수수료 면제(exemption) [ ] (면제사유:                    )  심사 특이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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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E-3)

1. 비자(=사증) 종류와 신청 자격
l 신청 비자: E-3(연구)
l 초청 대상의 자격 요건(외국인)
1)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2) 이공계 석사 소지자로 3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포닥)
※ 인문계 학위 취득자 및 이공계 석사 취득 후 경력이 없는 경우도 신청 불가
l 초청 가능 기간: 기본 1년(계약서 상 기간에 따라)
(단, WCU 사업 초빙 연구원의 경우 그 이상도 가능)

2. E-3 비자 신청 절차

l 학과: 학교에 연구원 고용 신청을 마친 후 비자발급용 서류별도 준비, 제출
서류 준비 후 국제협력과에 사증 발급 공문 신청

l 산학협력단: 계약서 등 총장 직인은 산학협력단을 통해 날인 발급
l 국제협력과: 1차 서류점검, 신청서 총장직인 날인, 광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
자 신청

l 출입국사무소: 심사 후 사증인정번호 발급(국제협력과 담당자 문자로 통보》교
수 통보)

l 해당 국가내의 한국 대사관/영사관: 사증인정번호와 여권을 소지하고 방문한 초
청 외국인의 여권에 한국 비자 스티커 부착→입국 가능

3. 비자 신청 서류 준비
비자 신청을 위해서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학과 작성 서식> <외국에서 받을 서류>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2) 고용계약서

3) 초청사유서

4) 연구계획서

5) 국제협력과 협조 공문

1) 여권사본

2) 컬러 사진 1매(사진 원본 필요)

3) 학사, 석사, 박사 학위증 사본

4)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5) 영문이력서

6) 가족 동시 입국 시-가족 여권 사본, 결혼증명

(배우자 초청 시), 출생증명(자녀 초청 시)

7) 추가: 중국인의 경우-거민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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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작성 서식 상세 안내>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w 모든 비자발급 신청에 사용되는 공통 신청서.
w 피초청자는 초청 대상 외국인 연구원(외국 주소, 외국 연락처, 사진)
w 초청자는 전남대학교 총장(총장 인적사항, 학교 주소, 국제협력과 연락처)
w 2인 이상을 동일 서류로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 2페이지(별도 양식)
활용

2) 고용계약서
w 입국 후 학교 정식 계약서와 별도로 제출하는 출입국용 계약 서식임
w 계약당사자 A-총장, B-지도교수, C-연구원
w 계약기간 작성 시 비자발급 기간을 고려하여 서류 작성의 30일 이후 시점부
터 시작되도록 기입

w 연구원 서명을 받은 후, 지도교수 서명 날인
w 총장 직인의 경우 국제협력과에서 일괄 처리 가능

3) 초청사유서
w 초청자인 총장 명의로 발급되며 지도교수가 작성하는 초청 이유 설명서
w 외국인 인적사항, 프로젝트 명, 지도교수, 초청의 사유 등 필수 기입
w 내용 중 “**분야에 우수한 *** 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초
청하는 바입니다”라는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w 지도교수 직인 및 총장 직인란 반드시 필요

4) 연구계획서
w 외국 연구원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지도교수의 구체적 계획 설명서
w 연구 내용, 담당 업무, 담당 분야, 활용 계획 등 기술
w 내용 중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 연구원을 초청하여 활용하
고자 합니다”라는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w 지도교수 직인 날인

5) 국제협력과 협조 공문
w 각 학과 및 연구팀에서 비자 서류 수합 후 전체 스캔 파일 혹은 압축 파일로

만들어 비자 발급 협조 요청 공문에 첨부
w 사증신청서 발급을 위한 총무과 총장 직인 날인과 신청 기록 보존을 위한
내부결재 문서 작성을 위해 필요

w 빠른 진행을 위하여 협조 공문이 빠른 시일 내에 도착하여야 함.
w 학과→단과대 경로로 전송될 경우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음
w 수신자: 국제협력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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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학협력단 협조 공문

w 각 학과 및 연구팀에서 비자서류 수합 후 전체 스캔 파일 혹은 압축 파일로

만들어 비자 발급 협조 요청 공문에 첨부

w 계약서 초청사유서 발급을 위한 총장 직인 날인과 신청 기록 보존을 위한

내부결재 문서 작성을 위해 필요

w 빠른 진행을 위하여 협조 공문이 빠른 시일 내에 도착하여야 함.

w 학과→단과대 경로로 전송될 경우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음

w 수신자: 산학협력단

<외국에서 받을 서류 상세 안내>

1) 여권사본

w 여권의 개인정보 페이지 사본

2) 컬러사진 1매

w 외국 연구원의 컬러 사진(해상도 좋은 이미지 파일도 가능)

w 스캔 문서에 포함된 사진일 경우 접수 어려움

3) 학사, 석사, 박사 학위증 사본

w 모든 보유 학위증의 사본

w 석사 이수자는 석사학위증, 석박사 통합 학위는 박사학위증만 제출 가능

w 이수 중인 자 또는 수료자의 경우 취득예정 증명서도 필요

4)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w 현재 해당분야 연구, 근무 중인 경우 제출

w 박사 학위 미 보유자의 경우 경력 또는 재직 필수(3년 이상 경력 증명)

5) 영문이력서

w 신상정보(연락처, 주소), 교육 이력, 근무 이력 포함

6) 가족 동시 입국 시 서류

w 입국 할 가족들 개인의 여권 사본

w 배우자: 결혼증명서

w 자녀: 호적 및 출생증명

w 이외에 가족관계 증명 서류 추가 제출 가능

7) 추가서류(중국 국적 초청 시)

w 거민신분증(거민증) 사본

4. 비자 신청 이후

l 소요기간: 공문 및 서류 전송 이후 3-5일 이내 출입국 사무소 접수→접수 후

7-14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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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출입국 사무소→국제협력과로 사증번호 전송→전송 즉시 해당학과 아르미 메일

로 전달→외국인 연구원에게 통보→한국대사관/영사관 방문 비자 부착→입국

l 입국 이후: 정식 고용계약 작성,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

l 사업 중단 및 고용계약 변동 시-원칙적으로 즉시 출국하도록 되어 있음. 사업

중단이나 고용 변동 사유가 예상될 경우에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연구 프로젝

트 1개를 추가로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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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무소 위치

Bus ◎ Get off bus (16, 36, 47) at 'Seo-Gwangju Woocheguk' bus

stop and walk straight for 1000 feet (300m) in the direction of

Gwangdeok high school.

◎ Get off bus (30, 36) at 'Gwangdeokgo' bus stop and walk

straight for 1000 feet (300m) in the direction of the former 2nd

Administrative Office of Gwangju.

◎ Get off bus (16, 20, 47, 50, 61, 73 77) at 'Yeomju Sageori' bus

stop and walk straight for 1200 feet (400m) in the direction of

Gwangdeok high school.
Subway ◎ Get off at Hwajeong Station and keep straight in the direction of

Kumho Apt. (10 minutes walking distance)
Taxi ◎ To Gwangju Chulipguk Samuso "광주 출입국 사무소", it will

take 20 minutes. Fare: around 8,000 won

외국인 등록

l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

나, 학기 초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업무량 과다로 담당직원이 인솔하여 학

교별 일괄 접수를 추천함

l 입국 후 9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함

l 필요 서류: 전남대학교 사업자등록증 사본, 여권, 컬러사진 1매(흰색 배경),

수수료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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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get a Korea Research Visa

The documents to submit for the visa are as follows:

1) A Copy of your Passport Information page

2) Copies of your Diplomas (Bachelor's, Master's, Ph.D)

3) Certificate of Employment

4) Resume (in English)

※ A copy of Resident Identification Card is required for a Chinese researcher.

If you want to come to Korea with your family members, you should send us

following documents.

1) Copies of your family members' passports

2) Certificate of Marriage

3) Certificate of Birth

※ You should attach the English translations of the documents if they are not

written in English.

After all the required documents are prepared, CNU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will apply for a visa in the Korean Immigration Office. The visa

issuance number will be informed, then you may go to the Korean

Embassy/Consulate in your country with your passport to get your visa.

영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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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체류 자격 유지

종류 외 국 인 등 록 (필수)

내용
외국인 학생들은 입국 후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

을 하여야 한다.

필요서류

n 신청서

n 여권

n 컬러 사진 1장 - 35X45mm

n 재학증명서

n 거주지증명서

n 수수료: 3만원

비고

※ 외국인등록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이후 외국인학생들로부터 필요서

류를 접수하여 국제협력과에서 일괄적으로 신청.

※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기까지는 약 2주 ~ 한달의 시일이 소요되므로 

여권으로 은행 계좌 개설필요. (제1학생회관 내 광주은행 담당자와 협의)

종류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내용

þ 외국인등록증이 분실되거나 없어진 때

þ 외국인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때

þ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때

þ 외국인등록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된 때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필요서류

n 신청서 

n 여권

n 컬러 사진 1장 - 35X45mm

n 재학증명서

n 외국인등록증 분실 사유서 1부

n 거주지증명서

n 수수료: 3만원

비고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은 약 1주일 정도 소요되므로 재발급기간 동안 

여권 사본을 준비하여 해당 학생이 소지하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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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체류자격 변경

내용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  
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서류

n 신청서 

n 여권

n 재학증명서 또는 표준입학허가서

n 성적증명서

n 예금잔액증명서 - 2백만원 이상

n 초청사유서 있으면 첨부(단기연수에서 유학비자로 바꿀 때)

n 수수료: 13만원

비고
※ 언어연수생(D-4)이 학부생(D-2)으로 입학한 경우:
n 표준입학허가서/등록금납입확인서/예금잔고증명서/신청서/수수료:130,000

종류 체류기간 연장 (필수)

내용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필요서류

<학부생>

n 신청서 

n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n 재학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n 등록금 납입증명서 또는 장학금수혜증명서

n 성적증명서

n 거주지증명서

n 수수료: 6만원

<석·박사 논문연장>

n 신청서 

n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n 수료증명서 

n 지도교수추천서

n 거주지증명서 

n 수수료: 6만원

n 수료생의 경우 재정보증서(70만원/월)

비고
※ 체류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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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체류자격외 활동 2 - 연구보조원 (안내필수)

내용

þ 유학(D-2)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학업과 연구가 병행되는 연구실 프로

젝트, 강의조교, 실험조교 등 정식 취업이 아닌 연구 활동을 하면서 

이에 대해 장학금 외의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필요서류

n 신청서 

n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n 재학증명서(1학기 이상 수학완료)

n 체류자격 외 활동 확인서

n 수수료: 1만원

종류 체류자격외 활동 1 - 아르바이트 (안내필수)

내용

þ 체류외국인이 현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그 체류자격에 관련되는 활

동외의 다른 활동을 병행하여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체류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취업 허용분야>

¤ 전공과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종(사회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직종)

¤ 통역, 번역, 도서관 사서정리, 환경정비, 음식업 보조, 일반사무보조

¤ 취업분야가 아닌, 그 밖의 단순노무 분야

¤ 사설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외국어 회화지도 활동(요건을 갖춘 자)
<취업 제한분야>

¤ 산업기밀 차원에서 취업제한이 필요한 첨단산업체와 연구소

¤ 유흥업소 등에서 유흥 접객원, 사행행위 영업장소에 취업하는 행위

¤ 개인과외 교습행위

필요서류

n 신청서 (통합양식으로 변경*)

n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n 재학증명서 (1학기 이상 수학완료)

n 사업자등록증 

n 수수료: 1만원

비고

※ 월~금: 주당20시간 / 주말: 상관없음

※ 6개월 이상 계속 수학한 학생들만 허용

※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사항이 있으므로 학생들은 출입국사항  

을 잘 숙지해야함.

※ 신청서 및 지도교수 추천서양식이 2***. 6. 8일자로 통합되어 하나의  

표준양식으로 변경됨. (고용주, 지도교수, 유학생담당자 확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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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체류자격외 활동 2 - 연구보조원 (안내필수)

비고

※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사항이 있으므로 학생들은 출입국

사항을 잘 숙지해야함.

※ 회화지도 E-2 비자: 강사를 하고자 할 때는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검  

진서가 필요하며, 범죄경력증명서는 본국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함

종류 재 입 국 허 가 (필수)

내용

대한민국에서 91일 이상 체류하게 되어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필요서류

n 신청서 

n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n 수수료: 단수 - 3만원 / 복수 - 5만원 

n (단, 정부초청장학생은 장학생증명서 제출 시 면제)

비고
※ 단수: 1회에 한하여 재입국가능, 최장기간 1년 

※ 복수: 2회 이상 재입국가능, 최장기간 2년 

종류 주 소 지 변 경 신 고

내용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그의 체류지를 변경하고자 한 때에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체류지의 시·군·구의 장 또는 신체류지를 관할  

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

n 체류지변경신고서

n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n 수수료: 없음 

비고 ※ 주소지 변경신고는 북구청에서 개별적으로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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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복수 재입국 허가 (Entries /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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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통합신청서 (신고서)
APPLICATION FORM (REPORT FORM)

□ 업무선택 SELECT APPLICATION
[  ] 외국인 등록 
     ALIEN REGISTRATION

[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ENGAGE IN ACTIVITIES NOT COVERED BY THE 

STATUS OF SOJOURN PHOTO
여권용사진(35㎜×45㎜)

외국인 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시에만

사진 부착
Photo only for

Alien Registration
(Reissued)

[  ] 등록증 재발급 
     REISSUANCE OF REGISTRATION CARD

[  ] 근무처변경ㆍ추가허가  / 신고
CHANGE OR ADDITION OF WORKPLACE

[  ] 체류기간 연장허가
     EXTENSION OF SOJOURN PERIOD

[  ] 재입국허가 (단수, 복수) 
  REENTRY PERMIT (SINGLE, MULTIPLE)

[  ] 체류자격 변경허가 
     CHANGE OF STATUS OF SOJOURN

[  ] 체류지 변경신고 
     ALTERATION OF RESIDENCE

[  ] 체류자격 부여 
      GRANTING STATUS OF SOJOURN

[  ] 등록사항 변경신고 
CHANGE OF INFORMATION ON ALIEN REGISTRATION 

성 명
Name In Full

성 Surname 명 Given names 漢字姓名 성 별 
Gender

[ ]남 M
[ ]여 F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Date of Birth or 
Alien Registration No. (If any) 

년
Year

월
Month

일
Day

외국인등록번호 후단
Registration No.

국 적
Nationality
/

Others

여권 번호
Passport No.

여권 발급일자
Passport Issue Date

여권 유효기간
Passport Expiry Date

대한민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

전화 번호 Telephone No. 휴대 전화 Cell phone No.

본국 주소
Address In Home Country

전화 번호
Telephone No.

근무처
Workplace

원 근무처
Current Workplace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전화 번호
Telephone No.

예정 근무처
New Workplace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전화 번호
Telephone No.

재입국 신청 기간 Intended Period Of Reentry 이메일 E-Mail

 반환용 계좌번호(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에만 기재)
Refund Bank Account No. only for Alien Registration 

 

신청일 Date of application 신청인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신청인 제출서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 등 첨부서류)의 체류자격별ㆍ신청구분별 첨부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 등 첨부서류)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

사항전부증명서, 건설업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이 첨부서류로 되어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Consent for sharing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I, the undersigned, hereby consent to allow all documents and information required for the processing of this application to be 
viewed by the public servant in charge. As specified under E-government Law, article 36.  *If you disagree. you will present all 
related documents yourself.

신청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신청인의 배우자
Spouse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신청인의 부 또는 모
Father/Mother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공 용 란 (For Official Use Only)

기본 사항 최초입국일 체류자격 체류기간

접수 사항 접수일자 접수번호

허가(신고) 사항 허가(신고) 일자 허가 번호
체류자격

체류기간

결     재
담 당 소 장

가 / 부

수입인지 첨부란(Revenue Stamp Here) / 수수료 면제(exemption) [ ] (면제사유:                    )  심사 특이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지도교수 추천서

대상자

성명
외국인
등록번호

학과(전공) 이수학기

전화번호 e-mail

취업예정

근무처

업체명 업종

주소

고용주 (인 또는 서명) 전화번호

취업기간 급여(시급)

근무시간 평일 : 토․일요일 :

위 유학생은 본인이 지도하는 학생으로서 현재의 학습 및 연구 상황으로 볼 

때, 상기 예정된 시간제취업 활동을 통해서는 학업(또는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

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추천합니다.

20 . . .

지도교수

소속 및 직위

성명 (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귀하

유학생담당자
확인란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성명 (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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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버디 프로그램

가. 목적
○ 외국인 학생과 내국인 학생을 매칭하여 지속적인 친구관계 형성․유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 외국인 유학생은 학교생활 적응 및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내국인 학생에게는

유학생을 통한 국외문화체험과 글로벌 비전을 제시함.

나. 관련법규
○ 「매년 예산 편성에 따라 학습프로그램」계획

다. 주요내용
○ 외국인 학생과 내국인 학생을 매칭하여 월 2회 이상 만남을 갖고 계획에 맞추어

학기 말까지 활동 시 활동비를 지급하고 활동이 끝난 후 우수팀(9∼10팀)을

시상하며, 활동 후 증명서 발급

❍ 지원조건: 월 2회 이상 활동 실시, 중간 및 최종 활동 보고 제출 시 활동비 지급

라. 업무절차 (업무흐름도)

순번 업  무 내   용

1 실시 계획안 마련, 내부결재 -세부 계획안 마련(선발인원 및 시기, 지원금 등)

2
프로그램실시 선발안내 및 협조요청 

공문 

-세부 계획안을 바탕으로 선발 안내

-국제협력본부 홈페이지 및 학생 홍보

3 학생선발(내/외국인 학생)하여 매칭
-면접심사를 하여 활동자 선발

-최종선발자의 희망사항에 맞추어 매칭

4 합격자 발표
-국제협력본부 홈페이지에 프로그램 합격자 공고

-합격자 주의사항 및 오리엔테이션 안내

5 오리엔테이션 진행
-한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의 만남 주선

-프로그램 월별 활동안에 맞추어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

6 활동계획서 수합 -활동계획서 수합 (목표, 계획, 교외활동 등)

7 중간 활동보고서 수합 -월 2회 만남을 기본으로 중간보고서 수합하여 담당자 확인

8 최종보고서 수합 -학생의 활동계획서와 월별 계획안에 따라 실행 여부확인

9 우수 참여팀 시상 -최종보고 이후 우수한 성과를 보인 팀에게 시상

10
지원금 지급 및 참여학생 

자기계발활동기록부 등재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학생에 한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융합인재교육원에 자기계발활동기록부 등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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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원대상
○ 공통

-재학생 버디: 학부 재학 및 휴학생

-외국인 버디: 신규 입국 교환학생, 학부 신·편입생

바. 선발방법 및 매칭 방법
○ 선발: 면접 심사

○ 선발기준

-동일 전공 및 유사전공

-외국어 구사 가능자(영어, 중국어, 일본어)

-봉사활동 유경험자(자기계발활동기록부 봉사활동 기재)

○ 매칭순서

- 동일전공(유사전공)

- 성별, 언어권

- 취미 등 동일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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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CAMPUS-Asia AIMS 학생교류 사업

가. 목적
○ 경제협력 핵심 파트너인 ASEAN 10개국 대학과의 교류 활성화

※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10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 AIMS사업 회원대학 간 학부생 교환학생(초청 또는 파견) 프로그램 운영

※ AIMS(ASEAN International Mobility for Students)

나. 관련법규
○ 전남대학교 학칙 제 43조의 ①, ②

○ 전남대학교 외국기관과의 학술교류에 관한 시행지침 제3장, 제4장

○ 전남대학교와 외국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서 및 부속협정서

다. 주요내용
○ 사업계획서/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 AIMS 국비장학생 초청 및 파견(학생교류)

○ AIMS 프로그램 운영 및 학점 교류

○ AIMS Review Meeting 연례 총회 참석(연 1회/사업기간: 5년(‘16~’20))

라. 업무절차(업무 흐름도)
○ 교환학생 파견

순번 내용 상세업무

1
사업계획서 제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측으로 상/하반기 사업 계획서(세부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제출 및 승인

2
사업비 수령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대교협으로부터 상/하반기 사업비 수
령 후, 대학회계로 편입

3
학생파견 논의
(AIMS 회원대학 간)

- 교류 인원 파악(양방향 교류 균형이 원칙) 후 지원서 제출 마감일 
확인/등록금 면제 및 숙식 제공 등 지원조건 합의

4 교환학생 파견 계획수립
- 파견기관, 기간, 인원, 외국어능력 확인 후 선발계획 수립
- 학교지원내용(학점인정, 학생 체재비)
- 선발시험 일정

5 공고 및 접수 - 홈페이지 및 현수막, 문자, SNS 활용(접수: 국제협력본부)

6 선발시험
- 심사위원 초청 및 학생 선발
- 외국어구술 및 일반 면접 실시

7 합격자 발표 - 합격자 결정 내부 결재 후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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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학생 초청

순번 내용 상세업무

8 합격자 오리엔테이션
- 합격자 유의사항 및 영어 발표 지도 
- 추후 일정 및 추가 제출서류 안내

9 파견대학 지원서 작성 - 지원서 및 제출기한은 상대대학에 한 학기 전 문의

10 파견준비

- 파견대학 수강과목 확인→이수계획서작성→학과장→국제협력과
- 수강신청
- 비자관련 서류 수령
- 비자 발급: 대사관 문의
- 항공권 예약
- 보험가입
- 2차서류수합: 항공권/보험/이수계획서/서약서
- 학생체재비 입금
- 아르샘 교류학생 등록

11 파견
- 출국일 확인 후 본인 계좌로 입금
- 월별 활동보고서(총6회) 제출 후 피드백 수합

12 사후관리
- 성적표 수합
- 소속학과에서 성적인정
- 필요시 현지 방문 및 임장지도

13
결과보고서 제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측으로 상/하반기 사업 실적보고서
(세부 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서) 제출 및 승인

- 사업비 정산 및 잔액 반납

순번 내용 상세업무

1
AIMS 회원대학 지원서 
발송

- 온라인 지원 링크 이메일 발송
- 직전학기 및 1년 전 영어강의 리스트 송부 
- 우리대학 안내 FACT SHEET 송부 

2
AIMS 회원대학과 
학생교류 논의

- 파견 및 초청 인원/기간/지원서 제출 마감일/숙식제공 여부 논의
- 수학가능학과 등 자격요건 논의

3 안내 및 접수 
- 생활관 입주 및 학사일정 검토
- 희망자 지원서 우편접수 

4 수학검토 요청 
- 지원서 접수: AIMS 회원대학→국제협력과
- 서류 및 자격기준 검토: 국제협력과
- 전체 합격자 명단 각 단과대학 통보: 국제협력과→단과대학

5 표준입학허가서 발송

- 외국인유학생정보시스템 등록, 표준입학허가서 작성 
- 자매대학에 합격통지 및 표준입학허가서 발송
- 수강신청, 픽업일정 등 안내메일 발송 
- 입국 안내
- 아르샘 교류학생 등록

6 초청 준비 

- 수강신청 희망과목 접수 
- 기숙사 신청(생활관 온라인) 및 납부(생활관 가상계좌)
- 수강신청(소속학과, 학사과)
- 공항픽업 학생 섭외 및 차량 예약
- 한국인버디 1:1 매칭 후 오리엔테이션 실시

7 초청 및 프로그램 운영

- 인천공항 픽업 
- 초청교환학생 환영회 및 오리엔테이션 실시 
- 생활관 지문등록 및 보건소 신체검사 
- 강의실 안내(캠퍼스 투어)
- 은행계좌 신청: 여권, 한글이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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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연수기관 공모를 통해 사업단을 선정하여, 5년간(2016~2020학년도)

운영 예정임.

순번 내용 상세업무
- 외국인등록증 신청: 3만원 및 여권 필요, 출입국사무소 방문

   (사진: 흰색 배경, 귀가 보이는 사진 준비)
- 학생증 발급: 외국인등록번호 발급 후 가능
- 한국어강좌 신청: 7주 과정 2회 지원
- 실험실습(공학계열)/언어문화교류프로그램(언어문화계열) 진행
- 기관방문 및 문화체험 실시(총 6회)
- 설문조사 및 귀국 전 환송회 실시

8 성적표 발송
- 성적표 발급(학사과 협조) 
- 우편발송: 국제협력과→AIMS 회원대학

9

AIMS Review Meeting 
연례 총회 참석 및 
AIMS 참가대학 간 교류 
논의

- AIMS 사업 참가대학 프로그램 성과보고회의 및 정보공유
- 국가별 세션 참석 및 국제교류 관계자와의 네트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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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중남미 이공계 초청연수 사업

가. 목적
○ 우리대학 이공계 학문의 우수성을 경험하고 산업 발전상을 체험하여 중남미

국가 유학생 유치 확대 및 중남미 국가와의 교육협력

나. 관련법규
○ 전남대학교 학칙 제 43조의 ①, ②

○ 전남대학교 외국기관과의 학술교류에 관한 시행지침 제3장, 제4장

○ 전남대학교와 외국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서 및 부속협정서

다. 주요내용
○ 연수기관 공모 준비(1차 서류심사, 2차 PT발표심사)

○ 우수 초청연수생 선발 및 관리

○ 프로그램(전공강의, 실험실습, 기관방문, 문화체험) 기획 및 실행

○ 사업비 집행 및 회계 관리

라. 업무절차(업무 흐름도)

국립국제교육원 연수기관 모집 선발 공고 ➞  연수기관 공모(1차 서류, 2차 PT발표) ➞
1월 2월

연수기관 선정 결과발표 및 운영계획서 작성 ➞
연수생 추천 및 선발

➞
프로그램 세부 계획 수립

3월  5월~6월

프로그램 운영
(전공강의, 실험실습, 기관방문, 문화체험 등)

➞ 프로그램 종료 후 결과보고 및 의견수렴, 
사업비 정산 및 잔액 반납

7월~8월(5주)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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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세부업무내용 및 관련 서식

구분 세부내용

홍보 및

사전 준비

- 프로그램 홍보: 자매대학, 대상 국가 주한대사관, 전남대 재학 유학생을 대상

으로 프로그램 안내 및 우수 연수생 추천 부탁

- 업무담당자 사전협의회 참석(국립국제교육원 주관): 연수생 선발 및 관리 방

안, 안전 관리 방안 등 논의

- 학생 선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제시하는 평가 기준을 중심으로 우수 연수생

추천 →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최종 연수생 선발 후 통보

- 연수생 왕복 항공권 구입(나라장터)

- 인천공항 픽업/샌딩 계획

- 기숙사 방 배정(생활관 협조) 및 식사 계획 수립

- 초청연수생 국내 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 계획 수립

- 제작물 준비: 가이드북, 현수막, 전공강의 서적
기본

프로그램

-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안내 및 안전교육, 캠퍼스 투어, 환영회 등

- 통합 수료식: 수료증 전달, 연구결과발표회 진행 및 시상 등

전공강의
- 전공강의 교수 섭외 및 하계 계절학기 신청(학사과 협조)

- 성적입력 후 성적표 출력: 프로그램 종료 후 성적표 원본 발송

한국어특별강의
- 한국어특별강의 강사 섭외 및 장소 확보(언어교육원 협조)

- 한국어특별강의 운영 및 중간점검

실험실습

- 이공계 프로그램(전공강의, 실험실습 등) 전담 코디네이터 교수 섭외 및 위촉

- 담당 학과에서 실험실습 멘토 선발 및 배정

- 실험실습에 필요한 장소, 재료 무상 제공

- 각 실험실습 팀별 연구주제 계획 수립 및 운영 관리

- 연구결과발표회를 위한 포스터(연구결과물) 제작

기관방문 및

문화체험

- 초청연수생의 전공과 관계있는 산업체 또는 연구소에 방문 요청

-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단체에서 제공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 탐색

- 지역특색 및 전통성을 중심으로 외국인 초청연수생에게 적합한 기관방문지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선정

- 프로그램 계획(일시, 대상, 장소, 참가비, 세부내용 등) 수립 및 버스 임차

- 사전답사(필요시) 후 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 및

정산

- 프로그램 종료 후 결과보고서 작성(내부결재, 국립국제교육원으로 제출)

- 초청연수생 대상 설문조사 실시 및 추후 개선점 파악

- 사업비 정산 및 잔액 반납(→국립국제교육원)

바. 협력 기관
○ 단과대학: 전공강의, 실험실습 관리 및 시설물 제공 협조

○ 언어교육원: 소속 강사 섭외 협조, 시설 대여(교실 및 강당)

○ 총무과: 차량 및 시설물 사용 협조

○ 생활관: 초청연수생 숙소 제공

○ 교내 식당: 환영회 장소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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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은 매년 연수기관 공모를 통해 사업단을 선정함. 선발된

사업단은 연수기간동안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추후 해당 국가 출신 유

학생 유치 자원 확보를 도모. 전남대학교는 2015년도 ‘ASEAN 이공계 초청연수’

사업단으로 선정되어 단기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바 있음.

서식 1-1 중남미 이공계 초청연수 홍보 이메일 발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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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2 초청연수생 지원서 양식(국립국제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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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3 초청연수생 합격통지서 양식(국립국제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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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4 홍보물(가이드북) 예제



   

행정업무편람

학무본부 

◔ 교학과

◔ 기획협력팀

학무본부

교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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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수캠퍼스 시간강사 위촉

가. 목적
○ 전임교원이 담당할 수 없는 교과목에 대해 시간강사를 위촉하여 차질 없

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함

나. 관련법규
○ 전남대학교 학칙 제11조

○ 전남대학교 교학규정 제35조

○ 전남대학교 비전임교원 인사에관한규정 제26조, 제27조

○ 전남대학교 교원 인사에관한규정 제10조

다. 주요내용
○ 위촉시기 : 년 2회(3월 1일, 9월 1일)

○ 위촉기간 : 학기 단위로 위촉

○ 자격기준

- 우리대학교 교원인사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를 임용함을 원칙으로 함

○ 구비서류

구  분 전업(순수시간강사) 비전업

신규위촉

․ 시간강사 조서 1부

․ 최종학위증명서(박사) 1부

․ 사회보험가입내역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

․ 급여관련 신고서 1부

․ 시간강사 조서 1부

․ 최종학위증명서(박사) 1부

․ 출강동의서 1부

․ 재직증명서 1부

․ 급여관련신고서 1부

재 위 촉

․ 시간강사 조서 1부

․ 최종학위증명(변경자만해당)

․ 사회보험가입내역확인서 1부

․ 급여관련신고서(변경자만) 1부

․ 시간강사 조서 1부

․ 출강동의서 1부

․ 급여관련신고서(변경자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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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촉 내신 시 유의사항

- 담당 시간이 9시간을 초과한 내신자에 대해서 위촉을 불허함. 단, 광주

캠퍼스와 여수캠퍼스에 중복 출강한 경우에 한하여 15시간까지 위촉 가

능(단, 박사학위 미소지자는 14시간)

- 명예교수, 초빙교원, 겸임교원, 객원교원, 학술연구교수, 계약교수, 전임

연구원, BK박사후연구원 등은 시간강사 위촉 내신 불가(박사 후 과정

생은 위촉 하여야 함)

- 2개 이상의 대학에서 강의를 담당할 경우 담당시간수가 많은 대학에서

내신하고, 사전에 협의(공문서 시행 등)하여 대학별로 동일인을 중복 내

신하거나 과목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 강의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촉기간 동안 신분변동의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도 책임지고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안내

- 위촉 내신 기한이 경과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 누락․착오 등의

사유로 시간강사를 추가 위촉 내신함으로써 학사업무에 차질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함

라. 업무절차(업무 흐름도)

해당 단과대학으로 시간강사 위촉 내신요구


대학(원)장의 내신


검토

 - 전임교원의 책임시간 수 충족여부

 - 위촉시간 초과여부 및 구비서류 충족 여부


교무과로 위촉 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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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금 재원(감면) 외 장학생 선발

가. 목적
○ 도전적이고 발전가능성과 미래 비전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학업 성취

도 향상 및 자기 주도적인 학습 분위기 창출

○ 교육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의 적극 참여를 통한 학생 개인역량 강화로 취

업률 제고

나. 관련법규
○ 전남대학교 장학금관리 지급지침

○ 전남대학교여수캠퍼스발전기금재단 운영계획

다. 등록금재원(감면) 외 장학금 종류

○ 전남대학교여수캠퍼스발전기금재단 수학보조금

○ 전남대학교여수캠퍼스발전기금재단 학업능력향상지원금

○ 전남대학교여수캠퍼스발전기금재단 학군단 장학금

라. 업무처리 주요내용
○ 전남대학교여수캠퍼스발전기금 장학금 운영 계획

(재단에서 배정된 재원 내에서 지급인원, 지급액, 자격 등 결정)

○ 기존 단과대학별 균등배분 지급 방식을 탈피하여 자기주도적인 학습분위

기 창출을 위한 배분방식 결정

○ 발전기금 재단에서 각 학생 개인별 계좌 입금 처리

○ 장학생 전산입력 및 확인

마. 업무절차(업무 흐름도)

운영계획 수립 ➞ 지원자 접수 ➞ 지원자 심사 및 선발 ➞

선발자 확정 통보  ➞ 지원금 지급 요청
(발전기금이사장)  ➞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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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외장학금 지급

가. 목적
○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곤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장학재단의
추천요건에 합당한 자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면학분위기 조성

나. 관련법규
○ 교외장학금관리 규정 및 지침

○ 장학금 지급기관의 지급규정 또는 지침

다. 주요내용
○ 장학금 지급기관 : 공공기관, 장학재단, 기업체 및 기타단체, 개인 등
○ 지급기준 : 각 장학재단의 추천요건 준수

라. 업무절차(업무 흐름도)

외부장학생 추천의뢰 접수
(외부 장학기관→교학과)


해당대학(원)으로 추천의뢰

(교학과→해당대학(원))


해당대학(원)의 추천서류 심의 및 선발

(해당대학(원)→교학과)


장학생 추천 통보

(교학과→외부 장학기관)


장학금 송금

(외부 장학기관→교학과)


학생 개인별 계좌입금
(교학과→대상 학생)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 

(교학과→외부 장학기관)


장학생 전산입력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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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학전형 지원 업무

가. 목적
○ 우리 대학교만의 특징과 입학전형 안내 등 입시홍보를 통해 우수한 입학

자원을 확보하여 학교 경쟁력 강화에 기여

나. 주요내용
○ 수시 및 정시 입학전형 홍보

- 수시 및 정시 대비 전남 동부권 고등학교 방문 입학전형 설명회 개최

- 전남지역 고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조기에 진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학과(전공)탐색 및 교육시설 견학 등 체험행사 운영

다.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 고등학교 방문 입학전형 설명회 개최

입학전형 설명회 계획 수립


방문 대상 고교 파악


고등학교별 방문 설명회


결과 보고

○ 고교생 초청 진로체험 행사 개최

진로체험행사 계획 수립


초청 대상 고교 파악


진로체험행사 개최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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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증명 및 스마트카드 발급

가. 목적
○ 제증명 및 신분증(스마트카드) 등 민원신청 사항을 다양한 발급매체를

통하여 민원인에게 신속·정확하게 효율적으로 발급 처리하기 위함

나. 관련법규
○「전남대학교 교학규정」제9장 보칙 제71조~제74조

○「전남대학교 학생증발급규정」

○ 「전남대학교 –광주은행 스마트카드시스템 구축 협약」

다. 주요내용
○ 교직원 제증명 발급 및 스마트카드발급

○ 학생 제증명 발급 및 스마트카드발급

○ 교원자격증 재발급

○ 스마트카드(학생증) 발급

○ 학적기재사항(성명,주민번호) 정정

○ 졸업대장 및 학적부 관리

○ 자동증명발급기 운영, 유지보수

○ 학력조회 회보

○ 학적민원 전반에 관한 상담

○ 민원우편, 팩스민원으로 제 증명 서비스 지원 업무

라. 업무 흐름도
○ 교직원 및 비교직원의 제증명 및 공무원증(신분증) 발급

○ 교원자격증 재발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신청
ð

발급(아르샘)
ð

통계

(민원) (교학과) (교학과)

신청
ð

발급(아르샘)
ð

증명수수료 수납
ð

제증명 통계 및 정산

(민원) (교학과) (교학과) (교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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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민원, 민원우편으로 제증명 서비스 지원 업무

○ 인터넷증명발급 제증명 서비스 지원 업무

○ 학적부 기재사항의 정정

○ 자동증명발급기 유지보수

○ 학력조회 회보

신청 ð
발급

(G4C, 아르샘) ð 증명수수료 수납 ð 제증명 통계 및 정산

(민원) (교;학과) (교학과) (교학과)

신청 ð
접수

(우편, 팩스) ð 정정(아르샘) ð 학적원부 정정

(민원) (교학과) (교학과) (교학과)

신청(홈페이지)
ð

발급
ð

증명수수료 수납
ð

제증명 통계 

(민원) (교학과, 대행업체) (대행업체) (교학과)

고장 접수 ð 고장사항 확인 ð 수리 ð 월별 유지보수비 정산

(교학과) (교학과) (교학과, 업체) (교학과)

공문 접수 ð 학력조회자 확인 ð 학력회보 내용 출력 ð 공문 발송

(교학과) (교학과) (교학과) (교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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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학과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가. 목적
○ 학생들의 봉사 정신 구현 및 건전한 과외 활동을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봉사 교과목을 개설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
봉사단을 구성, 교과과정에 따라 봉사 기본 교육 및 실습 이수 지원

○ 개인의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의지를 강화시켜 정신적 건강을 향상시키며
사회의 도덕적 발달을 도모

나. 주요내용
○ 봉사활동 계획서의 실현가능 여부 검토

- 봉사활동의 사회 기여도 정도
○ 사회봉사 기관의 동의 여부

○ 사회봉사과목 이론교육 실시
- 세부계획 수립

- 수강신청자 인원 파악 및 기본소양 교육
- 사회봉사활동

- 중간, 기말 사회봉사확인서 및 봉사실적 내역 제출
- 학점 인정

다. 업무절차(업무 흐름도)

사회봉사 기관과의 협의 및 세부계획 수립


기본 소양교육 실시


봉사활동 실시(사회봉사 대상기관)


중간․기말 사회봉사확인서 및 봉사실적 내역 제출


학점 인정 및 결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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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상담

가. 목적
○ 원만한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을 준비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당면

하고 있는 성격문제, 가정문제, 이성문제, 대인관계, 진로문제, 취업문제

등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

나. 주요내용
○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자진 내방한 내담자들이나 심리검사를

통하여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담자들을 그 대상으로 개인상담을

실시

○ 긍정적인 자아상 확립을 지원

○ 문제해결능력 향상

○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 적응능력을 향상

다.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상담 신청( 방문접수)


접수상담 실시


부적응 정도에 따라 기초심리 검사 실시


내담자와의 상담목표 및 상담 일정 협의


주 호소 문제 에 대해 주1회 상담
※심각한 경우 병원 등 전문기관 의뢰


종결

- 693 -

8. 집단상담

가. 목적
○ 집단 활동을 통해 본교 재학생들의 대인관계와 사회적 적응능력을 증진

할 수 있도록 조력

나. 주요내용
○ 매학기 및 방학 동안 카운슬러 협의를 통해 실시될 프로그램을 선정한다.

자아성장 프로그램, 대인관계 증진 프로그램, 발표불안감소 프로그램, 자기

표현 향상 프로그램, 성격이해 프로그램,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각 프로그램은 1회기를 약 2시간～3시간 정도로 실시하고 총 5회～8회의

장기프로그램과 1회만 진행하는 단기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진행

○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원만하고 효과적인 대인관계 형성을 도움

○ 자아 정체감 확립 및 자기이해, 자기수용, 자기노출 등을 통해 자아 성장을

도모

다.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카운슬러 및 학부(전공)협의를 통해 장·단기상담 프로그램 결정


프로그램 홍보


집단원 모집 및 접수


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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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심리검사 및 해석상담

가. 목 적

○ 표준화된 심리검사를 통해 재학생의 자기탐색, 진로탐색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도록 도움

○ 심리적 부적응(학교생활 부적응, 대인관계 어려움, 이성문제, 성격문제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개인상담 및 보다 심층적인 조력을 받는 기초자료로

활용

나. 주요내용

○ 자신의 성격 유형을 알아보는 검사(MBTI), 진로탐색을 위한 검사(홀랜드

적성탐색검사, 생애진로검사), 심리적 부적응을 알아보는 검사(성격진단

검사, 다면적 인성검사, 대인관계검사 등)를 실시

○ 검사 목적에 따라 워크숍 및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기이해, 진로탐색을

객관적으로 파악

○ 심리적 부적응을 다루는 검사(다면적 인성검사)는 검사 해석 상담을 개

별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개인 상담으로 연결

다. 업무 절차(업무 흐름도)

심리검사 종류 및 검사일정


(학생) 심리검사 접수


예약 일자에 방문하여 심리검사 실시


심리검사결과 배부(2주 소요, 해석 상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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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성희롱 ․ 성폭력 예방

가. 목적
○ 본교 구성원들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

○ 성희롱․성폭력의 예방과 상담 및 피해자 보호 등을 함으로써 학내에서

예상되는 성희롱․성폭력 발생에 따른 상담 및 사건 접수

나.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20조

○ 양성평등 기본법 제 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인권센터 규정 제 7조, 9조

다. 주요내용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지원 및 상담

○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 등을 관련하여 사건 접수

○ 여수캠퍼스 사건관련 업무 지원

라.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사건 접수 절차

상담 및 신고사건 

접수 ➞
공식 처리, 

중재 및 피해상담 ➞ 공식 처리 요청

인권센터로 접수 ➞ 피해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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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관리

가. 목적
○ 학교시설이나 학교경영과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생긴 신체손해에 대하여 법적 배상책임에 의하여 치료비를 보상함으로

써 학생의 복리증진에 기여

나.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개요
○ 가입대상 : 본교 재학생(대학원생 및 대학원 수료 후 등록생 포함)

○ 보험기간 : 1년

○ 적용보험 : 기본보험 + 구내치료담보추가보험

다. 추진절차
○ 재학생 대상 안내

○ 서류 수합 및 보험회사 송부

다. 업무절차(업무 흐름도)

사고 발생


보험금 청구서 작성

(사고경위서, 확인서, 진단서, 재학증명서 등, 진료비 계산서 구비)


보험금 청구서 보험회사 송부


접수․처리(보험회사)


배상금 개인계좌 지급(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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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가. 목적
○ 학생들의 원활한 수업 지원 및 대학 구성원의 건전한 활동 지원

○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의 장 제공을 통한 지역민들과의 유대 강화

나. 체육시설 개요
○ 부지면적 : 400,369㎡

○ 연면적 : 5,303.52㎡

○ 건축면적 : 2,908.99㎡

○ 층수 : 지상5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

○ 주요시설

- 체육관 : 농구장, 배구장, 핸드볼 등 구기종목 경기 가능(관람석 : 962석,

강당 : 1,030석, 기타 교수실 및 세미나실, 다목적실 등 부대시설)

- 운동장 : 대운동장, 소운동장

- 테니스장 : 2개소

- 풋살구장 : 1개소

- 스포파크 : 농구장(1), 족구장(1)

다. 추진절차
○ 교양체육과목 시간표 편성에 따른 수업 지원

○ 학과 및 부서 사용신청서 접수, 검토 후 승인

○ 교내 및 교외 행사 사용신청서 접수, 검토 후 승인

라. 업무절차(업무 흐름도)

교내 및 교외 행사 사용 신청서 접수


검토


사용 승인



학무본부

기획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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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종 TF/T 운영

가. 기능

○ 대학발전과 학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

나. 구성 및 심의사항

○ 구성 : TF/T는 교학기획부처장과 단과대학장(부학장), 해당분야 전문가

(교수) 및 추천 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학기획부처장이 수행하며 사안에 따라 호선으로 위원

장을 선정

○ 심의사항

- 대학발전계획과 연계된 운영계획(특성화 전략 마련)

- 여수캠퍼스 공간효율화 방안 연구 및 조정

- 여수캠퍼스 활성화방안 연구

다.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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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전기금 조성 및 기부자 관리

가. 목적

○ 대학의 재정을 확충함으로써 열악한 교육․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우수

한 인력의 육성과 더불어 고등교육시장 개방 및 대학 법인화에 대비

나. 관련법규

○ 전남대학교여수캠퍼스발전후원회규정

다. 주요내용

○ 발전기금 조성 홍보

○ 발전기금 접수 및 조성액의 이관

○ 발전기금 기부자 관리

○ 기부자 예우

라. 업무절차(업무 흐름도)

○ 발전기금 조성 홍보

- 소식지「소식알림이」 게재, IPTV 게시

○ 발전기금 접수 및 사무처리 과정

※ 기부자는 약정시 기탁용도 및 기관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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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조성액의 이관

- 현금은 조성된 일정액의 발전기금을 일반기금과 목적경비로 구분하여

재단에 이관

- 현물은 기탁자의 지정기관 또는 기탁 목적에 적합한 기관에 이관 및 관

리 전환

○ 발전기금 기부자 관리

- 기부자의 기본 인적사항, 연락처 입력 관리

- 기부자별, 지정용도별, 조성방법별로 DB를 구축하여 관리

- 발전기금의 월별 및 연도별 통계

○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

- 조세감면법규에 따른 세제혜택

- 기부금액에 따라 현관에 명패를 부착하여 영구히 보존

- 달력 및 총장 연하장 발송

- 홍보 기념품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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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가. 목적
○ 대학의 주요 정책 및 구성원들의 성과를 발굴해 언론 매체를 통해 홍보

함으로써 대학의 이미지를 제고함.

○ 보도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홍보.

나.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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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입기자 관리 및 취재협조

가. 목적
○ 대학 출입기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대학에 대한 신뢰 제고.

○ 정기 및 수시 간담회를 통해 대학 주요 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

○ 언론사 자료 요청 시 관련 부서로부터 자료 수합해 긍정적인 방향의 기

사 유도

나.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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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식지 「소식알림이」 발간

가. 목적
○ 대학의 주요소식에 관한 대학 구성원간의 정보를 교류하고 학교의 발전

사항을 대외에 홍보함으로써 구성원들에겐 자긍심과 소속감을 고양시키

고 예비입학생과 학부모 및 사회일반에겐 긍정적인 대학 이미지를 제고

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학내의 미담, 학술 및 연구 활동, 성과 그리고 학생들의 도전정신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

○ 월 2회 발행하며 교직원, 동문, 발전기금기부자 등에게 배포

다. 발간절차
○ 발행주기 : 월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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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부 IPTV 홍보 게시판 게시

가. 목적
○ 교내 직원과 외부 방문인에게 교내에서 개최된 주요 행사나 대학소식을

알림으로써 대학홍보 안내 기능 강화를 위해 활용

나. 주요내용
○ 기간 : 연중 수시(격주 단위로 제작 후 게시)

○ 내용 : 주요인사 방문 환영 게시물(명예박사, 강연회, 협약식 등), 대학

주요행사 안내(TV게시판 형태), 1주일 전에 열린 각종 행사관련

사진

다.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행정업무편람

행정본부 

◔ 행정지원과

행정본부

행정지원과
(총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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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수캠퍼스 자료관 관리

가. 관련규정
○ 기록물관리법

○ 자료관시스템 기록물 열람 매뉴얼

나. 주요내용
○ 구 여수대학교 보존문서 보관, 관리

- 보존기간 준영구 이상 중요기록물 기록물 DB 시스템 활용

○ 여수캠퍼스 각 부서별 이관문서 보관, 관리

- 처리과의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경과 보유기록물 인수

- 기록물의 체계적 배열 및 정리

- 기록물 등록대장과 실제 보존문서 대조 확인

- 보존환경 정비

○ 자료 검색 및 대출

○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 폐기 업무 협조

다. 이관절차

처리과 이관기록물

선정
→ 이관대상 검토 → 이관협의 및 확정 →

기록물 이관 및

대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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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사관리 용역

가. 청사관리 용역 및 환경관리원 관리

분야 용역 내용 비 고

보안 및 순찰

용역
 학내 전체 4명이 보안업무 및 순찰담당 에스원

기타기관 

당직용역

 수산과학연구소 및 국동 평생교육원

 : 3명이 업무공백 없이 교대 근무 
에스원

 사도수련원 관리 1명

 돌산수련원 관리 1명

행정지원과 

관리인 임명

나. 기타용역

분야 용역 내용 비 고

폐기물 

위탁처리
 위탁처리(둔덕, 국동, 수산과학연구소) 행정지원과

전화관리  KT 행정지원과

승강기 관리  대학본부, 이학관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행정지원과

다. 업무절차(업무 흐름도)

○ 보안 및 순찰 용역 : 둔덕캠퍼스

○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계획 수립

(광주캠퍼스와

통합계약)

→
용역계약

(연초)
→

순찰 및 복무 확인

(교내순찰 4명,

당직 3명)

→ 확인 및 조치

용역계획 수립

(연말)
→

용역계약

(2월 중)
→

검수

(매일)
→ 확인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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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경 및 환경

가. 목적
○ 학교조경의 주요 역할인 자연 교육환경 조성과 면학 분위기 조성에 기여

○ 교내 녹지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작업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적 가치를 구

성원 및 지역에 제공

나. 주요내용

분야 작    업    명 작업시기 비  고

조경

교내 조경수목 관리

(병충해 방제, 수목 전정, 잔디밭 관리, 수목 시비, 수목   

 조사)

연중

신축지(공사구간) 주변 수목이식 및 주변 조경 수시

교내조경(가로수, 수목, 초화류 등 식재) 및 계획 수립 수시

식목일(육림의 날)행사
매년 3월 말

(4월 초)

환경

미화

교내청소(캠퍼스 건물, 토지, 청경연 등) 및 각종행사 지원 수  시

일반생활 폐기물 관리 연  중

다. 업무절차(업무 흐름도)
○ 조경

○ 환경미화

수시청소 및 행사 시 

청소범위 설정
→

환경관리원 근무자 

배치 및 작업관리
→

청소 후 상태 

확인
→

보완사항

점검

조경 및 녹지관리계획 

수립
→ 세부 실행계획 수립 → 작업 실시 →

평가 및 

관찰

- 711 -

4. 시설물 대관

가. 회의실
○ 근거 :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시설 사용료 징수지침

○ 시설현황

시설물 위치 좌석 수 주요 기자재 사용료 비고

국제회의실
산학연구관 

지하 1층
279석

프로젝터, 동시통역, 

방송시설, 조명

300,000원

(4시간 기준)

※ 사용료

:전기, 수도, 

기자재 사용료

와 청소관리비 

포함

합동강의실
산학연구관 

105호
120석

방송시설, 프로젝트, 

컴퓨터, 냉난방기

70,000원

(4시간 기준)

세미나실

산학연구관

101호
40석

마이크, 프로젝트, 

스크린

50,000원

(4시간 기준)

산학연구관

102호
40석

마이크, 프로젝트, 

컴퓨터, 스크린

산학연구관

109호
40석

마이크, 프로젝트, 

스크린

○ 사용원칙

- 우리 대학교(기관)에서 주관하는 학술관련 행사

- 외부단체 및 기관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학술관련 행사에 한하여 사용

○ 사용절차

- 교내기관 : 사용신청서 제출

- 외부기관(단체) : 공문서 및 사용신청서 접수 처리

·신청서(공문) 접수 ⇨ 행정본부장 결재 ⇨ 이용승인 (공문서 또는 유선)

○ 사용료 세입조치 : 수납액 재무과에 국고 세입

나. 수련원(돌산 및 사도수련원)

○ 근거 : 전남대학교 수련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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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현황

구분 시설개요

돌산수련원

(돌산 방죽포)

☎061)659-6304

소재지 전남 여수시 돌산읍 방죽포길95번지

규 모 부지 457㎡/시설 241.46㎡(지상2층)

숙박시설 2인 1실, 7인 1실, 10인 1실 

교육시설 실험실습실 1실, 교수연구실 1실

기타시설 취사시설, 샤워시설, 냉난방시설

주변환경 방죽포 해수욕장, 돌산대교, 향일암, 무슬목 유원지, 수산종합관

사도수련원

☎061)659-6304

소재지 전남 여수시 화정면 사도길 18-1

규 모 부지 5,853㎡ / 시설 186㎡ (지상1층)

숙박시설 없음 (단, 운동장에서 캠핑 및 야영 가능)

교육시설 강의실 1실, 관리실1실

기타시설 운동장

주변환경 공룡 화석지, 시루섬의 기암괴석(중도), 추도, 낭도

○ 사용원칙

- 학생, 교직원 및 동문, 학부모 연수

- 대학 동아리 및 학과 행사

○ 사용절차

- 교직원 및 학생 : 사용신청서 제출

· 유선예약 ⇨ 신청서 접수 ⇨ 이용료 수납 ⇨ 이용승인 통보

- 돌산수련원 이용료
(단위:원)

구분 객실수
본교생

교직원 및 일반 비고
성수기(7,8월) 비수기

숙박료

2인실 1 20,000 15,000 25,000

7인실 1 35,000 30,000 40,000

10인실 1 70,000 60,000 80,000

○ 사용료 세입조치 : 수납액 재무과에 국고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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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게스트룸

○ 근거 :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게스트룸 관리지침

○ 사용실 현황

구분 1인실 2인실(장애인실) VIP실 계 비고

실 수 11 1 1 13 대학본부 6층

○ 사용원칙

- 업무 관련 캠퍼스 방문 외빈

- 국내외 교류협정을 위한 여수캠퍼스 방문자

- 교류 강의를 위한 교수 및 시간강사

- 교류 근무 직원

○ 사용절차

- 교내 및 외부 기관 : 공문 및 사용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행정지원과장 전결 ⇨ 사용료 수납 ⇨ 이용승인

- 사용료 : 10,000원(1박 기준)

○ 사용료 세입조치 : 수납액 재무과에 국고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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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방

가. 소방계획서 작성
○ 전년도 말일까지 소방계획 작성

나. 소방 합동훈련
○ 소방서와 합동으로 매년 1회 실시
※ 세부적인 사항은 흐름도 참고

다. 주요내용 및 업무 흐름도

번호 업 무 명 관련 규정 업무추진 요령 및 흐름도

1
소방업무 

목적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규정 

제1조

이 업무는 국공립교육시설의 건축물, 공작물 및 물품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여 교

직원 및 학생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서 

교육의 원활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방화관리자 

선임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규정 제5조

본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

상물로서 아래 대상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 선임대상자 : 소속기관장 

○ 각 기관 소방안전관리자 : 행정실장

○ 대상기관 : 본부,교학과,산학연구팀,공학대,문화사회

              과학대,수산해양대,여수캠퍼스도서관,

              여수캠퍼스평생교육원,여수캠퍼스생활

              관,수산과학연구소,해안항만실험센터

3
소방안전

관리자 업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6항

○ 소속장소에 대한 소방계획의 작성 운영

○ 자위소방대의 조직

○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

○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장비의 유지관리

○ 화기 취급의 감독

○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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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업 무 명 관련 규정 업무추진요령 및 흐름도

4
소방계획 

작성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소방계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검사 계획

○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 장비의 점검 및 정비 

계획

○ 피난통보 시설, 피난구, 안전구획 그 밖의 피난시설 

유지관리 계획

○ 방화구획, 제연구획, 방화내장 및 방염 그 밖의 방

화상 구조 및 설비의 유지 관리계획

○ 위험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

○ 인원의 수용 계획

○ 방화상 필요한 교육 계획

○ 자위소방대의 조직과 조직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 화재시의 소화활동, 통보연락 및 피난유도에 관한 

연 2회 이상의 정기 훈련계획

○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등의 공사중인 소방

대상물에 있어서는 그 공사장의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할 소방서장이 명령하는 사항 

5
소방점검 

및 진단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자체 방화관리자 및 소방설비기사가 실시

○ 점검 

  - 소방시설의 작동 및 기능점검 : 년 2회(4,11월)

  - 위험물 점검 : 분기 1회(소방서 점검)

○ 진단

  - 일상진단 : 몇 시간 마다 또는 매일 정해진 시각에    

     진단을 요하는 사항

   ․ 진단내용 : 화재발생 위험이 있는 물건의 유지    

     관리, 정리 정돈 및 청소 상태

  - 수시진단 : 수일, 주간 또는 10여 일마다 실시     

     하는 진단 사항

   ․ 진단내용 : 상황에 따라 매일 점검할 필요가 없는  

    사항

  - 방화진단 착안사항

   ․ 정리정돈 상태 : 주위청결 등

   ․ 화기취급 상태 : 화기단속, 휴지수거 시 담배꽁초  

    처리 등 

   ․ 전기배선 상태 : 무질서, 단락, 정격휴즈, 콘센트 등

   ․ 위험물 및 가연물 처리상태 : 화재발생 요인 제거 

   ․ 소방기구 및 시설 유지관리 상태 : 적정 배치, 충약  

     상태, 청결, 안전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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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업 무 명 관련 규정 업무추진요령 및 흐름도

6
소방시설 

설치 기준

국가화재 

안전기준

소방시설은 아래 기준에 의해 설치한다.

○ 소화기

  - 소화기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  

    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소화기에 이르는 거  

    리가 소형소화기는 20m, 칸막이가 설치된 각 실에  

    추가 배치한다.

  - 바닥으로부터 1.5m이하의 곳에 설치.

  - 소화기 위치 표지판을 설치한다.

○ 옥내 소화전 설비 :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바  

    닥면적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곳은 매층 마다   

    설치

○ 옥외 소화전 설비 :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    

    계가 9,000㎡ 이상인 건물

○ 자동화재 탐지 설비 :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연면적  

    600㎡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

○ 비상 경보 설비 : 비상경보 설비는 연면적 400㎡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  

    ㎡ 이상인 건물에 설치

7
소방훈련 

및 교육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 합동훈련 : 연 2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

   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실시

○ 도상훈련 : 작전도에 의한 훈련(자체적으로 실시)   

- 1월, 5월, 9월에 실시

○ 기초훈련 : 장비, 시설 작동요령 숙지

    - 2월, 6월, 10월에 실시

○ 부분훈련 : 임무별 부분 숙달 훈련 3월, 7월, 11월

○ 종합훈련 : 각 임무별 종합훈련 4월, 8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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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용차량 관리 및 운행

가. 관련규정 : 전남대학교 차량관리규정

나. 주요내용

○ 교직원의 통근과 학생의 통학 지원

○ 학사일정표에 의한 학생의 교외교육 지원

○ 대중교통 수단 이용이 불편한 경우의 공무수행

○ 기타, 부서장이 승인하는 특별한 행사 지원

다. 차량 정수(T/E) 현황

차종

구분
관용
정수

승 용 승 합 화 물
대 형 중 형 대 형 중 형 소 형 중 형 소 형

1. 보유대수 8 1 1 3 2 1 1
2. 최단사용기간 7년 7년 8년 7년 7년 7년

3. 관리규정 요점

○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차량의

정수 배정을 받거나, 차량의 정수 이체 또는 교체의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차량을 구입하거나 확보할 수 없다.

○ 차량교체기준 8년 & 12만km 또는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공용차량 관리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차량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한는 경우(차량교체기준 적

용 예외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7조 제2항 제2호)

4. 차량교체 과정

○ 차량 교체계획 수립(내부결재) → 차량 구입(특이소요) 경비 예산 확보

→ 예산 재배정 후 계약 추진

○ 차량 불용 승인 요청 → 재무과 → 불용승인 → 처분계획 수립

및 시행

라. 차량 운행 업무절차

학교버스

운행계획 수립

(학기 개시 전)

→
차량 운행일지

작성
→

시간표에 따른

운행
→

차량 정비 및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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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업무용차량 관리
○ 운행관리

- 월간 운행상황기록 및 운행일지 점검

- 유류수불 및 사용내역 점검(운행일지기록 확인)

- 시외운행 배차 및 운전원 출장처리

- 일과시간 종료 후 운전원 대기근무 점검 및 근무관리

- 관용차량 운영 관련 보고자료 정리

○ 정비관리

- 차량 수리요구 → 수리 대상 확인→ 정비의뢰 및 정비대장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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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편취급국 업무

가. 주요내용

○ 외부·교내 일반우편물, 등기, 택배 접수 및 송달

○ 교내로 배송된 일반우편물은 분류 후 각 부서별 배부

○ 등기우편물은 등기부 등록, 수령인이 날인 후 직접 수령

○ 캠퍼스간(광주↔여수) 우편물 수령, 배부 및 발송

○ 교내에서 발생하는 후납 우편물(일반우편, 등기) 수합 후 발송

○ 후납 우편료 정산 기안문 작성, 결재 후 재무팀에 발송

나. 업무절차(업무 흐름도)

외부·교내 우편물 수령(일반우편, 등기, 택배)

↓

일반우편물은 분류 후 각 부서별 배부

↓

등기우편물은등기부등록, 수령인이날인후직접수령

↓

캠퍼스간(광주↔여수) 우편물 수령, 배부 및 발송

↓

매월 후납 우편료 정산 기안문 작성

↓

검토 및 결재

↓

기안문 재무팀 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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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

가. 관련규정 :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나. 주요내용

○ 여수캠퍼스 대학직장예비군 자원관리, 조직편성, 교육훈련 관리

- 여수캠퍼스 편 입(복)학 학생 중 대상자 예비군 편성, 교육훈련, 자원관리

○ 여수캠퍼스 직장민방위대 편성, 자원관리

- 여수캠퍼스 재직자 중 대상자 직장민방위대 편성, 교육훈련, 자원관리

○ 여수캠퍼스 충무계획 수립

- 충무계획을 근거로 여수캠퍼스 세부시행계획 작성, 유지

다. 업무절차(업무 흐름도)

○ 예비군 자원관리, 조직편성

아르샘(병무)
편 입(복)학자 확인

→
아르샘

예비군자원
편성

→

국가동원정보
체계

(학생예비군
전입요청)

→

대학직장
예비군
자원편성,
관리

○ 민방위대 편성, 관리

직원명부 확인 →
민방위자원
편성

→
여수시

새올프로그램
(전입요청)

→
직장민방위
자원 편성,
관리

○ 예비군훈련

훈련일정 협의

(군부대)
→

대학직장
예비군훈련
계획 수립

→
훈련 실시
(1주간)

→
성과분석,

불참자
보충교육 실시

○ 충무계획 작성, 관리

광주캠퍼스
충무계획 확인
(12월)

→
여수캠퍼스
적용 내용 확인

→
임무수행철
보완, 작성
(예비군대대장)

→
충무계획
시행 준비

행정본부

행정지원과
(재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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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회계 세출예산 집행

가.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
○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 대학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나. 세출예산 용어
○ 지출원인행위 :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결정하는 회계사무의 행위로

재무관이 아니면 할 수 없으며,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이루어져야 함

○ 지출 : 지출원인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대학의 채무 부담을 이행하기 위
하여 금액을 지급하는 행위로, 배정된 예산 자금의 범위 내에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

다. 세출예산 집행 원칙
○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외의 경비 사용 금지

○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
○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원인행위

라. 지출원인행위
○ 지출원인행위서의 작성

- 소관 및 범위 : 분임재무관(행정지원과 및 여수캠퍼스 부속시설 예산)
○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의 송부

- 분임재무관은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지출의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지
출원인행위서에 계약서ᆞ설계서ᆞ규격서ᆞ검사조서 및 그 밖의 지출원인

행위관계서류를 붙여 분임지출관에게 송부

마. 지출
○ 지출결의서의 작성
- 소관 및 범위 : 분임지출관(행정지원과 및 여수캠퍼스 부속시설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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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 확인사항

구 분 세부업무처리기준

계수확인
-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 총액[(전자)세금계산서]
- 명세서, 견적서[(전자)세금계산서] 등

계좌확인 - 거래처 예금계좌가 정확한지 여부 등 확인(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

구비서류

확인

- 계산서(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 전표, 거래명세서,
검수조서, 납세완납증명서(국세, 지방세),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서
(보증보험 증권),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기타 필요서류

참고사항

1) 대가지급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8조)
2) 수입인지(인지세법 제3조)
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발행일로부터 30일이내)
4) 하자보수 보증금 : 계약금액의 2/100～10/100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2조)

○ KORUS 이체명세서 결재 ⇒ 재무과(통합지출)
- KORUS 회계관리 프로그램
○ 일자별 이체내역 및 실지출액 확인
○ 지출증거서류 편철 및 보관(월별)

바. 업무처리 절차
1) 지출원인행위서 작성

KORUS 회계관리 시스템

→

지출원인행위

→

결의서 결재

(분임 예산부서)KORUS 접속

○일반 : 회계관리→지출관리→일반지출품의 결재
○계약 : 회계관리→계약관리→계약방법결정→계약

체결→결의연계

○여비 : 인사관리→출장정산신청(서무용)→결의연계

(원인행위 담당자)

지출품의목록 자료
리스트→조회→

해당건 선택 후

예산범위 내 검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결의서
결재

2) 지출결의서 작성
KORUS 회계관리

시스템

→

지출결의

→

결의서 결재

→

이체명세서

KORUS 접속→
회계관리→

지출결의

결의목록 자료

리스트→조회→

해당 결의서 선택

업무관리시스템

과 연계하여
지출결의서

결재

대급지급관리→금

융기관이체→이체

명세서 결재

3) 지출결의서 반려

KORUS 회계관리
시스템

→

지출결의서 조회

→

반려 결의서 선택

→

반려결의서

공문
KORUS 접속→
회계관리→
지출결의

결의목록

리스트→조회

결의서 선택->

반려 요청

반려 사유

기재한 결의서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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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업무(시설공사, 물품, 용역)

가. 기본방침
○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
약 업무 수행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2(계약 체결의 요청), 동법 시행령 제9조
의 3(계약 체결의 요청), 동법 시행규칙 제4조(수요물자의 구매절차 등)
에 해당되는 시설공사 및 물품․용역계약은 조달청에 계약 의뢰

○ 수의계약 대상공사 범위를 축소하고 전자입찰을 시행함으로써 계약업무
의 투명성을 확보

나. 관련법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 기획재정부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다. 주요내용
1) 조달청 계약
○ 대상
- 단일품명으로서 계약예정금액 1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조의3 1항]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시설공사[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조의3
(전기, 통신, 소방 등 전문공사 : 3억원 이상)]

-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조달계약 요청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업무처리 절차
- 조달청 설계프로그램에 의거 설계
- 조달청 나라장터(G2B)로 시설공사/내자구매 요청
- 첨부문서 파일송부(도면 등은 택배로 발송 - 비용 조달청 부담)
- 조달청 나라장터(G2B) 문서함에서 발신문서, 접수문서 확인
- 공고 확인 및 현장설명 실시
- 조달청 입찰결과(낙찰자, 계약서) 접수
- 시설공사 계약체결 통보
- 착공계 및 산출내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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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 집행
- 시설공사 : 청구에 의하여 시설비에서 지출
- 공사계약체결 대행 수수료 : 조달청에서 송부된 고지서에 의거 당해 공
사부대비에서 지출

2) 자체 경쟁입찰(전자입찰)
○ 대상
-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30억원 미만 시설공사(전문공사 3억원)
-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및 용역계약
-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입찰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입찰방법: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시행
○ 입찰공고
- 관련법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3조
-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
- 입찰공고 시기
Ÿ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함.
(입찰공고일로부터 개찰일까지 총 9일 소요, 소액수의 5일)

Ÿ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함.
Ÿ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
산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함.
·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 가능.(입찰 공고일에서 개찰일까지
총 7일 소요)

- 입찰공고 내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의 각 호의 사항 명시
- 입찰참가등록
· 입찰서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G2B전자입찰시스템)와 일시에 입찰

자가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기

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국가계약법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로 함.(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의 “입찰무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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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결정
- 결정방법
· 입찰공고 시 발표한 기초금액대비 ±2%이내에서 작성된 복수 예비 가

격 15개 중 입찰에 참가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전자추첨 결과 가

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예비가격이 결정됨)

○ 전자개찰

- 입찰공고에서 정한 일시에 입찰집행관 pc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이용 개찰진행

- 입찰참가 비해당자 결격처리(결격사유 입력)
- 기초금액 입력(입찰서 개시 전까지)
- 전자입찰 프로그램에 의거 개찰 자동진행
○ 적격심사(낙찰자 결정)
- 관련법규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제조 적격심사세부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 조달청 건설폐기물 적격심사세부기준

○ 적격심사 서류심사
- 이행능력, 입찰점수, 결격사유 등을 종합평가(입찰종류 및 금액별 세부
평가기준 다름)

-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확인
-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기준점 이상인[물품 85점, 공사 (100억원 미만) 95점]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함.

○ 계약체결
- 낙찰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대상자와 전자계약(G2B) 체결
· 전자계약서(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한 별지7호 서식: G2B)

· 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 계약특수조건 및 시방서 → 발주부서(시설팀) 요구사항

· 산출내역서

· 계약보증금납부서 및 계약보증금

· 사업자등록증,건설업면허증,면허수첩사본(계약상대자 및 연대보증인)

· 법인(자연인)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계약상대자 및 연대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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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인감계 및 계좌입금의뢰서

- 계약체결 내용을 요구부서 통보 및 지출원인행위(KORUS)

3) 수의계약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하는 수의계약 체결대상의 시설공사, 물품․용역
○ 수의계약 기준금액
- “시설․물품․용역분야 등 계약업무 개선 계획”(경리과-1354, 2007. 2. 15.)

구 분
법령상 기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자체적용기준

G2B
전자입찰

소액수의
견적입찰
(G2B)

수의계약
(FAX또는견적)

일반건설공사
추정가격
2억원이하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전 문 공 사
추정가격
1억원이하

전기, 통신,
소방공사

추정가격
8천만원이하

용역 및 물품․
제조구매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

라.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
1) 표준계약서 작성(특수경우 제외하고 전자계약 체결)
○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

* 1천만원 이상 계약 : 표준계약서 작성하고 구비 서류 징구
2) 계약보증금
○ 계약보증금의 납부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납부

* 장기 계속계약의 경우 :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게 함)

- 공사계약의 경우(용역계약 시 준용 가능) :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
으로 납부하게 하거나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
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

○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면제
할 수 있다. 이때에는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 발생의 경우를 대비
하여 계약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 계약보증금의 면제(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0조제6항)

  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 제4호, 제5호의2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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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출연기관(법인)[100분의 50 이상]

- 농업협동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 및 그 중앙회, 어촌계ㆍ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한국농어촌공사

- 녹색기술ㆍ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③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

합하지 아니한 경우
④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 아

니면 당해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 계약금액 1천만원 미만의 경우 계약보증금 생략하고 있음.

3) 검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5조)
○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
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
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7일의 범위 내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

○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 지급시의 기성검사는 법 제13조에
의한 감독을 행하는 자의 검사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동검사 3회마다
1회는 법 제14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검사의 생략(국가계약법시행령 제56조)
1.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의 경우
2. 매각계약의 경우

3.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

는 계약의 경우

4) 선금급
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 계약담당공무원은 모든 계약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을 요청

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음.

○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율에 해당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

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1. 공사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2. 물품의 제조 및 용역

가) 계약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3억원이상 10억원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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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국가계약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

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

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음.

○ 선금의 지급 후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때에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만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음.

나) 채권(선금지급)확보
○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

금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

출하게 하여야 함.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

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

이자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어음대출금리 수준에 의하

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함.

○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

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함. 다만, 그 이

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

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 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선금의 사용

○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

도 이외의 타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

○ 지급된 선금이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하여 선금전액 사용 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

하게 하여야 함.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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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선금의 정산

○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

하여 산출한 선금 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함.

: 선금 정산액 = 선금액 X [기성(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상당액/계약금액]

○ 선금의 정산은 부분기성을 기준으로 함.

○ 선금의 정산은 선금사용내역통보서(정산액 이상에 한함)에 의할 수 있다.

(※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 질의확인)

마) 선금의 반환청구

○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

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함. 다

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

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함.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

지 않는 경우

○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

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함.

○ 반환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함.

바) 선금지급조건
○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에 제34조 내지 제 37

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등 기

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함.

5) 대가의 지급
가)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8조

나) 지급요령
○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함.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

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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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 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함.

○ 제3의 규정에 의한 대가 지급 시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

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

여 지급 하여야 함.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

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

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

은 지급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

○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함.

○ 청구서류

: 세금계산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하자보증금 및 납부서, 산재보

험료 납입증명서 사본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하자보증금 및 납부서는 3천만원이하 생

략가능하나(국세징수법 제5조 및 시행령 제5조) 1천만원 이상은 납
부 받고 있음.

* 산재보험료 납입영수증 납부 : 공사 1건당 총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관급, 사급자재비 포함, 부가가치세 제외)

* 고용보험료(3억 4천만원 이상의 공사)
6) 하자보수
가) 하자담보책임기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0조)

건물신축 5년, 방수 3년, 토공 2년, 지붕판금 3년, 철물 2년, 공동구2년,
철근콘크리트 3년, 판금 1년

나) 하자보수보증금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2조)
○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

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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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담보 보증금율(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 72조 제1항)

- 일반건축 등 공사 : 100분의 3
- 기타공사 : 100분의 2

* 단,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는
하자보증금 납부를 면제한다.(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 하자담보 보증금 납부(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52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그 공사대가의 최종지출 시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

와 함께 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함.
○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

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기간동

안 보관하여야 함.

○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국가계약법시행령 제63조, 시행규칙 제73조)

7) 지체상금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4조)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

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

으로서 계약금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

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함. 이 경우 계

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

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지체상금율(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5조)
1. 공사 : 1,000분의 1

2. 물품의 제조․구매 : 1,000분의 1.5
3.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 및 기타 : 1,000분의 2.5

8) 계약의 해제․해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
○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

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

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함.

○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

이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

을 포함한다)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

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12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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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급자재 구매 절차

구매요청
품의 접수
(KORUS)

→
가격조사

(타당성 검토 및
조달우수제품 선정)

→
계약방법
결정

(KORUS)
→

구매요청
(나라장터)

→
계약등록
(G2B)

→

계약등록
(KORUS)

→

원인행
위결의
(KORUS:
조달수수료
포함)

→
관급자
재 인수
(시설팀)

→
검사·검수
요청접수
(시설팀)

→
검사·검수
등록
(G2B)

→
검사·검
수등록
(KORUS)

→

마. 업무처리 절차(KORUS, G2B)

계약요
청접수
(KORUS)

→
계약방법
결정등록
(KORUS)

→
계약방법
변경등록
(KORUS)

→
계약등록
(G2B)

→
계약등록
(KORUS)

→
원인
행위
(KORUS)

→

변경계약
요청접수
(KORUS)

→
변경계
약등록
(G2B)

→
변경계
약등록
(KORUS)

→
원인행위
조정결의
(KORUS)

→
검사·검수
요청접수
(시설팀)

→
검사·검
수등록
(G2B)

→

검사·검
수등록
(KORUS)

→
대금청구
서 접수
(계약대상자)

→
대금청구
접 수
(G2B)

→
대금청구
(KORUS)

→ 청구확정 →
지출결
의요청

대금지급 요청 접수
(G2B: 조달청 고지서)

수수료 포함
→

대금청구
(KORUS)

→ 청구확정 →
지출결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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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품 관리

가. 목적
○ 국가가 행정사무 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수단으로서 필요한 물품을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 도모로 물자

및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및 추진절차
1) 수급관리 계획

가) 목적

물품의 적정한 취득과 사용 및 처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로 하는 물품을 계획적으로 공급하여 불요불급한 물품의 구입을 억제

하고, 잉여품 및 과장품의 발생을 예방하며, 보유물품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함

나) 관련 법규

○ 물품관리법 제15조～제16조의2

○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5조～제18조

○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제25조

다) 대상품목

○ 취득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

○ 정수관리대상물품

○ 일괄하여 조달하고자 하거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조달청장이 지정한 물품

라) 작성방법 : 조달청 물품관리보고서 물품수급관리계획의 작성지침에 의거

1월중에 작성, 2월말 제출.

2) 재물조사

가) 목적

보유물품의 물품관리장표상 재고와 현품을 품목별로 수량, 상태 및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발견된 물품의 과부족이나 불용품 등을 파악하여

재고 조정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물품활용을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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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 법규

○ 물품관리법 제19조～제21조

○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24조

○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27조～제30조

다) 업무절차

3)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

가) 관련법규

○ 물품관리법 제35조～제40조

○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9조～제44조

○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51조～제61조

나) 목적

소속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 중 사용불가능품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을 신속히 불용결정 및 처분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기 위함

다) 물품불용결정

① 자체 불용결정

- 취득단가 500만원 미만의 물품

- 사용 불가능한 물품(폐품)

- 변질 또는 부패할 우려가 있는 물품

- 보관, 취급에 있어 위험이 있는 물품

- 기타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② 자체 불용결정시 확인할 사항

- 품명, 규격, 수량, 금액

- 물품구입 연월일, 불용결정 이유

- 다른 목적을 위한 사용 가능 여부

- 처분에 대한 의견

③ 불용결정 승인

물품관리관이 사용가능한 물품(신품, 중고품, 요정비품) 중 개당 500만원

이상인 물품을 불용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교육부 장관에게 불

용결정 승인필요

재물조사
세부계획 수립

→
장부(d-Brain) 마감
및 보유물품 정리

→
재물조사
실시

→
조사결과 전산입력

및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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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절차

재물조사 시 불용 대상품 반납
(운용부서→관리부서)

→
불용결정 및 상태분류
(중고품, 요정비품, 폐품)

→
관리전환 소요조회

(30일간)

→
조달청 무상

관리전환 추진
→

조달청 미인수물품 처리

(매각, 해체, 폐기 등)
→

장부(d-Brain)상 불용품

처리결과 정리

5) 불용품의 상태분류

- 물품의 불용결정 한 때에는 물품상태 분류 기준에 의하여 신품, 중고품,

요정비품, 폐품 등으로 상태분류

- 물품의 상태분류를 함에 있어 활용 가능품과 활용불가능품으로 구분

6) 불용품의 처분방법

○ 관리전환

○ 무상양여

○ 매각

○ 폐기

- 관리전환 : 그 소관 불용품을 물품관리관이 다른 소관으로 이전

(회계 상호간의 관리전환)

- 무상양여 :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물품을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과 보훈단체 기타 비영리 기관 등 무상양여

▪ 무상양여 대상물품

▷ 관리전환 되지 아니하거나 관리전환 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 매각 되지 아니하거나 매각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 매각 비용이 매각 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 매각 : 관리전환 할 수 없는 물품(매각대금은 대학회계 세입처리)

- 해체 및 폐기 : 이용 가능한 부분품을 활용 잔여품만 매각 또는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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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가. 목적

○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

나. 주요내용 및 추진절차
1)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가) 관련 법규

○ 국유재산법 제30조～제36조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제34조

○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4조～제17조

나)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업체 선정

○ 공개경쟁입찰, 수의계약

다) 2차년도 사용료 : 국유재산시행령 제29조 산출방법에 의거 산출

○ 사용료 분할납부 : 사용료가 100만원 이상 시 연4회에 걸쳐 분할납부

가능(기획재정부 고시 이자율 가산)

라) 업무흐름 절차

관리부서(사용자)
사용·수익허가 요청

→
입찰(경쟁)
수의계약 진행

→
대상자
선정

→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승인(5년 이내)

→
d-Brain
계약서작성

→
d-Brain, KORUS
징수결의 요청

→
본부(재무과)
고지서 발행

→
사용료

대학회계 세입

2) 등기업무

가) 관련 법규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 지방세법 제6조～제9조 제1항

○ 국․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 부동산등기법 제98조

○ 국유재산법 제2조,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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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등기 업무별 처리방법

○ 국유재산 신축 및 증축, 매입 시

- 세무신고(관할 시청)

※ 필요서류 : 취득세 신고서, 공사비 증빙서류(총액, 지출결의서 사본)

- 등기촉탁(관할 등기소)

※ 필요서류 : 신청서, 도면(위치도), 건축물대장(증축 시)

○ 국유재산 멸실 시

- 등기촉탁(관할 등기소)

※ 필요서류 : 건물멸실등기신청서, 말소(일반)건축물대장

다) 업무 흐름 절차

신축, 증축,
매입

→
세무
신고

→
등기
촉탁

→
등기
완료

→
건물화재보험
가입요청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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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비

가. 목적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무원 여비의 지급대상, 지급

절차, 지급방법 등 여비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공무원

여비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함

나. 관련근거
○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여비 규정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다. 여비의 구분 및 종류

구 분 여비항목

출장
국내출장

근무지내 국내출장 1만원, 2만원 정액

근무지외 국내출장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국외출장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준비금

근무지 변경(신규임용 포함)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

라. 여비 지급(내역)표

○ 국내여비 지급표

(단위 : 원)

구분 해당 공무원
운 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제1호
부교수 이상,
3급 공무원
이상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 비 실 비 20,000 실 비 25,000

제2호
조교수, 4급
이하 공무원

등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 비 실 비 20,000

실비
(상한액: 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기타 50,000원)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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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여비 지급표

(단위 : 미 달러화($))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1.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해당
하는 사람(대통령 및 국무총리는
제외한다)

가
나
다
라

60
60
60
60

실비(상한액: 471)
실비(상한액: 422)
실비(상한액: 271)
실비(상한액: 216)

186
136
102
85

2. 별표 1의 제1호나목에 해당
하는 사람

가
나
다
라

50
50
50
50

실비(상한액: 389)
실비(상한액: 289)
실비(상한액: 215)
실비(상한액: 161)

160
117
87
73

3.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해당
하는 사람

가
나
다
라

40
40
40
40

실비(상한액: 282)
실비(상한액: 207)
실비(상한액: 162)
실비(상한액: 108)

133
99
72
61

4.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해당
하는 사람

가
나
다
라

35
35
35
35

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30)
실비(상한액: 85)

107
78
58
49

5.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해당
하는 사람

가
나
다
라

30
30
30
30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106)
실비(상한액: 81)

81
59
44
37

6. 별표 1의 제2호나목에 해당
하는 사람

가
나
다
라

26
26
26
26

실비(상한액: 155)
실비(상한액: 123)
실비(상한액: 90)
실비(상한액: 77)

67
49
37
30

※단, 숙박비는실비상한액에도불구하고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기준에 따라실비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이하 “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다.(영 별표4 비고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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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여비 지급 기준표

여비구분

교육훈련기관구분
운 임 일 비 숙 박 비 식 비

근무지내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의
경우

○지급 않음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지급않음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비합숙의
경우

○지급 않음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일비의 5할

○지급 않음 ○공무원여비규정상
식비의 3분의1
또는 당해 교육
훈련기관이 청구
하는 금액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이
가능한
경우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선
박․항공
․자동차
왕복운임
정액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지급않음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또는 구내
식당 가격

비합숙의
경우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선
박․항공
․자동차
왕복운임
정액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일비의 5할

<정액지급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의 <정
액여비 지급기준>
준용

<실비정산시>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숙박비준용

○공무원여비규정
상의 식비. 단,
교육훈련기관이
중식비를 청구
하는 경우에는
중식비를 제외한
차액

마. 업무절차(업무 흐름도)

출장명령 및

출장수행
→

여비정산 후 결의연계

(KORUS 인사관리)
→

여비 지출결의서 결재

(KORUS 회계관리)
→

개인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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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종 공공요금 현황

가. 공공요금 현황

구분
내 역

사용기간
월별

납부기한
요구부서

본부 부담금
사용자

부담금

전기
돌산수련원
둔덕,국동 생협 외 6곳

전월 3일～당월 2일
전월 10일～당월 9일

25일
말일

총무팀
시설팀

도시가스 둔덕캠퍼스 전월 1일～전월말일 말일 시설팀

상하수도
둔덕, 국동
수산과학연구소
실습선(청경호)

생협 외 4곳
전전월 15일～전월 14일 말일

시설팀
수산과학연구소
선박실습센터

통신 전화, 인터넷 등 전월 1일～전월말일 20일～말일 총무팀

후납우편 등기, 우편 등 전월 1일～전월말일 20일 총무팀

나. 업무절차(업무 흐름도)

공공요금별로

사용내역 및 청구서 접수
→

본부 부담금 및

사용자 부담금 작성
→

사용자 부담금

(전기, 도시가스, 전화요금)

납부 안내

→

지출결의서 결재 →
자동이체통장 입금

(기한 내 자동납부)

행정본부

행정지원과
(시설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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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비 장기 투자계획 수립(여수캠퍼스)

가. 목적

○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개선이 필요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배정예산의 일부(40∼

50%)를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개선

나. 관련법규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다. 주요 사업 내용

○ 석면텍스 교체

- 활용률이 높고 다수가 사용하는 공용강의실을 우선적으로 교체

- 여수(둔덕동)캠퍼스 신축 경과년수가 많은 건물부터 교체

○ 노후화장실 보수

- 배관부식, 누수 및 악취 발생, 칸막이가 협소 등으로 사용상 불편한 화

장실에 대하여 등급 판정(A∼D등급)을 통한 연차별 보수

○ 노후창문 교체

- 노후된 창문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정한 1등급 이상의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창문)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LED 등기구 교체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기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노후 조명기기를 LED제품으로 교체

○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 장애학생의 복지증진과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 평가』대비 미

비점 개선(관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라. 업무절차(업무 흐름도)

자료 조사

(담당자, 9~10월)
⇒

계획수립 시행 

매 5년마다

(내부결재, 12월)
⇒

매년도 보수비 반영

(내부결재, 익년 1월)
⇒ 보수공사 추진

- 745 -

2. 시설비(보수비) 예산 편성

가. 목적

○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교수·학습환경 개선
○ 에너지 절약목표 이행 및 이를 통한 재정 건전성 향상

○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절감

나. 관련법규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다. 예산편성 원칙

○ 대학회계 시설비

- 1순위: 법적 의무사항 이행
- 2순위: 정기적 이행 사업 및 중앙공급시설 개선

- 3순위: 각 기관 요구 우선 순위 중 타당성 있는 사업
○ 국고 보수비

- 1순위: 장기계획 수립 사업(화장실, 창호교체, 승강기설치 등)
- 2순위: 공통 사업(내구연한 증진 및 노후시설 개선)

라. 업무절차(업무 흐름도)

○ 대학회계 시설비

재정위원회 
심의

(재정운영계획 등)
(11월말까지)

⇒

지출한도액 
통보 및 

계획서 입력
(11월말까지)

⇒

재정소위원
회심의

(심의,계수조정)
(12월 중순)

⇒

평의원회 
심의
(12월 

19일까지)

⇒
재정위원회
(12월말까지 

확정)

○ 일반회계 시설비

예산요구서 
작성제출 송부

(교육부, 4~5월)
⇒

시설사업 5개년 
투자계획 제출 

(대학→교육부, 5월)
⇒

각 대학 예산 
요구서 검토

(교육부, 5~6월말)
⇒ 한도액 배정

(교육부→대학, 6월)

예산안 제출
(교육부→기재부,

6. 30.)
⇒

각 부처 예산안 검토 
및 당정 협의

(기재부, 7~9월말.)
⇒ 국회 제출

(기재부, 10. 1.) ⇒ 국회 본회의
 의결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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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현황 관리

가. 목적

대학의 기본요소인 각종 시설 현황을 파악하여 대학평가 자료로 제공함으

로써 대학의 소요면적 및 확보율 판단 기준

나. 관련법규

○ 대학설립․운영규정

다. 시설현황 관리 위탁

○ 관련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위탁기관: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업무절차(업무흐름도)

각 대학(기관)별 시설현황 조사
◦ 매년도 교육시설 현황 조사
- 재학생(입학정원) 기준 시설정원
- 재학생(입학생) 교사·교지 기준면적
- 교육용 건물, 토지 현황
- 배치도 및 지적도, 계열별 부속시설현황
- 기숙사현황, 강의실 확보 현황
- 실험실습실 기자재 현황


대학 시설현황 검토 및 수정작업

◦ 제출 자료 검토 및 수정작업


자료제출
◦ 제출: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재정정보시스템
◦ 기준일 : 매년도 4월 1일 기준


자료 활용 및 공시

◦ 활용: 학생정원 조정, 대학구조개혁 평가
◦ 공시: 대학정보공시사이트(대학알리미)
- 대학 정책수립 기초자료 활용
- 대학 시설환경개선 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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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공사 설계(소규모 시설공사)

가. 목적

○ 신․증축공사의 용역설계 추진
○ 일정규모 이하의 신․증축 자체설계로 인한 예산절감 유도

○ 설계업무의 내실화로 부실시공 방지 노력
○ 설계 및 감독업무 철저로 원가절감 및 품질확보

나. 관련법규

○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다. 주요내용

○ 건축 및 부대공사 설계의 적정성 검토, 예산절감 방안 강구
○ 관련법에 의한 절차 준수

○ 설계 감독 철저로 품질관리 확보

라.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설계용역 발주 및 자체설계 시행
◦ 공사규모에 따라 용역 및 자체설계로 구분


계획설계

◦ 공간 및 배치검토(단과대학 및 기관 협의)


구조안전성 검토 및 경제성검토
◦ 구조계산서, 설계도서의 면밀한 검토


공종별 및 공정별 설계도서 수정작업, 공사비 조정(실시설계)

◦ 건축 및 부대공사 대한 설계도서의 수정


설계납품완료 및 발주
◦ 공사별 계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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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증축 건축 협의

가. 목적

○ 건축법에 의한 협의사항 이행

○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함

○ 국유재산 관리의 정상화

나.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 소방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환경 영향 평가법 및 기타 관련 법규

다. 주요내용

○ 법규에 맞는 건축물 설계

○ 관련법에 의한 절차 준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준수

라. 업무절차(업무 흐름도)

공사설계용역(대학)


건축협의 신청(도시계획 · 실시계획 변경인가 동시 신청)


건축협의서류 검토

◦ 여수시 허가민원과
◦ 관할소방서


건축협의 필증 교부(여수시→대학)


공사착공계 제출(대학→여수시)


공사 준공

◦ 준공통보, 건축물대장기재 신청 및 등기 완료

- 749 -

6. 시설공사 감독

가. 목적

○ 건설공사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여부 점검
○ 건설공사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 관리

나. 관련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건설산업기본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사계약일반조건

다. 주요내용

○ 설계서 등의 검토,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 시공계획서 검토·확인, 시공상세도 승인, 시공 확인
○ 품질관리(시험)계획의 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 자재의 보관관리, 기성 및 준공업무
○ 준공검사 및 시설물 인수·인계

라. 업무절차(업무 흐름도)

설계서 등의 검토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시공계획서 검토·확인


시공상세도 승인


시공 확인


기성 및 준공


준공검사 및 시설물 인수·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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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설공사 하자관리

가. 목적

○ 시설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하자관리

○ 하자관리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나. 관련법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5조(하자검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다. 하자검사

○ 시기: 연 2회 이상 정기하자검사 실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부터 14일 이내 최종하자검사

○ 방법: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검사

○ 검사조서작성: 하자검사를 할경우및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경우생략할수있음

○ 하자보수 관리비 비치 및 기록 유지

○ 소멸: 하자보수 완료확인서 발급일부터 소멸

라. 업무절차

○ 하자검사

정기하자검사 

실시 문서시행

(내부결재, 2회)
⇒

하자검사 입회요청 

문서 발송 

(대학→계약자)
⇒

하자검사(정기검사,
최종검사)

(담당자, 계약자)
⇒

하자검사조서 작성

(내부결재)

○ 하자발생시(정상적이 절차)

공문발송
(대학→계약자)

⇒
착공계 접수

(계약자→대학)
⇒

하자처리 공사
(계약자)

⇒
준공계 접수

 (계약자→대학)

○ 하자발생시(미 이행시)

공문발송(약 2회)
(대학→계약자)

⇒
보증사 공문발송
(계약자→보증사)

⇒
보증금 세입
(내부결재)

⇒
공사추진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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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시설(특정관리대상) 안전관리

가. 관련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 제26조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교육부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관리 지침

나. 재난안전관리 책임기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법령 이

외에 국립학교 및 산하 공공기관 포함

다. 특정관리대상 시설

○ 100㎡ 이상의 교육시설(단, 교육활동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100㎡미만의

창고, 경비실 등 제외)

○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육시설을 수직 증축하는 공사현장, 신축 토목·

건축 공사현장

라. 조사 및 지정

○ 조사: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

- 일제조사: 매년 2월∼3월(연 1회)

- 수시조사: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 지정

- 등급지정: 조사 결과에 따라 소관시설을 중점관리시설(A·B·C등급) 및

재난위험시설(D·E등급)로 구분 지정

- 조치: 등급지정 및 해제 조정의 정책결정은 반드시 재난관리 책임기관

장의 결재를 받아 결정하고, 관계인에게 통보

< 재난위험시설지정 절차 >

1단계 업무담당자 ⇒ 2단계 분야별 전문가 점검 ⇒ 3단계 전문기관 정

밀안전진단 ⇒ 4단계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심의 확정(대학별로 자

체 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재난위험시설 체계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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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취약시기 대비 안전점검

○ 시기 및 대상시설

계절별 계절별 취약시설 비 고
국가안전대진단
해빙기 병행실시
(2.6.～3.31.)

- 절개지, 축대․옹벽, 건설공사장, 공동
주택 등

※ 기관장은
자체 상황에
따라 점검
대상의 추가
또는 변경
시행 가능

여름철
(5.15.～10.15.)

- 수련시설, 신․증축 공사장 등
- 물놀이 시설

겨울철
(11.1.～3.15.)

- 실험실습실, 가스등화재취약시설
- 기숙사 등 학생이 숙식하는 시설

○ 시기별 점검반 편성 요령

취약시기 점검 특정관리대상시설 합동 점검 비고

◦국가안전대진단
◦해빙기(1-3월)

◦재난위험시설 월별점검
◦중점관리시설 상반기 점검
◦축대, 옹벽, 절개지, 공사장 시설물 등 붕괴위험시설
◦필요시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여름철(5-10월)

◦재난위험시설 월별점검
◦중점관리시설 하반기 검검
◦수련시설, 물놀이 시설, 신․증축 공사장 등
◦필요시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겨울철(11-3월)
◦재난위험시설 월별점검
◦운동부 합숙소, 기숙사, 실험실습실 등 위험물질 취
급 및 화재 취약시설
◦폭설시 통학안전 및 기숙사 등 학생 숙식 시설

○ 주요 점검 내용

- 출입문, 창문 등의 작동 상태 변화

- 교실 복도 내외부의 균열 발생 및 균열 크기 변화상태

- 옥상 등 배수지역 물고임 및 특정부위 이끼 발생

- 건축물 등에 부착된 부착물 등의 이탈

- 전기사용 기구 주변의 연기 및 악취 등 화재 발생 징후

- 천정 누수 및 결로현상 등

- 전기 차단기의 잦은 오작동, 전선 노출

- 전기기구 주변(천정, 바닥)에 습기 등 액체로 인한 감전

- 보일러 등 고압기기 주변의 가스 냄새

- 가스 등 인화물질 사용 및 보관시설 주변 발열기구 방치

- 위험시설 사용 연구실내 간이침대 및 취사도구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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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건설폐기물 처리

가. 관련법

○ 폐기물관리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정의 및 대상

○ 건설폐기물: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 대상: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설폐재류(타일, 벽돌등), 혼합폐기물(매립), 소각폐기물등

다. 신고대상(시·구청)

○ 5톤 이상 건설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라. 공사와 분리 발주: 100톤 이상

○ 관련법: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11조

○ 분리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마. 업무절차

○ 100톤 이상

설계도서 작성
(담당자)

⇒
공사 발주

(대학)
⇒

업체 선정
(대학)

⇒
폐기물배출자 신고

 (대학, 계약자→시청)

필증 교부
(시청)

⇒
폐기물 배출

(전자인계서 작성)
(대학, 계약자)

⇒
준공계 제출

(계약자→대학)
⇒

준공검사
(준공 정산)

 (대학)

○ 100톤 미만

설계도서 작성
(공사비에 포함)

(담당자)
⇒

공사 발주
(대학)

⇒
업체 선정

(대학)
⇒

폐기물배출자 신고
 (대학, 계약자→시청)

필증 교부
(시청)

⇒
폐기물 배출

(전자인계서 작성)
(대학, 계약자)

⇒
준공계 제출

(계약자→대학)
⇒

준공검사
(준공 정산)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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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석면 철거

가. 관련법

○ 폐기물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나. 정의 및 종류

○ 정의: 건축자재 중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자재

○ 종류

- 백석면: 가늘고 부드러운 섬유, 가장 많이 사용

- 갈석면: 약간 단단한 섬유, 주로 보온재로 사용

- 청석면: 독성이 가장 강함, 분무(뿜칠) 석면으로 사용

다. 법적 사항

○ 석면 조사 대상

- 대상

·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건축물

· 1%초과하여 석면이 함유된 분부제 또는 내화피복재 사용한 건축물

·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간이 소유 사용 중인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 대학교

- 석면조사 안전관리인 지정 및 관리

· 일상점검: 월 1회 점검(수시점검 및 상시적)

· 관리대장및석면건축물점검실시및보고 : 6개월마다 (연 2회실시하반기, 상반기)

○ 신고: 고용노동부 장관

- 대상: 50㎡이상

-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 하여금 작업 전 신고 후 철거

○ 농도측정: 발주시 금액에 계상

- 공기중 농도측정(옥내): 50㎡ 이상

- 비산 농도 측정(옥내․외): 500㎡이상

○ 석면해체 감리인 지정

- 대상: 면적 800㎡이상, 석면함유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 사용현장

- 감리인: 2,000㎡초과 ⇒고급감리인1인, 2,000㎡이하⇒일반감리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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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벌칙(과태료)

○ 등록된 자 이외의 자가 철거할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감리인 미지정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과태료

마. 보수공사 시 석면 해제·철거 및 폐기물처리 업무절차

보수공사 시 석면함유 폐기물 처리

◦ 지정 석면조사기관에서 석면조사
◦ 연면적 50㎡이상(1% 초과 석면 함유 자재)
◦ 폐기물 중량 100㎏이상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 및 폐기물 처리

◦ 용역 발주, 계약추진(수의 및 입찰)


해체작업신고(계약 당사자)

◦ 신고서 검토 및 신고필증 교부(지방관서)   


석면해체·제거 및 폐기물 처리(계약 상대자)


작업완료 후 석면농도측정(조사기관, 측정기관)

◦ 석면제거면적 500㎡이상


결과보고(지방관서)

◦ 폐기물실적보고 및 관리대장 작성(올바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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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급수시설 관리

가. 목적

○ 교육 및 연구시설, 행정지원시설에 대한 원활한 급수 공급

○ 화장실 및 식당에 급수 공급

○ 노후 급수관 보수로 절수, 수질검사로 수질 관리

나. 추진방향

○ 학내 상수도관 순회 점검 및 보수

○ 각 건물별 급수계량기 상시 감시를 통한 누수 발견 시 즉시 조치

○ 급수시설 내부청소(2회/연) 및 수질검사(저수조, 관내 정체수 등) 실시

다. 급수 공급계통

시 상수 수원지


교내 지하저수조

◦ 정문 350톤, 저수조 펌프 40HP × 3대


고가수조

◦ 대학본부 앞 고가수조300톤 20HP × 3대  


각 지역 분기 공급관

◦ 자연수압 공급: 도서관, 학생회관,교양관,인문사회과학관, 체육관,
푸른학사, 열린학사, 해양항만

◦ 펌프이용 공급: 1, 2, 3공학관, 산학연구관, 수해양관, 이학관, 이공
학실습관실험센터, 푸른학사, 열린학사

라. 수질검사

○ 학교수돗물 수질검사 : 2회/년(여수시 상수도과), 일반세균등 10개 항목

○ 저수조 및 관내 정체수 수질검사 : 각 1회/년, 일반세균등 12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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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위생설비 시설 관리

가. 목적

위생설비시설(위생기구, 급수, 오․배수 배관, 환기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사용자의 편의 제공

나. 관련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다. 주요내용

○ 시설물 순회점검 및 각 기관, 사용자 보수요구 접수

○ 고장 확인 후 즉시 조치

- 자체보수 사업: 시설팀 보유물품이나 해당 기관에 청구하여 조치

- 보수 주체가 명확한 부분: 응급조치 후 해당기관 조치 요청

- 즉시 공사추진이 필요한 부분: 공사 발주

- 대수선이 필요한 부분: 시설보수비에 반영하여 조치

○ 공사 설계 및 품의

○ 시설공사: 착공, 시공, 준공

- 해당기관에 착공 통보 및 준공 시 실장 입회 확인

라. 업무절차(업무 흐름도)

순회점검 및 각 기관 보수요구 접수

◦ 사전점검 및 각 기관, 사용자보수요구 접수


확인 및 보수

◦ 공사발주, 해당기관 조치


시설공사 집행

◦ 사전조사, 협의, 설계, 발주, 감독,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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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냉·난방 관리

가. 목적

○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적정온도 유지로 에너지 절약

나. 주요내용

○ 냉난방시설 운용 및 유지관리

○ 통합자동제어시스템 운용(중앙, 개별 냉난방기 통합제어)

○ 노후 냉난방시설을 에너지절약 시스템으로 개선

○ 적정온도 유지로 에너지 절약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적정난방온도: 18℃ ～ 20℃, 적정냉방온도: 26℃ ～ 28℃

다. 냉난방 공급계통

파워플랜트(통합제어)

◦ 파워플랜트 중앙보일러 가동
◦ 적정온도 유지 및 원격 제어


공동구내 냉난방설비

◦ 공동구를 통해 각 건물에 증기공급
◦ 적정온도 및 특수온도 조건으로 구분하여 난방 공급


각 건물 기계실(중앙)

◦ 열교환기를 통한 냉·난방, 증기헷다 분배기 통한 난방
◦ 흡수식냉온수기 및 빙축열 냉동기를 통한 냉방
◦ 냉난방 운영 기준에 따라 온도 및 가동 시간에 따라 냉난방 공급


각 건물 사용실 냉난방 공급

◦ 휀코일유니트 냉난방, 방열기 난방
◦ 시스템(EHP) 냉난방, 개별냉난방, 개별냉방
◦ 각 건물 층별 구역별로 냉난방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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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열사용기자재 유지관리

가. 목적

○ 열사용기자재(보일러, 압력용기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

나. 관련법규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다. 주요내용

○ 열사용기자재와 냉동기, 공기조화기 등 기계장비의 안전관리 사용

- 설치(변경)검사: 검사대상기기(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

- 자체검사: 일일점검(가동일지 작성 비치)

- 계속사용 안전검사: 검사대상기기(년 1회 에너지관리공단)

- 운전성능검사: 운전성능 검사대상기기(최초 3년후 년 1회)

○ 노후 냉난방시설의 개·보수

- 자체보수: 경미한 보수

- 공사발주: 자체 보수가 불가능한 사항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보수

○ 기기조종자 선․해임 신고: 검사대상기기(에너지관리공단)

라. 업무절차(업무 흐름도)

열사용기자재 설치

◦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 기기조종자 선임


열사용기자재 점검

◦ 일일점검, 정기검사


노후 냉난방시설 개·보수

◦ 자체보수, 공사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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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방시설 관리

가. 목적

○ 소방시설 정기점검과 관리로 비상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

○ 체계적인 관리 및 점검으로 화재예방

나. 관련법규

○ 소방법․시행령․시행규칙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 주요내용

○ 소방시설

- 건축허가 동의: 건축 협의 시 관할소방서장 동의

- 시공신고 및 완성검사: 관할소방서장

- 소방펌프 작동상태 및 소방기구 점검: 수시점검

- 소방시설물 종합정밀점검 실시: 연 1회실시

- 소방시설물 작동점검 실시: 연 1회실시

○ 노후 소방시설의 개보수

- 자체보수: 경미한 보수

- 공사발주: 자체보수가 불가능한 사항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보수

라. 업무절차(업무 흐름도)

정밀점검 및 

작동점검

(년 1회)
⇒

점검결과 지적사항 

통보 

(소방서→대학)
⇒

공사발주 빛 

자체보수

(담당자)
⇒ 공사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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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도시가스 시설관리

가. 목적

도시가스(LNG)시설의 정기적인 점검․관리로 안전사고 예방

나. 관련법규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다. 주요내용

○ 사용신고 대상: 특정가스 사용시설(한국가스안전공사)

- 1종 보호시설(학교 등) 안에 있는 월사용 예정량 2천세제곱미터 이상

- 설치(변경)검사: 설치(변경)시

- 수시검사: 안전사고예방(자체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 정기검사: 연 1회

- 정압기 분해점검: 설치 후 3년, 그 이후에는 4년 1회

-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관할 시·군에 신고

- 안전관리자 정기안전교육: 2년 1회

- 가스계량기 교체: 설치 후 8년

○ 보험가입

- 월사용 예정량 3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특정가스 사용시설

라. 업무절차(업무 흐름도)

특정가스사용시설 설치

◦ 설치(변경)검사, 안전관리자 선임,보험가입


특정가스사용시설 점검

◦ 수시검사, 정기검사, 정압기 분해점검, 안전관리자 정기안전교육


노후 가스시설 보수

◦ 자체보수 및 공사발주



- 762 -

17. LPG 관리

가. 목적

액화석유가스(LPG)시설의 정기적인 점검․관리로 안전사고 예방

나. 관련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다. 주요내용

○ 검사대상: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한국가스안전공사)

- 1종 보호시설(학교 등)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 완성검사: 설치 시

- 수시검사: 자체검사

- 정기검사: 연 1회

-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관할 시·군에 신고

○ 보험가입

- 1종 보호시설 내에서 1회 50인 이상 수용 급식소

- 저장량 250킬로그램 이상인 저장설비

라. 업무절차(업무 흐름도)

액화석유가스 설치

◦ 완성검사,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보험가입


액화석유가스 점검

◦ 수시검사, 정기검사, 안전관리자 정기안전교육


노후 시설 보수

◦ 자체보수 및 공사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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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승강기 관리

가. 목적

승강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사용자의 편리 도모 및 안전사고 예방

나. 관련법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 주요내용

○ 안전관리자 선임

-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

- 교육이수: 안전관리자 선임 후 3개월 이내 이수

○ 안전관리자 선임 및 변경 통보

- 시기: 3개월 이내

- 통보기관: 국민안전처장관(위탁기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안전관리자 직무 범위

- 승강기 운행관리 규정의 작성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 승강기의 고장ㆍ수리 등에 관한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 승강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승강기 인명사고 시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체제의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승강기의 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 시 사고 및 고장 보고에 관한 사항

- 승강기 표준부착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승강기 비상열쇠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승강기 검사

- 완성검사: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승강기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 실시

- 정기검사: 검사유효기간(1년) 만료 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실시

- 수시검사: 변경, 사고 발생시 실시하는 검사

- 정밀안전검사: 승강기 설치 후 15년이 도래한 승강기 등에 실시

○ 승강기 유지관리

- 단순보수(POG) 계약

· 승강기의 주기적 점검을 통한 예방정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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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발생시 신속한 수리

· 사고발생시 긴급인명구조 및 사후처리

· 수리비 경비부담은 관리주체

· 무상부품 내역: 카본브러쉬,휴즈,리드선,각종표시램프,구리스,도어라이너,

브라켓트 및 벨트,도어로프,오버로드스위치

· 유상부품 내역: 와이어로프,메인시브,권상기베어링,인디케이터세트 등

- 책임보수(FM) 계약

· 단순보수 계약사항 이외의 부품의 교체 등 수리에 대한 경비(보수업체)

· 일상관리를 제외한 모든 유지 관리를 보수업체 책임

· 단순보수 계약 대비 2.5∼3배의 보수비 적용

- 표준유지관리비: “승강기안전관리법” 제11조의 4(표준유지관리비)에 따

라 유비관리비의 표준이 될 금액을 공표하고, 승강기

유지관리에 관한 표준 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

라. 업무절차(업무 흐름도)

승강기 설치

◦ 완성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유지관리 용역계약


승강기 점검

◦ 용역업체 점검, 자체점검


불량시설 개보수

◦ 전문업체에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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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에너지 절약 관리

가. 목적

○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

○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고 절약 분위기 확산

○ 공공요금 등 예산 절감

나. 관련법규

○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3호)

○ 에너지 진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1호)

다. 주요내용

○ 연도별 에너지절감 목표설정과 실적에 대한 분석․평가․개선 조치

○ 에너지사용량 신고(2,000toe이상)

○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에너지절감 가능부분 자율 절약

○ 고효율기기 사용 확대 및 에너지 절감사업 개발

○ 에너지 점검반 구성 및 에너지 점검 활성화

라. 업무절차(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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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전기시설 관리

가. 목적

○ 교육 및 연구와 행정지원을 위한 원활한 전기 공급

○ 전기 유지보수로 안전사고 예방 및 양질의 전기 공급

나. 관련법규

○ 전기공사업법 및 전기사업법

○ 전력기술관리법

다. 주요내용

○ 기존 건축물의 정기점검 실시(상시적, 주기적)

○ 단과대학 및 기관의 요청에 의한 현장조사 및 원인 파악

○ 노후 건축물에 대한 기능 점검

○ 시설물 기능 변경에 따른 사전 검토

○ 한국전기안전공사 정기점검 및 요청검사 실시

라. 업무절차(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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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통신시설관리

가. 목적

정보통신의 통화품질 향상 및 양질의 고속 전송망 제공

나. 관련법규

○ 전기통신 기본법

○ 정보통신 공사업법

다. 주요내용

○ 전화신설 및 이설관리
○ 구내통신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라. 업무절차(업무 흐름도)

전화 신설 및 이설 신청

(총무팀)

전화 고장신고

(유지보수관리업체)

통신시설 관리

(시설팀)

  

현장조사

신설 및 이설신청 접수 전화 고장신고 접수


  보수계획 수립

유지 보수업체에 신설 및

이설 요청
현장확인 후 점검 

공사완료 및 준공검사

 


개통확인 개통확인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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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설계원도관리

가. 목적

○ 영구 기록물의 관리

○ 건축물 원도 관리의 철저로 건물연혁 및 구조 유지

○ 유지보수에 따른 유기적 활용

나. 관련법규

○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다. 주요내용

○ 설계원도의 영구적 보존

○ 노후된 원도의 전산화 작업으로 영구적 보존

○ 보수 및 유지에 관한 구조적 안전성 검토 확보

○ 파손된 원도의 복원작업 및 전산화 유도

라. 업무절차(업무 흐름도)

설계원도 작성(CAD 도면작성, 디스켓포함)

◦ 분야별 원도작성


보관함에 원도 보관

◦ 훼손방지시설 설치


주기적으로 원도 보관 상태 확인

◦ 훼손원도의 복원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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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편람

직속기구

◔ 인권센터



직속기구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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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력예방교육 운영

가. 목적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적인 추진을 통한 대학

내 양성평등 의식 확산 및 건전한 성문화 정착

○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 관련 발생 예방

나. 관련법규
○ 양성평등기본법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20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3

다. 주요내용
○ 폭력예방교육 연간 계획수립 및 보고

- 매년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하는 실적 기준표에 따라 당해 평가기준을

숙지하여 연간 계획 수립

- 평가항목(교육실시 방법, 교육 참여 배점 등)별로 성희롱․성매매․성

폭력․가정폭력 각 영역별로 합계 70점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예방교육

계획 수립

- 성희롱방지조치 실적점검의 경우 평가항목과 별개로 시행여부에 따라

서 부진기관 여부를 선정함

- 12월말까지 완료된 교육 실적을 정리하여 다음해 1~2월에 여성가족부

보고 시스템에 입력

○ 온라인 예방교육 운영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4개 영역의 교육콘텐츠를 선정 및
편집하여 인권센터 홈페이지에서 교육 운영

○ 집합 교육 운영

- 전문강사 교육 : 한국양성평등교육원에 위촉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각 영역별 1회 이상 전문강사 교육실시(여성가족부 권장사항)

- 학과별 시청각 집합 교육 : 여성가족부 추천콘텐츠를 이용한 학과별

시청각 집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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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 폭력예방교육 연간 계획수립 및 보고

 지침 통보

(여성가족부) ➞
연간 교육 운영 

계획 수립 ➞ 예방교육 운영

(온라인, 강사초빙 등) ➞
여성가족부 

결과 보고

○ 온라인예방교육 운영 및 실시

여성가족부 

추천콘텐츠 검토 ➞ 교육콘텐츠 선정 ➞
교육 콘텐츠 

편집 ➞
홈페이지 

업로드

➞ 교육 시스템 점검 ➞
교육 홍보 및 

교육 운영 ➞
이수자 확인 및 

결과보고(1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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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신고 접수

가. 목적
○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건 관

련 발생 시 상담을 실시하고, 진상을 조사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

○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발생한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피해자 고충처

리 및 상담

나. 관련법규
○ 양성평등 기본법 제 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인권센터 규정 제 7조, 9조

다. 주요내용
○ 성희롱․성폭력방지대책위원회 설치

- 성희롱․성폭력의 방지와 피해구제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 구성 : 9인(여성위원 3인 이상)

- 임기 : 2년

○ 조사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운영 : 위원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조사소위원회를 구

성하고 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

- 임무 : 사실관계 조사, 당사자 및 상담원 등으로부터 사정 청취

- 조사의 종료 : 조사기간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문제를 제

기한 당사자가 조사 도중에 취소를 요구한 경우

- 조사 결과 보고 : 조사 종료 후 위원회에 그 경과 및 결과 보고

○ 상담 및 신고

- 성희롱․성폭력에 관하여 상담요청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

이나 대리인 명의로 위원회 또는 상담원에게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구두로 신청 가능

- 유효기간 : 상담 및 신고는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

내 에 제기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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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요청

- 위원회는 조사소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해자의 행위가 관계법

령 및 학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될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장

에게 징계요청

라.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 성희롱․성폭력 처리 절차

상담 및 

신고사건 접수 ➞
공식처리와 중재 

중 선택 ➞
조사소위원회 

구성(4인 이내) ➞
진상조사

(2개월 이내)

➞
진상조사

결과보고 ➞
성희롱․성폭력방지대책위

원회 심의 ➞
징계 요청

 및 후속조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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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권침해 상담 및 신고 접수

가. 목적
○ 대학 내 각종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 관련 발생

시 상담을 실시하고, 진상을 조사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

○ 인권침해 및 차별로 인해 발생한 어려움에 대해 피해자 고충 처리 및

상담

나. 관련법규
○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 인권센터 규정 제 7조, 11조

다. 주요내용
○ 인권침해심의위원회 설치

- 인권침해의 방지와 피해구제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 구성 : 9인(여성위원 3인 이상)

- 임기 : 2년

○ 조사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운영 : 위원장은 인권침해 사건이 접수되면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

- 임무 : 사실관계 조사, 당사자 및 상담원 등으로부터 사정 청취

- 조사의 종료 : 조사기간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문제를 제

기한 당사자가 조사 도중에 취소를 요구한 경우

- 조사 결과 보고 : 조사 종료 후 위원회에 그 경과 및 결과 보고

○ 상담 및 신고

- 인권침해에 관하여 상담요청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나

대리인 명의로 위원회 또는 상담원에게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구두

로 신청 가능

- 유효기간 : 상담 및 신고는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에 제기

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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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요청

- 위원회는 조사소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해자의 행위가 관계법

령 및 학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될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장

에게 징계요청

라.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 인권침해 사건의 처리 절차

상담 및 

신고사건 접수 ➞
공식처리와 중재 

중 선택 ➞
조사소위원회 

구성(4인 이내) ➞
진상조사

(2개월 이내)

➞
진상조사

결과보고 ➞
인권침해심의위원회 

심의 ➞
징계 요청

 및 후속조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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