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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학(원), 학과 설폐 및 학생정원 조정

목적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운영

정원 자율화에 따른 질적 수준 보장 연계 추진

     - 양적 팽창보다 내부혁신을 통한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유도

관련법규 

고등교육법 제32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7조∼제28조

학칙 제44조

교육부 학생정원 조정 계획

주요내용

조정시기 : 년 1회

절차흐름도 

교육부 학생정원 조정 계획 접수

대학 이첩

취합, 검토, 조정초안 작성

심의 : 학생정원조정심의위원회,대학평의원회,교수평의회,학무회

조정신청 : 교육부

인가 후 학칙 개정



개정사유 발생

개정자료 취합, 초안 작성

규정심의위원회 심의

대학평의원회, 교수평의회, 학무회 심의

공포 : 사무국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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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칙 개정

목적 

학교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학칙 개정

관련법규

고등교육법 제6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학칙 제82조

주요내용 

개정시기 : 수시

개정 신청서류

 - 개정사유

     - 주요 골자

     - 학칙 신․구조문 대비표

절차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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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육과정 편성

목적

  인문학적 상상력과 이공학적 창의력을 갖춘 인재 양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전공지식능력을 함양한 전문인 양성

관련법규 

  「전남대학교학칙」제48조(교육과정)

  「전남대학교교학규정」제4장(교육과정)

  「전남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

주요내용

  전남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 확정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

     - 기초교육원장이 편성 및 개편안을 발의하고 교양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 승인 

  전공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

     - 단과대학장이 편성 및 개편안을 발의하고 교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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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흐름도

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안) 

제출

▶　교양

- 역량교양, 기초교양, 균형교양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편성

  · 역량교양: 창의, 감성, 공동체

  · 기초교양: 기초과학, 기초도구

  · 균형교양: 인간과사회, 자연과기술, 생활과예술, 

표현과소통, 진로와창업

　

[영역별 필수 이수]

1. 역량교양 3개 영역 중 

각 영역에서 3학점씩 

9학점 이상 취득

2. 균형교양 ‘표현과소통’ 

영역에서 3학점 이상, 

‘진로와창업’ 영역에서 

2학점 이상 취득

3. 인문학 관련 교양 

교과목 8학점 이상 취득

- 정기개편 : 4년마다 시행

- 수시개편 : 학기 개시 3개월 전까지 완료

- 교양 이수학점: 30학점 이상 42학점 이내 원칙

- 교양필수: 대학이 지정한 영역별 필수를 포함하여 학과(부)·

융합전공별 교양 소요학점의 1/2이내 지정 가능

　

▶　전공

- 졸업소요학점 및 전공기본과정 학점은 「전남대학교

교학규정」[별표1] ‘학과(부)·융합전공별 졸업소요학점 

구성표’에 따름

　

[전공 교육과정 이수]

- 전공심화과정 시행

학과(부)의 학생은 

주 전 공 ( 융 합 전 공 

주전공 이수 포함) 외에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이수 필수(단일전공 

이수자는 전공심화

과정 이수 필수)

- 정기개편 : 4년마다 시행

- 수시개편 : 학기 개시 3개월 전까지 완료

- 전공기본과정 학점: 인문·사회계열 39학점, 공학·자연계열 

48학점 원칙[각종 인증제 시행 학과(부) 및 사범대학 예외]

- 전공필수: 전공심화과정 시행 학과(부) 전공기본과정 

학점의 1/3이내 지정 가능

- 편성 범위

  · 전공심화과정 시행학과(부): 전공기본과정 학점의 

1.5배수 이상 3배수 이내, (단, 사범대학은 1.5배수 

이상 2.5배수 이내)

  · 전공심화과정 미시행학과(부): 전공기본과정 학점의 

1.5배수 이상 2배수 이내

▼

　
▼ 　

위원회

심의

교양교육과정: 교양교육위원회 개편(안) 심의
위원회 심의·의결

전공교육과정: 교학위원회 학부 및 대학원 개편(안) 심의

▼ ▼

교육과정 

편성(개편)

승인

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 총장(교무처장 전결) 승인
- 교육과정 개편 내역 

아르샘 최종 확정·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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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학교원 공채

목적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공정한 경쟁을 통한 우수 교원 확보

관련법규 

「교육공무원법」제11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 등)

「교육공무원임용령」제4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

「전남대학교 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제3장(신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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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이상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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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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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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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하고 대학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자는 특별채용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음. 

공개채용 방법 및 심사기준: ①공개채용은 제1차 기초심사(서류심사), 

제2차 전공심사Ⅰ(연구우수성심사) 및 전공심사Ⅱ(교육우수성심사), 제3차 

면접심사의 각 단계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②공개채용 심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심사항목, 배점, 심사방법 및 절차 등은 공개채용 전형

지침으로 따로 정함. 

절차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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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세미나

　 ▼ 　
　 4단계 면접심사위원회 　

↓
▼

　 합격자 결정 　
▼

공채공정
관리위원회

　 교수 채용의 합리성·공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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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규 임용

목적

교원 인사관리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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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전임교수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별표의 자

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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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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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 자격기준

(단위: 년)

대학교원 신규임용 세부 내용

    - 신원조사: 광주지방경찰청에 의뢰

    - 신원조회: 행정정보공동업무포탈(https://www.share.go.kr) 이용

    - 성범죄 경력조회 : 행정정보공동업무포탈(https://www.share.go.kr) 이용

    - 학력조회: 학위 취득한 교육기관에 학력조회 의뢰

    - 전력조회: 이전에 근무하였던 해당기관에 전력조회 의뢰

    - 인사위원회 심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자격인정 및 호봉획정 조서 작성

절차흐름도

전임교원


공개채용․특별채용 조교

 
각 대학 임용내신 해당대학(기관) 임용내신

 
신원조회․신원조사․성범죄경력조사·

학력조회․전력조회
신원조회․신원조사․성범죄경력조사·

학력조회․전력조회

 
인사위원회 심의 신규임용 : 총장


신규임용 :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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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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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승진(상위직급 재계약) 및 정년보장임용

목적

전임교원의 승진(상위직급 재계약) 및 정년보장교원 임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킴으로써 임용업무 처리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관련법규 

전남대학교교원인사에 관한규정 제29조, 제32조 내지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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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직급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법학전문대학원 
외의 소속 교원

조교수(4년) → 부교수 815점 920점

조교수(6년) → 부교수 710점 780점 850점 920점

부교수 → 정년보장 교수 970점 1,060점 1,150점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원

조교수(4년) → 부교수 635점 680점

조교수(6년) → 부교수 590점 620점 650점 680점

부교수 → 정년보장 교수 790점 820점 8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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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업적

계열 직급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인문

·

사회

조교수
(4년)
→

부교수

양적기준 8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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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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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연구재단등재(후보)   학
술지 6편(제1저자 또는  교
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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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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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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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저자 또는 교신저자 5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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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적기준 940점 1,0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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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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 직급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정년보장
교수 질적기준

아래 내용 중 한 가지를 만족
하는 경우
- SCI급 학술지 논문 5편(제1저

자 또는 교신저자 5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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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 SCI급 학술지 논문 6편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 SCI급 학술지 논문 1000점 이상(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5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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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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평가는 소속 학과(부) 재직교원 과반수가 참여하여야 함. 단, 의과대

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은 주임교수가 있는 교실별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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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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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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재계약

목적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대학교원의 재계약 업무에 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재계약업무 처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관련법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5조의3

전남대학교교원인사에관한규정 제26조 내지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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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업적

구분 직급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원

조교수(4년) 550점 6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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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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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저자 또는 교신저자 1편 포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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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저자 또는 교신저자 1편 포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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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I급 학술지 논문 3편(제1

저자 또는 교신저자)
- SCI급 학술지 500점이상(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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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또는 교신저자)
- SCI급 학술지 550점이상(제1

아래 내용 중 한 가지를 만
족하는 경우
- SCI급 학술지 논문 3편(제

1저자 또는 교신저자) 
- SCI급 학술지 논문 6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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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1. 1.이후 임용 교원은 2020년 이후 기준을 적용한다.  

절차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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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또는 교신저자 1편 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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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또는 교신저자 1편 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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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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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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교원 국외출장

목적 

재직 중인 대학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연구 등으로 국외출장을 함에 있

어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국외출장업무의 능률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음

관련법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교육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전남대학교 교원인사에 관한 규정 제8장

  전남대학교 교육공무원 국외여행 업무처리지침

주요내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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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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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제기구‧외국정부‧외국교육기관‧외국공공학술기관, 국내학회, 민법에 의하여 설

립된 법인 및 사회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와 계약‧연구비 또는 용역

비로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만 공무로 인정함이 원칙이나, 국제규모학술

대회에 논문 발표 등을 위해 자비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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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출장 시 신분처리

   - 2월 이상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에 의하여 파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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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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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부담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자비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관련법규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3조

   - 전남대학교 교원인사에 관한 규정 제62조

 주요내용 및 절차

   - 여행허가

    ‧ 방학 기간 중 : 소속 기관장 허가

    ‧ 학기 중 : 총장 허가

   - 여행기간: 개인별 법정 연가일수 범위 내

 

절차흐름도 

<공무국외출장> <공무외 국외여행>

공무국외출장 신청서 제출
   ‧ 2월 미만: 출국예정일 10일 전까지

    ‧ 2월 이상: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공무외 국외여행 신청서 제출
(출국예정일 10일 전까지)

 
각 대학(원)장 허가 각 대학(원)장 허가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서 제출

  (귀국 후 30일 이내)
공무외 국외여행 귀국신고서 제출

 (귀국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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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면직

관련법규

  국가공무원법 제69~70조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3, 제36조, 제43조의 2, 제47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 제6조의 2, 제6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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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비서류 : 사망진당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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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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흐름도

☆ 의원면직 ☆ 사망면직 ☆ 명예퇴직

사직원 등 제출 : 본인
(사직원, 각서)

사유발생시 해당기관
에서 요구

(사망진단서)

  

의원면직 내신 : 소속기관장
(사직원, 각서, 신성필벌 5개항 

확인서)
사망퇴직 발령 : 총장



의원면직 제한대상 여부 확인 
[감사원, 교육부, 광주지방검찰청, 

광주북부경찰서]



의원면직 발령 :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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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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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의 종류

중징계: 파면, 해임, 정직

경징계: 감봉, 견책

절차흐름도

비위사실적발
 ․ 감사원, 검찰, 경찰, 자체조사 등

→

징계등 의결요구(총장)
 ․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중징계, 경징계로 구분
 ․ 혐의자에게 요구서 사본 교부

                                                    ↓

징계의결등 통고
 ․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 징계처분권자
   - 징계의결요구권자
   - 관계기관(감사원 등) ←

징계위원회 징계의결 등
 ․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 징계의결 요구서 접수
   - 위원회 개최 3일전 출석통지
   - 의결(접수일로부터 30일 또는 60일 이내)
 ․ 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

                ↓

징계처분 등
 ․ 징계처분권자
   - 통고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처분사유설명서 교부
 ․ 징계의결요구권자
   - 통고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재심사 청구

→

소청 및 행정소송
 ․ 징계처분 등의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 청구
 ․ 소청결정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

소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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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국가공무원법」제78조(징계 사유) 내지 제83조의3(특수경력징공무원의 

징계)

「교육공무원법」제5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내지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

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 징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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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휴·복직

관련법규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제45조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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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변이나기타의사유로
생사또는소재가
불분명하게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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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급기간산입 미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
미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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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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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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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흐름도

휴․복직원제출 : 본인 → 관련 증빙서류 첨부


휴․복직내신 : 소속기관장


휴․복직발령 :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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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교원 보직 관리

주요내용

 교원의 보직임용 및 관리 

업무절차

업무절차 주요내용 유의사항 참고자료

보직 
임용내신

◦ 소속 기관장 혹은 
총장이 임용내신

◦ 부교수 이상 교원
(전공주임의 경우 
조교수 이상)으로 
총장 임명

◦ 당월 임기 만료자 
현황 자료를 각 기관
별로 이메일 통지

◦ 보직별 특이사항
 - 대학장: 특수대학원장은 

해당 단과대학장이 겸함
 - 부학(원)장, 학과(부)장, 
   전공주임: 학(원)장 제청

◦ 보직임기
 - 기본 임기 2년
 - 연임 가능
 - 전임자 잔여 임기 관계

없음
 - 보직 교원의 경우 책임

시간 일부 면제 및 수당 
지급

◦ 규정
 - 국립학교 설치령 제6조

(단과대학 등)제3항
 - 전남대학교 학칙 제5조

(학장 등) 내지 제8조
(교육기본시설)

 - 전남대학교 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 제45조(보직
의 범위) 내지 제54조
(보직수행 경비)

 - 전남대학교 조직설치
규정

◦ 관련공문
 - 보직내신 공문
 - 보직임용 제청서

(인사위원회)

◦ 부총장, 대학원장, 학(원)장의 
경우 인사위원회 동의

◦ 부총장, 대학원장, 처장의 
경우 교수평의회 동의

◦ 인사위원회 관련 공문 
및 회의 자료 

◦ 교수평의회 관련 공문 
및 회의 자료

인사발령통지

◦ 학(원)장, 처장, 부속기관장: 
총장 결재

◦ 그 외 보직: 교무처장 전결
◦ 관련 부서 발송(주요보직은 

전기관 발송)

◦ 전남대학교 위임전결 
규정

◦ 인사 발령 통지 공문

코러스 및 
아르샘 등재

◦ 코러스: 연동기안 활용
◦ 아르샘: 발령사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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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겸임

관련법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 3

  공무원임용령 제40조

  교육공무원법 제18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 2

  전남대학교 전임교원 겸임 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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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체의 임․직원을 서로 겸임시킬 수 있음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 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 또는 임용제청 함 

  본직업무(교수, 연구 및 학생지도)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겸

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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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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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겸직

관련법규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 5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전남대학교 전임교원 겸직에 관한 지침

주요내용 

 교원이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은 다른 기관의 전임이 아닌 직을 겸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겸직허가를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1개월 

이하의 외부강의, 비영리단체의 임직원, 학회 임원 등에 대하여는 소속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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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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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사기업체로부

터 받은 보수 일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겸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함

 겸직허가 신청은 해당 직의 임명 이전에 하여야 하며, 사외이사의 경우는 

겸직허가일 1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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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초빙교원 임용

목적

국내외적으로 학술 연구업적이 탁월하거나 대학 및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

한 자로서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임용

관련법규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전남대학교 비전임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제3장 초빙교원

「전남대학교 초빙교원 보수 산정 및 지급 지침」

주요내용

  임용자격

    -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

라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자 

  임용방법

    - 소속예정 기관의 자체 채용절차 및 기준에 의하여 공개채용 후 제청에 

의하여 대학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임용

  직급부여

    - 전남대학교 비전임교원 직급부여기준에 따라 초빙교원(교수대우), 초빙교

원(부교수대우), 초빙교원(조교수대우)로 구분

  보수 및 처우

    - 전남대학교 초빙교원 보수 산정 및 지급 지침에 따라 일정액의 보수 지

급

복무

   - 일반 복무는 소속 대학장 승인, 국외여행·출장은 교무과에서 출국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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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흐름도

초빙교원 활용예정기관 임용 수요계획

승인 및 임용 내신 안내

활용 기관별 계획 수립 및 절차에 따라 채용 진행

소속 기관 임용 내신

인사위원회 심의

신규임용 및 재임용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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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겸임교원 임용

목적

국가기관, 교육 및 연구기관, 공공단체, 산업체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근로자로서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임용

관련법규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전남대학교 비전임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제4장 겸임교원

「전남대학교 강의료 지급 지침」, 전남대학교 강의료 지급 단가표

주요내용

  임용자격

    -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

라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

는 자

    - 교수 및 연구내용이 원소속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자

    - 원소속기관에서 상시(유사경력 3년 이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근로

자 

  임용방법

    - 소속예정 기관의 자체 채용절차 및 기준에 의하여 공개채용 후 제청에 

의하여 임용

 직급부여

   - 전남대학교 비전임교원 직급부여기준에 따라 겸임교원(교수대우), 겸임교원

(부교수대우), 겸임교원(조교수대우)로 구분

 보수 및 처우

   - 전남대학교 강의료 지급 지침에 따라 강의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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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흐름도

겸임교원 활용예정기관 임용 수요계획

승인 및 임용 내신 안내

활용 기관별 계획 수립 및 절차에 따라 채용 진행

소속 기관 임용 내신

신규임용 및 재임용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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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객원교원 임용

목적

국내외 교육·연구기관, 공공단체, 산업체 및 국가기관 등에 근무하였거

나 근무하고 있는 전문 인사 중에서 특수한 교과교육, 현장실습지도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

관련법규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전남대학교 비전임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제5장 객원교원

「전남대학교 강의료 지급 지침」, 전남대학교 강의료 지급 단가표

주요내용

  임용자격

    -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

라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

력을 보유한 자로서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

  임용방법

    - 소속예정 기관의 자체 채용절차 및 기준에 의하여 공개채용 후 제청에 

의하여 임용

  직급부여

    - 전남대학교 비전임교원 직급부여기준에 따라 객원교원(교수대우), 객원교

원(부교수대우), 객원교원(조교수대우)로 구분

  보수 및 처우

    - 전남대학교 강의료 지급지침에 따라 강의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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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흐름도

객원교원 활용예정기관 임용 수요계획

승인 및 임용 내신 안내

활용 기관별 계획 수립 및 절차에 따라 채용 진행

소속 기관 임용 내신

신규임용 및 재임용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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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명예교수 추대

목적

우리대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로서 교육 

및 연구업적이 다른 교원의 모범이 되는 자를 추대

관련법규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전남대학교 비전임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제2장 명예교수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규정」

「전남대학교 강의료 지급 지침」, 전남대학교 강의료 지급 단가표

주요내용

  추대자격

    - 우리대학교에 1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예정인 교수로서 교육 및 연구업적

이 다른 교원의 모범이 되는 자

      [추대제외]

    - 재직기간 중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사회적, 윤리적 물의를 일으켜 학교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

    - 「전남대학교 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 제44조에 의한 연구실적물을 달성

하지 않은 경우

  추대절차

    - 해당 학(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추천자의 퇴직예정일 1개월 전까

지 소속 대학(원) 교수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하고, 대학 인사위원회의 동의

를 얻어 추대

   ※ 명예교수 추천을 위한 대학(원) 교수회의는 재직 전임교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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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우

    - 각종 의식에 있어서 본교 전임교원과 동등한 예우를 받으며, 필요에 따

라 강의를 위촉할 수 있음

    - 전남대학교 강의료 지급 지침에 따라 강의료 지급

 

절차흐름도

소속 대학(원) 명예교수 대상자 추천

인사위원회 동의

명예교수 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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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교수업적평가 및 성과연봉 지급

목적

우리 대학 전임교원의 교육·연구·봉사·산학협력 실적을 공정하고 객관

적으로 평가하고 교원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업적평가 결과 활용

관련법규 

「전남대학교 교수업적평가 규정」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

「전남대학교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

주요내용

우리 대학 전임교원의 교육, 연구, 봉사 및 산학협력 활동을 객관적 지표

로 평가하여 재계약, 상위직급 재계약(승진), 성과연봉 지급, 기타 교수

업적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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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하는 제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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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협력하여 행하는 인력양성, 연구․개발, 기술이전 등의 제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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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결과 활용

      ․ 재계약, 상위직급 재계약(승진), 정년보장 임용

      ․ 성과연봉 지급(성과급적 연봉제)

      ․ 우수교수 선정과 포상 등의 심사자료

      ․ 기타 교수업적평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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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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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정
 -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

적 연봉제 운영지침
 - 전남대학교 교수업적평

가규정
 - 전남대학교 교원 성과

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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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점 

입력, 해당 대학(원) 소속 교
원 평가등급 입력

 - 교수: 교육, 연구, 봉사 업적 
조서 및 세부자료 조회

 - 교무과, 연구진흥과, 학사과 
담당자: 총괄

◦ 전남대학교 교수업적 평가
규정

◦ 교수업적평가 프로그램 
매뉴얼

◦ 입력
 - 공문으로 개별 입력 안내  

(교수가 직접 입력)
 - 교외봉사 및 수상 실적은 교

수업적평가프로그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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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인적사항에 입력

◦ 실적확인: 등록된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

◦ 점수반영 확인: 확정자료 생성 
후 세부자료 조회

◦ 연구, 산학협력 실적은  C-Rams
에서 입력한 후 연구진흥과에서 
확인

◦ 연구, 산학협력 실적을 반영
하기 위해서는 교수업적평가
프로그램에서 연구, 산학협력 
영역의 확정자료를 생성해야 함

◦ 봉사실적을 확인․승인해야 자
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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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절차 주요내용 유의사항 참고자료

업적평가 기본 
자료 형성 및 

확인

◦ 기본 자료 형성
 - 교육: 기초자료형성-확정자료

형성
 - 연구: 확정자료생성-세부자료

조회
 - 봉사: 확정자료생성-세부자료

조회
 - 산학: 확정자료생성-세부자료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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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

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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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급
적연봉제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같음 

◦ 세부사항 지침 마련

◦ 국․공립대학 연구보조비 
지급 규정

◦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 지침

   (교육부)

업적평가 결과 
확인 및 평가 

등급 결정

◦ 업적평가 분야별 자료 확인
 - 대상: 평가 대상 교수 직접 

확인
 - 교수업적평가 프로그램에서 

확인하도록 안내(공문송부)
 - 이의 제기 시 각 분야별로 확인 

후 정정

◦ 각 대학(원)성과급적연봉제심의
위원회에서 평가요소 등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결정(등급별 인원수 
등은 변경불가)

◦ 등급별 인원은 등급별 인원비율에 
의함. 직급별 인원수로 세부 
분류하지 않음

◦ 업적평가 자료 확인   
요청 공문

◦ 업적평가 결과(원점수) 송부
 - 본부→대학(원)장, 부학(원)장

에게 송부
 - 각 대학(원)별 자체기준에 의해 

등급 평가

◦ 업적평가 기초자료 송부 
공문

◦ 평가등급 결정 및 자료 제출
 - 등급결정자: 학(원)장, 부학(원)장
 - 등급입력: 학(원)장 또는 부학

(원)장 I.D.를 이용
 - 결과송부: 업적평가프로그램에서 

입력 후 저장, 엑셀로 다운받아 
출력 후 공문과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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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대학(원)별 인원배정 시 소수점 
수에 대해서는 사사오입하되 
상위등급에 유리하도록 적용함

◦ 대학(원)별 업적평가 
등급 결정 공문

평가 등급 수합 
및 조정

◦ 평가 등급 수합
 - 각 대학(원)별로 송부한 평가

자료 수합

◦ 전남대학교 교원 성과
급적 연봉제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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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절차 주요내용 유의사항 참고자료

◦ 등급 최종 조정
 - 등급별 인원이 맞지 않을 경

우 최종적으로 조정․확인

최종 평가 
등급 확정 

◦ 교수업적평가 등급 최종 확정
◦ 등급별 성과연봉 지급 금액 책정
◦ 최종 자료 작성 후 총장 결과 보고

◦ 총장이 평가등급을 정하는 교원은 
등급 및 금액을 재확인

◦ 성과연봉 지급 작성 엑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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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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중등교원 전·출입

주요내용 

사범대학 부설학교의 교원과 광주광역시 교육청 교원간의 전․출입

절차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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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정
 - 전남대학교 사범대

학부설중․고등학교 
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 관련공문
 - 전․출입동의 요구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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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절차 주요내용 유의사항 참고자료

  * 중등학교 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또는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전․출입관련 과목별 
배정요구인원 송부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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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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교장중임 및 자격연수

주요내용

교장 임기 만료 시 중임요청 하는 경우

교장 및 교감 자격 연수자 선발 통보

절차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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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학년도부터는 부중, 부고 중 1개교에만 1명 배정

※ 2019년 : 부설중학교에 1명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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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중등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주요내용

사범대학 부설학교의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절차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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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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부설학교 기간제교사 임용

관련법규 

「교육공무원법」제32조(기간제교원 임용)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기간제교원 임용)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간제교원 및 강사 등의 운영 지침」

절차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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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조회(행정정보공동업무
포탈)

◦ 성범죄 경력 조회(행정정보
공동업무포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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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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강사 임용

목적 

강사법(고등교육법) 시행에 따라, 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임용을 통해 우수한 강

사를 임용하고자 함

관련법규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조의8(강사의 임용 기준과 절차 등)

 「전남대학교 학칙」제11조의2(강사)

 「전남대학교 교학규정」제35조(강사)

 「전남대학교 강사 인사에 관한 규정」제2장(신규임용)

주요내용

임용자격

    -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자격을 가진 자의 경우‘연구실적연수 1년’과 

‘교육경력연수 1년’으로 합계 연수는 2년이며,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자격을 가진 자의 경우 ‘연구실적연수 1년’과 ‘교육경력

연수 2년’으로 합계 연수는 3년

    - 연구실적 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 

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봄

임용절차

    - 공개채용의 원칙: 강사의 신규임용은「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채용 해야 함

    - 특별채용 예외: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
휴직･파견･징계･연구년(6개월 이하)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퇴직･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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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계약

    - 강사의 임용계약은 서면계약으로 학기 개시일 이전을 계약시작일로 하여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임용하며, 신규임용 후 2개월 이내에 학과(부)

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재임용심사기준을 공지함

    - 강사에게는 신규임용 기간을 포함하여 총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되, 

그 3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신규채용절차에 따른다.

근로조건

    - 강사의 소속: 강사가 본교내의 여러 기관에서 동시에 강의하는 경우 최초에 

임용이 결정된 소속에 따르며 재임용 시 강사의 소속을 변경할 수 있음

    - 주당강의 시간: 강사가 담당하는 주당 강의시간은 캠퍼스 구분없이 학기

별로 주당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주당 9시간 이하로 함

절차흐름도 

<공개채용>

채용부서(학과(부) 등)에 강사 임용 수요조사


대학본부 강사 인원 및 시수 검토


대학본부→학과(부)등 강사 T/O 확정 및 전형지침 통보


 대학본부 강사 채용 공고


  학과(부) 등 강사채용 심사 및 합격자 발표


학과(부) → 대학본부 강사 임용내신


대학본부 강사 신원조회 및 성범죄 결격조회


대학본부 강사 인사위원회 심의


 - 발령 : 총장

 - 일자 : 학기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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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채용>

당해 학과(부) 등에서 활용기관장의 추천으로 특별채용요구서 제출


대학본부에서는 특별채용 요구서 검토 후 채용 승인


당해 학과(부) 등에서는 특별채용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특별채용 대상자를 선정 후 추천


학과(부) → 대학본부 강사 임용내신


대학본부 강사 신원조회 및 성범죄 결격조회


대학본부 강사 인사위원회 심의


 - 발령 : 총장

 - 일자 : 학기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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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외래강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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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으로써 

지금까지 배워온 지식을 확인 정리하고자 함

관련법규

 「전남대학교 학칙」제11조

 「전남대학교 비전임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제28조

주요내용

  자격기준

    -「대학교원자격기준등에 관한규정」제2조 별표의 자격을 가졌거나 또는 

교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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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와 

직명을 부기할 수 있고, 이 경우의 경력은 시간강사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

    - 외래강사에게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음

절차흐름도 

  해당대학(원)장의 요구에 의해 총장이 위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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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정기승급, 호봉재획정, 호봉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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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3조,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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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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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초임호봉 

확정의 방법에 의함

호봉정정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 일자로 소급

하여 정정함

절차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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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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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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납부

    - 경제사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 전액의 납부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2

∼4회로 나누어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당해 학기에 전액 장학금을 받

는 학생 또는 학자금 대출신청 예정자, 미등록 휴학예정자, 수업연한초과자는 

분할 납부가 불가능하다.

    - 업무흐름도

  수업연한초과자 등록금 납부

    -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한 

학생의 등록금은 교학규정 제14조 5항의 기준에 따라 징수하고, 수강취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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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

하여 별도 지정된 추가등록기간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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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순] [3월, 9월 초순] [2월, 8월 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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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흐름도

  기타사항

    - 신입생의 경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입학 허가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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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적된자의 재입학은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 한하여 허가 되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등록전 휴학자는 장학금이 소멸되나, 등록을 마친 후 휴학을 한 경우에는 

장학금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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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주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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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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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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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기간

    - 학사학위과정: 휴학은 통산 8학기 (예과, 편입 4학기) 이내

    - 석사학위과정: 4학기 이내(다만, 의학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은 4년 이내, 문화

전문대학원 미디어예술공학전공은 6학기 이내)

    - 박사학위과정: 6학기 이내(다만, 의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은 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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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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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연계과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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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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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arsam.j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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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휴학 후 군입대자는 전남대 포털사이트에 복무신고를 신청한 후 

입영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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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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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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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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

  기타사항

    - 휴학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복학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복학제적으로 처리됨

    - 학기 개시 3주 이전에 전역이 가능한 군입대 휴학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당

해 등록기간에 복학이 가능함(전역예정증명서,수학허가서 첨부)

    - 병역의무 이행으로 휴학한 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을 하여야 한

다. 다만,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군복학 승인 후 다시 휴학을 신청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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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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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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족

하여 졸업이 가능한 자는 제외한다.

    - 질병,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어 소속대학(원)장이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 제의를 한 자.



- 64 -

유급

  - 학부

      · 의학과

        * 학년의 평균성적이 C-(1.7) 미만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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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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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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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전학기 또는 직전 학년도 재적생 변동상황 보고(4.1.자. 10.1.자)

에 명시된 제적자 수에서 재입(편입)학한 수를 제외한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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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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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학 시기: 재입학 시기는 해당학기의 등록 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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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적변동자의 

교과목 이수규정에 따름.

    - 재입학자의 기 이수학점은 통산하여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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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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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입학자와 동일하게 학사경고 연속 3회시 제적처리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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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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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후기

모집으로 입학하여 제2학기부터 재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매 학년도 제2

학기 개시 전에도 할 수 있다.)

  제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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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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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단위간

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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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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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출제한은 신청인원을 기준으로 학년별 인원을 통산하여 산정하며, 모집

단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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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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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자(단, 편입학생 제외)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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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 수업 학점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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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 수업 학점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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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 수업 학점 미포함)

    - 폐지된 모집단위 소속 재적생에 대하여는 지원자격에 휴학자를 포함하고 

성적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폐지된 모집단위: 자율전공학부(자연), 응용수학과

    - 자율전공학부(1년) 및 글로벌학부 학생은 모집단위간이동(전과)을 지원할 수 없음

지원방법

    - 모집단위간이동을 원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에 전남대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선발 

    - 모집단위간이동 지원서를 받은 대학장은「모집단위간이동 지원자 사정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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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

비율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선발기준을 변경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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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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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학장(전입)은 그 학생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다만, 모집

단위간 이동이 제한된 학과와 사범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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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원소속 학부(과)에서 기 취득한 전공 및 일반선택 학점은 이동한 학부(과)의 

교과과정에 따라 재사정하여 전공학점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학점은 일반

선택 학점으로 인정

  기타 사항

    - 소속 대학장은 「모집단위간이동 지원 승인대장」을 비치하고 모집단위간이동 

승인내역을 기록하여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학적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2중지원시 전부 무효 처리함)

    - 소속대학장은 모집단위간이동(전과) 합격사정 종료 후 전형 관련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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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부)의 소정의 전공학점을 이수하여 복수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문의 시야 및 취업기회를 확대시

키고 사회적응력을 제고시키기 위함.

 나. 관련법규 

 학칙 제50조, 교학규정 제13조

  전남대학교 복수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

 다. 주요내용

  신청 및 취소시기 

    - 제1학기: 1월 

    - 제2학기: 7월

  제한학과: 모든 학과(부)를 대상으로 하되, 간호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예술대학(디자인학과 및 미술학과 제외), 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석사통합과정, 자율전공학부는 복수전공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이들 학과 

소속 학생들도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다만, 자율전공학부 소속 학생은 

제한학과 이외의 학과(부) 복수전공 이수 가능)

  허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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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사범대학 학과(부)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1학기-50%, 

2학기-1학기 선발 잔여인원) 이내)

    - 연계전공은 주관학과(부) 입학정원의 50%(1학기-30%, 2학기-1학기 선발 

잔여인원)이내. 다만, 연관학과(부)가 5개 이상인 연계전공은 주관학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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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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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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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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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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부전공

 가. 목적

  주전공 이외의 인접학문에 대한 이해 확대와 학생들의 학구의욕을 충족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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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부)를 대상으로 하되, 간호대학․수의과대학․약학대학․예술대학

(디자인학과 및 미술학과 제외)․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학․석사통합

과정․자율전공학부는 부전공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이들 학과 소속 

학생들도 부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 (다만, 자율전공학부 소속 학생은 

제한학과 이외의 학과(부) 부전공 이수 가능) 

  허용인원 및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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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에 따라 제한을 둘 수 있음.

    - 지원자격: 우리대학에서 30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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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arsam.j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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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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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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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전문대학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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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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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 -

  교학규정 제22조(폐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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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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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듈시간

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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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강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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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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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개설기준 인원 기준

150%초과

역량교양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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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될 수 있도록 한다.

      ※ 요일별 균등 편성을 위하여 필수과목의 경우 수금 모듈 편성을 권장

    - 각 학부(과)별 전공시간표를 작성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교양(학과필수)․교직․
군사학 강의시간표와 대조하여 수강과목의 강의시간이 중복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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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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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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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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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는 개강 이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음

  강의실 지정

    - 교과목 특성 및 수강 대상 인원을 감안하여 지정하고 강의시간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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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강 이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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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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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시간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 교육부에서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정부조직의 효율화 방안으로 강사료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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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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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사항 

         ․ 제한인원(강의실 수용인원) = 자과인원 + 부전공인원 + 타과인원 + 잔여인원

         ․ 자과인원: 해당 학과(전공)의 주전공, 복수전공의 학생이 수강신청 할 수 있는 인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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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가 있는 경우 및 수강신청 이후 복학한 학생을 위하여 

예비로 관리하는 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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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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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반정보

의 해당란에 입력

  폐강

    - 학부는 수강인원이 교양(일선)과목은 20인 미만, 전공(교직)과목은 10인 미만

일 때는 폐강한다. 다만, 수강신청인원이 수강 대상 학생 현원의 50%이상

일 때와 복수학과 모집 및 최소전공인정학점제 시행학과의 강좌는 전임교

원 강의 수용 능력이 충분할 때 설강할 수 있다.

    - 대학원은 수강인원이 3명 미만일 때는 폐강한다. 다만, 재학생이 3명 미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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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이 

맞는지 여부(강사료 기초자료임)



  시간표 모듈

    - 시간표

   요일
교시

월
(50분 수업)

화
(75분 수업)

수
(50분 수업)

목
(75분 수업)

금
(50분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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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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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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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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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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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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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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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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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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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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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4교시·수3교시], [화·목 4교시], [화·목 6교시], [수6교시·금5교

시·금6교시] 형태로 수업시간을 고정화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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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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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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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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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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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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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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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행정 

→ 수업관리 → 교과목조회/강의계획서 → 년도, 학기선택 → 강의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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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년, 

1학년 순)하며 나머지 2일은 공통수강신청 기간임

    - 수강신청 정정은 개강 후 5일간으로 전 학년 공통실시

    - 수강신청 취소는 수업일수 1/5선 이후 10일 이내에 실시하며 2과목 이내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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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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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전학기 성적우수자(15학점이상 이수 및 평균평점 3.75 이상자) 및 복수

전공자는 기준학점 외에 3학점까지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음(다만, 성적

우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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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류파견학생

  교과목 재수강

    - 교과목의 재수강은 원교과목과 교과목코드가 같은 과목이거나 동일교과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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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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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과목으로 지정한 

교과목을 수강신청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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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목 수강신청 

    - 비사범계 학생의 교직과목 학수구분은 『일반선택』으로 처리

    - 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은 교직을 신청한 3～4학년 학생이 수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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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하에 수강신청 하도록 함

  수강신청 확인 철저

      컴퓨터 조작 부주의로 수강신청이 누락되어 성적이 인정되지 않아 "F(0)"

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수강신청 후 본인이 직접 개인별 정

보조회에서 수강신청 내역을 확인하도록 함

  출석부 등재 확인 철저

      출석부에 전산으로 출력된 명단이 없는 경우에는 수강신청이 되지 않은 

경우이니 출석부 등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함.

  비밀번호 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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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경우에는 등록된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관리 철저

  제한학점 확인 철저

    - 제한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을 하는 경우에 초과학점 성적은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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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도록 유의

하여야 함

  교수-자녀간 수강신청 지양

    - 강의담당교원이 부모인 경우 자녀학생은 해당 과목의 수강신청을 지

양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수강할 경우 해당 교원은 수강사전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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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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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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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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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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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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관리지침 제30조(성적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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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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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할  

수 없음.

     · C+등급 이하의 평가는 담당교수 재량으로 함.

     · 같은 교과목을 2개 분반이상 담당하였을 경우 상대평가 분포를 합산하여  

평가할 수 있음.

    - 절대평가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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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제등록학생, 대학원생(보충학점 수강자), 실점처리 대상학생(교류학생),  

국적이 외국인학생, 현장실습 교과목, 사범대(교직이수자)의 학교현장실습, 

교과교육영역 교과목 중 절대평가 요청이 있는 강좌, 일반대학원, 특수

대학원(정책대학원 제외), 전문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문화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제외) 개설 교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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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량교양 교과목 중 책임교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절대평가 요청이 있는 강좌

  성적정정 방법

    - 담당교수의 착오 또는 성적 기재 누락이 있을 때에 교과목 담당교수가 증빙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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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성적인정여부를 확인하여 성적부여 대상에 반영해야 함(※ 종강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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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을 주기 위함

 나. 관련법규

  학칙 제22조(학년도, 학기)

  계절학기 운영규정

 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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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을 수강 희망하는 자는 그 계절수업이 속한 정규학기에 재학하는 자로 함

  계절학기 개설교과목 담당교수는 1과목만 담당 가능

  수강인원이 30명 미만인 교과목은 폐강 처리

  신청학점은 6학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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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기타 사항

  수강신청 후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수강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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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 중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시험에 응시하여 초년생 시절 외국어 

능력을 배양하여 향후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함

 나. 관련학칙 및 규정

  교학규정 제42조(시험의 구분)

 다. 주요내용

  응시대상

    - 2014~2018학년도 신입학자(2019학년도 신입학자부터는 제외)

    - 2016~2020학년도 편입학자(2021학년도 편입학자부터는 제외)

  시험응시 횟수

    - 2014~2016학년도 입학자: 연간 2회 총 4회(2학년 2학기까지 학기별 1회씩 총 4회)

    - 2017~2018학년도 입학자: 3학년 2학기(6학기)까지 총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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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별 1회씩 총 2회)

    - 2016~2020학년도 편입학자: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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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한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시험의 최고점수를 아래표의 비율로 

인정하여 학점을 부여하며, 학점취득특별시험 방식으로 학점을 부여하므로 

별도 수강신청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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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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교에서 수학이 불가한 경우(국내·외 타대학교류, 해외연수파견, 현장실습 

등) 해당 학기 시험점수는 인정하지 않지만 응시의무는 면제

 ※ 750점 이상 성적우수로 응시의무가 면제되는 학생은 1회만 응시하더라도 A+

학점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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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교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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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과학기술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순천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학생교류 및 학점상호인정

수도권 사립대학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명지대학교
중앙대학교

○고려대학교 학부
○학생교류 및 학점상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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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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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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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관련법규

  전남대학교교학규정 제18조(교과목이수) 

 다. 주요내용

  이수해야 할 교과목이 교과과정 변경으로 폐지․변경되어 이수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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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전공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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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임연구원 

또는 계약교수로 위촉되어 강의를 담당하는 자, 총장발령 박사후 연수과정에 

있는 연구원으로 강의를 담당하는 자

    - 강의시간의 계산

      · 매학기 15주를 기준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임교원의 초과강의

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통산하여 계산

      · 강사료는 학점으로 계산하되, 음악계열 학과의 ‘전공실기’ 교과목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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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시간 수는 주당 9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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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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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계 및 동계방학 중에 강의가 개설되는 교육대학원의 강의에 대하여는 

강사료를 따로 정함

      · 교육실습, 현장실습, 대학과사회봉사, 졸업논문 관련교과목 등 담당교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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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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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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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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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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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범대학 학생 중 졸업(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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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자격발급일로

부터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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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기: 8월 졸업자: 6월 초 / 2월 졸업자: 12월 초(홈페이지 공지)

  신청절차 

    - 각 대학(원)으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공문 발송(학사과 / 6월 초, 12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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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전공 학과에 제출(6월말, 12월말)  

    - 무시험검정 실시(학사과) → 무시험검정 결과 각 단과대학으로 통보

      (2월 20일, 8월 20일경)  

  제출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규칙 별지 4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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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대학원 대상자는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학부 성적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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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영양교사(2급), 특수학교(유치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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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자격증 발급: 교원양성과정별 교원자격증 발급기준에 따라 졸업일에 

교원자격증을 발급(학생이 졸업식 당일 각 대학(원)에서 자격증 수령)

 마. 업무흐름도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조사

ð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승인

ð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ð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및 자격여부 검토

ð

교원자격증 발급

(학사과) (학사과) (학사과) (학사과) (학사과)

[1월 초] [2월 말] [6월 초, 12월 초]
[6월(12)~

8(2)월 중순]
[졸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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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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자격인정기준의 

전공영역만 해당)

     · 조기졸업 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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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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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학년도 이전 여수캠퍼스 입학자는 4.0이상)인 자

        * 조기졸업을 희망한 자(조기졸업희망원 제출자)

     · 학사편입학 졸업 예정자

        * 4학기(의․치․수의대 8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편입학생 교과과정 이수지침에 

의거 편입학과 졸업소요학점의 2분의 1이상 취득이 가능한 자

        * 편입학년도에 지정된 교과과정 이수기준표에 의한 학점의 취득과 학과

에서 특별히 이수하도록 지정한 과목을 이수한 자

     · 학점인정 조기졸업 예정자

        * 우리대학 졸업자(퇴학․제적자 포함)가 입학하여 기 이수한 학점을 인정

받은 경우 인정학점에 따라 1년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 단축 가능. 다만, 

조기졸업을 희망한 자(조기졸업희망원 제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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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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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교과목을 

이수하였는지 여부

     · 교과과정 개편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해당학과의 신설 전공교과목을 이수

하였는지 여부 

     · 동일교과목의 학점감소 등으로 필수학점이 부족한 경우에 부족학점을 선

택교과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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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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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이후 입학자: 핵심교양 4개영역 중 3개 영역 이상

        * 2016년 이후 입학자 : 핵심교양 영역 중 3개영역 이수하되, 계열별 의무 

이수 학점은 아래의 내용을 따름. 

※ 인문사회계열 학생은 핵심교양 ‘자연과기술의이해’, 일반교양 ‘공

학전문교양’, ‘자연과학’, ‘기술·공학’영역 내에서 최소 9학점 이상

을 취득하되, 핵심교양 ‘자연과기술의이해’ 영역은 반드시 포함

※ 예체능계열 학생의 경우, 핵심교양 ‘자연과 기술의 이해’ 영역에

서 최소 3학점 이상 이수

※ 이공계열 학생의 경우, 핵심교양 ‘문학과예술’, ‘역사와철학’, 

‘사회의이해’, 일반교양 ‘문화예술’, ‘사회과학’, ‘인문학‘, ’

민주주의·인권‘ 영역에서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2017년 ~ 2018년 입학자: 2016년 이후 입학자 이수기준에 인문학 관련 

교양과목을 8학점 이상 포함하여 이수

          · 인문학 관련 교양: 핵심교양 문학과예술, 역사와 철학, 기초교양, 

기초도구(글커잉,생활영어1·2제외), 일반교양 문화예술, 인문학]

        * 2019학년도 이후 입학자 

         ※ 역량교양(3개영역) 영역당 3학점 의무 이수

        ※ 균형교양 ‘표현과 소통’에서 3학점 이상, ‘진로와 창업’에서 

2학점 이상 이수

        ※ 인문학 관련 교양과목 8학점이상 이수

            ⁑ (인문학 관련 교양과목인정 영역: 역량교양 ‘창의’,‘감성’,

‘공동체’, 균형교양 ‘인간과 사회’,‘표현과 소통’)

         ※  계열별 의무 이수 학점

           ⁑ 인문사회계열 및 예체능계열: 균형교양 ‘자연과 기술’ 영역 3

학점 이상 이수

           ⁑ 이공계열: 균형교양 ‘인간과사회’ 영역과 기초교양 ‘기초과

학’영역에서 각3학점 이상 이수  

    - 성적표상의 교과구분과 교과과정상의 교과구분이 같은지 여부

        * 교과구분이 잘못되어 졸업소요학점 부족으로 졸업이 불가능할 수 있으

므로 해당자들에 대하여는 교과구분 정정 요청

    -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

     · 복수전공 및 부전공의 필수교과목과 소요학점의 취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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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수전공 및 부전공에서 이수할 교과목이 주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중복되는지 여부

       * 주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에서 이수할 교과목과 

중복될 경우는 복수전공은 9학점까지, 부전공은 6학점까지 중복 인정

       * 사범대학의 학과를 복수전공할 경우 중복된 교직과목 성격의 전공과목은 

복수전공학과의 전공학점으로 모두 중복 인정

     · 복수전공 미 이수시 졸업 여부

       * 주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 했어도 복수전공 졸업학점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주전공 졸업 불가. 다만, 졸업사정 기간 중에 복수전공

이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주전공 졸업 가능

    - 교직 이수

     · 주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했어도 교원자격증 발급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부족한 학점을 취득코자 하는 경우 졸업 불가. 다만, 교직이수를 

포기한 경우 졸업 가능

    - 수료 사정

     · 졸업에 필요한 학기를 이수하고 학점 및 성적평점은 충족하였으나 졸업

자격인정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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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하나의 영역이라도 인정받지 못한 자는 수료유보 가능

    - 졸업‧수료 유보는 4회(총2년)까지 허용하고 그 기간동안 휴학 등 학적변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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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에 따른 등록금 추가 납입

  유의 사항

    - 예비사정 결과 탈락예상자인 경우 당해학기 및 계절학기 성적에 따라 졸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졸업예정자로 관리

    - 평점 1.75미달자에 대하여는 당해학기 및 계절학기 성적취득 결과에 따라 

졸업이 가능할 수 있으니 본 사정까지 사정대상자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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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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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것.

 나. 관련법규 

  학칙 제73조, 제74조

  전남대학교 대학원 교학규정 제28조

 다. 주요내용

  수료사정 및 졸업대상자 기준

    - 수료사정기준

     · 석사학위과정

     · 박사학위과정

내용
수료기준

비     고
일반수료 조기수료

이수학기 4 2 · 학․석사연계과정 입학자

  - 평균평점 3.0 이상: 조기수료

· 학칙 제73조제2항제2호에 해당자 

  - 평균평점 4.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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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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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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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박사통합학위과정

내용
수료기준

비  고
일반수료 조기수료

이수학기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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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 또는 박사학위 등 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및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하고 대학원

위원회의 학위수여 결정을 받은 자 

    - 수료유예: 수료 예정자 중에서 학점을 추가로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수료 6주 전까지 지도교수와 학과․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총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

  행정정보시스템 수료조건 검색 방법

    - 석사과정 

      · 4학기 이상 등록 유무: 아르샘 학생개인정보-등록횟수 참고

      · 평균평점 3.0 이상 여부: 아르샘 학생개인정보-성적이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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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정보관리-보충학점 신청 및 이수내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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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샘 학생개인정보-등록횟수 참고

      · 평균평점 3.0 이상 여부: 아르샘 학생개인정보-성적이력 참고 

내용
수료기준

비  고
일반수료 조기수료

보충학점 학과 결정학점 학과 결정학점 · 석사와 전공 상이자

학과최소
이수학점 학과 결정학점 학과 결정학점 · 학과 내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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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된 보충학점 이수 여부: 아르샘 대학원-외국어, 종합시험, 논문-

기본정보관리-보충학점 신청 및 이수내역(학번 및 소속 검색 가능) 

      · 36학점 이상 이수여부: 아르샘 학생개인정보-성적이력 참고 

      · 학과 내규의 소속학과 교육과정 이수학점 이수여부: 아르샘 학생개인정보

-이수학점 

  대학원 졸업 행정정보시스템 접근방법   

    - 학사행정시스템→대학원→졸업(대학원)→기본정보관리→조건 지정(기본사항 입력)

    - 학사행정시스템→대학원→졸업(대학원)→기본정보관리→졸업예정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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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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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사행정시스템→대학원→졸업(대학원)→졸업(수료)사정 최종결과 수정

    - 학사행정시스템→대학원→졸업관리(대학원)→학위번호 부여(졸업사정최종

결과 수정이 끝나면 학위번호를 부여-대학원 직전학기 학위번호 부여)

    - 학사행정시스템→대학원→졸업(대학원)→학위코드일괄부여및학위코드: 학위 

일괄부여 및 학위점검 후 전산반영→ 학위기 출력

       ※ 재학생 중 수료자: 학위취득예정수료 

          재학생 및 수료자 중 학위취득: 일반졸업

          재학생 중 수료 및 학위취득 불가자: 졸업불가

  졸업(수료)자 확정

    - 학칙 제73조 및 교학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 확정

라. 업무흐름도 

졸업예비사정
기본계획수립

시행통보 ð
예비사정 실시

ð

수료예정자
확정

ð

졸업본사정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통보 ð

본사정 실시

(대학원) (대학원) (대학원) (대학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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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위기 출력
및 결과보고

ï

아르샘
입력완료

ï

학위수여 대상자
확정

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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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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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ï

학력조회 결과 

특이자 회보
ï

학력조회 결과

내부결재
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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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제증명 및 교직원증(스마트카드), 학생증(스마트카드) 발급 등 

      민원인에게 다양한 발급매체를 통하여 신속ˑ정확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함.

관련법규 

「전남대학교 교학규정」제9장 보칙 제73조

주요내용

 교직원 및 비교직원의 제증명 및 교직원증(스마트카드)발급

  학생 제증명 및 학생증(스마트카드), 국제학생증 발급

  교원자격증 재발급 

  팩스민원, 민원우편으로 제증명 서비스 지원 업무

  인터넷증명발급 제증명 서비스 지원 업무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졸업대장 및 학적부 관리

  자동증명발급기 운영, 유지보수

  인터넷 검색대 운영, 유지보수

  학력조회 회보

  학적민원 상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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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흐름도

교직원 및 비교직원의 제증명 및 교직원증(스마트카드) 발급

교원자격증 재발급 

팩스민원, 민원우편으로 제증명 서비스 지원 업무

인터넷증명발급 제증명 서비스 지원 업무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자동증명발급기 유지보수 

학력조회 회보 

신청
ð

발급(아르샘)
ð

통계

(민원) (학사과) (학사과)

신청
ð

발급(아르샘)
ð

재발급 수수료 수납 
ð

통계 및 

전자수입인지세 납부

(민원) (학사과) (학사과) (학사과)

신청
ð

접수

(우편, 팩스) ð
정정(아르샘)

ð
학적원부 정정

(민원) (학사과) (학사과) (학사과)

신청

(전남대포털, 

웹민원센터) ð

발급

(전남대포털,

웹민원센터) ð
증명수수료 수납

ð
제증명 통계 

(민원) (대행업체) (대행업체) (학사과)

고장 접수
ð

고장사항 확인
ð

수리
ð

월별 유지보수비 정산

(학사과) (학사과) (학사과, 업체) (학사과)

공문 접수
ð

학력의뢰 

대상자 확인 ð
학력회보 작성

ð
공문 발송

(학사과) (학사과) (학사과) (학사과)

신청(주민센터,우체국)
ð

발급(정부24,아르샘)
ð

제증명 통계

(민원) (학사과) (학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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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학생증(스마트카드) 발급

목적

학생증(스마트카드)으로 학내의 다양한 서비스(강의실 출입, 도서관 

      이용, 학생회관 식당 이용, 생활관 출입, 체크카드 사용 등)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의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함.

관련법규 

「전남대학교 학생증발급규정」

「전남대학교-광주은행 스마트카드시스템 구축 협약」

주요내용

 발급대상 : 학부생, 대학원생, 편입생, 본과진입생(의예과, 수의예과),   

                 전과생, 휴·복학생

  발급방법 : 신입생은 학기 초 신청 → 일괄발급 

                 재발급은 방문 신청 → 종합서비스센터에서 즉시 발급

  신입생 학생증 신청방법

   - 전남대포털(http://portal.jnu.ac.kr) 로그인 → 서비스데스크 → 

     스마트카드 → 발급신청

     ※ ID: 수험번호 / 비밀번호: 생년월일(6자리)

    - 기본정보 확인, 증명사진(3x4cm)을 JPG 파일로 등록 → 신청버튼 클릭

    - 광주은행 사이트로 이동하여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제출 → 

신청완료

  사진파일 확인(승인) 

    - 확인(승인) 담당자 : 학과 조교 

     - 전남대포털 로그인(학과ID) → 학생정보, 사진 확인 후 승인 

http://portal.j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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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명단 파일 생성, 발급 및 배부

    - 파일생성: 정보전산원에서 CD로 제작하여 광주은행에 전달

    - 발급기관: 광주은행

    - 배부기관: 학사과

  모바일 학생증 이용

    - 학생증 미소지자나 학생증 발급기간 동안 신분확인 및 도서관 이용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신분증

      ※ 학생증(스마트카드) 수령 전까지 모바일 학생증으로 도서관 출입가능 

    - 모바일 학생증 발급 방법: 스마트폰에 ‘전남대스토어’ 앱을 설치

    - 전남대포털(http://portal.jnu.ac.kr) 로그인 → 서비스데스크 → 

     모바일신분증 - 신청    

 

절차흐름도

계획수립 및 안내

⇨

신입생 학생증 

발급 신청

⇨

사진파일 확인 및 

승인

⇨

신청명단 

파일생성 및 CD 

제작

⇨

광주은행 

파일(CD) 송부

(학사과)
(전남대포털→

로그인→신청)

(소속학과 →

조교)
(정보전산원) (학사과)

[2월 중순] [3월 초] [3월 초] [3월 중순] [3월 중순]

⇩

미수령 학생증 

배부

⇦

학생증 배부

⇦

학생증 발급

(학사과→

단과대학)
(학사과) (광주은행)

[4월 초] [3월 하순] [3월 중순]

http://portal.jnu.ac.kr


교 무 처

교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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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목적

 교원양성제도로서 교육부의 설치승인을 받은 학과 학생들이 소정의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관련법규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교육부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26조 

 자격종별 세부 이수기준 및 기본이수과목 등(교육부고시)

 전남대학교 교학규정 제13조, 제41조

 전남대학교 교직과정 운영 지침

 주요내용

 주전공 선발

    - 시행 시기: 매년 7월 ~ 8월

    - 선발 대상: 선발 당시 교직설치 승인을 받은 학부(과)의 2학년 재적생

    - 선발 가능 인원: 각 학부(과) 및 전공별 승인 인원 범위 내

    - 선발 기준: 적성, 인성 및 성적 등의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학부(과) 및 

전공별 기준을 정하여 선발

      ※당해 학년도 미선발 인원이 존재하는 학부(과) 및 전공은 익년 1월 추가 선발

    - 사범대학 소속 학생은 입학당시 주전공 교직이수 예정자로 선발된 것으로 봄

 복수전공 선발

    - 시행 시기: 매년 8월 ~ 9월(일반 복수전공 선발 이후 실시)

    - 선발 대상: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설치학부(과)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

된 자, 사범대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부)를 복수전공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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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발 기준: 각 학부(과) 및 전공별 승인 인원의 범위 안에서 선발

    - 선발 가능 인원

 절차흐름도

  ※ 추가선발 절차: 선발 안내(교직부, 12월말) → 이수예정자 추가선발(교직설치 

학부(과), 1월중) → 이수예정자 추가 확정(교직부, 2월초)

 유의사항

  복학 및 재입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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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 이전이라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할 수 없음 

    - 교직과정이수 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이 제적 처리된 후 해당학과에 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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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있음

    - 해당학과에 교직과정이 신규로 설치 승인되기 전에 입학한 자가 교직

과정이 설치 승인된 후에 복학 또는 재입학하였을 경우에는 교직이수

예정자로 신청할 자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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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안내  

ð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신청

ð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ð

교직과정 이수자

확정

ð

교직과정 이수

(교직부) (학생) 학과(부) 및 전공 (교직부) (선발 학생)

[주전공: 6월말]

[복수전공: 8월말]
[접수기간]

[주전공: 7월중]

[복수전공: 9월중]

[주전공:8월 초]

[복수전공:10월중]
[재학중]

입학년도 사범대 학과 교직과정 설치학과

2008~2010학년도 입학자 입학정원의 100% 입학정원의 20%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 입학정원의 100% 교직 설치 승인 인원의 
2배수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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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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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입을 위해 전적대학 자퇴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에서 삭제된 경우 

전적대학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만 가능

      ·위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편입학 대학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할 수 

있는 기간은 편입학 대학의 3학년 1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 전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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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직과정 이수학점 및 성적 기준

 관련법규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교육부령)

 자격종별 세부 이수기준 및 기본이수과목 등(교육부고시)

 전남대학교 교직과정 운영 지침

 전남대학교 교직과정이수자 교육봉사활동 세부업무처리 기준

 주요내용

 전공영역

구분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1이후 편입학자 포함)

일반학과 특수관련학과 일반학과 특수관련학과

주전공 42학점
특수관련 42학점

자격종별 30학점
50학점

특수관련 42학점

자격종별 38학점

복수전공 42학점
특수관련 42학점

자격종별 42학점
50학점

특수관련 42학점

자격종별 38학점

부전공 30학점 (2008학년도부터 폐지) 폐지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는 교과구분이‘전공’

또는‘일선’인 기본이수과목을 이수한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전공학점

에 포함되지 않음.(전공 또는 일선으로 이수한 기본이수과목을 제외한 전공학점이 

42학점 이상이어야 함)

   - 2009학년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부터는 전공학점 내에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및 교과교육영역 8학점을 포함하여 이수하여

야 함.(교과구분이‘일선’인 기본이수과목을 이수한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전공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초등특수교육전공, 유아특수교육전공인 경우 특수교육과 표시과목의 전공



- 124 -

과목을 결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과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으로 최대 15학점까지 중복 인정 가능

 기본이수영역

    - 기본이수교과목: 학과(전공)별 해당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반드시 이수

해야만 하는 필수 교과목”으로 각 학과(전공)별·학년도별로 지정된 

교과목을 말함.

    - 기본이수과목 학점

    - 기본이수교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공과목으로 이수하지 않은 경우라도 기본이수교과목 이수로 인정은 

가능하나, 전공 전체학점('08학년도 입학자까지 42학점, '09학년도 입학자

부터 50학점 등)의 범위에는 포함할 수 없음.

    - 교육부에서 고시한 1개영역에 대하여 우리대학에서 2과목을 지정한 경우, 

2과목을 모두 이수하더라도 1개 영역으로만 인정됨

    - 기본이수과목을 타대학에서 이수한 경우 해당개설학과에서 동일한 과목

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 경우 타대학에서도 기본이수

과목으로 개설이 되어있어야 함.(기본이수과목 이수 확인서(타대학 작성) 

및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 제출)

 교직영역

구분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일반학과 특수관련학과 일반학과 특수관련학과

영역

학점

5개영역

(14학점)이상

10개영역

(28학점)이상

7개영역

(21학점)이상

14개영역

(42학점)이상

영역구분
2008이전 입학자

(2010이전 편입학생 포함)

2009이후 입학자

(2011이후 편입학생 포함)

2013이후 입학자

(2015이후 편입학생 포함)
비  고

교직이론

교육학개론(2학점)
교육심리(2학점)
교육사회(2학점)
교육철학및교육사(2학점)
교육과정및교육평가(2학점)
교육행정및교육경영(2학점)
교육방법및교육공학(2학점)

교육학개론(2학점)
교육심리(2학점)
교육사회(2학점)
교육철학및교육사(2학점)
교육과정(2학점)
교육평가(2학점)
교육행정및교육경영(2학점)
교육방법및교육공학(2학점)

교육학개론(2학점)
교육심리(2학점)
교육사회(2학점)
교육철학및교육사(2학점)
교육과정(2학점)
교육평가(2학점)
교육행정및교육경영(2학점)
교육방법및교육공학(2학점)

-2008이전 입학자는 7과목 모두 이수
-2009이후 입학자부터 개설된 8과목 중 
7과목(14학점) 이상 이수

-2013이후 입학자부터 개설된 8과목 중 
6과목(12학점) 이상 이수

※ 교원자격증 기소지자 면제 가능



- 125 -

  ※ 교과구분이 ‘전공’인 교직과목을 이수한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전공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2009이후 입학자부터 교과교육과목은 “전공”으로 반영됨.

    - 교직이론

     ·부.복수전공 교직이수자의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주전공 과목으로 

한번만 이수하며, 부.복수전공의 교직이론과목은 면제 가능

     ·초․중등 교원자격증을 기 소지하고 편입학한 경우 교직이론과목은 면제 가능

     ·종전의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를 (재)수강하고자 할 경우 동일교과목인 

“교육과정” 또는 “교육평가” 중 한과목만 이수하면 됨

    - 교직소양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반드시 이수해야 함

      · 부·복수전공 교직이수자의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주전공과목으로 한번만 이수

      · 2급이상 교원자격증(7호 기준 대상자)을 기 소지하고 편입학한 경우 면제

    - 교과교육  

      ·부․복수전공 교직이수자의 경우 해당 표시과목의 교과교육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초․중등 교원자격증을 기 소지하고 편입학한 경우 해당 표시과목의 교과

교육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 해당학과는 교과교육영역이 

없으므로 직무관련 전공학점을 이수하여 총 전공과목 이수학점을 충족

영역구분
2008이전 입학자

(2010이전 편입학생 포함)

2009이후 입학자

(2011이후 편입학생 포함)

2013이후 입학자

(2015이후 편입학생 포함)
비  고

교직소양 -
교직실무(2학점)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교직실무(2학점)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2학점)

※ 교원자격증 기소지자 면제 가능

교육실습 교육실습(2학점)
학교현장실습(2학점,4주간)
교육봉사활동(2학점,60시간)

학교현장실습(2학점,4주간)
교육봉사활동(2학점,60시간)

※ 교원자격증 기소지자 면제 가능

교과교육
(표시과목관련)

OO교육론(2학점)
OO교재연구및지도법(2학점)

OO교육론(3학점)
OO교재연구및지도법(3학점)
OO논리및논술교육(2학점)

OO교육론(3학점)
OO교재연구및지도법(3학점)
OO논리및논술교육(2학점)

-2009이후 입학자부터 전공영역  
학점에 포함
※ 교원자격증 기소지자 면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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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실습  

 성적 기준

구분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사범대학생

*주전공 제한요건 없음
*다만, 사범대학생이 비사범
대학 교직 과정을 부·복수
전공하는 경우 2005.2학기 
이후 이수한 전공 및 교직
과목 평균평점을 각 80점
(2.75)이상 취득해야 함

졸업 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편입학 및 
교육대학원 입학 이
전 성적은 미반영)

*전공과목 평균평점 75점 
이상(교과교육 포함)
*교직과목 평균평점 80점 
이상(교과교육 미포함)
*다만, 교양과목 성적은 
미반영

비사범대학

교직과정이수자

*전공 및 교직과목 평균평점 
각 80점(2.75)이상

구분
학교현장실습

(≒구 교육실습)

교육봉사활동

2008 

이전
2009이후 교과과정 적용자

대상 *교직이수자 전체 이수 해당없음 *2009이후 입학한 교직이수자 전체

수강신청
*매년 1학기 개설

 <4학년 재학중 이수>
해당없음

*봉사활동 실적이 60시간 이상 누적되는 

학기에 수강신청

실습시기
*사범대: 5월중~6월말(4주)

*비사범대: 4웕말~5월말(4주)
해당없음

*입학부터 졸업시까지 지속적 실시(일반

교직 대상자는 설발이후부터 가능)

면제대상

*부·복수전공 교직이수자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주전공 한번만 이수

*초·중등 교원자격증을 기 소지하고 편입

학한 경우 면제

해당없음

*부·복수전공 교직이수자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주전공 한번만 이수

*2급이상 교원자격증(7호기준 대상자)을 기 

소지하고 편입학한 경우 면제

※사서․영양․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하는 자가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나 사

회교육기관 또는 청소년상담기관(민간기관은 슈퍼바이저가 있는 경우에 한함) 등에서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경우와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유치원설립

자로서 1년 이상 유치원을 경영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에 한함)을 대체할 

수 있음. 이 경우 소속 학교 또는 기관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경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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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학점의 중복인정 

❍ 전공학점의 중복인정이 가능한 표시과목의 범위

 ▶ 통합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 통합사회⇔일반사회, 역사, 지리, 도덕․윤리

 ▶ 기술․가정⇔기술, 가정 ▶ 가정⇔조리⇔영양교사 ▶ 도덕․윤리⇔교육학, 철학

 ▶ 교육학⇔심리학⇔상담⇔전문상담교사

   ☞ 상기 표시과목 간에는 5과목(15학점)이내에서 중복 인정 가능

   ☞ 과목명이 동일해도 이수구분이 교양 또는 일반선택인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 불가

   ☞ 동일학과 내에서는 복수전공 불가

❍ 복수전공 시 학점의 중복인정 

 ▶ 특수학교(중등) ⇔ 특수학교(초등) ⇔ 특수학교(유치원)

   ☞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전체(42학점) 상호 인정 가능

   ☞ ‘09년 이후 초등 42, 중등 42, 유아 42학점을 이수해야 함: ’08년 이전은 30학점

 ▶ 중등학교 ⇔ 특수학교(중등) ▶ 유치원 ⇔ 특수학교(유치원) ▶ 초등학교 ⇔ 특수학교(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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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9년 이후 초등 50, 중등 50, 유아 50학점을 이수해야 함: ’08년 이전은 42학점

  ※ 초등특수 ․유아특수에서 특수교육과 자격종별(표시과목) 전공과목을 결합한 교육

과정을 운영할 경우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과 자격종별(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으로 최대 

15학점까지 중복 인정 가능

 교직 연계전공 학점 이수

    - 신청자격: 사범대학 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자 중 아래 표시

과목 관련 전공자

연계전공명 관련 표시과목 표시과목 관련 학과(전공)

통합사회연계전공
역사, 지리, 일반사회, 도덕․윤리

(통합사회)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사회학과,

 사학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윤리교육과

통합과학연계전공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통합과학)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지질환경전공,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생명과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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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인 9월 중 공고하여 선발(복수전공 선발 시기와 동일)

    - 선발인원: 인원제한 없음. 다만,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는 선발절차에 

의해 선발된 학생만이 자격증 수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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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요건

      * 중복인정: 표시과목 간 5과목(15학점)이내 중복 인정 가능

      *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 공통사회는 주전공 과목을 14학점, 공통과학은 

주전공 과목을 12학점 이내 중복 인정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기준 7호 기준 대상자

  대상자: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중등학교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

고 졸업한 자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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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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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나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의 자격종별과 다른 자격종별을 부여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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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사항  

      · 별도의 교직과정 선발절차가 없음.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신청 및 자격증 발급은 일반학생 일정과 동일

구분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학점

*연계전공학점 42학점(기본이수과목 5과목 14

학점 이상 포함) 이상 이수

*교직학점 4학점(교과교육영역→표시과목별 ○

○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 이수

*연계전공학점 50학점(기본이수과목 7과목 21

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이상 이수

*교과교육영역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전공학

점으로 이수하므로 별도의 교과교육영역에 대

한 교직과목 이수는 해당 없음

성적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평점 각 80점(2.75) 이

상(다만,사범대생은 교직과정 설치학과에서 복

수전공 이수 시에만 2005. 9이후 이수한 성적

부터 성적제한이 적용되며, 사범대학 내에서 

복수전공 이수 시에는 성적제한 없음)

·2009∼2012학년도 입학자: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전공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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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사범대학에 편입한 경우에는 제7호 

기준 적용 대상자가 아님. 이 경우에는 사범대학 입학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자격검정을 실시하고, 복수전공에 의한 자격취득도 가능함.

 유의사항   

  졸업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주전공 교직이수 학점 및 평균성적 미달 시 복수/연계/부전공의 교원자격 

취득이 불가 

  주전공학과와 동일한 표시과목을 복수(부)전공한 경우 주전공학과의 교원

자격증만 발급

  통합사회 연계전공은 주전공 표시과목이‘역사’,‘지리’,‘일반사회’,‘윤리’로 

사회관련 학과(전공)생만이 이수 가능하고, 통합과학 연계전공은 주전공 표시과목이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으로 과학관련 학과(전공)생만 이수 가능

  편입학자는 복수전공 교직과정이수 불가함.(다만, 사범대학은 제외)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편입학한 자는 복수전공 교직 

이수 불가(단, 사범대학은 제외)

      ☞ 다만, 편입대학의 전공과 다른 분야를 졸업하고 사범계학과나 교직과정

이 설치된 학과에 편입한 경우, 전적대학에서 졸업한 복수전공에 대한 

교사자격증 부여 불가

  보건교사는 복수 교직전공에 의한 자격취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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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산업체 현장실습

 목적

  1995학년도 입학자부터 공업계 표시과목의 관련학과(부전공, 복수전공 

포함)에서는 산업체현장실습을 반드시 이수하게 하여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교육실습과는 별도로 이수) 

관련법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

주요내용 

대상: 교직이수자 중 공업계 표시과목 관련학과 학생

  실습 기간: 4주 이상

  이수 시기: 교직과정 이수 중 실시

  산업체 현장실습학점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공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대학 입학 전의 산업체 근무경력은 산업체현장실습으로 인정되지 않음   

절차흐름도(대학 지정 협력업체에서 실습을 희망할 경우)

절차흐름도(대학 미지정 산업체에서 실습을 희망할 경우)

실습업체 선정

ð

산업체현장실습 실시

ð

산업체현장실습 평가서 

작성
ð

이수증명서 제출

ð

무시험검정 

자격여부 검토

(학생) (학생) (해당 업체) (학생) (학사과)

[과정 중] [과정 중] [실습 종료 후]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교직사정 시]

실습업체 
선정

ð

산업체 
협력기관 승인 

요청
ð

협력기관 
체결

ð

산업체현장 
실습 실시

ð

산업체현장실습 

평가서 작성
ð

이수증명서 

제출
ð

무시험검정 

자격여부 

검토

(학생) (학과(부) 및 전공) (교직부) (학생) (해당 업체) (학생) (학사과)

[과정 중] [과정 중] [요청 후] [체결 후] [실습 종료 후]
[무시험검정원
서 제출 시] [교직사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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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목적

 교원양성기관 재학기간 중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실시를 의무화하여 

단계별 진로지도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

검정 평가에 반영

관련법규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전남대학교 교직과정 운영 지침 제10조(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주요내용 

대상: 교직과정 이수자 전체

  검사 방법: 지필식, 210 문항

  검사 시기: 매년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실시

  입학연도별 합격기준

     -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적격판정 1회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적격판정 2회           

  유의 사항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반드시 수료 이전에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에 

응시하여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 불합격 판정 시 우리 대학에서 자체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

한 후에만 재 응시 기회 부여

절차흐름도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안내

ð

검사 신청

ð

검사 실시

ð

결과 발표

ð

재교육

(교직부) (학생) (교직부) (교직부) (부적격 학생)

[3월/9월] [신청기간] [4월/10월]
[검사일로부터 

1주일 이내]
[5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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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목적

  교원양성과정에서 ‘교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의무화하여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

관련법규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19조 제3항 [별표1]

  전남대학교 교직과정 운영 지침 제11조(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주요내용 

실습 대상: 교직과정 이수자 전체

  실습 시기: 매년 상반기, 하반기 실시

  졸업연도별 이수기준

     - 2017년 8월 졸업자부터: 2회

     - 2016년 2월 이전 수료자: 1회

  유의 사항

     - 우리대학에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외부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이수한 실습에 관련해서는 관련 서식 및 증빙 

자료 별도 제출하여 인정 가능. 다만, 이는 우리대학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됨

절차흐름도

       

실습 안내

ð

실습 신청

ð

실습 실시

ð

결과 반영

(교직부) (학생) (교직부) (교직부)

[3월/9월] [신청기간] [4월/10월] [실습일로부터 1달 이내]



   

행정업무편람

학생처

◔ 학생과



학생처

학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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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호남 교류학생

목적

학생교류를 통하여 상대지역의 문화를 체험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

는 기회를 가짐으로서 동서화합의 기틀을 마련하고 양 대학교간의 발전

에 이바지하기 위함

관련법규

  전남대학교와 경북대학교간의 상호 교류 협정서

  전남대학교와 부산대학교간의 상호 교류 협정서

 

주요내용

  교류인원 및 대상

    - 경북대학교 매 학기당 40명 학부 2-4학년

    - 부산대학교 매 학기당 20명 학부 2-4학년 

  교류수학 기간: 2학기 이내

  지원자격 

    - 이수한 교과목 평균평점이 2.5 이상인 자

  혜택: 등록금 전액 면제, 생활관비 100% 지원(식비 제외)

절차흐름도

 

선발계획 

수립
è

지원서 

접수
è

학생선발  

관련 부서 

통보 è

오리엔

테이션
è

학번 

부여
è

환영

행사

6, 12월

초

6, 12월 

말

7, 1월

초

8, 2월 

초

8, 2월 

초

9, 3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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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생회 활동의 지도 및 지원

목적 

학생들이 학칙과 학생회칙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

록 지도하고, 건전한 학생활동 지도 및 지원을 통하여 학생들의 자치능

력을 함양하기 위함 

관련법규

학칙 제76조, 제77조, 제78조

주요내용

  행사장소의 사용가능 여부 파악 후 행사 승인

  총학생회활동 지원 

  총동아리 연합회 활동 지원 

  행사 예산지원시 예산집행 요구의 적정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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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흐름도

 

허가 신청

(학생단체)
è

검토 / 허가

(학생과)
è

행사 개최

및 지도
è

행사 결과 분석 

및  지원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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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학생 징계

목적 

  학생으로서 그 본분을 일탈하고, 성행이 불량한 자를 징계함으로써 건전한 학풍을 

진작시키고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함 

관련법규 

 「학칙」제80조

 「전남대학교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제10조부터 제14조

주요내용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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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간에서 60시간 이내), 근신(3일 이상 6일 이내), 유기정학

(7일 이상 21일 이내), 무기정학(22일 이상), 제적

절차흐름도      

학생징계
사유발생

è
단과대학
교수회 /

è
징계제의
(총장)

è 징계결정 è
징계대장 
등재 

학생징계
위원회 

학적부 등재
요청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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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학생 포상

목적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들을 포상

함으로써 면학을 장려하고 사기를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함

관련법규 

 「학칙」제79조

 「전남대학교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제4조부터 제9조

주요내용 

  포상대상

    -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학업성적이 우수)이 되는 자(수석, 일반성적우수상)

    - 국가·지역사회의 이익과 우리 대학교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공로상)

    - 학내․외에서 타의 귀감이 되는 특별한 선행을 한 자(모범상)

  포상자 추천: 포상기준에 따라 총장 및 단과대학장이 추천

  포상 종류

    - 총장상: 공로상, 모범상, 성적우수상(수석, 일반)

    - 동창회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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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흐름도 

  정기 포상

 

  수시 포상

     

포상 

기본계획 

수립

(1월, 8월)

è

포상

대상자 

추천

[학(원)장]

è

포상

대상자 

확정

è
포상 수여

(학위수여식)
è

포상대장 

등재 및 

학적부 등재

 요청

국가사회의

이익과 대학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è

학(원)장 /

본부 추천

(수시)

è

포상

대상자

확정

(수시)

è

포상 

수여

(수시)

è

포상대장 등재

/ 학적부 등재

요청학내․외에서 

타의 귀감이

되는 특별한

선행을 한 자



- 140 -

 5.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관리

목적 

  학교시설 내서 학교업무 수행으로 학생 및 제3자에게 생긴 우연한 사고에 대한 

법적 배상책임 손해보상 및 교내에서 발생한 학생의 신체장애 치료비를 보상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복리증진 기여

 개요

  가입대상: 본교 재학생(대학원생 및 대학원 수료 후 등록생 포함)

  보험기간: 1년(매년 갱신)

  적용보험: 기본보험·구내치료담보추가보험

 추진 절차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용역 입찰 실시(연 1회)

    - 가입대상 및 보험료 산출

  낙찰 보험업체와 계약

 

 사고발생 시 처리 절차

사고접수 

(보험금 청구서 포함) è
본부 공문 발송 

è

보험금 청구서 

보험회사 송부

학생→각 소속 행정실 단대→학생과/교학기획과 본부→보험회사

ê

 보상금 지급 ç
보험회사 접수 및 

심사 후 처리

※ 보험금 청구서 서류: 사고경위서, 확인서, 진단서, 재학증명서, 진료비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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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교내 장학생 선발

 목적 

  우수인재의 양성을 위한 포상장학제도와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제도 구현

 관련법규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전남대학교 학칙」 제81조(장학금 지급 및 납입금 감면)

 「전남대학교 장학규정」

 「전남대학교 장학지침」

 교내 장학금 종류

  학부 감면장학금

구분 장학명 장학금

우수장학금 진리장학금
 진리장학1:등록금 전액 /진리장학2:수업료2 전액

 진리장학3:수업료2 ½  /진리장학4:수업료1

법정장학금
국가유공자및 그의 자녀등 법정 장학대상자  등록금 전액

북한 이탈 주민 및 그의 자녀 등록금 전액

복지장학금

창조장학금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아동복지 청소년 장학금 등록금 전액

신입생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등록금 전액

장애학생 장학금  수업료2 전액

농어촌학생전형 장학금 수업료1

농어촌고교출신 장학금

등록금 전액 

특별장학금

체육특기자장학금

영∙호남 교류학생 장학금

가족 장학금  수업료2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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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 생활지원형장학금

    - 열정장학금, 동행장학금, 도전장학금, 수능성적우수장학금

 대학원 감면장학금

 대학원 생활지원형장학금

    - 교육·연구 조교(TA·RA) 장학금

 업무 흐름도

  신입생 등록금재원 감면장학금

장학 예산 

산출 è

우선선발

장학생 선발 è

장학예산 및 

인원 확정 è

장학생 

명단 입력 è

장학생 선발 

및 확정

학생과 학생과 학생과 학생과 학생과

구분 장학금명 장학금

우수장학금

진리장학금
 진리장학A: 등록금 전액   /  진리장학B: 수업료2 전액 

 진리장학C: 수업료2 ½   /  진리장학D: 수업료1

치의학전문대학원장학금
 진리장학A(치전원): 등록금 전액  /  진리장학B(치전원): 수업료2 전액 

 진리장학C(치전원): 수업료2 ½ /  진리장학D(치전원): 수업료1

법학전문대학원장학금

 법전원1:등록금 전액  /  법전원2:수업료2 70%

 법전원3:수업료2 50% /  법전원4:수업료2 20%

 법전원5:수업료1 

복지장학금 창조장학금
 창조장학1:등록금 전액 /  창조장학2:수업료2 전액

 창조장학3:수업료2 ½ /  창조장학4:수업료1

우선 선발

장학금

학․석사연계과정 장학금 수업료1

사회적 취약계층 배려 

장학금(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전액

교원특별연수자 장학금 

(사범대학)
수업료1

가족 장학금 수업료2 전액

PFF프로그램 장학금 등록금 전액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지원 장학금
등록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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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생 등록금재원 감면장학금

 발전기금재단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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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 예산 산출

è

우선선발

장학생 확정 è

장학예산 

및 인원 배정 è

장학생 명단 

선발

학생과 학생과 학생과 →대학(원) 대학(원)

ê
장학생 최종 

확정 ç

장학생 명단 

제출

학생과 대학(원)→학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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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도전 장학생 선발

목적 

도전정신과 비전 및 발전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잠재

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주요내용
  지원대상 

    - 학부재학생: 재학생으로서 전체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 

평점이 2.5(실점78점)이상인 자로서 공인외국어능력시험 성적이 

선발기준 점수 이상인 자

    - 외국인학생: 순수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재학생으로서 재학 중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2.5(실점78점)이상이고, 공인한국어

능력시험(TOPIK) 성적이 4급 이상인 자

  장학금: 생활비성 / 1인당 180만원 지원

  지원 제외

    - 2회 이상 선발된 학생

    - 2학기 연속 신청 불가

절차 흐름도

선발계획 공고 è 지원서 접수 è 지원 자격 확인 è
1단계 선발

(서류 심사)

ê
최종 

합격자 공고
ç 2단계 선발 ç

2단계 

심층면접 실시
ç

1단계 

합격자 공고

ê
장학증서 수여

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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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동행 장학생 선발

목적 
기존 학업성적 위주의 장학금 지원을 지양하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

운 학생들에게 학업장려와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

관련법규
「전남대학교 장학 지침」(개정 2019. 7. 24.) 및 규정

주요내용
학업장려유형(1∼3학년): 저소득 학생들에게 경제적 지원으로 더욱더 학업

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함

  취업지원유형(4학년): 저소득 학생들에게 경제적 지원으로 구체적인 취업목표

와 계획을 수립하여 진취적이고 도전적으로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희망유형: 본인 또는 부양의무의 파산,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단절 등으

로 학업진행이 어렵게 된 학부 재학생으로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며, 저소득 학생 중 학사경고 2회 자 대상자로 다

음 학기 성적이 일정 점수 이상 향상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

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

  

절차흐름도

선발계획 공고  è 지원서 접수 è 지원자격 확인

ê
2단계 계획서
평가 실시

 ç
1단계 

합격자 공고
ç

1단계 선발
(서류심사)

ê

2단계 선발  è 최종 합격자 공고 è 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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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교외 장학생 선발

목적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곤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장학재단의 

추천요건에 합당한 자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면학분위기 조성

관련법규

 「전남대학교 장학지침」(개정 2019. 7. 24.) 및 규정

 장학금 지급기관의 지급규정 또는 지침

주요내용

한국장학재단

    - 국가장학금(Ⅰ,Ⅱ유형, 지방인재장학금, 다자녀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 인문100년장학금

    - 대학원생지원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 푸른등대장학금

    - 대통령과학장학금

    - 희망사다리장학금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사업

    - 예술체육비전장학금

  KRA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

    - 영농후계, 수산후계장학금

    - 농업인자녀장학금

    -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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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재단

    - 롯데장학금, 정수장학회, 미래에셋장학금, 전남대 동창장학회 장학금, 

미래국제재단 등 125여 재단

 절차흐름도

선발계획 공고

(학생과)
 è

지원서 접수

(학생과)
è

지원 자격 확인

(학생과)
 è

재단 제출(서류심사)

(학생과)
è

장학생 자격 확인(서류심사)

(재단)
 è

장학금 지급

(재단)
è

장학금 처리 및 지급

(학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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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학자금 대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

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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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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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
하는 기간
(거치기간 10년+상환기간 10년)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대출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

한 교육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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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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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금액: 소요액 전액

  융자횟수: 정규학기 수 만큼 융자 가능   

  융자이율: 무이자 

  융자상환 

    - 반환사유 발생 즉시 재단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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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흐름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가입(공인인증서 로그인)
 è 가구원 동의(학부모) è

금융교육 이수  è
대출신청서 작성,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 확인
è

거절사유 확인 및 해소  è 등록금 납부기간에 대출지급 신청 è

대출조건 입력, 대출 약정 체결  è 대출 실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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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

목적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지원, 대학생활 및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실질적 학습권 보장

관련법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제32조

  전남대학교 학칙 제41조

  전남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규정

주요내용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에서 정하는 편의제공 사항

  교직원·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절차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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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진로, 보조공학기기 및 

편의시설 등 각종 사항 지원
è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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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개인상담

목적 

원만한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을 준비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당면하고 있는 대학생활부적응, 정신건강(우울·불안), 성격문제, 가정문

제, 이성문제, 대인관계 등을 심리 상담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함

관련법규

전남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 규정(개정 2019.6.4. 제1705호)

주요내용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방문한 학생들에게 1:1 개인상담을 실시함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하고 문제해결능력을 향상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 적응능력을 향상

 

절차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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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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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집단상담

목적 

집단 활동을 통해 본교 재학생들의 대인관계와 사회적 적응능력을 증진

할 수 있도록 조력함

관련법규

전남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 규정(개정 2019.6.4. 제1705호)

주요내용

매 학기 및 방학 중 센터 내부 협의를 통해 실시 프로그램을 선정

  자아성장, 대인관계증진, 발표불안감소, 자기표현향상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

  각 프로그램은 1회기를 약 2시간~2시간 30분으로 실시하고 총 6회~8회

의 장기프로그램과 1회만 진행하는 단기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진행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하고 문제해결능력을 향상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 적응능력을 향상

 

절차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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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표준화된 심리검사를 통해 재학생의 심리적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도

록 돕고,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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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자

료로 활용함

관련법규

전남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 규정(개정 2019.6.4. 제1705호)

주요내용

진로탐색을 위한 검사(Holland적성탐색검사), 심리적 부적응을 알아보는 

검사(성격진단검사), 학습전략수립을 위한 자가진단검사(MLST)를 실시함

  검사 목적에 따라 워크숍 및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기이해, 진로탐색

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도록 도움

 

절차흐름도

심리검사 종류 및 검사 일정 

CAPD에 입력
 è

(학생) 

심리검사 온라인(CAPD) 예약
è

예약 일자에 방문하여 

심리검사 실시
 è 심리검사결과배부(2주 소요) è

(학생)

CAPD에 결과 업로드



   

행정업무편람

연구처

◔ 산학협력과

◔ 연구진흥과

◔ 산학연구지원실



연 구 처

산학협력과
(총무관리팀)



- 156 -

 1. 간접비관리

목적

전담기관에서 간접비를 총체적으로 운영, 관리함으로서 연구활동지원의 

효율성 및 운영합리화 기여

  전담기관을 통한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 형평성있게 관리함으로써 간

접비 집행의 대외적 신뢰성 확보

관련법규 

「전남대학교학술연구진흥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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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시에 과제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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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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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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험실운영지원비

목적

 연구자 사기 진작과 연구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상한(대학 간접비 총액의 10%)의 적용을 받는 국가 R&D과제 및 

인문사회 학술분야에 대해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차액을 연구책임자 

희망자에 따라 연구소운영비, 개인 연구활동 경비 등으로 지원하는 제도

  간접비 납부금액의 30%에서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액(10%)를 제외한 

금액을 실험실(연구실)운영지원비로 적립 후 연구활동 경비로 지원

관련법규 

「전남대학교연구비중앙관리지침」

주요내용

 업무개요

    - 지원 대상

      · 국가 R&D과제 및 인문사회 학술분야에서 해당기간(매년 1.1 ~ 12.31)동안 

간접비 납부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의 희망에 따라 개인 실험실(연구실)운영지원비 전액 또는 

일부를 연구소운영비로 변경 지원 가능

    - 실험실(연구실)운영지원비 적립 기준

      ·연구책임자(개인) 연구활동 경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 차액

      ·연구소운영비 : 연구책임자 개인별 실험실(연구실)운영비 합산 금액

    - 지원 방법

      ·해당년도 지원액은 해당년도 회계기간 말까지 실험실(연구실)운영지원

비 계좌에 적립 후 과제로 관리

  세부업무처리요령

    - 연구자는 생성된 실험실(연구실)운영지원비 과제 연구비를 연구관련 목

적으로 경비를 사용하고, 실험실(연구실)운영지원비 신청(서) 및 증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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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를 갖추어 청구

    - 사용 가능한 증빙은 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며 사용 용

도별 구비 서류는 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 지침에 따름

  실험실(연구실)운영지원비의 사용용도

    -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연구용기자재 및 

비품 구입비, 인쇄・복사비, 소모품비, 세미나 개최비, 회의비, 출장여비, 

공공요금, 수수료, 연구실안전관리비 등 연구활동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

    -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이나 행정지원 전담

요원의 인건비

    - 용역과제 계약 시 발생한 각종 부대비용(입찰, 계약이행, 선금, 하자이행

증권, 공채, 인지세 등)

  실험실(연구실)운영지원비 사용 기한

    - 지원 후 3년까지

    - 집행기간 명시 및 사업기간 종료 후 발생 잔액은 산학협력단 간접비로   

회수

  실험실(연구실)운영지원비 사용 제한 사항

    - 연구자 및 지원인력에게 지원하는 수당 등 기타 인센티브성 경비 집행 불가

    - 물품구매 절차 및 방법은 연구비 중앙관리 지침 준수

    - 연구와 무관한 사적용도 집행 불가

절차흐름도



산학협력과

산학협력과
(협약팀/재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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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R&D사업 협약 체결 및 지출 관리

목적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의 지원신청 및 관리를 중앙 집중함으로써 연구

비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

  연구지원 체제의 통일성을 확립하여 연구활동 수행의 수월성 제고 및 연

구여건 개선에 기여

관련법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전남대학교 학술연구 진흥에 관한 규정

  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각 지원기관 연구비 관리지침

주요내용

  업무개요

    - 대학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제반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집행하는 

절차를 일정한 전담기구가 연구자 개인을 대신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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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정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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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 개인 전자메일, SMS문자 안내 등을 통하여 관심 있는 연구책임

자 및 연구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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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산정기준(작성요령)” 등을 숙지하여 상담 역할을 수행한다.

    - 연구계획서(지원신청서) 제출

      · 신청자는 지원기관에서 제시한 서식을 이용하여 관련 지침에 따라 

계획서를 작성한다.

      · 주관기관 부담금이 지원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신청자는 산학협력

단장과 상의하여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현물인 경우 인건비는 전남대학교연구비중앙관리지침(각 연구책임자 

직급별 단가)에 따라 참여율을 계상하고 연구기자재 또는 시설의 사용

경비는 제조 또는 구입 원가의 20% 이내에서 계상하며, 임차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의 사용경비는 임차 비용의 20% 범위 내에서 현물로 

계상한다.

      · 신청자는 작성한 계획서를 제출마감기한 3∼5일 전에 산학협력단에 

미리 제출하여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 담당자는 지원기관의 “비목별 예산산정기준”에 따라 예산서를 검토

하여야 하고, 간접비는 지원기관에서 정산 기준을 따르되 별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전남대학교연구비중앙관리지침을 준용한다.

      · 산학협력단에서 사전검토 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또는 별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연구과제 선정[연구협약(계약) 체결]

      · 지원기관에서 요구한 양식으로 협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쌍방 간 날인된 협약서 원본 1부는 산학협력단에서 보관하고, 필요

한 경우 연구책임자는 사본으로 보관한다.

      · 선정된 과제는 다른 사업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두고 통합 관리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단, 지원기관에서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도록 

요구하는 특별한 경우 별도 통장으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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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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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비카드 발급 및 관리

      · 선정된 과제는 각각 개별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연구협약 담당자는 관리하는 과제에 해당하는 법인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대장에 기록하고, 연구책임자에게 인계하는 날짜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과제관리

      · 협약 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원기관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주관 및 전담기관에 승인요청하거나 또는 자체변경사항으로 처리하고 

사후 결과 통보한다.

        * 승인요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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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책임자가 국내외 기관에 6개월 이상 파견 나가는 경우 

          ** 3천만원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변경, 기간 연장

          **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증·감액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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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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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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에서 출력)를 연구재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사업기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업이 종료된 과제는 협약서에 명시한 기간 내에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주관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에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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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전담기관에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책임자가 소명

자료와 함께 산학협력단을 통해 신청한다.

    - 중간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이 종료된 과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중간보고서 및 (최종)결과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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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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 일반 지출 업무

    - 연구계획변경 : 지원기관의 승인 후 변경

    -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 제출시기 : 지원기관의 관리지침에 의거 제출

      · 제출서류

        * 연구결과 논문 또는 게재학술지 별쇄본

        * 연구결과 개요보고서

        * 논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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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추진절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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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과

산학협력과
(구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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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앙구매 관리

목적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로 구매하는 연구물품(기자재 및 비품), 용역(학술

연구, 분석, 임차 등), 시설(공사)의 관리를 중앙 집중함으로써 연구물품, 

용역, 시설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연구지원 체제의 통일성을 확립하여 연구활동 수행의 수월성 제고 및 연구 

여건 개선에 기여

관련법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전남대학교학술연구진흥에관한규정

전남대학교연구비중앙관리지침

각 지원기관 연구비 관리지침

주요내용

업무개요

    - 대학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제반 연구에 필요한 장비를 적시에 조달하고 

집행하는 절차를 연구자 개인을 대신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연구비 

관리체계

    - 연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연구물품(기자재 및 비품), 용역(학술연구, 분석, 

임차 등), 시설(공사)의 계약을 중앙으로 집중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는 업무

세부업무처리요령

     - 구매 요청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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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종료일, 납품(제작)기간, 계약(입찰 포함)에 필요한 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 

※ 관련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연구기자재 구입 시기

   - 기기, 장비 및 부수기자재 구매 시 해당연구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야 함

   - 기기, 장비가 도착되어 검수 완료(인문사회분야 1개월 이전)

     단, 재료비는 구입 시기에 관계없이 해당연구과제에 사용되었을 경우 인정  

       ·구입 시기는 연구과제 지원기관 지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상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산학협력단 협약담당자에게 문의 후 진행

     - 중앙구매(계약) 방법

       ·기초금액 2,200만원(부가세 포함) 미만: 수의계약 가능

       ·기초금액 2,200만원(부가세 포함) 이상: G2B(나라장터) 이용(입찰 등)

     - 입찰을 통한 물품구매(계약) 시 예상 소요 기간: 약 30일(구매요청~계약)

      ① 연구책임자 구매 요청(서류제출)

      ② 규격 검토(규격서, 과업지시서, 시방서, 제안요청서): 3일 이내

      ③ 중복성 검토(물품(단품) 3,000만원 이상 시): 2일 이내

      ④ 기초금액 산출

       ·(물품) 전문기관 의뢰: 7일 이내

       ·(용역) 복수업체에 의한 기초금액 산출: 5일 이내

       ·(시설) 시설과 협조

      ⑤ 사전규격공고(5일) 2016.12월 개정

      ⑥ 입찰공고

       ·기초금액 2,200만원 ~ 5,500만원 (7일 / 긴급 및 재공고 시 5일)

       ·기초금액 5,500만원 이상 (9일 / 긴급 및 재공고 시 7일)

       ·기초금액 1억원 이상 (조달청 주관 입찰)

      ⑦ 계약 (10일 이내)

     - 연구비 집행 현황 및 수의계약 현황 정보공개

       ·우리 대학이 「국민권익위원회」의 ‘2014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의계약 현황’ 및 ‘연구비 

집행 현황’에 대하여 계약금액 1,000만원(부가세포함) 이상 건은 정

보공개(대학홈페이지 청렴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 투명한 계약을 위하여 구매요청 전에 선 구매를 포함한 관련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일이 없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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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구매 요청 제출서류

      ① 기자재 구매(시설, 공사) 요청서(C-RAMS 신청 후 출력)

      ② 물품구매규격서(물품) 또는 과업지시서(용역 및 제작인 경우 해당) 

또는 시방서(시설 공사)

      ③ 사업계획서(구매요청 건의 예산부분)

      ④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기본서류 ↑)  --- (해당 시 제출서류 ↓)

      ⑤ 제안요청서(용역 입찰인 경우 해당)

      ⑥ 설계도서(공사 입찰인 경우 해당)

      ⑦ 규격제안요청서 (3,000만원 이상의 고가기자재 입찰인 경우 해당)

      ⑧ 연구장비도입요구서 (3,000만원 이상의 고가기자재인 경우 해당)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기술경영부

기술경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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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식재산권 관리

목적

전남대학교 교직원 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지식재산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관련법규 

발명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전남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이하 ‘지식재산권 규정’이라 함)

  전남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함)

주요내용

업무개요

     - 교직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신고 절차와 승계 절차를 통해 산학

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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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함(지식재산권 규정 제5조).

     ․ 제출서류: 발명신고서 및 요약서, 권리승계합의서, 기술사업화 정보서, 

명세서

     ․ 제출방법: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및 센터를 통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서면 

제출

    - 발명인터뷰 시행(산학협력단)

     ․ 접수된 발명신고서의 해당 발명자(대학원생/연구원 가능)와 기술분야의 

전문가(변리사, 기술거래사 등)의 발명인터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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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승계 여부 통지(산학협력단)

     ․ 산학협력단은 4개월 이내에 당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발명자에게 문서로 통지(지식재산권 규정 제7조)

     ․ 권리승계 결정된 발명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등록하여 

관리하며, 권리승계 포기된 발명은 발명자의 자유발명으로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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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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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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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명인터뷰제 운영

목적

전남대학교 교직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권 창출을 

지원하고 우수기술 발굴을 통한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함.

관련법규 

전남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전남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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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명 12명 46명

    - 발명인터뷰 결과 관리

     ․ 발명인터뷰 결과 DB관리 및 발명 승계여부 결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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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진 단 계 추 진 내 용 담당자

발명신고서 접수 발명신고서 접수(발명자)
산학협력단
(기술경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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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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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술이전

목적

우리대학 보유기술에 대하여 기업체로 기술이전을 추진함으로써 연구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고, 기술료 수입을 통한 대학 재정 수입 확충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

관련법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전남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이하 ‘지식재산권 규정’이라 함)

  전남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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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지원

    - 기술이전 후보 기업에 제공되는 특허기술 정보, 시제품 등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비밀유지계약(NDA) 및 연구시료제공계약(MTA) 체결 지원

기술이전 유형 및 방식

    - 정부부처와 체결한 연구과제 협약서, 제3자와의 계약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상 기술이전을 원칙으로 함

    - 기술이전 방식은 지식재산권, 노하우에 대한 실시권 허여, 권리양도 등이 

있으며, 권리양도의 경우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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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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기술이전 처리 요령

    -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연구성과물의 기술이전

     ․ 각 지원부처별 관리규정에 따라 기술료 징수 금액 및 방식(정액/경상기술료) 

징수기간, 기술료 감면 사항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기술이전계약 체결

     ․ 계약체결 후 기술이전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고, 전문기관에 기술

실시계약 보고서,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보고서,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9.3.19.] [대통령령 제

29625호, 2019.3.19., 일부개정]

구분 내용

제22조
(기술료의 
징수)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
한다. 다만, 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하는 기술료
(이하 "정부납부기술료"라 한다)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2014. 7. 21., 
2014. 8. 12., 2014. 11. 28., 2015. 8. 24., 2015. 12. 22., 2016. 7. 22.>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2.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퍼센트
  3. 대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제23조
(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6., 2014. 8. 12., 2014. 11. 
28., 2015. 8. 24., 2019. 3. 19.>

  1. 정부 출연금 지분의 5퍼센트 이상: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
  2. 정부 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3.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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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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 

중개자의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기술료 분배비율에 따라 지급함

(지식재산권 규정 제19조 및 운영지침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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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의 경우 100분의 70까지, 발명자가 발굴한 기업과 기술이전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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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

기술이전 사후관리

    -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한 기술이전기업의 사업화 현황, 애로사항, 기술

사업화 관련 이슈 및 정보 교류를 통해 상생적인 협력관계 형성 및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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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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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행 하거나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 시 기술이전계약 해지

    - 기술이전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사후관리 실시(운영지침 제14조 제4항)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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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교수 실험실 벤처 창업

목적

교수 창업을 지원하여 대학 기술사업화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촉진하고자 함.

관련규정 및 법규 

전남대학교 교수창업지원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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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온라인 신청 전에 기술사업계획서 검토 

후 진행)

   - 교수실험실 창업 승인 지원

     ․ 산학협력단 주관 하에 겸직, 건물공간 사용,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 실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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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설치 승인 업무를 통합 관리하며, 교수 실험실 창업 승인 지원

     ․ 교수창업 신청 서류는 단과대 행정실을 통해 산학협력단에 공문으로 접수

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 기술경영부에서 서류검토 후 관련부서에 협조 

요청 진행

      * 겸직 허가(처리부서: 교무과)

      * 국유재산․유상사용 허가(처리부서: 재무과)

      * 건물공간사용 변경 승인(처리부서: 기획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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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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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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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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구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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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3. 1. ~ 2020. 2. 29.(1년간)

    - 지원대상: 본교 재직 중인 전임교원(신진연구는 임용 2년 내 전임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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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금액: 신진연구, 공동연구, 일반연구, 보호학문연구 중 1과제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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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및 

보호학문*
(공동)

1년차 40,000천원 40,000천원 40,000천원
2년차 40,000천원 40,000천원 40,000천원
3년차 40,000천원 40,000천원 40,0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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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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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자(연구수행기간은 연구 성과물 제출시점이 아닌 시행년도 지원계획에 

명기된 연구기간 종료 시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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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용)계열의 경우 1개과제를 초과하여 수행중 이거나, 용역 및 위탁과제 포

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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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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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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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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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재단등재(후보) 학술지 이상에 주저자로 논문(페이지가 명시된 온라인 출판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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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함(신진연구 다년도과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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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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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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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성과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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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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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구분
연구기간

구분 연구성과물
1 년 6 개월

Ⅰ
국외 10,000천원 6,000천원

․연구기간 6개월: 60일 이상 해외 체류

․연구기간 1년  : 90일 이상 해외 체류
· 학술논문
   (주저자)

국내 7,000천원 4,000천원 -

Ⅱ 국내·외 - - - ·연구결과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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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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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는 연구개시일 기준 재직 잔여 연수가 3년 이상인 자. 다만, 연구비 

없는 연구년의 경우 재직 잔여 연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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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의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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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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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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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수점 이하 절사) 이내로 하되 의과대학은 교실별 인원수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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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미달한 자. 다만, 책임강의 시수 적용 대상은 수업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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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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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구 분 신청제한기간(년)

일반징계
견책, 감봉 2년

정직 3년

연구윤리
주의, 경고 1년
견책 이상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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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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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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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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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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연

구재단등재(후보) 학술지 이상에 주저자로 논문(페이지가 명시된 온라인 출판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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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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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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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성과물로 인정함

     3. 다음 각 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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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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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월 29일 이내에 발표예정인 

본교 예·체능 분야 교수의 발표회(전시회) 지원신청서를 소속대학장을 경

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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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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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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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과제 선정

      요건심사, 연구실적심사, 연구계획서 심사 후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지원과제를 선정 함

      · 신청자격

        * 우리 대학 예․체능 분야의 전임교원으로, 신청마감일 기준 최근 2년 

동안 학술논문[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이상]과 학술서적(번역서 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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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한기

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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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정산서와 포스터, 프로그램, 팸플릿 등을 첨부하여 소속대학을 경유하여 

지원금을 신청

    - 결과보고(연구비정산)

      행사 종료 후 사용내역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정산

 라.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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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술도서출판 지원

 가. 목적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과 퇴임(정년, 명예)교원의 학술저서 및 번역서 출판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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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도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금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신청

       교내연구비를 지원받고자하는 교원은 연구비지원신청서에 의거 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에게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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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자격: 전임교원 및 퇴임(정년, 명예)교원

      ·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1부, 연구계획서 3부, 출판원고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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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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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출판된 도서의 증보판의 경우 기 출판도서 출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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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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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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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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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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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신청

       교내연구비를 지원 받고자하는 교원은 연구비지원신청서에 의거 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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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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통보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금액, 연구기간 등을 결정하여 대학을 경유 

해당 교원에게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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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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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논문 장려금 지원 사업

 가. 목적 

 우수한 학술연구 논문을 국제 및 국내규모 우수학술지에 게재 발표하도

록 권장함으로써 연구능력과 학문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관련법규

 전남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 지원 지침

 다. 주요내용

 업무개요

     국제 및 국내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 교수가 C-RAMS에 연구업적 등록 하

면 학술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승인 후 우수논문장려금을 신청하면 우

수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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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연구재단등재

(후보)지4)

·연구비 지원 표기 없는 등재(후보)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 논문

800

600

2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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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은 논문게재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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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iona l 

University)로 표기될 경우에만 지원함

 신청방법

     연구지원시스템(C-RAMS) 접속 ⇒ 연구업적(학술논문) 등록 ⇒ 

     업적확인, 승인 ⇒ 우수논문 장려금 신청 

C-RAMS 접속

→

연구업적관리
(학술논문) 클릭

→

논문에 표기된 
발행사항 입력,  
검증 후 저장 →

업적담당자 승인 
(연구자에게 승인 

문자 발송)

지원금신청

우수논문장려금 신청 → 

지급 대상 확인

(연구처)  → 
매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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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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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논문게재료 지원 사업

 가. 목적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 학술지 게재료(실비)를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학술논

문을 발표하도록 권장하여 연구능력과 학문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관련법규 

 전남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 지원 지침

 다. 주요내용

 업무개요

    -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에 대한 논문게재료(실

비)를 신청하면 지원함

 세부업무처리요령

    - 지원대상: 우리 대학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기금교수, 명예교수로 지원 

대상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단독저자 또는 주저자 또는 공

동저자

  ※ 해당년도에 발행된 논문에 한함.

     (논문을 신청한 시점의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지원

  ※ 논문게재료(실비)에 한하여 지원하면, 심사료 및 별쇄본 등의 인쇄비는 지원

하지 않음

  ※ 학회발행 영수증 혹은 입금증에 학회명이 표기되어야 함

 신청방법

    연구지원시스템(C-RAMS) 접속 ⇒ 연구업적(학술논문) 등록 승인 된 논문

     ⇒ 논문게재료 신청(논문게재 영수증 첨부)

C-RAMS 접속

→ 

지원금신청 

(논문 게재 실비 신청)

클릭  →

증빙서류 확인

(연구처)  →
매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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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내·국제 학술대회 개최 경비 지원

 가. 목적

 교내 각 기관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개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국내·국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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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장소 대관료 등

    - 지원범위

      ·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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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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기관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제1저자 구분이 없는 경우는 아래 외국인 논문 판정

기준에 따라 산정 

※ 제 1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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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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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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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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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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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벌: 학술대회 개최 15일전 신청

    C-RAMS 접속 ⇒ 지원금신청(학술대회개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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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보고 : 행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C-RAMS에 입력해야 함.

       ⇒ C-RAMS 접속  → 지원금신청(학술대회개최신청) 결과보고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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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진흥과로 정산자료 첨부하여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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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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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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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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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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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주

회 및 발표회(전시회)의 경우는 1인에게만 지원하며 당해연도 예능분

야 발표회(전시회)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음

      ·총장이 정책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제학술회의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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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범위     (단위 : 천원)

    - 신청방법: 참가 15일전 신청

       C-RAMS 접속 ⇒ 연구업적(학술발표) 등록 ⇒ 지원금신청(학술발표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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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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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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보고서 제출 :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C-RAMS 접속 ⇒ 연구업적(학술발표) 결과보고서 및 출입국사실증명원 등 첨부 입력함

C-RAMS 

연구업적관리시스템 

접속  → 

상단 지원금신청  

논문발표참가신청 

버튼 클릭  → 

결과보고서 입력 버튼 

클릭 후 입력/저장
 → 

여권사본(사진,입국/출

국일자부분) 스캔 
   →    

파일관리 버튼 클릭 

후 찾아보기 클릭     →    
스캔한 파일 업로드

   → 

학회 프로그램 또는 

Proceedings 해당부분 

스캔    →    

파일관리 버튼 클릭 

후 찾아보기 클릭     →    스캔한 파일 업로드

 라.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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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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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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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기금

교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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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CI

에 등재된 학술지에 논문 투고 및 게재를 신청할 논

문으로 저자의 주소가 반드시 전남대학교(Chonnam 

National University)로 표기될 경우에만 지원

    - 신청방법

      ·전임교원 신청: C-RAMS 접속 ⇒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http://sanhak.chonnam.ac.kr/) → C-RAMS → 연구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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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MS 

연구업적관리시스템 접속 →

상단 지원금신청 클릭 

SCI급 영문교정신청 클릭 →

교정의뢰등록 버튼 

클릭 →

기본필드 입력 후 

저장 버튼 클릭 →

교정의뢰파일첨부 

버튼 클릭 →
신규업로드 버튼 클릭

→

찾아보기 버튼 클릭 

후 파일업로드 →
교정신청 버튼 클릭

→

교정논문 교정완료 후 

교정업체에서 신청한 

e-mail로 바로 송부

 ·비전임교원(강사, 기금교수) 신청

        * 용봉아르미 접속 → 연구진흥과 류지연 담당직원(114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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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1145)로 송부함
→

교정신청 접수 후  

교정의뢰 함
→

교정완료 후 

교정업체에서 신청한 

e-mail로 바로 송부

☞ 교정이 완료되면 교수님의 E-mail로 바로 송부됩니다.

☞ 비전임교원만 용봉아르미로 신청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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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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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전임(강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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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임(강사) 교원이 소속대학을 경

유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면 학술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보조금을 지원함

 세부업무처리요령

    - 지원대상: 우리 대학의 비전임(강사) 교원으로 임용된 후(논문게재 시점 강

의를 하고 있는 자) 국제(SCI급) 및 국내학술지(학진등재 또는 등

재후보)에 논문을 발표한 경우

    - 지원금액 (단위: 천원)

   

                            구 분

    등 급

비전임(강사)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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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논문 600 200

5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논문 400 200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소정서식)

      · 논문별쇄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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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시간표(해당학기) 1부 

    - 편당지원인원수: 편당 1인에 한함 (※전임교원과의 중복지원 안됨)

    - 외부기관의 지원여부에 관계없이 지원함

    - 연간지원횟수: 편수 제한 없음

    - 논문을 게재할 당시 주소가 반드시 전남대학교(Chonnam National 

University)로 표기될 경우에만 지원함

 라.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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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비전임(강사)교원 학술대회 논문발표 참가 지원

 가. 목적

 국내규모 우수 학술회의에 우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비전임 교원

이 참가하여 학술 교류를 증진하고 연구 능력을 신장시켜 학술발전 도모

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나. 관련법규 

 전남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 지원 지침

 다. 주요내용 

 업무개요

    - 우리 대학의 비전임(강사) 교원으로 임용된 후(논문게재 시점 강의를 하

고 있는 자) 국내규모 우수 학술 단체가 주관하는 학술회의 등에 참가하

여 논문발표 후 소속대학을 경유하여 참가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소요경비를 지원함

 세부 업무처리 요령

    - 지원대상: 우리 대학의 비전임(강사) 교원으로 임용된 후 국내규모 우수 

학술 단체가 주관하는 학술회의 등에 논문발표(구두발표, 포스

터발표)로 참가하는 비전임 교원

    - 신청서류

      · 논문발표 참가 결과보고서 1부(소정서식)

      · 학회 참가 등록증(학회 참가등록비 영수증 대체 가능) 1부

      · 학회 프로그램 사본 또는 Proceedings 해당부분 사본 1부

      · 강의시간표(해당학기) 1부

    - 지원횟수: 1인당 연 1회

    - 지원금액: 호남지역: 70,000원,  그 이외 지역: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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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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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비전임(강사)교원 저술 장려금 지원

 가. 목적

 우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비전임(강사) 교원의 학술저서 및 번역

서 출판을 지원함으로써 학술활동을 통한 학문 발전을 도모함

 나. 관련법규 

 전남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 지원 지침

 다. 주요내용 

 업무개요

    - 우리 대학의 비전임(강사) 교원으로 임용된 후 저서 및 번역서를 출판할 

경우 소속대학을 경유하여 공문으로 일괄 신청하면 심사하여 보조금을 

지원함

 세부업무처리요령

    - 지원대상: 우리 대학의 비전임(강사) 교원으로 임용된 후 강의를 하고 

있는 자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소정서식)

      · 출판 원고 1부

      · 연구계획서 3부

    - 심사 및 선정

      · 선정방법: 매년 4월 중 자격요건, 연구 계획서 심사,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거쳐 최종 선정

    - 심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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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통보: 선정 결과는 소속대학에 공문으로 일괄 통지

      · 신청방법 

       * 비전임(강사) 교원이 저술장려금 지원에 선정된 후 저서 및 번역서 

출판이 완료되면 저술장려금을 지급함 

       * 출판 완료는 선정 된 연도의 다음 연도인 1월 31일 이내에 하여야 함

(기간 내에 출판하지 않을 시는 지원이 취소 될 수 있음) 

      · 지원금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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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만들기로 작성함

 라.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연 구 처

연구진흥과
(회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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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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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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1 -

※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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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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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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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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

 전용계좌를 변경 및 추가하게 되는 경우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관할세무서로 신고(령 43조의 2 ⓾)



연 구 처

연구진흥과
(정보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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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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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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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스템 모듈 구조 설계

   4) 데이터베이스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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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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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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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윈도우서버 경우 보안 업데이트 패치를 매번 확인하여 설치하고 사용

되는 포트외 다른 포트는 차단

      - C-RAMS에 대해 학내․외에서의 Telnet 및 원격접속은 기본적으로 불허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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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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처

연구진흥과
(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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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학협력단 자체 정기 감사

 가. 목적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의 연구비 중앙관리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감사시스

템을 구축․운영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 평가기준인 내부통제 시스템(회계감사)의 제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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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지적사

항에 대한 피드백을 통하여 연구비 오․남용 등의 부적정 집행을 방지하

며 같은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방안 구축

 세부업무 처리요령

    - 감사대상: 산학협력단 회계, 일반업무 집행, 관련규정 및 교육부장관이 지시하

는 사항, 총장의 요청사항, 기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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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확인․점검하고, 이후의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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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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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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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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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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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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학협력단 자체 일상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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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명성 제고

 세부업무 처리요령

    - 감사대상: 연구관리부서에서 작성된 일반과제 및 위탁과제의 회계검증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제

    - 감사주기: 상시(감사대상 발생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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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연구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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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접비관리

목적 

 전담기관에서 간접비를 총체적으로 운영, 관리함으로서 연구활동지원의 

효율성 및 운영합리화 기여

 전담기관을 통한 객관성, 명성있게 유지, 관리함으로써 간접비 집행의 

대외적 신뢰성 확보

관련법규

전남대학교학술연구진흥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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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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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활동 지원인력의 인건비

    - 기타 연구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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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D사업 협약 체결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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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전남대학교학술연구진흥에관한규정

 전남대학교연구비중앙관리지침

 각 지원기관 연구비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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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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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 지방자치단체 

      · 민간기업 및 기타 

 절차(교외)

    - 정보수집 및 연구정보 안내

      · 각 정부부처별 사업 공고 내용을 담당자별로 교내 전산망 게시 및 

연구자 개인 전자메일, SMS문자 안내 등을 통하여 관심있는 연구책임

자 및 연구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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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산정기준(작성요령)” 등을 숙지하여 상담 역할을 수행한다.

    - 연구계획서(지원신청서) 제출

      · 신청자는 지원기관에서 제시한 서식을 이용하여 관련 지침에 따라 

계획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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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토하여야 하고, 간접비는 지원기관에서 정산 기준을 따르되 별도 명시

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전남대학교연구비중앙관리지침을 준용한다.

      · 산학협력단에서 사전검토 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운

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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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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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연구책임자는 사본으로 보관한다.

      · 선정된 과제는 다른 사업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단, 중앙관리로 인해 통장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경

우 개인과제 또는 소액과제는 통합통장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선정된 과제는 과제별로 별도의 연구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

야 한다.  

      · 협약서 원본 및 실행예산서가 포함된 계획서는 별도 부여한 연구관

리번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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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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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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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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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

성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도 통장이 없이 통합통

장으로 관리하는 과제의 이자 산정은 해당사업에서 정한 방법으로 하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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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에서 출력)를 연구재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사업기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업이 종료된 과제는 협약서에 명시한 기간 내에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주관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에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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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전담기관에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책임자가 소명자

료와 함께 산학협력단을 통해 신청한다.

    - 중간 및 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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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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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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교내연구지원사업 지원계획(연구진흥과)에 의거 여수캠퍼스 교원의 교내

연구지원사업비를 적정 집행

관련법규

전남대학교학술연구진흥에관한규정

 전남대학교연구비중앙관리지침

 전남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 시행세칙

주요내용

지원분야

    - 학술연구비, 연구년, 학술도서출판, 예체능분야 발표회(전시회), 교원해외

파견연구, 우수연구자연구비, 학술지 논문게재장려금, 국제학술회의 논

문발표 참가경비, SCI 논문 영문교정, 부설연구소, 외부연구과제 개발비, 

전남대학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등

추진절차

공통사항

    - 연구계획 변경

지원계획 수립

(연구진흥과)
ð

교원 신청

(대학장 
추천)

ð

선정 및 
통보

(연구진흥과)

ð
연구비 지급 

신청내역검토 및 
집행(산학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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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수행중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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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신고 제출 서류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입·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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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대학발전과 학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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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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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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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대학교의 건물 및 토지의 공개념화를 위한 건물 및 토지 사용 승인을 통  

  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활용을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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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건물의 용도 및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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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문 전자요람) 발간

목적

 대학의 연혁, 조직, 대학생활, 각종 현황 및 교과과정, 규정 등을수록   

  하여 대학구성원 및 일반인들에게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우리대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각종자료의 작성 및 학사업무의 기본 자료로 활용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상시검색이 가능한 전자요람으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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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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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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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고하   

  고, 대학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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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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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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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흐름도

예산편성 기초자료 작성
(세입․세출 추계) ➞

중․장기 및 차년도 
재정운용계획 수립 ➞

재정위원회 심의
(재정운용계획 심의) ➞

(재무과) (기획조정과) (재무과)

세출예산 편성지침 작성
지출한도 통보 ➞

예산편성조정(소)위원회
(사업계획서 심의 및 계수조정) ➞

등록금심의위원회
(등록금 책정) ➞

(재무과) (기획조정과) (기획조정과)

예산(안) 심의 ➞
최종 지출한도액 통보
기관별 각목명세서 수정 ➞ 예산(안)  심의·의결    

➞ 
  

예
산
확 
정(교수평의회) (재무과, 각 기관) (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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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재정운용계획 수립

목적 

중․장기 대학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중․장기적 시계에서 대학재정을 총  

 괄하는 재정운용 전략과 재원배분 방향제시

대내․외 환경변화(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비한 재정운용계획 수립을 통한  

 대학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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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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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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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총괄심사위원회운영 

관련규정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교육·연구  

    비 등의 지급)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

「2019학년도 전남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지침」

구성

총괄심사위원회 : 부총장, 기획조정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연구처장,  

  사무국장, 학무본부장, 행정본부장, 총무과장, 교무과장, 기획조정과장,   

  연구진흥과장, 대학(원)장 대표 4명, 조교 대표 1명을 포함한 총 17명으  

  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처장이 됨

연구활동 심사위원회

       - 구성 : 연구부처장을 위원장으로 산학협력부처장, 연구진흥과장, 산  

   학협력과장 등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주관부서: 연구진흥과  

학생지도 및 정책연구활동 심사위원회

       - 구성 : 교무부처장을 위원장으로 학생부처장, 기획조정부처장, 교학  

   기획부처장, 교무과장, 총무과장, 학생과장, 행정실장 등을 포함한 10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주관부서: 교무과  

 평가단위별 평가위원회 : 본부(광주) 평가위원회, 본부(여수) 평가위원  

  회, 대학(원) 평가위원회, 부속기관 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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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방법 및 절차

실적 인정기간 : 당해연도 3월 ∼ 익년도 2월

지급 시기

       - 1차(선급금 40%) : 6월, 2차(기성금) : 익년도 2월

지급 방법

       - 연구, 학생지도 영역으로 구분하여 지급

       - 영역별 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서 심사 후 40%까지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제출한 계획서에 따른 활동실적 심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 비용지급을 위한 심사를 위해 총괄심사위원회, 영역별 심사위원회,   

   평가단위별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지급 절차

구 분 내 용 비 고

⇩
총괄심사위원회  - 지침확정 및 안내(⇒전기관) 기획조정과

⇩
영역별

주관부서  - 계획서 제출안내
연구진흥과

교무과
총무과

⇩
교직원

 - 계획서 제출
 (⇒소속기관, 평가단위별 평가위원회)

⇩
평가단위별
평가위원회

 - 계획서 심사 및 선급금 지급

소속기관

영역별
심사위원회

연구진흥과
교무과

총괄심사위원회 기획조정과

⇩
교직원

 - 사업수행 및 실적제출
 (⇒소속기관,평가단위별 평가위원회)

⇩
평가단위별
평가위원회

- 결과보고서 심사 및 지급비용 결정

소속기관

영역별심사위원회 연구진흥과
교무과

총괄심사위원회 기획조정과

⇩
영역별

주관부서
 - 영역별 지급비용 안내
 - 비용지급(재무과)

연구진흥과
교무과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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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학생등록금 책정

목적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소득, 등록  

  금 의존율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

관련법규

 「고등교육법」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전남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주요내용

등록금 책정과 적정 배분에 있어 구성원들의 이해와 공감할 수 있는  

  재정추계 자료 작성

       - 차년도 세입(등록금 등), 세출(인건비, 기본운영비, 주요 사업비 등) 증  

   감 현황을 파악하고,

       - 소비자 물가상승률, 타 대학 등록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학과(전공)  

   별 차등 책정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업무 흐름도

등록금 책정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예산(안) 작성

(예산편성조정위원회)
➞ 등록금 책정(안) 작성 ➞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285 -

 8. 재정사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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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규

전남대학교평가규정 제2조 3호에서 재정사업평가

       (가. 재정지원사업 심사․평가, 나. 예산의 효율적 운영 평가)

주요내용

대학(원) 및 본부직할학부 재정사업평가

       - 평가주기 : 매년(2010년부터 시행) 

       - 평가시기 :  4～8월

       - 평가대상 : 대학(원) 및 본부직할학부 대학회계 주요사업비

       - 평가내용 

        · 예산의 합리성 : 편성의 적정성 및 구체성, 규정준수 여부 

        · 집행의 효율성 : 집행의 적합성

        · 사업실적 : 성과기준달성도, 취업 및 연구실적 증감률, 외부 지원금 집행

실적

        · 개선실적 : 개선계획 충실도

본부 및 부속시설 단위사업 재정사업평가

       - 평가주기 : 매년 

       - 평가시기 : 9～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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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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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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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사업(국립대학 육성사업)

목적

지역 균형발전과 고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핵심키워드로 지역 고등교육  

  의 근간인 거점 국립대학의 역할 대두

호남 대표 거점대학으로서 지역사회 견인 등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대학 비전 「진리로 행복한 세상을 밝히는 학문 공동체」 실현

주요내용

총 사업기간: 2018년 ∼ 2022년(5년)

사업내용 및 추진 계획

영역
육성사업

중점추진과제
전략 사업 내용

추진기간

'18년 '19년 '20년 '21년 장기

인재

양성

고등교육

기회확대

교육
취약계층 및 소수자 배려 

전형제도 확대
è

교육
신입생 '기초수학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è è è è

지식

연구

기초‧보호

학문

연구 인문학 기반 융합전공 개설 è è è

연구
대학원 구성원 중심 특화분야 

연구 활성화
è è

상생

발전

지역사회 

기여

지역

사회
대학자원의 지역민과 공유 è è è è è

네트워크 행정 열린도서관 확대 운영 è è è

자율사업
행정 융합대학 설립 è è è è è

교육 글로벌 학부 개설 및 활성화 è è è è 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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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연번
중점추진

과제

세부 사업(과제)

사업(과제)명 주요내용

 지역사회 
기여

▪창의‧감성‧공동체 역량을 갖춘 
지역특화 인재양성

▪지역 우수인재 육성

▪멘토 특강 운영

▪학생문화 주간 운영

▪한민족 역사문화 탐방

▪국내·외 봉사 활동

▪학술자원 및 시설 개방

▪지역특화 현장친화형 영농체험 
지원

▪농업체험학습프로그램

▪텃밭·주말농장 가꾸기

▪귀농귀촌 체험 프로그램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지역민 
공감 토크

▪매치업(인공지능) 프로그램 운영

▪심미안 아카데미아 강좌 운영

▪판소리 한마당축제

▪사진촬영 및 공예제작 체험서비스

▪지역민과 함께하는 인권 및 
생활법률 강좌

▪지역민을 위한 “시민인권강좌” 운영

▪지역 내·외 인권전문가 교류·협력 
“인권포럼” 및 “인권세미나” 개최

▪대학타운형 도시재생사업

▪대학자원 지역사회 공유(대학)

▪청년창업인프라 구축(대학)

▪상가활성화 및 기반 구축(대학)

▪지속가능 거버넌스 구축(협업)

▪지역청년 해외진출 및 창업 지원
▪지역연계성 기반 학생 해외 진출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글로벌 스타트업 지원

 고등교육 
기회 확대

▪청소년 진로와 건강 체험 
프로젝트

▪청소년 진로탐색 및 건강체험학습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지원

▪STEAM 중심의 과학 및 수학 실험·체험 
프로그램 운영

▪CNU 대학생 자유학기 운영
▪자유학기 활성화

▪자유학기 연계 디지털콘텐츠 인력양성

▪CNU 중고등학생 진로진학 지원

▪단과대학별 진로 컨설팅 

▪맞춤형 진학 상담

▪고교교육통합이력관리시스템

▪CNU문화산책 힐링콘서트

▪미래교육 학습환경 구축 ▪스마트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학교생활부터 일터 선택까지 ▪학생 개인심리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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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중점추진

과제

세부 사업(과제)

사업(과제)명 주요내용

TCS(Total Care for Students)
▪동행장학생 선발

▪전공 연계 직무 이해 

▪장애학생 학습환경 개선
▪장애학생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학습기자재 및 보조공학기기 확충

▪후학습자 전담과정

▪모집 정원 조정 및 교육과정 확정

▪후학습자 대상 융합학부 신설 및 운영

▪후학습자 신입생 모집 및 선발(준비)


기초보호학
문 및 특화 
학문분야 

육성
(거점대)

▪신진연구자 창의연구 지원
▪실험실 구축 및 연구장비 공동 활용

▪기초‧보호학문분야 연구 지원

▪학문후속세대 연구역량 육성

▪연구 활동 활성화 경비 지원

▪교과목 개발 지원

▪외국어능력 향상 프로그램 지원

▪외국어 논문작성 및 통계처리/분석의뢰 비용 
지원

▪남도역사‧문화 복원 연구

▪남도종가 기억자료 아카이빙

▪남도종가문화 책 출판

▪여수학의 학제적 기반 조성

▪전자저널 및 공용 
소프트웨어(S/W) 확충‧ 지원

▪전자자료 확충

▪공용 소프트웨어 연간 라이선스 관리

▪4차 산업혁명 융복합학과 
선도모델 육성

▪일반대학원 융‧복합 학과 육성


지역 및 

대학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대학-대학

▪거점국립대학 간 
네트워크

▪온라인 학점교류 콘텐츠 LMS개발

▪공동입학설명회

▪국립대 공동홍보

▪통합 홈페이지 운영

▪서해안권 거점 
국립대 네트워크

▪공동 화상강의 운영

▪호남권역 9개 
국립대학 네트워크

▪공동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

▪광주·전남 21개 
대학 네트워크

▪공동교육혁신센터 운영

▪광주·전남 박물관 대학 프로그램 운영

▪광주·전남이 읽고 톡하다

▪광주·전남 지역포럼(사립대학포함)

▪자원교류

▪대학 간 인적자원 교류

▪교류학생 생활관비 지원

▪대학 간 학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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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사업추진계획수립

(대학구성원 의견수렴)
➞

사업신청서 제출

(각 부서 및 

부속시설)

➞ 자격심사

(기획조정과)
➞

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
➞ 사업수행 ➞ 사업 사후평가

연번
중점추진

과제

세부 사업(과제)

사업(과제)명 주요내용

대학-
지역사회

▪초중고협력
▪보유기자재 지역청소년 활용교육

▪수업컨설팅 전문가양성

▪산업체 지역사회

▪실험실습 기자재 공유 및 전문 분석 인력 양성

▪대학역량을 활용한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농업

▪영농기술 및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상생협력
▪상생협력 협의체 구성 및 워크숍 운영

▪전남대-여수시 상생발전 실무협의회 운영

▪자원공유 ▪무선랜활용 정보공유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특화전략 
및 

발전모델 
구축

(대학자율
사업)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캠퍼스 
조성

▪지역민과 함께하는 공유공간 시설개선

▪캠퍼스 교육환경 개선

▪지역민 정주여건 개선

▪쌍방향 교수-학습 환경 개선

▪강의실 첨단 기자재 및 교육 매체 설치

▪토론·토의 강의실 구축

▪노후 강의실 및 실기실습실 환경개선

▪융합대학 강의실 공간배정 및 리모델링

▪교직원 직무 역량 강화

▪직무역량 강화 교육

▪특수직렬 직무전문 교육

▪진로진도 역량강화

▪CNU 글로벌 캠퍼스 조성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신흥시장 현장실습

▪유학생 유치 활성화 및 정주 지원

▪여수캠퍼스 글로벌 특성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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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사업 안내 공문 도착

       - 교육부로부터 사업 안내 공문이 도착하면 이를 접수한다.

       - 교육부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관련 자료를 취합한다.(이전에 실시된 교육부  

   개최 세미나, 공청회, 사업설명회 자료 등을 모두 검색한다.)

사업신청계획(안) 수립

       - 사업 안내에 따라 준비계획(안)을 작성한다.

         (1) 개요

         (2) 운영조직

         (3) 추진방법

         (4) 추진일정

         (5) 예산 등

사업신청서 접수

       - 계획에 따라 본부 부서, 부속시설 등으로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

       - 사업 자격 심사를 통해 사업 선정 및 사업비를 지원한다.

사업수행

       - 사업추진위원회: 분기별 1회(년 4회) 운영, 사업 주요사항 심의·의결  

   및 기타 사업 추진 중요 사항 논의

       - 총괄재정위원회: 년 1회 운영, 사업 예산안 검토 및 조정으로 재정지  

   원사업간 예산 중복 집행 방지

       - 성과관리위원회: 분기별 1회(년 4회) 운영,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지표  

   점검 , 상시 모니터링 및 사업 컨설팅

       - 자체평가위원회: 년 1회 운영, 사업 부서 및 참여 구성원에 대한 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평가, 자체평가, 우수 성과 확산 지원

사업 사후평가

       사업 계획의 이행 정도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차기 평가에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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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재정지원사업(대학혁신지원사업)

목적

환경 및 사회적 요구의 변화에 대학이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대학 전반의 체질 개선 및 기초역량 강화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미래 창의 인재양성 체제를 구축함으로서  

  국가 혁신 성장의 토대 마련

대학을 둘러싼 환경과 사회적 요구의 변화에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응  

  함으로써 글로벌 300대 대학 진입

주요내용

총 사업기간: 2019년 ∼ 2021년(3년)

우리대학 2019년 사업비: 6,806,000,000원

사업내용 및 추진 계획

대분류
(영역)

중분류
(프로그램=전락)

소분류
(세부프로그램=혁신사업(과제)

교육

1-1. 

미래형 학사제도 및 스마트 

교육·환경 시스템 구축

1-1-1. 미래형 학사제도 운영

1-1-2. SNS기반 창의융합 LMS 구축 사업

1-1-3. 몰입형 학습공간의 재구조화

1-1-4. 통합 스마트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

1-1-5. 학습환경 지원 스마트 도서관 구축

1-1-6. 스마트 진로·진학 시스템 개발

1-2.

역량중심 인재양성

1-2-1. 핵심역량 강화 교육과정 운영

1-2-2. 인문교육 강화 지원 사업

1-2-3. 공동체역량 강화 지원 사업

1-2-4.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

1-3.

현장친화형 인재양성

1-3-1.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 지원 프로그램

1-3-2. 창의적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1-3-3. 국내외 현장실습 지원 프로그램

1-3-4. 젠더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1-3-5. 인문사회/예체능 특화 취업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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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사업계획 TF구성 ➞ 발전계획 검토 ➞ 사업 관련 의견수렴
(대학본부, 부속시설, 

단과대학)
➞

혁신과제 선별 ➞ 사업계획 발전/보완 ➞ 성과관리 방안 수립 ➞
사업계획 완성 ➞ 대학혁신지원사업 수행 ➞ 대학혁신지원사업 

사후평가

추진내용

사업계획 TF구성 및 발전계획 검토, 의견 수렴

       -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을 기본으로 함

       - 대학혁신지원사업 추진TF를 구성, 단과대학, 학생, 대학구성원 대상  

   간담회를 통해 사업 목적 및 혁신과제 선정을 위한 의견 수렴

혁신과제 선별 및 사업계획 발전/보완

       - 중장기발전계획의 비전 및 목표 등에 부합하는 혁신과제를 선별하고  

   세부 사업계획 수립

성과관리 방안 수립 및 사업계획 완성

대분류
(영역)

중분류
(프로그램=전락)

소분류
(세부프로그램=혁신사업(과제)

1-4.

자율 혁신지원

1-4-1. 혁신선도학과(부) 지원 사업

1-4-2. 자율적 단과대학 발전 사업

연구

2-1.

선도적 연구자 연구역량 

고도화

2-1-1. 연구자 지원 확대

2-1-2. 비전임 연구자 연구역량 고도화 지원

2-1-3. 인문사회 연구역량 고도화 지원

2-2.

예비연구자 연구역량 함양

2-2-1. 석·박사 과정생 해외연구 지원

2-2-2. 대학원 실험실 연구생 지원사업

산학

협력

3-1.
원스톱 기술창업

3-1-1. CNU 기술창업 플랫폼 구축 및 육성

3-2.

글로벌 산학협력 인재양성

3-2-1. 유학생 맞춤형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

3-2-2. 학생 창업 활성화를 위한 Pre-Biz 프로그램

3-2-3. 글로벌 라운지 조성 및 English Zone 조성 사업

3-2-4. 글로벌 창업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 메이커 

네트워킹 연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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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별 편성 예산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업 계획 완성

대학혁신지원사업 수행 및 사후평가

       - 완성된 계획을 주관 기관별로 수행하고 결과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추  

   진TF에서 취합, 상시 점검 진행

       - 사업 계획의 이행 정도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차년도 평가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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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대학평가

목적

대학 자체평가 과정을 통해 대학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발전하  

  는 실질적인 계기를 마련

평가기관이 제시한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하여 문제를 진단 규명  

  하고 그 해결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실천해 나감으로써 대학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세계 우수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

주요내용

내부평가

       - 대학 자체평가(평가주기 : 2년), 부속시설 평가(평가주기 : 2년)

       - 학과(부) 평가(평가주기 : 1년)

외부평가 

       - 중앙일보 대학평가(종합평가, 계열평가, 학과평가)

       - 해외전문기관 대학평가(QS 세계/아시아 대학평가, THE 세계/아시아대  

   학평가, U.S News 세계대학평가, 기타 해외전문기관 평가 등

       - 한국대학평가원 대학기관평가인증, 대학 기본역량 진당 등

       - 산업계관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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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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전남대학교 통계연보 발간

목적

   우리대학의 각종 통계자료를 매년 4월1일 기준으로 조사, 최근 5년 자료  

  를 수록하여 교육정책 입안 및 학사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 

주요내용

   최근 5년간 대학의 교원, 직원, 학생, 예산, 시설 등의 현황 및 각 부  

  속기관별 현황 수록

   기준일 : 매년 4월1일

추진절차

기본계획수립 ➞ 각 기관(부서)별 자료 

작성 의뢰
➞ 자료수합․정리 ➞

편집․교정 ➞ 인쇄․배포



기획조정처

대외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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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용봉포럼 개최

목적 

대학의 사회연대를 강화하고 교육과 연구의 실용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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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럼 협조

   - 수시 연사 발굴 초청 강연회 : 수시

 

절차흐름도 

용봉포럼 초청 연사
추천 의뢰

(각 기관 및 부서)
➞

연사 발굴 및
용봉포럼 신청 접수
(대외협력과)

➞
초청연사 선정 및
기관별 행사 지원

확정
➞

용봉포럼 개최 준비
(대외협력과/주관기관)

➞
용봉포럼 개최

1. 본부주관 (대외협력과)
2. 각 기관주관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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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전기금 조성 및 기부자 관리

목적 

  대학의 재정을 확충함으로써 열악한 교육․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우수한 인력의 

육성과 더불어 고등교육시장 개방과 대학 법인화에 대비 

관련법규

  전남대학교발전후원회규정

주요내용 

  발전기금 조성 홍보

  발전기금 접수 및 조성액의 이관

  발전기금 기부자 관리

  기부자 예우

 

절차흐름도 

  발전기금 조성 홍보

    - 조성안내 책자 발간, 대학신문 게재, 학교 소식지 게재, 발전기금 홈페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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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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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물은 기탁자의 지정기관 또는 기탁 목적에 적합한 기관에 이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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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우명칭 부여하여 전남대 가족으로 모시며, 현관에 교우에 

따른 명패를 부착하여 영구히 보존

    - 일정기금 출연자에 대한 감사패 증정

      ․ 감사패 : 1,000만원 이상 기부자

    - 달력 및 총장 연하장 발송 

    - 홍보 기념품, 명절 조품 발송 

    - 모든 발전기금 기부자는 우리대학교 교사(校史)에 기록 보존 등

예우 등급 구분

기준금액 등급명 기준금액 등급명

10억원 이상 천왕봉교우 5억원 이상 지왕봉교우

3억원 이상 인왕봉교우 1억원 이상 서석대교우

5천만원 이상 입석대교우 3천만원 이상 광석대교우

1천만원 이상 새인봉교우 5백만원 이상 무등교우

5백만 미만 용봉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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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목적 

  대학의 주요 정책 및 구성원들의 성과를 발굴하여 언론 매체를 통해 널리 

알림으로써 대학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

  보도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홍보

  우리대학 관련 기사 및 교육/사회 관련 기사를 매일 스크랩하여 구성원과 

공유함으로써 대내외 정보 흐름을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

절차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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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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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적인 

방향의 기사 유도

 

절차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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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주요 행사의 축사 및 격려사, 환영사, 언론 인터뷰 자료, 대내외에 보내는 

총장 서한문 등을 작성 또는 수정하여 총장의 업무 수행 지원

절차흐름도 

원고 요청 ➞ 글의 성격 분석 ➞ 기초자료 수집 ➞

원고 작성 ➞ 총장실 수정 ➞ 최종원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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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캠퍼스 투어 운영

목적 

  캠퍼스투어를 희망하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 및 일반인, 외국인등을 대상으로 

학생홍보대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순서에 따라 우리대학을 소개하고 홍보

하는 프로그램

주요내용

  내용: 전남대학교 역사, 역사관, 본부, 각 단과대학 및 부속기관, 용지, 정문 

등 대학의 랜드마크 및 학생 진로에 따른 맞춤형 학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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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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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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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모집인원 및 모집대상: 10명 내외, 본교 2학년 재학생 중 선발(2년 간 활동)

  홍보대사 교육: 정기 교육 및 수시교육

  장학금 지급: 대학홍보장학금

  주요활동: 캠퍼스투어, 교내행사지원, 홍보책자 및 홍보동영상촬영, 입시홍보 

및 입학사정관제 방문설명회, 예비대학 행사 진행, 온라인 홍보 등  

절차흐름도 

학생홍보대사
선발공고(12월) ➞ 학생홍보대사

원서접수(1월) ➞ 학생홍보대사
합격자발표(2월) ➞

학생홍보대사
소양교육(3월) ➞ 학생홍보대사

교육실시(연중) ➞ 학생홍보대사
장학금지급(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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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대학 홍보물 제작

목적 

  우리 대학의 비전, 현황, 학과,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홍보책자, 

리플릿 등 대학홍보물을 제작하여 대내외에 배포함으로써 대학 이미지 제고 

및 우수인재 유치에 활용

주요내용

  대학 비전 및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새로 도약하는 대학의 이미지 홍보

  전남대학교의 발전상과 비전, 대학 성과 등을 교내외에 알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우수 학생 유치와 대학 이미지 제고에 기여

절차흐름도

기본계획수립 ➞ 기획 및 편집회의 ➞ 기초자료
수집·수정

➞

편집 디자인 ➞ 초안·중간본 교정 ➞ 최종본 검토 ➞

홍보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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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홍보 동영상 제작

목적 

  전남대학교의 역사, 글로벌시대에 맞는 인재양성 및 미래 비전, 지역사회 

공헌 등을 담은 홍보동영상을 국문/영문으로 제작해 대내외적으로 공유함으

로서 대학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절차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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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대학 구성원 및 대학입학 신입생에게 주요 학사일정 안내

  주요 학사업무 계획수립 및 업무 추진에 활용

  대내외에 배포하여 대학 홍보효과 제고

제작 형태 및 배부

  제작 형태 : 벽걸이, 탁상용

  배부 시기 : 12월초

절차흐름도 

기본계획수립 ➞ 주제/이미지 선정 ➞ 학사일정 및 내용
자료수집

➞

편집 및 디자인 ➞ 교정 및 인쇄 ➞ 제작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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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미디어포털 운영

목적 

  대학 소식 및 구성원들의 활동상, 대학 홍보자료 등을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대학 이미지 제고에 기여

  이용자들의 기호 및 요구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이용자의 

만족도 극대화

관련법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저작권법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전남대학교 개인정보보호방침

주요내용

  미디어포털 사이트(http://today.jnu.ac.kr)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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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력, 뉴스레터, 소식지

  기타 : 전남대 스토어 내 ‘전남대 VOD’, 미디어포털 영상콘텐츠와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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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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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활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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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고에 

기여하고, 대학 온라인 채널(미디어포털, 뉴스레터 등)과 연동, 연계시킴으로

써 홍보의 시너지 효과를 강화

주요내용
  전남대 블로그(http://blog.jnu.ac.kr) 

     - 주요메뉴: 알립니다. 전남대지금, 전남대 사람들, 진로.진학가이드, 전남대 

갤러리 

  트위터(https://twitter.com/yesCNU)

     - 제공내용: 학사, 장학, 취업, 공모전, 행사소식 등 제공, 대표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연결하여 상호작용 매체로 활용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ChonnamUniv)

     - 제공내용: 학사, 장학, 취업, 공모전, 행사소식 등 제공

  유투브(https://www.youtube.com/user/yesCNU)  

     - 제공내용: 홍보동영상 및 학내 영상 콘텐츠 제공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chonnam_univ)

     - 제공내용: 학사, 장학, 취업, 공모전, 행사소식 등 제공

절차흐름도 

콘텐츠 수집 ➞ 편집 및 디자인 ➞ 게시 ➞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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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온라인 소식지 및 뉴스레터 제작 발송

목적 

  우리대학의 주요정책, 성과, 소식 등을  온라인 소식지 및 뉴스레터로 제작, 

메일로 발송하여 소통하고 공유하는 홍보 강화

주요내용

  온라인 소식지(Yes! CNU)

    - 제공내용: 대학 주요 추진 사업 및 실적, 대외성과, 연구, 행사소식 등

    - 제공방법: 대학구성원, 동문, 해외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년 4회 제작하여 

               개인이메일로 발송(국.영문 통합본 PDF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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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흐름도 

자료수집 및 기획 ➞ 디자인 ➞ 편집 및 코딩(웹문서

변환)
➞

브라우저 테스트 ➞ 메일 발송 ➞ 발송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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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IPTV 운영

목적 

  교내·외에서 개최된 주요행사나 대학소식을 IPTV를 통해 제공하여 외부 

방문객과 구성원과의 공유,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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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기금 소식, 외부인사 방문환영, 행사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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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대(IPTV: 41대, 기타 TV 게시판: 43대)

절차흐름도 

자료수집 ➞ 편집 및 디자인 ➞ 게시 및 배포 ➞ 송출확인



   

행정업무편람

사무국

◔ 총무과

◔ 재무과

◔ 시설과



사 무 국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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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규정 및 예규 제․개정

관련근거

고등교육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14호 및 제2항

  전남대학교 학칙 제83조제1항 / 전남대학교 사무분장 규정 제12조제7호

  전남대학교 위임전결 규정  / 전남대학교 규정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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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및 개정절차

학칙 및 규정 제·개정 

추진 결재 ➞
규정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 ➞
규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
(발의부서(총장결재)) (해당부서→총무과) (총무과 → 해당부서) 

대학평의원회/교수평의회 

심의 의뢰 ➞
대학평의원회/교수평의

회 심의 및 결과 통보 ➞
학무회 심의 의뢰

➞
(해당부서(총장결재))

(대학평의원회/교수평의회 

→ 해당부서)
(해당부서 → 교무과)

 학무회 심의 및 결과 통보 ➞ 규정 공포 의뢰 ➞ 규정 공포

(교무과→ 해당부서) (교무과 → 총무과) (총무과)

※ 규정심의위원회, 대학평의원회/교수평의회, 학무회에 심의 의뢰는 소관(발의)부서에

서 하며, 심의 의뢰한 부서에서는 당해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 설명



- 317 -

심의 및 공포 의뢰 시 기술 내용

제정(안)

    - 제정이유, 주요골자, 전문

  개정(안)

    - 개정문, 개정이유, 주요골자, 신․구조문 대비표

   ※ 공포 의뢰 시 개정된 전문 추가

기술내용 기재방법

개정문

    - 제명 다음에 줄을 바꾸어 “00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는 개

정 문을 붙이고 다시 줄을 바꾸어 개정할 사항 작성.

    - 개정․삭제․추가되는 자구가 들어갈 위치가 규정 중 어느 부분인지 명확히 

지정. 즉 조가 여러 개의 항․호로 이루어져 있거나 이것이 다시 단서 등

으로 세분되어 있을 때에는 가능한 최소단위까지 인용.

    - 어느 규정 중에 빈번하게 나오는 하나의 용어를 개정할 때에는 본칙의 끝

부분에서 일괄 개정하되, 이 경우에는 일일이 각각의 조․항․호, 단서 등을 명시.

    - 인용대상 자구는 개정내용과 관련 있는 최소한의 명사(복합명사 포함)  

단위로 인용.

    - 개정문은 조문 순서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

    - 개정문은 조 단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

    - 하나의 개정 문에 다수의 개정사항이 있는 경우 각 개정사항마다『-하고, 

-하며』로 연결하고, 맨 마지막은 『-로 한다.』로 하여 문장 완성.   

다만, 하나의 규정문장에 개정사항이 2이상 있는 경우 그 개정부분은 『-로, 

-로』와 같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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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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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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인 

개선방향 등을 보다 상세히 기술함

    - 정책의 추진배경으로는 정책의 기본방향, 현행제도의 문제점 등을 서술함.

    - 기본적인 개선방향에는 제․개정되는 법령의 전체 내용상 또는 핵심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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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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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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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과정
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
며, 석·박사통합과정은 6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만,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석사과정은 5년, 박사과정
은 7년을 초과할 수 없으
며, 석·박사통합과정은 8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만, 휴학기간은 재학연한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각 과정 재학
연한을 2년씩 
늘려 학업을 
계 속 적 으 로 
수행할 수 있
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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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

목적

대학행정 사무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여 기관 운영의 적정성·공정성·

책임성 확보

기관 운영의 효과적인 개선방안 모색

관련법규 

「전남대학교 행정감사규정」

주요내용

자체 종합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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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은 자 중에서 위촉

    - 감사방법 : 실지감사 및 서면감사 등 병행

    - 감사결과 처분의 대상

     ·지적된 사항의 원인행위를 한 자(분임자, 대리자, 보조자까지 포함)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지도와 감독책임을 다하였더라면   

지적된 사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 인정되는 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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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사항이 발생되도록 영향을 미치게 한 자

    - 감사결과 처분

     ·신분상 처분 : 징계(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행정상 처분 : 시정, 개선

     ·재정상 처분 : 변상, 추징, 회수, 보전

    - 처리 절차

     

연간 운영계획 

수립(매년 3월)
⇨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및 

실시 통보

⇨ 착안사항 준비 ⇨ 감사요원 

교육(사전회의)

     
감사 실시 ⇨

감사 

결과보고서 

수합 및 정리

⇨ 감사 결과 

총장 보고
⇨ 감사처분심의회 

개최

     

감사 결과 처분 

확정 보고
⇨

처분 

통보(감사종료 후 

2개월 이내)

⇨
조치결과 

수합(처분 통보 후 

1개월 이내)

⇨ 조치결과 보고

   

  사안별 특정감사

    - 실시시기 :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감사반 구성 등 기타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 종합감사에 준함

  입시감사

    - 관련근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33조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은 대교협에서 매년 시달됨

    - 감사유형 : 수시전형, 정시전형

    - 감사의 기본방향

     ·입학전형 전반에 관한 감사

     ·합격자 발표 이전 감사 완료

    - 감사기간 : 연중 전형별 1∼2일 소요

    - 감사반 구성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장(입학본부장)이 예상 소요인원을 정하여 

감사 요청하면 총무과에서 감사반원을 위촉하여 구성

    - 감사방법: 실지감사와 서면감사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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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입학전형 업무 전반에 대하여 현지감사를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현지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 결과에 반영

    - 처리 절차

     

입시관련 부서

의뢰
⇨ 계획수립 및 

통보
⇨ 착안사항 작성 ⇨ 감사요원 교육 및 

감사 실시

     
현지 조치 ⇨ 처분 통보 ⇨ 처분조치 

결과보고 수합
⇨ 조치결과 보고

     

  공직기강(행동강령 포함) 점검

    - 관련근거 :「전남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개정 2018.4.26.)

    - 감사범위 : 근무실태 및 공직기강(행동강령 준수 여부) 점검 등

    - 감사시기 :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집중 점검

    - 감사방법 : 실지감사 및 서면감사 병행     

     

  보안감사

    - 관련근거 :「전남대학교 보안업무처리규정」제34조

    - 감사범위 : 인원보안, 문서보안, 시설보안, 정보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

    - 감사시기 : 매년 7월중 1∼2일

    - 감사방법 : 실지감사 및 서면감사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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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대학 교직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여 청렴 의무 강화

관련법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 2016.9.28.)

「전남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개정 2018.4.26.)

주요내용

  공정한 직무의 수행(제4조 ~ 제9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취소·변경 요구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특혜의 배제

    - 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인사·취업 청탁 등의 금지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제10조 ~ 제15조)

    - 이권개입 등의 금지 / 직위의 사적 이용 등의 금지

    - 알선·청탁 등의 금지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금품등의 수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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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제16조 ~ 제21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외부강의등의 제한

    -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 경조사의 통지 제한

    - 직무관련자와 부적절한 사적 접촉 제한 등

    - 퇴직교직원의 윤리 등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별표 1]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제15조, 제24조 관련)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 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
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수  동 감봉ㆍ정직ㆍ강등 강등ㆍ해임ㆍ파면 해임ㆍ파면 파면

능  동 정직ㆍ강등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정직ㆍ강등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능  동 강등ㆍ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강등ㆍ해임ㆍ파면 파면

능  동 해임ㆍ파면 파면

[별표 2]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제16조 관련)

1. 사례금 상한액

가. 전남대학교 교직원: 1시간당 상한액은 100만원이며, 총액한도 제한 없음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

하는 자의 지급 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사례금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

강의 등과 관련하여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숙박비,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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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례․의식

관련근거

정부의전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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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 확인) → 시나리오 작성 → 좌석배치도 작성 → 식장준비 → 각 요

소별 확인 및 점검 → 예행연습(리허설) → 행사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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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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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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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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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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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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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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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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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하면 좋다.

    - 전화기 : 전화번호부를 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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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창단 : 행사성격과 규모에 따라 구성하며 악보 및 곡명을 사전에 통보함.

    - 행사용 꽃 준비

      ․ 꽃꽂이(꽃수반) : 꽃수반의 높이는 주빈과 초청인사와의 시계차단을 고려 

낮게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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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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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

도록 유의

    - 초청대상자 명부작성

      ․ 행사 주최 부서에서는 초청대상자 명부를 작성하되, 기관별, 대상별로 

분류하여 순위를 정함

      ․ 명부에는 기관(직장), 직위, 성명, 연령, 주소, 전화번호 등을 상세히 기

록하고 기관이나 직장의 명칭은 공식명칭 또는 당해 기관에서 사용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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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하므로 

각별히 유의

※ 초청장 발송시 불가피하게 회신엽서를 동봉하는 경우 회신율이 매우 낮아  참석

독려를 겸한 전화 확인시 본인의 소속 및 성명을 밝힌 후 행사의 일시, 장소 등을 

설명하고 참석여부를 물어본 다음 불참자의 경우 불참사유 파악 및 기록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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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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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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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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나 연주시간 및 방법 등을 협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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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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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사 관련성

     - 정부산하단체 및 관련 민간 단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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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

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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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

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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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기록원 기록물 관리지침

기록물 정리방법

일반문서류의 편철 및 관리

    - 처리과에서 업무가 진행 중에 있거나 또는 업무에 활용중인 문서는 

진행문서파일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사안의 발생순서 또는 논리적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관리

    - 처리 완결 된 일반문서류는 진행문서파일에서 분리하여 보존용 표지를 씌워 

편철용 클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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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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정리방법

일반문서류의 편철 및 관리

    - 기록물철 표지의 연도표시는 시작연도-종료연도로 하며, 기록물 이관시의 

기준은 종료연도가 됨

    - 일반문서류(종이기록물)의 기록물철당 편철량은 100매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편철량이 많은 경우에는 동일한 분류번호 및 제목을 부여하고 분권하여 

권호수를 괄호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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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별 표기 : 전체 면수-1, 전체 면수-2, 전체면수-3 …

      ·철별 표기 : 1, 2, 3, 4 …

    - 양면 기재된 문서는 양면 모두에 면 표기

    - 기록물철의 면 표기는 편철 순서대로 맨 윗장부터 아래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표지 및 색인목록을 제외한 본문부터 시작

    - 동일 기록물철을 2권 이상으로 나누어 편철 시 2권 이하의 철 단위 

면 표시는 이전 권의 마지막 쪽수 다음부터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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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해야 하나, 기록물에 심각한 

훼손이 우려될 경우 사전에 총무과와 협의 요망

일반문서류 보존용품

    - 보존용 표지의 종류

종 류

A4

B4



- 334 -

    - 보존용 표지(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관련 별표4)

  

  - 보존상자의 종류

종 류 색상

A4(1종)
노랑

하늘

B4(2종)
노랑

하늘

    

    - 보존상자의 규격(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관련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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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존상자의 측면에는 보존상자 표지를 부착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제9조 제5항 관련 별표 6

↑
｜
｜
｜
｜
｜
｜

7.5㎝

｜
｜
｜
｜
｜
｜

상자번호
↑

1.5㎝


생산연도
↑

1.5㎝


생산기관
↑

1.5㎝


업무명

↑
｜

3.0㎝
｜

←---- 3㎝ ----→ ←---- 6㎝ ----→

카드류의 편철 및 관리

    - 처리과는 비치활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편철하지 않은 상태로 카드관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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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카드 배열

    - 보존봉투 당 편철량은 30건 이내를 원칙으로 함

      ·카드류 보존봉투(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관련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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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류의 편철 및 관리

    - 도면류는 기록물철 단위로 도면류 보존봉투에 편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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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류 보존봉투(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관련 별표 8)

사진·필름류의 편철 및 관리

    - 기록물철(사안) 단위로 사진·필름류 보존봉투 또는 필름앨범 등에 넣어 

편철한 후 보존상자에 넣어 관리

    - 편철 시 색인목록이 가장 윗장으로 가며, 목록 순서에 따라 기록물 배열

    - 인화사진 혹은 필름류를 앨범에 한꺼번에 관리하는 경우 철 구분이 가능하도록 

편철하며, 각 철마다 ‘제목’, ‘등록번호’, ‘등록일’등을 기입

    - 디지털사진의 경우 등록대상을 선별 후 파일 원본을 사안별로 전자기록

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기록물철 단위로 등록)

      ·사진·필름류 보존봉투(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관련 별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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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물의 관리

    - 처리과는 생산, 접수한 기록물을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 관리하여야 함

    - 전자문서의 붙임에 첨부 불가능한 비전자기록물(문서, 도면, 매체 등 첨

부물)은 반드시 분리 등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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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 등록된 비전자문서 첨부물의 경우 전자기록물을 출력하여 

‘사본’표시한 뒤 분리 등록된 첨부물과 함께 편철 가능

생산현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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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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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행물 생산현황

    - 행정박물 보유목록

    - 보존매체 생산·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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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물관리지침에 

따라 확인 및 관리

    - 국가기록원과의 협의를 거쳐 보존기간이 30년 이상,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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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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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절차

① 이관대상 

기록물 선정
⇨ ② 이관대상  

기록물 통보
⇨ ③ 이관협의

⇨ ④ 이관대상 확정 ⇨ ⑤ 이관목록 및 

일자 통보
⇨ ⑥ 기록물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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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전남대학교 보안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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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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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취급인가증 발급 및 해제

비밀취급인가 및 인가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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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상(Ⅱ급)

  ․ 부총장 및 처․국장, 소속기관의 장

  ․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정보보안담당관)

  ․ 비밀보관 정․부 책임공무원

  ․ 본부 및 소속기관의 서무담당공무원과 직책상 항상 비밀을 사무적으로 취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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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취급인가자 및 비밀소유 현황 보고

보고시기 : 매년 6월말, 12월말

   절차 : 공문서작성 → 총무과장 전결 → 각 기관(부서) 송부 → 자료수

합 → 교육부 보고



- 342 -

비밀취급인가증 및 인가증 발급/회수 업무처리 절차

비밀취급인가자 및 비밀소유 현황 보고

보고시기 : 매년 6월말, 12월말

  절차 : 공문서작성 → 총무과장 전결 → 각 기관(부서) 송부 → 자료수

합 → 교육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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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대외비) 문서 처리

외부 접수 문서(타 부서에서 처리할 경우)

    - 비밀(대외비)수발기록부 기록 → 해당 기관 인수자 서명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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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접수 문서(총무과에서 처리할 경우)

    - 비밀(대외비)수발기록부 기록 → 공문서 결재 → 비밀(대외비) 관리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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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대외비)문서 인계인수서 작성 : 보안담당관 교체시

인계인수 대장

    - 비밀관리기록부

    - 대외비문서관리기록부

    - 보안시스템 관리기록부

  작성 요령 : 전남대학교 보안업무처리규정 제2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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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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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공개 처리 절차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정보공개 처리대장 등재

소관기관으로 청구서 이송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송부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 

연장 가능)

    - 해당 정보를 비공개 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

    -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자에게 통지

    - 해당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정보부존재 결정

업무흐름도

청구서 접수

⇨
정보공개 처리대장 등재

⇨
청구서 배부/이송

(청구인 → 총무과) (총무과) (총무과 → 소관 부서)

[정보공개포털 및 직접방문]

⇩
처리결과 통지

⇦
결정통지서 제출

⇦
정보공개 결정

(총무과 → 청구인) (소관 부서 → 총무과) (소관 부서)

[전자파일, 우편, 직접방문 등] [공개·비공개·부분공개·정보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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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회

구성

    -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에서 7인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총무과장, 교무과장, 감사팀 사무관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 3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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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제40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6조～제32조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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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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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전남대학교는 캠퍼스내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질서 확립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차장 운영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관련근거

   전남대학교 교통관리위원회

   전남대학교 교통관리규정

  전남대학교 교통관리운영 지침

현황

  전남대학교 교통관리 위원회 위원 11명 (당연직 6명: 사무국장, 학생부처장,  

       기획조정부처장, 정보통신지원부장, 총무과장, 시설과장, 선출직: 5명)

   주차장 영업배상책임보험 : 매년 갱신

   전남대학교 출입문 주차요금 정산소

요금 정산소 개방시간 요금 정산소 개방시간

정문 1POS 24시간 개방 동문 1POS 24시간 개방

정문 2POS 07:00∼23:00개방 동문 2POS 07:00∼23:00개방

법대 POS 07:00∼23:00개방 북문 POS 07:00∼23:00개방

서문 POS 07:00∼23:00개방

    ※ 토요일 및 공휴일 폐쇄: 서문(농생대문), 북문(Hub) 

   주차관리 통제용역

계 약 명
계 약 상 대 자

구분 계약금액(원) 계약일 계약기간 예산과목
업 체 명 주  소

주차관리 
통제 용역

(주)엠컨트럴시스템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1513호

총차 236,101,920
2019. 
03. 01.

‘19.03.01.~
‘20.02.29(1년)

대학회계
<수압대체>
시설장비
관리용역비

금차 19,67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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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정기권 주차등록 현황                                   (2019. 8.8. 기준)

   캠퍼스 주차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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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2. 24:00∼2020.04.21. 24:00(1년간)

      · 상호 및 대표자: AIG손해보험(주), 민홍기 

      · 예산과목: 대학회계-총무과-기관공통운영-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

      · 업무처리: 주차장에서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고접수→ 보험회사 청구  

 

계 약 명
계 약 상 대 자

구분 계약금액(원) 계약일 계약기간 예산과목
업 체 명 주  소

주차관제
유지보수

㈜에스아이티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소로 
38번길

1년 40,449,960 2019.03.01.
‘19.03.01.~
‘20.02.29.

대학회계
<수압대체>

구분 구성원 대학원 연구원
유관
기관

업무용 학부생
상주
업체

수강생 기타 총계

정기권 2,300 1,385 262 72 666 5 410 477 223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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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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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기준)

    

기 관 명 목 명 금액(천원) 비 고

총무과

(주차관리실)

인건비 183,500

운영비 683,717

합계 867,217

    ※ 2019년도: 배정액(867,217천원)

. 오전 근무조 4명(07:00∼16:00), 1명(08:00∼17:00), 오후 근무조 1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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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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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비 수입 및 환불 

     - 주차비 수입

      ․ 주차요금 정산소 주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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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명)

      ․ 업무내용 → 주차비 징수(재학생 및 휴학생 중에서 선발) 

      ․ 근무형태 → 평일: 2시간(33명), 공휴일: 4시간(10명)

     - 사회복무관리요원 (1명) 

      ․ 업무내용 → 교내 정기주차등록 보조 

     - 주차관제시설 및 교통시설물 관리    

      ․ 주차관제시설물 운영 및 유지보수

      ․ 각종 차량통제장비 및 교통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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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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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 시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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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량등록증 및 면허증 확인 → 신청자가 주차관리실에 직접 납부 →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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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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통합경비시스템

목적

캠퍼스내 환경조성을 위한 안전사고, 화재감시, 시설방범, 출입통제, 화상감시

       24시간 통합경비시스템 체계구축 및 중요지역의 통합경비시스템 장비

      를 연차적으로 증설하여 안전 환경조성을 위해 통합경비시스템 운영

현황

계약 체결 내역 (본계약)
(단위 : 원)

 계약 체결 내역(2차 ~ 3차년도)    
(단위 : 원)

계약건명
계약상대자

총계약금액 계약일자 계약기간
금차(1차)계약 예산

과목업체명 주소 및 연락처 금액 기한

전남대학교
통합경비용역

㈜에스원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7길 25
6,017,875,990 ‘18.3.19

‘18.3.19.~
‘21.2.28.
(36개월)

2,005,958,664 ‘21.2.28.
시설장비
유지비

계약건명
계약상대자

총계약금액 계약일자 계약기간
금차(2차)계약

업체명 주소 및 연락처 금액 기한

전남대학교
통합경비용역

㈜에스원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7길 25
6,154,722,000 ‘19.3.1 ‘18.3.19.~

‘21.2.28. 2,074,381,670 ‘20.02.29.

전남대학교
통합경비용역

㈜에스원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7길 25
6,154,722,000 ‘20.3.1 ‘ 18.3 .19 .~

‘ 21.2 .28 . 2,074,381,670 ‘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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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경비시스템 현황(광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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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22

2017년 4 12 98 4,806

2018년 4 12 98 4,928

2019년 4 12 98 4,955

※ 여수캠퍼스 별도 운영 : 유인경비 6명, 건물동수 25동, 로컬 949개소  

  통합경비시스템 구축 현황(광주캠퍼스)

구  분 수량(개소) 비  고

24시간상황실 운영 2 정문상황실, 대학본부동 2층

방범관리 4,955 실험실, 연구실, 강의실 등

출입관리 4,051 현관, 중요실, 강의실설치

화재감시 4,730 건물화재, 실별화재

컴퓨터순찰 293 취약지역/중요건물

화상감시 838 자체 511개, 에스원 293개 (BTL별도)

누수감시 77 지하변전실, 기계실 설치

초과근무 5 광주(본부, HUB), 학동캠퍼스 운영, 나주, 보길도

여학생 신변보호 103 화장실 및 휴게실 비상버튼 운영

Emergency Call 20 용봉캠퍼스 교내 

전원/냉·난방제어 5 1학생회관 4개, 2학생회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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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도

  용역계약 체결 

      계약종료일 70일전 계획수립[계획서, 과업지시서, 제안 안내서, 건물별 시스

템 총괄표, 산출내역서, 인력경비 현황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예시)등 첨부] 내부결재 - 재무과 계

약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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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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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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시스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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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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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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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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며, 미작동으로 사고발생은 사용 당사자의 개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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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

      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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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관리원 인사 및 급여

  채용: 정년퇴직 등에 따른 결원 발생 시 신규채용

    - 환경관리원 정년퇴직 시기: 매년 2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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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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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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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9 -

 12. 환경미화 청소용품 구입·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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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미화 청소물품 구입 및 배부 절차

  청소물품 구입

    - 청소용품 : 매월 단과대학(기관) 소요량을 파악하여 구매 요청

    · 청소용품(필수품목 10종, 선택품목 29종), 

    ※ 매월 대학(기관)의 수요조사 실시 후 구입 및 지급(수요량은 유동적임)

    - 쓰레기수거용 전용봉투 

    · 쓰레기수거용 전용봉투(16,700매): 매월 단과대학(기관)에 구입·지급

  청소용품 배부 절차

청소용품 
수요조사(총무과)

→
구입 요청

(총무과→재무과)
→

청소용품 지급
(납품업체→수요기관)

→

검수(단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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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관리

목적

교내 발생 생활계폐기물 수거 및 반출

생활계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실적 기록 및 보고(관할구청)

관련법(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의무)

폐기물관리법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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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계약 체결 현황

계약기간 : 2019.03.04. - 2020.02.29.(1년)

계약금액 : 311,224,000원 / 초당환경(유)

연간 발생량(2018년 기준) : 생활계(소각대상) 864.86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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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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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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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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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문 법대 진입도로 입구 8:46 12:34

국제화·연구센터(G&R Hub) HUB 입구 도로변 8:49 12:38
학동(의대, 간호대) 의대 1호관 앞 12:59

화순(의생명과학융합센터) 의생명 건물 뒤편 주차장 (1개소)월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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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캠퍼스 시설물 관리

목적

 전남대학교 공통 교육시설물과 캠퍼스 옥외 공간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업무담당자가 사무처리에 활용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함.

관련법령

  전남대학교 교육시설물 사용규정

  전남대학교 교육시설물 사용규정 시행 지침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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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항의 체육관, 운동장, 민주마루 등 외부단체에 대한 행사 또는 옥외  

 공간 사용허가

   - 각 대학(원) 및 부속시설 등의 교육시설물은 해당부서에서 허가한다.

   - 시설물 사용은 일과시간(09:00∼18:00)을 원칙으로 하고 2일 이내로 한다.

   - 학술활동 범위를 벗어난 정치행사, 종교행사는 허가제외 또는 취소

 업무처리절차

  교내기관

    - 유선예약 → 기관장명의로 문서발송 → 접수처리 → 시설과담당자 공람  

 또는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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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기관

    - 유선상담 → 사용 10일전까지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 접수 →     

 허가여부 결정 → 결정사항 통지(사용허가 시) 수신자(신청자, 시설과장,  

 재무과장) → 사용 3일전까지 재무과에 사용료 납부확인 → 시설사용

 시설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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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6855-7237 출입 관리실 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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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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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6855-7237 출입 현관 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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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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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6855-7237 출입 현관 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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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6855-7237 출입 현관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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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6855-7237 출입 상황실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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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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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6855-7237 출입 상황실 0140

  용봉문화관 시청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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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6855-7237 출입 상황실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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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방

소방계획서 작성

익연도 소방계획은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작성

소방 합동훈련 

소방서와 합동으로 연 1회 실시

소방업무 흐름도

번호 업 무 명 관련 규정 업무추진요령 및 흐름도

2
소방안전관

리자 선임

공 공 기 관 의 

소방안전관리

에 관한 규정

제5조

본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

정의 적용대상물로서 아래 대상자를 소방안

전관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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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

육원, 여수캠퍼스 평생교육원, 농업실

습교육원, 언어교육원, 여수캠퍼스 언

어교육원, 정보전산원, 생활관, 여수캠

퍼스 생활관, 스포츠센터, 연구실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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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업 무 명 관련 규정 업무추진요령 및 흐름도

센터, 사대부중, 사대부고, 어린이집, 학생

회관, 학군단, 창업보육센터, 첨단 산학

맞춤형 교육연구센터, 장성수련원, 진

도자연학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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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지·관리

○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

4
소방계획 

작성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익년도 소방계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12월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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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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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업 무 명 관련 규정 업무추진요령 및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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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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

 목적

   전남대학교 차량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관련규정 근거

     - 공용차량 관리규정

     - 전남대학교 차량관리규정

     - 버스이용 지침

 주요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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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루 8022 버스/44인승 0210-0240-0017-4641
76루 8051 버스/42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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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거 3243 버스/16인승 0210-0240-0017-4690
13라 8807 에쿠스/총장 0210-0240-0017-4708
32노 1371 아반떼/업무용 0210-0240-0017-4716 매각, 구입 진행
62모 1737 아이오닉 전기차/업무용 0210-0240-0017-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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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1 -

   공용차량 현황

      차종
 구분

합계
승  용 승  합 화  물

대 형 중 형 소형 대 형 중 형 소 형 중 형 소 형

 1. 보유대수 18 2 0 2 6 4 0 0 4

공용차(정수) 13 1 2 4 2 0 0 4
2. 여수캠퍼스 9 1 2 3 2 0 1
공용차(정수) 5 1 1 3

 2. 최단운행연한
   및 최단주행거리

 9년 9년 8년
20만km 이상

  3. 현황

 ○ 승용차량

    - 대형 : 총장전용 에쿠스2014, 부총장 업무용 그랜저

2015, 장애학생 리프트카 2007, 카니발 2009

    - 소형 : 아이오닉(전기차) (오토1대 2018, 1대 구입예정)

 ○ 승합차량

    - 대형 : 유니버스 1대 2017, 뉴그랜버드 3대 2013, 2018, 2019

    - 소형 : 쏠라티 1대(16인승, 2018), 카운티(15인승) 1대 2003

 ○ 화물차량

    - 소형 : 스타렉스벤 3인승(우편차)2016, 

             수의대 스타렉스 6인승 2016

             본부 화물 Ⅲ, 농교원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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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구자동차등록

사업소 

 ○ 불용품 처리→ 재무과에 반납

5. 운영상황 보고

 ○ 매년 공용차량 운영현황 정수보고 → 교육부

 ○ 관용정수 증감내역․교체현황 및 임차사용내역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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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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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용(주입량 확인) → 매월말 유류수불대장 주유량, 주행거리, 주행거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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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하고 있는데 교내에 주유소 업주와의 불공정 거래 등이 우려되므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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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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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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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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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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대학본부에서 생산되는 기록물과 대학(부서)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을 수발

   대 내·외 우편물 접수 및 발송 수발에 관한사항

 관련규정

   우편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제우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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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

   일반문서(대외문서)

     - 문서접수 → 처리과 분류(총무팀장) → 각부서 문서함에 투입

   문서 및 우편물 수발

     - 운전원 1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이 북광주우체국에서 배달 우편물   

 인수 → 대학본부 부서 또는 부속기관으로 분류 → 본부에서 생산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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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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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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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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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서발송(과장 전결) → 북광주우체국 또는 광주우체국 방문구입 → 재무과 

영수증 제출

    - 후납 우편료 정산 : 납부고지서 수령 → 기안문 작성(재무과 발송) 후납

      우편 발송대장 첨부 → 결재(과장)

 캠퍼스간 우편물(광주↔여수)

    - 총무과 접수 → 셔틀버스 운행일지에 기록(운전원 배달) →  행정

지원과 접수→ 해당기관에서 찾아감

    - 행정지원과 접수→ 셔틀버스 운행일지에 기록(운전원 배달) →  총

무과 접수→ 해당기관에서 찾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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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운영 및 열람

 목 적

   우리대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

여 공공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연람에 필요한 사항

 관련 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  

  호법 시행령 제3조, 제22조 ~ 제28조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영상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공공기관 CCTV 관리현황 시스템 등록 

       공공기관의 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표준개  

  인정보보호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개인정보보호종  

  합지원시스템(http://intra.privacy.go.kr)에 등록하여야 한다 

   CCTV 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 관리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유지를 위해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법 제18  

  조제2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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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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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  

 류 교육부, 중분류 전남대학교 김상근, 소분류 대학 및 기관) 승인 후 로  

 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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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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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임용권자 및 위임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32조
○ 공무원임용령 제5조, 연구·지도직규정 제4조, 고공단 규정 제5조,
전문경력관 규정 제5조, 별정직규정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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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청)

⇨
인사혁신처
(협의)

⇨
국무총리
(경유)

⇨
대통령
(임용)

<소속장관의 임용>
○ 대통령이 임용하는 공무원외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

<소속기관장 임용>
○ 소속장관이 국립의 각급학교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임용, 채용․전직시험의 실시 자체 전보

·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 6급 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의한연구직공무원중연구사(전직제외)

· 4급 및 5급 공무원

임용권
위 임

○ 소속장관의 임용권 위임 가능 범위
수임자 위임가능 범위

① 고위공무원단 이상 소속기관장 4급 및 5급공무원 전보, 6급 이하 임용

②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기관장 6급 이하 임용권

③ 5급 소속기관장 6급 및 7급 전보, 8급 이하 임용

④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
(현업기관을갖는소속장관의경우) 현업기관의 5급 이하 전보

⑤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 4급, 5급 이하 전보

○ 고위공무원단 이상 소속기관: 대학교의장,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 검찰총장, 고등검찰청장 및 지방검찰청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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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경쟁채용

제도

목적

○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충원이 곤란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로서

○ 임용예정직위와관련된자격증, 경력, 학위등이있는우수전문인력을채용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22조의2,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제30조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경력

경쟁

채용

요건

및

시험

방법

경력경쟁채용등시험 요건(법 제28조제2항) 시 험 방 법

① 직제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또는 장기요양 후 휴

직기간만료로 퇴직한 자를 3년이내 원직급 재임용

※ 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한휴직인경우에는5년이내

② 다른 종류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한 경력직공무

원의 원직급 재임용(퇴직한지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1호
① 서류+(면접 또는 실기)

② 시험면제

○ 임용예정직급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2호 서류+(면접 또는 실기)

① 동일 직급 경력 2년 이상인 자

② 근무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호

① 서류+면접

② 필기+(면접․실기또는서류)

또는서류+면접(필기면제인경우)

○ 특수학교 졸업자 4호 서류+(면접 또는 실기)

○ 1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 임용 5호 서류전형

○ 특수직무·환경, 도서‧벽지근무 근무예정자 6호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또는 면접(실기 또는 서류)

○ 지방직 → 국가직 7호 시험 면제 가능

○ 외국어능통자 8호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 전문계·예능계·사학계의 학교 졸업자 9호 〃

○ 과학기술 분야 등 학위소지자 10호 서류+(면접 또는 실기)

① 국비장학생

② 지역 인재추천채용에 따라 수습근무를 마친 자
11호

① 서류+(면접 또는 실기)
② 시험면제
[선발시,서류+필기+면접]

○ 연고지 및 일정지역 거주자의 한지(限地)채용 12호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① 귀화자 또는 북한이탈주민 채용

② 귀화자또는북한이탈주민중 2호‧3호‧10호 요건자채용
13호 ①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② 서류+(면접 또는 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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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절차

사전협의

⇨

시험 실시

⇨ 임용시험실시기관
→인사혁신처장 공고 ⇨

채용점검
위원회

⇨
합격자
발표

참고

사항

○ 시험실시기관: 소속장관

※ 제11호·5급 경력경쟁채용시험등(임기제 제외),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7급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임기제 제외)은 인사혁신처장이 직접 실시

○ 채용예정직위 이외에 임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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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임용

개념
○ 결원보충의 한 방법으로서 하위계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위계급에 임용하는 것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0조의4, 제41조

○ 공무원임용령 제4장,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

○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인사관리지침

승 진

임 용

대 상

기 준

○ 고위공무원단에의승진 : 3급공무원(2년이상), 3급 2년미만∼ 4급 5년이상(재직

기간 20년 이상, 법정자격요건필요직위, 공모직위응모, 성과가탁월한경우등)으로고위

공무원후보자교육및역량평가를통과한자중에서임용

○ 3급 공무원에의 승진: 바로 하급 공무원중에서 임용

○ 4급이하 공무원：동일직군 또는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중에서 임용

종 류 ○ 일반승진, 공개경쟁승진, 특별승진, 근속승진으로 구분

승 진

임 용

방 법

<일반승진>

○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

-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사교류기간 등,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보통승진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예정직위의 2∼3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한 후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

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임용 제청

○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

-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 등을 고려하여 보통승진심

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원 범위 안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정

하여 소속장관이 임용

○ 4급 및 6급 이하로의 승진

- 승진후보자명부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령 별표 5의 배

수범위내의해당자를보통승진심사위원회심사를거쳐임용

- 승진대상자는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에 따른 교

육훈련시간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함

○ 5급으로의 승진(아래의 방법중에서 임용권자 단위별·승진임용예정직급별로 선택)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근무
성적

(70～95%)
+

경력
평정

(5～30%)
+

가점
(5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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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승진: 승진후보자명부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령 발표 5의 배수

범위 내의 해당자,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승진시험: 승진후보자명부순위상 총결원의 2～5배수 해당자(제1, 2차
구분 실시)

※ 일부는 승진시험, 일부는 보통승진심사위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도 가능

- 승진대상자는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에 따른 교육

훈련시간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함

<공개경쟁승진>

○ 필요시 승진소요최저연수(3년 6개월)를 초과한 6급공무원을 대상
으로 5급승진시험을 실시
- 직렬구분 없이 실시[제1차：선택형, 제2차：논문형, 제3차：면접 또는 실시]

<특별승진>

○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 수상자, 직무수행능력탁월자, 제안채택자, 명예

퇴직자, 공무사망자(추서)의경우승진후보자명부순위에불구하고승진

-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 수상자 : 4급 이하 6급의 경우
승진시험에

우선응시 부여가능
- 직무수행능력 탁월에 의한 업무유공자 : 4급 이하
- 제안채택자 : 5급 이하
- 명예퇴직자 : 3급 이하
- 공무사망자(추서) : 전 계급

<근속승진>

○ 승진적체가 심한 하위직 공무원 사기진작 등을 위해 도입된 것

으로,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근속승진기간을 경과한 공무원

을 승진(승진심사위원회 등 일반원칙은 적용됨)

※ 계급별 근속승진기간: 9급 → 8급: 5년 6월, 8급 → 7급: 7년

7급 → 6급: 11년(성적상위자 30%내)

승진임용

절 차

<고위공무원>

승진심사
대 상 자
결 정

⇨
보통승진
심사위원회
심 사

⇨
승진대상자
결 정

⇨
고위공무원
승진심사

⇨
승진임용
제청

⇨
승진임용
(인사발령)

<4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

승진심사
대 상 자
결 정

⇨
보통승진
심사위원회
심 사

⇨
승진대상자
결 정

⇨
승진임용
(인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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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공무원의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 시험실시 ⇨ 합격자결정 ⇨
승진임용
(인사발령)

승진심사대상자 ⇨
승진심사
위 원 회

⇨
승진대상자
결 정 ⇧

승진후보자 교육 및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참고

사항

<승진소요최저연수>

○ 일반직공무원

계 급 9 급 7‧8급 6 급 5급 4급

소요연수 1년6개월 2년 3년6개월 4년 3년

※ 연구사‧지도사는 5년

<승진임용제한>

◦징계처분요구 또는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또는 시

보임용기간중에 있는 경우

◦징계처분 종료후 일정기간 미경과자(다만, 법 제 78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6개월 가산)

- 정직‧강등：18월, 감봉：12월, 견책：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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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제도

목적

○ 실적주의 인사원칙에 입각하여 공무원의 승진평정요소를 근무

성적과 경력 및 그밖의 가점사항으로 구분하여 승진임용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인사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2제4항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내지 제30조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작성

대상

○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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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점
(자격증, 특수지근무, 실적)

5점 범위

작성권자

및

작성시기

<작성권자>

○ 5급․6급․연구사 및 지도사 :승진임용제청권자

○ 6급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 총장

○ 7급 이하 승진후보자명부: 사무국장

<작성시기>：연 2회

◦매년 1월말, 7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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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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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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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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하여
소속장관이 정함

- 평가 단위의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
위원회에 제출

○ 근무성적가위원회에서의 평가
-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
평가결과의 조정·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처리

-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평가등급에
따라 나누고 등급 내에서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함
다만, 최상위 또는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을 경우
에는 해당 비율을 차하위 또는 차상위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인원비율일 배정되는 등급이 최소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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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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평정

제도목적

○ 공무원의 경력(민간근무경력 포함)을 현직급과의 근시성‧유사성 정도 등을

기준으로 갑‧을‧병‧정 외 기타 경력으로 구분하고

○ 각 경력별로 일정비율에 따라 평정점을 산출하여 승진임용의 기초

자료로 활용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40조의2제4항

○ 공무원임용령 제31조

○ 연구직 및 지도직규정 제14조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 제26조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경력평정

대상 및

기간 등

<평정대상>

○ 평정기준일현재승진소요최저연수에도달한 5급이하일반직, 연구사, 지도사

<평정시기>

○ 매년 2회: 6월 30일, 12월 31일

<평정가능기간>

○ 5급：최근 14년

○ 6급, 연구‧지도사 : 최근 11년 6월

○ 7급이하：최근 10년

경력별

환산율

<경력평정점>

○ 30점 만점으로 평정

<경력평정대상기간의 산정>

○ 경력평정대상기간내의 각 경력에 환산율을 곱하여 환산경력월수 산정

-환산율을 적용하는 경력평정대상기간은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

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휴직‧직위해제‧정직기간은 제외됨

-다만, 공무상질병‧병역‧법정의무수행·공무원노동조합전임자종사·

고용휴직기간, 육아휴직기간(첫째 자녀는 최초1년으로 하되, 부모 모두

구 분

공무원 경력 기 타 경력

갑경력 을경력 병경력 정경력
박사학위
소지경력

자 격 증
소지경력

민간기업
근무경력

환산율 10할 8할 6할 3할 8～10할 8～10할 6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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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 전체, 둘째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체),

유학휴직기간(50%) 등은당해직급에서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함

평정점
및
산 출

○ 환산경력월수에 해당 월경력평정점수를 곱하여 경력평정점을 계산

- ｢승진소요최저연수 + 2년｣ (기준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월경력평정점수를 차등 적용함
* 경력평정 가능기간 및 경력평정점수

계 급
경력평정
가능기간

만점
도달기간

월 경력평정점

기준기간
이전경력

기준기간
이후경력

5급 최근 14년 12년(144월)
최근 72월
경력 : 0.37

72월 이전
경력 : 0.05

6급․연구사․지도사
최근

11년 6월
9년 6월
(114월)

최근 66월
경력 : 0.42

66월 이전
경력 : 0.05

7급이하 이하 최근 10년 08년( 96월)
최근 48월
경력 : 0.58

48월 이전
경력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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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평정

제도목적
○ 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도서·벽지 등 특수지에서 근무한
경력 또는 탁월한 근무실적 등이 있는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가산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의 사기 앙양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40조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가점내용

<가점범위>

○ 가점범위: 우수성과, 전문성, 직무특성 관련 및 기타 소속장관이
정하는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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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성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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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지자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경력경쟁채용
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공무원임용 시험령 제18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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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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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임용규칙 제6장

선발
요건

<대상 및 경력요건> ※승진소요최저연수경과자로서다음의기간동안근무하여야함

구 분 대상계급 근 무 기 간 비 고

일반직

4급 ～ 5급 당해계급에서 7년이상 발령일을 기준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 계산
방법에 의하여 산정

6급 ～ 9급 당해계급에서 5년이상

연 구 사 당해계급에서 10년이상

※ 근무기간은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제35조의4(근속승진임용)에 따라산정한기간
- 임용령 제31조제9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시 산정대상이 되는 전문경
력관·임기제·특정직·별정직 경력의 5할 중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고 잔여
기간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기간의 2/3를 추가 산입

※ 임용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경우, 임용령 제51조에 따라 민간근무휴직경력이 있는 경우는 대우공무원 선발
을 위한 기간 단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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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봉급액(기본급)의 4.1%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
※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1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은 연봉월액 × 78%(성과급적 연
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중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5급상당 공무원은 84%) × 4.1%

선발절차

○ 선발권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 본교: 5급 이상(교육부장관), 6급 이하(총장)

○ 선발시기
- 매월말 5일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
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

- 매월 1일에 일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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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실무관 지정

제도

목적

○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고 경험이 풍부한 6급공무원의 장기근무

유도를 통한 행정의 전문성 및 능률 제고

근거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

○ 공무원임용규칙 제6장

지정

요건

○ 경력: 국가일반직 6급으로 8년 이상 재직한 5급대우공무원
※ 근무기간 계산방법: 대우공무원 근무기간 계산방법과 동일

○ 연령: 48세 이상 56세 미만인 자

○ 실적요건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고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당해직급에서계속하여업무에정려하기를희망하고(승진포기)

소속장관이 필수실무관으로 지정한 자

※ 승진임용제한사유 미해당

지정

절차

본인신청 ⇨
소속기관장이 소속장관에게

신청서 제출
⇨

소속장관 심사·결정
(보통승진심사위 심사)

⇩

발령통보
(소속기관장)

⇦ 소속기관장에게 통보

인사

관리

○ 실무수행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서‧직위에 보직

○ 5급에의 승진제한(승진후보자명부 작성대상에서 제외). 단, 특별승진

요건 해당자의 경우에는 5급에의 특별승진임용이 가능함
* 기구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다른 직렬로 전직임용할 수 없음

* 지정자는자격을포기할수없으며, 전직및소속장관을달리하는기관전보시에도자격을유지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 가산금

(월 10만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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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제도
목적

○ 공무원이 당초 채용과는 다른 분야에 소질과 능력이 있는 경우 직렬

을 변경 임용함으로써 직무의 능률성 및 전문화를 도모하고 조직의

기능변화에 따른 신축적인 인사운영을 기하는 데 있음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3
○ 공무원임용령제29조및제30조,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규정제11조및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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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직렬의 최상위직급에 재직하거나 그 기관에 동일직렬의 상
위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자의 승진임용

○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전직

방법

○ 전직시험에 의한 전직이 원칙

○ 전직시험의 면제

-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공무원 신분이 중단되지 않는 자여야 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이 5급이상·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 등은 제외)

- 자격증 소지자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전직

- 직제개편 등으로 인한 전직 중 동일직군내에서 직무내용 변경

없이 직급명칭만 변경

- 행정직렬과 감사직렬 상호간

- 직무내용이 유사한 연구직렬 공무원을 기술직으로 전직

- 연구지도직규정 별표 2 제1호 가목의 연구관을 다른 직렬로 전직 등

전직

절차

<전직시험 대상자>

<시험면제 대상자>

시험요구
(전직예정기관)

⇨
시험실시기관
(소속장관)

⇨ 시험실시 ⇨
전직임용 또는
임용제청

전직예정기관 ⇨
전직임용

또는 임용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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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

제도

목적

○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강
등되어 과원이 된 때 해당공무원을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 하위직급에 임용한 후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 승진임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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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기관의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승진예정공무원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여 승진임용
○ 강임된 경우라도 강임전 봉급액보다 많아질 때까지는 강임전의 봉급지급

강임된
공무원의

승진

후보자
명부

관리 등

○ 근무성적평정(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2항 단서)

- 근무성적평정은 실시하되, 평정점을 명부에 반영하지 아니함
-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있어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즉시 평정

○ 경력평정
- 별도로 평정할 필요는 없으며 원직급으로 승진임용된 때에는

강임시의 직급은 병경력으로 평정함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 승진의 일반원칙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하여야 하므로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강임후 상위직급 결원발생시 우선

승진하여야 하므로 별도 관리함
※ 단, 징계에 의해 강등된 공무원은 우선 승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승진제한기간 종

료시 승진후보자 명부 등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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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제도

목적

○ 공무원이 재직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

시키지 아니하고 일정기간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내지 제73조

○ 공무원임용령 제7장, 공무원 임용규칙 제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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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내

(1년 범위내

연장 가능)

○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소집되었
을 때

복무기간

○ 천재, 지변 또는 전시, 사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
는 소재가 불명한 때

3월 이내

○ 기타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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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구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 민간근무휴직은 2년

채용기간

○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3년 이내
(2년 연장

가능)

○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 교육기관 등에

서 연수하게 된 때
2년 이내

○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
산하게 된 때

3년 이내

○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년 이내

(총3년)

○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
게 된 때

3년 이내
(2년 연장

가능)

○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
을 하게 된 때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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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의

효력
및

인사관리

○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휴직기간중 봉급액의 일정금액 지급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인한휴직: 질병휴직 1년 이내는봉급의 7할(연봉월
액의 6할), 1년초과 2년이내는봉급의 5할(연봉월액 4할) 지급
-공무상 질병 휴직: 전액지급
- 2년 이내의 유학휴직: 봉급의 5할(연봉월액의 4할) 지급
-육아휴직: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봉급액의 5할 지급(자녀당 1년 이내)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월봉금액의 8할(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

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상한 250만원)

휴직절차

<직권휴직>
휴직사유
발 생

⇨
휴직여부 판단
(임용권자)

⇨
휴직발령
(임용권자)

<청원휴직>
휴직
신청

본 인
(휴직신청)

⇨
휴직여부 판단
(임용권자)

⇨
휴직발령
(임용권자)

휴직사유 및
관 련 서 류

참고

사항

○ '49. 8: 휴직제도 도입
○ '63. 4: 군복무, 천재지변등으로인한행방불명, 기타의무수행으로인한휴직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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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봉

간의 승급기간에 산입
○ '02. 1: 민간근무휴직 추가, 육아휴직 1세미만→3세미만
○ '07. 3 : 육아휴직 3세미만→6세미만 취학전 아동, 여자공무원 휴직기간

3년 연장(’08.1.1일부터 적용)
○ '08. 3: 공무상 질병휴직기간 확대(1년→3년)
○ '11. 5: 육아휴직 요건 확대(만6세이하→만8세이하) 및 결원보충요건 완화

(출산휴가와 연계 시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 보충가능)
○ '14. 2: 질병휴직기간을부득이한경우 1년범위에서연장할수있는근거마련,

가사휴직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부모 및 손자녀를 추가
* 공무상 질병휴직은 기존과 동일하게 3년까지 허용

○ '15. 5: 만 8세 이하 도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년로 요건 완화, 남성
육아휴직 기간 확대(1년 → 3년)
○ '16. 6: 직무관련 연구과제수행 또는 자기개발 학습·연구 휴직 신설(1년)
○ '17. 1: 둘째자녀부터 육아휴직기간 전부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 '18. 7: 첫째자녀에대해부부각각6개월이상육아휴직시육아휴직기간전부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 396 -

 직위해제

제도

취지

○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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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73조의3제1항)>

○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제2호)
○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제3호)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 청구자 제외)(제4호)
○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서적격심사를요구받은자(제5호)
○ 금품비위, 성범죄 등 일정한 비위행위로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제6호)

<직위해제 효력>

○ 봉급(연봉월액) 감액 지급
- 법제73조의3제1항제2호에해당하는경우→봉급의 8할(연봉월액의 7할) 지급
- 법제73조의3제1항제5호에해당하는경우→봉급의 7할(연봉월액의 6할) 지급,
직위해제기간이 3월이경과된경우봉급의 4할(연봉월액의 3할) 지급

- 법제73조의3제1항제3호·제4호·제6호에해당하는경우→봉급의85(연봉월액의7할)
지급, 직위해제기간이3월이경과된경우봉급의3할(연봉월액의2할) 지급

○ 승진임용제한, 승진소요최저연수‧경력평정기간에서 제외

직위해제

절 차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불량자>

→
직위부여

(능력 또는 근무성적
향상이 있는 경우)

직위해제
사유발생

⇨
직위해제
(3월이내)

대기
명령
⇨

교육훈련또는
특별연구과제
부 여

→
직권면직

(능력 또는 근무성적
향상이 없는 경우)

※징계위원회동의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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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징계의결

요 구
⇨ 직위해제 ⇨ 징계의결 ⇨

직위부여

(감봉이하)

※ 정직의경우정직

처분후복직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검찰기소 ⇨ 직위해제 ⇨ 법원판결 ⇨
직위부여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당연퇴직

<고위공무원으로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적격심사

요청
(소속장관)

⇨
직위해제
(임용권자)

⇨
적격심사 의결
(고위공무원임용

심사위원회)

⇨
직위부여
(직권면직되지

않는 경우)

*부적격시 직권면직 가능

<금품비위, 성범죄 등으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

직위해제
(임용권자)

⇨ 조사·수사 종료 ⇨
직위부여*

(불기소처분, 무효

또는 취소 확정시 등)

*조사·수사 종료 후 기소 또는 중징계의결요구되는 경우, 3호 또는 4호로 다시 직위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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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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퇴직일

○ 1월 ∼ 6월 정년도달자: 6월 30일

○ 7월 ∼ 12월 정년도달자: 12월 31일
※ 정년 도달일은 당해 공무원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함

참고
사항

<정년제도 연혁>

○ '63.04: 정년제도 도입(5급 이상 61세, 6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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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05: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의 개별연장제 도입(3년범위내에서)

○ '98.02: 일반직 및 기능직 정년을 1년씩 단축하고 정년연장제도를 폐지

○ '09.01: 5급 이상 및 6급 이하 정년을 60세로 일원화
* '09년부터 '13년까지 2년에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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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

제도

목적

○ 공무원이법률에서정한 일정한사유에해당되는경우 본인의의사와 관계

없이 임용권자가 면직처분을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직권면직

사 유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경우
○ 직위해제되어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 또는 근무 성

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징계위원회 동의 필요)

○ 휴직기간 만료, 휴직사유 소멸후에도 복귀불응 또는 직무를 감당
할 수 없을 때(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로 면직)

○ 전직시험에서 3회이상 불합격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자

○ 병역기피, 군무이탈자
○ 당해직급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상실, 면허취소로 직

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제70조의2 규정에 의한 적격
심사 결과 부적격결정을 받은 때

직권면직

절 차

<원 칙>

<직제‧정원개폐 등으로 인한 과원시 직권면직>

직권면직

사유발생
⇨

징계위원회

(동의 또는 의견청취)
⇨

직권면직

(임용권자)

직권면직

사유발생
⇨

직권면직

심사위원회
⇨

징계위원회
(의견청취)

⇨
직권면직
(임용권자)

- 직권면직 기준 설정

- 직권면직대상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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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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임용규칙 제92조(인사혁신처 예규)

대상

○ 대상: 일반직, 검사, 치안정감이하 경찰,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교장 외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사람 제외), 군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14등급 직위를 제외한 외무공무원

○ 요건: 20년 이상 근속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의 기간중 자진
하여 퇴직하는 공무원(명예퇴직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외)

※ 공무원 근속기간은 「공무원연금법」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계산,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 적용 시에는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함

업 무
처리절차

○ 정기명예퇴직(규정 제5조 및 별표 3)

○ 수시명예퇴직: 규정 제6조 제2항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정기명퇴
신청과는 별개로 희망퇴직일로부터 최소한 15일 이전에 수시로
신청 가능(신청기일 준수)
- 경력직공무원으로재직하다특수경력직공무원(3년 이내) 또는임기제공무원
(즉시)에임용됨에따라명예퇴직수당지급이유예된자가퇴직하는경우

- 직제와 정원의 개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희망자 중앙행정기관장 중앙행정기관

신청
(매홀수월
1 ∼ 15일)

⇨
대상자 심사·결정
(신청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

⇨
대상자
통지
(즉시)

⇨
명예퇴직(특별승진) 및

수당지급

수 당
지 급 액

○ 정년잔여기간 1～5년 해당자: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 봉급표상 봉급액의 68%

* 연봉제 적용대상 4급이상 공무원의 월봉급액: 연봉월액의 78%의 68.54%(성과연봉제외)

* 연봉제 적용대상 5급상당 공무원 또는 국립대학 교원: 연봉월액의 84%의 67.5%(성과연봉제외)

○ 정년잔여기간 5년초과 ～ 10년이내 해당자: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60 + (정년잔여월수 – 60) / 2]

○ 정년잔여기간 10년초과자: 정년잔여기간 10년인 자와 동일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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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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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자(임기제 제외)

수당지급

요건

○ 직제와정원의개폐또는예산의감소등에의하여폐직또는과원이되었을

때그폐직또는과원이된날로부터3개월이내에자진퇴직하는자
* 직제와 정원의 개편과는 관계없이 퇴직하는 경우, 징계 또는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지급제외 ○ 규정 제3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되는 사람

지급액
○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 정년 혹은 근무상한 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

업무처리

절차

중앙행정기관장 소속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장

사유
발생

⇨

수당지급
계획수립
(지급 대상
및 인원 등)

⇨
수당

지급신청접수
⇨

수당
지급대상자
심사·결정

⇨
조기퇴직
수당지급

참고사항 ○ ’98. 2：조기퇴직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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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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정할 경우 6월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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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로연수

계획수립
(기관별)

⇨
공로연수일정

계획수립
(개인별)

⇨
연수대상자

선정
⇨

인사발령
(공로연수파견)

⇨
연수실시

및 지원
⇨
퇴임식

개최

처우

○ 당해직급의 보수전액 지급(다만, 공로연수기간에 해당하는 시간외 근

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미지급)

○ 연수에 필요한 소요경비(교육비·교재비·시찰비 등 실비액) 및 연수활동비

지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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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성과계약제

평가대상자: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포함) 

※ 소속 장관은 5급 이하 공무원 중 성과계약 등 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계약 등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평가내용: 당해연도 1.1 ~ 12.31 사이에 수행한 목표 추진실적

평가자 및 확인자

사무국장 직위 평가자 : 총장

   과장급 직위

     - 평가자: 처·국장, 본부장, 학(원)장 및 부속기관장

     - 확인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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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함으로

써 성과계약 완료

   성과계약 체결방법

      - 계약: 확인자 ↔ 평가자 ↔ 평가대상자

평가절차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간 성과면담 반드시 실시

      - 평가대상자는 성과지표의 측정결과와 성과목표별 주요 업무추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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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최종평가서에 기록하고, 그 외 필요한 자료를 준비

      - 평가시점의 소속 부서에서 추진한 업무실적을 기록하며, 전임부서에서 

추진한 업무실적은 전보시점에 실시한 최종평가서에 기록된 내용으로 갈음

      - 평가자는 성과계약서와 중간점검표, 평가대상자에 대한 주기적 성과기록, 

전보시의 평가서 등을 토대로 평가대상자와 일대일 성과면담 실시

   최종평가서 작성

      - 원직적으로 평가자는 평가실시 이전에 평가의 방향에 대해 확인자와 

협의하되, 평가는 독자적으로 실시

      - 평가자는 최종평가서에 성과목표별 평가등급 또는 점수를 기록하고, 평

가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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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

평가대상기간 중 평가대상 공무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성과계약의 성

과목표 달성도를 감안하여 평가하며, 성과목표 달성도는 성과목표의 

추진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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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의 활용 : 성과연봉 지급 연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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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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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공무원교육훈련법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

주요내용

최근 국내ㆍ외 인재개발 동향 *

    - 국내·외 정책 여건의 빠른 변화, 공직사회 새로운 조직문화 확산, 4차 

산업혁명시대 다양한 교육 기법 도입

      * 2019년 공무원 인재개발계획

교육훈련 방향

    - 국정철학·주요시책 교육 확대

    · 공직가치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공직가치를 교육하고 

공직체질 개선

    · 청렴교육(3시간)·성희롱 예방교육(2시간)을 의무 이수토록 하고 미이

수시 승진에서 배제

    · 직장교육을 활용하여 집합교육 등 운영·지원

    - 직무전문성 제고 역량 강화 교육

    · 기획력 향상 교육을 통한 보고서 작성 능력 향상

    · 교내 강사(행정 tutor)를 활용한 실무 중심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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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직렬(시설·선박직 등) 직무 역량 강화

    · SW 마인드 제고와 정보화교육 강화

    - 계층별 직무중심 맞춤형 교육

    · 퇴직준비교육 내실화

    ·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급․직무별 전문 직무교육 강화 및 경력 단계별 

체계적인 역량교육 실시

    · 신규 및 전입 직원 기본 교육 강화 

    - 교육훈련 지원체계 구축

    · 연구학습 모임 지원

교육훈련 체계

과도한 양적 경쟁을 지양하고, 투입 대비 개인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상시학습 요건을 강화하여 제도 운영

    - “승진 직전에야 교육실적 충족”이라는 마음가짐을 “매년 기준시간 

충족”으로 인식 전환시킬 수 있도록 제도 운영‧지원

    - 워크숍, T/F활동, 현장방문 등은 학습과 관련된 시간만 인정하고, 사업

착수‧완료보고회, 박람회 등 단순참가와 업무교육은 불인정

    - 연간 80시간을 기준 설정하고, 기준시간의 40%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부처지정학습으로, 지정학습의 30% 이상은 국정과제 등으로 운영

적용 대상 기준
부처지정
(기준시간
40%)

국정과제 등
(부처지정
30%)

일반직 4급이하
(관리운영직군 중 사무운영 포함)

80시간 32시간 10시간

관리운영직군* 및신설직렬(운전,방호등)
* 건축,통신,전기,기계,선박항해·기관,농림운영등

10시간 4시간 2시간

〈 연간 상시학습 기준시간 〉

 ※ 2013.12.12자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기존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편입에 따라, 

일반직 수준의 상시학습 기준 변경
   * 기능직 직종개편: 유사한 기존 일반직직렬이 있는 경우 관리운영직군으로 전환, 없는 경우 신설직렬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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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 절차

  교육훈련계획수립 → 세부사업별 교육훈련계획수립 → 교육훈련수요조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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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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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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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관리 프로그램 입력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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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장기재직 직원 등에 대한 포상을 통해 직장에 대한 소속감 고취

   우수 직원 등에 대한 포상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 앙양 및 업무에 대

한 적극성을 함양하여 대학발전을 위한 핵심 동기화 역할 수행

관련규정

상훈법 및 동법 시행령

   정부표창규정

   정부포상업무지침

주요내용

대내표창 : 장기재직표창, 퇴직자표창, 우수직원표창

   대외표창 :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 국민교육유공, 퇴직자표창 등

   재직자 표창

     - 대상 :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직원, 성실․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

세로 업무발전에 기여한 직원, 친절․봉사행정을 실천하고 선행 등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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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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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장 : 재직기간 30년 이상 33년 미만인 자

     ․ 대통령표창 : 재직기간 28년 이상 30년 미만인 자

     ․ 국무총리표창 : 재직기간 25년 이상 28년 미만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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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문경

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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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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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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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요약서, 공
적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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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4 -

23.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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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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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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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임호봉및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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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의2
내지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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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책임을 

추궁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공직보호및기강확립을위한징계운영지침, 

복무12152-348) 

        : 공무원의 의원면직 제청시 임용권자(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사항에 

대한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비위면직자(파임․해임)공직재임용제

한에관한규정 제9조]

     ․ 명예퇴직수당 지급제한

        :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징계의결요구중인 자는 명예 

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

     ․ 국외훈련의 제한․중단

        : 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자 또는 훈련중인 자가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징계절차가 진행될 때는 소속장관은 그 사실을 훈련주관기관의 장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파견을 제한할 수 있고, 훈련중인 자의 징계가 확정된 때에는 훈련을 

중단할 수 있음. (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지침 제10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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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포상 추천제한 : 상훈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훈․포장, 정부표창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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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위

탁교육훈련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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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에 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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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

계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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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징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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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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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말소함.

     ∙징계처분에 대한 사면이 있는 경우 말소함.

    - 말소절차

     ∙말소계획서 작성

     ∙처분기록 말소

     ∙말소사실 통보

     ∙말소기록관리대장 정리



- 420 -

 24. 호봉획정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봉급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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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조회시확인사항: 담당업무, 경력기간, 직위, 정규직원여
부등경력인정과관련된사항


계급별 경력기간 계산
- 연구직․지도직은 시기별로
구분(상당계급및기간계산)

⇔

° 경력기간 계산
- 경력기간은년․월․일로계산하되역(曆)에의한방법에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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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계급표에
의해 경력년수를 산정하여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
임호봉 획정



- 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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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진 시호봉획정표적용

- 모든 계급에서 승진 시 호봉획정표에

따라승진후호봉을획정함

° 강임일 현재 강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승급여부검토

- 강임되는공무원이강임일현재로강임

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강임일이

정기승급일이 아닌 경우에도 강임 전의

계급에서1호봉을승급시킴

- 강임전계급의호봉에반영되지아니한

잔여기간은 강임된 계급에서 다음

승급기간에산입함

° 강임 시 호봉획정표의적용

- 강임시의호봉획정은승진시호봉획정

방법을역(逆)으로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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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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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획정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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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직일에 재획정

    -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개정법령의 적용일 또는 그에 대한 지침 등 당해 공무원에 적용되는 호

봉획정 방법이 변경된 날에 재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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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처분기간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포

함시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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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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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공직자의 재산등록․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

관련법규 

  공직자윤리법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기시 등)

공직자윤리법 제6조(신분변동사항 통보)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금융거래정보‧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공직자윤리법 제11조(전보된 자의 재산신고)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5조의5(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주요내용

재산등록의무자

     -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 시설과에 재직 중인 7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행정지원과 시설직 7급 이상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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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인 자

       ※ 재산등록의무자 중 총장, 부총장은 공개대상, 그 외는 비공개대상임

  재산등록대상 친족범위

     - 본인 및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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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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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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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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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신고기간 중 

2개월이내

     - 신청방법: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고지거부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파일로 첨부하여 심사 신청

     - 고지거부 허가자도 3년마다 재심사

   주식백지신탁 제도

     - 재산공개대상자 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거나, 주식

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함

http://www.peti.go.kr
http://www.pet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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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목적

공직자 및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하여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이

행에 기여함

관련법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신고의무자) 및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

 

주요내용

병역사항신고의무자 : 4급 이상 공무원

신고대상자: 본인 및 18세 이상 직계비속 자녀(남-(외)손자 포함)

신고 시기: 신고의무자가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신고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 신고(교육부 운영지원과에서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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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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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공무국외여행 허가

목  적

  우리대학교 직원(교원 제외)의 여행계획 수립과 심사․허가절차 업무의 정확성

과 통일성을 기함

관련법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교육부공무국외

여행규정, 전남대학교 직원 공무국외여행허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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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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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국적 항공사에서 항공편의 예약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 GTR 운임보다 낮은 항공요금을 적용할 경우 등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

여 제출(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이 여행한 경우 대표자를 보고책임자

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

【 공무국외여행허가 업무처리 절차 】

【 정부항공의뢰서(GTR) 발급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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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공무원 연금

목적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함

관련법규 

공무원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공무원재해보상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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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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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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전 병역복무기간 산입

     - 적용기간

      ․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복무기간

      ․ 전투경찰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

      ․ 단기사병,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예술․체육요원제외)

      ․ 상기예비역 복무기간

      ․ 자연계교원요원, 특수전문요원 복무기간

     - 납부방법 및 금액: 공단에서 지정한 기간 동안 매월 납부하는 기여금과 

같은 금액을 급여공제

기여금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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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공단에 납부

     - 기여금 징수 내역 및 신분변동사항 보고: 매월 기여금 징수 내역 및 

재직공무원의 신분변동사항을 공단에 보고

  퇴직급여

     - 퇴직급여 청구: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청구

     - 청구시효: 퇴직한 날로부터 5년이내

<퇴직급여의 종류>

      

재해보상제도 

     -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질병·부상으로 요양을 하거나, 그로 

2017 2018 2019 2020

8.25% 8.5% 8.75% 9%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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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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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장애상태가 된 때 또는 사망한 경우 사용주인 국가가 적정한 보

상을 통해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

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제도임 

       ※ 사유발생일로부터 장기급여는 5년, 단기급여는 3년 이내에 청구

   공무원재해보상법 주요 내용

     

구분 급여의 종류

장기

급여
재해
보상
급여

장해급여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비공무상장해연금

유족급여
순직유족보상금,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단기

급여

요양급여 공무상요양비

부조급여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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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부조금

     - 자연적, 인위적 재해로 공무원 및 배우자의 소유주택 또는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의 주택이 입은 피해로 피해정도에 따라 지급

       

  사망조위금 

     - 공무원 및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대부업무

     - 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국가의 재원으로 ‘학자금대부’

를 실시하고, 공무원연금기금을 재원으로 ‘연금대출’ 및 시중은행과

의 협약을 통해 ‘가계자금융자알선’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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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만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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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지급기준

완전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배

1/2이상이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6배

1/3이상이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

구분 공무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지급기준액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195%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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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흐름도

공무원연

금공단 

자료 확인

공단
자료

과‧미납자

소급기여금 대상자

합산반납금 대상자

대여학자금 상환대상자

기여금 납부 종료자

코러스
반영

전입자 기준소득월액 반영

과미납자, 소급기여금, 합산반납금 
대상자 입력

기여금 납부 종료자 등록

급여공제

코러스 
공제

기여금 공제요청
대여학자금 상환대상자 공단 송‧수신

재무과

부설중학교

부설고등학교공문
발송

급여공제내역 내부결재 후 공제요청 
공문 발송

공단 제출
대여학자금 공제현황 송신
기여금 납부내역생성/공단제출파일 전송

공무원연금공단

공제금 

입금

재무과
기여금 공제액 입금
대여학자금 상환액 입금

공무원연금공단 

가상계좌로 입금
부설중

부설고



- 435 -

 29. 교직원 건강보험

목적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을 증진하기 위함

관련법규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내용

가입대상자      

     - 재직 중인 공무원, 대학회계직원 및 계약직원, 임용전실무수습

     - 기간제교사, 초빙교원, 본부 소속 자체계약직원 

     - 시간강사(월 60시간 이상인 자)  

직장가입자 자격 변동 신고

     - 자격취득신고: 신규임용

     - 근무처변동신고: 전입, 1개월 이상 국외파견(출국)

     - 건강보험 납부유예(해지) 신고: 휴·복직

     -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미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 자격상실신고: 퇴직, 전출

  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

     - 퇴직시까지 과세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 산정

       (확정보험료 = 과세소득 총액 × 건강보험료율)

     - 건강보험료 퇴직정산금 = 확정보험료 - 기 납부 보험료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 전년도 과세소득총액에 대한 확정보험료를 산출하여 전년도 기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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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총액과 가감하여 정산보험료 산출(익년 2월말)

     - 보수총액 신고: 12월31일 재직자를 기준으로 전년도 과세총액  전자신고

     - 보수월액 산정: 전년도 과세소득에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곱하여 월평

균보수액 산정(보수월액 = 과세총액 × 임금인상률 ÷ 근무월수)

     - 매년 4월 건강보험 정산금액 반영

  건강검진 실시

     - 검진대상: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 전체

     - 근무구분 : 사무직은 격년제,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실시기간 : 매년도 12월말까지(2차 건강검진은 익년도 1월말까지)

     - 절차: 공단에서 당해연도 건강검진대상자 명단 통보(EDI) → 소속기관에 

건강검진대상자 명단 통보 → 대상자 변경 요청 반영 → 4회 이상 건강

검진 실시 독려 → 매년말 수검율이 저조할시 협력병원 출장건강검진 실시

절차흐름도

자격변동

신고

EDI 
신고

신규자 취득신고, 근무처변경
퇴직자 상실신고
휴‧복직자 납부유예(재개) 신고

코러스

신규자 대상자 등록
퇴직자 대상자 제외 등록
휴직자 납부예외대상자 등록
감면, 정산 대상자 입력

<사회보험료 입금>

급여공제

코러스 
공제

공무원, 대학회계, 대학회계계약직
수입대체계약직, 초빙교원, 
비전임교원, 부설중고 기간제교사

재무과 → 총무과

공문
발송

자체계약직원, 일용인부 등 채용기관 각 기관 → 총무과

고지내역

확인
EDI 개인별 보험료 고지내역서  확인

<사용자부담금 입금>

사용자

부담금 

청구

코러스
대학회계, 대학회계계약직
수입대체계약직, 초빙교원, 
비전임교원

재무과 → 총무과

공문
발송

부설중‧고등학교(기간제교사), 
입학과(입학사정관)

각 기관 → 총무과

보험료

 납부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작성

보험료 고지서 납부

(매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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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국민연금

목적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

관련법규 

국민연금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주요내용

가입대상자 

     - 재직 중인 대학회계직원 및 계약직원, 임용전실무수습

     - 기간제교사, 초빙교원, 시간강사, 본부 소속 자체계약직원 등  

 자격변동신고

     - 자격취득 신고: 신규임용

     - 자격상실 신고: 퇴직

     - 국민연금 납부유예(해지) 신고: 휴·복직, 방학 중 임금이 없는 자(시간강사, 

교학기획과 조리원)

     - 만 60세 이상인 경우 공단 직권 상실처리

  

절차흐름도

자격변동

신고

EDI 
신고

신규자 취득신고

퇴직자 상실신고

휴‧복직자 납부유예(재개) 신고

코러스

신규자 대상자 등록

퇴직자 대상자 제외 등록

휴직자 납부예외대상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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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입금>

급여공제

코러스 
공제

대학회계, 대학회계계약직
수입대체계약직, 초빙교원, 
비전임교원, 부설중고 기간제교사

재무과 → 총무과

공문
발송

자체계약직원, 일용인부 등 채용
기관

각 기관 → 총무과

고지내역

확인
EDI 개인별 보험료 고지내역서  확인

<사용자부담금 입금>

사용자

부담금 

청구

코러스
대학회계, 대학회계계약직
수입대체계약직, 초빙교원, 
비전임교원

재무과 → 총무과

공문
발송

부설중‧고등학교(기간제교사), 
입학과(입학사정관)

각 기관 → 총무과

보험료

 납부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작성

보험료 고지서 납부

(매월 10일)



- 439 -

 31. 고용보험‧산재보험

목적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

관련법규 

고용보험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내용

가입대상자 

     - 대학회계직원 및 계약직원, 임용전실무수습 

     - 기간제교사, 초빙교원, 시간강사, 본부 소속 자체계약직원, 일용인부

     - 임기제공무원(본인 희망시) 

 

 자격변동신고

     - 자격취득 신고: 신규임용

     - 자격상실 신고: 퇴직

     - 납부유예 신고: 휴직, 방학 중 임금이 없는 자(시간강사, 교학기획과 조리원)

   보험료 정산

     - 전년도 과세소득총액에 대한 확정보험료를 산출하여 전년도 기 납부

보험료 총액과 가감하여 정산보험료 산출(익년 3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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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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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계약만료, 권고사직, 병환 등)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경우

       (시간강사의 경우 한학기 위촉기간은 6개월이지만 급여지급일은 4개월

이므로 이직확인서를 2개 학기 작성하여야 함)

     - 고용보험 가입여부, 가입일‧상실일 확인 후 EDI 전송

   육아휴직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신청(공무원 제외)

     - 육아휴직 직원이 복직 후 1개월 이상 경과 후 신청(광주지방노동청 

기업지원과)

     - 신청서류: 대채인력 채용 문서, 채용계약서, 급여지급내역서 등

     - 지원금: 채용월수×30만원

     - 공단에서 지급조건, 채용일자 기준 등 판단하여 지급함(대체인력 채용 

3개월 전부터 채용1년까지 감원이 없어야 함)

   요양급여 신청

     - (본인)업무상 재해 발생시 요양신청서 제출 → (사업주) 산업재해조사표 

광주지방노동청에 제출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신청서 처리를 위한 자

료요청 공문 →(사업주) 근로복지공단에 자료 제출 →(근로복지공단) 요

양 승인․불승인 통보 →(사업주) 대상자에게 요양 승인․불승인 통보

     - 요양 승인시 요양급여 지급(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비, 진찰, 약제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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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흐름도

자격변동

신고

EDI 신고
신규자 취득신고
퇴직자 상실신고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근로자 휴직 신고

코러스

신규자 대상자 등록
퇴직자 대상자 제외 등록

휴직자 납부예외대상자 등록

일용근로

신고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각 기관 →총무과 
공문 제출

<사회보험료 입금>

급여공제

코러스 
공제

대학회계, 대학회계계약직
수입대체계약직, 초빙교원, 
비전임교원, 부설중고 기간제교사

재무과 → 총무과

공문
발송

자체계약직원, 일용인부 등 채용기
관

각 기관 → 총무과

고지내역

확인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사용자부담금 입금>

사용자

부담금 

청구

코러스
대학회계, 대학회계계약직
수입대체계약직, 초빙교원, 비전임교원

재무과 → 총무과

공문
발송

부설중‧고등학교(기간제교사), 
입학과(입학사정관)

각 기관 → 총무과

보험료

 납부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작성

보험료 고지서 납부

(매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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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퇴직금

개요

퇴직급여 제도 설정 및 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관련법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대상 

1년 이상 재직 중인 대학회계직원 및 계약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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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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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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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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대학직장예비군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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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제1대대(5개중대) : 공대(5)

   ․제2대대(4개중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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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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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처리기준)
업 무 추 진 요 령  및  흐 름 도

○대학직장예비군 

편성운영 세부

지침

○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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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시간

5~6년차(미지정자) 8시간 12시간

7~8년차

간부

1~6
년차

동원지정자 2박3일

동원미지정자 2박3일

7~8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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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처리기준)
업 무 추 진 요 령  및  흐 름 도

○ 예비군설치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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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무 국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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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입

관련법규 

  국고금관리법 및 전남대학교학칙 제31조(등록금의 징수)

주요내용

  수입징수관지정

    가. 일반회계

구 분 회 계 직 공 무 원 비 고

수입징수관 사무국장

분임수입징수관 사대부고교장

    나. 대학회계 

      - 수입징수관 → 사무국장 

  수입처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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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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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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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징수 보고

     가. 일반회계

        정부회계프로그램을 통하여 매월 말일에 마감하여 한국은행에서 송부해 

온 월계대사표와 대조 확인한 후 결재하여 기획재정부에 매월 10일

까지 보고 한다.

     나. 대학회계

        대학회계프로그램을 통하여 매월 말일에 월마감하며 수입징수부

와 세출 담당자와 월마감을 비교 확인하여 처리 한다.

  수입징수액 계산증명

    - 일반회계

      증명기한 → 증명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다만, 13월분은 매년 1월 25일

경에 작성보고)

      제출기관 → 감사원(교육부 경유)

구 분 세부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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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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흐름도 

  일반회계 

수입징수 결정


수입금출납공무원 계좌입금 및 고지서 납입


해당기관 공문 접수


징수결정서 공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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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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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입금 출납사무

관련법규

  국고금관리법

주요내용 

  수입금출납공무원: 사무국 재무과장(1명)

 

절차흐름도

납입금 등 기타 

수입금 수납

수입금출납공무

원 통장입금

인출수입처리

(국고·대학회계)



- 457 -

 3. 등록금 반환

관련법규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

  전남대학교 학칙 제 33조(등록금의 반환)

  수업연한초과자 및 학적변동자 납입금 처리지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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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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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일반회계 예산 및 결산

관련법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17호, 2015.3.13.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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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배정

    - 교육부로부터 우리 대학교 세입․세출예산이 확정되면, 대학실정에 맞게 조정하

여 예산을 각 기관에 배정하며, 예산의 집행은 예산의 배정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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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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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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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제48조, 국가재정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

   - 예산의 이월을 인정하게 되는 이유는 특정한 사업에 대한 예산의 일시적인 정

지를 방지하고 연도 말에 남은 예산을 모두 지출하려는 폐단을 막는데 있음

참고사항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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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

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비

      ․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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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출결산

   - 한 회계연도 기간 중에 대학의 재정활동 결과를 회계측면에서 파악하여 

그 적정성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반영

하는 등 환류 하는데 있음

   - 국가재정법 제3장(결산), 국가재정법시행령 제3장(결산)

  결산보고 내용

    - 세출결산보고서, 예비비사용명세서, 결산개요, 기타 결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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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흐름도

 ① 기획재정부 정부결산 

    지침에 의거 작성제출(1월초)
: 각 기관 → 재무과


 ② 결산서 제출(1월 중순) : 재무과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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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대학회계 예산편성

목적

대학의 한정된 재원 내에서 합리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학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

관련법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전남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주요내용

 재정추계 자료 작성

   가. 대학회계 예산 운용 계획(안) 작성: 기획조정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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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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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

감을 고려하여 인건비 예산이 과다 또는 과소 반영되지 않도록 작성

    - 공공요금․용역비․기준경비: 물가인상률, 인건비 인상률, 학생 및 교직원 현

황 등을 참고하여 소요액 작성

    - 수입대체경비: 수입대체경비 운영 원칙상 세입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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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세출예산 편성지침 작성

   가. 예산편성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각 기관의 예산절약을 통한 

교육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 편성 시 공통된 지침을 제시하

여 예산편성의 통일성 확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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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회계 예산운용 계획(안) 심의

    - 대학회계 예산운용 계획(안) 및 재정 추계자료 예산편성조정위원회 심의․확정

    - 예산편성조정소위원회 구성: 프로그램 사업 예산 심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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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책정

   - 등록금 상한제, 국가시책, 물가인상률, 대학의 주요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등을 감안하여 등록금 책정 자료 작성

   - 등록금심의위원회 등록금 책정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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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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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의원회 심의

   - 예산편성조정(소)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기관별 예산 조정 후 평의원회 

심의

   - 프로그램 사업 예산 및 기본경비 예산에 대한 심의․조정

 재정위원회 심의․의결

   - 평의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기관별 예산 조정 후 재정위원회 심의․의결

절차흐름도 

예산편성 기초자료 작성
(세입․세출 추계) ➞

중․장기 및 차년도 
재정운용계획 수립 ➞

재정위원회 심의
(재정운용계획 심의) ➞

(재무과) (기획조정과) (재무과)

세출예산 편성지침 작성
지출한도 통보 ➞

예산편성조정(소)위원회
(사업계획서 심의 및 계수조정) ➞

등록금심의위원회
(등록금 책정) ➞

(재무과) (기획조정과) (기획조정과)

최종 지출한도액 통보
기관별 각목명세서 수정 ➞ 예산(안) 심의 ➞

재정위원회 심의 및 
예산(안) 확정

(재무과) (평의원회) (재무과)



- 464 -

 6. 대학회계 예산 전용 및 이용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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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자료 수합

    - 제출서류: 전용신청서

               (전용대상 예산내역, 전용증감 각목명세 산출내역, 전용사유)

    - 당초 예산에서 정한 사업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최대한 전용 자

제하되 예산집행의 신축성 부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용 실시

 전용 제외 대상

    - 재배정(지원) 받은 예산

    - 사업비를 부서 운영비로의 전용

    - 업무추진비로의 전용

 이용: 재정위원회 승인사항

    - 기관별 수시 이용 신청은 받지 않고 필요시 수요파악 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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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대학회계 예산집행 및 결산

주요내용

 지출원인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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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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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완납증
명서(국세, 지방세), 건강·연금 완납증명서,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서(보
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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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CMS입금처리

    -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을 통한 CMS 입금처리를 통해 지출 완료

나. 일자별 자금지출내역 및 입출금내역서 보관

    - 자금지출내역 금액과 실지출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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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금액․출금액 확인

다. 지출부 및 지출증거서류 보관(월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액보고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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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고서 내부결재

   ※ 보고서 작성 프로그램: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결산

  가. 의의: 회계연도 내 세입예산의 모든 수입과 세출예산의 모든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

  나. 결산자료 작성

    - 시기: 3월

    - 내용: 수입·지출과 관련하여 예산액·결산액 및 비교증감대비액

             불용액과 관련하여 수입총액, 지출총액 및 수입총액과 지출총액의 차인잔액

              국가 지원금의 세입 및 세출 명세 등

  다. 검토사항

    - 예산액, 예산증감액(추경, 이월, 보조금편입, 전용액, 재배정액), 예산현액, 

결산액

      · 사고․명시이월 타당성, 기타 첨부서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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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세, 이월경비 명세, 전용·이용·이체 명세, 기타 결산 요약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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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무보고서 작성(재무결산) 내용

      · 결산총평(서문, 재정분석 및 통계자료), 재무제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종합재무제표(대학회계, 발전기금, 산학협력단 회계)

 대학회계결산 및 예산 성립 보고

  가. 근  거: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결산) 및 

제24조(예산·결산의 공개 등)

  나. 기  한

    - 예산 보고: 매 회계년도 예산확정된 후 1개월 이내

    - 결산 보고: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다. 결산보고: 결산서, 재정위원회회의록, 재무보고서 및 공인회계사 회계감

사 보고서

  라. 예산성립 보고: 예산서, 재정위원회 회의록,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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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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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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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후 1개월 이내

(5월 말)

·대학신문/인터넷 공개

  (결산서, 재무보고서)

·교육부 제출(결산서, 재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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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재정위원회 운영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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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재정위원회 위원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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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위원회 운영

가. 개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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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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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회계직원(기타 계약직원을 포함한다)의 총 정원에 관한 사항

    -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 계속비 지출에 관한 사항

    - 예산의 이용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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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업무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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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수행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3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4조(수요물자의 구매절차등)에 해당되는 시설공사 및 물품․용역계약

은 조달청에 계약 의뢰한다.

수의계약 대상공사 범위를 축소하고 전자입찰을 시행함으로써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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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조달청 계약

    - 대상

      ·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시설공사[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조의 3; 추정가격이 30억원(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

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이상인 공사] 

      · 단일품명으로서 구매예정금액 1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조달청장이 정한 구매위임 범위에 관한 고시)

      ·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조달계약 요청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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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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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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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간

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 입찰공고 시기 

      ·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함 

      ·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함

      ·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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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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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공고 내용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일시․참가자격 및 참가의무여

부에 관한 사항 

      · 국계법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

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

무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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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제7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

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자격제한사항을 포함한다)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 국계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의 경우에는 그 취지

      · 국계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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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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국계법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자가 행한 입찰,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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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하

여 등록 등을 한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

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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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략하고 조달청 전자입찰참가등록업체에 한하여 전자입찰을 허용

    - 예정가격 결정

      · 결정방법: 입찰공고시 발표한 설계금액을 기초(사정)로하여 산출한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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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

    - 기초금액 결정

      · 결정방법: 설계·조사가격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

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이를 조정하여 작성한 최

종 금액으로 결정

    - 전자개찰

      · 입찰공고에서 정한 일시에 입찰집행관 pc에서 개찰진행

      · 입찰참가 비해당자 결격처리(결격사유 입력) 

      · 전자입찰 프로그램에 의거 개찰 자동진행

    - 적격심사(낙찰자 결정)

      · 관련법규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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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찰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대상자와 계약 체결

        * 표준계약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시방서, 산출내

역서 첨부)

        * 계약보증금납부서 및 계약보증금(면제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로 대

체)

        * 사업자등록증,건설업면허증,면허수첩사본(계약상대자 및 연대보증인)

        * 법인(자연인)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계약상대자 및 연대보증인)

        * 사용인감계 및 계좌입금의뢰서

      · 계약체결 내용을 요구부서 통보 및 지출원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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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 요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하는 

수의계약체결대상의 시설공사, 물품․용역

   * 수의계약 기준금액

구분
법령상
수의계약
범위

자체적용기준

G2B전자
입찰

소액수의
견적입찰
(G2B)

수의계약
(FAX 또는
견적)

일반건설공사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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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계법

시행규칙 제33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10조의4

계약서 작성 생략(국계법시행령 제49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한 경우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  

 사항 등 계약성립 증거가 되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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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나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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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보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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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

의 50이상을 출연한 법인

      · 농협, 축협, 수협, 중소기협, 한국농촌공사 

      ·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

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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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7일의 범위내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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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

    -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

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음. 

    -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율에 해당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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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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

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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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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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

로 하여야 함. 

    -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

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상으로 하여야 함. 다만, 그 이

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

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선금의 사용



- 4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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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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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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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시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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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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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부터 5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함.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

의 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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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여야 함. 

      · 법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

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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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야 함. 

      ·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하자가 있을시는 반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일까지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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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

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학교의 시설물 관리자는 하자검사 담보

책임 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담

보책임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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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한 담보적 성격으로 납부하게 하는 일정금액을 의미한다. 

      · 납부기한: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공사대가 지급하기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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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부방법: 현금 또는 보증서 등에 의하여 계약보증금과 대체 납부가능

      · 하자보수 착공: 계약자는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 통보를 받은 경우

에는 10일 이내에 하자보수 착공 신고서 제출 및 착공

      · 보증금 반환 및 국고귀속: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 보수보증

금은 즉시 반환해야 하며, 계약자가 발주자의 하자보수 요구에 응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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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로․도로(포장공사포함)․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일반건축공사: 3/100

    - 기타: 2/100

    - 수개의 공종이 혼합된 복합공종공사의 경우라도 공종구분이 가능한 경

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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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보증

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 하

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체상금 (국계법시행령 제74조)

    - 계약상대자가 이행기간 내에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되었

을 때에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지체상금 계산(지체상금 = 계약이행지체일수 ×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 기성(기납)부분중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부분을 인수, 사용 또는 관

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 당초 계약체결시의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은 물론 설계변경이나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어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 변경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을 대상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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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체상금은 기성분(기납분) 또는 준공금(납품금)과 상계가능

      · 준공(납품) 기한 내에 준공계(납품)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납품)검사

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준공(납품)이

후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

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납품)검사 기한까지 기간(규정에 의한 검사기간

이 초과한 경우)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 납부방법: 현금으로 납부

    - 지체상금율(국계법시행규칙 제75조)

      · 공사: 1000분 0.5

      · 물품의 제조 및 구매: 1000분 0.75

      · 물품의 수리․가공․대여․용역 및 기타: 1000분의 1.25

      ·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1000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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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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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

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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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정행위가 있는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계약보

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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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지

      · 계약공무원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

자 및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

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14일 이내에 계

약상대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 공사(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

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재료)․장비의 철수비용

      ·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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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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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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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

찰결과(계약) 통보 → 지출원인행위 → 내역서 및 착공계 접수 → 공사

감독 → 검수 → 대가지급(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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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물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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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물품관리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물품관리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물품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물품관리법 제28조,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물품관리법 제35조,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51조, 제52조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51조 내지 제61조

주요내용

 물품 수급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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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품목: 정수관리대상 주요물품(133품목)

    - 작성방법: 조달청 물품관리보고서 작성지침에 의거 2월중에 작성

   재물조사

    - 물품관리대장표상 재고와 현품을 품목별로 수량, 상태 및 위치 등을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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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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부족품 목록, 집계표, 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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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 중 사용 불가능품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을 신속히 불용결정 및 처분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기 위함.

    - 불용품의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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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
조사

⇒
불용대상품

 반납
⇒ 불용결정 ⇒

관리전환 
소요조회

⇒
불용품 
처분

▮불용대상품 
상태분류

∘신품
∘중고품
∘정비필요품
∘폐품

▮ 
사용부서에서  
총괄부서로 
반납

∘신품
∘중고품
∘정비필요품
∘폐품

▮ 
불용결정전 
상태분류

∘신품
∘중고품
∘정비필요
품

∘폐품

▮
물품관리관간  
소요조회

▮
중앙관서간  
소요조회

↓
∘신품
∘중고품
∘정비필요품

▮처분 및
  결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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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용결정내

역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수리비용과 수리한계비의 비교, 사용빈도, 관

리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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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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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능

한 물품

①취득단가 500만원 

이상  

중앙관서장이 

불용결정
처분(폐기)

②취득단가 500만원 

미만

물품관리관이 

불용결정
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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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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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처리

      · 불용결정 문서를 작성하고 ‘불용결정 물품목록’을 첨부하여 물품

관리관의 내부결재를 받으면 불용품으로 확정

      · 불용결정이 끝나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불용결정일자를 입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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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관리 회계 직 인계인수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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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대학의 교육과정에 필수적인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으로 교육여건 개선 및 

      대학교육의 내실화 도모

관련법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8조

절차흐름도

예산액 및 예산집행지침 
통보 

 교육부 → 대학


예산액 기관별 배분 의뢰

 학사과 → 실험․실습기자재관리위원회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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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기자재를 통보하고 해당 기자재에 대한 구매신
청서 제출 안내(재무과 → 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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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국유재산관리계획

목적

  국유재산의 종래의 유지․보존 위주의 소극적인 관리에서 확대․활용 위주의 

적극적인 관리를 통한 국유재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유재산 관리ㆍ처분 

총괄 계획 수립

관련법규 

  국유재산법 제9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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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진함으로써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

    - 무단 점유된 재산에 대하여는 변상금 징수, 대부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사용토록 하는 등 국유재산의 보호․관리기능 강화

절차흐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계상 요구

    - 기획재정부 → 교육부 →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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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사용허가ㆍ관리환․무상대부ㆍ처분(매각․교환․양여․신탁) 및 국유재산 

운용 특례의 대상이 되는 국유재산을 파악하여 교육부의 요구에 의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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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국유재산종합계획 집행실적 및 국가재산의 당해연도 말 증감현황 및 보

유현황, 국유재산 특례운용 실적을 작성 제출

관련법규 

국유재산법 제69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70조

주요내용 

국유재산법 제5조에 규정된 재산중 당해년도 말 현재 국유재산대장에 등록된 

모든 국유재산 토지․건물․공작물․임목죽․무체재산

 

절차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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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등으로 

증가된 것을 작성

감소내역은 매각․양여․교환․멸실․철거․용도폐지․오류정정을 회계별/재산별로 각각 작성

오류 발생시 사유를 기재한 후 재산관리관 직인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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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사유지 매입

관련법규 

국유재산법 제10조

 

절차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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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뉴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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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관리전환

관련법규 

국유재산법 제16조 및 제17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11조

주요내용 

타관리청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이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

교환 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때

 

절차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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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국유재산법 제13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8조

주요내용 

기부하려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는데 곤란하지 않는 경우

기부에 조건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절차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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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국유재산법 제40조․제41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7조

 

절차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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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국유재산법 제30～36조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35조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4～16

절차흐름도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대상자 선정

    - 허가기간: 5년 이내

    - 선정방법: 한국자산관리공사(전자자산처분시스템 'OnBid')에 이를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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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년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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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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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주요내용

보수지급일: 매월 17일(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

 -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면직 또는 휴직

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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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수당, 대우공무원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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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봉제

정액급식비 → 월 13만원
직급보조비 → 월 13.5만원 ∼75만원
명절휴가비 → 봉급의 60%(설․추석)
연가보상비 → 미사용일수 (20일 이내)

 
복리

후생비 

 수당지급일

     - 초과근무수당: 매월 17일

     - 교수보직경비, 직책수행경비, 맞춤형복지비 등: 매월 5일

절차흐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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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   급
(기본급)  총장, 일반직, 연구직, 전문경력관, 초중고교원, 조교, 대학회계직 

봉급표

보 수 정근수당(봉급의 0～50%, 연 2회)
정근수당가산금(월 5～13만원, 추가가산금 포함)

공통수당
 

가족수당
(배우자:월 4만원, 자녀:첫째 월 2만원, 둘째 월 6만원, 셋째이
후 월 10만원, 배우자‧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월 2만원) *부
양가족 4인까지 지급(자녀는 제한없음)

관리업무수당(4급이상)

수   당 특수지근무수당
(도서,벽지,접적지 근무자)특  수

수  당 위험근무수당(월 4만원～6만원)

특수업무수당(기술․교육․특수업무․재외직 등)

초과근무
수    당 시간외근무

성과상여금
(6급 이하, 연 1회 이상)

기타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고교 자녀의 학비,분기별)

대우공무원수당(봉급의 4.1%)
모범공무원수당(3년간, 5만원)



- 500 -

  20. 여 비

목적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무원 여비의 지급대상, 지급절차, 

지급방법 등 여비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공무원 여비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함

관련법규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여비규정」

 「공무원 인재 개발법」

 「공무원 보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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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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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다만, 공용차량(선박 포함)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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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비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

    -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

를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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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된 일비 포함)으로 지급하며, 16일째부터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그 금액을 빼

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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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함.

    - 여행목적지가 다른 시‧군에 위치하면서 여행거리가 12km 이상인 경우라도, 

교통여건(전철, 업무연락버스, 업무용택시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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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에 따라 근무지내 국내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음.

    -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별도의 여비의 구분 없이,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

    -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

       · 실비 상한액은 4시간 미만 출장은 1만원,  4시간 이상 출장은 2만원

       · 실비 지급대상 여비는 4시간 미만 출장은 운임, 4시간 이상 출장은 
운임 및 식비(1/3)로 한정

     ※ 다만,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운임은 지급하지 아니함.

     - 출장자는 운임과 식비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승차권 등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함.

     ※ 다만, 운임은 증거서류 구비가 어려울 경우에는 출장확인서, 현장사진 등을 

근거로 버스, 전철 또는 택시 기본요금을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음.

  공무원 교육훈련비 지급

 - 지급기준

      · 교육훈련 여비는 별표의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함.

      · 근무지내의 동일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와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기숙사 등에 합숙하는 경우와 

비합숙의 경우로 각각 나누어 지급함.

    - 지급방법

      · 위탁기관의 장은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의 

운임과 숙박비를 별표의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거

나,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게 

하고 정산을 실시하여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

로 지급할 수 있음

      · 결제와 정산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여비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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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절차

근무지 內

교육훈련기관
입교의 경우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별표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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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1]<기준표>상 정액지급
(증빙서류 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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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훈련기관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교육 후일(後日)에 거주지 또는 체

재지로 이동하는 경우 별표의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에 따른 운임, 「공무원여

비규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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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없음

    - 준용규정

      · 교육훈련 여비의 지급구분, 교육훈련 여비의 계산, 여행일수의 계산, 

근무지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시의 교육훈련 여비에 관하여는 ｢
공무원여비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를, 교육훈련 여비의 결제와 정

산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를, 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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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교육훈련 여비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제
16조, 제18조를, 교육훈련 여비의 조정, 교육훈련 여비지급의 특례에 관

하여는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을 각각 준용함

절차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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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대학 내 일반 공공요금 및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수행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회사가 대신 보상해 주도록 하는 보험까지 공

공요금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에너지 절약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

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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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관리주체가 전남대학교인 건물 내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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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흐름도 

전화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사용고지내역 

접수

지출결의서 

결재
매월 납부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시설과에서 사용내역 접수 받아 고지서 발행


각 입주업체로 사용자부담금고지서 송부


입주업체 사용분 납부


본부부담금 지출결의서 결재


매월 납부

 후납우편료: 

총무과에서 

전월사용내역 

송부

매월 납부

 각종 보험료: 1년 단위 재계약



사무국

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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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학시설 종합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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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대학설립․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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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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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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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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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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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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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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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보 : 학생 안전확보 관련사항 최우선 요구

      ․신규사업 : 대학시설 종합 기본계획 연계에 따른 우선순위별 요구

      ․보수사업 : 최근 3년간 보수비 배정액 기준하여 정액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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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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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공급시설 보완

      ․ 긴급 조치할 방수시설 

      ․ 각 기관 1순위 사업 중 타당성이 있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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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3 -

 3. 시설공사 설계 및 감독(소규모 시설공사)

 목적

 신․증축공사의 용역설계 추진

 일정규모 이하 자체설계로 인한 예산절감 유도

 설계업무의 내실화로 부실시공 방지 노력

 설계 및 감독업무 철저로 원가절감 및 품질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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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건축 및 부대공사 설계의 적정성 검토, 예산절감 방안 강구

 관련법에 의한 절차 준수

 공사감독의 철저로 품질관리 확보

 공사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1) 설계업무(용역 및 자체설계)

      

설계용역발주

자체설계시행  ↔공사규모에 따라 용역 및 자체설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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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설계,중간설계,

실시설계 작성  ↔ 공간 및 배치검토(단과대학 및 기관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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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영구 기록물의 관리

 건축물 원도 관리의 철저로 건물연혁 및 구조 유지

 유지보수에 따른 유기적 활용 

 관련법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주요내용

 설계원도의 영구적 보존

 노후된 원도의 전산화 작업으로 영구적 보존

 보수 및 유지에 관한 구조적 안전성 검토 확보

 파손된 원도의 복원작업 및 전산화 유도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설계원도 작성
(CAD 도면작성, CD, 데이터 파일) ↔ 분야별 원도작성

                  

      
보관함에 원도 보관

 ↔ 훼손방지시설 설치

                  

      

주기적으로 원도 보관 

상태 확인  ↔ 훼손원도의 복원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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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시설공사용 관급자재 관리

 목적

 공사의 관급 자재 선정

 원활한 자재공급이 될 수 있도록 수급계획 수립

 관급 자재의 품질관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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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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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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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관련법에 의한 공사계약요청

 공사별 통합발주로 예산절감 노력

 공사성격에 맞는 시공업체 선정 및 성실한 계약내용 이행 유도 

 관련법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주요내용

 대형공사 발주업무 수행

 공사 성격에 따른 계약요청 업무

 공사계약을 위한 각 설계도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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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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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완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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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9 -

 7.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목적

 기존 시설물 기능 확보

 시설물 하자시 원상보수로 사용에 따른 애로사항 제거

 유지보수에 따른 유기적 활용

 건축물 안전사고 사전예방 

 관련법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전남대학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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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보수요청 공문접수

자체점검 지적사항 파악

                 
      현장조사 및 원인파악  ↔ 문제부위의 원인조사

                 
      보수계획안 작성  ↔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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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 및 보수계획 

설계작업 시행  ↔ 실시계획 공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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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건축법에 의한 협의사항 이행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함

 국유재산 관리의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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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법규에 맞는 건축물 확보

 관련법에 의한 절차 준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불법건축물 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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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대학의 기본요소인 각종 시설 현황(외곽 및 기자재시설)을 파악하여 대학평가 
자료로 제공함으로써 대학의 소요면적 및 확보율 판단 기준 

 관련법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11조(2006. 06. 07. 대통령령 제19501호)

 업무처리 흐름도

대학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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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건축물 준공 후 하자기간까지 하자관리

 하자 발생 시 시공자 보수 조치

 건축물 안전사고 사전예방 

 관련법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공사계약일반조건

 주요내용

 건축물의 하자 정기점검 실시(상시적, 주기적)

 하자발생시 원인파악

 하자보수대책 수립

 시공자에게 보수 요청 및 이행사항 확인

 불이행시 연대보증회시에 대한 보수지시 및 채권 확보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하자보수요청 공문접수

자체점검 실시  ↔ 주기적으로 확인

                 
      현장조사 및 원인파악  ↔ 문제부위의 원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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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업체 확인 및 

업무보고  ↔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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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관련법 준수

 대학 내 교통량 조사 및 향후예측 평가

 대학 내 원활한 교통유통 및 차량, 보행자 편리성 추구

 안전사고 사전예방 대책 수립 

 관련법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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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업무 흐름도)

      관련법에 의한 용역 수행 결재  ↔ 업무보고

                   
      용역계약 체결요청 및 계약  ↔ 재무과와 협의

                   
      용역업체 선정 및 착공  ↔ 감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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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환경 조사 분석  ↔ 기존시설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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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로 안전사고 예방

 건축물 사용기간의 연장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관련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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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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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건설공사 시행중 발생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교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

 환경보전과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

 관련법규

 폐기물 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되는 일정 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라 배출신고를 한후,

 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실적을 관계기관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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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각 대학 교수․학생 실험실습 연구에 원활한 급수 공급

 각 건물 화장실 및 식당에 용수 공급

 노후 급수관 보수로 절수 및 급수질 개선

 추진방향

 옥외 상수도관 순회 점검 및 보수

 옥외 매설 상수도관 누수 발견 시 즉시 조치

 건물별 상수도 무선검침 데이터 분석으로 건물 내 사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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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연대,약대,생활대,사범대,예대,치대    2호관,정보전산원,공동실

험관,대강당,용봉관,제1생,도서관별관,언어교육원,용지관,기초과

학특성화과학관,스포츠센터,환경연구소,학군단,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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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위생설비시설(위생기구, 급수, 오․배수 배관)의 효율적인 관리로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

 연구활동과 쾌적한 면학분위기를 위한 환경조성에 기여

 관련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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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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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냉난방시설의 가동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시설물의 효과적인 활용과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

 적정온도 유지로 에너지 절약

 주요내용

 냉난방시설 운용 및 유지관리

 통합자동제어시스템 운용(중앙, 개별 냉난방기 통합제어)

 적정온도 유지로 에너지 절약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적정난방온도 : 18℃이하,  적정냉방온도 : 28℃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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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열사용기자재(보일러, 압력용기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연구활동과 쾌적한 면학분위기를 위한 환경조성에 기여

 열사용기자재의 안전한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

 관련법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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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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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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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소방시설 및 위험물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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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소방법․시행령․시행규칙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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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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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도시가스(LNG)시설의 정기적인 점검․관리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관련법규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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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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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승강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사용자의 편리를 도모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관련법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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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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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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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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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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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전기설비 유지관리

 목적

 교수ㆍ학생들의 교육·연구에 필요한 전기를 원활히 공급

 전기설비 유지보수로 감전 및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변전실 고압 기기 유지관리로 정전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

 관련법규 

 전기사업법 제65조

 산업통상부 고시 제2016-16호(2016.01.29.)

 주요내용 

 전기시설물에 대한 자체 직원의 정기점검 및 임시점검(필요시)으로 전기안

전사고를 예방하고 전기기기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함

 한국전기안전공사 정기점검 및 요청검사 실시

    (1) 정기검사 : 3년 주기

    (2) 요청검사 :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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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본부

입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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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학 입학전형

관련법 및 규정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①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선발) ①항

  학칙: 제26조(입학자 선발)

  교학규정: 제3조(학생모집), 제5조(신입생 선발)

기본 방침

(대교협) 기본사항 공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거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월 전까지 공표

(대학)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 대학은 공표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매 

입학년도의 전 학년도가 실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수립하여 한국대학

교육협의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와 책자를 발간하여 공고함

 (대학) 모집요강 작성

    - 대학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따라 모집시기별 모집요강을 작성․공고하

고, 입학전형업무는 작성 공고한 모집요강에 의거 실시함



- 544 -

업무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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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입학관리위원회,입학전형관리위원회

입학과



4월~8월
수시 모집요강 확정
대입전형설명회 
위촉사정관 내신 및 교육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관리위원회,입학전형관리위원회
입학과 


9월 수시 원서접수

정시 모집요강 확정  입학과, 정보전산원


10월
11월

수시 전형요소별 평가
1단계 합격자 선발
수시 실기, 면접 실시


입학과, 정보전산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각 모집단위



12월
수시 최초합격자 발표
수시 등록(충원합격자)
정시 원서접수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입학과, 정보전산원, 재무과


1월 정시 합격자 발표

예체능계 실기고사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입학과 
해당 모집단위



2월
정시 충원합격자 발표
합격자 등록
입학자 통보


입학과,
재무과, 
학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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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전형 관련 위원회 조직도

전남대학교

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13명)

입학본부

입학관리위원회(9명)
지원자격심사위원회(9명)
입학전형관리위원회(28명)
학생부종합전형소위원회(7명)
학생부종합전형재평가조정위원회(7명)

교수사정관(2명)
위촉사정관(100명)
대입선진화추진교사자문단(38명)

입학과

원서접수 및 지원 자격 심사 학생부교과전형 평가 학생부종합전형

-인터넷 원서접수
-원서접수 자료 이관 및 첨부서류 취합
-전형별 원서분류 및 제철 작업
-원서기재사항 대조
-지원 자격 대조
-학생부 등 각종 전산 자료 취합
-회피 배제 시스템 운영

-학생부 자료 확인 및 대조
-학생부 점수 산출 확인 및 검증
-검정고시 성적 확인 및 검증
-기타 지원 자격자 성적 확인 및 검증
-실기고사 성적 대조 및 검증
-면접 성적 대조 및 검증 
-수능최저학력기준 대조 및 검증

- 위촉사정관 내신 및 분반 구성
- 위촉사정관 평가 전문성 교육
- 학생부종합평가 DB 구축
-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서류평가 성적 대조 및 검증
- 면접 성적 대조 및 검증
- 수능최저학력기준 대조 및 검증

전산처리: 정보전산원

감사
- 자체감사: 총무과 감사위원 선발
- 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서류평가, 면접 참관 및 활동보고서 작성) 

감사 

및
위원회

위원회
- 학생부종합전형소위원회
- 입학전형관리위원회(예비사정)
- 단과대학 교수회의(본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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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간 입시업무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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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약학대학 편입학 전형

관련법 및 규정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③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수업연한 등) ②항, 제28조(학생의 정원) ⑤항, 

제29조(입학ㆍ편입학 등) ④항

  약대 내 계약학과 설치·운영 요령<전문 생략>

  전남대학교 학칙 제20조(수업연한) ①항, 제46조(편입학) ①항

업무 처리 흐름도

4월
약학대학 기본계획 통보

약학대학 일정협의


교육부,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약학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입학과



 6월
약학대학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송부


약학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입학과

한국약학교육협의회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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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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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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편입학 전형

관련법 및 규정 

 고등교육법 : 제23조 ②항, 제51조(편입학)

 고등교육법시행령 : 제29조(입학ㆍ편입학등) ①항 

 전남대학교 학칙 : 제46조(편입학) ①, ②항

업무 처리 흐름도

4월
모집단위별 모집여부 및 인원조사

학사편입학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조정
 입학과, 단과대학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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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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전형 관련 위원회 조직도

본부
(입학과)

업 무 별 조 직

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입학전형관리위원회

대학입학전형 합격자
사정위원회

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

입학전형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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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

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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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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시간제등록생

관련법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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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인원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선발 가능

  모집단위별 학부(과) 입학정원의 30% 이내에서 선발 가능

   ※ 등록학기는 한 학기이며, 신청학점은 12학점 이내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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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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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관련법 및 규정 

  전남대학교 학칙 제4조(대학, 대학원) ②항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학규정 제11조(입학자격) ①∼②항, 제12조

(입학지원절차) ①∼②항, 제13조(입학전형방법) ①∼③항, 제14조(학생선

발기준), 제15조(입학생 구성의 다양성 확보와 소외계층의 배려) ①∼⑤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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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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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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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관련법 및 규정 

  고등교육법 제33조 (입학자격) ②∼③항,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①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③항, 제30조의2(의

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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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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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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처리 흐름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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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셋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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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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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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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고교-대학 연계 사업

기본 방침

  대입 지원 이전 입시 관계자(학생‧교사‧학부모)를 사전에 접촉하여 우리 대학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입학전형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을 통해 우수 인재 확보 

  고교 교육 과정의 변화,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파

악하여 프로그램 운영 시 반영하기 위해 고교 현장의 대표 교사 및 교

육청 담당자와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

  우리 대학 입학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사교육 도움 없이 고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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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사

항은 적극 반영하여 차기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

업무 처리 흐름도  

3월 고교 연계 사업 방향 설정을 위한 고교 관계자 면
담, 고교 교육 현황 조사 및 연구  입학과


 3월 고교-대학 연계 기본계획 수립  입학과


3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고교-대학 연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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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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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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입학자 추수지도

기본 방침

  입학 전

    - 합격생 대상으로 우리 대학 장점 및 강점을 홍보하여 등록률 제고

    - 고교와 대학 간 학습적 간극을 최소화하여 대학생활에 연착륙 할 수 있

도록 전공 적응력 강화 프로그램 제공

  입학 후

    - 학생들의 잠재적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모집시

기별 전형유형별 평가요소를 재점검하고 향후 전형 개발에 반영

    -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학생들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학생들 상호 간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모

    - 대학생활 적응에 저해되는 요인을 파악하여 학생들의 중도 이탈 사전 방지

업무 처리 흐름도

3월 방향 설정을 위한 재학생 대상 조사 및 연구  입학과


 3월 추수지도 기본 계획 수립  입학과


3월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 지원사업(추수지도 사업 포함) 신청  입학과, 대교협


4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조정안 확정에 따

른 추수지도 기본계획 수정
 입학과, 대교협



4월~
익년 2월

프로그램별 운영
- 재학생 의견 조사
- 콘텐츠 개발 및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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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과
단과대학(협조)
대외협력과(협조)


익년 1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현장점검  입학과, 대교협


익년 2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결과 보고  입학과, 대교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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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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보고서 제출

홍보 요청

홍보 요청

추수지도 방향 설정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재학생 의견 조사)

(전년도 프로그램 평가 회의)



   

행정업무편람

국제협력본부

◔ 국제협력과



국제협력본부

국제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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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제협력위원회 운영

목적 

국외 교육 또는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협정체결과 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

관련법규

「전남대학교학칙」제43조의 ①, ②

「전남대학교국제협력위원회 규정」

주요기능

국제협력사업 기본계획

학술교류협정 체결(기존 협정의 갱신이나 학술교류 아닌 일반  협정의 

경우는 심의 불요)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성

위원: 국제협력본부장, 국제협력과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제협력본부장이 된다.

간사: 국제협력과 주무

처리내용

위원회 심의 안건 도출 및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 회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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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외 기관과 교류 협정 체결 및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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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등을 통하여 학술연구 진흥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 

관련법규 

「전남대학교 학칙」제 43조의 ①, ②

 「전남대학교 외국기관과의 교류에 관한 시행지침」제2장

주요내용 

기본협정 체결 및 갱신

  학생 및 교원의 교환 등에 관한 부속협정 체결 및 갱신

 

절차흐름도 

순번 내용 주관(대상)기관  첨부서류

1

협정체결 예정기관과 

협정서(안)/갱신내용에 대한 

상호협의

학부/연구소/
대학/국제협력본
부

Ÿ 협정서 영문, 국문, 

상대국 언어

Ÿ 교수회의 

회의록(학술교류 심의)

Ÿ 협정체결 대상 기관 개요 

및 현황

Ÿ 협정체결 기관 

연결대상자 소속,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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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연, 산․학 및 기타 협정은 소관부서에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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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로 첨부 후
공문 통보 / 내부 결재

각 소속기관 / 

국제협력본부
원본 1부 체결기관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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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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국외 자매대학과 교수를 초청 또는 파견하여 강의 수행 

관련법규 

 「전남대학교 학칙」제 43조의 ①, ②

 「전남대학교 외국기관과의 학술교류에 관한 시행지침」제3장, 제4장

 「전남대학교와 외국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서 및 부속협정서」

주요내용 

외국협정대학과 교수 초청

 

절차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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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9 -

 교환 교수 초청: 본부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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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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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협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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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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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 교수 파견: 단대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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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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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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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 교수 파견: 본부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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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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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2 -

 4. 국외 자매대학과의 학생 교환

목적 

자매대학과 학생을 초청 또는 파견하여 취득한 학점 상호 인정

관련법규

「전남대학교 학칙」제 43조의 ①, ②

 「전남대학교 외국기관과의 학술교류에 관한 시행지침」제3장, 제4장  

 「전남대학교와 외국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서 및 부속협정서」

주요내용 

  해외 자매대학과 학기, 방학 중 학생 파견 및 초청

 

절차흐름도 

 교환학생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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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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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 선발 공고

 2019학년도 2학기
해외 파견 교환학생 선발 계획

�
□ 교환학생 개요
교환학생은 우리 대학의 국외 자매대학에서 1~2학기 동안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성

적을 인정받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대학에 등록금을 내고 재학생 신분을 유지해

야 하며 대신 자매대학에서는 등록금 면제를 받습니다. 단 교환학생을 마친 후 우리

대학에서 마지막 정규학기(4학년 2학기/ 8학기)를 이수해야 합니다.

□ 지원기간: 2019. 1. 21.(월) ~ 1. 31.(목) 오후3시 마감 

□ 지원방법: 국제협력과 홈페이지 온라인지원 (직접 서류 제출 불필요)       

http://international.jnu.ac.kr/user/indexSub.action?codyMenuSeq=17414&siteId=international

&menuUIType=tab

□ 신청자격: 아래 모든 자격(5개 항목)을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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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국 자매대학 정규 교환학생 및 국내대학에 교류학생으로 2학기 이상 파견된 적이 없는 학생 

http://international.jnu.ac.kr/user/indexSub.action?codyMenuSeq=17414&siteId=international&menuUIType=t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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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별 파견 예정인원 및 기간 (34개국 104개교 250명)
Ÿ 파견 대학 및 파견 인원은 파견 대학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Ÿ 자신의 전공 및 희망수강과목이 해당학교에서 수학 가능한지 반드시 지원자가 직접 확인

Ÿ 선발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국가 대학명 인원 파견기간 기간 언어자격

네덜란드 * University of Groningen 2 2019.9.-2020.2. 1학기 토플80
IELTS6.0

노르웨이 University of Agder 1 2019.8.-2019.12. 1학기 토익800

뉴질랜드 ** Lincoln University 3 2019.8.-2019.12. 1학기 IELTS5.5

대만 Fu Jen Catholic University 3 2019.8~2020.2 1학기 토익700

대만 National Cheng Kung University 3 2019.8~2020.2 1학기 토익700

대만 National Chiao Tung University 3 2019.8~2020.2 1학기 토익700

대만 National Dong Hwa University 3 2019.8~2020.2 1학기 토익700

대만
National Taiw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3 2019.8~2020.2 1학기 토익700

대만 National University of Kaohsiung 3 2019.8~2020.2 1학기 토익700

대만 Soochow University 3 2019.8~2020.2 1학기 토익700

대만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신방과우선선발)

3 2019.8~2020.2 1학기 토익700

독일 Bauhaus-University Weimar 2 2019.10.-2020.3. 1학기 ZD A1

Ÿ 글로벌 해외대학 파견프로그램 및 국제인턴 기 파견자는 외국 자매대학 정규 

교환학생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이 기준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함.

2. 파견일 기준 1학년 2학기를 마친 학생으로, 수업연한 범위 이내에서 교환학생 과정을 마친 

후 마지막 정규학기(4학년 2학기/8학기)를 본교에서 수학이 가능한 학생

Ÿ 편입생도 지원 가능하나 최대 한 학기만 파견 가능하며, 편입생 중 국내교류를 한 학기 

이상 다녀온 학생은 지원 불가 함.

Ÿ 현재 휴학생도 지원 가능하며, 파견기간에 맞춰(‘19년 2학기)재학상태를 유지하면 됨.

Ÿ 잔여학점이 많이 남았더라도 4학년 1학기(7학기)까지만 해외 파견이 가능 함.

Ÿ 네덜란드 U of Groningen, 영국 Northumbira U, 필리핀 Saint Louis U, 일본 Saga U 

영어트랙 지원자 지원자는 파견일 기준 2학년 2학기(4학기)를 마친 학생만 가능 함.

 3. 기 이수학기의 전체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또는 직전학기 평점이 3.5 이상인 학생

Ÿ 일본 Osaka U는 평균평점 3.5, Kyushu U는 평균평점 3.75 이상인 학생만 지원 가능함

 4. 재학 중 학칙 위반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5. 공인 외국어성적 소지자

Ÿ 붙임 엑셀파일에서 학교 별 지원가능 점수 및 각 밴드 최소 점수 확인 

http://www.rug.nl/feb/education/exchange/
http://www.uia.no/en
http://www.lincoln.ac.nz/
http://www.fju.edu.tw/#&panel1-1
http://www.nctu.edu.tw/en
http://www.ndhu.edu.tw/bin/home.php?Lang=en
http://www.nust.edu.pk/Pages/Home.aspx
http://intro.nuk.edu.tw/2011eng/
http://eng.suda.edu.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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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Friedrich-schiller-Universitat Jena 2 2019.10.-2020.3. 1학기
(연장가능)

ZD B2

독일 University of Bayreuth 2 2019.10.-2019.3. 1학기 ZD B2

라트비아 Liepaja University 2 2019.9.-2020.1. 1학기 토익800

루마니아 Romanian-American University 2 2019.9.-2020.1. 1학기
토플79
IELST6.0
토익800

리투아니아 * ISM U of Management and Economics 2 2019.9.-2020.1. 1학기
(연장가능)

토플74
토익785

리투아니아 Siauliai University 2 2019.9.-2020.1. 1학기 토익700

리투아니아 Vytautas Magnus University 2 2019.9.-2020.1. 1학기 토플74
토익785

말레이시아 University of Malaya
3

2019.8~2020.2 1학기
(연장가능)

토익700

3 ▣AIMS장학

말레이시아 University Sains Malaysia
3

2019.8~2020.2 1학기
(연장가능)

토익700

3 ▣AIMS장학

말레이시아
University Kebangsaan Malaysia
(National University of Malaysia)

3
2019.8~2020.2 1학기

(연장가능)

토익700

3 토익700
▣AIMS장학

말레이시아 University of Technology Malaysia
3

2019.8~2020.2 1학기
(연장가능)

토익700

3 ▣AIMS장학

말레이시아 University Malaysia Sarawak 3 2019.8~2020.2 1학기
(연장가능)

토익700

말레이시아 Taylor's University 3 2019.8~2020.2 1학기 IELTS6.5  
토익750

멕시코 Universidad de Colima 2 2019.8.-2019.12. 1학기 DELE B2

멕시코 Universidad Intercontinental 2 2019.8.-2019.12. 1학기 DELE B2

미국 ** California State University-Monterey Bay 3 2019.8.-2019.12. 1학기 토플61
IELTS6.0

미국 California State University-Stanislaus 1 2019.8.-2019.12. 1학기 토플61
IELTS6.0

미국 Columbus State University 1 2019.8.-2019.12. 1학기 토플79

미국 Montana State University 1 2019.8.-2019.12. 1학기 토플71
IELTS6.0

미국 Murray State University 1 2019.8.-2019.12. 1학기 토플71
IELTS6.0

미국 Purdue University-Northwest 1 2019.8.-2019.12. 1학기 토플79
토익800

미국 Salisbury University 1 2019.8.-2019.12. 1학기 토플79

미국 Southern Oregon University 1 2019.8.-2019.12. 1학기 토플68
IELTS5.5

미국 Tarleton State University 1 2019.8.-2019.12. 1학기 토플69
IELTS6.0

미국 Temple University (*음악학과만 지원가능) 1 2019.8.-2019.12. 1학기 토플79
IELTS6.0

미국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3 2019.8.-2020.5. 1년 토플71
IELTS6.5

http://www.liepu.lv/
http://www.ro-am.ro/
http://www.ism.lt/exchange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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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edu.my/index.php
http://www.usm.my/
http://www.ukm.my/portal/
http://www.unimas.my/index.php?lang=en
http://university.taylors.edu.my/
http://www.uic.edu.mx/
http://csumb.edu/
http://www.montana.edu/
http://www.salisbury.edu/
http://www.tarleton.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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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University of Nebraska-Kearney 3 2019.8.-2019.12. 1학기 토플61
IELTS5.5

미국
** Univ. of Nevada-Las Vegas (*공대만 
지원가능)

3 2019.8.-2019.12. 1학기
토플61
IELTS6.0
토익650

베트남 Thuyloi University 3 2019.7~2020.1 1학기
(연장가능)

▣AIMS장학

베트남
Thai Nguyen U of Agriculture and
Forestry

3 2019.7~2020.1 1학기
(연장가능)

▣AIMS장학

베트남 Universit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3 2019.7~2020.1 1학기
(연장가능)

▣AIMS장학

벨기에 * ICHEC BRUSSELS Management School 2 2019.9.-2020.1. 1학기 토익800

브라질 * Universidade de Sao Paulo 1 2019.8.-2019.12. 1학기
토익800

포르투갈어
기본

브라질 * Universidade de Sao Paulo - RP 1 2019.8.-2019.12. 1학기
토익800

포르투갈어
기본

브루나이 University Brunei Darussalam 3 2019.7~2020.1 1학기 토익700

브루나이 University Technology Brunei 2 2019.8~2020.2 1학기
(연장가능)

▣AIMS장학

스페인 University of Alcala 3 2019.9.-2020.2. 1학기
토익700

스페인어기
본

스페인 University of Almeria 3 2019.9.-2020.2. 1학기
토익700

스페인어기
본

스페인 University of Malaga 3 2019.9.-2020.2. 1학기
(연장가능)

토익700
DELE B1

싱가포르 * Nanyang Polytechnic 2 2019.11.~2020.4. 1학기 토익700

영국 Manchester Metropolitan University 2 2019.9.-2020.1. 1학기 IELTS6.5

영국 Northumbria University 1 2019.9.-2020.1. 1학기 IELTS6.0
토플79

인도 * Christ University 3 2019.11~2020.4 1학기 토익700 

인도네시아 Institute of Technology Bandung
3

2019.8~2020.2 1학기
(연장가능)

토익700 

3 ▣AIMS장학

인도네시아 University of Indonesia
3

2019.8~2020.2 1학기
(연장가능)

토익700 

3 ▣AIMS장학

인도네시아 Universitas Airlangga 3 2019.8~2020.2 1학기 토익650

일본 Tokyo Gakugei University 2 2019.10.-2020.2. 2학기
(1학기가능)

JLPT N2

일본 Tokyo Metropolitan University 1 2019.10.-2020.2. 2학기
(1학기가능)

JLPT N1

일본 Chiba University of Commerce 2 2019.10.-2019.8. 1학기 JLPT N2

일본 Osaka University 2 2019.10.-2020.2. 2학기
(1학기가능)

JLPTN1/N2

일본 Osaka City University 2 2019.10.-2020.2. 2학기
(1학기가능)

JLPT N2

일본 Doshisha University 1 2019.10.-2019.8. 1학기 JLPT N2

http://www.tlu.edu.vn/tin-tuc-dai-hoc-thuy-loi/about-thuyloi-university-4931
http://en.utc.edu.vn/
http://www.ichec.be/
http://www5.usp.br/
http://www5.usp.br/
http://www.ubd.edu.bn/
http://www.utb.edu.bn/
http://www.ual.es/
http://www.uma.es/?set_language=en
http://www.nyp.edu.sg/
http://www.northumbria.ac.uk/brochure/international/?view=Standard
http://www.christuniversity.in/display_article.php?fid=74&arid=14&f=2
http://www.international.itb.ac.id/web/
http://www.ui.ac.id/
http://www.unair.ac.id/
http://www.u-gakugei.ac.jp/english
http://www.cuc.ac.jp/eng/
http://www.osaka-u.ac.jp/ko
http://www.osaka-cu.ac.jp/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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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LTS5.0
토플61

일본 Fukui Prefectural University 2 2019.10.-2020.3 2학기
(1학기가능)

JLPT N2

일본 Kyushu University 1 2019.10.-2020.2. 2학기
(1학기가능)

JLPT N1

일본 Nagasaki University 3 2019.10.-2020.2. 2학기
(1학기가능)

JLPT N2

일본 Saga University 2 2019.10.-2020.2. 2학기
(1학기가능)

JLPT N2
IELTS5.0
토플58
토익700

일본 Kumamoto Gakuen University 2 2019.10.-2020.2. 2학기
(1학기가능)

JLPT N2

중국 Shanghai Normal University 5
2019.9-2020.2
2019.9-2020.8

1학기/ 
1년

HSK 4급

중국 Mudanjiang Normal University 5
2019.9-2020.2
2019.9-2020.8

1학기/ 
1년

HSK 5급

중국 Yangzhou University 3
2019.9-2020.2
2019.9-2020.8

1학기/ 
1년

HSK 5급

중국 Harbin University Science and Technology 5
2019.9-2020.2
2019.9-2020.8

1학기/ 
1년

HSK 4급

체코 Czech University of Life Sciences Prague 2 2019.9.-2020.2. 1학기 토익700

체코
University of South Bohemia in Ceske 
Budejovice

2 2019.9.-2020.2. 1학기 토익800

체코 University of Ostrava 2 2019.9.-2020.1. 1학기 토익700
토플65

칠레 Universidad Finis Terrae 1 2019.8.-2019.12. 1학기 DELE B2

카자흐스탄 KIMEP University 2 2019.8~2020.2 1학기 토익700 

캐나다 Brock University 1 2019.8.-2019.12. 1학기 토플88
IELTS6.5

캐나다 Memorial U of New Foundland, St. John’s 1 2019.8.-2019.12. 1학기 토플79
IELTS6.5

캐나다 Memorial U of New Foundland, Grenfell 1 2018.8.-2018.12. 1학기
토플79
IELTS6.5
토익905

캐나다 University of Regina 1 2018.8.-2018.12. 1학기 토플80
IELTS6.5

캐나다 University of the Fraser Valley 1 2019.8.-2020.5. 2학기
토플88
IELTS6.5

캐나다 University of Winnipeg 2 2019.8.-2020.5. 2학기 토플80
IELTS6.5

코스타리카 Instituto Tecnologico de Costa Rica 1 2019.8.-2020.5. 1학기 DELE B2

크로아티아
* Zagreb Schoo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2 2019.2.-2019.6. 1학기 토익700

크로아티아 University of Zagreb 2 2019.2.-2019.6. 1학기 토익850

태국 Chiang Mai University 3 2019.8~2020.2 1학기 토익700 

태국
King Mongkut’s University of Technology 
Thonburi

3 2019.8~2020.2 1학기
(연장가능)

▣AIMS장학

태국 Kasetsart University 3 2019.8~2020.2 1학기 토익700 

http://www.fpu.ac.jp/en
http://www.kyushu-u.ac.jp/en
http://www.nagasaki-u.ac.jp/en
http://www.saga-u.ac.jp/
http://www.kumagaku.ac.jp/
http://www.shnu.edu.cn
http://www.admissions.cn/mdjnu/
http://english.yzu.edu.cn/
http://www.hrbust.edu.cn/
http://www.jcu.cz/
http://www.osu.eu/
http://finisterrae.cl/
http://www.kimep.kz/en/
http://www.mun.ca/
http://www.swgc.mun.ca/Pages/default.aspx
http://www.zsem.hr/index.php/en/
http://www.unizg.hr/home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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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 자격 추가 안내 사항

폴란드 * University of Warsaw 3 2019.9.-2020.2. 1학기 토익785

폴란드 * Poznan Univ. of Economics and Business 3 2019.9.-2020.2. 1학기 토익700

폴란드 * University of Economics in Katowice 3 2019.9.-2020.2. 1학기 토익750

프랑스 Paris Diderot - Paris 7 2 2019.9.-2020.2. 1학기 DELF B1 

프랑스 * ESC Rennes School of Business 2 2019.9.-2020.2. 1학기
토플79
IELTS6.5
토익750

프랑스 Normandy Business School 2 2019.9.-2020.2. 1학기 토익700
DELFB2

프랑스 * EDHEC Business School 2 2019.9.-2020.2. 1학기
토플79
IELST6.5
토익750

프랑스
ESTACA -  Ecole Supérieure des 
Techniques Aéronautiques et de 
Construction Automobile

2 2019.9.-2020.2. 1학기

DELF B2
토플79
IELTS6.0
토익785

프랑스 Ecole d’Ingénieurs de PURPAN 2 2019.9.-2020.2. 1학기
DELF B2
토플80
IELTS6.0

필리핀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Diliman 1 2019.8~2020.2 1학기 토익700 

필리핀 Saint Louis University 2 2019.8~2020.2 1학기
(연장가능)

▣AIMS장학

호주 Curtin University 2 2019.7.-2019.11. 1학기 토플79
IELTS6.5

호주 RMIT University
2 2019.7.-2019.11. 1학기 토플79

IELTS6.5
토익9052 2019.7.-2020.6. 2학기

홍콩 Lingnan University 1 2019.2~2019.6. 1학기 IELTS6.0
토플79

※ 일본 Osaka University 지원자 중 문학(Letters), 경제학(Economics), 이학(Science) 계열 
희망자는 JLPT N1 소지 필수, 인간과학(Human Sciences), 외국어학(Foreign Studies), 
법학(Law),약학 (Pharmaceutical Sciences),공학(Engineering), 기초공학(Engineering 
Science)은 JLPT N2 소지자도 지원 가능하나 외국어학(Foreign Studies)은 JLPT N1이 
바람직함

※ 일본 Saga University는 영어트랙 지원 가능하며 기준은 IELTS 5.0 / TOEFL iBT 58 / TOEIC 700 이상
※ 일본 Doshisha University는 영어트랙 지원 가능하며 기준은 IELTS 5.0 / TOEFL iBT 61 / TOEIC 630 이상
※ 일본 Kumamoto Gakuen University의 경우 무급도 지원은 가능하나 JLPT N2 이상이 권장사항이며, 무급 
   또는 JPT로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별도 문의 바람
※ 말레이시아 University Malaya 지원자 중 경영·경제·행정전공 학과 지원자의 경우, IELTS 6.0 

이상만 지원 가능함
※ 말레이시아 University Malaya 지원자 중 경영·경제·행정전공 학과 지원자의 경우, IELTS 6.0 

이상만 지원 가능함
※ 중국은 학부 수업 과정(전공/일선/교양과목)이수 가능 한 상대교만 교환학생으로 파견, 

중국어 연수과정은 추후 글로벌해외대학파견 프로그램으로 신청 바람
※ 중국 대학에 따라 외국인 교환학생은 선택 불가능한 학과도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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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paris-diderot.fr/english/sc/site.php?bc=admission&np=echange&g=sm
http://www.ecole-management-normandie.fr/home.php
http://www.edhec.com/
http://www.purpan.fr/
http://www.upd.edu.ph/
http://www.slu.edu.ph/index.php/linkages
http://www.curtin.edu.au/
http://www.rmit.edu.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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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대학은 공인영어성적이 필요 없으나 TOEIC 700점에 상응하는 영어구사능력 필요

   (선발면접 시 영어구사능력 확인)

* 표시 대학은 경영대학생(복수전공 포함)만 지원가능.

**표시대학은 방문학생(Visiting student) 프로그램 운영대학으로 교환학생과 달리 본교 및 파

견교 등록금을 납부해야함. 기타 모든 조건 및 혜택은 교환학생과 동일함.

방문학생 프로그램 파견 대학명 파견교 등록금 비고

Lincoln University 학기 $6,200

California State Univ.-Monterey Bay 학기 $5,200

University of Nebraska-Kearney 학기 $4,500

University of Nevada-Las Vegas 학기 $11,800 공학 전공만 가능

※ 상대교 등록금은 대략적인 금액으로 환율 및 상대교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함.

■ AIMS 국비 장학 신청 기준

경영·경제/공학/언어·문화 학문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으로 아래 학교별 지원전공이 

일치하고 요구하는 언어자격을 충족해야 함(복수전공자도 신청 가능).

파견 국가 및 대학 지원가능전공(복수전공자도 가능)

말레이시아 Univ. Kebangsaan Malaysia 언어(영어영문학) / 공학(기계/화학공학) / 경영·경제

말레이시아 Univ. of Malaya 경영·경제 / 공학 / 언어·문화

말레이시아 Univ. Sains Malaysia 경영·경제 / 공학 / 언어·문화

말레이시아 Univ. of Technology Malaysia 공학(기계/화학/신소재)

인도네시아 Institute of Technology Bandung 공학(에너지자원공학과) / 자연(지구환경과학부-지질자원)

인도네시아 Univ. of Indonesia 경영·경제 / 언어·문화

태국 King Mongkut’s Univ. of Technology Thonburi 건축/공학(화학/토목/컴퓨터/전기)

필리핀 Saint Louis Univ. 경영·경제 / 공학 / 회계 (※ 4학기이상 이수자만 지원) 

브루나이 Univ. Technology Brunei 공학(기계/화학/토목/전기)

베트남 Thuy Loi Univ. 공학(토목/해양자원)

베트남 Thai Nguyen Univ. of Agriculture and Forestry 공학(환경과학/식품공학/농업경제학)

베트남 Univ.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공학(토목) / 경영·경제

※신청자는 반드시 각 학교 홈페이지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의 전공으로 수학가능한지 확인할 것

□ 선발 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1. 21.(월) ~ 1. 31.(월) 

오후3시 접수 마감
- 국제협력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접수 (직접제출 필요없음) 

선발시험(외국어구술 및 면접) 2. 7.(목) - 시간/장소 추후 별도공지

합격자 발표 2. 8.(금) - 국제협력과 홈페이지 게시 

출국 시기 2019년 7~10월 중 파견 - 각 대학별 다름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http://csumb.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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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 절차 

온라인 지원서 작성 및 

3종서류(성적,외국어,여권) 

PDF스캔본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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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대학 선발시험 합격 후에 자매대학으로부터도 수학허가를 받아야 함.  

 ※ 대학별 파견인원 및 파견조건(지원자격, 현지 체류 조건 등)은 자매대학과의 논의에 따라 선발 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

□ 온라인 제출 서류 
  - 기한: 2019. 1. 31.(목) 오후 3시

  - 온라인지원서 링크: 모든 서류는 온라인 제출

http://international.jnu.ac.kr/user/indexSub.action?codyMenuSeq=17414&siteId=international

&menuUIType=tab 

1. 국외 자매대학 파견 교환학생 온라인 신청서
Ÿ 온라인지원서 작성 전 전남대 포털에 등록된 본인 이메일 주소를 확인 후 gmail 이나 hotmail 

계정으로 변경 후 지원 할 것. (영타로 한글이름, 단어를 기입하는 아이디 사용금지)
   예) 국제협력을 영타로 rnrwpguqfur
Ÿ 인적사항을 포함한 자기소개서(동기, 계획 등)는 한국어로 작성

Ÿ 가산점 해당자는 ‘국제협력과 프로그램 기 참가 경험’에 아래 내용 작성 (미 기입 시, 가산점 

제공 하지 않음.)

     국제여름학교 버디참가자:     예) 20XX년도 국제여름학교 버디’ 

     국제여름학교 과목 수료생:    예) 20XX년도 국제여름학교 ’마케팅관리론‘ 수강’ 

     AIMS 프로그램 버디 참가자:  예) 20XX년도 X학기 AIMS 버디’

     국제협력과 CIS참가자:        예) 20XX년도 X학기 CIS 참가자

Ÿ AIMS 신청자는 지원동기 첫 줄에 <AIMS 신청자>라고 기입 후 작성 바람.

2. 전남대 성적증명서(영문) / 석차 제외, PDF 컬러 스캔본
3. 여권 사본 / 여권에 서명 후 서명란이 있는 페이지를 포함하여 PDF 컬러 스캔본
4. 공인 외국어시험성적 / PDF 컬러 스캔본
Ÿ 원본을 ETS에서 아직 받지 못했을 경우 인터넷에 나온 성적을 프린트 스크린하여 업로드 가능하

나, 추후 원본 스캔본 제출 필요)

Ÿ 독일어권 지원자는 두 과목 이상의 해당언어 관련과목(회화 관련 강의 및 독어 원어강의)을 수강

하였음을 증명하는 영문성적증명서 1부 (국어강의로 진행되는 문학 등 비 언어강의 제외) 또는 

독일언어문학과의 본교 교수(또는 강사)로부터 받은 Language Proficiency Report 1부 제출 필수

http://international.jnu.ac.kr/user/indexSub.action?codyMenuSeq=17414&siteId=international&menuUIType=t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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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 방법
l 1차 서류심사

   : 평균 평점, 졸업소요 잔여학점(이수학기), 외국어성적 자격을 갖춘 학생 전원 선발

l 2차 선발시험

    - 지원서 및 수학계획서(10%): 지원 동기, 수학 계획, 활용 계획 등을 검토 (한국어로 작성)

    - 기 이수 학기 평균 평점 (20%): 성실성 검토

    - 공인 외국어 성적(30%): 외국어능력 검토

    - 외국어구술 및 일반 면접(40%): 외국어 실제 구사력, 열의 및 태도, 학업 계획, 환경 

적응력, 인성, 향 후 양 교 간 가교 역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JPT는 일본대학 제출은 불가하나 제출 시 아래 기준표에 따라 외국어 성적 점수에 반영함. 영어 관련 공인 외국어 성

적은 일본대학 영어권 지원 시에만 반영하며 일본어권 지원 시에는 불인정함

     

l 가산점 제공 (항목 당 3점)

   - 가산점 항목

     [항목1] 국제여름학교 버디프로그램 기 참가자 (3점)

     [항목2] 국제여름학교 과목 수강생(수료자에 한 함) (3점)

     [항목3] AIMS프로그램 버디 기 참가자 (3점)

     [항목4] CIS(Chonnam International student Supporters)프로그램 참가자 (3점)

     [항목5] 학기 중 버디프로그램 우수 버디 수상자 (3점)

   - 작성 방법

     온라인 지원서 작성 시 [국제협력과 프로그램 기 참가 경험]에 해당 사항 기입, 미 기

입 시, 가산점 제공하지 않음.

     국제여름학교 버디참가자:     예) 20XX년도 국제여름학교 버디 

     국제여름학교 과목 수료생:    예) 20XX년도 국제여름학교 ’마케팅관리론‘ 수강

     AIMS 프로그램 버디 참가자:  예) 20XX년도 X학기 AIMS 버디

     CIS 참가자:                  예) 20XX년도 X학기 CIS 참가자

     우수버디 수상자:             예) 20XX년도 X학기 우수 버디 수상

TOEFL ibt TOEIC IELTS
(academic) JPT JLPT

DELE

/ZD 
HSK 배점 평균 평점 배점

110~ 950~990 9 950~990 N1 160~180 B2 6급 210~ 30 4.2 이상 20
100~109 900~949 8 900~949 N1 140~160 B1 6급 200~209 28 4.1 이상 18
95~99 850~899 7.5 850~899 N1 120~140 A2 6급 190~199 26 4.0 이상 16
90~94 826~849 7 826~849 N1 100~120 A1 6급 180~189 24 3.9 이상 14
85~89 800~825 6.5 800~825 N2 160~180 5급 210~ 22 3.8 이상 12
80~84 776~799 6 776~799 N2 140~160 5급 200~209 20 3.6 이상 10
75~79 750~775 5.5 750~775 N2 120~140 5급 190~199 18 3.4 이상 8
70~74 726~749 5 726~749 N2 90~120 5급 180~189 16 3.2 이상 6
65~69 700~725 4.5 700~725 N3 이하 4급 200~ 14 3.0 이상 4
60~64 700미만 4 700미만 무급 4급 180~199 12 3.0 미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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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합격자 선발

   - 선발시험 전체 성적(총점: 서류+면접)순으로 1지망 기관에 우선 배정하며 점수에 따라 

2, 3지망에 차등 배정 함

   - 동점자 발생 시 면접 점수 우수자 순으로 선발

   - 파견 기관 배정을 위한 심사 중 파견 담당자와 학생 간 협의를 통하여 파견TO, 본인 

외국어성적, 평균평점, 전공 등을 고려하여 학생이 희망한 1-3지망에 없는 대학으로도 

배정될 수 있음.

   - 각 대학 지원서 송부 기한일 이내 포기자가 발생하는 경우, 예비합격자 중 선발시험 성

적순으로 추천 및 파견 결정함

   - 선발시험 합격자는 자매대학 추천 대상이며 최종합격은 자매대학에서 결정함.

   - 합격 후 파견 준비과정에서 서류 미제출 또는 오리엔테이션 불참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

음

   - 대학별 파견인원 및 파견조건(지원 자격, 현지 체류 조건 등)은 자매대학과의 논의에 따라 

선발 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금 및 혜택        * 지원금은 조정될 수 있음. 

    

파견 지역 학기당 지원금

아시아  50만원

유럽/미주  100만원

AIMS국비 장학 200만원

방문학생 250만원

l 파견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의 본교 인정 <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학과에서 인정>

l 파견대학 등록금 면제 (단, 방문학생은 제외)

l 지원금 지급 (50만원~200만원, 지역 및 프로그램에 따라 차등 지급)

l 지원금 지급 관련 숙지 사항

   1) 파견 기간 중 반드시 우리 대학에 등록금을 내고 재학 상태 유지해야 함.

   2) 전체 지원금 중 50% 국제협력본부 지급, 50% 학생 소속 단과대학 지급 

      ※ AIMS 국비 장학은 100% 국제협력본부 지급

   2) 연장학기 지원금도 동일 함.

   4) 건강보험, 비자발급 등의 출국 소요경비와 파견 기간 동안의 체재비(기숙사비, 식비 

등)는 학생 본인 부담임.

   5) 미래에셋장학, 아셈듀오장학, 에라스무스장학 등 교내 추천을 거쳐 선정되는 장학에 선
발 시 학교 지원금 중복 수혜 불가함

   6) 이수하지 못한 경우 미 이수 학기에 대한 장학금 환수 (중도 포기자 또는 출석 불량/

성적불량으로 인한 학사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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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전 필수 숙지사항
  1. 대학별 학과 정보는 신청자 본인이 대학 홈페이지를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하며 전공과 

관련이 없는 학과(대학)에 지원할 수 없음. 이러한 사항을 지키지 않아 합격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우리 대학에서 책임지지 않음. (주전공학과가 없을 경우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학과로 지원 가능, 단 지원 당시 복수전공/부전공을 하고 있어야 함.)

  2. 우리 대학은 선발시험 합격자를 국외자매대학에 추천하며, 최종선발 여부는 해당 국외

자매대학에서 결정함.

  3. 각 대학과의 논의에 따라 대학별 파견 인원 및 파견 조건(지원 자격, 현지 체류 조건 

등)은 선발 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

  4. 합격자는 선발 당시의 자격요건과 재학 상태를 파견 종료 시까지 유지하여야 함.

  5.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의 우리 대학 인정은 교류 기간 종료 후 자매대학에서 성적표

를 보내 준 후에 이루어짐. 이수 가능한 학점 및 과목, 최종 인정은 우리 대학 소속 학

과에서 결정함.

  6. 2017년도 파견자부터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총 이수학점에는 포함되나 평균평점

에는 산입되지 않음.

  7. 합격 후 개인적인 사유로 참가를 취소한 경우, 이후 교환학생 및 기타 파견프로그램 지

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8. 비자 거부, 참가 포기, 자연재해, 자매대 불합격 등 기타사유로 인한 비용부담과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9. 국제협력과에서 실시하는 오리엔테이션 및 사전 소양교육 불참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

음.

 10. 영어권 합격자는 파견 시기가 겹치는 사유를 제외하고 파견 후 2019 전남대 국제여름학

교(2019. 6. 24.(월) - 7. 19.(금)를 한 과목 이상 수강해야 함.

□ 지역별 문의

아시아/AIMS국비장학 062) 530-1272 jeonbeyl@jnu.ac.kr  

유럽 062) 530-1270 gdragon@jnu.ac.kr

미주/호주   062) 530-1273 shannon@jnu.ac.kr 

일본 062) 530-1267 eunjee@jnu.ac.kr

중국 062) 530-1274 oogpgp@jnu.ac.kr

 

2019. 1. 21.

국제협력본부장

mailto:jeonbeyl@j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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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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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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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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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전남대학교 학칙 제 43조 ①항

  전남대학교와 외국대학 간 복수학위제 운영규정

  전남대학교와 외국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서 및 부속협정서

  복수학위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방안

주요내용 

복수학위제 시행 단과대학 선발학생의 수학허가 검토 후 파견학생에 대한 

교내 행정처리 및 장학금 지원

절차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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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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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국외 자매대학 또는 Study Abroad Foundation(2011년 협정체결)의 회원교

에서 학기제 또는 학년제 정규과정을 자비로 이수한 학생에게 학점을 

인정함으로써, 자매대학에서의 수학기회를 확대하고 학생교류를 활성화

하고자 함

관련법규 

 「전남대학교 학칙」제 43조 ①항

주요내용

매 학기 파견 교환학생 선발기간과 동일. 적격자에 한하여 자비유학 허가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한 파견학생의 학사 및 학적 관리

 

절차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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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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국외현장실습 프로그램

목적

매년 계절제 및 학기제 수업 중 하나로서 우리대학과 협정을 맺은 해외 

기관에서 현장실습 후, 실무언어능력 및 전공관련 업무 능력 향상

관련법규

 「전남대학교 학칙」제 38조, 제40조의②

주요내용

현장실습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참가학생 모집, 선발, 파견 및 귀국보고, 학점 인정

 

절차흐름도

1. 파견계획 수립

 ⟹

2. 모집공고 및 
신청서접수

 ⟹

3. 선발 면접 실시

Ÿ 파견기관 및 인원확정
Ÿ 선발절차 및 추진일정 

확인
Ÿ 소요예산: 소요항목 및 

금액, 예산과목 표시

Ÿ 신청서 온라인 접수
Ÿ 지원자격: 
   평점3.0이상
   4학기 이상 이수자
Ÿ 주요 지원 서류
   공인영어성적
   영문성적증명서
   영문이력서

Ÿ 선발시험 성적순으로 
하여 제 1지망 
기관에 우선 배정

Ÿ 응시자 미달여부에 
관계없이 선발시험 
외국어구술 시험 
배점의 50% 미만 
취득자는 선발 불가

Ÿ 선발위원은 2인 
이상을 위촉하여 각 
항목별 평균점수를 
산출

3월, 9월 중 4월, 10월 초 4월, 10월 말



4. 1차 선발자 결정 및 
결과발표

 ⟹

5. 파견기관 담당자 
면접

 ⟹

6.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출국준비

Ÿ 선발배점: 

Ÿ 발표: 개별연락

외국어구술 30%
학업성적 20%
일반면접 20%

공인외국어 30%

Ÿ 파견기관에 이력서 
및 지원서 송부

Ÿ 우리대학 방문 
인터뷰 혹은 화상 
인터뷰

Ÿ 파견기관의 합격 
통보 후 비자발급 
준비서류를 
보내오면, 학생에게 
전달해 학생이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

Ÿ 비자가 발급 후 
학생이 항공권 구입

Ÿ 파견 전 보험증서 
제출

4월, 10월 말 5월, 11월 초 6~7월, 12~1월

7. 수강신청 및 등록지도

 ⟹

8. 출국 및 파견

 ⟹

9. 장학금 지급

Ÿ 수강신청: 정해진 기간 
내 본교 수강신청

① 정규학기

②계절학기

과목 학점 주수
국외현장실습2 일선 18 24주
국외현장실습5 일선 12 15주

과목 학점 주수
국외현장실습1 일선 2 4주
국외현장실습4 일선 5 8주
국외현장실습6 일선 1 2주

Ÿ 일정 별 출국
Ÿ 항공권, 학생 본인 

통장사본을 받아 
장학금 지급 

정규학기: 8월,  2월
계절학기: 5월, 10월 

7월, 1월 8월, 2월

10. 귀국 후 증빙서 취합

 ⟹

11. 학점인정

Ÿ 파견기관 수료증 및 
귀국보고서 취합

Ÿ 학사과에 성적인정 
요청 공문 송부

8월, 2월 초 8월, 2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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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국제여름학교 운영

목적 

양방향 교류: 하계계절학기 과목을 영어로 강의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대학 및 해외자매대학 교수의 강의 참여와 더불어 국외 자매대학의 재

학생을 초청하여 수강하므로 써 캠퍼스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함  

관련법규 

 「전남대학교 학칙」제 43조의 ①, ②

 「전남대학교 외국기관과의 학술교류에 관한 시행지침」제3장, 제4장

 「전남대학교와 외국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서 및 부속협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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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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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흐름도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흐름도

  교과목 수요조사

  국외 자매대학 교수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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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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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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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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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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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자매대학 수강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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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내용 주관기관  검토내용 및 필요서류

1 국제여름학교 홍보물 제작 국제협력과

-우리대학 및 프로그램 장점 설명, 시행시기, 
신청기한 및 방법, 강의내용, 강의시간, 강의교
수, 문화체험 활동내용, 자매대학생 

 혜택 포함
-리플렛:4-6페이지 컬러, 3000-5000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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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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여름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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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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글로벌해외대학파견(국외언어연수)프로그램

목적

매년 학기제 수업 중 하나로서 재학생들의 외국문화 체험과 언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외국대학 부설 어학원 및 현지 언어교육 기관 등에 파견, 

언어능력향상과 더불어 문화체험 등의 기회를 갖게 함.

관련법규

 「전남대학교 학칙」제38조

주요내용 

내용 검토사항

1. 파견기관과의 논의를 통한 

파견프로그램 및 파견기관 

선정

Ÿ 파견인원수
Ÿ 파견기간
Ÿ 파견기관별 소요경비 산출(수업료, 숙박비, 

항공료, 기타비용)

2. 프로그램 참가학생 선발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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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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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흐름도 

5. 각종 서류 수합

Ÿ 파견기관등록확인증
Ÿ 서약서 2부
Ÿ 학업계획서
Ÿ 여권사본
Ÿ 항공권예약증
Ÿ 학생증
Ÿ 여행자보험증권 사본 등

6. 학교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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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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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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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선발계획 수립 공문>

2019학년도 2학기 글로벌 해외대학 파견 학생선발 계획(안)

2019학년도 2학기 「글로벌 해외대학 파견」 프로그램 파견 교환학생을 다음과 같

이 선발하고자 합니다.

         가. 파견대학 및 선발인원: 6개국 31개교 112명 

         나. 파견기간: 2019년 8월 ~ 12월 중(파견대학별 상이)

         다. 추진일정

           1)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19. 3. 18.(월)~3. 31.(일) 

           2) 선발시험(외국어 구술 및 면접): ‘19. 4. 3.(수)

           3) 합격자 발표: ‘19. 4. 4.(목)

           4) 오리엔테이션: ‘19. 4. 9.(화)

         라. 소요예산: 204,000,000원(74명×2,500,000원, 28명×500,000원)

         마. 예산과목: 국립대학육성사업

    

붙임  2019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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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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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명
  ◦지원금: 250만원 (중국어권: 파견대학 등록금 면제로 교환학생에 준해 한 학기 50만원 지원)
    ※ 파견대학 수업료 및 기숙사비, 현지 체류 비용은 학생 개인 부담임
  ◦파견기관 및 인원: 6개국 31개교 (각 대학 별 파견인원은 조정가능) 

언어 국가 기관명 프로그램 기간 인원(명) 외국어자격

영어

뉴질랜드  Lincoln U 8.26.~12.20.

50

없음
미국  Columbus State U 8.16.~12.06. 없음
미국  Murray State U 8.20.~12.13. 없음
미국  Salisbury U 8.19.~12.20. 없음
미국  U of Missouri-Columbia 8.28.~12.07. TOEIC 500
미국  U of Central Oklahoma 8.28.~12.07. 없음
미국  U of South Carolina 8.20.~12.1. 없음
미국  Bloomfield College 8.20.~12.1. TOEIC 500
미국  California State U - Stanislaus 8.22.~12.12. 없음

캐나다  U of Regina 9.3.~12.14. 없음
캐나다  U of Winnipeg 9.3.~12.14. 없음
캐나다  Memorial U of Newfoundland-Grenfell 9.3.~12.14. TOEIC 500
캐나다  Brock U 9.3.~12.13. 없음

불어 프랑스  L'U Catholique de l'Ouest 10.3.~2.3. 12 없음
독어 독일  Friedlich Schiller U-Jena 10.3.~2.9. 12 없음

중국어

중국  Anhui U 19.9~20.01 2 HSK4급
중국  Fudan U 19.9~20.01 2 HSK5급
중국  Harbin Engineering U 19.9~20.01 2 HSK4급
중국  Harbin U of Commerce 19.9~20.01 2 없음
중국  Harbin U of Science And Technology 19.9~20.01 3 없음
중국  Jiangxi Normal  U 19.9~20.01 2 없음
중국  Jilin Huaqiao Foreign Languages Institute 19.9~20.01 4 없음
중국  Mudanjiang Normal U 19.9~20.01 1 없음
중국  Nankai U 19.9~20.01 1 HSK5급
중국  Shandong U of Science and Technology 19.9~20.01 4 없음
중국  Shanghai International Studies U 19.9~20.01 2 HSK4급
중국  Sun Yat Sen U 19.9~20.01 2 HSK5급
중국  Tianjin Normal U 19.9~20.01 2 없음
중국  Wenzhou U 19.9~20.01 2 없음
중국  Yanbian U 19.9~20.01 2 없음
중국  Yangzhou U 19.9~20.01 5 없음

합계 합계 6개국 31개교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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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Memorial U of Newfoundland-Grenfell은 2018년도 2학기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변경 될 
수 있음 

※ 각 대학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3. 선발 방법
  ◦공개 선발: 온라인지원서 작성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심사기준: 서류 70점 + 성적 30점 = 총 100점
    - 서류심사 70점 (지원동기 20, 준비계획 25, 활동계획 25)
    - 성적 30점 

  
  ※ 영어권을 제외 한 중국어권, 불어권, 독어권 지원자는 면접 예정
    
4. 지원 자격 
  ◦1학년: 파견 당시 1학년 1학기를 이수하고, 평균 평점 2.5이상
  ◦2-3학년: 신청일 현재 기 이수학기가 6학기 이하이고, 평균 평점 2.5이상
  ※ ‘19학년도 2학기(파견 학기) 전남대 등록 필수

5. 추진 일정 

※ 상기 일정은 기관 별 파견일정 및 추가 선발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일정 비고

공고 및 지원서 접수
‘19.03.18.(월)~03.31.(일)

오후 10시 마감

국제협력본부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후, 아래 제출서류를 PDF 

파일로 업로드

★온라인 제출서류★

(포털 로그인 후 → http://international.jnu.ac.kr - 

Outbound Programs - Language Program – Application)

1. 여권사본 1부  2. 외국어 성적(해당자)

※ 여권이 없을 경우 신청 후 발급확인서를 업로드 할 것

서류합격자 발표 ‘19.04.02.(화) 오전 국제협력본부 홈페이지에 공지(개별 공지 없음)

면접
(중국어권 지원자) ‘19.04.03.(수) 면접시간 개별 공지

면접
(불어권, 독어권 지원자) 추후 공지 면접시간 개별 공지

합격자 발표 ‘19.04.04.(목) 오후 6시 국제협력본부 홈페이지 공지(개별 공지 없음)

합격자 오리엔테이션 ‘19.04.09.(화) 오후 3시
국제협력본부 홈페이지 공지(개별 공지 없음)

※ 불참 시 자동 탈락(결강사유서 배부)

파견대학 지원서작성 ‘19.04.09.(화)~04.16.(화) 파견 대학 별로 진행 예정

파견대학 지원서송부 ‘19.04.17.(수)~

지원동기 배점 준비계획 배점 활동계획 배점 평균 평점 배점 총점

상 20 상 25 상 25 4.0이상 30 100

중 15 중 20 중 20 3.6이상 25 80

하 10 하 15 하 15 3.0이상 20 60

미흡 5 미흡 10 미흡 10 2.5이상 1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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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점 인정 
  ◦ 성적표 및 귀국서류를 제출자에 한해 학점인정하며 졸업이수 총 학점 및 학기

에 포함
  ◦ 파견 국가에 따라 아래 두 과목 중 택 일 하여 수강신청기간에 포털에서 수강 

신청

인정학점 과목명 성적처리 파견국가

일선 12학점 (15주 이상) 글로벌해외연수1 등급제 (A+~F) 뉴질랜드, 미국, 프랑스, 독일, 중국

일선 9학점 (12주 이상) 글로벌해외연수2 등급제 (A+~F) 캐나다

  ◦ 성적인정: 파견 교에서의 성적은 전남대 성적 기준에 따라 평가되며, 그 평가 결과
는 그대로 전남대 학점에 반영

7. 파견 연장자 관리
  ◦ 1년 파견자의 경우 반드시 아래 해당과목 수강 신청 후 두 번째 학기 역시 전

남대에 등록하여 재학상태를 유지

인정학점 과목명 성적처리 조건 지원금

교양 9학점 글로벌해외연수3 S/U
연장학기(정규학기)에 전남대 등록금 

납부 및 재학상태 유지 
250만원

※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전남대 자유학기제 도입과 관련하여 글로벌해외연수1, 2, 3, 4 

과목이 신설되었습니다.

8. 파견자 숙지사항
  ◦파견 기간 반드시 전남대 등록(등록금 납부)하여 재학상태를 유지

  ◦파견 및 귀국 직후, 각각 도착보고서, 귀국보고서를 국제협력과 홈페이지에 업로

드

  ◦과정수료를 원칙으로 하며, 파견기간동안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함. 연수 미 이
수 시(출석 또는 성적미달로 F받는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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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 추천을 거쳐 미래에셋해외교환 장학에 선발 시 학교 지원금 중복 수혜 불가

인정학점 과목명 인정학점 과목명

일선 12학점 글로벌해외연수1(UNV5045) 일선 9학점 글로벌해외연수2(UNV5046)

교양 9학점 글로벌해외연수3(CLT0876) 일선 15학점 글로벌해외연수4(UNV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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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각 대학별 소요비용
연번 국가 대학명 단위 파견교 총 소요비용

(수업료+숙소+식비+부대경비)
주수

1 뉴질랜드
(홈스테이) Lincoln U

원 10,932,800
15

NZD 13,666

2 미국 Columbus State U
원 12,075,000 16

USD 10,500

3 미국 Murray State U
원 9,625,000 16

USD 8,500

4 미국 Salisbury U
(10명 이상 파견 시 수업료 10%감면)

원 11,328,060
15

USD 9,850

5 미국 U of Missouri-Columbia
(10명 이상 파견 시 수업료 10%감면)

원 12,305,000
15

USD 10,700

6 미국 U of Central Oklahoma
원 9,947,500

16
USD 8,650

7 미국 South Carolina U
원 13,455,000

15.5
USD 11,700

8 미국 Bloomfield College
원 13,340,000

16
USD 11,600

9 미국 California State U - Stanislaus 
원 13,340,000

15
USD 11,600

10 캐나다
(홈스테이) U of Regina

원 6,930,000 13
CAD 7,700

11 캐나다
(홈스테이)

U of Winnipeg
(10명 이상 파견 시 수업료 10%감면)

원 6,795,000
14

CAD 7,550

12 캐나다 Memorial U
-Grenfell

원 6,300,000
13

CAD 7,000

13 캐나다
(홈스테이)

Brock University
(10명 이상 파견 시 수업료 10%감면)

원 7,650,000
14

CAD 8,500

14 프랑스
(홈스테이) L’U Catholique de l'Ouest

원 8,580,000
16

EUR 6,600

15 독일 U of Jena
원 4,810,000

15
EUR 3,700

16 중국 Anhui U외 15개 대학
원 3,400,000

16
CNY 20,000

  

▷ 적용환율 1USD=1,150원, 1NZD=800원, 1CAD=900원, 1EUR=1,300원, 1CNY=170원 기준
▷ 주수시수는 대학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해당대학과의 협의를 거쳐 산정한 경비로서 환율 및 현지사정, 파견 인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식비는 본인이 선택한 플랜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부대경비란 수업 교재비, 파견대학 보험료, 학교 내 부대시설 이용료 등을 뜻하며 학교에 따라 다름
▷ 독일 예나대학은 기숙사 신청은 할 수 있으나 보장은 못 함. 기숙사 불합격 시 외부 숙소를 개인적으로 구해야 함. (합격자는 독문과에서 실시하는 오리엔테이션에서 숙소에 관한 안내 예정)
▷ 중국은 수업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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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대학 소개>

글로벌 해외대학 파견 학교 별 프로그램 안내

※ 학교 별 프로그램 내용은 파견 대학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뉴질랜드 Lincoln University

- 홈페이지: http://www.lincoln.ac.nz 
- 위치: 뉴질랜드 남섬 크라이스트처치
- 개요: 영어 연수프로그램
- 기간: 2019.8.26.~2019.12.20.
- 비용: NZD13,666
- 소요내역: 수업료, 홈스테이(식비포함), 

부대경비(원서비, 교재비, 
파견대학보험료, 교내시설 이용료 등)

- 공항픽업: 2019.7.27.(변동가능)
- 픽업공항: Christchurch International Airport
- 비자: Student Visa

  

 
- 일정(샘플 일정이며, 변동 가능 함. 본인 레벨에 따라 과목 및 수업시수가 변경될 수 있음.)

   

연번 과목명 주당 시수 총 시간

1 Academic  Writing 5 80

2 Academic Reading 5 80

3 Listening & Speaking 5 80
4 Research Skills & Reports 3 48
5 Grammar 2 32

20 320

 -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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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Columbus State University

- 홈페이지: 
https://continuinged.columbusstate.edu
/international-esl/ 

- 위치: 미국 조지아주 콜럼버스
- 개요: 영어 연수프로그램
- 기간: 2019.8.16.~2019.12.06.
- 비용: USD10,500
- 소요내역: 수업료, 기숙사, 식비, 

부대경비(원서비, 교재비, 
파견대학보험료, 교내시설 이용료 등)

- 공항픽업: 2019.8.15(변동가능)
- 픽업공항: Hartsfield Jackson Airport 

(ATL)
- 비자: J or F Visa
※ 2018년도 1학기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변경 될 수 있음 

  

 
- 일정(샘플 일정이며, 변동 가능 함. 본인 레벨에 따라 과목 및 수업시수가 변경될 수 있음.)

   

연번 과목명 주당 시수 총 시간

1 Reading  and Vocabulary 4 60
2 Academic Writing 4 60
3 Listening and Speaking 4 60
4 English Grammar 4 60
5 Intensive English Add-on 4 60

20 300

 -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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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Murray State University

- 홈페이지: 
http://murraystate.edu/students/Interna
tional/ESLMain/index.aspx 

- 위치: 미국 켄터키주 머레이
- 개요: 영어 연수프로그램
- 기간: 2019.8.20.~2019.12.13.
- 비용: USD8,500
- 소요내역: 수업료, 기숙사, 식비, 

부대경비(원서비, 교재비, 
파견대학보험료, 교내시설 이용료 등)

- 공항픽업: 2019.8.16.(변동가능)
- 픽업공항: Nashville,Tennessee (BNA)
- 비자: F Visa

  

 
- 일정(샘플 일정이며, 변동 가능 함. 본인 레벨에 따라 과목 및 수업시수가 변경될 수 있음.)

 

연번 과목명 주당 시수 총 시간

1 Applied  Grammar (L1-6) 4 (L1-6) 64
2 Academic Writing (L1-6) 4 (L1-6) 64
3 Reading (L1-6) 4 (L1-5); 2 (L6) 64
4 Listening (L1-6) 4 (L1-5); 2 (L5-6) 64
5 Conversation (L1-4) 2 (L1-4) 32
6 Speech Development (L1-4) 2 (L1-4) 32
7 Oral Skills Workshop (L5-6) 4 8

8 Error  Analysis (L1-6) 2 32

9 TOEFL  Preparation (L6) 2 32

10 Transition  (New students only) 1 8

21 328

 

- 사진

http://murraystate.edu/students/International/ESLMain/index.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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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 Salisbury University

- 홈페이지: 
www.salisbury.edu/intled/eli/ellp/ 

- 위치: 미국 메릴랜드주 솔즈베리
- 개요: 영어 연수프로그램
- 기간: 2019.8.19.~2019.12.20.
- 비용: USD9,850
- 소요내역: 수업료, 기숙사, 식비, 

부대경비(원서비, 교재비, 
파견대학보험료, 교내시설 이용료 등)

- 공학픽업: 2019.8.18.~19.(변동가능)
- 픽업공항: Baltimore Washington       

       International (BWI)
- 비자: J or F Visa
※ 2018년도 2학기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변경 될 수 있음

  

 
- 일정(샘플 일정이며, 변동 가능 함. 본인 레벨에 따라 과목 및 수업시수가 변경될 수 있음.)

   

연번 과목명 주당 시수 총 시간

Level 1 4 core courses  + Lab
18 

hrs/wk
15 wks @ 18hrs

Level 2 4  core courses + Lab
18 

hrs/wk
15 wks @ 18hrs

Level 3 4  core courses, 2 electives + TOEFL prep
18 

hrs/wk
15 wks @ 18hrs

Level 4 4  core courses, 2 electives + TOEFL prep
18 

hrs/wk
15 wks @ 18hrs

 - 사진

http://www.salisbury.edu/intled/eli/e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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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 홈페이지: 
http://asia.missouri.edu/miti/lead.php 

- 위치: 미국 미주리주 콜럼비아
- 개요: 영어 연수프로그램
- 기간: 2019.8.28.~2019.12.07.
- 비용: USD10,700
- 소요내역: 수업료, 기숙사, 식비, 

부대경비(원서비, 교재비, 
파견대학보험료, 교내시설 이용료 등)

- 공항픽업: 2019.8.27.(변동가능)
- 픽업공항: Saint Louis, MO or 

Columbia, MO
- 비자: J Visa

  

 
- 일정(샘플 일정이며, 변동 가능 함. 본인 레벨에 따라 과목 및 수업시수가 변경될 수 있음.)

   

연번 과목명 주당 시수 총 시간

1 Professional Communication Course 6 96

2 Professional Writing 3 48

3 Global Leadership Development 3 48

4 Trends and Culture in America 3 48

5 Critical Thinking & Problem Solving 3 48

18 288

 

- 사진

http://asia.missouri.edu/miti/lead.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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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국 University of Central Oklahoma

- 홈페이지: 
http://www.thelanguagecompany.com/i
ndex.php?edmond-ok 

- 위치: 미국 오클라호마주 에드몬드
- 개요: 영어 연수프로그램
- 기간: 2019.8.28.~2019.12.07.
- 비용: USD8,650
- 소요내역: 수업료, 기숙사, 식비, 

부대경비(원서비, 교재비, 
파견대학보험료, 교내시설 이용료 등)

- 공항픽업: 2019.8.27(변동가능)
- 픽업공항: Will Rogers Airport (OKC)
- 비자: F Visa

  

 
- 일정(샘플 일정이며, 변동 가능 함. 본인 레벨에 따라 과목 및 수업시수가 변경될 수 있음.)

   

연번 과목명 주당 시수 총 시간

1 English Communication 5 80

2 English Grammar 10 160

3 English Reading 5 80

4 English Composition 5 80

25 400

 - 사진

http://www.thelanguagecompany.com/index.php?edmond-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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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국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 홈페이지: 
http://www.epi.sc.edu/intensive-english 

- 위치: 미국 사우스캘롤라이나주 콜럼비아
- 개요: 영어 연수프로그램
- 기간: 2019.8.20.~2019.12.1.
- 비용: USD11,700
- 소요내역: 수업료, 기숙사, 식비, 

부대경비(원서비, 교재비, 
파견대학보험료, 교내시설 이용료 등)

- 픽업공항: Columbia Metropolitan 
Airport (CAE)

- 비자: F or J Visa
  

 
- 일정(샘플 일정이며, 변동 가능 함. 본인 레벨에 따라 과목 및 수업시수가 변경될 수 있음.)

   

연번 과목명 주당 시수 총 시간

1 Writing & Grammar 8 128
2 Reading & Vocabulary 8 128
3 Speaking & Listening 8 128
4 [옵션강좌] Graduate Record Examination (GRE) Prep. 5 - 10 varies

5 [옵션강좌] TOEFL Preparation 5 - 10 varies

24 384

 

- 사진

http://www.epi.sc.edu/intensive-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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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국 Bloomfield College

- 홈페이지: http://www.bloomfield.edu/
- 위치: 미국 뉴욕주 블룸필드 
- 개요: 영어 연수프로그램
- 기간: 2019.8.20.~2019.12.1.
- 비용: USD11,600
- 소요내역: 수업료, 기숙사, 식비, 

부대경비(원서비, 교재비, 
파견대학보험료, 교내시설 이용료 등)

- 공항픽업: 2019.8.18.(변동가능)
- 픽업공항: Newark International 

Airport(EWR) 
- 비자: F Visa

  

 
- 일정(샘플 일정이며, 변동 가능 함. 본인 레벨에 따라 과목 및 수업시수가 변경될 수 있음.)

   

연번 과목명 주당 시수 총 시간

1 Listening & Speaking 8 128

2 Reading & Writing 8 128

4 Culture & Communication 9 144

5 TOEFL 2 32

27 432

 - 사진

http://www.bloomfield.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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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국 California State University - Stanislaus

- 홈페이지: https://www.csustan.edu/ 
- 위치: 미국 캘리포니아주 털록
- 개요: 영어 연수프로그램
- 기간: 2019.8.22.~2019.12.12.
- 비용: USD11,600
- 소요내역: 수업료, 기숙사, 식비, 

부대경비(원서비, 교재비, 
파견대학보험료, 교내시설 이용료 등)

- 공항픽업: 2019.8.18.(변동가능)
- 비자: J1 Visa

  

 - 일정(샘플 일정이며, 변동 가능 함. 본인 레벨에 따라 과목 및 수업시수가 변경될 수 있음.)

   

연번 과목명 주당 시수 총 시간

1 Level 1  Integrated Skills 5.5 82.5

2 Level 1 Vocabulary 3 45

4 Level 1 Grammar 4.5 67.5

5 Level 1 Pronunciation 1.5 22.5

6 Level 1 American Culture 3 45

7 Level 1 Communication Skills 3 45

20.5 307.5

   

 -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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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캐나다 University of Regina

- 홈페이지: http://www.uregina.ca/esl 
- 위치: 캐나다 세스케추완주 레자이나
- 개요: 영어 연수프로그램
- 기간: 2019.9.3.~2019.12.14.
- 비용: CAD11,327
- 소요내역: 수업료, 홈스테이, 

부대경비(교재비, 파견대학보험료, 교내 
부대시설 이용료 등), 식비 불포함

- 공항픽업: 있음
- 도착공항: Regina International Airport
- 비자: eTA   

 
- 일정(샘플 일정이며, 변동 가능 함. 본인 레벨에 따라 과목 및 수업시수가 변경될 수 있음.)

   

연번 과목명 주당 시수 총 시간

1 Core English Skills
 - Listening / Speaking / Reading / Writing

15

2 Communication 3

3 grammar & Writing 3

21 252

 

- 사진

http://www.uregina.ca/e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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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캐나다 University of Winnipeg

- 홈페이지: www.uwinnipeg.ca/elp/  
- 위치: 캐나다 매니토바주 위니펙
- 개요: 영어 연수프로그램
- 기간: 2019.9.3.~2019.12.14.
- 비용: CAD7,550
- 소요내역: 수업료, 홈스테이(식비포함), 

부대경비(원서비, 교재비, 
파견대학보험료, 교내시설 이용료 등)

- 공식픽업일: 홈스테이 가정과 논의
- 픽업공항: James Richardson           

       International Airport
           (Winnipeg, Manitoba)
- 비자: eTA

  

 
- 일정(샘플 일정이며, 변동 가능 함. 본인 레벨에 따라 과목 및 수업시수가 변경될 수 있음.)

   

연번 과목명 주당 시수 총 시간

1 Core English Skills
 - Listening / Speaking / Reading / Writing

15 210

2 Afternoon Seminars 8 112

23 322

 

- 사진

http://www.uwinnipeg.ca/elp/


- 611 -

12. 캐나다 Memorial U of Newfoundland (Grenfell Campus)

- 홈페이지: www.grenfell.mun.ca  
- 위치: 캐나다 뉴펀들랜드주 코너브룩
- 개요: 영어 연수프로그램
- 기간: 2019.9.3.~2019.12.14
- 비용: CAD7,000
- 소요내역: 수업료, 기숙사, 식비, 

부대경비(교재비, 파견대학보험료, 교내 
부대시설 이용료 등)

- 공항픽업: 2019. 9. 2.(변동가능)
- 픽업공항: Deer Lake Airport (YDF)
- 비자: eTA
※ 2018년도 학기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변경 될 수 있음

  

 
- 일정(샘플 일정이며, 변동 가능 함. 본인 레벨에 따라 과목 및 수업시수가 변경될 수 있음.)

   

연번 과목명 주당 시수 총 시간

1 Integrated Academic English Skills 13 196

2 Grammar and Vocabulary 3 39

3 Language Lab 2 26

4 Canadian Culture and Society 2 26

5 Discussion Sessions 5 65

25 352

 - 사진

http://www.grenfell.mun.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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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캐나다 Brock University

- 홈페이지: https://brocku.ca/  
- 위치: 캐나다 온타리오주 세인트캐서린스
- 개요: 영어 연수프로그램
- 기간: 2019.9.3.~2019.12.13.
- 비용: CAD8,500
- 소요내역: 수업료, 홈스테이(식비포함), 

부대경비(원서비, 교재비, 
파견대학보험료, 교내시설 이용료 등)

- 공항픽업: 2019. 9. 1.(변동가능)
- 픽업공항: Toronto Pearson Airport
- 비자: eTA   

 - 일정(샘플 일정이며, 변동 가능 함. 본인 레벨에 따라 과목 및 수업시수가 변경될 수 있음.)

   

연번 과목명 주당 시수 총 시간

1 Speaking 5 65

2 Listening 5 65

3 Writing 5 65

4 Reading 5 65

5 Project 5 65

325

 

- 사진

http://www.grenfell.mun.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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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프랑스 L’Université Catholique de l'Ouest

- 홈페이지: 
http://www.uco.fr/l-universite/facultes-i
nstituts/centre-international-d-etudes-fr
ancaises-61516.kjsp

- 위치: 프랑스 페이 드 라 루아르주 앙제
- 개요: 프랑스어 연수프로그램
- 기간: 2019.10.3.~2020.2.3.
- 비용: EUR6,600 

- 소요내역: 수업료, 홈스테이(식비포함), 
부대경비(교재비, 파견대학보험료, 교내 
부대시설 이용료 등)

- 공항픽업: 없음
- 비자: D visa

 - 일정(샘플 일정이며, 변동 가능 함. 본인 레벨에 따라 과목 및 수업시수가 변경될 수 있음.)

   

 

- 사진

http://www.uco.fr/l-universite/facultes-instituts/centre-international-d-etudes-francaises-61516.k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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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독일 Friedlich Schiller University-Jena

 

 - 일정(샘플 일정이며, 변동 가능 함. 본인 레벨에 따라 과목 및 수업시수가 변경될 수 있음.)

   

연번 과목명 주당 시수 총 시간

1 Leseverstehen 3 45

2 Konversation 3 45

3 Basiskurs 1 3 45

4 Basiskurs 2 3 45

5 Kommunikative Grammatik 3 45

6 Phonetik 3 45

18 270

 

- 사진

- 홈페이지: http://www.uni-jena.de/spz
- 위치: 독일 중부 튀링겐주 예나
- 개요: 독일어 연수프로그램
- 기간: 2019.10.3.~2020.2.9.
- 비용: EU3,700
- 소요내역: 수업료, 기숙사, 식비, 

부대경비(교재비, 파견대학보험료, 교내 
부대시설 이용료 등)

   *독일 예나대학은 기숙사 신청은 할 수 있으나 
보장은 못 함. 기숙사 불합격 시 외부 숙소를 
개인적으로 구해야 함. (합격자를 대상으로 독
문과에서 실시하는 오리엔테이션에서 숙소에 

관하여 안내 예정임.)

- 공항픽업: 없음
- 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

http://www.uni-jena.de/sp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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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중국 Anhui University

- 일정(샘플 일정이며, 변동 가능 함. 본인 레벨에 따라 과목 및 수업시수가 변경될 수 있음.)

   

연번 과목명 주당 시수 총 시간

1 Intermediate Chinese 6 108
2 Chinese Listening and Speaking 6 108
3 Chinese Culture 2 36
4 HSK Guide(Level 5) 2 36
5 Chinese Writing 2 36
6 Chinese Newspaper Reading 2 36

20 352

 - 사진

- 홈페이지: http://www.ahu.edu.cn/
- 위치: 중국 안휘성 합비시
- 개요: 중국어 연수프로그램
- 기간: 2019.9~2020.1
- 소요내역: 기숙사, 식비,
  부대경비(교재비, 파견대학보험료, 교내 

부대시설 이용료 등)
  중국은 상대 학교 수업료 면제
- 비자: 학생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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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중국 Fudan University

- 사진

- 홈페이지: 
http://www.fudan.edu.cn/2016/index.ht
ml

- 위치: 중국 상해
- 개요: 중국어 연수프로그램
- 기간: 2019.9~2020.1
- 소요내역: 기숙사, 식비,
  부대경비(교재비, 파견대학보험료, 교내 

부대시설 이용료 등)
  중국은 상대 학교 수업료 면제
- 비자: 학생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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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중국 Harbin Engineering University

 

- 일정(샘플 일정이며, 변동 가능 함. 본인 레벨에 따라 과목 및 수업시수가 변경될 수 있음.)

   

연번 과목명 총 시간

1 汉语听力口语 96
2 汉语综合 128
3 报刊阅读 64
4 汉语写作基础 32
5 现代汉语语法 32

352

- 사진

- 홈페이지: http://www.hrbeu.edu.cn/
- 위치: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
- 개요: 중국어 연수프로그램
- 기간: 2019.9~2020.1
- 소요내역: 기숙사, 식비,
  부대경비(교재비, 파견대학보험료, 교내 

부대시설 이용료 등)
  중국은 상대 학교 수업료 면제
- 비자: 학생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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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중국 Harbin University of Commerce

 - 일정(샘플 일정이며, 변동 가능 함. 본인 레벨에 따라 과목 및 수업시수가 변경될 수 있음.)

연번 과목명 주당 시수 총 시간

1 汉语综合 6 96
2 汉语听力 4 64
3 汉语口语 4 64
4 HSK 3 48
5 中国概况 1 16
6 中国文化 3 48
7 体育 1 16

22 352

 - 사진

- 홈페이지: http://www.hrbcu.edu.cn/
- 위치: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
- 개요: 중국어 연수프로그램
- 기간: 2019.9~2020.1
- 소요내역: 기숙사, 식비,
  부대경비(교재비, 파견대학보험료, 교내 

부대시설 이용료 등)
  중국은 상대 학교 수업료 면제
- 비자: 학생비자

http://www.hrbcu.edu.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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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중국 Harbi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 일정(샘플 일정이며, 변동 가능 함. 본인 레벨에 따라 과목 및 수업시수가 변경될 수 있음.)

연번 과목명 총 시간

1 Comprehensive Ⅰ 64
2 Comprehensive Ⅱ 64
3 Oral chineseⅠ 48
4 Oral chineseⅡ 48
5 Listening Ⅰ 32
6 Listening Ⅱ 32
7 Reading 32

320

 - 사진

- 홈페이지: http://www.hrbust.edu.cn
- 위치: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
- 개요: 중국어 연수프로그램
- 기간: 2019.9~2020.1
- 소요내역: 기숙사, 식비,
  부대경비(교재비, 파견대학보험료, 교내 

부대시설 이용료 등)
  중국은 상대 학교 수업료 면제
- 비자: 학생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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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중국 Jiangxi Normal University

 

- 일정(샘플 일정이며, 변동 가능 함. 본인 레벨에 따라 과목 및 수업시수가 변경될 수 있음.)

 - 사진

- 홈페이지: http://www.jxnu.edu.cn/
- 위치: 중국 강서성 난창시
- 개요: 중국어 연수프로그램
- 기간: 2019.9~2020.1
- 소요내역: 기숙사, 식비,
  부대경비(교재비, 파견대학보험료, 교내 

부대시설 이용료 등)
  중국은 상대 학교 수업료 면제
- 비자: 학생비자

연번 과목명 주당 시수 총 시간

1 汉语口语 4 64

2 汉语听力 4 64

3 汉语综合 6 96

4 汉语阅读 4 64

18 288

http://www.jxnu.edu.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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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중국 Jilin Huaqiao Foreign Languages Institute

 

- 일정(샘플 일정이며, 변동 가능 함. 본인 레벨에 따라 과목 및 수업시수가 변경될 수 있음.)

 

- 사진

- 홈페이지: http://www.hqwy.com/
- 위치: 중국 길림성 장춘시
- 개요: 중국어 연수프로그램
- 기간: 2019.9~2020.1
- 소요내역: 기숙사, 식비,
  부대경비(교재비, 파견대학보험료, 교내 

부대시설 이용료 등)
  중국은 상대 학교 수업료 면제
- 비자: 학생비자

연번 과목명 주당 시수 총 시간

1 Intermediate Comprehensive Chinese 8 128

2 Intermediate Spoken Chinese 6 96

3 Intermediate Chinese Listening 4 64

4 Intermediate Chinese Reading 2 32

20 320

http://www.hqw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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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중국 Mudanjiang Normal University

- 일정(샘플 일정이며, 변동 가능 함. 본인 레벨에 따라 과목 및 수업시수가 변경될 수 있음.)

- 사진

- 홈페이지: http://www.mdjnu.cn/
- 위치: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
- 개요: 중국어 연수프로그램
- 기간: 2019.9~2020.1
- 소요내역: 기숙사, 식비,
  부대경비(교재비, 파견대학보험료, 교내 

부대시설 이용료 등)
  중국은 상대 학교 수업료 면제
- 비자: 학생비자

연번 과목명 주당 시수 총 시간

1 汉语综合 10 160
2 汉语口语 6 96
3 汉语听力 4 64
4 中国传统文艺 2 32
5 中国生活实践 1 16
6 中国文化讲座 1 16

24 384

http://www.mdjnu.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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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중국 Nankai University

- 사진

- 홈페이지: http://www.nankai.edu.cn/
- 위치: 중국 천진
- 개요: 중국어 연수프로그램
- 기간: 2019.9~2020.1
- 소요내역: 기숙사, 식비,
  부대경비(교재비, 파견대학보험료, 교내 

부대시설 이용료 등)
  중국은 상대 학교 수업료 면제
- 비자: 학생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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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중국 Shand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 일정(샘플 일정이며, 변동 가능 함. 본인 레벨에 따라 과목 및 수업시수가 변경될 수 있음.)

 - 사진

- 홈페이지: http://en.sdust.edu.cn/
- 위치: 중국 산동성 청도시
- 개요: 중국어 연수프로그램
- 기간: 2019.9~2020.1
- 소요내역: 기숙사비 면제, 
  식비, 부대경비(교재비, 파견대학보험료, 

교내 부대시설 이용료 등)
  중국은 상대 학교 수업료 면제
- 비자: 학생비자

연번 과목명 주당 시수 총 시간

1 Intermediate Level Intensive Reading 6 96
2 Intermediate Level Oral Chinese 4 64
3 Intermediate Level Listening Skills 4 64
4 Intermediate Level Chinese Writing 4 64
5 HSK5 Practice 4 64

22 352

http://en.sdust.edu.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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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중국 Shanghai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 일정(샘플 일정이며, 변동 가능 함. 본인 레벨에 따라 과목 및 수업시수가 변경될 수 있음.)

 

 

- 사진

- 홈페이지: http://www.shisu.edu.cn/
- 위치: 중국 상해
- 개요: 중국어 연수프로그램
- 기간: 2019.9~2020.1
- 소요내역: 기숙사, 식비, 

부대경비(교재비, 파견대학보험료, 교내 
부대시설 이용료 등)

  중국은 상대 학교 수업료 면제
- 비자: 학생비자

연번 과목명

1 汉语精读
2 汉语阅读
3 汉语听与说
4 汉语视听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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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중국 Sun Yat Sen University

 - 사진

- 홈페이지: 
http://www.sysu.edu.cn/2012/en/index.h
tm

- 위치: 중국 광주 
- 개요: 중국어 연수프로그램
- 기간: 2019.9~2020.1
- 소요내역: 기숙사, 식비, 

부대경비(교재비, 파견대학보험료, 교내 
부대시설 이용료 등)

  중국은 상대 학교 수업료 면제
- 비자: 학생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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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중국 Tianjin Normal University

 

- 일정(샘플 일정이며, 변동 가능 함. 본인 레벨에 따라 과목 및 수업시수가 변경될 수 있음.)

- 사진

- 홈페이지: http://www.tjnu.edu.cn/
- 위치: 중국 천진
- 개요: 중국어 연수프로그램
- 기간: 2019.9~2020.1
- 소요내역: 기숙사, 식비,
  부대경비(교재비, 파견대학보험료, 교내 

부대시설 이용료 등)
  중국은 상대 학교 수업료 면제
- 비자: 학생비자

연번 과목명 주당 시수 총 시간

1 综合汉语 8 128
2 中级应用口语 4 64
3 汉语听力 4 64
4 中国文化概况 4 64

20 320

http://www.tjnu.edu.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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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중국 Wenzhou University

 
- 일정(샘플 일정이며, 변동 가능 함. 본인 레벨에 따라 과목 및 수업시수가 변경될 수 있음.)

 - 사진

- 홈페이지: http://www.wzu.edu.cn/
- 위치: 중국 절강성 온주시
- 개요: 중국어 연수프로그램
- 기간: 2019.9~2020.1
- 소요내역: 기숙사, 식비,
  부대경비(교재비, 파견대학보험료, 교내 

부대시설 이용료 등)
  중국은 상대 학교 수업료 면제
- 비자: 학생비자

연번 과목명 주당 시수 총 시간

1 Integrated Chinese VII 8 128

2 Chinese Listening and Speaking VII 6 96

3 Chinese Writing V 4 64

18 288

http://www.wzu.edu.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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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중국 Yanbian University

 

 - 일정(샘플 일정이며, 변동 가능 함. 본인 레벨에 따라 과목 및 수업시수가 변경될 수 있음.)

 - 사진

- 홈페이지: http://www.ybu.edu.cn 
- 위치: 중국 길림성 연길시
- 개요: 중국어 연수프로그램
- 기간: 2019.9~2020.1
- 소요내역: 기숙사, 식비 

부대경비(교재비, 파견대학보험료, 교내 
부대시설 이용료 등)

  중국은 상대 학교 수업료 면제
- 비자: 학생비자

연번 과목명 주당 시수 총 시간

1 汉语教程 8 128

2 汉语口语 8 128

3 汉语听力 8 128

24 384

http://www.ybu.edu.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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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중국 Yangzhou University

 
 

- 일정(샘플 일정이며, 변동 가능 함. 본인 레벨에 따라 과목 및 수업시수가 변경될 수 있음.)

 - 사진 

- 홈페이지: http://www.yzu.edu.cn/
- 위치: 중국 강소성 양주시
- 개요: 중국어 연수프로그램
- 기간: 2019.9~2020.1
- 소요내역: 기숙사, 식비, 

부대경비(교재비, 파견대학보험료, 교내 
부대시설 이용료 등)

  중국은 상대 학교 수업료 면제 
- 비자: 학생비자

연번 과목명

1 汉语听力
2 中国文化概况
3 汉语阅读
4 汉语写作

5 汉语精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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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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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서약서>

글로벌 해외대학 파견학생 서약서

본인은 우리 대학교와 자매대학(국가              대학명                         )의 글로벌 해

외대학 파견학생으로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였고 이에 서약합니다. 

연

번
내용 서명

1
국외 자매대학에서 수학허가를 받은 파견기간은 201  .    ~ 201  .   (1학기/1년간)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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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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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겠습니다. 

5
성적불량, 학사일정 불이행, 출석미달 등으로 인해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

지원금 전액을 전남대학교로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전남대에 신청한 일선 15학점 (또는 교양9학점)의 신청에 대하여 본인 및 학과가 확인

하였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 역시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7

귀국 후 성적표는 우리대학 학사 규정에 따라 평가됨을 확인하였으며, 파견대학에서 받

은 성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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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수하겠습니다. 귀국 후 성적이 학교 시스템에 반영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등의 문제로 다

음 학기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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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적으로 본인이 책임질 것에 동의합니다.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양 교 담당자 및 

현지 공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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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에 참가하겠습니다.(특별 사정 시 사유서 제출)

12
파견기간 동안 자매대학에서 지정한 숙소(기숙사/홈스테이)에서만 생활을 하겠습니다. 또

한 현지 국가 사정에 따른 기숙사 및 인터넷, 기타 생활불편을 감수하겠습니다.

13

파견 지원금은 파견 후 국제협력과 홈페이지에 도착보고서를 작성한 뒤 지급됨을 동의합

니다. 또한 수학기간 종료 후 귀국여부와 상관없이 1주일 내에 귀국보고서를 작성하겠습

니다.

14
파견기간, 생활비, 교재비, 보험료, 비자건강검진 등 파견기간 동안 발생하는 일체의 비

용을 참가자와 신원보증인이 책임질 것에 동의합니다.

15
본인은 동 프로그램 참가에 있어 프로그램 참가비를 직접 납부하고, 납부 이후의 지원 포기

로 인한 환불에 관하여는 전남대 및 각 파견기관의 환불정책에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16 본인은 귀국 예정일인 201  년,   월    일(예상귀국일)까지 귀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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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                 ) 학과     학번(              )

    본인 서명:                                     
    신원보증인(부모 중 1인) 서명:                    (신원보증인의 긴급연락처:                  
         )    

2019 년    월    일

전남대학교총장 귀하

한 연수기간 종료 후 개별 여행을 할 경우, 여행기간 중 건강과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

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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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

니다.

19 비행기티켓 및 비자는 본인이 직접 발급 받겠습니다.

20
본 파견에 대하여 학부모, 학과장, 학과조교, 국제협력과로부터 모두 동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

다.

21

영어권 파견자의 경우 파견 후 2018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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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모)역

시 파견자가 위 조항들에 관하여 동의하였음을 확인하고, 파견자가 위 사항을 위반하였

을 때

에는 위반사항에 관하여 책임질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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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지원포기 사유서>

국외파견 프로그램 지원포기 사유서

상기 본인은 20__년 글로벌해외파견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등록하였으나 상기 언급한 사유로 

인하여 동 프로그램의 파견을 포기합니다.

20__년 __월__일

신청인 :       (인)

이름

학번

소속

참가신청 프로그램명

파견프로그램

파견기간

파견국가

파견기관

지원포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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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 업무

목적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를 통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장

기적으로 학령인구 감소 대비 및 대학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관련법규 

교육부「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

「전남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지원 지침」

주요내용

 유학생 유치

    - 유학생 유치국가 다변화 전략 및 기존 유치 중점 국가 대상 유치방법 

      개편을 통한 해외 우수 인적자원 유치

     ․ 국립국제교육원 등이 주최하는 한국유학박람회 참여를 통해 신규 전략

      국가를 발굴하고 핵심전략국가 관련 공모사업(아프리카･중남미 대학생 

      초청연수 등)에 참가함으로써 유치 활성화 계기 마련

     ․ 중국정부 고등교육 제고사업의 주축인 중외합작 프로그램 참여, 자매대학 

내 박사학위 미 취득자 교수 대상 공동박사학위 프로그램 등 제공

    - 우수 연구인력 확보 및 유학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장학 지원 

 유학생 관리 및 지원

    - 외국인 학생 정착지원 및 학사적응 관리 프로그램 운영

     ․ 외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을 위한 공항 출영 서비스 제공

     ․ 학사적응 및 생활정착을 위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실시

     ․ 외국인 버디프로그램 시행

     ․ 외국인 유학생 가이드북 제작(영문 및 중문)

     ․ 유학생 비자관련 업무 지원 및 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추 직원의 상시   

      상담서비스 제공 

    - 한국어 및 한국문화 학습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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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유학생의 전공 적응력 배양 및 원활한 한국 정착 지원을 위하여  

      한국어수준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학부 외국인 신입생을 대상으로 1년간   

      여수캠퍼스에서 한국어 집중 교육 실시(1년 과정 이수 후 36학점 취득) 

     ․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대상 수준별 한국어 특별강좌 제공

     ․ 명절맞이(설, 추석) 행사, 지자체연계 문화체험 행사 등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 유학생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해외 현지 취업연수, 취업특강, 인턴십 등)

절차흐름도 

입학 전 입학 후 

유학생 유치 활동 → 학사 및 정주 지원 → 졸업 및 경력 관리

1. 해외 유학박람회 참가,  

  유학설명회 개최, 해외    

  교육기관 연계 프로그램  

  등 유치 활동 전개

2. 입학상담 및 입시전형  

  운영(원서접수, 학과심사)

3. 등록확인 및 입학허가

1. 오리엔테이션 실시

2. 한국어 특별강좌 지원

3. 버디 프로그램 운영

4. 한국문화체험 등 비교과  

  프로그램 지원

5. 학사･진로 및 생활상담

6. 비자 등 체류관련 지원

1. 인턴 프로그램 

2. 유학생 출신국 현지  

   취･창업 박람회

3. 유학생 동문회 네트  

   워크 구축

4. 졸업생 수기 작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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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외국인(예비입학, 학부, 대학원) 입학지원

목적 

  외국인학생 유치 확대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하여 

장기적으로는 교육 재정에 기여함.

관련법규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 2항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 

주요내용 

적극적인 외국인 학생 유치활동 및 홍보

외국인학생들의 활발한 지원을 위해 언어 및 원서접수 지원(연중 실시)

 입학이후 사증 및 체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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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흐름도

전

형

절

차

국제협력과
모집요강 작성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
▼

입학관리위원회

(예비입학, 학부) 모집요강 심의
대학원위원회(대학원)

▼

국제협력과
모집요강 확정 및 

공고
▼

인터넷 원서 접수 및 지원서류 접수

▼
지원자격심사위원회

(예비입학, 학부)
1차 서류심사

* 학부, 대학원: 언어능력과 전

공능력 심사

* 예비입학: 수학할 수 있는 전

공능력 심사

▼

각 학과 2차 모집단위 심사 ←

▼

국제협력과
모집단위 심사 결과 

검토
▼

총무과 자체감사 진행

▼
입학전형관리위원회

(학부,예비입학)

합격자 사정단과대학

(학부,예비입학)

대학원위원회(대학원)
▼

국제협력과 합격자 확정 및 공고

↓

전

형

후

사

후

절

차

국제협력과, 재무과 등록금 납부안내
* 유학 비자발급(예비입학:D-4, 학

부,대학원: D-2)를 위해 유학생 정

보시스템에 표준입학허가서 작성

* 국내체류자: 표준입학허가서와 등

록금 납입 확인서를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제출하여 비자변경 및 체

류기간 연장

* 국외 체류자: 표준입학허가서

에 총장직인 날인 후 국외로 

송부 학생이 해당 국가 대한민

국 영사관에서 비자 발급

▼

국제협력과, 재무과 등록금 추가납입자 
반환처리

▼

국제협력과 지원서류(원본)반환

▼

국제협력과 표준입학허가서 작성 
및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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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제출서류

▼

국제협력과, 

출입국관리사무소, 

재무과

사증발급 신청서 제출 ← 중국학생만 해당

▼
국제협력과, 재무과 최종 입학자 확인

구분 제출서류 비고

순수외국인

예비입학 

전형

 1. 서식1~7

 2.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또는 한국어, 영어 공증본 제출)

 3. 고등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원본 또는 한국어, 영어 공증본 제출)

 4. 부모와 학생 간 가족관계 및 외국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학력입증서류 

 6. 여권사본

 7. 외국인등록증 사본

서식

 1.지원자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2.자기소개서

 3.학업계획서

 4.재정보증서

 5.성적증명서 공개동의서

 6.학력조회자료

 7.개인정보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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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사본

 7. 외국인 등록증 사본

 8. 거민 신분증 및 호구부 사본(중국지원자에 한함)

 9. 지원 자격 요건 해당서

서식

1-1,2입학원서

3-1,2한국어/영어능력자기평가서

4.학력조회자료

5.자기소개서(학업계획서)

6-1.박사학위과정 추천서

6-2.지도예정교수 필수학과 지원

자 추천서

7.재정보증서

8.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기타사항

공통 지원자격

      - 예비입학, 학부, 대학원: 본인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 대학원: 외국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

언어자격

      - 학부: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소지자 또는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 

정규강좌 3단계 이상 이수자 또는 국가공인영어능력평가시험 TOEFL 550 

이상에 상응하는 자격 소지자 

              단,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지원자는 언어자격 요건 

면제(대상국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뉴질랜드, 미국, 아일랜드, 영국, 캐나다, 

호주, 인도)

      - 대학원: 모집단위에 따라 다른 언어기준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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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외국인 유학생정보 시스템 관리

목적 

외국인 유학생의 입국 전 단계부터 출국 시까지 효율적인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함(법무부 관리 시스템으로, 전국 대학이 공통으로 사용함)

관련법규 

「출입국관리법제」19조의 4(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4조의 8(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주요내용

 유학생 유치외국인 유학생정보 시스템(http://fims.hikorea.go.kr) 주요 기능

주요기능 내용

유학생담당자관리 유학생 담당자 지정신청, 부담당자 선정 및 관리

담당자 변경/등록 유학생 부담당자 등록/수정/삭제, 정담당자 변경

유학생기본정보 유학생 기본정보 수정 및 조회

사증업무관리 표준입학허가서의 등록 및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신청

변동신고/현황통보

- 유학생의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처리 및 유학생현황을  

  관할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통보

- 변동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필수

※위반 시 과태료 청구 또는 주의서 발급 대상임

현황통보 1년 4회(2월, 5월, 8월, 11월) 유학생 현황 통보

통계조회 변동신고 현황, 체류기간 만료 예정자 등 조회 가능 

시스템관리

유학생시스템에서 필요한 교육기관, 계열정보, 코드, 

권한그룹, 메뉴 등을 관리

※교육기관 대표자 변경 시 교육기관정보 수정 필요함

  

※ 본교의 경우 여수캠퍼스는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할 대상으로 유학생정보 시스템 또한 캠퍼스   

  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함

http://fims.h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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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흐름도 

표준입학허가서 등록

❍ <표준입학허가서>=≫ (통합 표준입학허가서관리)

   국내/ 국외체류자 등록 클릭하여 발급

▼

재학생 등록

❍ (유학생정보관리)=≫(유학생기본정보)에서 표준입학허가서가 발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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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이 있는 

경우 “재학생정보수정”

※ “재학생정보수정”없이 변동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이 불가할 수 있음

▼

변동신고

❍ 재학 중 유학생 미등록, 휴학, 자퇴, 제적, 소재불명, 연수 종료(졸업)등 신분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이로부터 15일 이내에 “변동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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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정부초청장학생 사업

목적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선별한 우수한 외국인학생을 우리대학으로 유치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대학발전 및 국제화에 기여함

관련법규 

 「대한민국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 수학 위탁협약서」

 「대한민국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 한국어연수 위탁협약서」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학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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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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흐름도(선발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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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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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체류자격별 사증 발급

목적 

우리대학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체류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면학 분위기 조성 및 우리대학의 국제화 캠퍼스 이미지 제고

관련법규

「출입국관리법」 제 19조의 4, 시행령 제 24조의 8「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주요내용

 체류자격별 사증발급 절차  

 체류자격 유지를 위한 신고사항 

절차흐름도(체류자격별 사증발급 절차)

 유학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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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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유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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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유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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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자격유지

종류 외 국 인 등 록 (필수)

내용  입국 후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 

필요서류

n 신청서
n 여권
n 컬러 사진 1장 - 35X45mm
n 재학증명서
n 거주지증명서
n 수수료: 3만원

비고
※ 외국인등록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이후 외국인학생들로부터 필요서류를 접수하여 
국제협력과에서 일괄적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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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체류기간 연장 (필수)

내용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출입

국관리사무소에 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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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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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버디 프로그램

목적

외국인 학생과 내국인 학생을 매칭하여 지속적인 친구관계 형성․유지하도

록 유도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은 학교생활 적응 및 학습능력을 향상시

키고, 내국인 학생에게는 유학생을 통한 국외문화체험과 글로벌 비전을 

제시함. 휴먼명조[13p

관련법규

매년 예산편성에 따라 학습프로그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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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2회 이상 활동 실시, 중간 및 최종 활동 보고 제출 시 활동비 지급

 

절차흐름도 

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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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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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재학생 버디: 학부 재학생

  외국인 버디: 신규 입학 교환학생 및 학부 신·편입생

선발방법 및 매칭 방법

  선발: 서류 심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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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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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디 시상 -최종보고 이후 우수한 성과를 보인 버디에게 시상

10
지원금 지급 및 

자기계발활동기록부 등재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학생에 한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융합인재교육원에 자기계발활동기록부 
등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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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CAMPUS Asia AIMS 사업

목적 

  경제협력 핵심 파트너인 ASEAN 10개국 대학과의 교류 활성화

   ※ ASEAN(Association of South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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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전남대학교 학칙」 제 43조의 ①, ②

 「전남대학교 외국기관과의 학술교류에 관한 시행지침」 제3장, 제4장

  전남대학교와 외국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서 및 부속협정서

주요내용 

사업계획서/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사업비 운영 및 관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각종 요청 자료 작성 및 보고

  AIMS 국비장학생 초청 및 파견(학생교류)

  AIMS 프로그램 운영 및 학점 교류

  AIMS Review Meeting 연례 총회 참석(연 1회/사업기간: 5년(‘16~’20))

  AIMS 해외 협력대학 관리 및 MOU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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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흐름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남대학교 국제협력본부

사업

계획 

및 

예산 

수령

사업계획서 검토 후

사업 승인
←

상/하반기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e-나라도움’시스템에 사업비 

교부
→

‘e-나라도움’ 시스템 사업비 

수령 후 대학회계로 편입

↓

세부 

프로

그램 

운영

[학생교류(초청/파견) 운영]

·교류인원파악: 양방향 교류 

균형 원칙

·교류계획수립: 초청/파견 모집, 

선발

·오리엔테이션: 교류학생 대상 

사전교육 실시

·각종 세부 프로그램 진행: 

문화체험, 기관방문, 

한국어특강, 실험실습 등

·사후관리

↓

결과

보고

결과보고서 검토 및

사업비 잔액 수령
←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사업비 잔액 반납

↓

연차평가 및 컨설팅 실시 → 차년도 프로그램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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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중남미 이공계 초청연수사업

목적 

  우리대학 이공계 학문의 우수성을 경험하고 산업 발전상을 체험하여 중남미 

국가 유학생 유치 확대 및 중남미 국가와의 교육협력

관련법규 

 「전남대학교 학칙」 제 43조의 ①, ②

 「전남대학교 외국기관과의 학술교류에 관한 시행지침」 제3장, 제4장

  전남대학교와 외국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서 및 부속협정서

주요내용 

  연수기관 공모 준비(1차 서류심사, 2차 PT발표심사)

  사업 세부 운영계획서/사업성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사업비 운영 및 관리

  국립국제교육원 각종 요청 자료 작성 및 보고

  우수 초청연수생 선발 및 관리

  프로그램(전공강의, 실험실습, 기관방문, 문화체험) 기획 및 실행

  해외 중남미 우수대학 관리 및 MOU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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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흐름도 

국립국제교육원 전남대학교 국제협력본부

사업

공모 

및 

예산 

수령

연수기관 선정 결과발표

및 운영계획서 요청
←

연수기관 모집 신청서 제출

및 PT 발표
↓

연수기관 선정대학 

사업비 교부
→ 사업비 수령 및 대학회계 편입

↓

학생

선발

연수생 모집 홍보 및 선발
·해외 교류대학 및 대사관 

프로그램 홍보, 학생 모집

·1차 서류 심사

·2차 화상인터뷰

·24명 후보학생 선발
↓

명단 및 심사자료 검토 후

최종 20명 연수생 선발
← 24명 후보학생 명단 제출

↓
연수기관에 통보 → 프로그램 세부 운영계획 수립

세부 

프로

그램 

운영

·연수생 항공권 ‘나라장터’ 

입찰 업무 진행

·오리엔테이션, 수료식 운영

·각종 세부 프로그램 진행: 

문화체험, 기관방문, 

한국어특강, 실험실습 등

·사후관리
↓

결과

보고

결과보고서 검토 및

사업비 잔액 수령
←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사업비 잔액 반납



   

행정업무편람

학무본부

◔ 교학기획과



학 무 본 부

교학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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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록금 재원(감면) 외 장학생 선발

목적

도전적이고 발전가능성과 미래 비전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학업 성취도 

향상 및 자기 주도적인 학습 분위기 창출

 교육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의 적극 참여를 통한 학생 개인역량 강화로 취업률 제고

관련법규

  전남대학교 장학금관리 지급지침

  전남대학교여수캠퍼스발전기금재단 운영계획  

등록금재원(감면) 외 장학금 종류

 전남대학교여수캠퍼스발전기금재단 수학보조금

  전남대학교여수캠퍼스발전기금재단 학업능력향상지원금

  전남대학교여수캠퍼스발전기금재단 학군단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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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흐름도

운영계획 수립 ➞ 지원자 접수 ➞ 지원자 심사 및 선발 ➞

선발자 확정 통보  ➞ 지원금 지급 요청
(발전기금이사장)  ➞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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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외장학금 지급

목적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곤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장학재단의 추

천요건에 합당한 자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면학분위기 조성

 관련법규

 교외장학금관리 규정 및 지침

  장학금 지급기관의 지급규정 또는 지침

주요내용

 장학금 지급기관 : 공공기관, 장학재단, 기업체 및 기타단체, 개인 등

  지급기준 : 각 장학재단의 추천요건 준수

절차흐름도

외부장학생 추천의뢰 접수
(외부 장학기관→교학기획과)


해당대학(원)으로 추천의뢰
(교학기획과→해당대학(원))


해당대학(원)의 추천서류 심의 및 선발

(해당대학(원)→교학기획과)


장학생 추천 통보

(교학기획과→외부 장학기관)


장학금 송금

(외부 장학기관→교학기획과)


학생 개인별 계좌입금

(교학기획과→대상 학생)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 

(교학기획과→외부 장학기관)


장학생 전산입력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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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입학전형 지원 업무

목적

 우리 대학교만의 특징과 입학전형 안내 등 입시홍보를 통해 우수한 입학 

자원을 확보하여 학교 경쟁력 강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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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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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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증명 및 스마트카드 발급

목적

 제증명 및 신분증(스마트카드) 등 민원신청 사항을 다양한 발급매체를 통

하여 민원인에게 신속·정확하게 효율적으로 발급 처리하기 위함

관련법규

「전남대학교 교학규정」제9장 보칙 제71조~제74조

 「전남대학교 학생증발급규정」

 「전남대학교 –광주은행 스마트카드시스템 구축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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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흐름도

 교직원 및 비교직원의 제증명 및 공무원증(신분증) 발급

신청
ð

발급(아르샘)
ð

통계

(민원) (교학기획과) (교학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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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자격증 재발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팩스민원, 민원우편으로 제증명 서비스 지원 업무

  인터넷증명발급 제증명 서비스 지원 업무

 학적부 기재사항의 정정

 자동증명발급기 유지보수 

 학력조회 회보

신청
ð

발급(아르샘)
ð

증명수수료 수납
ð

제증명 통계 및 정산

(민원) (교학기획과) (교학기획과) (교학기획과)

신청
ð

발급

(G4C, 아르샘) ð
증명수수료 수납

ð
제증명 통계 및 정산

(민원) (교학기획과) (교학기획과) (교학기획과)

신청
ð

접수

(우편, 팩스) ð
정정(아르샘)

ð
학적원부 정정

(민원) (교학기획과) (교학기획과) (교학기획과)

신청(홈페이지)
ð

발급
ð

증명수수료 수납
ð

제증명 통계 

(민원) (교학기획과, 대행업체) (대행업체) (교학기획과)

고장 접수
ð

고장사항 확인
ð

수리
ð

월별 유지보수비 정산

(교학기획과) (교학기획과) (교학기획과, 업체) (교학기획과)

공문 접수
ð

학력조회자 확인
ð

학력회보 내용 출력
ð

공문 발송

(교학기획과) (교학기획과) (교학기획과) (교학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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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개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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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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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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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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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집단상담

목적

 집단 활동을 통해 본교 재학생들의 대인관계와 사회적 적응능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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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흐름도

카운슬러 및 학부(전공)협의를 통해 장·단기상담 프로그램 결정


프로그램 홍보


집단원 모집 및 접수


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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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심리검사 및 해석상담

목 적

 표준화된 심리검사를 통해 재학생의 자기탐색, 진로탐색을 객관적으로 파

악하도록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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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개인상담 및 보다 심층적인 조력을 받는 기초자료로 

활용

주요내용

자신의 성격 유형을 알아보는 검사(MBTI), 진로탐색을 위한 검사(홀랜드 

적성탐색검사, 생애진로검사), 심리적 부적응을 알아보는 검사(성격진단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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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흐름도

심리검사 종류 및 검사일정


(학생) 심리검사 접수


예약 일자에 방문하여 심리검사 실시


심리검사결과 배부(2주 소요, 해석 상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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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성희롱·성폭력 예방

목적

 본교 구성원들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 

  성희롱․성폭력의 예방과 상담 및 피해자 보호 등을 함으로써 학내에서 예

상되는 성희롱․성폭력 발생에 따른 상담 및 사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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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지원 및 상담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 등을 관련하여 사건 접수

  여수캠퍼스 사건관련 업무 지원

절차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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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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관리

목적

 학교시설이나 학교경영과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생긴 신체손해에 대하여 법적 배상책임에 의하여 치료비를 보상함으로   

써 학생의 복리증진에 기여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개요

 가입대상 : 본교 재학생(대학원생 및 대학원 수료 후 등록생 포함)

  보험기간 : 1년

  적용보험 : 기본보험 + 구내치료담보추가보험

추진절차

 재학생 대상 안내

  서류 수합 및 보험회사 송부

절차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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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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목적

 학생들의 원활한 수업 지원 및 대학 구성원의 건전한 활동 지원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의 장 제공을 통한 지역민들과의 유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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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교양체육과목 시간표 편성에 따른 수업 지원

  학과 및 부서 사용신청서 접수, 검토 후 승인

  교내 및 교외 행사 사용신청서 접수, 검토 후 승인

절차흐름도

교내 및 교외 행사 사용 신청서 접수


검토


사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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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각종 TF/T 운영

기능

 대학발전과 학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

구성 및 심의사항

 구성 : TF/T는 교학기획부처장과 단과대학장(부학장), 해당분야 전문가(교

수) 및 추천 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장은 교학기획부처장이 수행하며 사안에 따라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정

  심의사항

    - 대학발전계획과 연계된 운영계획(특성화 전략 마련)

    - 여수캠퍼스 공간효율화 방안 연구 및 조정

    - 여수캠퍼스 활성화방안 연구

절차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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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발전기금 조성 및 기부자 관리

목적

 대학의 재정을 확충함으로써 열악한 교육․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우수한 

인력의 육성과 더불어 고등교육시장 개방 및 대학 법인화에 대비 

관련법규

 전남대학교여수캠퍼스발전후원회규정

주요내용

 발전기금 조성 홍보

  발전기금 접수 및 조성액의 이관

  발전기금 기부자 관리

  기부자 예우

절차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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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단에 이관

    - 현물은 기탁자의 지정기관 또는 기탁 목적에 적합한 기관에 이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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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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목적

 대학의 주요 정책 및 구성원들의 성과를 발굴해 언론 매체를 통해 홍보함

으로써 대학의 이미지를 제고함. 

  보도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홍보.

절차흐름도



- 674 -

 14. 출입기자 관리 및 취재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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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유도

절차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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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소식지 「소식알림이」발간

목적

 대학의 주요소식에 관한 대학 구성원간의 정보를 교류하고 학교의 발전사

항을 대외에 홍보함으로써 구성원들에겐 자긍심과 소속감을 고양시키고 

예비입학생과 학부모 및 사회일반에겐 긍정적인 대학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함 

주요내용

 학내의 미담, 학술 및 연구 활동, 성과 그리고 학생들의 도전정신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

  월 2회 발행하며 교직원, 동문, 발전기금기부자 등에게 배포

 발간절차

  발행주기 : 월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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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본부 IPTV 홍보 게시판 게시

목적

 교내 직원과 외부 방문인에게 교내에서 개최된 주요 행사나 대학소식을 

알림으로써 대학홍보 안내 기능 강화를 위해 활용

주요내용

 기간 : 연중 수시(격주 단위로 제작 후 게시)

  내용 : 주요인사 방문 환영 게시물(명예박사, 강연회, 협약식 등), 대학 주요

행사 안내(TV게시판 형태), 1주일 전에 열린 각종 행사관련 사진

절차흐름도



   

행정업무편람

행정본부

◔ 행정지원과



행정본부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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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수캠퍼스 자료관 관리

관련법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기록원 기록물 관리지침

주요내용

구)여수대학교 보존문서(준영구 이상) 보관, 관리

여수캠퍼스 행정부서별 이관문서 보관 관리

     - 처리과의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경과 보유기록물 인수

     - 기록물의 체계적 배열 및 정리

     - 기록물 등록대장과 실제 보존문서 대조 확인

자료 열람 및 대출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 폐기 업무(광주캠퍼스 병행) 협조

절차흐름도

기록물 이관

① 이관 대상 

기록물 선정
⇨ ② 이관 대상  

기록물 통보
⇨ ③ 이관협의

⇨ ④ 이관대상 확정 ⇨ ⑤ 이관 목록 및 

일자 통보
⇨ ⑥ 기록물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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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사관리 용역

관련법규

공무원 당직및비상근무 규칙

전남대학교 당직및비상근무 규정

주요내용

여수캠퍼스 통합무인경비 용역 관리

교외 캠퍼스 당직용역관리(국동캠퍼스, 수산과학연구소)

여수캠퍼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업무 관리

승강기 유지 용역 관리

절차흐름도

보안 및 순찰 용역

폐기물위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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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관리

목적

  교내 녹지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도시공간의 폐쇄성을 개선하고 심미성을 

가미하여 학교 구성원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학교 조경의 주요 역할인 자연 교육환경 조성과 면학 분위기 조성

주요내용

교내 조경 수목 관리

    - 병해충 방제, 수목 전정, 녹지관리, 시비, 수목조사

  신축지(공사구간) 주변 수목이식 및 조성

  교내 조경(수목, 초화류 등 식재) 및 계획 수립

  식목일 행사

절차흐름도

조경 및 녹지관리 계획 수립

▼

세부실행계획 수립

▼

작업실시

▼

평가 및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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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시설물 대관

관련법규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시설 사용료 징수 지침

전남대학교 수련원 규정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게스트룸 관리지침

회의시설 대관 업무

교내‧외 단체 및 기관에서 주관하는 학술행사 등 지원

시설물 현황

시설물 위치 좌석 수 주요 비품 사용료
(4시간 기준) 비고

국제회의실 산학연구관
 B1 279석 프로젝터, 동시통역,

방송시설, 조명 300,000원

합동강의실 산학연구관 
105호 120석 방송시설, 프로젝트,

컴퓨터, 냉난방기 70,000원

세미나실

산학연구관 
101호 40석 마이크, 프로젝트, 스크린

50,000원산학연구관 
102호 40석 마이크, 프로젝트, 스크린

산학연구관 
109호 40석 마이크, 프로젝트, 스크린

 이용대상

    - 우리 대학교(기관)에서 주관하는 학술관련 행사

    - 외부단체 및 기관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학술관련 행사에 한하여 사용

 사용절차

    - 교내기관 : 공문서 및 사용신청서 제출

    - 외부기관(단체) : 공문서 및 사용신청서 접수 처리 

      ·신청서(공문) 접수 ⇨ 이용승인(내부결재) ⇨ 승인통보 (공문서 또는 유선)

 사용료 세입조치 : 수납액 재무과로 국고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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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산 및 사도수련원 대관 업무

 시설현황

구분 시설개요

돌산수련원

(돌산 방죽포)

☎061)659-6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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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6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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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대상

    - 학생, 교직원 및 동문, 학부모 연수, 교외단체

    - 교육실습, 각종 세미나, 학생 단체 수련회, 교직원 연수 등

 사용절차

    - 교직원 및 학생: 전남대학교 포털사이트(수련원예약)

      · 수련원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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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과로 국고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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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룸 대관 업무

 사용실 현황

구분 1인실 2인실(장애인실) VIP실 계 비고

실 수 11 1 1 13 대학본부 6층

 이용대상

    - 교류 강의를 위한 교원(시간강사 포함) 및 연구‧산학협력 관계자

    - 국내외 교류협정을 위한 여수캠퍼스 방문자

    - 여수캠퍼스에서 개최하는 각종 세미나 및 학회

    - 교류 근무 직원

 사용절차

    - 교내 및 외부 기관 : 공문 및 사용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이용승인(내부결재) ⇨ 사용료 수납 ⇨ 승인통보

    - 사용료 : 10,000원(1박 기준)

 사용료 세입조치 : 수납액 재무과로 국고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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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소방 업무

관련법규

공공기관의소방안전관리에관한규정

전남대학교 소방관리규정

주요내용

합동소방훈련: 공공기관의소방안전관리에관한규정에 의거 년 2회 이상 소

방훈련을 실시해야하며, 1회는 소방서와 합동을 실시

소방계획: 매년 12월에 소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함

절차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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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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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업 무 명 관련 규정 업무추진 요령 및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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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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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대

상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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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전남대학교 차량관리규정

주요내용

교직원 및 재학생의 통학차량 지원

학사일정에 의한 재학생의 교외 현장실습 등 지원

대중교통 수단 이용이 불편한 경우의 공무 수행

기타 부서장이 승인하는 특별한 행사 차량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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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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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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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흐름도

학교버스 

운행계획 수립

(학기 개시 전)

→
차량 운행일지

작성
→

시간표에 따른 

운행
→

차량 정비 및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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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우편취급국 업무

주요내용

  교직원 및 재학생의 통학차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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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흐름도

외부·교내 우편물 수령(일반우편, 등기, 택배)

↓

일반우편물은 분류 후 각 부서별 배부

↓

등기우편물은 등기부 등록, 수령인이 날인 후 직접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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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 

민방위대의 임무(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6조)

  개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민방위 대원이 수행해야 할 방공,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평상시의 경우

      - 거동이 수상한 자 및 민방위사태 등을 신고하기 위한 신고망의 관리ㆍ운영

    - 경보망 관리와 경보체제의 확립

    - 공동지하양수시설ㆍ대피소ㆍ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ㆍ관리

    -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ㆍ장비의 비축

    - 등화ㆍ음향 관제의 훈련, 자체 시설의 보호

    - 소방 및 화생방 오염방지 장비의 설치ㆍ관리, 민방위 교육훈련

    - 그 밖에 민방위사태 예방, 수습, 복구, 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경보 및 대피, 주민통제 및 소산(疏散),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 소화활동,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 불발탄 등 위험물의 예찰(豫察) 및 경고, 파손된 중요 시설물의 응급 복구

    - 민심 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의 고취를 위한 주민 지도

    -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

    - 그 밖에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관련법규 

민방위기본법(법률 제14805호)

  민방위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356호)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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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여수캠퍼스 직장민방위대 편성, 자원관리

     - 여수캠퍼스 재직자 중 대상자 직장민방위대 편성, 교육훈련, 자원관리

절차흐름도 

제대 편성 기구표 

여수캠퍼스 

직장민방위대 　

　
- 본인 신고 및 직권편성

　
민방위 기본법 제20조

　
▼

연명부 작성
　

주소, 연락처 등 관리
　

　

▼ 　

편성
(여수시 새올프로그램 전입요청)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 고지

▼ 　

직장민방위 자원 편성, 관리
- 1년차 ~ 4년차 교육
  (기본, 1차, 2차) 
- 5년차 이상 사이버 교육

민방위대장

부대장

본부분대 의료구호분대 대피유도분대 화생방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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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예비군

예비군의 임무(예비군법 제2조)

전시(戰時),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

  적(敵)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하 “

      무장공비"라 한다)이 침투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멸(掃滅)

  무장 소요(騷擾)가 있거나 소요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무장 소요 진압

      (경찰력만으로 그 소요를 진압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 및 제3호의 지역에 있는 중요시설ㆍ무기고 및 병참선(兵站線) 등의 경비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지원

관련법규

예비군법(법률 제14839호)

  예비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950호)

  예비군법 시행규칙(국방부령 제931호)

주요내용 

여수캠퍼스 대학직장예비군 자원관리, 조직편성, 교육훈련 관리

    - 여수캠퍼스 편‧입(복)학 학생 중 대상자 예비군 편성, 교육훈련, 자원관리

  편성 기구도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대대

본부 동원 미지정
1중대(동원지정)
(문화사회과학)

2중대(동원지정)
(수산해양대학)

3중대(동원지정)
(공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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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흐름도

 

여수캠퍼스

직장예비군

대대

　

　

　

　

　

　

　

　

　

　

　

　

　

　

　

예비군 대상자 전입신고

(입학, 편입학, 복학 등)

　
학기 초 재학생 직권편성

▼

재학 등 학적 상태 확인
　 자퇴, 휴학자, 

수업년한초과자 등 전출 
▼

접수(편성자 준수사항 등 안내)
　

　
▼

아르샘 전투 편성

▼ 　

국방동원정보체계 전입 요청
　

▼

- 신상정보 등 확인
- 학과별 전투 편성

　 - 연락처, 이메일 수정

- 동원지정, 미지정 분류

- 방침일부, 법규보류 등
　

　

　

　

▼ 　

예비군 교육사항 확인 교육사항 초기화

▼ 　

예비군 훈련 대상 편성 둔덕대대 훈련주기표

▼

교육
전국단위, 

휴일예비군신청
▼

훈련 정리(보충 훈련)



행정본부

행정지원과
(재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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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학회계 세출예산 집행

목적

  세출예산 집행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높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관련법규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대학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주요내용

세출예산 용어

    - 지출원인행위 :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결정하는 회계사무의 행위로    

      재무관이 아니면 할 수 없으며,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지출 : 지출원인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대학의 채무 부담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액을 지급하는 행위로, 배정된 예산‧자금의 범위 내에서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

세출예산 집행원칙

    -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외의 경비 사용 금지

    -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

    -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원인행위

지출원인행위

    - 지출원인행위서의 작성

     ․ 소관 및 범위 : 분임재무관(행정지원과 및 여수캠퍼스 부속시설 예산)

    -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의 송부

     ․ 분임재무관은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지출의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지출원

인행위서에 계약서ㆍ설계서ㆍ규격서ㆍ검사조서 및 그 밖의 지출원인행위관

계서류를 붙여 분임지출관에게 송부

지출

    - 지출결의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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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 및 범위 : 분임지출관(행정지원과 및 여수캠퍼스 부속시설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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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흐름도

지출원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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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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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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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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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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보

관련법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기획재정부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주요내용

  조달청 계약

    - 대상

     ․ 단일품명으로서 계약예정금액 1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 [조달사업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 9조의3 1항]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시설공사[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조의3 (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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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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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입찰결과(낙찰자, 계약서) 접수 

     ․ 시설공사 계약체결 통보

     ․ 착공계 및 산출내역서 제출

    - 대금 집행 

     ․ 시설공사 : 청구에 의하여 시설비에서 지출

     ․ 공사계약체결 대행 수수료 : 조달청에서 송부된 고지서에 의거 당해 공사부

대비에서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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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함    

(입찰공고일로부터 개찰일까지 총 9일 소요, 소액수의 5일)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함.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   

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함. 

       ①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②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③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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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기획   

      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국가계약법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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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행한 입찰,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의입찰무효참조)

    - 예정가격 결정

     ․ 결정방법 

     입찰공고 시 발표한 기초금액대비 ±2%이내에서 작성된 복수 예비 가격   

      15개 중 입찰에 참가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전자추첨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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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가기준 다름)

     ․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확인

     ․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기준점 이상인[물품 85점, 공사 (100억원 미만) 95점] 자를 낙찰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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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2 -

     법인(자연인)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계약상대자 및 연대보증인)

     사용인감계 및 계좌입금의뢰서

     ․  계약체결 내용을 요구부서 통보 및 지출원인행위(KO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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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캠퍼스 수의계약 방법 조정(안)”(행정지원과-7754, 2018. 7. 25.)

구 분
법령상 기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자체적용기준
소액수의
견적입찰
(G2B)

수의계약
(FAX또는견적)

일반건설공사
추정가격
2억원이하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전 문 공 사
추정가격
1억원이하

전기, 통신,
소방공사

추정가격
8천만원이하

용역 및 물품․
제조구매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

  표준계약서 작성(특수경우 제외하고 전자계약 체결)

    -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

     * 1천만원 이상 계약 : 표준계약서 작성하고 구비 서류 징구

  계약보증금      

    - 계약보증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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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납부

      * 장기 계속계약의 경우 :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 공사금액의 100

분의 10이상을 납부하게 함)

     ․ 공사계약의 경우(용역계약 시 준용 가능) :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

로 납부하게 하거나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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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출연기관(법인)[100분의 50 이상]

        - 농업협동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 및 그 중앙회, 어촌계ㆍ수산업협동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

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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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보  

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④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당해    

       공급자가 아니면 당해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 계약금액 1천만원 미만의 경우 계약보증금 생략하고 있음.

  검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5조)

    -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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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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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각계약의 경우 

     ․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

  선금급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 계약담당공무원은 모든 계약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음.  

     ․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율에 해당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    

      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① 공사 

        -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② 물품의 제조 및 용역 

        - 계약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 계약금액이 3억원이상 10억원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국가계약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  

       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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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에서 만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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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  

       (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어음대출금리 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함. 

     ․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함. 다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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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 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금의 사용

     ․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 

     ․ 지급된 선금이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 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    

       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음.

    - 선금의 정산 

     ․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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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금의 반환청구

     ․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함. 다만,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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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분하지 않는 경우

     ․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함.

     ․ 반환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함.

    - 선금지급조건

     ․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에 제34조 내지 제 3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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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의 지급

    -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8조

    - 지급요령

    ․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 55

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함.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

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 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

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함. 

    ․ 제3의 규정에 의한 대가 지급 시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완

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 하여야 함. 다

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

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

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지급 기간

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

    ․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함. 

    ․ 청구서류 

     : 세금계산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하자보증금 및 납부서, 산재보험료   

      납입증명서 사본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하자보증금 및 납부서는 3천만원이하 생략    

      가능하나(국세징수법 제5조 및 시행령 제5조) 1천만원 이상은 납부 받고 있음.

      * 산재보험료 납입영수증 납부 : 공사 1건당 총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   

       (관급, 사급자재비 포함, 부가가치세 제외)

      * 고용보험료(3억 4천만원 이상의 공사) 

  하자보수

    - 하자담보책임기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0조)

      건물신축 5년, 방수 3년, 토공 2년, 지붕판금 3년, 철물 2년, 공동구2년,

      철근콘크리트 3년, 판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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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보수보증금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2조)

     ․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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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   

 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함. 

     ․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기간동안 보관   

하여야 함.

     ․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국가계약법시행령 제63조, 시행규칙 제73조) 

  지체상금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4조)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   

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함.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지체상금율(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5조)

     ① 공사 : 1,000분의 0.5

     ② 물품의 제조․구매 : 1,000분의 0.75

     ③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 및 기타 : 1,000분의 1.25

  계약의 해제․해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 

    -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   

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함. 

    -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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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수행   

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절차흐름도

  계약업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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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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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금지급 요청 접수
(G2B: 조달청 고지서)

수수료 포함
→ 대금청구

(KORUS)
→ 청구확정 →

지출결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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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물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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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물품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주요내용

  수급관리 계획

    - 목적

     ․ 물품의 적정한 취득과 사용 및 처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로 하는 물품을 계획적으로 공급하여 불요불급한 물품의 구입을 억제하

고, 잉여품 및 과장품의 발생을 예방하며, 보유물품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

모하고자 함

    - 관련 법규

     ․ 물품관리법 제15조～제16조의2

     ․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5조～제18조

     ․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제25조

    - 대상품목 

     ․ 취득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

     ․ 정수관리대상물품

     ․ 일괄하여 조달하고자 하거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조달청장이 지정한 물품

    - 작성방법 : 조달청 물품관리보고서 물품수급관리계획의 작성지침에 의거 1   

               월중에 작성, 2월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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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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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규

     ․ 물품관리법 제19조～제21조

     ․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24조

     ․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27조～제30조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

    - 관련법규 

     ․ 물품관리법 제35조～제40조

     ․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9조～제44조

     ․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51조～제61조

    - 목적

     ․ 소속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 중 사용불가능품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을 신속히 불용결정 및 처분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기 위함

    - 물품불용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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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체 불용결정시 확인할 사항

      품명, 규격, 수량, 금액

      물품구입 연월일, 불용결정 이유

      다른 목적을 위한 사용 가능 여부

      처분에 대한 의견  

     ․ 불용결정 승인

      물품관리관이 사용가능한 물품(신품, 중고품, 요정비품) 중 개당 500만원    

이상인 물품을 불용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교육부 장관에게    

불용결정 승인필요

     ․ 불용품의 상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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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품의 불용결정 한 때에는 물품상태 분류 기준에 의하여 신품, 중고품,   

요정비품, 폐품 등으로 상태분류

     ․ 물품의 상태분류를 함에 있어 활용 가능품과 활용불가능품으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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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흐름도

  재물조사 업무 절차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 업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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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조사
세부계획 수립

→
장부(d-Brain) 마감
및 보유물품 정리

→
재물조사
실시

→
조사결과 전산입력

및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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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목적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

관련법규

국유재산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주요내용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 관련 법규

     ․ 국유재산법 제30조～제36조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제34조

     ․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4조～제17조

    -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업체 선정

     ․ 공개경쟁입찰, 수의계약

    - 2차년도 사용료 : 국유재산시행령 제29조 산출방법에 의거 산출

     ․ 사용료 분할납부 : 사용료가 100만원 이상 시 연4회에 걸쳐 분할납부 가능   

(기획재정부 고시 이자율 가산)

등기 업무

    - 관련 법규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 지방세법 제6조～제9조 제1항

     ․ 국․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 부동산등기법 제98조

     ․ 국유재산법 제2조, 제11호

    - 등기 업무별 처리방법

     ․ 국유재산 신축 및 증축, 매입 시

      세무신고(관할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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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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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흐름도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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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업무 절차

신축, 증축,
매입

→
세무
신고

→
등기
촉탁

→
등기
완료

→
건물화재보험
가입요청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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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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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여비 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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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비 지급(내역)표

    - 국내여비 지급표 
(단위 : 원)

구분 해당 공무원
운 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제1호
부교수이상,
3급공무원이상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 비 실 비 20,000 실 비 25,000

제2호
조교수, 4급
이하공무원등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 비 실 비 20,000

실비
(상한액: 특별시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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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비는실비상한액에도불구하고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기준에따라실비상한액보다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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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흐름도

출장명령 및

출장수행
→

여비정산 후 결의연계

(KORUS 인사관리)
→

여비 지출결의서 결재

(KORUS 회계관리)
→

개인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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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각종 공공요금 현황

주요내용

  공공요금 현황

구분
내 역

사용기간
월별

납부기한
요구부서

본부 부담금
사용자

부담금

전기
돌산수련원
둔덕,국동 생협 외 7개소

전월 3일～당월 2일
전월 10일～당월 9일

25일
말일

행정지원팀
시설팀

도시가스 둔덕캠퍼스 전월 1일～전월말일 말일 시설팀

상하수도
둔덕, 국동
수산과학연구소

생협 외 3개소
전전월 15일～전월 14일 말일

시설팀
수산과학연구소

통신 전화, 인터넷 등 전월 1일～전월말일 20일～말일 행정지원팀

후납우편 등기, 우편 등 전월 1일～전월말일 20일 행정지원팀

 

절차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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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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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설비 장기 투자계획 수립

목적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개선이 필요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배정예산의 일부(40∼50%)

를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개선

관련법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교육부)

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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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

실에 대하여 등급 판정(A∼D등급)을 통한 연차별 보수

 노후창문 교체

    - 노후된 창문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정한 1등급 이상의 고효율 에너지기

자재(창문)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 장애학생의 복지증진과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 평가』대비 미비

점 개선(관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업무흐름도

자료 조사

(담당자, 9~10월)
⇒

계획수립 시행 

매 5년마다

(내부결재, 12월)
⇒

매년도 보수비 반영

(내부결재, 익년 1월)
⇒ 보수공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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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설비(보수비) 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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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주요사업 내용

 대학회계 자체수입(시설비) 

    - 1순위: 법적 의무사항 이행

    - 2순위: 정기적 이행 사업 및 중앙공급시설 개선

    - 3순위: 각 기관 요구 우선 순위 중 타당성 있는 사업

 대학회계 국가지원금(시설보수비)

    - 1순위: 장기계획 수립 사업(화장실, 창호교체, 승강기설치 등)

    - 2순위: 공통 사업(내구연한 증진 및 노후시설 개선)

업무흐름도

 대학회계 자체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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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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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회계 국가지원금 시설보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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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대학의 기본요소인 각종 시설 현황을 파악하여 대학평가 자료로 제공함으로

써 대학의 소요면적 및 확보율 판단 기준

관련법규

 대학설립․운영규정

 관련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위탁기관: 한국사학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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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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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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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내용

 건축 및 부대공사 설계의 적정성 검토, 예산절감 방안 강구

 관련법에 의한 절차 준수

 설계 감독 철저로 품질관리 확보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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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건축법에 의한 협의사항 이행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함

 국유재산 관리의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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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내용

 법규에 맞는 건축물 설계

 관련법에 의한 절차 준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준수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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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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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설공사 감독

목적

 건설공사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여부 점검

 건설공사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 관리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사계약일반조건

주요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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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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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시설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하자관리

 하자관리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관련법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5조(하자검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하자검사

 시기: 연 2회 이상 정기하자검사 실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부터 14일 이내 최종하자검사

 방법: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검사

 검사조서 작성: 하자검사를 할 경우 및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 생략할 수 있음

 하자보수 관리비 비치 및 기록 유지

 소멸: 하자보수 완료확인서 발급일부터 소멸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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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종 시설물 관리

관련법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

3종 시설물 지정기관 관리주체

 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된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관리절차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해야 함

업무흐름도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FMS접속
시설물관리
대장제출

설계도서
제출

시설물관리
계획제출

정기안전점검
결과제출

시설물유지관리
결과 제출

www.fms.or.kr
지정고시된후
1개월 이내

지정고시된후
1개월 이내

매년 2월
15일까지

점검진단
완료 후
30일 이내

유지관리완료시

  ④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 매년 초 2월 15일까지

   - 지정 다음연도부터 실시

  ⑤ 정기안전점검 결과 제출 : 점검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매년 반기 1회(D·E 등급 : 매년 3회 실시)

   - 지정 다음반기부터 실시

   -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체에서 대행 수행한 경우 대행업체에서 관리

주체의 확인을 거쳐 FMS를 통행 제출

  ⑥ 시설물유지관리 결과 제출 

   - 대상 : 보수·보강 계획 및 결과보고, 중대한결함, 긴급안전조치, 위험표지의 

설치 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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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건축폐기물 처리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정의 및 대상

 건설폐기물: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대상: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설폐재류(타일, 벽돌 등), 혼합폐기물(매립), 소각폐기물 등

신고대상(시‧구청)

 5톤 이상 건설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공사와 분리발주: 100톤 이상

 관련법: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11조

 분리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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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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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사항

 석면 조사 대상

    - 대상

     · 석면이 함유된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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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대장 및 석면건축물 점검 실시 및 보고 : 6개월마다 (연 2회 실시 하반기, 상반기)

 신고: 고용노동부 장관

    - 대상: 철거 해체하려는 석면이 1%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이상

    -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 하여금 작업 전 신고 후 철거

 석면 철거 시 농도측정: 발주시 금액에 계상

    - 공기중 농도측정(옥내): 해체 면적이 50㎡ 이상

    - 비산 농도 측정(옥내․외): 해체 면적이 500㎡이상

 실내 공기중 농도측정: 2년마다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존

    - 대상: 석면이 함유된 자재 면적의 합이 500㎡ 이상인 건축물

 석면해체 감리인 지정

    - 대상: 면적 800㎡이상, 석면함유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 사용현장

    - 감리인: 1년간 석면 해체 면적이 2,000㎡초과 ⇒고급감리인1인, 2,000㎡이하⇒일반감리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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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과태료)

 등록된 자 이외의 자가 철거할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감리인 미지정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과태료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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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교육 및 연구시설, 행정지원시설에 대한 원활한 급수 공급

 화장실 및 식당에 급수 공급

 노후 급수관 보수로 절수, 수질검사로 수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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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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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검사

 학교수돗물 수질검사 : 2회/년(여수시 상수도과), 일반세균등 10개 항목

 저수조 및 관내 정체수 수질검사 : 각 1회/년, 일반세균등 12개 항목



- 732 -

12. 위생설비 시설 관리

목적

 위생설비시설(위생기구, 급수, 오․배수 배관, 환기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사용자의 편의 제공

관련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요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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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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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적정온도 유지로 에너지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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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난방 공급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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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사용 기자재 유지관리

목적

 열사용기자재(보일러, 압력용기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

관련법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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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도

열사용기자재 설치

◦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 기기조종자 선임


열사용기자재 점검

◦ 일일점검, 정기검사

 
노후 냉난방시설 개·보수

◦ 자체보수, 공사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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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방시설 관리

목적

 소방시설 정기점검과 관리로 비상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

 체계적인 관리 및 점검으로 화재예방 

관련법규

 소방법․시행령․시행규칙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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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도

정밀점검 및 

작동점검

(년 1회)
⇒

점검결과 지적사항 

통보 

(소방서→대학)
⇒

공사발주 빛 

자체보수

(담당자)
⇒ 공사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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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도시가스 시설관리

목적

 도시가스(LNG)시설의 정기적인 점검․관리로 안전사고 예방

관련법규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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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도

특정가스사용시설 설치
◦ 설치(변경)검사, 안전관리자 선임,보험가입


특정가스사용시설 점검

◦ 수시검사, 정기검사, 정압기 분해점검, 안전관리자 정기안전교육
 

노후 가스시설 보수
◦ 자체보수 및 공사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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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LPG관리

목적

  액화석유가스(LPG)시설의 정기적인 점검․관리로 안전사고 예방

관련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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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도

액화석유가스 설치 ⇨ 액화석유가스 점검 ⇨ 노후시설 보수

- 완성검사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 보험가입

- 수시검사

- 정기검사

- 안전관리자    

정기안전교육

- 자체보수 및 

공사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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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승강기 관리

목적

  승강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사용자의 편리 도모 및 안전사고 예방

관련법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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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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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치검사 : 승강기 설치를 끝낸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15일)

    - 완성검사 :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승강기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 실시

    - 정기검사 : 검사유효기간(1년) 만료 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실시

    - 수시검사 : 교체·변경·사고 발생시 수리한 경우 또는 요청하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정밀안전검사 : 승강기 설치 후 15년이 도래한 승강기 등에 실시하며 정기

적으로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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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유지관리

    - 단순보수(POG) 계약

     · 승강기의 주기적 점검을 통한 예방정비 실시 

     · 고장발생시 신속한 수리

     · 사고발생시 긴급인명구조 및 사후처리

     · 수리비 경비부담은 관리주체

     · 무상부품 내역: 본브러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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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준 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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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에너지 절약 관리

목적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고 절약 분위기 확산

 공공요금 등 예산 절감

관련법규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3호)

 에너지 진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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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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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전기시설 관리

목적

 교육 및 연구와 행정지원을 위한 원활한 전기 공급

 전기 유지보수로 안전사고 예방 및 양질의 전기 공급 

관련법규

 전기공사업법 및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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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도



- 742 -

21. 통신시설관리

목적

 정보통신의 통화품질 향상 및 양질의 고속 전송망 제공

관련법규

 전기통신 기본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주요내용

 전화신설 및 이설관리

 구내통신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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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영구 기록물의 관리

 건축물 원도 관리의 철저로 건물연혁 및 구조 유지

 유지보수에 따른 유기적 활용 

관련법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주요내용

 설계원도의 영구적 보존

 노후된 원도의 전산화 작업으로 영구적 보존

 보수 및 유지에 관한 구조적 안전성 검토 확보

 파손된 원도의 복원작업 및 전산화 유도 

업무흐름도

설계원도 작성(CAD 도면작성, 디스켓포함)

◦ 분야별 원도작성


보관함에 원도 보관

◦ 훼손방지시설 설치

 
주기적으로 원도 보관 상태 확인

◦ 훼손원도의 복원작업



   

행정업무편람

직속기구

◔ 인권센터



직속기구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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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폭력예방교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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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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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폭력예방교육 연간 계획수립 및 보고

    - 매년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을 근거로 연간 계획 수립

    - 평가항목(교육실시 방법, 교육 참여 배점 등)별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
정폭력 각 영역별로 합계 70점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예방교육 계획 수립

    - 성희롱방지조치 실적점검의 경우 평가항목과 별개로 시행여부에 따라 부

진기관 여부 선정

    - 12월말까지 완료된 교육 결과를 다음해 1~2월에 여성가족부 보고 시스템

에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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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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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와, 사건 관련 발생 시 

상담과 진상 조사를 실시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발생한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피해자 고충처리 

및 상담

관련법규 

양성평등 기본법 제 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인권센터 규정 제 7조, 9조

주요내용 

성희롱․성폭력방지대책위원회 설치

    - 성희롱․성폭력의 방지와 피해구제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 구성 : 9인(여성위원 3인 이상)

    - 임기 : 2년

조사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운영 : 위원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

    - 임무 : 사실관계 조사, 당사자 및 상담원 등으로부터 입장 청취 

    - 조사의 종료 : 조사기간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문제를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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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나 

대리인 명의로 위원회 또는 상담원에게 전화, 팩스, 전자우편, 구두로 신

청 가능

    - 유효기간 : 상담 및 신고는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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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처리함

징계요청

    - 위원회는 조사소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해자의 행위가 관계법령 및 

학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될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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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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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담

관련법규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인권센터 규정 제 7조,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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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

    - 임무 : 사실관계 조사, 당사자 및 상담원 등으로부터 입장 청취

    - 조사의 종료 : 조사기간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문제를 제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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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리인 명의로 위원회 또는 상담원에게 전화, 팩스, 전자우편, 구두로 신청 

가능

    - 유효기간 : 상담 및 신고는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에 제기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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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요청

    - 위원회는 조사소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해자의 행위가 관계법령 및 

학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될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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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회 심의 ➞
징계 요청

 및 후속조치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