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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학칙
제1절 학칙 제･개정 사항

Ⅰ

관련 근거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학칙) ①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 13., 2014. 12. 16., 2018. 5. 28.>
1.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2. 수업연한･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3. 입학, 재･편입학, 휴･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자퇴･제적･유급･수료･졸업 및 징계
4. 학위의 종류 및 수여･취소
5.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6.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7. 등록 및 수강 신청
8. 공개강좌
9. 교원의 교수시간
10.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11. 장학금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보조
12. 삭제 <2006. 1. 13.>
13.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14. 학칙개정절차
15.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16.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국립의 교육대학 및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교원양성대학교”라 한다)은「교육
공무원법」제24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가 「교육공무원임용령」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공모 방식으로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③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 1. 13.,
2012. 1. 6.>
④ 삭제 <2012. 1. 20.>
⑤ 삭제 <201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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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
■ 기타 법령(지침 포함)에 규정된 사항

○ 고등교육법 :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제11조2(평가 등), 제12조(학생자치활
동), 제13조(학생의 징계), 제14조(교직원의 구분), 제14조의2(강사), 제19조(학교의 조직),
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 제20조(학년도 등),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제22
조(수업 등),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제23조의2(편입학), 제23조의4(휴학), 제23조의5(학
사학위취득의 유예), 제26조(공개공좌), 제32조(학생의 정원), 제33조(입학자격), 제35조
(학위의 수여), 제40조(산업체 위탁교육), 제48조(수업연한), 제50조(학위의 수여), 제50조
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등
○ 고등교육법시행령 : 제4조의8(강사의 임용기준과 절차 등), 제6조(교원 등의 교수시간), 제
7조(명예교수 등), 제10조(학기), 제11조(수업일수), 제12조(휴업일), 제13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제13조의2(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제14
조(학점당 이수시간), 14조의2(수업 등), 제15조(학점의 인정), 제15조의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제28조(학생의 정원), 제29조(입학･편입학 등), 제29조의2(재입학), 제42조의4(입학
허가의 취소), 제48조(학위의 수여), 제52조(학위 수여의 취소), 제53조(시간제등록생의 선
발 등), 제53조의2(산업체 위탁교육), 제57조(전문대학의 수업연한), 제58조2(학사학위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제58조의3(학위심화과정의 운영), 제58조의4(학위심화과정의
등록 자격), 제59조(교육과정의 연계운영), 제60조(전문학사학위의 종류) 등
○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 제4조(자체평가위원회 등)
○ 사립학교법 :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전문개정 2007. 7. 27.〉
○ 사립학교법시행령 : 제10조의6(평의원회의 구성)〈본조신설 2006. 6. 23〉
○ 교육부 정책사항
-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시행계획 등
○ 기타 법령 : 평생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기타 법령에
“………은(는) 학칙으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
■ 장애인 등에 대한 사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제4조(차별의 금지), 제29조(특별지원위원회), 제30조(장애학
3

생지원센터), 제31조(편의제공 등), 제32조(학칙 등의 작성), 제35조(대학의 심사청구 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 제30조(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제31조(장애
학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33조(심사청구 절차)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정의), 제4조(차별행위), 제13조(차별
금지),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제20조(정보
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26조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49조(차별행위), 제50조(과태료)
■ 성희롱 및 성폭력 등에 관한 사항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성희롱 방
지조치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금
지),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따라 대학의 장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양성평등기본법 제32조(성희롱 실태조사),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성희롱 실태조사), 성폭
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성폭력 실태조사),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등에 따라 3년마다 주기적으로 성희롱 실태조사를 해야 하며 지금까지 임의 규정이던 공공
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 공표가 의무 규정으로 바뀜에 따라 매년 점검 결과를 언론
등에 공개해야 한다. 따라서 이 관련 내용을 학칙에 반드시 규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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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개정시 유의사항

■ 학교자체 규정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학칙에 그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 근거 마련에 대한 법 형식은 일반적인 입법 예에 따라 “‥‥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학
장)이 따로 정한다.” 혹은 “‥‥총장(학장)이 정하는 기준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으
로 규정
■ “불확정 개념” 사용 금지

○ 많은 전문대학의 학칙에 “소정의 사유 혹은 기간, 학기 초로 부터, 정상에 따라” 등 명확하
지 않은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바, 이러한 불확정 개념은 법 해석 및 적용상 지나치게 자의
적으로 운용될 우려가 있는 등 법률용어로는 부적절하므로 향후 학칙 개정 시 제2절 학칙
개정 관련 주요사항 예시를 참조하여 구체적인 용어로 개정하여야 함.
■ 상호 모순되는 규정 정비

○ 고등교육법,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정관, 학칙, 시행세칙 연계성 검토
○ 휴업일에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규정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휴업일에 실험･실습 등의 수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른 조항에는 휴업일에도 계절수업 등 이론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상호 모순이므로, 이런 경우는 휴업일에 방학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논리에 맞음.
■ 학칙개정 절차 마련

○ 학칙의 개정은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그 절차도
정부입법 예에 따라 투명하고 자세하게 규정되어야 함에도 많은 대학의 학칙은 “개정절차”
누락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규정되어 있더라도 매우 미흡한 실정임.
○ 학칙개정 절차에 대하여는 정부입법 예시 참조
○ 학칙개정 시 교육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여부를 철저히 사전 검토하고 의문 사
항은 개정 전에 교육부 전문대학지원과 등 관련 업무 부서에 사전 문의하여 학칙 개정･공포
후 고등교육법 제60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등)에 의거 보완요구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5

•• ※ 학칙 개정 시 주요 서류
○ 학칙개정사유서 1부

○ 주요 개정내용 1부

○ 학칙개정 관련 위원회(대학평의원회 등) 개최 회의록 사본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개정 학칙 전문 1부

※ ｢신･구조문 대비표｣는 법령 개정시 기본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회의록에는 참석위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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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학칙 제･개정 관련 주요사항 (예시)

■ 학칙 제･개정절차

 제○○장 학칙 제･개정 절차
제 ○○ 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학칙을 제･개정을 할 경우에는 제･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 조(공고기간) 학칙 제･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 ○○ 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본 대학의 교직원은 공고된 제･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당해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
여야 한다.
제 ○○ 조(심의) 사전예고 절차를 거친 제･개정안은 학칙에 의거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 조(공포절차 및 공포) 제반 학칙의 공포는 ○○의 심의를 마친 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총장(학장)
이 공포한다.
■ 불확정 개념 사용(예시)
잘못된 사용

올바른 사용

학기 초 부터……

학기 개시일로부터 ……

소정의 기간 내에……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상에 따라 총장(학장)이 허가……

비고

해당조문에
맞게
성추행 등 학생으로서의 본분에 크게 벗어나는 경우 등의
구체적으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표현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총장(학장)이 허가……
총장(학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 내에……

7

■ 불확정 개념 사용(예시)
개정해야할 조항

사 유

제 ○○ 조(편입학) ② 편입학은 각 학과별로 재학생을 기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학 등)에 의거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이 가능함.
준으로 결원이 있을 때 전적교에서 이수한 학과와 동일
▶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 시킬 수 있다.
계에 한하여 허가한다.
제 ○○ 조(재입학) ③ 학생활동으로 인한 제적자의 재입학
은 별도 정원으로 인정한다.
제 ○○ 조(시간제 등록) ③ 시간제 학생이 취득할 수 있는 ○ 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학기당 이수학점
학점은 매학기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한(12학점, 정규학생 취득학점의 2분의 1 수준), 이
수한 과정은 학점은행제와 연계하여 학위취득 가능함.
제 ○○ 조(학점은행제 설치･운영) ① 열린교육･평생학습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의 제 규정에 따라 학점은행제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학점은행제를 운영할 수 있다.
운영의 주체는 학교장이 아닌 교육부장관으로서, 교육부
장관의 승인사항임
학칙개정절차관련 규정
○ 고등교육법 제6조에 의거 총장(학장)이 학칙을 개정한
제 ○○ 조(공포절차 및 공포)… 총장(학장)의 승인을 얻어
때에는 심의 및 공포절차를 포함하는 것임
교과부에 보고한 후 공포한다.
▶ 총장(학장)의 승인을 얻어 공포함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제 ○○ 조의○(비학위 전공심화과정) ② 비학위 전공심화 ○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승인사항이 아닌 보고사항임
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학장)이 따로 정하되 교육 ▶ 교육부장관에게 보고 후 운영함
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등)에 의거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의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음
○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교육･연구 또는 실 ○ 고등교육법 제39조에 의거 다른 학교, 연구기관 또는
습을 ○학점의 범위안에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산업체 등에서 행한 교육･연구 또는 실습 등을 특정한
교과목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음
○ 타대학 학점인정 및 교과목이수 관련규정 누락

<예시>
전문대학은 본 학칙 예시를 참고하여 학교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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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대학(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
학사운영･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열린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본 대학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과 직업교육의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명칭) 본 대학은 ○○○대학이라 한다.
제4조(위치) 본 대학은 ○○도 ○○시 ○○동에 둔다.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본 대학에 두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입 학 정 원

모집단위명
(계열 또는 학과명)

주 간

야간

계

○○○○계열

○○

○○

○○

○○○○계열

○○

○○

○○

○○○○과

○○

○○

○○

○○○○과

○○

○○

○○

○○○○계열

○○

○○

○○

○○○○계열

○○

○○

○○

○○○○과

○○

○○

○○

○○○○과

○○

○○

○○

○○○○과

○○

○○

○○

합계

○○

○○

○○

제6조(계약에 의한 학과 설치) ① 본 대학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 또는
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계약학과 등의 명칭,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 학생의 정원, 운영경비, 납입금,
수업운영, 설치･교육기간 등에 관하여는 【별표 ○】로 정한다.

제2장 직제
제7조(조직) ① 본 대학에는 ○○○○처, ○○○○처, ○○○○처를 두며 각 처에 두는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에는 ○○○○과, ○○○○과를 둔다.
2. ○○○○처에는 ○○○○과, ○○○○과, ○○○○과를 둔다.
3. ○○○○처에는 ○○○○과, ○○○○과를 둔다.
② 각 처에 처장을 보하고 처장은 총장(학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처내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각 처의 사무분장은 총장(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산학협력단 설치) ① 본 대학에는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
9

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산학협력단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교직원) ① 본 대학에 두는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로 구분한다.
② 총장(학장)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과 조교를 둔다.
③ 총장(학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겸임교원, 초빙교원, 강사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겸임교원 :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초빙교원 :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다.
3. 강사 : 고등교육법 14조의2에 해당하는 자
제10 조(교직원의 임무) ① 총장(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
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③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업무를 담당한다.
④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제3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11조(수업연한) ① 본 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또는 3년으로 한다.
② ○○○○과, ○○○○과, ○○○○과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③ 본 대학에 등록하여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충족하고, 이수한 전 교과목 성적이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는 수업연한의 1/4범위까지 단축하여 조기졸업 할 수 있다.
제12조(재학연한) ① 재학연한은 ○년으로 한다(또는,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또는,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재외국민 및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총장(학장)이 인정하는 자의 재학연한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13조(학년도) 본 대학의 시작 학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4조(학기) ① 학기는 다음과 같이 1년 2학기로 하되, 총장(학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말까지로 한다.
2.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② 총장(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습학기제 또는 계절수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계절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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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별표 ○】에 정하는 바에 따라 매학년도 2주의 범위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6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총장(학장)이 정하며, 정기휴
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정공휴일
2. 일요일
3. 개교기념일
② 부득이한 경우 휴업일에도 수업을 할 수 있다.
제17조(임시휴업) 총장(학장)은 비상재해 등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제5장 입학
제18조(입학시기) 입학(재입학, 편입학 포함)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개시일로부터 이내로 한다.
제19조(입학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20조(입학지원절차) 입학지원절차는 모집시에 따로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21조(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공표한 해당 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범위
내에서 총장(학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총장(학장)은 입학전형을 위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전까지 공표한다.
제22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관리에 있어 주요사항을 계획･심의하기 위하
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총장(학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에 따른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대학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
다.
② 대학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4조(입학허가 및 등록) 입학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학장)이 허가하며, 입학이 허가된 자는 총장(학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납과 차등납부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총장(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입학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자
2. 총장(학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3.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입학지원방법을 위반한 자
4. 기타 입학모집요강 등에서 총장(학장)이 정한 입학취소요건 해당자
제26조(산업체위탁교육) ① 총장(학장)은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위탁받은 때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의 경비 납부방법, 교육과정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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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업체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편입학) ① 총장(학장)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편입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편입학 시기, 인원, 자격, 전형방법 등 편입학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학장)이 따로 정한다.
③ 편입학은 각 모집단위별로 입학정원의 범위안에서 가능하며 전적교에서 이수한 과와 동일한 계열에 한하여
허가한다.
제28조(재입학) ① 본 대학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및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62조제1항 및 산업체위탁교육생 제적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과장의 추천과 교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범위안에서 가능하며 동일학과에 한한다.

제6장 전공배정, 전과,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29조(전공배정) ① 전공배정은 1학년 2학기말에 소속 계열의 배정절차를 거쳐 총장(학장)의 허가를 얻어 시행한
다.
② 전공배정의 신청, 기준, 인원 등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30조(전과) ① 전과는 1학년 2학기초 또는 2학년 1학기초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산업체위탁교육생
의 전과는 불허한다.
② 전과의 과별 입학정원은 전입과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 이내로 한다.
③ 전과의 과별 전출정원은 전출과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 이내로 한다.
④ 전과는 동일계열에 한하여 재학기간 동안 1회 허가할 수 있다.
⑤ 전과한 자는 전출과에서 취득한 학점을 전입과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의 기준은 총장(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휴학) ① 질병, 병역의무, 임신, 출산, 육아,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총장(학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② 휴학은 1년을 단위로 연속하여 허가할 수 있으나 수업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휴학은 군휴학, 일반휴학으로 분류한다.
1. 군휴학 : 병역의무 복무로 인한 휴학으로 입영명령서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일반휴학 : 질병, 임신, 출산, 육아, 해외연수,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반휴학은 병･의원
전문의(한의사 포함)진단서, 연수허가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병역의무 복무로 인한 군휴학 자는 수업일수 4분의 3이상 출석한 경우 임시시험을 실시하여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⑤ 휴학생은 학기개시일 이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휴학할 수 있다.
제32조(복학) ① 제31조에 의한 휴학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복학하여야 한다.
② 복학은 학기개시 후 3주(21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③ 복학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총장(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자퇴) ① 본인의 질병, 사망, 실종,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퇴학(이하 "자퇴"라 한다)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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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자퇴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제34조(제적) 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학장)이 이를 제적 처분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4주(28일)가 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 4주간을 초과한 자
3. 타교에 입학한 자(이중학적을 가진 자)
4. 정당한 사유없이 매학기 총장(학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5. 3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
6. 기타 관계규정 위반으로 총장(학장)이 제적처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장 교과 및 수업
제35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하며, 학점과 배점기준은 교양교과 10% ~20%,
전문교과 80%~90%로 한다. 다만, 학과의 특성에 따라 10%의 범위 안에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각 과별 교육과정(현장실습 포함)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연계교육과정 운영) ① 총장(학장)은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계고등학교, 산업
대학, 대학 및 산업체와 상호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계교육으로 이수한 과정을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일정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연계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37조(학점이수) ①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는 1학기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학장)의
승인을 받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② 학생은 매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하지 못한다.
제38조(학점 및 교과목이수 인정) ① 총장(학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를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범위안에서 본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2.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훈련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경우,
학기당 3학점 이내, 연(年) 6학점 이내로 학점을 인정한다.
3.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국내의 제2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
다)에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② 편입학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점을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는 교양교과 ○학점, 전공교과
○○학점이내에서 소속된 모집단위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1.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3.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③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 적용 범위는 총장(학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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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수강신청)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교육과정표, 강의시간표를 참고하여 다음 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은 총장(학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수업)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며, 세부 운영방법은 총장(학장)이 따로 정한다.
② 매학기 개설 교과목은 입학 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총장(학장)이 공고한다.
③ 강의시간표는 강의개시 2개월 전에 총장(학장)의 승인을 얻어 공고한다.
④ 강좌는 09:00부터 22:00까지 개설･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1조(계절수업) ① 총장(학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하계 또는 동계휴가 기간중에 계절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계절수업의 학점취득은 ○학점 이내로 한다.
③ 계절수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42조(집중수업) 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계절수업 등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으로 운영
할 수 있다.
② 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43조(교수시간) ①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학기당 15주)이상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주당 00시간으로 한다. 다만, 보직교원･겸임교원･초빙교원 등의 책임시간은 총장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44조(출석의무) 학생은 수강신청한 전교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45조(출석인정) ① 학생의 징병검사, 예비군교육, 상고 및 기타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46조(타교생의 수학) 국내･외의 대학에서 재학중인 학생이 본교에서 수학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으
며, 수학기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 등에 의한다.

제8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47조(시험) ①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기말에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학기중 중간시험을 행할
수 있다.
② 시험은 주･객관식 시험을 병용한 필답고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에 따라 실기, 실습, 과제물
작성 등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각 교과목 총수업 시간수의 4분의 1이상을 결석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당해 교과목의 학점을
미취득(F)으로 처리한다.
제48조(추가시험)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하지 못할 때에는 시험개시 전에 그 사유를
총장(학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허가된 자에 대해서는 과목 담당교수가 추가시험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4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가시험 성적은 B+급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③ 추가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학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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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성적)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 학업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② 교과목 성적이 D0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수 없는 교과목의 실험, 현장실습 등에 있어서는 P를 급제로 한다. 이때 취득학
점은 인정하고 평점평균 산출에서는 제외한다.
④ 수강승인을 받고도 수강하지 아니한 과목의 성적은 미취득(F)으로 처리한다.
⑤ 성적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학장)이 인정한다.
등 급

성 적

평 점

+

A
A0

100 ~ 95
94 ~ 90

4.5
4.0

B+
B0

89 ~ 85
84 ~ 80

3.5
3.0

C+
C0

79 ~ 75
74 ~ 70

2.5
2.0

D+
D0

69 ~ 65
64 ~ 60

1.5
1.0

F

59점 이하

미취득

P

불계

제50조(성적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취소할 수 있다.
1.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
2. 중복 신청하여 취득한 성적
3. 출석 미달 과목의 성적
4.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성적
제51조(학사경고) 성적평가 결과 매학기 평점평균이 ○.○미만인 자는 이를 경고한다.
제52조(졸업) ① 총장(학장)이 정하는 각 학과별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졸업요건을 갖춘
자는 졸업자격을 부여하고 별지 서식 제○호의 졸업증서를 수여하며 졸업증서에는 교육과정상의 전공을 표기
할 수 있다.
② 졸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은 ○○학점(3년제 과정은 ○○학점, 4년제 과정은 ○○학점)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③ 졸업학점중 교양교과 ○학점 이상, 전공교과는 ○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53조(후기졸업) 졸업학점 미달자는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후기졸업자는 2개학기내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4조(학위수여) 본 대학에서 졸업이 인정된 자는 별지 서식 제○호에 의하여 별표 ○에 해당하는 전문학사학위
를 수여한다.
제55조(수료)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졸업사정에서 탈락한 자에게는 별지 서식 제○호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학년 수료 : ○○학점 이상
2. 2학년 수료 : ○○학점 이상
3. 3학년 수료 : ○○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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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학년 수료 : ○○학점 이상
제56조(졸업유예) ①제52조의 졸업요건이 충족된 자가 졸업 연기를 원하는 경우 ○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졸업
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졸업유예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57조(학위 수여의 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학장)은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장 평생교육
제58조(학점은행제) ① 총장(학장)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2년제 80학점, 3년제 12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중 본 대학에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총장(학장)이 학위를 수여하
고, 그 명단을 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통보한다.
② 기타 학점은행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9조(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운영) ① 본 대학에는 1년 이내의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비학위 심화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전문대학 입학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전문대학 졸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학력인정과정 등록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③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은 본 대학에 설치된 학과와 유사한 분야에 한하여 설치한다.
④ 비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학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60조(특별과정) ① 본 대학 학생외의 자를 대상으로 특별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②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61조(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 ① 전문대학 졸업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년에서 2년 이내의
전공심화과정을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입학자격은 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전문대학 입학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또는 전문대학을 전년도에 졸업한 자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9개월 이상인 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
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입학정원을 정하는 과와 공학 관련과의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동일한
전문대학의 과를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③ 전공심화과정의 설치과정, 등록과정, 등록인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2조(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 본 대학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별표 ○】과 같이 설치･운영한
다.
② 전문학사과정을 이수하고 총장(학장)이 정하는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하여
【별표 ○】에 해당하는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③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④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3조(시간제등록제) ① 본 대학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등록생을 모집할 수 있다.
② 모집인원은 정규학생과 통합하여 모집하는 시간제 등록인원은 입학정원의 10%범위이내로 하고, 시간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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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은 입학정원의 10%범위 내에서 정한다.
③ 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12학점으로 하고, 정규학생 취득학점의 2분의1수준으로
연간 24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④ 시간제등록생의 선발방법, 납입금, 학위수여 등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범위안에서 총장(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장 학생활동
제64조(학생자치기구) ① 본 대학의 전통과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진리탐구와 창조적, 비판적 지성을 겸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케 하기 위하여 학생자치기구인 ○○○대
학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본 대학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휴학이나 제적, 자퇴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③ 총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65조(학생활동의 제한) ① 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② 학생회 등 학생단체는 집회 및 행사를 주최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6조(학생지도위원회) ① 학생생활과 학생자치활동을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지도위원회는 학생자치기구의 조직과 운영, 회칙 등의 제정과 개정, 학생상벌, 학생복지 및 기타 학생
자치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심의한다.
제67조(학생지도) 총장(학장)은 매년 학생지도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학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해야 하며 그 문제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제68조(간행물) 학생의 간행물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은 총장(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장 규율 및 상벌
제69조(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 성의로 학업에 종사하고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
로써 장차 전문직업인으로서 자질을 함양토록 한다.
제70조(포상) 총장(학장)은 학생으로서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그 세부기준은 총장(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71조(장학금) ① 총장(학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거나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정은 총장(학장)이 따로 정한다.
② 장학생이 휴학,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며 자퇴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총장(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72조(징계) ① 총장(학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위원회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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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할 수 있다.
1. 본 대학 학칙을 위반한 자
2.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3. 수업이나 연구활동을 방해한 자
4.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총장(학장)이 따로
정한다.
③ 모든 징계대상자는 징계심의 시 회의에 출두하여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할 수 있다.
④ 징계절차 등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 상벌에 관한 세부규정으로 정한다.
제73조(성희롱 예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대학의 구성원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장 등록금
제74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본 대학의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책정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심의
를 거쳐야 한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교직원(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
할 수 있다), 학생, 관련 전문가(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학부모 또는 동문(同門)을 포함할 수 있다.
③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이상이 되도록 하며, 학부모 및 동문 위원의
총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7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구성단위별 위원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교직원 ○명(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 ○명)
2. 학생대표 ○명
3. 관련 전문가 ○명
4. 학부모 또는 동문위원 ○명
④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
지,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별표의 공공기록물에 준하여 5년(예산･회계 관련
기록물)으로 함
⑤ 기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 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75조(등록금)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총장(학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76조(등록금의 감면) ①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 또는 감액하여야 한다.
② 총장(학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에 대하여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③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에게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77조(결석 또는 정학시의 등록금) 등록금은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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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등록금의 반환) ① 이미 납입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그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1. 과오납의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 전액
2.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6.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본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② 전 항의 반환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제13장 교수회 및 기타 위원회
제81조(구성) ① 본 대학에는 교수회를 두며, 전임교원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총장(학장)은 필요한 경우 보직처장, 보직과장 및 학과장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2조(소집 및 심의) ① 교수회는 의장이 소집하고 의장은 총장(학장)이 되며, 의장 부재시는 그 직무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② 교수회는 재적 전임교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전임교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③ 교수회는 총장(학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및 졸업에 관한 사항
2. 시험 및 성적사정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장(학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3조(교무위원회) ① 총장(학장)의 자문에 응하여 본 대학의 기본적인 정책사항을 종합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
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84조(제위원회) ① 총장(학장)은 대학의 교육 및 학사운영과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장 학교기업
제85조(학교기업의 설치) ① 본 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교기업을 설치하
고 그 명칭을 ‘○○대학 ○○○○ 학교기업’(이하 ‘○○○○ 학교기업’이라 함)이라 한다.
② ○○○○ 학교기업은 교지(주소:○○시 ○○구 ○○동 111번지)에 설치한다.
③ ○○○○ 학교기업은 ○○학과와 연계하여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사업내용으로 한다.
제86조(학교기업의 현장실습) ①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은 총20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교육은 30시간을 이수한 경우 1학점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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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 학교기업의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7조(학교기업에서의 보상금 지급) ① 학교기업의 운영성과 발생시 순이익의 ○○%범위안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줄 수 있다.
② 교직원 1인당 연간 보상금은 교직원의 연 보수총액을 넘을 수 없다.
③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등록금 총액을 넘을 수 없다.
④ 기타 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장 학칙 제･개정 절차
제88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학칙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제･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
여야 한다.
제89조(공고기간) 학칙 제･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90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본 대학의 교직원은 공고된 제･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당해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1조(심의 및 공포) 사전예고 절차를 거친 학칙 제･개정안은 ○○○의 심의를 거쳐 총장(학장)이 공포한다.

제16장 부속 및 부설기관
제92조(부속기관) ① 본 대학에는 부속 및 부설기관을 둔다.
1. 부속기관 : 신문사, 방송국, 도서관, ○○○, ○○○
2. 부설기관 : ○○연구소, ○○○, ○○○
3. 부설학교 : ○○학교
② 부속 및 부설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장 자체평가
제93조(자체평가 실시) ① 총장(학장)은 고등교육법 제 11조2(평가 등),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
법 및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대학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평정하기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근거하여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며, 다만, 고등교육법 제11조2 제2항에 따른 인정
기관이 해당학교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연도 자페평가로 갈음할 수
있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체평가 결과를 공시한다.
③ 대학의 장은 자체평가의 기획･운영･조정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와 자체평가 전담하는 조직･
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자체평가의 기준 및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장(학장)이 따로 정한다.

20

2020 전문대학 학사편람

제1장 학칙

제2장 입학

제3장 학사

제4장 수업

제5장 학적

제6장 교원인사 제7장 안전관리

제18장 장애학생지원
제94조(장애학생지원 등) 장애학생의 학업 및 학생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 체제(특별지원위원회,
장애학생지원센터, 심사청구 등)를 구축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장 기타
제95조(○○○○○○ 등)

부 칙(2014. ○○. ○○)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학칙은 ○○○○.○○.○○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업연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2년제 과정이 3년제 과정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2년제 과정으로 입학
한 자의 신분, 학위취득 등 학사운영에 대하여는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② 종전의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휴학하였다가 복학할 경우 복학하는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2년제 또는 3년제 학과를 선택하여 재학할 수 있다.
③ 종전의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제적되었다가 재입학하는 경우는 3년제 과정으로 재입학한다.
제3조(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변경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②‥‥‥
제4조(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폐지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사학과의 소속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변경된 모집단위 소속 재학생으로서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년 ○○월까지(수업연한이 3년으로
연장된 학과는 ○○○○년 ○○월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변경후 모집단위 소속으로 본다.
③‥‥‥
제5조(○○○ 경과조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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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대학 계약학과 설치에 관한 사항
1. 계약학과의 명칭 : ○○과
2.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3.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
4. 학생의 정원
5. 운영경비
6. 수업료 등 납입금
7. 학기와 수업일수 등 수업운영
8. 설치･운영기간
9. 기타(설치･운영기간이 끝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그 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

【별표○】 전공심화과정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학과명
○○학과

입학정원
주간

야간

○

○

비고

합 계

【별표○】 전문학사의 학위종별
종 별

해당학과

공업전문학사

○○과, ○○과

행정전문학사

○○과, ○○과

경영전문학사

○○과

○○전문학사

○○과

비 고

【별표○】 전공심화과정 학사학위 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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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별

해당학과

공학사

○○학과, ○○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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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제1장 학칙

제2장 입학

제3장 학사

제4장 수업

제5장 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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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호】_ 국문 졸업증명서 참고 서식(예시)

제

호

학

위

증
성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과 ○년 소정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기에, 고등교육법 제50조(50조의2)에 따라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대학총장(인)

학위번호 : ○○대학-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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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호】_ 영문 졸업증명서 참고 서식(예시)

OOO COLLEGE UNIVERSITY(영문대학명)
영문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CERTIFICATE OF GRADUATION

file Number :
Date :
Name in Full

:

SEX

:

Date of Birth

:

Department

:

Date of Admission

:

Date of Graduation

:

Degree Registration NO*

:

Degree

:

Bachelor’s degree in 영문학과명

This is to certify that all of the above is true.
(영문signature)
Presjdent

(압인)
(영문 총장명)

Dean of Academic Affairs

※ 유의사항
 *Degree Registration NO 작성 시 영문으로 작성
예) Daehan-2018(B)-0001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영문명 : bachelor’s course at junior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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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입 학
제1절 학생선발

26

Ⅰ. 관련 근거
Ⅱ. 전문대학 입학전형
Ⅲ. 감사 사례

26
30
39

Ⅳ. 참고자료

44

제2절 재입학, 편입학

58

Ⅰ. 관련 근거

58

Ⅱ. 여석 산정 기준
Ⅲ. 질의 응답

60
65

제3절 산업체위탁교육

68

Ⅰ. 관련 근거
Ⅱ. 산업체 위탁교육 실시 기준
Ⅲ. 질의 응답

68
69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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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입학
제1절 학생선발

Ⅰ

관련 근거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
○ (기본방향)
▪ 각 전문대학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
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등교육이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도록 함.
▪ 직업교육의 특성과 학생의 재능과 열정을 살릴 수 있도록 학업 성적이외에 취업역량에 필요한 소질과
적성, 인성을 높게 평가하는 전형방법을 적극 활용함
▪ 모집단위별로 전공특성에 대한 요구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사전에 합리적인 선발절차, 전형방법
및 기준 등을 마련하며, 이와 관련한 주요사항을 시행계획에 명확히 하도록 함
▪ 직업교육 입시제도의 선도적 발전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시모집 입학전형 시에는 학교생활
및 자기계발 능력 등 학생의 충실성을 더욱 중시하며, 학력의 부담 없이 직업교육을 선택하고, 자신
의 꿈과 끼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형방법 활성화
※ 전문대학은 입학전형 시행계획 수립 시, 부정방지 대책 및 입시윤리규정 등을 포함한 ‘공정성 확보
방안’을 별도 수입･운영
○ (유의사항)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공표하는 매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참조

■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③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
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④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
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협의체와 대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한 학교협의체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입학전
형시행계획을 공표한 대학의 장은 공표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 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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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본조신
설 2014.1.1.]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 등) ① 법 제34조의5제5항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대학입학
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② 법 제34조의5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의 장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할 때에는 이를 해당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서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가 있는 경우
2.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3.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4. 법 제60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으로 학생정원 감축, 학과폐지, 학생 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6. 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려면 해당 대학 의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학교협의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대학의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학교협의체
가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⑤ 대학의 장이 법 제34조의5제4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기본사항 수립･공표)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협의･조
정을 통해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이하 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함.
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 – 전문대학 입학전형에 대해 자율성과 통일성을 기반으로 각 대학간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정관 및 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
규정에 따라 전문대학 총장, 시･도교육감, 고등학교장, 학부모 등으로 구성･운영하는 심의기구

○ (기본사항 준수)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4항에 따라 입학전형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
공표함에 있어 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대학은 기본사항에 정한 주요 행정사항에 대해서도 그 처리기준과 운영방침을 준수해야 하
며, 특히, 입학정보 제공과 관련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함
○ (기본사항 미 준수에 따른 제재)
- 대학이 기본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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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시행령 제71조의2[별표 4]에 따라 학생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 전문대학의 입학전형과 관련된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한국전문대학교육협
의회의 「전문대학윤리위원회」에서 필요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
회 정관 제23조의3), 조사결과 위법 사실과 윤리적으로 부적합한 경우 대학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이사회 요구할 수 있음
○ (입학전형시행계획의 수립)
- 전문대학은 기본사항을 준수하여 매 학년도 입학전형시행계획(모집시기별 모집요강 수
립 시 포함)을 수립하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함
- 시행계획 수립시 자체적으로 계획(중장기 전망과 자체 발전전략을 고려한 내부계획)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을 각 전형별로 명확히 보고하되, 모집인원 제한이 없는 정원 외
전형의 경우,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을 “미지정” 형태로 보고 할 수 있음
○ (입학전형시행계획의 변경)
- 대학은 이미 공표한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없음. 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따라 변경 할 사유가 있는 경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승인을 받아 변경이 가능함
- 대학이 정부의 처분 또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조치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행계
획을 변경할 경우 시행계획을 공표한 이후의 시점부터 해당 학년도 입학전형(학생모집)
시작일 이전까지 변경 가능함
- 다만, 정부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조치 또는 처분 등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이
아닌 경우, 대학의 자체적인 결정(학과 개편 및 구조조정 등)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변경
완료하는 기한은 입학년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로 함
※ 모집요강의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 6월말까지 완료 및 공개

○ (입학전형 정보 제공)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별 시행계획과 모집시기별 주요사항을 수합하여 국민들에
게 전문대학 입학정보를 제공하며, 대학은 이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에 협조하여야 함
- 대학은 기본사항에서 제시한 정보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제출자료 외에도 수험생
진학준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유용한 정보(전년도 입시결과 등)를 자체적으로 공개하
는 것을 권장함
○ (입학전형 공공성 및 투명성 제고)
- 대학은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며, 이를 위해 합리적이고 객관적
인 방안을 강구함.
※ 대학은 부정방지 대책 및 입시 윤리규정 등을 포함한 “공정성 확보방안” 등을 자체적으로 수립･운영

- 대학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전문대학 회피･제척 가이드라인」에 따라 규정 및 절
차를 마련하고,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과 관련 있는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가 평가에 참여
할 수 없도록 회피‧제척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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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피

지원자와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자 스스로 평가 및 관리 업무에
참여하지 않고 피하는 것

제 척

지원자와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자를 평가 및 관리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

- 대학은 입학사정관을 운영할 경우, 고등교육법 제34조의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
2를 준수 하여야 함. 입학사정관 및 배우자가 지원자와 4촌 이내 친족이거나, 학교 및
학원 등에서 교육‧교습(과외교습)을 한 경우 입학사정관을 해당학생의 선발과 관련한 업
무에서 배제해야 함
- 대학은 모집단위별로 전공특성에 대한 명확한 요구수준 설정과 사전에 합리적인 선발절
차, 전형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시행계획에 명확히 하도록 함
- 전형과정 및 입학 후 서류 검증을 통해 부정입학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 법령*과 대학의
학칙 및 모집요강 등에 따라 입학취소 등 적정 조치를 취해야 함
* 고등교육법 제34조의6,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입학전형의 타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 내 ｢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함
- 대학 입학전형과 관계된 기록물은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교육부)에
의거 대학별로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을 설정함
- 예체능 실기고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학별 평가방법 및 방안 수립을 권장함.
모집요강에 세부모집단위(세부전공, 악기, 종목, 포지션 등) 별로 모집인원을 명시하고,
실기평가 시 3인이상의 평가위원이 참여하되, 외부위원이 참여하도록 함
○ (대학입학표준공통원서 사용 및 수험생 개인정보 보호 강화)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원서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각
대학은 표준원서를 사용하여 원서를 접수하는 것을 권장함
- 대학(위탁기관)은 원서접수 처리 시 개인정보 처리 점검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관리사항
점검을 위해 DB 작동기록, 보안장비 운영기록, 웹서버 운영기록 등 주요 로그를 일정기
간 보관 협조함
- 대학은 원서접수 처리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정보 보호 관리 체계(ISMS) 인증’,
또는 ‘개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을 획득한 기관에서 원서접수가 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 대학은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보유기간 만료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파기하
고, 외부유출 및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을 준수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지침(교육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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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문대학 입학전형

1. 입학전형 구분
■ 일반전형

○ 전형원칙(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대학의 교육목
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함
- 적법성･타당성･신뢰성･공정성･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전형대상･지원 자격･평가 기준 등
의 전형방법을 결정함
- 교육목적에 비추어 균등한 교육기회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기준(종교, 성별, 재산, 장애여
부, 연령 등)에 의해 자격기준을 설정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
○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
- 모집단위와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고등교육법시행령 등 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함
- 학생을 선발하는 모집단위와 모집인원을 학칙과 동일하게 설정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사전에 확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원서접수 개시일 전에 신입생모
집요강과 함께 대학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 후 공개 모집함
■ 특별전형

○ 전형원칙(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제40조)
- 대학 설립 목적과 직업교육 특성에 따라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전형기준으로
설정
- 대학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 선발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 원칙 적용
- 사회 통념적 가치기준에 합치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
- 전문대학이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때에는 직업･기술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함(고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
○ 특별전형의 종류
- 정원 내 특별전형(대학 자체 특별전형) : 입학정원 내에서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정하는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특별전형
- 정원 외 특별전형(법령으로 정한 특별전형) : 대졸자, 기회균형선발대상자, 각종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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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장애인, 외국인, 성인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및 개별 특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발하는 특별전형
○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정원내 특별전형 :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적용
- 정원외 특별전형 : 모집인원 산정기준 및 범위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개별
특별법에 따름
○ 정원내 특별전형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공표하는 매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참조

○ 정원 외 특별전형

｢운영 원칙｣

○ 전형 취지에 적합하게 실질적인 배려가 필요한 학생이 선발될 수 있도록 “전형 취지 부합도”를 전형
요소 또는 평가지표에 반영 권장
○ 수험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전 예고를 강화함
○ 정원 외 특별전형 관련 부정 입학자에 대한 제재 기준을 모집요강 등에 명시 함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공표하는 매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참조

2. 입학전형 행정사항
■ 입학전형 시행계획 수립 및 발표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제출
- 제출기한 :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
- 각 대학은 매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그 주요사항을 한국전문대
학교육협의회 입학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기한 내 제출함
○ 시행계획의 공표
- 공표기한 : 당해 연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4월말 전(입학연도 22개월 전)
- 시행계획을 각 대학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함
※ 시행계획에 대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조정권고 등 통보가 있을 시 대학은 이를 반영하여
시행 계획을 발표함

○ 입학정보의 제공
- 대학은 수시모집, 정시모집 주요사항에 대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관련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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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에 대하여 기한 내 제출하도록 함(별도 안내)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별 시행계획 내용을 수합･통계하고 주요 입학정보에 대
하여 언론 기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홍보하도록 함
■ 지원⋅등록 현황 제출

○ 수시모집 지원 및 등록 현황을 수시모집 종료 후, 전문대교협에 제출
○ 최종 지원 및 등록 현황을 당해 학년도 전형 종료 후, 전문대교협에 제출
○ 대학의 ｢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입학전형의
타당성과 공정성 확보방안 수립･운영 결과를 전문대교협에 제출
○ 지원방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 학년도 개시일 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상세
자료를 전문대교협에 제출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는 기한은 별도 안내
■ 지원방법 위반자 관련사항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의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가 대입전형 지원방법위반자 처리업무 수행
○ 입학 지원방법 위반자 처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정시모집 입학지원서에 수시모집 합격
여부를 반드시 표시
- 수험생 본인으로부터 반드시 확인절차를 밟고 그 근거를 보관
- 수험생이 지원서에 합격여부를 의도적으로 허위 표시할 경우 입학 지원방법 위반자에
해당하여 추후 입학이 무효 됨
- 합격표시 된 지원서를 접수하지 않도록 각 대학은 각별히 유의하길 바람
-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험생에게 재차 확인하여 지원방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
○ 수험생은 입학 후라도 지원방법위반 및 입학부정사실이 밝혀지면 입학을 무효로 함
- 신입생 모집요강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무효로 한다” 등의 내용을 반드시 명시
○ 전형일정을 위반하여 모집 금지(수시모집 기간 중 정시 원서접수 등)
○ 입학 홍보 및 원서접수 과정에서 대학입학지원 방법을 잘못 안내하거나 수험생의 의사와
다르게 접수하여 입학전형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입학지원서 상에 지원방법 위반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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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지원 관련 위반사항을 모집요강 및 입학지원서 등에 반드시 명기하고, 입학원서 접수
과정에서 입학무효 조항을 확인하도록 함
- 수시모집에 합격 후 정시모집, 자율(추가)모집에 지원하지 않도록 아래 예시와 같이 모집
요강 및 입학원서(인터넷포함) 등에 명기
▮수시모집 합격여부▮

본인은 지원방법위반 규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0000학년도 수시모집(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에 지원하여 합격한 사실이 □ 있다 / ☑ 없다

✓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예치금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정시모집 및
자율(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입학이 무효 됨을 알고 있음.
지원자 확인

(서명)

접수자 확인

(서명)

※ 창구접수 시에는 지원자와의 대면으로 관련사항을 정확하게 고지함

○ 이중 등록과 관련한 사항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모집요강에 명기하도록 함
- 수시 및 정시모집 합격자가 충원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기간 내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 각 대학은 모집시기별 합격자, 등록자 명단 등 대입지원위반자 검색을 위한 자료를 요청기
간에 맞춰 신속히 제공하여 대입지원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등록금 환불사항

○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절차를 모집요강에 명기하여 수험생이 사전에 관련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함
○ 대학은 등록여부 판단을 위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의 등록포기 절차, 환불 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함
○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의 등록포기를 표시한 경우 및 그에 따른 환불은 ｢대학 등록금
에 관한 규칙｣에 의거 처리
■ 입학전형료

○ 입학전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최소 실비만 책정하고 사회･지역배려 대상자 등에게
는 부담 완화 등 고려
- 이전 학년도 지원율 및 전형료 수입･지출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전형료를 적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목적 외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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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료 수입･지출 및 환불에 관한 「고등교육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동 규정에서 정한 기준
과 원칙을 준수하여 명확히 처리함
○ 전형료와 관련한 불필요한 의혹 방지를 위해 전형료 예･결산 내용 공개
■ 선행학습 영향평가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의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였는지에 대한 영향평가 실시
○ 대학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대학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및
다음 연도 대입전형
반영계획 수립

대입전형 진행

→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반영계획 공개
(홈페이지 게시 등)
→

다음 연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필요시)
→

9월 ~ 익년 2월

~ 3월

~ 3월 31일

~ 4월 말

-

특별법 제10조제2항
시행령 제5조제3항

특별법 제10조제3항
시행령 제5조제2항

특별법 제10조제2항
시행령 제5조제1항

○ 대학이 대학별 고사를 운영한 경우 자체 계획에 따라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출제되었다고 판단되거
나 기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반영
- 선행학습 영향평가 방법, 절차 등을 학칙으로 규정하며, 영향평가 시 외부위원(고교 교육
과정 전문가, 현직 고교 교사, 학부모 등)이 균형 있게 참여
※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 논술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 등
(단, 예체능 계열의 실기고사 제외, 그 외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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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전문대학 학사편람

제1장 학칙

제2장 입학

제3장 학사

제4장 수업

제5장 학적

제6장 교원인사 제7장 안전관리

■ 기타사항

○ 대학은 신입생 모집을 목적으로 지역 및 일선 고등학교 관계자에게 국내외 연수, 금품
및 향응 접대, 상품권 등의 제공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해 대학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관리하도록 함
○ 대학은 학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과제도를 운영･관리하되, 신입생 충원을 위한 편법적인
전과제도를 금지함
○ 대학은 입시 진행시, 필요한 경우 수험생의 신분 확인을 위해서 수험표 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을 준비･지참할 수 있도록 안내 함
○ 검정고시 출신자 및 고교졸업 동등 학력자에 대한 성적처리방법을 별도 명시하고 안내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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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전문대학의 전형체제 표(신규)
단계

A

B

C

D

E

항목

모집시기

전형구분

전형유형

전형명

전형방법

내용

수시1차
수시2차
정시
.........

일반전형
정원 내 특별전형
정원 외 특별전형
.........

학생부 위주
수능 위주
면접 위주
.........

일반고 특별전형
특성화고 특별전형
고른기회 특별전형
.........

학생부(교과)60%
+면접40%
면접80%+학생부20%
실기70%+서류30%
.........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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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의미

모집시기

∙ 수시모집
∙ 정시모집
∙ 자율모집 (결원 발생시)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입학지원방법 등)에 따른 모집 의미

전형구분

∙ 정원내 일반전형
∙ 정원내 특별전형
∙ 정원외 특별전형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4조
(입학전형의 구분)에 따른 전형 의미

전형유형

∙
∙
∙
∙
∙

전 형 명

∙ 정원 내 일반전형
- 지원 자격에 제한 없는 전형
∙ 정원 내 특별전형
- 일반고, 특성화고, 협약을 통한 연계교육,
특기자, 추천자, 고른기회, 대학자체
∙ 정원 외 특별전형(관련법 기준)
∙ 전형명은 각 전형에서 요구하는 총괄적인 특
-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장애인 등 대상자, 전
징과 지원요건 등을 명칭화한 것을 의미
문대학이상 졸업자, 만학도 및 성인재직
자, 기회균형 선발(농어촌학생,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
상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서해
5도, 다자녀 가정 및 다문화가족 등

전형방법

∙ 학생선발 시 단일전형요소 또는 전형요소 간
결합을 통한 실제 선발평가방법
예시) 학생부(교과) 60% + 면접 40%
ㅇ 전형요소 실제 반영비율, 적용 방법을 의미
※ 전형요소 : 학생부(교과/비교과), 수능,
면접, 서류, 실기

학생부위주 전형(학생부 교과/학생부 종합)
∙ 위주 전형은 주된 전형요소(반영 비율 50%
수능위주 전형
초과)를 중심으로 한 전형을 의미
면접위주 전형
※ 전형요소 : 학생부(교과/비교과), 수능,
서류위주 전형
면접, 서류, 실기 등 5개 요소
실기위주 전형

2020 전문대학 학사편람

제1장 학칙

제2장 입학

제3장 학사

제4장 수업

참고 : 전문대학 정원외 특별전형 모집기준
조항

전형명

2호
6호

재외국민 및
외국인

7호

제5장 학적

제6장 교원인사 제7장 안전관리

(2020.6월 현재)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대비

대상자

총 입학정원 대비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6･7호 대상자 제외)

2%이내

10%이내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모집인원 제한 없음

모집인원 제한 없음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결혼이주민

모집인원 제한 없음

모집인원 제한 없음

모집인원 제한 없음

보건계열*

간호

그외학과

4호

특수교육대상자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

모집인원 제한 없음

8호

전문대학･대학
졸업자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원격대학의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모집인원 제한 없음

10%이내 30%이내

모집인원
제한 없음

12호

만학도 및 성인
전문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재직자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 수도권 모집금지
전문대학 제외)에 입학하는 25세
* 25세입학, 산업체 이상인 자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
근무 2년이상

5%이내

5%이내

모집인원
제한 없음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학생

가

14호 라

기회균형 선발
* 총 정원의
11%이내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자 중
3년이상 재직자

다

4%이내

10%이내

5.5%이내
(농어촌 포함한
최대 5.5%이내)

20%이내

11%이내
(농어촌 및 기초생활을
포함한 최대 11%이내)

보건의료계열
모집금지
(유아교육과 포함)

모집인원
제한 없음

1호

산업체 위탁학생
기타 위탁학생

13호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20%이내

교육부 장관이 정함
(별도 지침에 의거 운영)

서해5도 교육과정 이수자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1%이내

5%이내

다자녀 및 다문화가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0%이내

10%이내

서해
5도법
제주
특별법

기타
정원 외 전형

교육부 장관이 정함
(별도 지침에 의거 운영)

* 전문대학의 9대 보건계열 중 간호(학)과를 제외한 “8개 보건관련 학과” 임.
(물리치료, 방사선, 안경광학, 응급구조, 임상병리, 작업치료, 치기공, 치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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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18.10.16>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
해당 호
01.
제29조제2항제
2호

학년별･연도별 총학생수

(제29조제2항 관련)
모집단위별 총학생수

제2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학 제2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모집단위별 총학
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생수는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1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과대학,치과대학 및 한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고,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초
과할 수 없다.

제2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학 제2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모집단위별 총학
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생수는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4
02.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교
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의 경
육대학 및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100분
우에는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고, 간호학 관련
제29조제2항제
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모집단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2019학년도 편입
3호
학 전형부터 2023학년도 편입학 전형까지는 100분
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03.
제29조제2항제
8호

제29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의 제28조제3항제1
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교육
부장관이 정한다.

04.
제29조제2항제
9호

제29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학 제29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모집단위별 총학
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생수는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1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과대학,치과대학 및 한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고,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05.
제29조제2항제
11호

제29조제2항제11호에 해당하는 자의 모집단위별 총학
생수는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야간에 운영하는 경우에
는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06.
제29조제2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자의 학년 제29조제2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자의 제28조제3항제1
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
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별 총학생
제29조제2항제
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수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12호
07.
제29조제2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의 연도 제29조제2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의 모집단위별 총학
별 총학생수는 해당 연도 입학정원의
생수는 해당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제2항제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13호
제29조제2항제14호에 해당하는 자의 학 제29조제2항제14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모집
단위별 총학생수는 각각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
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고, 같은 호 라목에
100분의 11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하는 자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모집
제29조제2항제14호가목･나목 또는 라
목에 해당하는 자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
08.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0분의 55를
만, 제29조제2항제1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의과
초과할 수 없다.
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입학의 경우에는 각각
제29조제2항제
- 제29조제2항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고,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
14호
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
입학의 경우에는 각각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원의 10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
- 제29조제2항제14호나목에 해당하는 자
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
원의 1,0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및 제7호(외국(동일국가에 한함)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에 관계 없이 입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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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사례

1. 목 적
○ 대입전형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기준 적용, 채점 오류 등을 점검하여 개선･시정 조치함으로
써 투명하고 공정한 입시전형 관리를 유도

2. 중점 점검사항
○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등 일반전형 대상자의 전형자료 활용 및 전산처리
과정, 논술･면접 등 성적반영, 예･체능계열 등 실기고사 관리, 합격자 사정, 예비합격후보
자 결정, 미등록 충원 등 합격자 등록과정
○ 취업자, 특기자, 대학별 독자적 기준, 농･어촌 학생, 재외국민과 외국인 등 특별전형 대상자
의 자격요건 및 전형관리 과정
○ 입시관련 규정 및 기본계획의 부합 여부, 편입학에 대한 정원･성적처리과정 등 전형관리,
대학원 석･박사과정 입학시험 채점 등 전형관리
○ 특히 대학별로 마련한 예･체능전형 공정관리 대책의 이행 여부 등

3. 전문대학 입시 주요 지적사례
가. 입학 관리
① 일반전형
○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대학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고등교육법 제34조>

사례

1. 일반전형의 등록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하자 산업체 위탁교육 전형 지원자를 정
원내 전형으로 변경하여 모집하였으며, 학교생활기록부 미제출자의 성적을 사정
하면서 사본을 제출받아 확인하지 않고 최하등급 부여

사례

2. 모든 학과의 학과장이 모집정원에 해당하는 신입생 유치를 위해 학과별로 자의적인
기준으로 신입생을 선발한 결과 총 31명이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전도되는 결과
를 초래하였고 입학관리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최종 신입생을 선발
39

사례

3. 대학입학전형에서 고등학교 1~2학년 교과 성적이 누락된 지원자의 성적을 재확
인하지 아니하고 3학년 성적을 1~2학년 성적으로 환산 적용

사례

4.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하여 응시학과명이 기재되지 않은 입학원서를 접수한
후 교직원이 합격 가능한 학과명을 대신 기재하는 등 입시에 부당 관여

사례

5. 입학 원서 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원서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
나, 지원학과를 다른 학과로 변경해 주어 입학전형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당초 응시한 학과에는 불합격 대상인 지원자가 응시학과 변경을 통해
합격하는 등 합격 여부까지 달라지는 결과 초래

사례

6. 입학전형을 실시하면서 동점자 처리기준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하여 과도한
초과선발을 지양하라는 교육부 고시와 다르게 ‘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전원을 합
격처리하는 것으로 입학 전형기준 공고
- 학과장은 수시모집에서 신입생을 실기점수로만으로 선발하면서 신입생을 1명
이라도 더 충원하기 위하여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을 합격처리’하도록
한 위 입학전형을 악용하여
- 1~4순위자를 제외한 11명(5~15순위자)의 실기점수를 모두 동점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응시 인원 15명 전원을 합격처리함으로써 모집인원보다 10명을 초과
하여 합격 처리

사례

7.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전임교원 확보율 등 재정지원사업 지표를 허위로 부풀려
공시하여 교육역량강화사업, WCC대학 선정 등에서 탈락하고, 행･재정 제재 대
학으로 낙인

사례

8. 학칙에 규정된 모집단위와는 다르게 학과 또는 전공별로 신입생을 모집하여 불
공정한 입학 전형 운영 및 모집인원 초과선발에 따른 교육여건 악화 야기

사례

9. 신입생 확보 등을 위한 부당･편법 전과 허용: 입학 직후부터 전과 예정 학과의
수업 수강하도록 허용하여 사실상 1학년부터 전과 허용

사례

10. 교수 급여를 신입생 충원율과 연동지급: 교원의 보수는 학생을 교육하고 지도하
거나 학문을 연구한 경력이나 성과, 직급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
여 지급하여야 하나 교원의 임무와 관련이 없는 신입생 유치 실적 등을 교원의
보수 지급 기준으로 활용

② 특별전형
○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
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사회 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
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함<고등교육법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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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입생 선발을 위한 대학입학전형 업무를 추진하면서 자매결연고교 6개 학교 학
생만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하여 특별전형 합격자의 최저점수는 259.7점인
반면, 일반전형 합격자의 최저점수는 295.4점으로 일반전형 지원자들이 자매결
연고교 졸업자 특별전형 지원자들보다 높은 성적임에도 불합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 통념에 배치되는 특별전형을 시행

사례

2. 치위생과 등 3개 학과를 제외한 전 모집단위에서 전문계고등학교 전 학과를 동
일계로 지정하여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모집하였고 2010학년도 정시모집 (관련)
자격증 소지자 전형에서 지원 자격 부적격자를 합격시켜 같은 모집 단위 일반전
형의 예비후보자 1명이 탈락

사례

3. 특수목적고등학교, 학력인정학교, 일반계고등학교 등 비 전문계고 출신자 21명을
전문계고 특별전형으로 선발

사례

4. 전문계고 졸업자 특별전형은 모집단위와 출신고 이수학과가 동일계열일 경우에
모집할 수 있으나, 계열이 일치하지 않는 지원자를 합격 처리

사례

5. 안경관련 학과 신입생 중 일부를 ‘동일직종 종사지 자녀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
하면서 신입생 모집요강에 ‘부 또는 모가 안경관련 동종 업체에 종사하고 협회
임원의 추천을 받은 자’로 지원 자격이 명시되어 있는 데에도 부모가 동종 업계
에 종사하지 않아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없는 자를 협회 임원의 추천만을 근
거로 부당하게 합격 처리

③ 입학관련 회계업무 관련 (2016년 교육부 감사 사례 중 발췌)
입학전형료 관계 규정 :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입학전형료) 제1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입학
전형료) 제1항,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입학전형료 관련 법령 적용범위 : 고등교육법 제33조(입학자격) 제1항,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제1항
입학전형료 책정 규정 :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2항
입학전형료 징수 규정 :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 고등교육법 제34조 제1항, 고등교육법 제34조의 4 제1항
입학전형료의 면제, 감면 규정 :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3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입학전형료 수당 규정 :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제1호
입학전형료 홍보비 규정 :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입학전형료 기타 규정 : 회의비(규칙 제3조제1항 제3호), 업무위탁수수료(규칙 제3조제1항 제4호), 인쇄비(규칙 제3
조제1항 제5호), 자료구입비 규정(규칙 제3조제1항 제6호), 소모품비(규칙 제3조제1항 제7
호), 공공요금(규칙 제3조제1항 제8호), 식비(규칙 제3조제1항 제9호), 여비(규칙 제3조제1
항 제10호), 주차료(규칙 제3조제1항 제11호), 시설이용료(규칙 제3조제1항 제12호)
입학전형료 의무적 반환 규정 :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4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입학전형료의 집행 잔액 반환 규정 :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3항
입학전형료의 집행 잔액 반환방법 규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4항, 제5항, 제7항, 제 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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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뭞 예산 편성
○ (세입) 재원의 성격에 맞게 신입학, 편입학 및 대학원을 구분하여 예산과목에 맞게 편성
- 예산과목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대학회계
세입예산과목
✍ 예) (관)자체수입금 (항)전형료 (목)전형료 (세부명세)신입학전형료
○ (세출) 재원의 성격에 맞게 사업과 지출항목을 구분하여 예산과목에 맞게 편성
- 예산과목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대학회계
세출예산과목
✍ 예) (사업)신입학전형료 (관)운영비 (항)학교운영비 (목)일반수용비
뭞 원서접수 대행수수료 지출 및 입학전형료 반환처리
○ 원서접수 대행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
- 원서접수 대행수수료를 포함한 입학전형료를 세입처리(전형료)
- 원서접수 대행(제3자 위탁)에 대한 대가(代價)로 지출처리(일반수용비)
○ 회계연도 내 입학전형료 반환
- 회계연도 내에 반납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입(세입)금에서 반납처리(해당 수입금에서 과오납금
반환)
※ 수입금에서 개인별 반환처리, 예산 편성 등의 별도 작업 필요 없음
○ 회계연도 종료 후 입학전형료 반환
- 회계연도 종료 후 반납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출 예산에 편성 후 반납처리(반환금 과목에서 지출)
- 다만, 정산액이 확정되지 않아 반환금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을 때에는 다른 항목의 반
환금에서 우선 지출하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 아울러, 다른 항목의 반환금 예산마저도 없는 경우에는 이･전용 등을 통해 지출(이용에 관한 사항
“예산총칙”에 반드시 명시 필요)
※ ‘이용’은 재정위원회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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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뭞 예산의 편성
○ (세입) 재원의 성격에 맞게 신입학, 편입학 및 대학원을 구분하여 예산과목에 맞게 편성
- 예산과목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별표 1]에 따른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수입
항목
✍ 예) (관)교육부대수입 (항)입시수수료 수입 (목)수험료
○ (세출) 재원의 성격에 맞게 신입학, 편입학 및 대학원별 지출항목을 구분하여 예산과목에 맞게 편성
- 예산과목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별표 1]에 따른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지출
항목
✍ 예) (관)연구･학생경비 (항)입시관리비 (목)입시수당 또는 입시경비
뭞 입학전형료 반환처리
○ 회계연도 내 입학전형료 반환
- 회계연도 내에 반납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입금에서 반납처리
※ 수입금에서 개인별 반환처리, 예산 편성 등의 별도 작업 필요 없음
○ 회계연도 종료 후 입학전형료 반환
- 회계연도 종료 후 반납업무가 진행되더라도, 당학년도에 수입된 수험료에 대한 입학전형료 지출은
2월말로 종료되므로, 2월말 현재 미지급된 입학전형료 지출이 있다면 해당 회계연도의 비용과 미
지급금으로 처리한 후 결산
- 2월말 기준으로 입학전형 수입 및 지출 결산을 통해 산정된 반환 액은 수입한 회계연도의 수입금에
서 반납처리하고, 기타예수금으로 대체

사례

1. 지적건명 : 2015학년도 신입생 허위입학
지적내용 : 신입생 정원 미달사태를 막으려고 ○○○○○○과 학과장이 시설장으로
있었던 장애인 복지시설 거주자이자 학교 졸업생 등 14명을 허위 입학 처리
처

사례

분 : 관계자 중징계, 경징계

2. 지적건명 : 입시홍보비 집행 부적정
지적내용 : 23개 학과에서 입시홍보비 합계 273,173,100원 중 223,200,520원
[식비 (153,048,060원), 유류비(12,359,250원), 방문비(57,793,210
원)]를 계정과목에 맞지 않게 목적 외 집행
처

분 : 관계자 경고, 홍보비 집행을 관련규정에 따라 계정과목의 사용 용도에
맞게 집행

사례

3. 지적건명 : 입시수당 지급 부적정
지적내용 : 입시전형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 2명에게 입시 총괄감독의 명목
으로 입시수당 합계 18,400천원 지급
처

분 : 관계자 경고, 시정(회수) - 부당하게 지급한 입시수당 합계 18,400천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

43

Ⅳ

참고자료

■ 【고등교육법】

제32조(학생의 정원)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
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33조(입학자격)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②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거나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
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④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19. 4. 23.>
② 입학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③ 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응시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응시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시험시간 연장,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시험실 별도 배정 등을 포함한 편의제공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⑤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1. 28.>
⑥ 제5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정지기간 동안에는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7. 11. 28.>
⑦ 제5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정지기간이 끝난 후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려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人性敎育)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1. 28.>
⑧ 시･도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시행에 대비하여 그 시험의 출제기관에 위탁하여 유사한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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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0., 2017. 11. 28.>
⑨ 누구든지 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시험의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12. 20., 2017. 11. 28.>
[전문개정 2011. 7. 21.]
[제목개정 2017. 11. 28.]
제34조의2(입학사정관 등)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 외에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 학교생활
기록, 인성･능력･소질･지도성 및 발전가능성과 역경극복 경험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
자료로 생산･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교원 또는 직원(이하 "입학사정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학의 학생선발이 초･중등교육의 정상적 운영과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 및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입학사정관의 채용 및 운영을 권장할 수 있으며, 국가는 입학사정관의 채용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공정한 학생선발을 위하여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④ 입학사정관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학원의 설립･운
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등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사회통념상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과 관련된 업무에
서 배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본조신설 2012. 1. 26.]
제34조의4(입학전형료)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이하 이 조에서 "대학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따른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입학전형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4. 23.>
② 대학의 장은 전년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 내역 및 모집인원 대비 지원인원 등을 고려하여 입학전
형료를 정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③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 중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④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인하여 입학전형료를 납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마친 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5. 22.]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
나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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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제정･개정･폐지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 4. 23.>
1.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기본방향 및 과목, 평가방법, 출제형식
2. 해당 입학연도에 학생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총 횟수
3. 그 밖에 대학 입학과 관련한 것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
통신망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③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공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
라 한다)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④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
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협의체와 대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한 학교협의체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입
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한 대학의 장은 공표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
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본조신설 2014. 1. 1.]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학 등) 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 범위에서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한다. 이 경우 모집단위의 폐지로 인하여 폐지된 모집단위의 재적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학적을 바꾸
고 그 모집단위에 계속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 1. 13.,
2008. 6. 5., 2018. 2. 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제3호･제8호･제9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00. 11. 28., 2001. 1. 29., 2001. 12. 31.,
2002. 5. 27., 2005. 3. 25., 2006. 1. 13., 2007. 1. 24., 2007. 4. 12., 2007. 11. 15., 2008.
2. 14., 2008. 2. 29., 2008. 6. 5., 2008. 9. 18., 2009. 10. 7., 2010. 6. 29., 2010. 9. 1.,
2011. 10. 17., 2013. 3. 23., 2014. 2. 11., 2014. 4. 29., 2015. 11. 30., 2016. 8. 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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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5., 2017. 1. 17., 2018. 10. 16.>
1. 제53조의2에 따른 산업체 위탁학생 그 밖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6호와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제외한다)
3.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3학년에
편입학하는 사람. 다만, 대학의 의과대학으로 편입학하는 사람 및 전문대학의 학과 중 수업연한이
3년 이하인 학과로 편입학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
5. 삭제 <2008. 2. 14.>
6.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7.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재외국민
나. 외국인
다.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8.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원격대학의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
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전문대학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9.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전문대학과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은 제외한다), 산업대학 또는 원격대학의 3학년에 편입학하는 사람
10. 삭제 <2008. 2. 14.>
11. 의료인력(간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를 말한
다)의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및 유치원교사의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12. 전문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
하는 25세 이상인 자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
13. 법 제50조의2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는 자
14.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학생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
되는 학과를 포함한다. 이하 "특성화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자(법 제2조제1호･제2호･제4
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졸업자가 이수한 학과와 동일
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만 해당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법 제2조제1호･
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
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
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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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3) 특성화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사람
4)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15.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폐지 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학교의 폐쇄로 인하여 다른 학교의
동일한 모집단위 또는 유사한 모집단위로 편입학하는 자
16.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학과의 폐지에 따라 제28조제3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가 폐지되어 다른 학교의 동일한 모집단위로 편입학하는 자
③ 대학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학년 이상인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 3. 26., 2008. 9. 18., 2017.
1. 17.>
④ 대학의 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대학의 약학대학(한약학과를 제외한다)에 편입학하거나 모집단위
를 옮기는 것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2년 이상 수료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6.
1. 13., 2008. 9. 18.>
⑤ 산업대학･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각종학교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 1. 13., 2008.
6. 5.>
⑥ 제2항제14호다목에 따라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 10. 17.>
[제목개정 2017. 1. 17.]
제31조(학생의 선발) ①대학(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등교육
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대학의 장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2014. 4. 29.>
②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전형을 함에 있어서 학생의 소질･적성 및 능력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 및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입학사정관) 법 제34조의2제4항 전단에서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
형에 응시한 학생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등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그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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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직전 3년 이내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2.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그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직전 3년 이내에 법, 「초･중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3.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인 경우
4. 그 밖에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입학사정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차질을 줄 수 있는지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 10. 22.]
제32조(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공표 등) ① 법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이하 "학교협의체"라 한다)는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할 때에는 이를 해당 학교협의체의 인터넷 홈페
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2.>
②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서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7. 31., 2019. 10. 22.>
1.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학교협의체는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하려면 학교협의체의 구
성원이 대표로 있는 대학(이하 "회원대학"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10. 22.>
④ 학교협의체는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학교협의
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2.>
[전문개정 2014. 4. 29.]
제33조(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5제5
항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2.>
1. 원격대학의 장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하는 경우: 매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의 4개월 전까지
2.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장이 해당 대학의 개교예정일이 속한 입학연도 및 그 입학연도의 다음 입학연도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개교예정일이 속한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② 법 제34조의5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의 장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할 때에는 이를 해당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2.>
③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서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7. 31., 2019. 10. 22.>
1.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있는 경우
2.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3.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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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60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으로 학생정원 감축, 학과폐지, 학생 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6. 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려면 해당 대학의 대표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학교협의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대학의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학교협의체가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5. 11. 18., 2019. 10. 22.>
⑤ 대학의 장이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학교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2.>
[전문개정 2014. 4. 29.]
제34조(입학전형의 구분) ① 법 제34조에 따른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대학(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
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개정 2014. 4. 29.>
② 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
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개정
2014. 4. 29.>
제35조(입학전형자료) ① 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
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
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9.1., 2013.3.23.>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초･중등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③ 삭제 <2008.6.11.>
제36조(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 교육부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배점, 성적통지, 시험일정
등을 포함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공표하
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9.1.]
제40조(전문대학의 특별전형) 전문대학의 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특별전형의 방법･기준 등을 정하는
경우 직업･기술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
[전문개정 2001. 12. 31.]
제41조(학생의 선발일정)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
라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수시모집･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으로 구분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② 학교협의체는 회원대학들 간의 협의를 거쳐 제1항의 모집별 선발 일정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각의 회원대학의 장은 그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1.]
제42조(입학지원방법 등) ①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시
모집,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시모집에서 군별모집을 실시하는 대학(교육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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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포함하되, 산업대학･전문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동일시험 기간
군에서는 하나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0.11.28., 2002.5.27., 2008.6.11.>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다른 학기에 실시되는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08.6.11.>
③ 제1항에 따라 대학(교육대학은 포함하되, 산업대학･전문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정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는 대학에서 실시하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08.6.11.>
④ 제1항에 따른 모집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2조의2에서 같다)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제42조의2(입학지원방법 위반자의 처리) ① 대학의 장은 제42조를 위반하여 대학에 입학한 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 학년도의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협의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학교협의체가 제42조를 위반하여 대학에 입학한 자로 해당 입학연도의 말일까지 통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의 입학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1.]
제42조의3(입학전형료) ①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③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④ 대학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둘 이상의 반환 방법을 마련하여
반환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반환 방법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반환 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대학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⑥ 대학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료의 반환과 관련한 사항을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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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본조신설 2013.11.20.]
제70조(학력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1999. 3. 26., 2008. 6. 5., 2018. 10. 16.>
1.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2학년 또는 3학년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
1의2. 법 제50조의3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전문대학의 학과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
2.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 2년의 학교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대학 2년을 수료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으로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18. 10. 16.>
제71조(구 학교 등의 졸업자의 자격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2017. 1. 17.>
1. 종전의 관립사범학교 연습과(2년제)졸업자
2. 종전의 교육부 중등교원양성소 2년 수료자
3. 종전의 전문학교 3학년 또는 4학년 졸업자
4. 종전의 대학 예과 수료자
5. 1922년이전의 농림학교 전문과 3학년 졸업자
6. 종전의 관립사범학교 본과 3학년 졸업자
7. 종전의 대학 전문부 졸업자
8. 종전의 진해고등해원양성소 연습과 수료자
9. 종전의 간호학교 졸업자
10. 1965년이후 종전의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 졸업자
11. 종전의 초급대학 졸업자
②1년6월을 수업연한으로 하는 종전의 교육부중등교원양성소 수료자는 대학 학부(의과대학에 있어
서는 예과) 1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③종전의 대학령에 따른 대학 3학년 또는 4학년을 수료한 사람은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17. 1. 17.>
④종전의 교원교육원령에 의하여 교원교육원 사범대학 과정을 수료한 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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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5. 교과학습 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그 학생이 전입한 학교의 장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
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
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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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2. 1.]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 1. 29., 2004. 2. 17.,
2005. 9. 29., 2007. 4. 12., 2007. 6. 28., 2008. 2. 22., 2008. 11. 5., 2008. 12. 12., 2008.
12. 31., 2009. 11. 5., 2010. 6. 29., 2013. 3. 23., 2013. 10. 30., 2015. 1. 6., 2015. 9. 15.,
2015. 9. 25., 2017. 11. 28.>
1.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2. 고등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
3. 제9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4.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광주과
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9조제1
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또는「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울산과학기술원 학사과정
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5.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6. 종전의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7. 종전의 「교육법」(법률 제3054호 교육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실업고등전
문학교에서 3학년 이상을 이수한 사람
8.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9.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또는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
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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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대학 정원 외 입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1. 서해 5도에서 「민법」 제909조에 따른 친권자 또는 같은 법 제928조에 따른 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2. 서해 5도에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의 항목 및 산정방법)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수입의 항목은 입학전형료이며, 입학전형
료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당 및 경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8. 8. 30.>
제3조(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①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출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8. 30.>
1. 수당: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 이 경우 수당은 실비(實
費)를 지급하는 것 외에 성과급 등 다른 목적으로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가. 출제 수당: 논술 및 실기 등 문제 출제에 따른 비용
나. 감독 수당: 논술 및 실기 등 시험 감독에 따른 비용
다. 평가 수당: 서류, 논술 및 실기 등의 채점 및 평가에 따른 비용
라. 준비･진행 수당: 면접, 논술 및 실기 등 입학전형 준비 및 진행에 따른 비용
마. 전형안내 수당: 설명회 및 박람회의 개최 등 입학전형 홍보에 따른 비용
바. 회의 수당: 대학이 주최하는 입학전형 관련 회의의 참석에 따른 비용
2. 경비: 입학전형 관련 업무에 사용하는 비용 중 수당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홍보비: 입학전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설명회 개최, 박람회 참여, 입학에 관한 홍보자료나 입학
전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 이 경우 홍보비는 홍보물품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데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나. 회의비: 입학전형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데 드는 비용
다. 업무위탁 수수료: 입학전형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데 드는 비용
라. 인쇄비: 입학원서, 모집요강 및 안내책자 등 입학전형 관련 인쇄물 제작 등에 드는 비용
마. 자료 구입비: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자료의 구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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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소모품비: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소모품의 구입비용
사. 공공요금: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통신료, 난방비 및 우편료 등의 비용
아. 식비: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식비
자. 여비: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장비
차. 주차료: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주차료
카. 시설 사용료: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시설 사용료
3. 삭제 <2018. 8. 30.>
4. 삭제 <2018. 8. 30.>
5. 삭제 <2018. 8. 30.>
6. 삭제 <2018. 8. 30.>
7. 삭제 <2018. 8. 30.>
8. 삭제 <2018. 8. 30.>
9. 삭제 <2018. 8. 30.>
10. 삭제 <2018. 8. 30.>
11. 삭제 <2018. 8. 30.>
12. 삭제 <2018. 8. 30.>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당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지급단가 등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등 대학별 입학전형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신설 2018. 8. 30.>
1. 수당은 전형별 지원자 수를 예측하여 투입인원, 투입시간 등을 정하고 대학별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
한다.
2. 경비는 전형별 지원자 수를 예측하여 투입인원, 투입시간, 수량, 면적, 횟수 등을 정하고 대학별 지급단
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홍보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8. 30.>
1. 입학정원이 1,300명 미만인 대학: 전형료 총지출의 35퍼센트
2. 입학정원이 1,300명 이상 2,500명 미만인 대학: 전형료 총지출의 25퍼센트
3. 입학정원이 2,500명 이상인 대학: 전형료 총지출의 15퍼센트
부칙 <교육부령 제15호, 2013.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16호, 2018.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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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신입생 초과모집 처리
■ 관련 근거

(1) 고등교육법 제32조,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
○ 고등교육법 제32조 :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 및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함
○ 고등교육법 제60조 : 학사 관련 사항에 대해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학칙을 위반하면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음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29조 :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 정원의 범위에서
입학을 허가함

(2)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고시」
(교육부고시 제2019-208호, 2019.12.18., 일부개정)

제2조(적용 대상) ① 본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2조 1~3호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에 적용(대학
원 및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한다.
제4조(초과모집에 대한 시정･변경명령) ① 교육부장관은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신입생 입학전형 결과
초과모집이 발생한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시정･변경명령을 할 수
있다.
1. 합격선 동점자 발생으로 인한 초과모집, 금융기관 등 타기관의 과실, 지원자 과실 등으로 인한 초과모
집 : 초과모집 인원만큼 차차년도에 해당 모집단위에서 모집인원 감축
2. 대학과실로 인한 초과모집 : 초과모집 인원만큼 차차년도에 해당 모집단위에서 모집인원 감축, 재발방
지대책 마련
② 초과모집에 따른 감축조치를 받은 대학은 차차년도 신입생 모집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부가조치) 제4조에 따른 시정･변경명령을 할 때 초과모집이 과도하거나 대학과실로 초과 모집한 경우
에는 다음과 같이 부가조치를 할 수 있다.
1. 특정 모집단위에서 합격선 동점자 발생으로 인한 초과모집을 통해 2년 연속으로 입학정원의 10 이상
또는 4명 이상 초과모집 : 다음 학년도에 해당 모집단위에서 합격선 동점자 발생으로 인한 초과모집
적용 금지, 기관주의 및 담당자 경고 요구
2. 대학과실로 인한 초과모집 : 기관주의 및 담당자 경고 요구
3. 대학과실로 2년 연속 초과모집 : 기관경고 및 담당자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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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재입학, 편입학

Ⅰ

관련 근거

○ (관련 근거) 고등교육법 제23조의21), 고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의22)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 평생교육체제의 정착 및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확립을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 편입학 기회
확대
▪ 모집단위별 선발에 따른 재입학 기회의 제한문제를 개선하여 ‘학칙이 정하는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
한 학생정원(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함 다만,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모집단위별 재입학 여석(입학정원의 범위내)에 따라
충원함
▪ 재입학 : 당해 대학에 재적한 사실이 있던 자를 학칙이 정하는 계열별 학생 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의
범위 안에서 결원이 있는 경우 동일학년 이하에 입학을 허가하여 재 수학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
▪ 편입학 : 타 대학에 재적하였거나 재학하고 있는 자를 당해 모집단위에 결원이 있는 경우 편입학
전형을 거쳐 타 대학에 당초 재학하였던 학년이하의 학년에 입학을 허가하여 학적을 보유하도록 하
는 것(당해 대학 졸업자가 당해 대학의 다른 과에 편입학하는 경우 포함)
○ 모집단위 폐지시 재적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재적하는 동안 그 정원은 존속
* 편입학 모집대상에서 전문대학간 재적생(재학생, 휴학생 모두 포함)의 편입학을 금지 (한국전문대학교
육협의회 총회 결의사항) 다만, 제적 및 자퇴 후 2개 학기(자퇴 학기 포함) 경과자는 편입학 가능(졸업
생은 편입학 제한 없음) : 전문대협기획실-670 (2019.01.31) ‘전문대학간 편입학생 모집 관련 의결
사항 송부’ 참조
○ 편입학 시기 : 2학년 1학기 또는 3학년 1학기(다만, 전문대학･대학졸업자의 편입, 외국에서 수학한
자의 편입은 1학년 2학기에도 허용)
○ 편입학 전형방법 : 영어･수학 위주의 지필고사를 지양하고 가급적 전적 대학의 성적, 전공기초시험,
기타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하여 선발
○ 편입학시 학점의 인정(고등교육법 제23조 참조)

■ [고등교육법]

1) 제23조의2(편입학)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이상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생(編入生)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국내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학점
3. 「평생교육법」에 따라 취득한 학점 [전문개정 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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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시행령]

2) 제29조의2(재입학)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
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칙이 정하는 계열별 학생
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원 및 의료인
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집단위별로 재입학을 허가한다.
다만,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에 재입학
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은 주간과 야간, 본교와 분교 및 정원의 내외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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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여석 산정 기준

1. 산정원칙
○ 전년도 제적자 수(’.4.1./10.1.기준)*에서 모집제재 인원 및 재입학(예정)인원**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제외한 인원
* 4.1(2019.10.1.~2020.3.31) 기준, 10.1(2020.4.1~9.30) 기준으로 전년과 동일

○ ‘전년도 1학년 총 결손인원’ : 결손인원을 활용한 첨단학과 신설 방안 도입에 따라, <전년도
제적자 수에서 결손인원을 활용한 첨단학과 입학정원(예정), 모집제재 인원, 재입학(예정)인원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제외한 인원>으로 변경
※ 재입학 여석산정 방법
예 시
입학정원
(정원내 편제정원)

1학년 : 2020학번 500명
2학년 : 2019학번 500명
고등교육통계입력(4.1기준)

자퇴생/제적생
재입학생
편입생

고등교육통계입력(10.1기준)

1학년 : 자퇴생 2명, 제적생 1명
2학년 : 자퇴생 3명, 제적생 2명

1학년 : 자퇴생 5명, 제적생 2명
2학년 : 자퇴생 3명, 제적생 2명

1학년 : 5명(2학기 재입학생)
2학년 : 6명

(※ 학년은 입학년도 기준 )

2학년 : 2명

모집미달 인원

2020년 모집미달 인원 : 3명

복학생/휴학생

여석산출에 포함하지 않음
[1학년 여석]
동일학년 입학정원 500명 - 동일학년 재적생(입학정원 500명 - 자퇴생 7명(2+5) - 제적생 3명
(1+2) + 재입학생 5명 + 편입학생 0명 - 2020년 모집미달 인원 3명 = 8명

여석산출

[2학년 여석]
동일학년 입학정원 500명 - 동일학년 재적생(입학정원 500명 - 자퇴생 6명(3+3) - 제적생 4명
(2+2) + 재입학생 6명 + 편입학생 2명 = 2명
[전체 여석] : 1학년 여석 8명 + 2학년 여석 2명 = 10명

※ 편입학 여석산정 방법
모집단위명
00학과

전년도제적자수(1학년)
4.1기준

10.1기준

소계

재입학예정
및 선발인원

첨단학과
입학정원

총결손
인원

모집계획
인원

5

10

15

5

2

8

8

〈주의사항〉
※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정원내, 정원외)의 경우는 〈기존〉의 산정원칙과 같이 모집단위별
제적자수(입학정원의 범위내)에 따라 산정(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단서)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에 의거 학생을 재입학 허가하더라도 A학과에 재학 중 제적된 학생을 B학과로 재입학
허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님(단서 조항에 의거,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는 예외)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3항에 의거 재입학 여석은 주간과 야간, 본교와 분교, 정원내･외로 구분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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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편입학(정원내⋅외)
■ 기본방침

○ 편입학 전형은 「고등교육법」 등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각 대학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의 설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
※ 학생 선발 방식 및 세부 전형의 실시 여부 등은 대학이 학칙 및 모집요강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

○ 대학별 편입학 전형 시행계획에 편입학 전형 부정방지 대책을 반드시 포함하여 편입학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3. 학사편입학
■ 학사학위 취득자의 간호학과 3학년 정원 외 학사 편입학

□ 근거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3호*
*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으로서 3학년에 편입학하는
사람. 다만, 대학의 의과대학으로 편입학하는 사람 및 전문대학의 학과 중 수업연한이 3년 이하인 학과로 편입학하
는 사람은 제외한다.

□ 모집학년 : 3학년
□ 지원자격
○ 학사학위 소지자(학점인정제 또는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사학위 소지자 포함) 또는 이와 동
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고, "학력인정(예정)증명서"를 제출 받은 경우 입학개시일 전에 학사학위 취득여부를 반드시 확인
할 것

□ 모집인원
○ 해당 학년(3학년) 정원 내 입학정원의 100분의 2 기준과 간호학과 정원 내 입학정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음
- 1)과 2)는 AND 조건이므로 선발인원 ‘작은 수’ 기준을 충족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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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제29조제2항 관련)
해당 호

학년별･연도별 총학생수

2. 제29조제2항제3호 제2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학년
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
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교육대학 및 원
격대학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모집단위별 총학생수
제2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모집
단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
학정원의 10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고, 간호학 관련 모집단위
의 경우에는 100분의 10(2019학년도 편입학
전형부터 2023학년도 편입학전형까지는 100
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간호학과가 있는 전문대학 3학년의 입학정원이 475명, 간호학과 입학정원이 200명인 경우, 2020학년도 간호학과 편입학 가능
인원은 최대 9명임(소수점 이하 절사) : 예) 475명×0.02=9.5명/200명×0.3=60명중 작은수 기준
※ 간호학과만 있는 간호대학 3학년의 입학정원이 310명인 경우, 2019학년도 간호학과 편입학 가능 인원은 최대 6명임(소수점 이하
절사)

□ 준수사항
○ 원서교부 및 접수･시험 등의 일정은 대학의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학생의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등록 및 최종마감일은 반드시 엄수
○ 추가합격 통보시한 이후 추가합격을 통보하여 이미 타 대학에 등록한 자가 환불하는 등
물의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전형료 관련 사항은 「고등교육법」제34조의4(입학전형료)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3을 준용
□ 편입학 전형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입학원서의 ‘지원동기’ 등에는 부모 및 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재를
금지하고, 기재 시 불이익 조치를 명문화(편입학 모집요강에 동 내용을 반드시 명시할 것)
○ 직계 비속이 편입학에 지원한 교원 및 직원이 있는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해당 교･직원
을 편입학 전형 전 과정*에서 배제
* 편입학 시험 문제출제, 면접위원 및 관리요원, 지원서류 검토 등 일체

- 가족관계증명서, 연말정산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사전 확인하며, ‘대학입학전형
회피･제척 가이드라인’ 상 내용 준수
- 친･인척이 지원한 교직원의 경우에도 사전신고 등을 받아 편입학 과정에서 배제
○ 서류평가, 면접 등 정성요소 평가 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
- 서류 평가 시 요소별 배점 기준(내부기준) 마련, 평가자 윤리서약, 면접 문제 출제 보안,
면접 위원 임의배정, 블라인드 면접 실시, 평가자간 점수 표준화 등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절차 준수
- 정성평가 항목은 전형 유형별･단계별 전체 배점의 40% 이내로 제한
- 투명성 확보를 위해 면접위원 등으로 대학 외부인사 참여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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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별로 “편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구성, 자체 편입학 부정 방지대책 수립‧시행
- 대학별 모집규모에 따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및 “입학전형관리위원회”로 통합
운영 가능
○ 편입학 부정, 채점 착오 등 방지를 위해 합격자 발표 전에 반드시 편입학 전형공정관리위원
회를 개최하여 최종 점검
○ 자체 편입학 부정 및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동 내용 및 조치 결과 등을 교육부에 즉시 보고
○ 시험응시자가 편입학 시험성적 확인을 요청해 올 경우, 각 대학에서는 관계 법령 및 학칙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성적 등을 공개
○ 편입학 이후 입시부정 사실 확인 시 반드시 “편입학 취소 및 학적말소” 조치
※ 해당업무 담당자의 과실로 인한 입시부정의 경우라도 취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
※ 학칙 및 모집 요강에 동 내용을 반드시 명시

□ 편입학 관리감독 철저
○ 민원발생,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특별점검 예정
○ 시험감독관 사전교육 및 고사장 감독인원을 강화하여 대조확인 철저
○ 편입학 모집요강 시 부정행위에 대한 불이익 조치사항을 명확히 홍보
- 수험생은 편입학 후라도 입학부정 사실이 밝혀지면 입학 취소
□ 전형자료 보관
○ 편입학 관련 일체 서류 10년 이상 보관 의무화
- 편입학 등록 관련 전산자료(원본 파일 포함) 반드시 보관
- 의무보관기간 내 관련 서류 폐기 시 관련자 엄중 문책 및 편입학 부정 특별관리 대상
대학으로 특별 관리
□ 편입학 기회의 공정한 보장
○ 특정종교, 특정학교(본교) 출신자 한정 등 부당한 편입학 지원자격 부여 금지, 특히 신체적
장애 이유로 응시 제한하는 사례 없도록 유의
□ 편입학 전형일정 반드시 준수
○ 편입학 전형 추가등록 및 최종 등록마감 일정 반드시 엄수
□ 성적증명서 등 제증명 발급 협조
○ 편입학 지원에 지장이 없도록 재학생들에 대한 성적 산출을 조기 종료하고, 성적 및 수료
증명서 등 제 증명서 신청 시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 제 증명서 미발급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조치 강구
※ 전적학교 학력조회 실시는 각 대학의 장의 책임 하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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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입학 모집요강 공고 철저
○ 모집단위의 모집인원은 사전에 확정하여 원서 접수 개시일 이전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
여 대외 공고 실시
□ 합격자(추가 합격자 포함) 등록확인 철저 등
○ 편입학 합격자 및 추가 합격자에 대한 등록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초과 선발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편입학 등록 수납은행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등록자 명단 누락 방지

○ 지원자 전원 또는 예비 합격 후보자의 순위 명단은 최초 합격자 발표 시 일괄 발표하거나
개별 통보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안내
- 온라인을 통한 일괄 발표 또는 개인별 열람이 불가할 경우, 그 사유를 수험생 및 학부모들
에게 충분히 이해시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충원 대상이 되는 예비 합격 후보자에게 전화로 통보하는 경우 연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예 : 전화녹취 등)를 확보하도록 함
※ 개별 통보의 경우 대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수험생(예 : 3회 통화 시까지 연락이
안 되는 자 등)에 대한 처리방침을 사전에 공지함으로써 향후 발생 가능한 분쟁에 대비하도록 함

○ 추가합격 통보기간 종료 후 합격을 통보하여 타 대학에 이미 등록한 자가 환불을 요구하는
등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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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폐지된 모집단위의 제적자가 재입학을 신청할 경우 재입학 학과와 여석 판단은 어떻게 하는지?
☞ 폐지된 학과와 학생이 재입학 하고자 하는 학과의 교육과정 등을 상호 비교하여 관련성
및 이수학점인정 등을 결정하되 여석의 판단은 재입학하는 모집단위에 결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
※ 폐지된 학과의 제적자는 별도의 정원을 갖고 있지 않음. 다만, 졸업하지 못한 자에게는
졸업 시까지 별도의 정원을 인정, 졸업 후 별도의 정원 소멸됨
2. 군위탁생, 산업체위탁생이 제적 후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재입학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재입학자의 정원관리는?
☞ 위탁교육의 특성상 불가능함 위탁교육은 산업체의 장과 대학의 장의 계약에 의해 위탁 교육
자를 특정학과의 교육과정을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중도에 그만두었을
경우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아울러 복학 또는 재입학 등이 가능하다하더라도 해당
교육과정이 소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질적으로 복학 및 재입학이 불가능함 다만, 학칙에
제한사항이 없고 복학 및 재입학시 해당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 위탁산업체 장의
동의를 받아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허가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한편, 군위탁생 및 산업체위탁생 선발은 정원외전형이므로 정원관리와는 관련이 없음
3. 편입학 시 전적 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의 인정범위는?
☞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시행령 제15조 학점의 인정)
4. 재입학 지원자격을 대부분 제적 후 2년 이내(군복무기간 미포함)로 하는 대학이 많은데 기간
제한을 없애도 되는지?
☞ 기간제한 폐지의 이유와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학칙 개정을 통하여 가능함
5. 수업연한이 3년제 학과로 입학한 자가 자퇴 또는 제적 후 재입학 하고자 할 경우 수업연한이
2년제 학과로 바뀐 경우의 재입학이 가능한지?
☞ 재입학은 재입학 당시 수업연한을 적용받아 2년의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3년제로 입학한 학생이 중도에 수업연한이 2년제로 변경되어 변경된 수업연한을 적용받는
것은 당초 3년제로의 수업연한 조정 취지에 맞지 않고 아울러 교육의 질적 저하와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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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상 학업 중도에 졸업하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2학년 2학기 또는 3학년 1학기까지 이수
한 상태라면 재입학과 동시에 졸업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수업연한이 3년제에
서 2년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복학 및 재입학자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학칙에
일정한 경과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함. 즉 복학자 및 재입학자의 학업이수정도에 따라 학업
기간을 어느 정도까지 정할 것인가를 결정하여 명시하여야 함
6. 졸업 유보자의 소속된 학과가 폐지되었을 경우 재학을 희망하는 경우 처리방법은?
☞ 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학칙상 소속 학생의 휴･복학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경과 조치를
두어야 하며, 그 이외의 경우는 당시 학과의 교육과정과 유사한 학과 또는 해당 학생이 이수
한 교과목과 유사한 학과로 전과하는 것이 바람직함
7. 폐과된 학과의 학생이 교육과정이 유사한 학과의 2학년으로 재입학 했을 경우 재입학 학과의
학년 전공 필수를 반드시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한가?
☞ 전공필수과목 이수여부에 대한 규정을 학칙에 명시하여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만 재입학을
허가함
8. 재입학 및 편입생 모집 시 여석산출 기준과 모집인원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선발하는지?
☞ 재입학 - 재입학 허가년도를 기준으로 1･2･3학년 학생 중 대학을 떠난 제적자 총수에서
편입, 재입학자 총수를 제외한 인원만큼 재입학을 허가함
편입학 - 당해학년의 모집단위별 제적생수를 기준으로 각 학년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범
위 내에서 산정함
9. 재입학 공고 후 A학과에 재학 중 제적된 학생이 B학과에 재입학을 신청하면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나요?
☞ 해당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할 수 있음
10. 재입학 공고 후 A학과의 제적생이 1학년 2명, 2학년 2명인 경우 동 여석을 B학과의 2학년
1명, 3학년 3명으로 각각 재입학 받을 수 있는지?
☞ 재입학 여석산정은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충원토록 하고 있으
므로 A학과의 재입학 여석4명(1학년 2명, 2학년 2명)을 B학과의 재입학 여석(2학년 1명,
3학년 3명)으로 사용 가능함
※ 다만,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는 모집단위별, 학년별 재입학
여석(입학정원의 범위내)에 따라 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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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B대학의 재입학 모집공고 당시 전체학년 총제적자수가 50명이고, 편입인원이 15명이면 재입학
여석은?
☞ 전체학년 총제적자수가 50명이나, 편입 선발된 인원이 15명이므로 재입학 여석은 35명임
12. 모집단위별 동일학번 제적자 여석만 산정해야하는지? 휴학중이나 복학후 제적한 학생의 여석을
편입학 / 재입학 여석으로 산정할 수 있는가?
☞ 동일학년 여석으로 산정하여 편입학/재입학 학생을 모집할 수 있음. 단, 정원내외 구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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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산업체위탁교육

Ⅰ

관련 근거

○ (시행근거) 고등교육법 제40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의2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 산업체 재직자에 대한 계속교육 활성화
▪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우수 전문기술인력 양성
▪ 직업교육 중추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역할 강화
※ 전문대학산업체위탁교육 기본계획은 교육부에서 매년도 시행되는 지침 참조
-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교육부예규 제26호)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교육부소관)
⑦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한다.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의 실시계획 및 결과보
고의 접수
○ (유의사항) 전문대협의 매학년도 산업체위탁교육시행계획 참조 바람
■ [고등교육법]

1) 제40조(산업체 위탁교육) ① 산업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산업체(산업체
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하거나 산업체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대학이 위탁받은 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 [고등교육법시행령]

2) 제53조의2(산업체 위탁교육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의 장은 산업체로부터
고등학교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편입학을 받아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서 근무중인 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8.6.5.>
②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의 위탁을 받은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위탁교육의 실시계획 및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8.6.5., 2013.3.2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200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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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위탁교육 실시 기준
* 매 학년도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 참고(‘21학년도 시행계획 기준 작성)

1. 실시대상 및 운영체계
■ 운영가능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전국 전문대학
■ 모집단위

○ 당해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모집단위(계열 또는 학과)에 한하여 모집
- 모집단위가 ‘○○계열’인 경우 ‘○○계열’ 산업체 위탁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과’로는 불가함
- 자격증이 발급되는 보건･의료 관련학과* 및 유아교육과는 개설･모집 불가
* 간호,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작업치료, 응급구조, 안경사, 치위생, 치기공, 의무기록

- 실기교사 자격증 관련 학과** 는 2019.5.이전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의 별도 승인을
득한 학과에 한해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 피부미용과(미용 실기교사), 호텔조리과(조리 실기교사) 등

■ 운영체계 : 교육부(총괄)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위탁)
※ 동 과정은 대학에서 사전 보고 후 운영(단, 타지역 위탁교육장 설치는 사전 승인)

○ (교육부→협의회, 대학) 매년도 시행계획 수립･통보
- (협의회→대학) 시행계획에 따른 세부 계획 추진
○ (대학→협의회) 다음연도 산업체 위탁교육 실시계획 보고, 당해연도 위탁교육 실시결과 보고
○ (협의회→교육부) 대학의 위탁교육 계획 검토 결과 및 외부 위탁교육장 설치･승인 심사평가
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매년도 대학별 모집 현황 및 교육 여건 등 점검 결과 보고
○ (교육부･협의회) 학사점검 등을 통해 운영사항 점검･조치

2. 실시요건(입학년도 4.1 편제정원 기준)
■ 교원확보율 및 교사확보율

○ 모집단위(학과)별 교원확보율(입학년도 4.1.기준)
- 전임교원확보율 50% 이상, 전체교원확보율(겸임･초빙교원 포함) 8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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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확보율(입학년도 4.1.기준) : 65% 이상
- 다만, 65% 미만인 대학도 위탁산업체가 모집단위별로 강의실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모집단위는 실시 가능
■ 모집 인원

○ 당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모집하되, 당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수에 전체
교원확보율을 곱한 인원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주･야간 모두에 개설된 모집단위의 경우 입학정원이 많은 인원수로 모집가능

예 시

○ 사회복지과 입학정원(100명) × 사회복지과의 전체교원 확보율(95%) ⇒ 모집가능 인원수(95명)

3. 위탁교육생 지원 자격
■ 학력 및 지원기준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모집당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서, 산업체 재직경력 9개월* 이상인 자(입학년도.3.1
기준)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가입 경력 합산
- 단,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는 재직
경력 없이 입학 가능(당해년도 2월 졸업예정자 포함)하나, 동 과정 입학시 협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6개월간 의무 재직(대학-산업체간 협약 체결 필용)
■ 산업체 인정 기준

○ 대학의 장은 사전에 산업체의 장과 계약(협약)을 체결
- 산업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에 등록된 산업단지 및 단체(조합)에 구성원으
로 가입되어 있을 경우, 그 단지 및 단체(조합)의 장과 계약 체결 가능
※ 단, 근무지와 위탁장이 동일한 광역단위(시･도)내 있거나, 행정구역은 다르나 근무지와 위탁교육장 간 실거
리(직선거리 아님)가 70㎞이내여야 함

○ 인정 산업체 종류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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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등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사업주 포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유의 사항
☞ 산업체 재직 증명은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 증명서로만 하여야 함
(1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 증빙서류)
☞ 대학은 재직자의 4대보험에 해당하는 4가지 가입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해당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는 대체 서류 제출로 증명 가능
예) 국민건강보험 :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보호를 받는 국가유공자 등
국민 연금 : 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자, 60세 이상자 등
산업재해보상보험 : 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자 등
고용보험 : 농업‧임업‧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등
☞ 1차 산업 종사자인 농･어업인 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에 등록된 주경영인, 주
경영인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으로서 주경영인과 함께 경영함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농･어업인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도 위탁교육 가능
* 농지원부, 어업인허가증명서 등
☞ 재소자의 경우에는 해당기관과 전문대학간 협약에 의해 위탁교육 가능

☞ 4대보험 미가입 영세 개인사업자는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위탁교육 가능여부를 결정하되, 사업자등록
증과 납세증명서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로 확인
☞ 장학 지원을 확대하되, 특히 위탁 산업체로부터의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

4. 위탁교육장 설치운영
위탁교육장은 당해 대학 내 설치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설치조건을 충족할 경우 외부 위탁장 설치가능
■ 위탁교육장 지역 구분

○ (인근지역) ① 동일한 광역단위 행정구역(시･도)내인 경우 ② 행정구역(시･도)은 다르나 대
학과 위탁교육장 간 실거리(직선거리 아님)가 70km이내인 경우(수도권 제외)
○ (타지역) ① 인근지역 이외의 장소 ②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수도권 이외 행정구역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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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도권 간(경기-서울 간, 경기-인천 간, 인천-서울 간)
■ 외부 위탁교육장 설치가능 시설

○ (공통) 위탁산업체 소유시설 또는 위탁산업체가 직접 임대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시설
○ (인근지역) 학교 또는 학교법인으로 소유권 등기된 시설
○ (타지역) 학교 또는 학교법인에서 제공하는 시설은 위탁교육장으로 불가
■ 외부 위탁교육장 운영기준

○ (공통) 매학기별 개설된 교과목수･학점의 70% 이상을 전임･겸임･초빙 교원이 강의(전임
교원은 35% 이상)하여야 함
○ (타지역) 위탁교육생 수는 동일 산업체 직원이 50% 이상 되어야 하며, 개설 학과는 설치지
역의 인근지역 전문대학에 산업체위탁교육 관련학과*가 설치되지 아니하여야 함. 또한, 동
일학과에서 3개를 초과하여 타지역위탁장을 설치할 수 없음
* 학과명칭과 관련 없이 사실상 교육과정이 유사한 경우

유의 사항
☞ 외부 위탁교육장은 학교의 필요가 아닌 산업체의 요구에 의해서만 설치 가능
※ 외부 위탁교육장을 사실상 대학 측이 임차한 교육장으로 운영하면서 임차한 교육장에서 수강할 학생을
모집할 수 없으며, 그 외에도 부적정하게 학생을 모집･운영하지 않도록 주의
※ (인근지역 위탁교육장) 위탁교육장을 제공하는 산업체 소속의 재학생이 없는 경우 운영 불가
(타지역 위탁교육장) 위탁교육장을 제공하는 산업체 소속의 재학생이 50% 미만인 경우 운영불가
☞ 외부 위탁교육장은 위탁교육생이 쾌적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강의실 및 교육기자재
등 교육환경을 적절하게 확보하여야 함
☞ 他지역에 무리하게 외부 위탁교육장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인근 대학 등과 물의를 야기하지 않도록
주의
■ 외부 위탁교육장 설치절차

○ (인근지역)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보고 후 운영
○ (타지역)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타지역 위탁교육장 설치승인 심사평가위원회) 심사･평가
를 거친 후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운영
○ (위치변경) 대학 사정상 위치를 변경할 경우 (인근지역) 변경 30일전 보고, (타지역) 변경
30일전 승인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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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
(심사평가위원회)

➜

(대학)

모집결과보고
(대학)

○ 심사기준
구분

기준

평가내용

전임교원확보율(50%)
기본 요건 충족

전체교원확보율(85%)

충족여부 확인

교사확보율(65%)
산업체 적정성

산업체 기본요건 및 교육여건

제공 시설

산업체 제공시설 여부

직원 구성율

동일산업체 직원 구성율(50%)

충족여부 확인

인근지역 관련 학과 개설

인근 전문대학 관련학과 상이성

상이여부 확인

교육여건확인

○ 제출서류
구분

공통제출

산업체
소유･임대시설
학교･법인
소유시설

제 출 서 류
①
②
③
④
⑤
⑥

외부 위탁교육장 주소 및 약도
외부 위탁교육장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의 출입구･강의실 사진
학교와 위탁교육장 간의 통행 경로
개설학과별 수업시간표
교육과정운영표
위탁교육장 강의 전임교원 현황

① 위탁산업체와의 협약서
② 산업체 재직 학생현황
③ 등기부 등본 사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① 학교 또는 법인 소유시설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사본 등)
※ 인근지역 위탁교육장에 한함

5. 산업체위탁교육 학사운영
○ 휴학･재입학･제적, 성적, 출결 등 학사운영 전반적인 사항은 학칙에 따라 운영
- 본교에서 주관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출석부･시험지･성적 평가표 등 반드시 본교에서 관리
- 재입학 당시 산업체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입학 불가
○ 교육과정 운영은 대학의 학칙에 따르되, 별도학급의 경우 해당 위탁산업체와 협의에 의하여 별도 교육
과정의 편성･운영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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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관리 개요

○ (수업연한) 해당 모집단위의 수업연한과 동일하게 운영
○ (모집시기) 입학연도 지정 일시까지 자율 모집하되, 입학년도 2학기에 모집 또는 충원할
수 없음
○ (학급 편성) 40명 단위로 별도학급 편성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별도학급 편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모집단위별(주･야간 구분)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혼합 편성 가능
○ (교육과정)
- 별도학급 : 위탁산업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혼합편성 : 정규교육과정 활용, 이론과 실무가 혼합된 현장지향적 교육과정 운영
○ (위탁생의 교과목 이수 인정-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제9조)
- 공인된 직업 교육기관에서의 동일분야 전공 관련 교과목
- 산업체 내 연구소 및 사내훈련기관에서 이수한 일정기간의 연수 및 현장실습과 관련된
전공 관련 교과목
-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전공 관련 교과목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거 취득한 학점 중 전공 관련 교과목
- 기능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전공 관련 교과목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해당 시험과목
중 전공 관련 시험과목
- 동일 직무에 일정기간 근무한 전공 관련 경력(실험･실습관련 교과목에 한함)
- 교육부 공고에 의한 직업교육혁신센터에서의 이수한 전공관련 교과목
■ 재직 여부 확인

○ 매학기 시작 전월까지 위탁교육생들의 재직여부를 4대 보험의 4가지 가입증명서 모두를
제출받아 확인 필수(신입학의 경우 입학원서 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대체 가능)
-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4대 보험증명서와의 일치여부 검증(입
학시 사전 고지 필수)
※ 4대 보험 증명서는 소급 가입이 용이하고 실제 재직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체 신고만으로 가입 가능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추가 확인 필수

■ 제적기준

○ 퇴직시 제적처리함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학업유지 가능
※ 제적기준은 입시요강 및 산업체와 협약서 작성시 반드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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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 퇴직 후 3개월 이내 이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비자발적 퇴직 시 6개월 이내 이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학 내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 위의 3개월, 6개월 기준은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증명서상에 상실일과
취득일 기준으로 산정

○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비자발적 퇴직 시 산업체 위탁교육 1학기만 남겨놓고 퇴직
하고 대학 내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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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위탁교육」 업무 체크리스트
구분(점검사항)
⚪ 실시요건

내 용
∙ 모집단위별 교원확보율(실시학년도 .4.1 기준)
- 전임교원 50% 이상, 겸･초빙 교원 포함 85% 이상
∙ 교사확보율(실시학년도 .4.1 기준) 65% 이상
∙ 고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 학력자 입학 여부

⚪ 지원자격

∙ 산업체 재직 여부(입학생)
∙ 산업체와 산업체위탁교육계약서 작성 여부
∙ 매학년도 입학생의 매학년도 상･하반기 산업체 재직 여부 확인

⚪ 시행절차

⚪ 모집학과
⚪ 모집인원

⚪ 학사운영

∙ 4대 보험 등에 4개 가입 여부 확인(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후 검증)
- 4대 보험 가입확인서 가능
∙ 대학에 설치된 모집단위인지 여부(다른 명칭 사용 여부)
∙ 모집불가 모집단위(보건의료계열, 유아교육과)의 모집여부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범위 내 모집 여부
∙ 별도학급 운영 : 40명 단위 원칙
- 별도학급 불가시 혼합편성 가능(정원 10% 범위 내)
∙ 수업일수, 출결상황정리, 성적평가의 적정성
∙ 현장실습 과목 운영 적정성

⚪ 모집요강
⚪ 운영실태
⚪ 보고사항

∙ 모집요강에 “본인의 원에 의해 산업체를 퇴직할 경우 제적 처리됨” 명기 여부
∙ 학칙이나 별도 운영규정 여부 확인
∙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구성 및 회의록 작성 여부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제출 내용과 실제 내용과의 일치 여부
- 허위보고 여부 (모집결과 및 자체감사결과 대비)
∙ 교육장의 일반시설 임차 사용 여부(임대료 지급 여부 확인)
- 위탁산업체가 소유 또는 임대하여 무상제공 시설 여부(타 지역)
- 학교 및 법인 시설, 위탁산업체가 소유 또는 임대하여 무상제공 시설(인근지역)
- 외부 위탁교육장 명칭 확인
- 위탁교육장의 강의담당 교수가 매학기별 개설된 교과목 또는 학점의 35%(전임교원) 및
70%(겸초빙 포함)이상 강의 여부
∙ 인근지역 위탁교육장
- 동일 행정구역(시･도)내 설치 여부, 행정구역이 다르나 대학과 위탁교육장과의 거리가
70km 이내 설치 여부(단, 수도권은 제외)

⚪ 외부 위탁 교육장 ∙ 타지역 위탁교육장 (교육부 승인)
- 위탁교육생의 50%이상이 위탁교육장 제공 산업체 직원인지 여부
∙ 교육장의 교육환경 적정성 여부
- 강의실 면적 및 교육기자재 구비･설치
- 실습실 설치 및 실습 기자재 구비 여부
- 소방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피난시설 설치여부 등
∙ 학사운영의 적정성 여부
- 교육과정 운영 표 상의 수업운영 여부 및 학생 출결 상황 점검
- 교육과정 운영표의 학점 당 수업일수의 적정성 여부
- 적정한 (현장)실습 실시 여부 및 실습일지 비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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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시행 2016.6.30] [교육부예규 제26호, 2016.6.30, 일부개정]
교육부(전문대학정책과)

1. 목적
본 예규는 고등교육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전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산업체 위탁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산업체의 범위
아래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나.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마.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사업주를 포함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아.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자.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3. 위탁형태
가. 단독위탁 : 위탁업체가 단독으로 소정의 인원을 대학에 학과 또는 계열(이하 ‘학과’라 한다)별로 위탁.
나. 연합위탁 : 둘 이상의 위탁업체가 연합하여 하나의 대학에 학과별로 위탁.

4. 실시기준
교원 및 교육시설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함.

5. 위탁 학생수 및 학급편성
가. 학생수 : 당해대학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주간･야간이 동시에 개설된 경우에는 많은 쪽)의 50% 내지
100% 범위 안에서 교육시설 및 교원 등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교육부 장관이 결정.
나. 학급편성 : 40명 단위로 별도학급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학급 편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해학과 입학정원의 10% 범위 안에서 혼합편성할 수 있음.

6. 위탁생에 대한 설치학과 및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가. 설치학과 : 당해 전문대학에 설치된 학과에 한함.
나. 교육과정
1) 혼합편성 : 정규교육과정을 활용하되, 이론과 실무가 혼합된 현장지향적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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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도학급 : 위탁산업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신기술개발 등 산업체의 직업기술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
∙ 산업체의 교육적 요구사항 반영 등 신축적으로 편성･운영.

7. 위탁생의 선발
가. 지원자격 : 산업체위탁교육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산업체에 근무 중인 자(산업체에 근무중인 자로서 산업체부설 고등학교, 산업체 근로청소년을 위한 고등학
교의 야간 특별학급, 야간고등학교 및 방송통신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모집시기 지원 가능).
나. 지원 및 전형절차 : 산업체의 추천에 의거 당해 대학에서 정한 절차에 의함.

8. 위탁생에 대한 학사관리
당해 대학의 학칙에 의하되, 위탁생이 자발적으로 당해 산업체를 퇴직할 경우 제적처리함이 원칙이지만, 위탁생
이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이직하여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 할 경우에는 제적처리를
아니할 수 있음(단,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비자발적 퇴직 시 6개월 내 다른 산업체로 이직한 경우
또는 산업체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퇴직한 경우에는 제12조 가목에 따른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유지 가능)

9. 위탁생의 교과목 이수 인정
당해 대학의 학칙에 의하되, 다음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가. 공인된 직업 교육기관에서의 동일분야 전공 관련 교과목.
나. 산업체 내 연구소 및 사내훈련기관에서 이수한 일정기간의 연수 및 현장실습과 관련된 전공 관련 교과목.
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전공
관련 교과목.
라.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거 취득한 학점 중 전공 관련 교과목.
마. 기능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전공 관련 교과목.
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해당 시험과목 중 전공 관련
시험과목.
사. 동일 직무에 일정기간 근무한 전공 관련 경력(실험･실습관련 교과목에 한함).
아. 교육부 공고에 의한 직업교육혁신센터에서의 이수한 전공관련 교과목.

10. 위탁교육의 계약 및 경비부담, 납부방법 등
가. 위탁교육계약 : 위탁업체의 장(지역단위기관, 지점 등 단위기관의 장을 포함)과 대학의 장의 계약에 의함.
나. 경비부담 : 당해학과의 등록금을 기준으로 하되, 위탁업체의 시설지원 및 교수요원 활용 등을 고려하여
하향조정할 수 있음
다. 납부방법 : 위탁산업체에서 당해 대학의 등록금 납부기간에 일괄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1. 대학과 산업체의 상호협력
가. 해당 대학과 업체는 위탁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함.
1)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개발 촉진 및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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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제의 발굴과 교수에 의한 위탁연구 또는 산업체 임직원이
나 연구원과의 공동연구의 추진.
3) 정규과정 학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의 추진.
4) 교육용 실험실습시설의 공동개발 및 교육용기자재 기증.
5) 학생생활지도 및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한 협력.
나. 위탁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1) 위탁업체 내에 강의 또는 실험실습이 가능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생만으로 편성된 별도학급의
강의 또는 실험실습 교육을 현장에서 실시.
2) 교육과정 운영 상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대학에서 정하는 교원 임용 절차에 의거 위탁업체 임직원 중
적격자를 겸임교수 또는 강사로 적극 활용.

12.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가. 위탁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별 위탁교육심의위원회를 설치.
나. 위원장은 대학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탁업체 임직원 및 대학교직원 중에서 대학의 장이 위촉(임명)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1/2이상 포함되도록 구성.
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함.
1) 위탁의뢰 업체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2) 위탁생의 선발기준
3) 위탁교육 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
4) 위탁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위탁업체의 시설 및 교육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에 관한 사항
6) 학교와 위탁업체와의 상호지원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탁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3. 위탁교육 실시보고
가. 대학의 장이 동 지침에 의거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년 11월말까지 익년도의 위탁교육
실시계획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사전보고하여야 함.
* 동 보고사항에는 당해 대학의 모집단위별 위탁교육생의 선발인원, 지원자격, 선발기준, 전형일정, 전형방법, 시설
및 교원활용계획, 위탁교육생에 대한 학사관리 등 당해 대학의 위탁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나.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위탁교육 실시계획 보고에 대하여 교육부의 지침을 위반하거나 교육정책 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위탁업체 위탁교육 실시계획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을 요구받은 대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함.
다. 대학의 장은 당해연도 위탁교육 실시결과를 지정된 서식에 의거 다음해 3월말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

14. 위탁교육계약서
별첨 위탁교육계약서(안)를 참고하여 계약하되, 산업체위탁교육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학형편에
맞게 변경사용 가능.

15. 위탁교육에 필요한 학칙변경(예시)
제○○조 (산업체위탁교육) ①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서 근무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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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일괄하여 위탁받은 때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교육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의 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위탁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학교에 대한 위탁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타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따로 정한다.

16. 기타사항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중 본 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세부 운영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며,
그 외의 사항은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함.

17.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나. 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해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7호, 2008.7.28>
1.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당시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9호, 2009.9.23>
1.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당시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1호, 2009.11.27>
1.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당시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호, 2014.3.26>
1.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당시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호, 2016.6.30>
1.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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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산업체위탁생으로 재학 중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당 산업체의 구조조정 또는 회사 사정으로
면직되었을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받아야 하는 서류는? 이때 인정할 경우 인정기간은?
☞ 해당 산업체 장의 면직사유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위탁교육 심의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대학의 장이 결정
2. 산업체위탁생으로 입학하여 개인 질병 등으로 부득이 회사를 퇴사한 경우 위탁교육 심의위원회
의 결정에 의해 유예기간을 주었으나 질병으로 재취업이 불가능할 경우의 학사관리는?
☞ 원칙적으로 제적 처리가 불가피하나 대학의 장이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예
기간 종료 후 학업이수정도, 질병의 종류, 의사의 진단서, 수학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교육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결정
3. 군위탁생이나 산업체위탁생의 경우, 해당 사업장이나 부대의 교육장을 마련하여 교육이 가능합
니까?
☞ 위탁교육장은 당해 대학 내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 소재지 인근지역에도 설치 가능(다만 학교･학교법인 시설 또는 위탁산업체 시설
만 활용 가능) 인근지역 범위는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위탁교육장 설치･운영)
참조
4. 산업체위탁교육 지원자 중 전문대졸 혹은 4년제 졸업자일 경우 학칙에 의한 사전학점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 학칙을 통하여 학점 인정이 가능함
5. 산업체위탁교육생일 경우 매학기 해당 산업체 재직 유･무 확인 시 반드시 해당 산업체의 양식에
의한 재직증명서만 제출받아야 하는 지의 여부?
☞ 매년 3, 9월(연2회) 위탁교육생의 재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산업체 재직 증명은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증명서로만 하여야 함
6. 산업체위탁생이 제적 후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재입학을 허용할 수 있는지?
☞ 산업체위탁교육의 특성상 불가능함 위탁교육은 산업체의 장과 대학의 장의 계약에 의해 위탁
교육자를 특정학과의 교육과정을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중도에 그만두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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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봄. 아울러 복학 또는 재입학 등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해당 교육
과정이 소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질적으로 복학 및 재입학이 불가능함 다만, 학칙에 제한
사항이 없고 복학 및 재입학시 해당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 위탁산업체 장의 동의를
받아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산업체위탁교육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허가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7. 전문영농인(농어민후계자 등)이 산업체위탁생으로 입학하는데 필요한 서류의 종류는?
☞ 1차 산업 종사자인 영농인･어업인 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
부, 어업인허가 증명서 등) 제출시 위탁교육 가능
8. 산업체위탁생의 경우 동일 직무에 일정기간 근무한 전공 관련 경력을 교과목 이수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직무 및 경력만으로 수업 없이 학점이수가 가능합니까?
☞ 학과의 특성과 교과목 내용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함
※ 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동법시행령 제15조(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에 따라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은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또는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관련성을 대학에서 심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9. 군복무 대체를 위한 방위산업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산업체위탁지원이 가능한가?
☞ 야간 및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는 과정에는 지원 가능함 자세한 사항은 각 지방병
무청 산업기능요원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역법 시행령 제88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수학) 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기
간 중 교육기관에서 수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수업을 듣는 등 학점을 취득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4., 2016.11.29.> 1. 야간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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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사례
1. 위탁교육장 수업 운영 부적정
○ 외부위탁교육장의 수업을 개강 첫 주라는 이유로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한 후
수업 미실시
○ 관련법(고등교육법, 시행령, 학칙 등)에 각 교과목 총 수업 시간수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한 자는 학점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 업무상 출석하지 않은 외부 위탁교육생, 군 위탁교육생의 경우 진지작업,
경계지원, 야간 행군, 파병 등 몇 주 동안 결석한 학생을 별다른 조치 없이
학점 부여
○ 산업체 위탁교육의 수업연한은 해당 모집단위의 수업 연한과 동일하게 운영하
도록 되어 있음에도 본교 수업연한(3년)과 다르게 단축(2년) 운영
○ 관련법에 교과의 이수에 따른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40분을 한 시간으로 운영 또는 실제 2시간을 수업하고 3시간으로 수업하고
3시간으로 인정하는 등 단축수업으로 부실한 수업 실시

사례

2. 외부 위탁교육장 운영 부적정
○ 외부위탁교육장은 학교 소재지 인근 지역에도 설치 가능하나, 학교･학교법인
시설 또는 위탁사업체 시설만 활용가능 하고 다른 시설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없음에도
- 관리비 명목으로 ○○○만원 지급한 사례, 산업체가 제공한 시설이 아닌 외
부 시설에서 수업 운영한 사례, 보고된 장소와 다른 장소에서 수업한 사례
○ 산업체 위탁교육 학급 편성 시 40명 단위 별도학급으로 운영하여야 하나, 64
명의 인원을 분반하지 않고 하나의 반으로 운영, 2개 학과의 3개 교과목을
합반으로 운영

사례

3. 학생선발 부적정
○ 산업체위탁교육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재직확인을 위하여 공적증명서를 확인하
여야 함에도
- 재직확인을 하지 않고 학생 선발(산업체에 미 근무자 입학)
- 공적증명서에 퇴직하였다고 되어 있음에도 학생 선발
- 고등학교 졸업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학생 선발
○ ‘산업체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산업체’ 직원이 아닌 자를 소속직원
으로 인정하여 합격시키고 매학기 등록 시 확인 의무 소홀
○ 관련법(고등교육법, 시행령, 학칙 등)에 산업체 위탁생을 모집할 경우에는 대
학의 장과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대학에서 정한 서
류에 산업체의 대표 직인만 날인하여 입학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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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성적처리 부적정
○ 학칙에 성적처리는 출석상황, 평소학습 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으
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수업시간표 미 작성, 강의실 미 배정한 체 학점 부여, 출석 수업을하지 않
고 별도의 시험도 없이 레포트만 평가하여 학점 부여
○ 군부대의 훈련, 산업체의 여건에 따라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이상 결석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
하여 학점 부여
○ 학칙 등 내규에 성적평가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혼합하도록 하고 있으며,
A+~A°학점은 40%이하, B+~B°학점은 40%이하, C+~C°학점은 20%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 모두 A+ 또는 A°으로 학점을 부여하는 등 기준과 달리 지나치게 관대하여 평가하
여 학점 부여
○ 강의계획서에 성적평가기준(출석 20%, 과제 20%, 중간 30%, 기말 30%)과
달리 임의로 무단 변경하여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평가하여 성적 부여
○ 강의계획서에 학생 평가방법이 출석, 과제물,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으로 실시
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말고사만으로 100% 평가하여 성적 부여

사례

5. 산업체 위탁교육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부적정
○ 위원회는 위탁업체 임직원 및 교직원 중에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2분의 1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하여야 함에도
-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례, 회의록을 부실하
게 작성하여 회의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한 사례
○ 4대 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아니한 영세
개인사업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위탁교육 가능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는데도 사
업자등록증만 징구하여 합격 처리
○ 산업체위탁생의 신분변동과 타 산업체로 전직한 경우에도 ‘심의위원회를 거치
도록 하였음에도 타 위원회(입시자체감사위원회 등)에 위임하여 처리

사례

6. 기타사항
○ 산업체 재직 증명은 산업체의 4대 보험 가입여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
한 증빙서류 등 공적증명서로만 하도록 되어있는데도, 산업체에서 발급한 재
직증명서만으로 확인
○ 체육대회, 개인사유 등으로 수업하지 못하는 경우 보강계획서를 학과장에게
제출하고 보강을 실시하여야 하나 실제 보강시간 3시간을 1~2시간만 실시
○ 겸임교원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하나 강의과목과 동
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는데도 위탁교육장 겸임교수로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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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전형 동점자 전원 합격’ 규정을 악용하여 면접 점수를 임의로 조작, 동
점자를 양산한 후 정시모집 부족인원으로 대체
○ 주간학생 모집이 곤란한 일부 대학은 주부, 직장인 등을 학생으로 모집한 후
야간강좌로 편법 운영
○ 일부 대학은 캠퍼스 밖에 강의시설 개설시 교육부 인가를 받지 않고 수도권
에 불법 교육장을 개설한 후 학생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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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전공심화과정(학위심화과정)

Ⅰ

관련 근거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49조, 제50조의2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2, 3, 4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계속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실무와 연계된 전공심화 교육으로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기술인력 양성
▪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다양한 직업교육 경로 제공
▪ 일반대학의 학사학위과정과 차별화된 ‘현장과 실무’ 중심의 직무향상교육 기회 제공
▪ 일-학습 병행(work to school, school to work)에 따른 평생학습교육 가능

■ [고등교육법]

1) 제49조(전공심화과정)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
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1.]
2) 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의 전공심화과정에 한하여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신설 2011. 5. 19.>
⑤ 제4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3. 3. 23.>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의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
5. 19., 2013. 3. 23.>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 인가의 기준 및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19.>
[전문개정 201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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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시행령]

1) 제58조의2(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① 전문대학의 장이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학사
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하 "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교원
및 교사확보기준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영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14., 2008. 2. 29., 2013. 3. 23., 2018. 10. 16.>
1. 개설 학과 및 형태
2. 수업연한
3.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
4. 교원･교사 현황 및 확보 계획
5. 교육과정 운영계획
6.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7. 그 밖에 학위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학위심화과정 운영 개시 예정일 2개월 전까지 해당 전문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6.>
1.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입학 후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학위심화과정 입학 학년도의 전 학년도에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졸업 후의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
3.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졸업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력인정과정의 입학･등록 후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4. 학위심화과정 입학 학년도의 전 학년도에 동일계열의 전문대학 졸업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력
인정과정을 졸업･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과정 졸업･이수 후의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
④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동일계열 및 관련 분야는 학문분야 및 직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 10. 16.> [본조신설 2007. 11. 15.]
[제목개정 2018. 10. 16.]
2) 제58조의3(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학위심화과정) ① 법 제5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란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인문사회계열에 속하는 과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를 졸업할 것
2. 제1호의 과와 관련된 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과를 졸업할 것
② 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 10. 16.]
3) 제58조의4(학위심화과정의 운영) ① 학위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되, 실무와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위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다.
1. 전문대학 수업연한이 2년인 학과: 2년 이상
2. 전문대학 수업연한이 3년인 학과: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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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수업연한 외에 학위심화과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10. 16.]

가. 기본사항의 적용
○ 전문대학(“이하 대학”)은 전공심화과정 기본계획에 따라 매 학년도 “전공심화 모집 계획”을
수립
○ 대학은 전공심화과정 모집요강 수립 시에도 기본계획을 준수해야 하며, 모집계획에 대해
위원회의 수정 및 조정권고 등 통보가 있을 시 대학은 이를 적극 반영함
○ 대학은 기본사항에서 정한 주요 행정사항에 대해서도 그 처리기준과 운영방침을 준수해야 하
며, 특히, 입학 정보 제공과 관련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함

나.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대학은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며, 이를 위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안을 강구함
○ 입학전형의 타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 내 「전공심화운영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함

다. 대학입학 표준원서 사용 및 수험생 개인정보 보호 강화
○ 각 대학은 협의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원서를 사용하여 원서를 접수하는 것을 권장함. 협의회
는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원서를 마련함
○ 대학은 원서접수 처리 시 개인정보 처리 점검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관리사항 점검을 위해
DB 작동기록, 보안장비 운영기록, 웹서버 운영기록 등 주요 로그를 일정기간 보관 협조함
- 원서접수를 외부 기관에서 대행처리 할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 점검체계를 구축･운영하
도록 하고, 대학 자체 점검 및 외부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대학은 원서접수 처리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안정성 인증’,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기관에서 원서접수가 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 대학은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유출 및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제반 관련 법규를 준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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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운영체계 : 교육부(총괄)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위탁)
○ (교육부→협의회･학교) 매년도 기본계획 수립･통보
○ (협의회→교육부･학교) 인가 및 운영진단 추진계획 수립 및 설명회 등
○ (협의회→교육부) 대학의 4. 1 기준 교육여건 점검, 인가심사위원회 운영, 운영진단(연차평
가) 결과 보고
○ (교육부 → 대학) 인가사항 통보 및 학사운영 지도･점검(협의회 협조)

Ⅱ

전공심화과정 개요, 개설, 입시, 교무, 연차평가 등

쉒전공심화과정개요, 개설, 입시, 교무, 연차평가 등 자세한 사항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편람
(별도제공)

※ (유의사항) 교육부･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공표하는 매 학년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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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계약학과(계약에 의한 학과 등)

Ⅰ

관련 근거

○ (수립근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8조, 제9조,
고등교육법 제34조의5①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산업체 수요에 의한 맞춤식 직업교육체제(Work to school)를 대학의 교육과정에 도입하여 실용적 인
재양성에 탄력적으로 대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산업교육기관(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특정 분야 및 다양한
전문 산업인력 양성･활용에 기여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합력촉진에 관한 법률]

1)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① 산업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로,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
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학과･학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학부나 유사한 학과･학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학생 선발기준의
공동 마련, 교육과정･교재의 공동개발 및 산업체등 인사의 교육 참여 등을 통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
는 경우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운영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27.>
③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계약학과등을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지계획을 교육부장
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27.>
④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등은 제1항 각 호의 계약학과등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27.>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8.>
⑥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및 학생선발방법, 정원, 납부금, 제5항에 따른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27., 2017. 11. 28.>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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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1)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 4. 23.>
1.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기본방향 및 과목, 평가방법, 출제형식
2. 해당 입학연도에 학생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총 횟수
3. 그 밖에 대학 입학과 관련한 것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
망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③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공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④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
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협의체와 대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한 학교협의체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입학전
형시행계획을 공표한 대학의 장은 공표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여서는 아
니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본조신설 2014. 1. 1.]

가. 계약학과 제도의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정의

산업체의 다양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산업체 맞춤형 인력 양성,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국가･지자체･산업체등이 대학과 계약으로 설치･운영하는 제도

설치근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학위과정)~제9조

유형

① (채용조건형)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
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② (재교육형) 산업체 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향상, 전직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설치 주체
경비부담 주체
산업체 경력인정
학생 정원

산업교육기관(대학, 전문대학 등)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산업체등이 부담
교육과정 관련 근무경력에 대해 20/100 범위에서 학점으로 인정
① (채용조건형) 전체 입학생수 또는 입학 정원의 10/100
② (재교육형) 별도 인정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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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사 제도 비교
구분

계약학과

산업체 위탁교육

재직자 특별과정

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 계약학과 운영요령

⚪ ｢고등교육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
⚪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

⚪ ｢고등교육법시행령」제
29조제2항제14호

설치
주체

⚪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원격
대학･각종학교 및 시행령 제2조
에서 정하는 기관

⚪ 산업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 대학･산업대학･전문대
학･기술대학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등

⚪ 좌동

⚪ 좌동

산업체
범위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산업체 납
부금 전액을 지원하는 경우 (상
시근로자 5인 미만 산업체) 예외
인정

⚪ 4대 보험 가입 사업체(창업, 자
영업자 포함)
⚪ 1차 산업 종사자는 공적증명서
확인으로 인정

⚪ 좌동

설치
절차

⚪ 대학과 산업체 계약 및 학칙 기재

⚪ 좌동

⚪ 대학자체 결정사항 학칙
에 기재

⚪ 대학설립기준 4대 요건(교원･교
사･교지･수익용 기본재산)
➜ 확보 의무 없음

⚪ 모집 단위별 전임교원 확보율 :
50%이상 (전문대: 겸임초빙 포
함 전체 85% 이상 가능)
⚪ 교사 확보율: 50% 이상
(전문대는 65% 이상)

⚪ 산업체 : 50%이상~100%
⚪ 학생 : 50% 이하

⚪ 학생 : 100%

⚪ 현물 한도 : 20%

⚪ 무상으로 제공하는 시설

⚪ 채용조건형 : 입학정원 10%
⚪ 재교육형 : 학칙으로 정함
(정원 무제한)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 대학 : 50% 이내
- 전문대학 : 교원확보율 비례
(겸･초 포함)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11% 이내

⚪ 국가･지자체가 지원하는 경우
(산업체 요건) 예외 인정

⚪ 9월 이상 재직자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
3년 이상 산업체 재직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발행 공인증
명서 첨부

⚪ 좌동

⚪ 좌동

교육
여건

경비
부담

정원

입학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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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 100%
-

제1장 학칙

Ⅱ

제2장 입학

제3장 학사

제4장 수업

제5장 학적

제6장 교원인사 제7장 안전관리

질의 응답

1. “계약학과”란 무엇인가?
☞ “계약학과”란 산업체의 다양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
하고,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산업체와 산업교육기
관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는 학위 과정으로「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로서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 계약학과가 있음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13.3.23 일부개정, 법률 제11682호)
2.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산업교육기관(대학)”이라 함은?
☞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산업교육기관은 산촉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며,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산촉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의 학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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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참고사항

계약학과 운영요령
(교육부, 취업지원과, 2015.11.09.)

제정 2008년 12월 30일
개정 2012년 3월 12일
개정 2012년 6월 29일
개정 2013년 5월 22일
개정 2015년 11월 9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및 범위) ①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학과”라 함은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산업교육기관(이하 “대학”이라 한다)이 산업
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부･학과를 말한다.
2. “채용조건형”이라 함은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
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교육형”이라 함은 산업체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 향상,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4. “모체학과”란 계약학과 교육과정 구성, 수업운영 등을 담당하는 학과 또는 전공으로 계약학과 설치의 기본
토대가 되는 정원 내의 일반학과 또는 전공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이 요령에 따라 대학과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이상인 사업체
3.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4. 군부대(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 등)
5.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이하 “사업주 단체”라 한다).
6.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제5조의 3자계약에 의하
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5인 미만 산업체도 가능

94

2020 전문대학 학사편람

제1장 학칙

제2장 입학

제3장 학사

제4장 수업

제5장 학적

제6장 교원인사 제7장 안전관리

제 2 장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요건 및 학위과정) ① 계약학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1.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채용
조건형)
2. 산업체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재교육형)
② 계약학과에는 산업학사학위과정,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둔다.
③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으로부터 계약학과 설치요구를 받은경우 당해 계약학과와 산업체 등의 업무 연관
성을 검토하여 무분별한 계약학과 설치를 방지하여야 한다.
④ 산업교육기관은 계약학과 담당직원을 1명이상 확보하여 학생들의 행정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학과 계약 및 설치) ① 대학과 산업체등이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속직원을 위하여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경우 ‘권역’은 동일한 광역 행정구역(시･도 단위) 내로 보며,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직원
이 아닌 자의 채용을 조건으로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경우는 전국을 동일한 권역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권역 내 계약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대학과 산업체등과의 거리가 100km 이내인 경우
2. 복수의 지역에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산업체등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학과 동일한 ‘권역’ 내에
위치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함을 명시한 경우
3. 복수의 지역에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산업체등이 연수원 등 숙박이 가능한 소유시설(이하 연수원 등)에
학생을 모아 주말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연수원 등’과 동일한 권역에 위치한 대학과 계약학과를 설치･운영
하는 경우에 한함)
4.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강화나 지역특화산업육성을 목적으로 제5조의 3자계약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③ 계약학과는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등이 운영계약서를 체결하여 설치하며, 운영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의 명칭, 학위의 종류 및 모집단위별 모집정원
2.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3. 설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학생 및 산업체등의 부담금(등록금)에 관한 사항
5. 재학 중 퇴직･인사이동 또는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학생의 신분 및 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 밖의 장소에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장소에 관한 사항
7. 산업체 부담금 납부 확인에 관한 사항
8. 산업체 부담금 납부기한 및 미납 시 조치사항
9. 도서관 등 교내시설 이용 및 행정서비스에 관한 사항
10. 기타 계약학과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④ 계약학과의 설치는 새로운 학과 설치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전공) 또는 유사한 학과(전공)를
활용하여야 한다.
⑤ 계약학과는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등의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의한 공동계약 및 3자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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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기업,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 단체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산업체등의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산업체등은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야 한다.
⑦ 산업체 등이 제공하는 시설에서 계약학과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업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강의실
및 교육기자재 등을 확보하고 소방관련 법규 준수 등 안전한 교육여건을 확보하여야 한다.
⑧ 산업교육기관은 학생 입학 전 해당 학과가 계약학과 과정임과 학사와 관련한 계약학과의 특성을 사전고지
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계약 및 3자계약에 의한 계약학과 설치･운영) ① 계약학과는 단독 또는 2개 이상의 산업체등과 연합
하여 계약할 수도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특정 산업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과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
을 체결하거나, 사업주 단체가 그 단체에 가입된 산업체 소속 근로자(채용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용자인 산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야 한다.
제6조(계약학과의 설치 운영기간) ① 계약학과의 설치 운영기간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으로 산업체등과의 계약
에 따라 정하되, 전문대 3년제 과정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편입과정은
1년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기간을 정하는 경우 계약학과 설치 학년도를 기준으로 수업연한에 따라 기간을 지정하여
야 한다.
제7조(학칙 기재사항) ① 대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
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의 명칭
2.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모집단위별 인원을 숫자로 명시)
5.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그 부담에 관한 사항
6.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에 관한 사항
7. 학기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8. 계약학과의 설치･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9. 재학 중 학생이 구조조정･권고사직 되거나 설치･운영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학생의
보호 및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10. 산업체 경력의 학점인정 관련사항
11.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사항
12. 계약학과 특성에 따른 특약사항
② 대학은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학사관련 규정 등에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③ 계약학과의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제1항,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의 학년별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은 당해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계약학과 학생은 교사 및 교원확보율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산업교육기관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산정시 교육시설, 교원확보율, 모체학과의 운영여력 등 교육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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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여 적정 정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입학자격) ① 계약학과에 지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산업학사학위과정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2. 석사학위과정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3. 박사학위과정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4.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경우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9개월 이상 재직한 자(입학일 기준)
5.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지역특화산업육성을 목적으로 제5조의 3자계약에 의
해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9개월미만 근로자도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다.
②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산업체등에서 추천한 소속직원 중 선발하며,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대학에서 학생을
모집･선발하되 산업체 희망 시 산업체 관계자의 면접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추천서에는 입학하려는 자의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원천징수 영수증(신규 입학의
경우 근로소득지급조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대체 가능)을 첨부하고, 산업체(사업장)의 건강보험사업장 적
용통보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산업교육기관은 가을학기 개시 전월 원천징수영수증을, 매학기 개시 전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
서를 통해 재학생의 재직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의 선발 및 학습구분) ① 계약학과의 입학･편입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 및 다음에 의한다.
다만, 학교장은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일부를 면제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학칙에 의하여 선발할 수 있다.
1. 서류전형
2. 필답고사
3. 면접고사
4. 신체검사
5. 실무경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선발은 학교 입학･편입학 모집요강에 의하여 선발하되, 전형방법은 계약체결
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③ 학습구분은 주간과정, 야간과정 등으로 구분하고, 편입학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편입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대 3년제 과정 졸업자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4학년 편입을 허용할 수 있다.
1. 3학년 편입의 경우 이전 대학에서 2학년 이상을 수료한 사람
2. 4학년 편입의 경우 이전 대학에서 3학년 이상을 수료한 사람
3. 법에 의하여 제1호 또는 2호의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경우 제 2항에 따라 산업체등은 학생선발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 조건은
대학과 협의하여 계약으로 정한다.
제10조(계약학과의 운영경비 및 부담) ①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산업체등과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학생 납부금과 산업체 부담금 및 제5조의 공동계약에 의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재정지원금으로 충당한다.
② 제2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의 운영
에 필요한 학생 1인당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③ 등록금은 산업체등과 계약에 의하여 책정하며 학기제로 부과하되, 학생과 산업체에 별도로 청구한다.
④ 산업체 부담금은 산업체로부터 직접 납부받아야 하며, 학생은 본인 부담금 외의 금액을 대학에 대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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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제11조(퇴직 및 계약학과의 폐지로 인한 학생의 보호) ①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학과가 폐지되
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학부에서 잔여기간의 교육
을 맡도록 하되, 학생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②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등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
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체등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계속되는 휴업(휴직)･사업장 이전･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생 부담금 등은 제4조제3항제5호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했거나, 2분의 1미만
이수했을 때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구조조정 등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않는 퇴직 후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잔여기간의 교육은 당해 계약학과
에서 맡는다.

제 3 장 계약학과 수업 및 학사운영
제12조(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수업 등) ① 교육과정은 계약학과의 특성에 맞도록 편성 운영되어야 하며, 산업체
등과 교육과정을 년1회 이상 협의하고 산업체 등의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하여 편성한다.
②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및 그 밖에 계약학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때 출석수업의 비중은 50%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원격대학의
계약학과는 출석수업과 현장실습수업을 합한 비중이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제10조제2항에 의한 산업체 부담금을 제18조에 따라 지원하며, 사업
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출석수업의 비중을 완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완화할 수 있는 출석수업의 비중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0% 범위안에서 제15조 계약학과 운영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 산업체등의 임직원 중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겸임교수
또는 시간강사로 위촉하여 강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산업교육기관의 전임교원은 매학년도 계약학과 전체 교육과정의 30%이상 수업을 담당하여야 한다.
⑥ 산업교육기관은 전임교원 또는 산학협력전담교수 등으로 계약학과 담임을 맡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과정 이수 및 학점인정의 특례) ① 계약학과 학생이 계약학과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의 졸업이수학점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학점
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근무경력과 학점의 인정범위는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교육과정 이수 및 학점인정은 계약학과 학과장이 학생으로부터 학점인정원을 제출받아 소속 대학
장을 경유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학사관리 등) ① 계약학과를 졸업하는데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과 수업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계약학과
학생의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교육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산업체등과
의 계약으로 특별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칙 및 학사 관련 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에 매학기 종료 후 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생 만족도, 학생의 학업성취 등을 산업체
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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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운영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종합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교육기관 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계약을 맺은 산업체 관계자 및 학생을 합한 인원이 1/3 이상 되도록 구성한다.
③ 산업교육기관은 운영위원회 또는 산업체 관계자와의 워크숍 등을 통하여 매년 1회 이상 계약학과 교육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학과 설치･운영 현황 공시) ①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산업교육기관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학과명, 재학생 및 계약체결 대상 산업체등의 현황을 포함한 자체점검결과보고서 등을 매년 5월말까지
교육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산업교육기관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정보공시지침」에 따라 계약학과 관련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③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려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계약체결일 2주 전까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신고서식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한다.
④ 계약학과를 폐지하려는 경우, 산업교육기관의의 장은 폐지예정일 2주 전까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신고서식에 따라 폐지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한다.

제 4 장 회계 관리
제17조(회계 관리) ① 국･공립대학은 산학협력단 회계로, 사립대학은 교비회계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명의의 통장 입출금 내역 또는 입금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산업체 부담금이 당해
산업체가 부담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금) ① 산업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제5조의 3자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 설치･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산업체등의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경비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부담금을 직접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산업체가
부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19조(산업체등의 현물부담금 등) ① 대학과 산업체등의 계약에 따라 계약학과 현장실습수업에 직접 필요한
연구･실습기자재, 장비 등과 이의 사용에 필요한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현물로써 산업체등이 부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물 부담을 인정하는 경우는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현물부담의 금액 산정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2의 내용연수와 별표4의 감가상각률에 따른
감가상각비 및 사용시간에 따라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0조(준용규정) 동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교육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21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 교육부장관은 계약학과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60
조제1항에 의거하여 당해 대학의 설립･경영자 또는 대학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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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60조제2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조에 의거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별표 1>과 같이 당해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또는 학생의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산업교육기관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위반하여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
거나 폐지하는 경우 별표2의 기준에 따라 계약학과의 신규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산업체등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계약학과등의 설치기
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신규 계약학과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2012.3.12.>
제1조 이 요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요령 시행 당시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설치･운영 중인 계약학과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요령에 의한다.

부 칙 <2012.6.29.>
제1조 이 요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5.22.>
제1조 이 요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1. 9.>
제1조 이 요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제4항의 계약학과 담당 행정직원 확보는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제8조제1항제4호의 재직요건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제11조제2항 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경우는 이 요령 공포일 이후 입학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제11조제4항의 학생신분 유지조건은 이 요령 공포일 이후 입학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제12조제5항 및 제6항은 2016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제15조는 2016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2.19.>
제1조 이 요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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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시행 2020. 4. 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77호, 2020. 4. 6.,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2조, 제48조 및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비용지원, 「고용보
험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란 「고용보험법」 제3장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적용받는 사업주를 말한다.
2. "재직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제3장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적용되는 사업에 재직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3. "채용예정자"란 「고용보험법」제3장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적용되는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4. "구직자"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자체훈련"이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훈련계획 수립,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수행하는 직업능
력개발훈련을 말한다.
6. "위탁훈련"이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고 해당
훈련기관(이하 "수탁훈련기관"이라 한다)이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7. "집체훈련"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8. "현장훈련"이란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9. "원격훈련"이란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10. "인터넷원격훈련"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원격훈련을 말한다.
11. "우편원격훈련"이란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이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
어지는 원격훈련을 말한다.
12. "스마트훈련"이란 위치기반서비스, 가상현실 등 스마트 기기의 기술적 요소를 활용하거나 특성화된 교수방법
을 적용하여 원격 등의 방법으로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을 말한다.
13. "혼합훈련"이란 집체훈련, 현장훈련 및 원격훈련 중에서 두 종류 이상의 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직업능
력개발훈련을 말한다.
14.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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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시스템"이란 인터넷원격훈련기관이나 우편원격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훈련과정의
훈련생 관리 정보를 자동 수집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16. "대체인력"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30일 이
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는 동안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직무재배치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발생되는 업무공백을 채우기 위하
여 새로 채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17. "기업대학"이란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및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고숙련 수준의 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하
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또는 「평생교육법」 등에 따라 학위가 인정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18. "일학습병행제" 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근로자로 채용하여 학교 등 교육기관과 함께 일터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의 역량을 국가 또는 해당 산업계가 평가하여 자격이나 연계학교 학력 등으로 인정하는 훈련과정을
말한다.
19. "외국어 과정"이란 어학능력개발 및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훈련과정을 말한다.
20. "현장 모니터링"이란 제도개선 또는 부정･부실훈련 방지를 목적으로 훈련기간 중 또는 훈련이 종료된
이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훈련현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관계인 면담, 설문조사, 훈련관련 자료의 조사
및 확인, 실태조사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 2 장 훈련과정의 인정 등
제3조(훈련과정의 인정신청 등) 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인정 받으려는 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 분사무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훈련실시계획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근로자 직무와 훈련과정 간 관련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격훈련과정과 원격훈련이 포함된 혼합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훈련과정
적합 여부 심사를 거쳐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사전에 적합 판정을 받은 원격훈련을 포함한
혼합훈련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하 "구직자 훈련" 이라 한다)의 경우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주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공단은 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훈련과정 인정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훈련과정의 적합심사 등) ① 공단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에 대하여 훈련과정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훈련과정은 적합여부에 대한 심사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의
2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한국기술교육대학교"라 한다)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
동부장관은 심사절차,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공고하여야 한다.
1. 위탁훈련과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자체훈련과 위탁훈련을 혼합하여 운영하는
훈련과정을 포함한다)
2. 원격훈련과정 및 원격훈련이 포함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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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훈련 중 다음 각 호의 훈련과정에 대한 적합 여부 심사는 제1항에 따른다.
1. 사업주(생산물의 완성･판매 등에 있어 협력관계에 있는 사업주를 포함한다)가 훈련 기본 계획(훈련의 목적･
내용･일정 등을 말한다)을 수립하여 위탁하는 맞춤형 훈련과정
2. 제1호에 따른 사업주가 감정근로자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훈련 기본계획(훈련의 목적･내용･일정 등을
말한다)을 수립하여 위탁하는 맞춤형 훈련과정
3. 채용예정자 훈련과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 훈련과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훈련과정 적합 여부 심사는 근로자 직무수행능력 향상과의 직접적 관련성, 훈련분
량의 적정성, 교･강사 적정성, 훈련내용･방법의 적정성, 훈련평가 방법･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
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훈련과정 중 원격훈련 및 원격훈련이 포함된 과정에 대해서는
훈련시장에서의 공급 실태, 훈련내용･방법의 적정성 수준 등에 따라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훈련과정 중 원격훈련과정은 심사발표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갖는다. 다만, 유효기간 자동연장 기준을 갖춘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1년 범위에서 효력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5항의 등급 부여 및 제6항의 효력기간 연장에 관한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기술
교육대학교에서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5조(훈련과정 인정 제외 대상) 규칙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은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1.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보교류활동이나 시사, 일반상식 등 교양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2. 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기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취미활동, 오락, 스포츠, 부동산･주식 투자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다만, 생애 재설계 등을 목적으로 전직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직지원
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정규 교육과
정. 다만, 다음 각 목의 교육과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접 개설･운영하는 「평생교육법」제32조에 따른 사내
대학의 교육과정
나. 「고등교육법」제2조제6호에 따른 기술대학이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개설･운영하는 교육과정
다.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대학과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서「대학설립･운영규정」별표 1에 따른 계열별 구분 중 소계열 상 이학･공학에 해당하는
전문학사･산업학사･학사과정
4. 외국어 능력 평가 시험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5. 근로자의 직무와 관계 없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가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
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과정
6. 사업장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목적으로 물품을 제작하거나 실습물을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훈련 과정
7.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과정
8. 그 밖에 훈련과정으로 부적합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과정
제6조(훈련과정의 인정요건 등) 규칙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훈련과정의 인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외국어 과정은 집체훈련 또는 인터넷원격훈련으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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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체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가. 학급당 정원은 60명 이내일 것.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1
항제1호 단서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과정이거나 훈련과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
가 있는 경우 정원을 초과할 수 있다. 또한 제4조에 따라 공단이 적합여부를 심사하는 훈련과정은 당해
훈련기관이 인정받은 실시 과정 수의 100분의 5이내에서 인정인원의 100분의 5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
정원을 초과할 수 있다.
나. 1일 훈련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공단 분사무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구직자 훈련을 실시하려는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주된 업(業)을 위한 독립된 훈련전용시설을 갖출 것
라. 그 밖에 해당 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인력 등을 갖출 것
2. 현장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가. 사업주가 직접 실시할 것.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나. 집체훈련과정 또는 원격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을 대상으로 한 훈련과정으로 해당 집체훈련과정 또는
원격훈련과정의 훈련목적, 훈련내용 등과 관련성이 있을 것.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채용예정자
및 재직기간이 1년 이내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600시간 이내의 현장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또는 신규
생산 설비의 도입･업무 전환･장기 현장 훈련이 필요한 직무 특성 등의 사유로 공단 분사무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훈련내용 중 이론편성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채용예정자 및 재직기
간이 1년 이내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600시간 이내의 현장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또는 신규 생산 설비의
도입･업무 전환･장기 현장 훈련이 필요한 직무 특성 등의 사유로 공단 분사무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훈련시간은 현장훈련 이전에 실시한 집체훈련과정 또는 원격훈련과정 훈련시간의 100분의 400 미만
(최대 600시간 이하)일 것.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채용예정자 및 재직기간이 1년 이내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600시간 이내의 현장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또는 신규 생산 설비의 도입･업무 전환･장기 현장
훈련이 필요한 직무 특성 등의 사유로 공단 분사무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해당 근무현장에서 영 제2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 영 제27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르
칠 것
3. 인터넷원격훈련 또는 스마트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사전 심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훈련과정일 것
나. 훈련과정 분량이 8시간 이상일 것. 다만, 스마트훈련은 집체훈련을 포함할 경우 원격훈련분량은 전체
훈련시간(분량)의 100분의 20이상(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올림 한다)이어야 한다.
다. 학습목표, 학습계획, 적합한 교수･학습활동, 학습평가 및 진도관리 등이 웹(훈련생 학습관리 시스템)에
제시될 것
라. 훈련의 성과에 대하여 진행단계 평가와 최종평가를 실시할 것. 다만, 제25조에 따라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된 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제7조제4호에 해당하는 훈련과정 중 전문지식 및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마. 공단이 운영하는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출 것
바. 별표 1의 원격훈련 인정요건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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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편원격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사전 심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훈련과정일 것
나. 교재를 중심으로 훈련과정을 운영하면서 훈련생에 대한 학습지도, 학습평가 및 진도관리가 웹(훈련생학
습관리시스템)으로 이루어질 것
다. 나목에 따른 교재에는 학습목표 및 학습계획 등이 제시되고, 학습목표 및 내용에 적합한 교수 및 학습활
동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 다만, 교재 이외의 보조교재 및 인터넷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
라. 훈련기간이 2개월(32시간) 이상일 것
마. 월 1회 이상 훈련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주 1회 이상 학습과제 등 진행단계 평가를 실시할
것. 다만, 제25조에 따라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된 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제7조제4호에 해당하는 훈
련과정 중 전문지식 및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바.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출 것
사. 별표 1의 원격훈련 인정요건을 갖출 것
5. 혼합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가.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훈련방법(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별로 해당 요건을 갖출 것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현장훈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현장훈련과정의 요건 중 나목
및 라목을 제외한 요건을 갖출 것. 다만, 훈련시간은 병행하여 실시되는 집체훈련과정 또는 원격훈련과
정 훈련시간의 100분의 400 미만(최대 600시간 이하)이어야 한다.
다. 원격훈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격훈련분량은 전체 훈련시간(분량)의 100분의 20이상(소수점
아래 첫째자리에서 올림한다)일 것. 다만, 우편원격훈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훈련 분량은 2개월(32시
간) 이상이어야 한다.
라. 훈련목표, 훈련내용, 훈련평가 등이 서로 연계되어 실시될 것
마. 훈련과정별 훈련 실시기간은 서로 중복되어 운영되지 않을 것
제7조(훈련과정 인정 등의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인정요건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기업대학이 운영하는 훈련과정
2. 새로운 제도 도입 등을 위한 시범 훈련과정
3.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훈련과정
4. 고숙련･신기술의 훈련과정
5. 일학습 병행제 인정 훈련과정
6.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적용한 훈련과정
7. 전직지원 훈련과정
8. 제5조제3호다목에 따른 훈련과정
9.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한시적으로 고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정하는 업종과 관련된
훈련과정
제8조(훈련실시신고 등) 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훈련개시일 전일까지 별지2호 훈련실시신고서 서식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정보망(이하 "HRD-Net"이라 한다)에 실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대학이 운영하는 훈련과정은
훈련 개시 후 30일 이내에 훈련실시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련일수가 2일 이하인 훈련과정의 훈련개시일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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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훈련개시일 직전의 공휴일이 아닌 날(다만, 해당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의 공휴일이 아닌 날로 한다)의 오후 6시까지 훈련실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훈련실시신고 사항 중 훈련생 명단은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훈련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 훈련개시 전
2. 훈련일수가 3일 이상 10일 미만인 경우: 훈련개시일
3. 훈련일수가 10일 이상 30일 미만인 경우: 훈련 개시 후 2일 이내
4. 훈련일수가 30일 이상 180일 이하인 경우: 훈련 개시 후 7일 이내
5. 훈련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훈련과정: 훈련 개시 후 14일 이내
④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훈련생의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 훈련생이 동일 훈련과정을 반복 수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수
강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는 훈련과정의 분기별 개설 일정에 관한 정보를 HRD-Net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등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제9조(훈련과정의 변경인정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다만,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자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심사 신청한 경우에 한정한다)가 인정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1. 시설 또는 기관의 명칭･소재지와 인정받은 사람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2. 훈련과정의 명칭, 훈련교재, 훈련장소(소재지 관할 공단 분사무소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훈련시설･
장비, 교･강사(다만, 원격훈련의 경우 사전심사에서 적합 받은 교･강사 풀로 한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변경인정신청이 있는 경우 변경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변경예정일 전날까지 그 결과
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의 전날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훈련교사에 관한 사항(훈련교사가 예비군 훈련, 본인의 결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강의를 할 수 없게 되어
임시 훈련교사를 15일 이내에 대체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훈련실시 장소에 관한 사항(소재지 관할 공단 분사무소 변경이 없고 최초 인정받은 시설면적 이상의 장소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공단이 적합여부를 심사하는 훈련과정은 최초 인정받은
시설면적 미만으로 강의실을 변경할 수 있으나, 훈련실시 장소와 동일한 건물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 경우 면적은 훈련생 10명 기준 30㎡, 추가 1인당 1.5㎡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3. 훈련장비에 관한 사항(최초 인정받은 장비사양 이상의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훈련내용의 변경이 없는 훈련교재, 원격훈련 콘텐츠 변경에 관한 사항
5. 훈련기간, 훈련시간의 변경이 없는 훈련시간표 변경에 관한 사항
④ 제8조제5항에 따른 분기별 개설 일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훈련개시일 3일 전까지 해당 사항을 변경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호에 따라 기업대학 훈련과정을 인정을 받은 자가 인정받은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훈련과정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시신고를 한 공단 분사무소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고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등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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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훈련과정의 출결관리) ① 집체훈련 및 현장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문인식 출결관리시스템 또는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출결관리시스템을 통해 훈련생에
대한 출결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훈련생에 대한 출결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각, 조퇴 또는 외출 3회는 1일 결석한 것으로 처리할 것. 다만, 지각, 조퇴 또는 외출로 실 훈련시간이
1일 목표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날 훈련은 결석한 것으로 본다.(훈련일수가 10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4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에 한정한다.)
2. 소정훈련일수가 30일 이상인 훈련과정의 훈련생이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선거 등으로 부득이하게 훈련
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별표 2의 출석인정일수를 준용하여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문인식 출결관리시스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출결관리시스템(이하 "
출결관리시스템" 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해당 출결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훈련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업주는 위탁 대상 근로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문인식 출결관리시스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훈련기
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출석체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까지 HRD-Net을
통하여 출석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출석입력요청대장에 출결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정전, 단말기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문인식 장애 등 공단 분사무소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제4항에 따라 출석입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별지 제6호서식의 출석입력요청대장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 3 장 사업주 등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제11조(지원금 지급 기준 등) ① 이 규정에 따른 지원금 지급을 위한 훈련생의 수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업대학 훈련과정은 제7조에 따라 정해진 수료기준에 따른다.
1. 집체훈련과정 및 현장훈련과정
가.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받은 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훈련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훈련시간이 40시
간 미만인 경우에는 인정받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할 것.
나.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2. 인터넷원격훈련과정 및 스마트훈련과정
가. 제6조제3호라목의 본문에 따른 평가성적이 6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일 것. 단, 평가는 공단 분사무
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훈련기간 중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다만, 1일 학습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에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할 것
3. 우편원격훈련과정
가. 제6조제4호마목의 본문에 따른 평가성적이 6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일 것. 단, 평가는 공단 분사무
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훈련기간 중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평가 이외에 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 1회 이상 학습과제 작성 등 훈련실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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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서 부여한 학습활동 참여율이 100분의 80이상 일 것. 이 경우 참여율은 학습활동에 참여한 주의
수를 전체 훈련 주수로 나눈 값(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전체 훈련 주수는 훈련개시일부터
훈련종료일까지의 전체 일수를 1주일 단위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을 말한다.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에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할 것
4. 혼합훈련과정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해당 훈련방법에 따른 수료기준에 각각 도달하여야 한다.
②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대체인력의 채용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체인력의 채용일은 해당 근로자의 훈련 시작일 이전 14일부터 시작일 이후 7일까지 일 것
2. 대체인력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일 것
③ 자체훈련과 위탁훈련을 혼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자체훈련 수료인원이 전체 훈련실시 인원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 한해 훈련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집체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 ①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 등(이하 "재직근로자
등" 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집체훈련을 자체훈련 또는 자체훈련과 위탁훈련을 혼합하여(이하 "자체훈련 등"이
라 한다)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훈련시간 및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얻은
금액(이하 "자체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별표 3의 사업주 규모별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한다.
②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집체훈련을 위탁훈련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직종별 훈련비
용 기준단가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공고한 심사를 거쳐 책정된 정부지원승인단가
에 훈련시간 및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얻은 금액(이하 "위탁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별표 3에
따른 사업주 규모별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한다.
③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27조제2
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또는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직훈련은 별표 2에 따른 자체훈련 지원금 기준단가 또는 위탁훈련 지원금 기준단가에 다음 각 호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시 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100분의 70
2.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100분의 70
④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자체훈련 지원금 기준단가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직근로자 등의 기술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고숙련･신기술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은 별표 2의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의 100분의 30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고숙련･신기술 훈련과정의 수준 및 지원금액 등은 공단 이사장이 심사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은 심사절차,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훈련과정 중 고숙련･신기술 훈련과정의 수준 및 지원금
액 등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사절차,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원격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 ①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원격훈련을 실시한 경우(위탁하
여 실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표 4의 원격훈련 지원금에 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얻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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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원격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별표 6의 원격 훈련과정 공급 수준에 따른 조정계수 및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원한다.
1.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분의 100. 단, 위탁훈련의 경우 100분의 90(스마트훈련은 100분의 95)
2. 상시 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 100분의 80(스마트훈련은 100분의 90)
3.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100분의 40(스마트훈련은 100분의 6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격훈련 과정당 사업주(위탁훈련의 경우 수탁훈련기관)에게 지원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훈련수료인원이 다음 각 호의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인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1. 3,000명. 다만, 제25조에 따라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된 훈련기관은 5,000명
2. 제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의 교육에 해당하지 않는 훈련과정으로서 제4조제2항의 적합
심사 시 사업주 또는 훈련기관이 직접 개발한 훈련과정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5,000명. 다만, 제25조에
따라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된 훈련기관은 10,000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의 교육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은 3,000명으로 한다.
③ 스마트훈련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의 훈련비 지원금은 제1항에서의 조정계수와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원격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에 제1항의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원한다.
④ 제4조제2항에 따른 훈련과정 적합 심사에서 타 법령 등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에서 훈련 품질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인원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1. 5,000명
2. 10,000명(제4조제2항의 적합 심사 시 훈련기관이 직접 개발한 훈련과정으로 확인된 경우)
제14조(현장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 사업주의 현장훈련에 대한 지원금은 제1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5조(혼합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제6조제5호의 혼합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의 지원금을 기준으로 훈련방법별 분량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원한다.
제16조(훈련비 지원금의 예외) ①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교육으로
서 교육 대상의 직무가 해당 법령에 특정된 교육이거나 개별 사업주에 대한 평가 또는 인증 등의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에 대한 훈련비는 집체훈련의 경우에는 자체훈련 지원금 기준금액 또는 위탁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원하고, 원격훈련(위탁하여 실시한 경우를 포함한다.)
의 경우에는 원격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원한다.
1.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분의 50
2. 상시 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 100분의 30. 단, 원격훈련에 대해서는 100분의 40
3.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100분의 20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에 대한
지원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과정에 대한 지원금은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한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지원한다.
④ 제5조제3호다목의 과정에 대한 지원금은 제12조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지급액이 해당
과정 등록금의 100분의 10(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정 등록금의
100분의 10(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00분의 20)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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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위탁훈련을 실시한 경우 위탁훈련 지원금 기준금액 또는 원격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훈련기관이 지급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제12조에서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 또는 지역에 속하는 기업이 실시하는 훈련비는 지원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⑦ 제12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 받은 기업이 근로자의 재취업 교육과 새로 진출한 업종에 대한 근로자 교육
등을 위해 집체훈련을 실시(자체훈련, 위탁훈련, 자체훈련과 위탁훈련을 혼합하여 실시한 경우를 말한다)한
경우 각각의 지원금 지급금액의 100분의 80(우선지원 대상기업 100분의 100, 1,000인 이상 기업은 100분
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⑧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
는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표 2의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값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원한다.
1. 훈련시간
2. 제18조제2항 단서의 서류에 따라 채용이 확인된 훈련생 수
3. 제2호의 채용이 확인된 훈련생 수를 훈련수료인원으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하 "약정 기업 취업률")에 따라
정한 별표 5의 사업주 규모별 지원율
⑨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훈련 인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1. 상시 근로자 10인 이하 기업: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0
2. 상시 근로자 10인 초과 30인 이하 기업: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100
3. 상시 근로자 30인 초과 300인 이하 기업: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50
4. 상시 근로자 300인 초과 1,000인 미만 기업: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
5.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20
제17조(훈련수당 등의 지원) ①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근로자
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훈련비 외에 인정받은 훈련시간
에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00분의 120)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원한다. 다만,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중 해당 훈련에
참여하는 시간에 해당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업주가 채용예정자 또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양성훈련을 1개월 이상 실시하고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월 2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시간이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훈련(위탁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
하고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하거나 숙식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제12조의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훈련비 외에 식비는 1일 3,300원까지, 숙식비는 1일 14,000원(1개월 이상의 훈련과정으로 주 5일 이상 연속
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휴일에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월 330,000원 한도)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④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11조에 따른 수료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훈련에 참여한 기간의 지원금을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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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가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훈련수당
2. 재직근로자 등이 12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제12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른 훈련비,
제3항에 따른 식비 및 숙식비
⑤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금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소정훈련시간에「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00분의 150)을 곱하여 얻은 금액. 다만,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중 해당
훈련에 참여하는 시간에 해당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대체인력의 채용일부터 훈련종료일까지의 소정근로시
간에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
다만, 사업주가 채용일부터 훈련종료일까지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금은 집체훈련 및 현장훈련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수당 등의 지원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8조(훈련 종료 보고 및 지원금 등의 신청) ① 훈련을 실시한 자는 훈련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훈련수료자보고서 서식에 따라 HRD-Net을 통해 훈련실시신고를 한 공단 분사무소에 수료자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격훈련 및 기업대학이 운영하는 훈련과정은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
련 비용지원신청서를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분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훈련종료 후 90일이 경과한 시점에 훈련생 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7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신청서에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체인력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이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여부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부정훈련으로 의심되는 경우 법 제58조에 따른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지원금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지원여부를 결정할 때에 해당 훈련과정이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수료자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단 분사무소는 제8조에 따라 훈련실시를
신고받은 때에 신고자에게 이를 안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공단은 제8조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수강 사유서」를 심사하여 동일･유사한 과정을 반복하여 수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훈련비를 지원한다. 이 경우, 반복수강에 대한 지원은 동일 회계연도 내
1회에 한하여 제한한다.
제19조(기술･기능장려를 위한 특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라목에서 "기능･기술 장려를 위하
여 근로자 중 생산직 또는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다.
1. 「숙련기술장려법」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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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숙련기술장려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에서 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로
선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3년까지 생산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제20조(교대근로를 통한 고용창출 지원 특례)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후단에서 "사업주가 근로자
를 조(組)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늘려 교대제를 실시(4조 이하로 실시하
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이후 교대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란 휴무조에
속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외의 사업주에게는
자체훈련 지원금 기준금액 또는 위탁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교육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자체훈련 기준금액 또는 위탁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
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조(組)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근로자를 늘려
교대제를 실시(4조 이하로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휴무조에 속하는 근로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21조(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건설업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건설회사
사업주로부터 건설근로자 확인을 받은 근로자 등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22조(최저지원한도액)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른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은 500만원으로 하
되, 공단 이사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비용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달리 정할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지원･융자제한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효력이 끝나는 보험연도부터 3년간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은 개산보험료 240%로 한다.
제23조(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촉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훈련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훈련지원센터 지정 절차, 담당 업무, 지원대상 우선지
원 대상기업의 범위, 비용 지급 등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유급휴가 훈련 지원 및 보고)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4항제3호나목에 따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훈련기간이 30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것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기준, 비용 지급 등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 4 장 훈련기관 평가에 따른 환류
제24조(차등 지원) 영 제49조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의 수준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법 제53조에 따른 평가 결과 최하위 평가등급을 받은 훈련기관에서 실시한 집체훈련과정은 제12조제1항부
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액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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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53조에 따른 평가 결과 최하위 평가등급을 받은 훈련기관에서 실시한 원격훈련과정은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액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53조에 따른 평과결과 중 훈련이수자평가 결과가 우수한 훈련과정은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제25조(우수훈련기관 선정 및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 또는 훈련기관 가운데 인증평가 등급, 훈련실적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우수훈련기관을 선정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훈련기관을 매년 1회 이상 선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수훈련기관에 대하여 동 규정에 따른 훈련과정 인정과 지원금 수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6조(훈련과정 인정제한) 공단은 법 제53조에 따라 최하위 등급을 받은 훈련기관에 대해 법 제24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훈련과정 인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 5 장 훈련직종별 기준단가 조정
제27조(기준단가 조정 및 고시) ① 공단 이사장은 3년마다 훈련비용 실태조사를 하고 별표 2의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조정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이 보고한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조정을 위한 방안을
반영하여 매년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를 조정･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비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보험연도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고시할 수 있다.

제 6 장 자료 보존 및 현장 모니터링 실시
제28조(자료 보존) 훈련기관은 규칙 제7조의2에 따른 비용의 지원･융자에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며, 원격
훈련의 경우에는 웹을 통한 학습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전산상의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9조(현장 모니터링 실시) ① 공단은 이 규정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에 대하여 제2조제21호에
따른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훈련기관은 출석부, 훈련비용에 관한 서류를 제공하는
등 현장 모니터링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현장 모니터링 실시 결과 훈련기관이 훈련생 모집을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칙
제30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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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2020-77호, 2020. 4. 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격훈련의 인정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접수되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신청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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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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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학적

제6장 교원인사 제7장 안전관리

제6절 유학생

Ⅰ

관련 근거

○ (법령근거)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 제6호, 제7호, 제34조,
○ (선발안내)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 법령으로 정한 정원외 특별전형
▪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행 표준업무처리요령
▪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유의사항) 체류관리지침 등은 매년 수시로 변경되므로, 최신지침 참조 바람

Ⅱ

외국인 유학생 개요

➊ (정의) 유학 또는 어학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 (유학 D-2 적용대상)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북한이탈주민 제외)으로서 국내의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
- 단, 야간대학 및 원격대학의 유학생 등에 대해서는 입국절차(Ⅲ-1)에 관한 내용은 적용하
지 않는다.
○ (일반연수 D-4 적용대상)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의 대학 및 대학원의 정규 과
정･연구과정 외에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어학연수생
- 대학 총･학장의 권한 및 책임이 미치고 원칙적으로 대학 내에 위치
➋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자격)
○ 외국인 유학생의 적용대상별 비자종류 및 대상
구분

한국어 연수

과정

어학연수

비자
주간과정

야간과정

D-4-1

전문학사
D-2-1

유 학
학사
(전공심화과정)
D-2-2

취업 활동
석･박사
D-2-3,4

• 가능
(09~18시)
• 주말 불가

• 가능

• 가능
(전공심화)

• 가능

• 불가
(18시 이후)

• 불가

• 불가

• 허용
(주간과정
없는 대학원
야간과정)

구직
D-10
* 점수제
* 졸업 후
6개월~2년
구직활동
(전문학사)
최대 1년
체류기간연장
(학사이상)
최대 2년

특정활동
E-7
* 점수제

(전문학사)
전공 및
직종분야제한
(학사이상)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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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외국인 유학생 선발

➊ (선발 전형) 정원 외 특별전형
○ 정원 외 특별전형 (법령으로 정한 특별전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정원 외 특별전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정원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단, 유아교육과의 경우 정원 외 총 모집인원은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근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➋ (지원자격)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재외국민 및 외국인 등으로 아래와 같이 모집가능
- (2호: 재외국민 및 외국인) 총 입학정원의 2%이내(모집단위별 10%이내) ※6호, 7호 제외
- (6호: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모집 제한 없음.
- (7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전부 이수한 다음의 사람)
가. 재외국민: 모집인원 제한 없음
나. 외 국 인: 모집인원 제한 없음
다. 「국적법」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결혼이주민): 모집인원 제한없음
※ 제6호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및 제7호 외국에서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이수자의 모집은
대학이 자유롭게 실시 가능 (9월 입학 가능)

○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자격기준 및 세부내용은 전문대협의회에서 공표하는 매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참조
➌ (전문대학 외국인 유학생 입학 시행계획 요약)
항목

내용

모집계획

∙ 모집학과, 모집인원
∙ 전형일정
(원서접수, 면접고사, 합격자발표, 등록금 납부)

∙ (대 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공 고) 22학년도 시행계획은
‘20.4월까지 공고 (1년 10개월전)
(변 경) 22학년도 시행계획은
‘21년 6월말까지 변경

모집요강

∙ 1. 전형일정, 2.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3. 지원자격, 4. 선발방법, 5. 제출서류

∙ 2021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표준 모집
요강안 참조

모집시기

∙ 수시모집, 인원 ∙ 정시모집, 인원
∙ 자율모집 (결원 발생시)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입학지원방법 등)에 따른 모집 의미

입학시기

∙ 3월 입학

∙ ｢고등교육법 제20조｣ (학년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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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제1장 학칙

제2장 입학

항목

제3장 학사

제4장 수업

내용

제5장 학적

제6장 교원인사 제7장 안전관리

의미

∙ 9월 입학
전형구분

∙ 정원외 특별전형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4조
(입학전형의 구분)에 따른 전형 의미

전형유형

∙ 서류+면접위주 전형

∙ 전형요소: 학생부(교과/비교과), 수능, 면접, 서류,
실기 5개 요소

전 형 명

∙ 정원 외 특별전형 (관련법 기준)
(재외국민과 외국인) 제2호, 제6호, 제7호

∙ 전형명은 각 전형에서 요구하는 총괄적인
특징과 지원요건 등을 명칭화한 것을 의미

전형방법

∙ 학생선발 시 단일전형요소 또는 전형요소간
결합을 통한 실제 선발평가방법
예시) 서류 60% + 면접 40%

∙ 전형요소 실제 반영비율, 적용 방법을 의미
∙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고려

제출서류

∙ 입학원서
∙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국적 및 가족관계 입증서류
(지원자부모의 국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한국체류자만))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자격증(원본)
∙ 재정보증서류

∙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
∙ 외국학교 서류
(원본, 영문번역, 공증)
(아포스티유인증 또는 영사확인 서류)
∙ 재정보증서류
- 학위과정(US $18,000~20,000 이상 예금잔액
증명서)
- 어학연수(US $10,000 이상 예금잔액증명서 )

지원자격

∙ 국적
- 부모 및 학생 모두 외국인
∙ 국가별, 대학 인증등급별 세부내용은 아래 지침 참고
(생후 외국 국적 취득자인 경우 제외)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 학력: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언어: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이상 소지자

➍ (모집 및 선발 절차)
○ 전형 일정 (3월 입학 및 9월 입학)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주로 재학하고 있는 해외 주재 한국학교들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하여
전형을 7~8월 중에 진행할 것을 권장함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
인의 경우, 입학 시기 및 일정을 자율로 정하여 운영하되, 고등교육법 및 기본사항에
따른 전형방법의 사전예고는 준수해야 함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
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의 경우, 3월 입학자를 선발할 때 기본사항의 일정을 준수
해야 함
* 9월 입학자를 선발할 때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사전예고 하되 대학 자율로 일정을 정하여 운영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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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학년도 입학전형 기본사항’ 변경 안내
○ (21학년도 기본사항)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3월 입학자를 선발할 때 기본사항의 일정을 준수해야 함
○ (23학년도 기본사항)
- 3월 입학자를 선발할 때 기본사항의 일정을 준수해야 함
(전형 일정 세부일정을 대학이 정하여 운영 가능함)
※ 3월 입학자의 경우 수시, 정시 모집일정과 동일하게 운영이 원칙, 23학년도부터는 비자발급 소요기간
고려하여 대학자율로 일정 추진을 반영
※ 한국전문대협의회에서 공표하는 매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참조

<학위과정 유학생(D-2) 선발 절차 흐름>
모집계획수립
▪입학시행계획수립
(공고)22학년도시행계
획은 ‘20.4월까지 공고
(1년 10개월전)
(변경)22학년도시행계
획은 ‘21년 6월말까지
변경가능
(승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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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단계
▪전형일정
(3월, 9월 입학)
제출서류 확인
심사후 합격자발표
등록 안내
▪전형 심사
(수학능력,재정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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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전 단계

입국후 관리

▪입학허가서 신청
→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 사증발급신청
→ 사증발급 → 입국

▪(인증제) 인증대, 하위대
- 불법체류율 등 지표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시간제 취업)
- 주중(최대25H),
주말, 방학(무제한)
▪(법무부) 유학생정보
시스템(핌스) 활용

제3장 학 사
제1절 학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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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유연학기제 등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0조, 제22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4조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학기는 각 대학의 특성에 맞게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
▪탄력적 학기제 운영을 위하여 대학의 학기를 2학기 이상의 범위에서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학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고등교육법]

제20조(학년도 등) ① 학교의 학년도(學年度)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학기･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22조(수업 등) ①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학기)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5. 8.]
제11조(수업일수)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1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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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학점당 이수시간)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
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 5. 28.>
② 학생의 출석 등 제1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5. 8.]

1. 개념
가. 유연학기제
○ 집중이수학기, 다학기제를 포함한 개념으로 현행 3월, 9월의 2개 학기를 입학, 전공, 졸업
준비 등을 고려하여 모집단위별, 학년별로 학기를 달리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
○ 모듈형 학기, 학년별 다른 학기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4주, 8주, 15주 등 다양한
모듈형 세션을 운영할 수 있음
<유연 학기제(예시)>
1학년

1학기
오리엔테이션

진로탐색 세션

2학년

2학기

3학기
2학기
(현장실습)

1학기

3학기
(실습학기)

나. 다학기제(모듈형 학기)
○ 기존의 1년 2학기제를 학과･학년별 특성에 따라 대학 자율(학칙으로 정함)로 1년 5학기
이상의 학기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학년별로 다른 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
○ 5학기 이상 운영도 허용하여 오리엔테이션 학기･실습학기･집중학기 등 운영 가능
○ 계절수업*을 ‘정식 학기’로 인정하여 여름･겨울방학 기간에도 학사운영 활성화 및 교육과정
의 탄력적 운용 가능
○ 집중이수제와 연계하여 학기 내에서도 이수 주기를 달리하는 모듈형(세션별) 교과 편성 가능
<다학기제(예시)>
개선

1학기

⇑
현재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
1학기

계절수업

2학기

겨울방학

* 美 아이오와대(5개 모듈 운영) : 가을학기 - 겨울학기 - 봄학기 - 여름학기(집중 1, 2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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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학기제-일반적 개념>

<유연학기제＋다학기제>

<유연학기제＋집중이수제>

【출처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전문대학 학사제도 다양화 방안』-2019.02 전문대학 NCS 거점센터운영협의회, 권재길, 김차근,
맹보학, 오형준, 윤우영, 이현대, 이형국】

2. 운영사례
○ 대부분의 전문대학에서 모집단위별, 학년별 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유연학기제의 운영
사례는 거의 없음
○ 다학기제 운영 사례
▪ 2년제 학과를 중심으로 한 15주 3학기제의 교육과정 운영
학년

1학기

2학기 (집중학기)

3학기

1학년

기초교양 전공기초

전공실무

2학년

전공실무

현장실습 집중수업
(1~4주)

전공실무

동계방학
동계방학

▪ 계절강좌의 정규학기(1년 3학기제) 운영 사례
- 1, 2학기는 현행대로 실시하되, 하계방학과 동계방학기간 동안 희망학생(혹은 일정 자격
을 가진 학생)에 한해 각각 계절강좌를 학기로 운영
<참고> 계절학기 : 성적평점표에 별도 학기로 구분하여 표기
계절수업 : 하계 또는 동계 방학기간 중 집중으로 운영되는 수업, 성적은 1학기 또는
2학기 학점에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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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기 간

활용주수

취득학점

1학기

3월-6월

16주 이내

24학점 이내

2학기

9월-12월

16주 이내

24학점 이내

3학기
(계절학기)

하계 계절학기(7-8월)

6주-7주

6학점

동계 계절학기(1-2월)

6주-7주

6학점

12학점

비고

하계, 동계방학

3.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검토사항
가. 대학 학칙 등 규정의 보완
○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 등을 고려하여 대학 실정에 가장 적합한 학기제를 2학기 이상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채택하여 운영
○ 학교가 정하는 학교 전체의 학년도 시작일과 종료일 범위 내에서 운영
○ 고등교육법령에서 정한 수업연한 준수 필요
<참고>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 3년 이하이며(고등교육법 제48조), 다학기제를 운영
하는 경우에 학칙으로 정하는 졸업학점 이상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수업연한의 4분의
3이상 수학(동법 시행령 제57조의2)을 해야 함

나. 등록금
○ 고등교육법과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등록금 상한, 등록금 면제 및 감액범위, 평균
등록금 산정방식은 동일

다. 국가장학금
○ 다학기제 운영으로 국가장학금 Ⅰ유형이 부족할 경우, 국가장학금 Ⅱ유형 또는 교내장학금
으로 지원 가능

4. 질의 응답 및 감사 사례
다학기제(모듈형 학기)를 학과 단위로 실시할 수 있나요?
학과별, 학년별로 다른 학기를 운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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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학기제를 실시하면 모든 학기에 등록해야 하나요?
대학이 결정할 사항이며, 재학생 신분 유지를 위한 최소 등록학기 규정 등이 마련되어야 함
외국사례를 보면, 4학기제의 경우 3학기 이상 등록해야 전업(full-time) 학생 신분을 부여함

다학기제를 실시하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졸업학점은 변동이 없고, 학기별로 이수하는 학점만 변하게 되므로 전체 등록금 인상요인은 없음

다학기제를 실시하면 휴학시기･기간, 복학시기, 등록금 납부시기 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재학생 신분 유지를 위한 최소 등록학기 규정, 휴학･복학 시기 규정 등이 마련되어야 함
【출처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교육부, 2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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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이수제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0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제14조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기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의 ‘수업일수’를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함
▪학교가 운영하는 수업일수는 종전과 같이 매 학년도 30주 이상을 유지하되, 개별 교과별로 학점당
이수시간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교과의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의 범위에서 교과별로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학생의 출석 등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 [고등교육법]

제20조(학년도 등) ① 학교의 학년도(學年度)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학기･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수업일수)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1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5. 8.]
제14조(학점당 이수시간)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
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8. 5. 28.>
② 학생의 출석 등 제1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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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 교수가 학기의 일정기간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기간에 제한 없이 수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제도
※ 대학마다 다양한 용어의 사용 : 몰입(식)교육, 집중(식)수업, 집중이수제

○ 학기당 15주 규정을 완화하여 단기 모듈형 세션 도입 및 집중이수가 가능한 수업 편성
▪ 4주, 8주, 15주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 이수 가능
▪ 교과의 특성에 따라 블록 수업, 집중수업* 등 수업 운영 형태의 다양화
* 美 펜실베니아주립대 workforce education 전공, 3학점 교과를 한 학기에 2회, 3일 집중수업

▪ 단기간 집중적인 교과목 이수가 가능해져 산업체 재직자 등 다양한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가능
▪ 학점당 이수시간(15시간 이상)은 엄격히 적용하여 교육의 질을 담보

2. 운영사례
가. A대학(전문대학) 몰입교육 시스템(집중식 수업)
○ 개요 : 학기 중 또는 하계･동계방학 기간 산업체 인사와 공동으로 팀 티칭 및 참관수업을
활용한 집중수업 진행(1~4주)
○ 운영 : 집중수업이 효과적인 실습 과목(미용예술, 조리, 호텔관광 관련 수업 등)을 집중이수
교과목으로 운영
○ 평가 : 이수시수 경과에 따라 평가*
* 3학점 3시간 과목인 경우 21시간 이수 후 1차 중간평가 실시

○ 적용 사례
▪ 호텔관광과(2년제) : 2학년 2학기에 이수학점이 18학점 중 전공 관련 12학점은 하계방학
중 집중수업(6주간, 180시간) 을 통해 이수하고 현장실습은 2학기 중에 실시하여 취업과
연계
▪ 간호학과(4년제) 적용 사례 : 방학 중(4주) 핵심술기 집중수업
○ A대학(전문대학) 방학 중 운영 예시
제○조(개설 시기) 집중학기의 개설 시기는 하계방학과 동계방학 기간 중 일정기간을 정하여 개설할 수
있다.
제○조(교과 이수의 단위) 교과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 교과는 30시간까지의 이수를 1학점으로 한다.
제○조(최대 이수학점) 집중학기를 통하여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매 집중학기당 최대 9학점까지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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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규학기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최대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조(성적) ① 집중학기에 의한 시험과 성적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을 준용하되,
추가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집중학기에 취득한 성적은 차기 정규학기에 취득한 성적으로 표기한다.
③ 집중학기 이수 후 휴학할 경우 취득한 성적은 복학하는 학기의 성적에 산입한다.
제○조(등록) 집중학기의 등록금 납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차기 정규학기 등록금 납부로 갈음하며, 차기
정규학기 등록을 필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집중학기에 취득한 성적은 취소할 수 있다.

나. B대학(전문대학) 몰입교육 시스템(집중식 수업)
○ 개요 : B대학은 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B대학(전문대학) 학기 중 운영 예시
【학칙】
제○조(집중수업) ①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 등은 제○조제○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집중수업운영지침】
제○조(집중수업 목적) 집중수업은 학습능력 및 교육효과, 만족도를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조(운영계획 수립) ① 집중수업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교과목의 목적과 운영 필요성을 파악하여 집중수
업 여부를 결정한다.
② 집중수업을 결정할 때는 교과목당 집중수업기간과 주당수업시수를 결정하되,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
기 15시간 이상이 되도록 편성한다.
③ 집중수업과목은 사전 수강신청자들에게 강의계획서를 통해 집중수업임을 안내하여 수업참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다.
④ 집중수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학과에서는 교강사 간담회 등을 통해 집중수업에 대해 학생들과 교수자의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⑤ 집중수업의 강의계획서에는 주수에 해당되는 강의내용이 차수별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⑥ 집중수업의 기간이 학기 종강 전에 종료되더라도 성적처리는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해 학과 및 대학
전체 일정에 맞춰 진행한다.
제○조(승인) 집중수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교과목은 교무처장의 승인 후 시행할 수 있다.
제○조(기타) ① 수업주수에 따른 강사료 지급일 및 방법 등의 행정사항은 대학의 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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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검토사항
○ 학점당 15시간 이상 강의가 이루어지면, 학습자와 교과목 특성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를
고려하여 학칙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교과별 수업일수’의 제한없이 집중수업이 가능
○ 다만, 교과목이 요구하는 학습량(예습복습, 과제물 작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업일수 편
성 및 운영하여야 함
○ 집중수업 시 학생들의 1회 결석으로 인한 관련 교과목의 미이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학사운영 주요개념의 이행주체 및 의무>
대학

수업일수

30주 이상 개강, 일반･계절･실습학기 등 포함

교수

교수시간

학점당 15시간 이상 기준, 집중수업 허용

학생

출석시간

학점 이수를 인정하는 출석시간 기준을 학칙으로 근거 마련(예외 포함)

4. 질의 응답 및 감사 사례
학교의 수업일수를 30주 운영해야 한다고 하는데, 집중강의와 배치되는 것 아닌가요?
학교의 수업일수와 집중강의는 별개입니다.
◦ ‘학교의 수업일수 30주 이상’은 대학의 의무이며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과정이 30주라는 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임
◦ ‘집중강의’는 교수가 학기의 일정기간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간에 제한 없이 수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의미임(교과별 수업일수)

4주보다 짧은 기간에 집중이수 할 수 있나요?
학점당 15시간 이상 강의가 이루어지면 학칙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교과목이 요구하는 학습량(예습･복습,
과제물 작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업일수(교과별 수업일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제4항)를
편성 및 운영하면 됨

집중이수제 실시로 3년 조기졸업이 가능해지면, 편제정원이 달라지지 않나요?
달라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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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전공제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 제19조, 제61조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대학의 학기에 관한 자율성을 강화하고, 학생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학생이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는 대신에 학과, 학부 및 대학이 연계･융
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등 여러 전공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함
▪학과 조정 등 하드웨어적 개편없이 기존 학과는 그대로 둔 채 모든 학과 사이에서 새로운 연계･융합
전공의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
▪연계･융합전공은 같은 대학 내 또는 다른 국내대학･외국대학과 개설･운영 가능

■ [고등교육법]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①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과 방송
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에 한정한다)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7., 2012. 1. 20., 2013. 3. 23.>
1. 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
2. 원격대학: 전문학사･학사학위과정 및 대학원 교육과정
3. 전문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
4. 기술대학 및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
과정
제19조(학생의 전공이수등) ① 대학의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공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전공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한다. <개정 2017. 5. 8.>
1.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
2. 둘 이상의 학과,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3. 대학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하여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연계･융합하여 제공하
는 전공
4.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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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학의 장은 학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칙으로 전공인정을 위한 최소학점을
정할 수 있다.
제61조(준용규정) 전문대학의 경우 전공이수, 입학전형자료,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각각 제19조,
제35조, 제48조 및 제52조제1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8. 12. 18.]

1. 개념
○ 학과(전공)와 학과(전공)가 공동으로 새로운 전공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소속 학생은 원 전공
및 새로운 전공을 이수하는 형태
▪ 학과 개편(통폐합 등)없이 여러 학과가 융합하여 새로운 전공 개설 가능
▪ 기존 학과간 연계전공(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을 심화발전시킨 형태
- (기존) 통상 같은 대학 내 학과간 연계전공 운영
- (개정) 국내외 대학간 새로운 전공 설치 가능(학과 조정 필요 없음)

A학과 전공이수 필수
(B학과 복수전공 가능)

A학과 학생이 A학과(전공)가 아닌
C전공만 이수도 가능

2. 융합전공제의 운영 사례
가. H대학교 융합전공 마이크로트랙 운영 사례
구분

내용

목적

 재학생에게 타 전공영역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두 개 이상의 학과 또는 부서가 공동으로
개설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임

신청자격

 한 학기를 수료한 학생

트랙시작

 입학연도 2학기 이후 신청가능
 이수신청은 학기별로 진행 가능

수강신청기간

 학기별 수강신청 기간 내

시간표 배정

 수요일 오후와 금요일 오후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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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트랙명

개설현황

제5장 학적

주관학과

개설 교과목

수강제한학과

글로벌어학트랙

실무영여과
실무일본어과
실무중국어과

토익 스피킹 외 11개 과목

크리에이티브IT트랙

컴퓨터정보과
스마트IT과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 외 5개
 주관학과
과목

비즈니스사무지원트랙

경영과
비서인재과
세무회계과
행정실무과

 주관학과
 일부과목 제한
회계원리의 이해 외 5개 과목 - 실무영어과
- 컴퓨터정보과
- 스마트IT과

관광서비스트랙

호텔관광과
항공과

호텔서비스실무 외 5개 과목  주관학과

콘텐츠디자인트랙

도예과
산업디자인과
시각미디어디자인과
영상디자인과
인테리어디자인과


e-media를 위한 드론촬영 

외 5개 과목


 주관학과

주관학과
니트패션디자인과
섬유패션디자인과
패션디자인과

 하나의 트랙으로 최소 12학점 4개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이수증을 발급함
 졸업학점 포함

나. H대학교 융합전공 마이크로트랙 규정 예시
제○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2조제3항제1호에 의거 본 대학이 정책적으로 운영하는 융합전공 마이크로
트랙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정의) 융합전공 마이크로트랙(이하 “트랙”이라한다)이란 학생에게 타 전공영역 학습의 기회를 제공
할 목적으로 두 개 이상의 학과 또는 부서가 공동으로 개설한 학생맞춤형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조(교육과정의 구성) 트랙의 교육과정은 융합전공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교육과정위원회에 부의한다.
제○조(교육과정의 운영) ① 트랙별 교과목은 별도 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업시간은 『수업 및 강의시간 운영규정』 제3조를 따른다.
제○조(신청자격) 트랙은 본 대학 전문학사 과정에 재학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학사학위 전공심화과
정과 전공심화과정과 산업체위탁생은 제외한다.
제○조(트랙 이수) ① 트랙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트랙에서 최소 12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충족한 학생에게는 별지 1의 서식에 의하여 이수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③ 트랙에서 이수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전공과목 취득학점에는 포함되며 학위취득학과 전공과목 취득
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조(학칙의 준용) 이 규정 이외의 학사운영은 본 대학 학칙을 준용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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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융합전공제의 검토, 고려사항
○ 대학 학칙 등 관련 규정의 보완
○ 수업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 자율적으로 결정
▪ 신청 학생에 대한 별도의 반 구성으로 할 것인지, 주관학과 학생과 합반으로 수업 할 것인
지 검토
▪ 일부 대학에서는 융합전공과목을 신청하는 학생에 대한 성적평가를 P/NP로 진행함
▪ 융합전공 관련 상담 등 지원을 통한 타 전공영역 학습의 기회 확대
▪ 융합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고려한 수업 시간표 배정
○ 운영하는 학과, 교수에 대한 인센티브(교원업적평가 등) 고려

4. 질의 응답
공대와 인문대 학과간 연계･융합전공도 가능한가요?
모든 학과(전공)가 연계･융합전공에 참여할 수 있음

연계･융합전공은 학생이 만드는 것인가요?
연계･융합전공을 구성하는 교수님들이 연계･융합전공 개설과 교육과정을 만듦
‘학생설계전공’ 등과 같은 경우는 학생이 교수님들에게 요청하고 협의하여 가능함

대입 사전예고제가 연계･융합전공 운영에도 적용되나요?
융합(공유)전공은 학생을 선발하는 모집단위가 아니므로 사전예고제 적용대상이 아님

연계･융합전공, 다학기제 등 운영에 행･재정 지원이 필요한데 재정지원이 있나요?
현재(’20년) 별도의 재정지원은 없음
◦ 다른 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여 필요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일반대학이 사이버대학과 연계･융합전공을 개설할 수 있을까요?
같은 유형의 고등교육기관이며 동등 학력 수준의 학위과정 사이에서 가능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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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보건의료인 양성 관련학과도 연계･융합전공 개설에 참여할 수 있나요?
참여는 가능하나 이들 분야의 자격증 취득은 불가능

A학과와 B학과가 C연계･융합전공을 개설할 경우, A학과 학생이 A학과 전공을 이수하면 안
되나요?
연계･융합전공을 전공하는 A학과 학생도 A학과 전공과목을 이수할 수 있음
◦ A학과 학생은 A만 전공, A와 B 복수전공, A와 C 복수전공, C 연계･융합전공만 전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공을 선택･이수할 수 있음
◦ A학과 학생이 재학 중인 ㄱ대학에 D학과가 있을 경우, A학과 학생은 D학과 전공만도 전공할
수 있음
◦ 만약 A학과 학생이 재학 중인 ㄱ대학 D학과와 ㄴ대학 E학과가 F연계･융합전공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ㄱ대학 A학과 학생은 F연계･융합전공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ㄴ대학 E학과 전공 수업도
수강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ㄱ대학 A학과 학생이 연계･융합전공으로 연계되지 않은 타 대학교 학과(전공)를 전공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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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관련 근거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61조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대학의 학기에 관한 자율성을 강화하고, 학생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학생이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는 대신에 학과, 학부 및 대학이 연계･융
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등 여러 전공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함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학생의 전공이수 등) ① 대학의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공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전공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한다. <개정 2017. 5. 8.>
1.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
2. 둘 이상의 학과,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3. 대학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하여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연계･융합하여 제공
하는 전공
4.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
② 대학의 장은 학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칙으로 전공인정을 위한 최소학점을
정할 수 있다.
제61조(준용규정) 전문대학의 경우 전공이수, 입학전형자료,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각각 제19조,
제35조, 제48조 및 제52조제1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8. 12. 18.]

1. 복수전공제의 개념
○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소속 학과의 전공을 이수하면서 추가로 1개 이상의 전공과정을
더 이수하여 2개 이상의 학위를 받는 제도
○ 유사 제도와의 차이
▪ 복수학위제 : 같은 기간 동안 서로 다른 학교를 동시에 2군데 이상 다녀서, 졸업시 두
곳 이상에서 별도 학위를 수여 받는 제도임
▪ 부전공제 : 현재 소속학과의 전공 이외에 추가로 다른 전공을 이수하는 것은 복수전공제와
유사하지만, 부전공제의 경우 복수전공제에 비해 이수학점이 적고 추가로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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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을 수 없음
▪ 융합전공 : 학과(전공)와 학과(전공)가 공동으로 새로운 전공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소속
학생은 원 전공 및 새로운 전공을 이수하는 형태

2. 복수전공제의 운영 사례
○ 최근까지 전문대학에서 실질적인 복수전공 개설이 거의 불가능하여 복수전공을 개설하고
운영한 사례는 매우 적으며, 4년제 일반대학에서 사례를 찾을 수 있음

3. 복수전공제의 검토, 고려사항
○ 대학 학칙 등 규정의 보완
▪ 복수 전공 시 복수 전공 학점에 대한 규정
○ 복수 전공 시 이수학점으로 인한 졸업유예제 등 학사제도 동시 고려
<복수학위제 운영 방안>
구분

복수전공 내용

수업연한과 학기운영

 (1안) 2년 또는 3년 과정 내에서 제1전공을 이수하면서 타 학과의 제2전공을 이수하는
방안(최소 전공이수 학점 조정 필요)
 (2안) 2년 또는 3년 과정 이수 후 1학기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면서 타 학과의 제2전공을
이수하는 방안
 (3안) 다학기제 도입 및 계절학기를 이용하여 2년 또는 3년 과정 내에서 제1전공을 이수하
면서 타 학과의 제2전공을 이수하는 방안

최소 전공이수학점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 36 ~ 46학점으로 조정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

 제1전공을 배정받은 1학기 이상의 재학생
 학업성적, 학업계획서, 면접 등 각 주관학과(부)에 따라 선발

정원

 지원학과(부)의 신청을 받아 대학의 내규로 선발인원을 정함

복수전공 이수자의
학점중복 인정

 제1전공 교과목이 복수전공 교과목과 동일할 경우 9학점까지 중복 인정

복수전공 학위수여

 제1전공의 졸업 요건을 갖추고 복수전공의 이수 조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복수전공 학위
수여

졸업증서 및 증명발급

 졸업증서 1장에 제1전공과 복수전공을 함께 표기
 제1전공과 복수전공 증명서는 학생 선택에 따라 별도 발급

【출처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전문대학 학사제도 다양화 방안』-2019.02 전문대학 NCS 거점센터운영협의회, 권재길, 김차근,
맹보학, 오형준, 윤우영, 이현대, 이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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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전공심화과정

○ (수립근거)
▪학위과정 : 고등교육법 제49조, 제50조의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비학위과정 : 고등교육법 제49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평생교육법 제29조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계속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실무와 연계된 직업심화교육으로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산업체 경력있는 과정) 전문대 졸업 → (취업 1년 또는 9개월 이상) → 전공심화과정 이수 → 학사
학위 취득으로 이어지는 직업교육 경로 구축
▪산업체 경력없는 과정) 일반대학 편입이 아닌 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을 통해 심화된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기술인력 양성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사회의 진전으로 전문대학 졸업 후 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의 현장 적응
능력 제고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심화교육의 필요성 증대

■ [고등교육법]

제49조(전공심화과정)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의 전공심화과정에 한하여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신설 2011. 5. 19.>
⑤ 제4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3. 3. 23.>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의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
5. 19.,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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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 인가의 기준 및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19.>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학 등)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
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 범위에서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한다. 이
경우 모집단위의 폐지로 인하여 폐지된 모집단위의 재적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학적을 바꾸고 그 모집단위에
계속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 1. 13., 2008. 6. 5., 2018. 2.
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제3호･제8호･제9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총학
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13. 법 제50조의2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는 자
제58조(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운영 등) ① 법 제49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가
수여되지 아니하는 과정(이하 “비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의 수업연한은 1년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② 비학위심화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6.>
③ 비학위심화과정의 설치과정･등록인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58조의2(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① 전문대학의 장이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학사학
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하 “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교원 및
교사확보기준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영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14., 2008. 2. 29., 2013. 3. 23., 2018. 10. 16.>
1. 개설 학과 및 형태
2. 수업연한
3.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
4. 교원･교사 현황 및 확보 계획
5. 교육과정 운영계획
6.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7. 그 밖에 학위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학위심화과정 운영 개시 예정일 2개월 전까지 해당 전문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6.>
1.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입학 후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학위심화과정 입학 학년도의 전 학년도에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졸업 후의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

137

3.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졸업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력인정과정의 입학･등록 후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4. 학위심화과정 입학 학년도의 전 학년도에 동일계열의 전문대학 졸업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력인정과정을 졸업･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과정 졸업･이수 후의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
④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동일계열 및 관련 분야는 학문분야 및 직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 10. 16.>
[본조신설 2007. 11. 15.] [제목개정 2018. 10. 16.]
제58조의3(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학위심화과정) ① 법 제5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란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인문사회계열에 속하는 과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를 졸업할 것
2. 제1호의 과와 관련된 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과를 졸업할 것
② 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58조의4(학위심화과정의 운영) ① 학위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되, 실무와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
여야 한다.
② 학위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다.
1. 전문대학 수업연한이 2년인 학과: 2년 이상
2. 전문대학 수업연한이 3년인 학과: 1년 이상
③ 제2항에 따른 수업연한 외에 학위심화과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10. 16.]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특별과정의 설치･운영)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고도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산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산업교육기관에 특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의 융합인재 및 청년창업가 양성 특별과정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30.>
■ [평생교육법]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
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실･도서관･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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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를 개방할 경우 개방시간 동안의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전공심화과정(학위)
가. 설치목적
○ 1998년부터 전문대학에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여 왔으나, 이 과정은 1년 이하의
비학위 과정으로 대학 수준의 정규 교육을 희망하는 전문대 졸업자들의 욕구 충족에 한계가
있었음
○ 이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에게 실무와 연계된 직업심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
고, 계속교육(Work-to-School)을 활성화하여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공
심화과정 이수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시행(산업체 경력 있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된 제도임

나. 인가 신청, 입학자격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전공심화과정 운영편람 참조
다. 운영방법
○ 전공심화과정이 4년제 대학의 학사학위과정과 가장 차별화되는 점은 ‘현장’과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전문학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실무교육의 연장선상에서, 현장의
사례와 이론이 접목된 심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라. 수업연한, 학위 및 이수학점
○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포함하여 4년 이상이 되도록 운영
▪ 수업연한이 2년인 학과는 2년 이상, 3년인 학과는 1년 이상
○ 학위의 종류 및 졸업이수학점은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
○ 학급운영단위 : 40명 이하 별도학급으로 운영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심화된 계속교육에 대해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과정으로 본
과정 이수 자체만으로는 특정 자격증 취득과 직접 연계되지 않음
※ 유치원 정교사(2급) 미소지자가 유아교육과 전공심화과정을 졸업할 경우, 유치원 정교사(2급) 취득을 위한
필수과목(72학점) 이수 등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기 어려우므로 자격증 취득이 사실상 불가함. 또한, 교원자격
증 발급 인원은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의 별도 승인을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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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이수학점
▪ 최대학점 및 최소학점은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함
※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최소 이수학점은 수업연한이 1년인 학과는 20학점 이상, 2년인 학과는 60학점 이상
이수 권장하며, 전문학사과정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130학점 이상을 취득을 권장
※ 학기별 최소이수학점은 10학점 이상 이수 권장

○ 교양과목 학점
▪ 직무심화교육이라는 제도 취지에 적합한 범위에 한하여 전공 분야 및 직무와 관련된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한 과목, 일반 기능 함양(general skill)을 위한 교양 과목 등은 편성 가능하
며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함

마. 졸업학점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이수학점 자율화
※ 4년제 대학 및 전문학사학위의 경우 졸업학점 등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

▪ 학위심화과정에 대한 졸업 이수 학점 규정 삭제
[교육부전문대학정책과-5155(2017.07.26.)]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전
제58조의4(전공심화과정의 운영) ① ~ ② (생략)
③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점을 학
칙으로 정하되, 전문학사학위과정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 외에 학사학위 수여와
종류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후
제58조의4(전공심화과정의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수업연한 외에 학위심화과정에 따른 학
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
다.
<삭제>

<졸업학점과 관련된 대학 규정 사례(예시)>
제○조(학점인정) 전문학사학위에서 취득한 학점 중 최대 이수 인정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수업연한 1년 과정 : 112학점
2. 수업연한 2년 과정 : 72학점
제○조(졸업) 학사학위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년제 학과는 20학점, 2년제 학과는 60학점으로 한다.
다만 전문교과의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으며 전문학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하여 1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 편성
○ 모집단위별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공심화과정 목적에 부합하는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편성
▪ 신기술 개발 등 산업체의 직업기술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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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학사과정과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심화학습이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 직업기초, 일반전
공, 심화전공을 각 구분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특히 전공이론의 심화가 필요한 경우
전공이론 심화 교과목을, 현장실무교육이 필요한 경우 현장실무 심화 교과목을 편성

준비
단계

분석
단계

개발
단계

① 교육과정편성위원회
구성

 전공 관련 기업체 현장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산학협동위원회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위원회 구성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역할 분담

② 교육과정 분석

 전공심화과정의 교육목적, 목표, 배경 및 취지에 대한 검토
 전문학사 과정 및 타 대학 전공심화 교육과정 분석
 4년제 관련학과 교육과정 분석

③ 환경 분석

 산업계의 최근 채용동향 분석
 전공 관련 자격증 정책 및 제도분석
 전공 관련 업계 현황 및 최근 동향 분석

④ 요구 조사

 산업체 인사 대상의 교육과정 편성 관련 요구 설문조사 및 분석
 교육수요자(학생) 대상 설문조사 및 분석

⑤ 교육과정 편성 및
개발

 교육과정 운영방향과 취지, 수요자 요구 분석 결과를 반영한 교과목
도출
 교육과정편성위원회 심의 후 확정

2. 전공심화과정(비학위)
가. 설치목적
○ 고도산업사회의 급속한 기술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업체 근로자의 재교육 수
요에 부응
○ 전문대학 졸업생의 직무수행능력 향상 도모로 산업현장의 적응력 제고

나. 입학자격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전문대학 입학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전년도에 졸업한 사람
의 경우에는 졸업 후 9개월)이상인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학력인정과정 등록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다. 수업연한 : 1년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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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모집인원 및 학급편성
○ 관련 학과(전공)별 입학정원 범위 안에서 모집
○ 산업체 근무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가급적 야간과정 위주로 운영

마. 비학위전공심화과정 운영
○ 학칙 상 근거 마련 및 세부운영규정 제정
▪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 및 동 과정의 수업연한은 반드시 학칙에
규정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특성에 맞는 비학위전공심화과정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
○ 수업일수 및 학점 당 이수기간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 적용
▪ 각 비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세부 이수기간 및 주당 수업시수는 학교의 특성에 따라 자체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운영규정으로 규정
○ 운영위원회
▪ 필요성 : 비학위전공심화과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별로 위원
회를 설치･운영
▪ 기능
- 수강생의 선발, 교육과정의 편성, 수업의 운영, 강사진의 초빙
- 기타 전공심화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학습비
▪ 수강생이 부담하는 학습에 필요한 경비는 이수시간 및 실교육비를 감안하여 책정
▪ 교육수요자가 현재 산업체 근무자인 점과 동 과정이 비학위과정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하
여 가급적 학점당 등록제로 운영 권장
○ 유의사항
▪ 학칙에 반드시 비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
도로 「비학위전공심화과정운영규정」을 제정･운영
▪ 비학위전공심화과정 이수자에 대해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인정절차를 거쳐 학점은행제의 학점으로 인정 가능
▪ 비학위전공심화과정 신입생 모집 및 교육과정 운영 시 현행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예) 비학위전공심화과정 안내 시 ‘대학명의 학사학위 수여’, ‘비학위전공심화과정 이수자
는 모두 학점인정’ 등으로 표기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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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 지적 사례
○ 출석･수업 없이 학점･학위를 수여하는 등 학사관리 부적정
각 대학에서 「고등교육법」 제35조 제1항 및 제6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학사학위를 주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각 대학은 학칙에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학생의 출석을 점검하여 출석부에 기재하고, 출석률이 총 수업시간수의 3/4(또
는 2/3)에 미달하는 학생의 성적은“F”(낙제 또는 학점취득 불가)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대학에서는 아래와 같이 원거리 직장인이나 교직원 가족을 입학시켜
출석 없이 학점을 인정하고 학위를 부여하는 사례가 있었음

4. 질의 응답 및 감사 사례
야간으로 운영하던 수업을 하루는 주간부터 야간까지 수업을 하고 다른 날은 야간에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인가받을 때 야간으로 인가를 받았다면 주간부터 야간까지 수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년 3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전공심화과정도 다학기제 운영이 가능한가요?
학칙에 의거,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다학기제 운영도 가능합니다.

산업체 현장실습 및 연수를 전공심화과정 교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나요?
고등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현장실습 등의 방법에 의한 수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수준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꼭 필요하고, 그 효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현장실습을 적절히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등) ①학교의 수업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간수업･야간수업･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도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나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따르면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에게는 2년,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에게는 1년 이상의 수업 연한이 필요하므로 조기 졸업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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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참고사항

1. 나노디그리(nano degree･단기 교육과정 인증제도)
가. 개념 : 온라인 공개강좌(K-MOOC) 등 교육기관이나 기업에서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교육과
정을 이수하고 받은 인증서를 취업에 활용하는 제도

나. 추진방향 : 한국형 나노디그리는 기업이 중심이 돼 운영

2. 마이크로디그리(학점당학위제)
가. 개념 : 기존 학위(4년 또는 2년 등) 제도와 달리 이수시간 혹은 학점단위로 이수결과를 조합,
정규학위를 취득하는 제도

나. 추진방향 :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대학과 지역 산업체가 연계
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다. 운영사례 : 전문대학의 운영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음
○ 분야별로 지정된 최소 학점을 단기간에 집중 이수하면 개인역량 인증
(취업 및 창업 시 개인역량 인증 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이수증서를 발급)
○ 한 학기 단위 수업을 단기집중과정으로 압축해 기초교과, 탐구교과, 실전교과 등 분야별로
총 2학점 단위 3개 교과를 캠프형 수업으로 집중 이수토록 설계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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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등록

Ⅰ

관련 근거

○ (수립근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별표]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징수방법과 반환의 근거 규정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징수방법) ①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9., 2010. 12. 2.>
② 산업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등록금은 신청 학점별로 징수하되,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9., 2010. 12.2.>
③ 각종학교의 등록금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0.
12. 2.>
④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⑤ 학교는 학기가 개시되기 전(학기가 시작된 이후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미등록 휴학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등록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0. 12. 2.>
⑥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시간제 등록생의 등록금은 신청학점별로 징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
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 12. 2.>
1.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다.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라.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2.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제5조(징수기일) ①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사립의 학교(법 제2조제1호의 대학은 제외한다)의 장과 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원격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전 60일 이내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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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기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9., 2010. 12. 2.>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등록금 징수기일은 학기개시 전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그 보호자와 연서(連署)로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납부연기신청을 하는 경우 부득
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이상 3분의 2이하
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납입기일을 2월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
제6조(등록금의 반환) ①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10. 12.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개정 2010. 12. 2.>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제목개정 2010. 12. 2.]

[별표] <개정 2010.12.2.>

등록금의 반환기준(제6조제2항 관련)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
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금의 징수방
법을 따로 정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2학기분 이상의 등록금을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등록금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고 그 이후의 각 학기분의 등록금은 그 전액을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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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방법

1. 운영시 주의사항
○ 등록이란 입학이 허가된 자, 재학생, 복학생 등이 수업을 받기 위해 대학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수업료 등을 납부하는 것을 말함
○ 신입학자, 재입학자, 편입학자는 대학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수업료 및 입학금을 납부하여
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 등록대상자별 수업료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반환에 해당하는 사유 및
반환 기준일에 따른 반환 금액 등을 사전에 적극 안내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야 함
○ 1학기를 마치고 2학기 개강 전 휴학하는 자는 등록기간에 관계없이 등록을 하지 않아도
휴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 다만, 학기 개시일 이후에는 대학이 정한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휴학을 허가할 수 있을 것임
※ 학기 개시일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학기 개강일은 실제 수업이 일어나는 날짜로 한다.

○ 일반휴학 및 군휴학의 경우 학기가 개시되기 전(학기가 시작된 이후 대학의 장이 따로 정하
는 미등록 휴학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업료를 징수하지 아니함
○ 학교의 수입 중 대부분이 학생의 수업료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수업료 납부에 관한 규정과
반환규정을 학칙에 명시
○ 납부한 등록금 중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 없이 반환 조치하고 기성회비의 경우도 입학금 및 수업료에 준하여 처리함
○ 학생이 그 보호자와 연서로 수업료납부 연기 신청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분할 납부할 수 있음
○ 등록한 자가 입학포기의사(자퇴포함)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수업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모집요강에 명시하여야 함
▪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함
○ 수업료는 결석, 정학으로 인하여 감액하지 않으며, 면제하지도 않음
○ 학점당 등록제 : 전문대학의 수업료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별, 월별 또는 학점별로
징수할 수 있음(「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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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염병에 따른 등록금 징수 및 반환 관리 방안
【출처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 2020.02 교육부】

가. 등록금 징수
○ 등록금 징수기일은 개강일이 아닌 학기 개시를 기준으로 운영

나. 등록금 반환
○ 등록금 반환금액은 학기 개시일부터 반환사유 발생일수에 따라 결정하며, 학칙으로 학기
개시일과 다르게 기준일을 정하여 운영 할 수 있음
◈ 교육부 가이드라인 (2020.2.12.)
2020학년도 1학기는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개강이 연기된 점을 고려하여 필요 시
납부기한 연장과,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 등록금 반환기준보다 학생에게 유리하게 등록
금 반환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고등교육법｣ 제20조에 따르면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단서에서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학칙
으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학기개시일은 3월 1일이 됨

148

2020 전문대학 학사편람

제1장 학칙

Ⅲ

제2장 입학

제3장 학사

제4장 수업

제5장 학적

제6장 교원인사 제7장 안전관리

질의 응답 및 감사 사례
학생이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수강신청에 대한 학생 지도는 학기 개시 전에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업일수 경과 전에 수강 신청 절차가 마무리 되어야 할 것임. 또한, 수강신청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학과 및 행정부서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할 것임
수업료납부 연기신청으로 등록금의 일부 금액을 분할 납부하고 잔여금액에 대하여 그 기한을
연기하였으나 납부마감일까지 등록을 필하지 않았을 경우 미등록 제적처리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분할 납부한 등록금의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의거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여야 함
학기
예1)
예2)
예3)

등록한 자(등록금 납부자)의 자퇴 시 휴･복학 관련하여 수업일수에 대한 등록금 반환 기준은?
학기 중 휴학(학기 개시 후 41일)한 후 복학하여 자퇴(학기 개시 후 10일)한 경우
학기 중 휴학(학기 개시 후 41일)한 후 휴학을 연장하다 자퇴한 경우
학기 개시 전 휴학하여 자퇴한 경우

등록금 반환 수업일수는 재학상태일 때를 기준하며, 휴학상태일 때는 수업일수를 산정할 수 없음.
예1) 복학생은 등록금 납부 학기와 상관없이 자퇴 학기 기준(10일)으로 계산하여 반환함
예2) 계속 휴학 중 자퇴하였다면, 휴학한 학기 기준(41일)으로 계산하여 반환함
예3) 학기 개시 전 휴학하여 자퇴한 자는 수업일수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전액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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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학점인정

Ⅰ

학점인정

1. 기본방향 및 취지
○ 학생들에게 학점 취득의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 간 원활한 학사교류를 통해 교육수요자에
대한 서비스와 대학교육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외국은 사회적 문화적으로 인하여 인정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나 학점 당 등록 제도를 도입하
기 때문에 대부분 타 대학 학점을 인정하고 있음
○ 국내 대학 간에도 상호협약에 의하여 학점 교류 인정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2. 업무 절차
계획 수립 및
공고



교수 상담

[교무]



[학과/학생]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학과/학생] ⇒ [교무]

학점인정 평가관련
자료 점검
[교무]


학점인정 승인
[총장]



학점인정 승인요청
[교무] ⇒ [총장]



학점인정
평가 결과 송부
[대학 학점인정심의회]

3. 수립근거
가. 고등교육법 제21조, 제23조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59조
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마. 병역법 제73조
바. 평생교육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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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별
학점인정 사항 심의
[대학 학점인정심의회]

제1장 학칙

제2장 입학

제3장 학사

제4장 수업

제5장 학적

제6장 교원인사 제7장 안전관리

■ [고등교육법]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①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내대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하고,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국내대학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8.>
③ 교과(敎科)의 이수(履修)는 평점과 학점제 등에 의하되,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8.>
[전문개정 2011. 7. 21.]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① 학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학점
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2017. 11. 28.>
1.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3.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국내의 제2조 각 호의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4. 「병역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6.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② 학점인정의 기준과 절차 등 제1항제6호에 따라 학점을 인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13.>
[전문개정 2011. 7. 21.]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과 방송
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에 한정한다)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7., 2012. 1. 20., 2013. 3. 23.>
1. 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
2. 원격대학: 전문학사･학사학위과정 및 대학원 교육과정
3. 전문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
4. 기술대학 및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
과정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각 학교별 학위의 수여는 법 제35조･제50조(법 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4조 및 제58조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내대
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다른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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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20., 2014. 12. 16., 2017. 5. 8.>
[전문개정 2009. 1. 16.]
제13조의2(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① 국내대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대학은 해당 외국의 평가인
정 또는 해당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으로 한정한다.
1. 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
2. 전문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
3. 원격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
4. 기술대학 및 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
과정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업방법･학점이수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5. 28.]
제15조(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다만, 제1호가목 및 제3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1호다목 및 제3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 10. 25., 2018. 5. 28.>
1.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
가. 해당 학교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으로서 해당 학교와 외국대학의
학위를 모두 취득할 수 있거나 외국대학과 공동명의로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이수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 이내
나. 해당 학교가 제13조의2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 전부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
2.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기당 6학점 이내, 연(年) 12학점 이내
3.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
② 학교의 장이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학생의 학점 취득을 인정하려면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학생
이 선택한 전공에 따른 교육과정과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 또는
근무한 경험 사이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8. 5. 28.>
③ 학교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학점인정을 위한 심의회(이
하 이 조에서 “학점인정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학점인정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2. 11.]
제59조(교육과정의 연계운영) 전문대학의 장은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등, 대학, 산업대학, 원격대학(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원격대학으로 한정한다) 및 산업체와 상호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2., 2010. 6. 29., 2014. 4. 29., 2016.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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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훈련시설 등(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으려는 교육훈련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평가인
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은 제5항의 평가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하려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3. 27.>
④ 교육훈련기관이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폐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27.>
⑤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에 필요한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 학습시설･학습설비, 학습과정의 내용 등 평가인정
기준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27.>
[전문개정 2007. 12. 21.]
제7조(학점인정) ①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10. 2. 4., 2013. 3. 23., 2015. 3. 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외국이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3. 「고등교육법」 제36조제1항,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삭제 <2001. 3. 28.>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 교육부장관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8. 3. 21., 2013. 3. 23.>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08. 3. 21.>
[제목개정 2007. 12. 21.]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학점인정 절차) ① 법 제7조에 따라 학점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9. 25.>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학점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확인하
여 학점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점인정의 통지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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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6. 27.]
■ [병역법]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쳤을 때에는 원할 경우 복학시켜야 한다. 등록기간이 지났어
도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학시켜야 한다. <개정 2010. 1. 25., 2013. 6. 4., 2016.
1. 19., 2016. 5. 29., 2019. 12. 31.>
② 제1항의 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해당하는 학력인정을 받은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
여 학점을 취득하려는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입영부대 또는 복무기관의 장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한 복무로 휴학 중인 사람이 제2항에 따라 등록이
허용된 경우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원격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원격수업의 수강에 필요한
통신장비 및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4.>
④ 국방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의 학점취득 인정이 확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비용의 지원이나 그 밖에 학점취득 인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9.>
[전문개정 2009. 6. 9.]
■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
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부당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초･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27.>
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
의 학교에 준하여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⑦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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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⑧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재산관리, 회계 및 교원 등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은 각각 「사립학
교법」 제28조, 제29조 및 제53조의2제9항을 준용하고, 장학지도 및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관리는 각각 「초･
중등교육법」 제7조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령
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27.>
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의 경영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5. 8.,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0.>
1.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2.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의 종업원
3. 해당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부품･재료 공급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장과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의 종업원
③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한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3. 12. 30.>
④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학점제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개정 2013. 12. 30.>
⑤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12. 30.>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
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7. 25., 2013. 3. 23., 2013. 12. 30.>
③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가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학사관리 등 운영방법과 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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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범위 및 제출서류 예시>
구분

학점 인정 범위

심의기구

군복무 중 학점 취득자 학기당 6학점 이내, 연 12학점 이내

제출서류
군복무 중 학점인정 신청서

대학 및
전문대(수료)졸업자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의 50% 이내,
전체 졸업 학점의 50% 이내

전적교 성적인정 신청서

편입학(일반/폐교)

입학 규정에 따름

전적교 성적인정 신청서

중소기업 계약학과

전체 졸업학점의 20% 이내

계약학과 교과목이수 인정신청서

중소기업기술사관
육성사업

전체 졸업학점의 20% 이내(선 이수
선 이수학점 성적평가표
학점)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사회봉사 활동한 자

재학기간 중 최대 1학점

사회봉사활동 학점인정 신청서

K-MOOC 강좌 수강 재학기간 중 최대 3학점

K-MOOC 학점인정 신청서

비교과과정 프로그램

비교과과정 프로그램 학점인정
관련서류

자매결연대학 및
외국교육기관
국내·외 인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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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대학 학점인정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4호, 제6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7조제1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병역법 제73조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군 복무기간 중 학력 단절을 방지하고자 복무기간 중 교육적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 취득 가능
▪군 복무 중 군 교육훈련시설이나 입영 전 재학 대학이 개설한 원격강좌를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음
▪인정 학점은 학기당 6학점 이내, 연(年) 12학점 이내 (추후 변경예정임)
※ 동 학점을 취득한 학생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대학에서는 학칙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함

1. 운영 방법
가.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 제도
▪ 개요 : 장병들이 군 복무 중 교육･훈련 등을 통해 축적하는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적용하여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 학교 밖의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선행학습인정 일환으로 복무 중 경험한 사회봉사･리더십･인성교육
등을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

▪ 법령근거
-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6호,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
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2017. 11. 28)
- 교육부 유권해석, 산업체 등 에는 군 복무 중 축적하는 교육적 경험을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 가능함을 의미 (2017. 12. 21)
▪ 학점부여
- 군 복무 중 교육적 경험에 참여한 인원에 한해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인원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부여
* 군 복무한 모든 인원이 아닌 사회봉사, 리더십, 인성교육 등에 참여한 실적이 기록된 군경력증명서(전역증)로
증빙 가능 인원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부여

- 인정학점은 대학별 학칙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적용
157

▪ 기타
- 해외사례 중 미국에서는 전체 6천여 개 대학 중 3천여 개 대학이 군 복무경험을 학점으로
인정
* 한국군 복무경력 중 리더십과 체력단련으로 6학점 인정, 인디애나주립대

- 국가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청년 장병들의 군 복무에 대한 가치를 사회에서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

나. 대학 원격강좌 학점인정 제도
▪ 개요 : 부대 사이버지식정보방 및 휴대폰을 활용, 병사들이 입대 전 재학 중인 대학의 원격
강좌를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
▪ 법령근거
- 병역법 제73조(복학보장 및 군 복무중 학점취득 인정),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 학점부여
- 법령에 의거 학기당 6학점, 연 12학점 이내에서 취득 가능
- 인정과목과 학점 수는 대학별 학칙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적용
▪ 기타
- ’19년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예산 신설, 수강료 50% 지원
(수강인원 여건보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참여인원 대폭 증가 15,384명)

다. 특기병 병과학교 교육과정 학점인정
▪ 개요 : 특기병 교육훈련 기관(병과학교)의 교육과정 중 교육부의 학점 은행제 학점인정 평
가를 통과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점인정
* 과정별 교육이수 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에 등록

▪ 법령근거)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 인정)
▪ 교육과정 / 학점) 22개 병과학교 106개 과정, 학점인정 과목과 학점수는 대학별 학칙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적용

라. 학점인정 및 성적처리
▪ 군 복무 중(군 복무 완료 후 입학자 제외) 취득한 학점은 최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수강신청 제한학점에 가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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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능 학점
1학점 : 복무기간 1년 이내

군 복무경험

2학점 : 복무기간 1년 이상

군 교육훈련

군 교육훈련기관의 취득학점

군 복무 중 원격강좌

과목당 1학점

취득가능 학점

최대 6학점

▪ 취득한 학점의 이수구분은 교양으로 인정하되, 교과목명이 우리대학교 개설교과목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우리대학교의 이수구분을 적용할 수 있음
▪ 인정학점은 평점평균 산출 시 미반영, 졸업학점으로만 반영 함
▪ 수강신청 최소, 최대학점(12~24학점)에 포함하지 않음

2. 운영 사례
가. 학점인정 절차
군 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제출
[학생] ⇒ [학과]



학과장 승인 후 제출



[학과] ⇒ [교무]

학점인정 신청서 및
관련서류 취합
[교무]


학점인정



[교무]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
[학점인정심의위원회]

나. 제출서류
▪ 지정된 신청기간 내에 학사공지 「군 복무중 학점인정 신청 안내」 내용 확인 후 교무팀으로
직접 제출
- 군 복무 중 학점인정 신청서 1부
- 군 복무 중 학점인정 신청서 다운로드
- 성적증명서 또는 이수확인서 1부(해당 이수기관에서 발급)
- 이러닝 성적 확인서 첨부(나라사랑포털 개설 교과목의 경우)
-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첨부(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인증을 받은 학습과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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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규정
제○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00조 군복무 중 학점 취득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용어의 정의) ｢이러닝 강좌｣란 군휴학자가 입영 또는 병역복무 기간 중 수강할 수 있도록 본교(이하
‘본교 이러닝’) 및 나라사랑포털 군 e-러닝(이하 ‘군 이러닝’)에서 제공하는 원격강좌를 의미한다.
제○조(등록) 본교 이러닝에 의해 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계절학기에 준하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군 이러닝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정하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조(학점인정) ① 군복무 중 취득 가능한 학점은 학기당 3학점, 연간 6학점 이내로 하여 최대 12학점까
지 인정하며, 졸업이수학점에 포함한다. 단, 군복무경험에 대한 인정학점은 학기당 또는 연간 학점 제한에
서 예외로 한다.
② 본교 이러닝 교과목의 이수구분은 재학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인정한다. 단, 군 이러닝의 경우 교양과목
은 교양선택으로 한다.
③ 군복무 중 취득한 학점은 복학신청 시 「군복무 중 성적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과목의
백분위환산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PASS등급을 부여한다.
④ 휴학 기간 중 취득한 학점의 표시는 복학하는 학기의 성적에 포함한다. 단, 학칙 제00조 학기당 취득학
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⑤ 이러닝 강좌 외 국방부에서 인정하는 군복무경험(군경력증명서 인정학점)에 대하여 교양 사회봉사
과목으로 1학점 당 30시간을 기준으로 최대 3개 과목을 인정할 수 있다.
제○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군복무 중 학점취득에 관한 사항은 본교 학칙 및 학사내규, 관련법규
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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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대체 학점인정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3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 추진 목적 : 창업 준비활동 및 창업을 통해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여,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여 창업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최소화
-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되는 활동은 창업준비와 창업으로 구분됨

1. 운영 방법
가.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되는 활동의 종류
○ 창업실습
▪ 창업동아리 활동, 창업 준비활동을 통해 3학점 인정 가능한 정규 학기 수업
○ 창업현장실습
▪ 1일 8시간(주 40시간)창업활동 후 매달 보고서 제출
▪ 신청자격
- 1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및 휴학생(단, 장기 현장실습은 재학생에 한함)
- 창업강좌를 1교과 이상 이수한 학생
- 창업현장실습 신청일 당시 창업한 기업(공동)대표
(위 자격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창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
단될 경우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창업현장실습 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 창업활동
- 장기창업현장실습(최소 16주, 640시간 이상/6~12학점)
- 단기창업현장실습(최소 4주, 160시간이상 /2~3학점)

나.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은 재학 중 1회에 한해서 인정 함
다. 창업실습(3학점)은 수강제한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라. 창업실습 교과 이수학점
▪ (창업실습 교과 이수학점) 창업동아리가 ‘창업실습’ 교과 인정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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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학점 수는 한학기 3학점 이하, 연간 6학점 이내에서 이수가 가능하도록 운영
▪ (창업현장실습 교과 이수학점) 창업이 ‘창업현장실습’ 교과 인정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학
점을 인정하되 6학점 이상 12학점 범위 내에서 대학 자율로 결정
※ 2~3년제 대학 : 2~3학년 대상 (2년제 6학점, 3년제 12학점)

마. 신청 자격
명 칭

자 격

창업
실습
교과

 본교 2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학생
 교내 창업동아리에 소속되어 창업 준비활동을 하는 학생 (신청학기 직전학기 종강일 까지 창업동아리
회원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

창업
현장
실습






창업관련 교과목을 1강좌 이상 이수했거나 당해 학기 신청 학생
신청하는 당시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상태인 학생(전공과 관련된 분야로의 창업)
창업동아리 활동을 했거나 진행 중인 학생으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학생(최종학년 최종학기를 원칙으로 함)

2.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검토사항
○ 창업대체학점 인정교과의 명칭과 분류
▪ 창업동아리 활동과 같은 창업준비 활동의 교과명은 ‘창업실습’으로, 창업활동의 교과명은
창업현장실습’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
▪ 창업대체학점 인정 교과는 다양한 전공학생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양과목으로 개설하
는 것을 권고
○ ‘창업현장실습’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장실습 교과를 활용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
※ 취업을 원하는 학생은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하고 창업을 원하는 학생은 창업을 통해 창업현장실습 수행

○ ‘창업현장실습’과 ‘현장실습’의 중복 수행은 불가, 그러나 현장실습 인정학점 범위 내에서
‘현장실습’ 수행 후 ‘창업현장실습’의 수행은 가능하도록 설계 필요
※ 현재 현장실습은 1일 8시간 /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연속으로 실시하는 경우 학점 인정

3. 운영 사례
가. 창업대체학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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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대체학점

구분

운영형태

인정학점

학점으로 인정되는
창업활동

창업준비

창업동아리

3〜6

창업

창업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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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창업동아리 활동의 대체학점 인정 예시
 (전임교원의 지도) 대학의 전임교원(산학협력 중점교원 포함)이 동아리 지도교수로 등록하여 학기별로
5회 이상 지도한 경우
※ 지도교수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창업동아리 지도교수의 활동을 업적평가에 반영

 (다수의 참여 학생) 2인 이상의 학생이 참여 학생으로 등록해야 하며 최대 10인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함. 단, 최대 허용 인원 내에서 타 대학의 학생이 참여하는 것은 무관
 (구체적 결과물의 제출 및 평가) 사업계획서 및 시작품과 같이 창업동아리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결과물의 제출과 평가 실시

다. 창업현장실습 이수학점
교과목명

실습기간(시간)

학점

일반 현장실습 1

4주(160시간) 이상

2

일반 현장실습 2

6주(240시간) 이상

3

일반 현장실습 3

8주(320시간) 이상

4

방학 중

8주(320시간) 이상

4

학기 중

12주(480시간) 이상

6

창업현장실습

※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내용출처 :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 - 2014.3 교육부
※ 기타 내용은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참고 바람

○ 창업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성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결정
을 위한 기구(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나 창업교육 전담부서 장이 포함된 교육과정
운영위원회 등)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창업학점 교류제 내용출처 :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 - 2014.3 교육부
※ 기타 내용은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참고 바람

라. 규정
창업대체학점인정제(창업실습) 운영 지침
제○조(목적) 이 지침은 학칙 제○○조에 따라 창업을 통해 학습 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이를 학점으로
인정함으로써, 창업으로 인한 학업 중단을 최소화하고 창업 활성화 및 취･창업 제고를 위해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교육학사제도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는 ‘창업실습’ 교과목이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검
토, 심의하는 창업지원단 산하 기구를 말한다.
2. ‘창업실습’은 창업준비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3. ‘창업준비활동’이라 함은 재학생이 창업지원단에서 인정하는 창업동아리에 소속되어 창업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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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작성, 시제품 제작, 교내･외 창업경진대회 참여 등의 창업 준비를 위한 제 활동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조(신청자격) 본교 2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으로 창업지원단에서 운영하는 창업동아리에 소속되어
창업준비활동을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학기의 직전학기 종강일 까지 창업동아리 회원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
2. 당해 학기 등록을 한 학생
제○조(실습기간) ‘창업실습’은 80시간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조(창업준비활동의 기준) 창업대체학점 인정을 위하여 재학생이 수행해야 하는 창업준비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 활동보고서 작성 (지도교수가 확인한 활동일지 포함)
2. 창업사업계획서 작성 및 시제품 제작
3. 교내･외 창업경진대회 참여
4. 그 외 주관부서가 정한 활동
제○조(신청) ①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창업실습 신청서(서식 제○, ○호) 및 성적증명서를 소속 학과에
제출하고 소속 학과장은 주관부서인 창업지원단에 제출한다.
② 창업실습, 현장실습, 실습학기는 중복 수강신청 할 수 없다.
제○조(학점인정) ① 실습생의 평가는 창업활동보고서, 창업사업계획서, 시제품, 교내외 창업경진대회 참여
여부 등을 확인하여 <표2>창업실습 평가표에 따라 지도교수가 평가한다.
<표2> 창업실습 평가표
평가항목
항목

평가기준
세부항목

상

중

하

횟수

창업활동보고서

창업활동 보고서 제출(1회/30점)

30

25

20

-

사업계획서

창업사업계획서 작성(1회/15점)

15

13

10

-

시제품 제작

창업시제품 제작(1회/10점)

창업경진대회

10

-

내/외부 예선대회 참여(1회/20점)(최대 2회 인정)

20

18

15

내/외부 본선대회 참여(1회/15점)(최대 2회 인정)

15

13

10

창업 행사

내/외부 행사(1회/5점)(최대 6회 인정)

5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1회/20점)

20

-

사업자등록

개인 및 법인(공동창업자) 사업자등록(1회/20점)

20

-

기타 주관부서가 인정한 활동(1회/5점)(최대 2회 인정)

5

기타

득점

합 계

② 평가 후 소속 학과를 통해 창업실습 학점인정신청서(서식 제3호)를 창업지원단에 제출한다.
③ 창업지원단은 창업교육학사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교무처에 학점인정
을 요청한다.
④ 창업대체학점 인정은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며, 2학점으로 인정한다.
⑤ 성적부여는 <표2>창업실습 평가표에 의해 60점 이상 P(Pass), 59점 미만 F(Fail)로 한다.
제○조(위원회의 구성) 창업교육학사제도운영위원회는 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에서 겸한다.
제○조(기타) ‘창업현장실습‘은 실제 사업자등록을 하고 창업활동을 하는 재학생이 학점으로 인정받는 것을
말하며, 창업대체학점인정제의 일환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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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경험 학점인정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6호, 제23조제2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학습경험 인정제를 도입하여 고졸취업자의 고등교육기회 확대와 성인의 평생직업교육 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함
▪직업경험, 정규･비정규 교육 및 훈련 등을 통해 이미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평가를 통해 학점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조기에 학위취득이 가능하고자 함

1. 학습경험 인정제 운영 체계
○ 학습경험이라 함은 개인이 고등학교, 대학 등의 교육기관과 산업체 등에서 받은 교육･훈련
과 직장생활 등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개발하거나 지식을 습득하는 등 학습이 발생하는
다양한 경험을 말함
○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학점인정심의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학점인정심의회의 구성 및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함(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 학점인정심의회의는 단일 또는 대학 단위의 학점인정심의회(이하 ‘대학 학점인정심의회’라
한다)와 학과 단위의 학점인정심의회(이하 ‘학과 학점인정심의회’라 한다)등으로 구성이 가
능함
○ 대학 여건에 따라 학습경험 인정제 운영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거나 대학의 기존
조직 내에 관련 업무부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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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경험 인정제 운영 조직 및 역할 예시>

2. 학습인정심의회 구성과 역할
○ 학점인정심의회를 대학 학점인정심의회와 학과 학점인정심의회로 구성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역할 수행이 가능함
▪ 대학 학점인정심의회
- 본 위원회는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되고, 교수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됨
- 본 위원회에서는 학습경험 인정제와 관련된 대학의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함
- 학과별 학점인정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관련서류의 증빙과 자료의
신빙성 등에 대한 심의함
▪ 학과 학점인정심의회
- 본 위원회는 학습경험 인정제를 위하여 학과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어 전공교수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됨
- 학습경험 평가하는 평가자는 학과 학점인정심의회 구성원 중 또는 별도로 선정하며, 해당
학습경험 관련 전공교수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
- 평가의 객관성을 위하여 지원자별 최소 2인 이상의 평가자들로 구성함. 평가자들이 제출
한 학점인정 범위 및 내용에 대한 합의 결정을 위하여 학점인정심의회를 개최
- 심의회에서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학점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교과목(예:직무
경험학점인정교과) 개설을 결정할 수 있음
- 만약 평가자간 합의되지 않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자를 추가로 선정하거나 위원회
에서 학점인정 범위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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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평가자는 학점인정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평가자의 의견을 상세하게
기록함. 학점인정심의회에서 결정된 평가인정 결과는 교무처에 송부 함

3.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검토사항
○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학점인정 가능함
○ 산업체 근무경험은 『산업체위탁교육 시행지침』의 산업체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에서 근무한
것에 한함
○ 학생이 재적 중인 모집단위의 교육과정과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
구･실습 또는 근무한 경험 사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관련성이 있어야 함
※ 관련성 유무판단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학과 및 관련 직업분야 기준” 준용

○ 학습･연구･실습 또는 근무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여부 및 인정 학점 수 등은 각 대학이 실습
기준 등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함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할 수 있음
○ 교무에서는 입시설명회 등과 연계하여 학습경험 인정제에 대한 설명회를 연 1~2회 개최함
으로써 예비 지원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움
○ 교수들의 제도 운영 취지 및 이해를 돕고, 학점인정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전문적 능력개발
을 위하여 교수 연수를 계획하고 시행함. 연수에서는 운영 사례 발표 등으로 통해 본
제도의 이점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사안을 바탕으로 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감
○ 교무에서는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수행하고, 문의 내용이 전공학과의 조언이 필요한
경우, 전공 교수 및 학과장과 협의를 통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
【출처 : 『학습경험 인정제 운영 가이드』-2018.12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

167

4. 운영 사례
가. 절차
계획 수립 및 공고



교수 상담

[교무, 학과]



[학과/학생]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학생] ⇒ [교무]

학점인정 평가 시행
(서류, 면접, 실기 지필평가)
[학과 학점인정심의회]


학점인정 평가
결과 송부



[대학 학점인정심의회]

신청자별
학점인정 사항 심의



학점인정 평가관련
자료 점검

[대학 학점인정심의회]



[교무]

학점인정 신청서, 증빙자료,
평가결과 자료 제출
[학과 학점인정심의회] ⇒ [교무]


학점인정 승인요청



학점인정 승인

[교무] ⇒ [총장]

[총장]

나. 규정
제○조(목적) 이 지침은 ○○○○대학교(이하 “우리대학”이라 한다) 학칙 제48조에 근거하여 선행학습 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행학습 : 우리대학에 입학 전에 습득한 산업체 직무경험(1년 이상) 또는 학습경험
2. 학점인정 : 선행학습을 평가하여 우리대학 교과목 이수 학점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조(대상자 및 기준) ① 선행학습 학점인정 대상은 우리대학 재학생으로 선행학습 학점인정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다만, 편입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재학생은 제외한다.
② 선행학습 학점인정은 소속 학과의 해당 학년, 해당 학기에 개설 ･ 운영하는 교과목 단위를 기준으로
하며, 현장실습 교과목을 제외한 전공 실습 교과목(실습에만 학점과 시수가 배정되어 있어야 함)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③ 선행학습 학점인정은 매 학기 4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④ 학점인정은 교과목의 학점만 인정하고 성적 등급은 인정하지 않는다.
⑤ 동일 선행학습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은 1회로 한정한다.
제○조(선행학습평가위원회) ① 직무경험 또는 학습경험 등의 선행학습 결과를 객관적 절차를 통해 평가하
여 우리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학과에 선행학습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해당 학과 전임교원 전체와 전공관련 산업체 인사 1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과장이 된다.
③ 학과장은 매년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명단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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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행학습 학점인정 신청 내용 평가
2. 기타 선행학습 학점인정 신청 내용 전반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조(학점인정절차) ①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 서류를 소속 학과로 제출하여
야 한다.
1. 산업체 직무경험(1년 이상) 선행학습 학점인정 신청
가. 선행학습 학점인정 신청서(별지 ○호) 1부
나. 직무경험 기술서(별지 ○호) 1부
다. 경력증명서(1년 이상 근무) 1부
라.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기타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류도
가능) 1부
마. 기타 관련 서류 또는 위원회 요청 서류
2. 우리 대학 평생교육원 학습경험 선행학습 학점인정 신청
가. 선행학습 학점인정 신청서(별지 ○호) 1부
나. 학습경험 기술서(별지 ○호) 1부
다. 수료증서 1부
라. 기타 관련 서류 또는 위원회 요청 서류
② 위원회는 제출 서류와 해당 학과의 선행학습 학점인정 신청 교과목과의 적격 여부 등을 평가한다.
③ 위원회는 제출 서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여야 하며,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선행학습 학점인정 평가표(별지 ○호, 별지 ○호)의 각 항목별 적격여부가 모두 적격일 경우 학점인정
을 받을 수 있다.
⑤ 위원회에서는 선행학습 학점인정 평가표(별지 ○호, 별지 ○호)를 작성하여 제○조제○항의 제출서류,
선행학습 학점인정 신청 교과목 명세서를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학점인정심의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심의하여 최종 학점인정을 결정한다.
⑦ 학점인정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조(기타) 이 지침 외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대학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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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식
<학습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평가요소 별 평가기준 예시>
평가요소

평가기준
상

내용
일치성

중
하

내용
숙달도

재현
가능성

검증
가능성

평가항목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거나, 이를 인정할 수 있음

- 경험의 내용 관련성
평가항목과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나, 상당한 관련성을 갖고 - 각 교과목의 주별 강의계획
있음
(학습경험기술서 작성 시
활용)
평가항목과 관련한 역량을 인정할 수준이 못 됨

상

평가항목의 수행에 필요한 고려사항뿐 아니라 그 이유(배경)를 정리
할 수 있음

중

평가항목에 한정하여 고려할 사항들을 수행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음

하

평가항목과 관련한 수행에 무리가 있음

상

평가항목을 어느 순간에라도 절차에 따라 산출할 수 있음

중
하

경험
빈도

비고

- 수행에 필요한 고려사항 인
식정도

평가항목을 약간의 도움(안내서, 인적 지원)을 얻으면 독자적으로
- 산출 현실성
산출물을 제시할 수 있음
- 산출 정확성
독자적으로 산출물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음. 안내서 또는
인적지원에 크게 의존해야 산출물을 제시할 수 있음

상

평가항목과 관련한 수행을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3회 이상 실시
∙ 평가항목과 관련한 수행을 간헐적으로 5회 이상 실시

중

평가항목과 관련한 수행을 일정 기간 내에 반복 실시
∙ 평가항목과 관련한 수행을 간헐적으로 3~4회 실시

하

평가항목의 수행 경험이 2회 이하이거나 반복 수행했다고 보기 어
려움

- 과거 경험
- 빈도

중

공인된 전문기관 또는 신청자가 근무했던 회사로부터 평가 항목 관
련 역량을 확인 받음
- 자격증, 수상경력, 증명서,
∙ 평가위원이 포트폴리오 등의 산출물을 직접 검증함
포트폴리오 등의 증빙서류
공인되지 않은 기관에서 평가항목 관련 역량을 확인 받음
제시 가능

하

평가항목과 관련하여 검증 가능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음

상

<학습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평가결과 및 기준 예시>
평가항목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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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상

∙ 3개 이상의 평가요소에서 ‘상’ 등급인 경우
- 단, 내용일치성, 내용숙달도, 재현가능성 등 두 평가요소는 반드시 ‘상’등급 이어야 함

중

 4개 이상의 평가요소에서 ‘중’ 등급 이상인 경우
- 단, 내용일치성, 내용숙달도, 재현가능성은 반드시 ‘중’ 등급 이상

하

 ‘하’ 등급 평가요소가 2개 이상인 경우
- 단, 내용일치성, 내용숙달도, 재현가능성 중 두 평가요소가 ‘하’ 등급을 받으면 반드시 ‘하’ 등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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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수업

제5장 학적

제6장 교원인사 제7장 안전관리

○ 지원자용 서식

[서식 1] 학습경험 인정 신청서

학습경험 인정 신청서
성

명

학

과

학

구분

번

신청교과목명

교과번호

학점

전공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

교양

계

본인은 학칙 제oo조에 의거하여 학점인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된 문서와 기재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사실과 다를 경우 학점인정 취소 등을
포함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신청인 :

월

일
(서명)

oo대학교 총장 귀하
첨부자료 : 교과목별 학습경험 인정 신청서 및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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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과목별 학습경험 인정 신청서

과목별 학습경험 인정 신청서
성

명

학

과

구

분

학

번

학

점

교과목명

교과번호

연

증빙자료

번

학습경험 인정을 위한 필요한 모든 증빙 자료 작성
(예시) 학습경험 기술서
(예시) 성적증명서
(예시) 자격증
(예시) 경력증명서

제출일 :
제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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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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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학습경험 인정 신청 내용
※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

1. 교육훈련
기간

기관명

교육훈련명

이수내용

이수시간

2. 자격, 능력 인증 및 기술
구분

명칭

점수 또는 수준

내용

기관명

직위/직책

업무내용

(예시) 국가(기술)자격
(예시) 민간공인자격

3. 직업경력
기간

4. 포트폴리오/작품
포트폴리오/작품명

일시

수행활동 및 성과
신청교과목과의 관련성 기술

5. 기타사항
기간

활 동 명

활 동 내 용
신청교과목과의 관련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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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학습경험 기술서

학습경험 기술서
성

명

학

과

학

번

학습경험명
기

간

필요시 작성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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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경험 상세 기술
- 학습경험 별로 작성
- 학습경험 인정 신청 교과목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작성
- 학습경험 내용, 경험 시기 및 빈도, 숙달 정도, 관련 학습경험 수행 시 고려할 사항 등
구체적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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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자 및 대학용 서식

[서식 4] 학습경험 인정 교과목 질문지

학습경험 인정 교과목 질문지
대

학

학

과

교과목명

교과번호

학

수업시수

점

교과유형

교양 (

) 전공 (

이론 (

)실습 (

)

)

교과목표

[교과목 평가사항]
확인사항(주제)
평
가
항
목
1

평가 핵심 준거/기준
관련 직업 생활 요소
인정가능 자료 유형
관련질문
확인사항(주제)

평
가
항
목
2

평가 핵심 준거/기준
관련 직업 생활 요소
인정가능 자료 유형
관련질문
확인사항(주제)

평
가
항
목
3

평가 핵심 준거/기준
관련 직업 생활 요소
인정가능 자료 유형
관련질문

※ 본 자료는 신청자의 자가진단 및 상담을 위해 일부 제공될 수 있으나 ‘관련 질문’항목은 신청자에게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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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학습경험 인정 평가서

학습경험 인정 평가서
[기본 정보]
성

명

학

과

학

번

평가학년도/학기

평가위원

평 가 일

[교과 평가 사항]
교과목명

교과번호

학

수업시수

점

교과유형

교양 (

) 전공 (

)

교과목표
확인사항(주제)
평가항목1

평가 핵심 준거/기준
관련 직업 생활 요소
확인사항(주제)

평가항목2

평가 핵심 준거/기준
관련 직업 생활 요소
확인사항(주제)

평가항목3

평가 핵심 준거/기준
관련 직업 생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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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

)실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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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 내역]
평가자료유형
(여부)
항목

자
기
보
고
서

성
과
물
/
작
품

면
담

필
기
시
험

평가요소
(상, 중, 하)
실
기
시
험

기
타

내
용
일
치
성

재
현
가
능
성

내
용
숙
달
도

경
험
빈
도

검
증
가
능
성

평가결과
(상, 중, 하)

평가사유(논평)

1
2
3

[종합 판정]
과목 종합 평가

상 / 중 / 하

종합 논평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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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 학습경험 인정서

학습경험 인정서
성

명

학

과

학

번

[학습경험 인정 내역]
교과번호

교과목명

학점

수업시수
이론

실습

평가학년도/학기

[권고 사항]
향후 이수 권고 교과
교과번호

교과목명

수업시수
이론

기타 권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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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

사유

비고

제1장 학칙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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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대학 학점인정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1조, 제23조제1항제1호, 제2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제1항, 제59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3항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국내외 대학 학점인정
- 외국의 대학과 학점교류 협정을 맺지 않은 대학의 학점도 인정 가능
- 2학년 편입학자의 전적 대학 취득 학점 인정 가능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 이내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할 수 있음
▪외국대학과의 공동운영과정 학점인정
- 해당 학교와 외국대학의 학위를 모두 취득할 수 있는 경우
- 외국대학과 공동명의로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3/4 이내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할 수 있음
▪평생교육시설에서 취득한 학점인정
-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 가능
- 다만, 학점인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학점인정 절차를 따라 인정받은 자에 한함

1. 국내대학 학점인정
가. 대학 및 전문대(수료)졸업자
○ 대상 : 전문대학 또는 일반 대학 졸업자
○ 인정범위 :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양 교과목 또는 소속학과의 전공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공 교과목의 학점을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인정
○ 규정 예시
제○조(교양학점 인정) ①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교양학점만 인정하고 성적 등급은 인정하지 않는다.
② 교양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정원외(대학졸업자) 입학자 교양학점 인정 신청서(별지 ○호)를 작성
하고 전적대학 성적 증명서와 함께 정해진 기간 내에 교무처로 제출한다.
③ 교양학점은 입학연도 당시 해당 모집단위에 개설된 교양학점 이내에서 학점인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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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인정한다.
제○조(기타) 이 지침 외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대학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나. 편입학 학점인정
○ 대상 : 전문대학 및 대학에서 1학기 이상 이수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 인정범위 :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양 교과목 또는 전공 교과목의 학점을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인정
○ 규정 예시
제○조(학점인정) ① 편입학자에 대하여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을 심사하여 학기당 20학점
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총 인정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전적대학의 성적은 이수구분에 따라 교양, 전공, 일반선택으로 각각 인정한다.
③ 전적대학에서 교양으로 취득한 성적으로 본 대학 교양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편입생이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중 해당학과의 교육과정에 동일(유사)한 교과목에 한하여 학과의
심의에 따라 전공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교양과 전공 이외의 학점에 대하여는 일반선택으로 구분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국외대학 학점인정
가.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 공동학위: 공동 교육과정에 대하여 학위수여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양 대학교에서 하나
의 학위증서에 공동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학위
○ 복수학위: 각각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대해 취득한 학점을 상호 인정하여 양 대학교의 학위
수여조건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양 대학교에서 별도의 학위증서 수여
○ 규정 예시
제○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교(이하 ‘본 대학’ 이라 한다)과 ○○○와의 공동학위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조(수업연한) ○○○ 공동학위과정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제○조(수강신청) ① ○○○ 공동학위과정 재학생들의 수강 신청은 ○○계열 교육과정에 준하여 우선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② ○○○ 공동학위과정 재학생은 최대 26학점까지 수강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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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업일수) ○○○ 공동학위과정의 운영상 부득이 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학사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조(전과의 허용) 공동학위과정으로의 전과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일반과정으로의 전과
는 허용할 수 있다.
제○조(복학) ① 일반과정의 휴학생이 공동학위과정으로의 복학을 희망할 경우 1학년 2학기에 한하여 허용
하며 복학 후 공동학위 인정 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② 공동학위과정으로의 복학한 학생의 학비는 추가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조(졸업 및 학위수여) ○○○의 공동학위과정 졸업 요건을 충족하면 ○○ 및 ○○○학위를 동시에 수여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학위만을 수여한다.

나.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 목적
▪ 고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이 신설됨(’17.11.28, 공포)에 따라 국내대학의 교육과정 제공
방식으로 해외 진출이 가능해졌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가 신설(’18.5.28, 공포･시
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교육과정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 세부 사항 마련
○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검토사항
▪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되, 무분별한 해외진출로 인한 국내 고등교육의 훼
손 등 부작용 방지 위해 양질의 국내대학 교육과정이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
▪ 교육과정 운영의 전제가 되는 학위과정의 종류, 학기 운영, 학점 당 이수 시간, 수업 일수
등 학사제도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고등교육법령 규정을 준용
▪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국내대학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대학 간 협약과 학칙 등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외국대학에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운영하는 기간 중에 행
정처분 사유 또는 재정지원 제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위과정에 기
재학 중인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동 과정을 운영하도록 허용하되 신규 학생 선발은
금지
▪ (교원 양성 관련 학과) 안정적 인력 수급 균형 위해 교육부장관의 정원 관리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학과의 교육과정 제공 및 운영을 통한 국내대학 학위 수여는 가능하
지만, 국내대학 학위 취득을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시행하는 각종 관련 자격시험 응시는
불허
▪ (보건･의료인 양성 관련 학과) 보건･의료 분야의 안정적 인력 수급을 위해 교육부장관의
정원 관리 대상이라는 점, 전공 교육의 전문성 등 교육과정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외국대학에 교육과정 제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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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인력 양성분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
사,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수의사법」 제2조에 따른 수의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 각 목

- (기타 보건･의료 인력 양성 분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른 안경사,
「응급구조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 고등교육법상 정원 관리 분야는 아니지만, ’04년 이후 「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 수립 시 보건복지부와
정원배정 관련 협의한 분야임을 고려하여 보건의료인력 양성 분야와 동일하게 교육과정 제공 및 운영
제한

- 단, 상기 보건･의료인력 관련 자격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등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무관한 학과는 교육과정 제공 및 운영 가능
▪ 국내대학이 제공하는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학위수여이므로, 국내대학 학위 외에 국내대
학의 교육과정을 운영한 외국대학의 학위가 공동･복수학위 형태로 수여되는 것은 지양
필요
▪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협약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
- 협약의 주체 및 협약 주체의 법적지위
- 협약의 목적 및 기간
- 학생 모집에 관한 사항
- 학사 운영 일정에 관한 사항
- 출결 기준 등 학사 관리에 관한 사항
- 성적 등 학생 평가에 관한 사항
-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 등록금 및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 수업 장소 등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과정 제공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출처 :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기준 개정(안)』 - 2019.10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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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 사례
가. 학점인정 기준
구분

인정기준

교과목명

 해외 대학의 영문 교과목명 그대로 기재 (약어도 그대로 표기)

종별

 전공과목 또는 교양과목으로 인정
 전공필수과목의 경우 소속학부(과)에서 심의하여 대체 인정
 대학교 교양필수 및 교직과목으로는 인정 불가

학점

 외국대학 취득학점 그대로 기재 (학점체계가 다를 경우 별도 기준에 따름)

성적

 외국대학에서 60점(/100점만점) - Pass
 D 이상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적을 취득한 경우 - Pass 인정

최대인정 학점

 매 학기당 최대 20학점까지 인정(1년간 최대 40학점까지 가능)
 계절학기 학점인정은 1회 6학점까지 인정
 학생이 연수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은 본교에서 취득한 성적과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고, 전공학
점과 교양학점으로 구분하여 인정
 다만, 취득한 성적은 평점평균 환산시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전체 취득학점에만 포함
 우리대학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 및 유사과목의 학점취득은 미인정

유의사항

나. 학점인정 신청절차
해외대학 성적증명서
(원본) 접수

교류학점인정서
학과로 제출



[국제교류팀]



[학생] ⇒ [학과]

학과장 승인 후
제출
[학생] ⇒ [교무]


학점인정
[교무]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





[대학 학점인정심의위원회]

학점인정 신청서 및
관련서류 취합
[교무]

4. 평생교육시설에서 취득한 학점인정
○ 대학은 학점인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점을 인정
○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
설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 가능
▪ 다만, 학점인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학점인정 절차를 따라 인정받은 자에
한함
*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일반(또는 특별)교양과정은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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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온라인 공개강좌(K-MOOC)에서 취득한 학점인정
○ 운영사례
▪ 고등교육 기관의 우수 강좌를 온라인으로 공개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평생교육 수요 확대
에 부응하고, 대학의 교수-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한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 K-MOOC(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 : 대학의 우수 명품강좌를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로, 예체능, 인문사회, 공학 등 다양한 강좌 제공
* K-MOOC사이트 : http://www.kmooc.kr/comm_view/R/1/409

▪ 학점인정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K-MOOC(총 학습인정 시간이 15시간 이상) 이수
시 주관기관에서 발급한 이수증을 받은 재학생에 한하여 과목당 1학점, 재학기간 중 최
대 3학점까지 교양학점으로 인정
- K-MOOC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하되, 학기별 최대 취득학점에 포함시키지 아니함
- K-MOOC 학점은 평균평점 계산 시 반영되지 않음
- 성적은 P(Pass)로 표기
▪ 신청방법
- K-MOOC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 및 강좌 이수 후 이수증 발급
- 신청기간 내에 교무팀에 K-MOOC 이수 학점인정 신청서 및 이수증 원본 제출
▪ 유의사항
- 수강한 K-MOOC 강좌의 총 학습인정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 후 학점인정 신청
- 수강학기 및 신청기간이 다를 경우 학점인정 불가
- 기 이수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을 중복 수강한 경우 학점인정 불가
- 편입 준비학생은 해당학교의 학점인정 정책을 고려하여 신청
- K-MOOC 강좌를 수강 신청한 학생은 반드시 K-MOOC 사이트에 별도로 수강신청을
진행(반드시 학생 명의로 신청)하고 학습을 해야 함을 충분히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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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지적 사례

○ ○○대학교는 국가자격이나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토익 등 자격증을 취득한
재학생 80명에게 3학점 부여했으나 관련법령에 따른 국가자격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
자격 등 취득자에게만 학점을 부여하도록 학칙을 개정하도록 하였음
○ ○○대학교는 6개 단과대학에서 국외대학 파견 교환학생 33명에게 ‘학점인정 기준’에 없는
ECTS(European Credit Transfer and Accumulation System : 유럽통합학점) 기준을
임의로 준용하여 학점부했으나 국외대학 파견 교환학생의 학점인정은 규정에 반영하여 처
리하도록 하였음
○ ○○대학교는 교과목의 학점인정 대체자격에 국가자격이나 국가공인 민간자격이 아닌
‘MOS’등 17개 자격을 포함하여 학생 722명에게 학점부여 했음
○ ○○대학교는 1학년 3명이 전공과 관련 없는 학과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에 대해 학점인정
심의위원회에서 ‘유관학과’로 분류하여 60학점 인정했음
○ ○○대학교는 편입생 1명이 이전 대학에서 현재 전공과 무관하게 이수한 3과목을 전공선택
과목으로 임의 인정했음
○ ○○대학교는 학생 2명이 제출한 산업체 근무경력에 대해 아무런 검증 없이 각 30학점
인정했음
○ ○○대학교는 학생 46명이 6개 국외대학에서 이수한 44개 과목의 성적을 관련 규정보다
높게 인정했음
○ ○○대학교는 국가자격 및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TOEIC 등 외국어시험 점수
및 정보활용능력 자격증을 취득한 재학생 2,928명에게 근거 없이 학점 부여했음
○ ○○대학교는 국내･외 대학과의 학점교류 학생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국외대학 부설 어학원 과정을 이수학점으로 인정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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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질의 응답

타 학과의 전공과목을 수강할 경우 학점인정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학점인정이 가능한
교과목의 범위는? 또한, 동일계열 내에 2개의 전공을 운영할 경우,
① A과정에 속한 학생이 B과정의 일부 교과목을 수강할 경우 학점 인정이 가능한가요?
② “가”라는 교과목이 A과정에는 필수과목으로 되어있고 B과정에는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을 경우
A과정에 속한 학생이 B과정에서 "가" 교과목을 이수했을 때 필수, 선택 중 어느 것으로 인정해야
하나요?
대학 내 타 학과 교과목 수강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대계열이 서로 다른 학과간에도 편입학 및 편입학자의 학점인정이
가능한가요?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등)에 의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할 수 있음. 다만, 학점
인정 시 전공 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학점인정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로 명시되어 있는데, 정규과정 이외에 비정규과정으로 취득한 학점도 인정할 수 있나요?
정규과정은 과목당 학점이 명확하게 명시되기 때문에 학칙에 따라 학점인정이 가능하지만 비정규
과정의 경우는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대학 임의로 학점화하여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짐. 그러나 비정규과정으로 이수한 과목에 대하여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점인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동 법 제23조의2에 따라 가능함

창업활동 인정학점 수준은 대학 자율로 결정이 가능한가요?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예시이며, 인정학점은 고등교육법에서 제시하는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창업대체학점을 교양학점, 전공학점, 일반선택학점 중 어떤 학점을 부여해야 하나요?
창업실습은 교양학점을, 창업현장실습은 전공학점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교과목
편성은 대학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됨. 예를 들어 현장실습을 일반선택학점으로
부여하는 대학의 경우 창업현장실습이 현장실습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선택학점을 부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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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을 창업실습과 창업현장실습으로 한정해야 하나요?
해당 제도의 취지와 부합된다면 과목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그러나 추후
대학정보공시와 실태조사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입장에서 과목명을 통일하는 것이 편리할
것으로 판단됨
창업 전 활동도 창업 준비활동으로 간주하여 학점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창업동아리
활동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인정의 폭이 작은 것이 아닌가요?
창업을 위한 실질적 준비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부합됨. 그러나 학점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담당교수가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 제도시행 초기이며 창업동아리가 창업교육의
핵심 지표라는 점을 고려하여 창업동아리 활동으로 제한한 것임

창업실습교과의 인정학점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나요?
6학점 이내로 권고한 것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조(학점의 인정) 및 제도시행 초기의 학습의 질과
관련한 창업실습교과의 검증문제로 인한 것으로, 대학의 판단에 따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창업(현장)실습교과 담당교수의 시수로 인정하는 경우, 교원의 일반강의가 줄어들어 대학 입장에서
전임교원 강의비율과 같은 지표가 낮아질 수 있는데, 반드시 창업실습교과 지도교수의 시수를
인정해야 하나요? 또한. 시수를 인정하기 위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교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창업(현장)실습교과의 시수인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학점이 부여되는 교과목이니 만큼 일정수준의 시수인정은 필요하되 그 시수인정 수준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학사운영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 됨. 증빙서류는 인정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예를 들어, 학점부여 조건으로 지도교수의 5회 이상 지도와 시작품과 같은 결과물을
규정한 경우 각 지도 건에 대한 결과보고서와 사진 그리고 결과물을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음

매뉴얼에 창업(현장)실습교과의 신청대상을 휴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창업(현장)실습교과의 신청자격으로 2학기 이상 수료자 등으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휴학생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가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대부분 동아리활동이 1학년 때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기 수로 제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우리대학은 창업관련 강좌가 아직 없는데, 모든 대학이 창업학점 교류제에 참여해야 하나요?
학생의 수강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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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수업
제1절 학기/수업일수/휴업일

Ⅰ

관련 근거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0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2조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학기는 각 대학의 특성에 맞게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정함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칙에 정함

■ [고등교육법]

제20조(학년도 등) ① 학교의 학년도(學年度)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학기･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0조(학기)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5.8.]
제11조(수업일수)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1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5. 8.]
제12조(휴업일) ①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
서 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9.1.16.>
190

2020 전문대학 학사편람

제1장 학칙

Ⅱ

제2장 입학

제3장 학사

제4장 수업

제5장 학적

제6장 교원인사 제7장 안전관리

운영 방법

1. 학년도
○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되,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대
학이 달리 정할 수 있음
○ 졸업학년도의 경우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말일까지 졸업예정자 중, 2021년
2월에 졸업하는 학생은 2020학년도 전기졸업생, 2021년 8월에 졸업하는 학생은 2020학
년도 후기졸업생으로 함

2. 학기
○ 학기는 보통 2학기로 나누며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함. 다만,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대학이 달리 정할 수
있음
○ 다학기제, 유연학기제 운영 : 현행 2학기제는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수업이외의 기간이 길어
서 심화된 전공과정, 실습학기, 세부전공제, 연계성 있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2학기 이상의 학기 운영, 전공별･학년별･학위과정별 다른 학기 운영 등 새로운
학사운영제도 실시가 가능함.
○ 교원의 출장, 회의 등으로 발생한 수업결손은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함

3. 수업일수
○ 대학의 장은 학사일정을 수립할 때 공휴일, 개교기념일, 학교행사 등을 고려하여 1학점
당 실제 수업시간이 15시간 이상 확보되도록 편성하여야 하고, 수업시수가 부족하게 운영
될 경우 학사일정의 연장, 보강 등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시행
령 제11조2항에 정한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음
○ 교과별 수업일수는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에 지장이 없도록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 수업일수에 포함되는 사항 : 일반이론 및 실습강의, 실험실습, 산업체 현장실습 및 견학
(관련 교과), 평가(중간시험, 기말시험)
- 수업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 공휴일, 개교기념일, 수학여행, 졸업여행, MT, 축제,
체육행사 등 실질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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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의 출장, 회의 등으로 발생한 수업결손은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함

4. 휴업일
○ 휴업일은 법정공휴일, 일요일, 개교기념일 등 수업을 하지 않는 날을 말하며, 수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음
○ 학칙 제정시 방학기간을 휴업일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나 다학기제와 계절수업, 실습학기
가 운영되는 방학기간은 휴업일에 포함하지 말아야 할 것임
○ 대학의 장은 비상재해나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 임시휴업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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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및 감사 사례

1. 질의 응답 (Q&A)
체육대회, 축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학교 행사에 관해서는 보강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에 대해서 대학의 장이 수업대체 또는 수업연장으로 인정하였을 경우에도
보강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외부수업(산업체 현장방문 등)의 경우에도 수업으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학교행사(여행, MT, 축제, 체육행사 등)를 대학의 장이 수업대체 또는 수업연장으로 인정하더라도
수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업일수가 15주 미만이 되면 보강을 실시하여야 함. 따라서 휴일,
학교행사 등을 고려하여 15주 이상의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학사일정을 편성하여야 함.
산업체견학, 현장답사 등 외부수업은 관련 교과목의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음
고등교육법에서는 학년도 규정을 『제20조 (학년도등) ① 학교의 학년도(學年度)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2월에 입학식을 하고 싶으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별도의 보고절차는 없으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행함

수업일수(1/4선 등)를 산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학사일정을 수립할 때 학기개시일로부터 일자를 계산하여 1/4로 산정함

2. 감사 사례
○ ○○○대학은 학생을 학교버스로 수송하여 토요일 전일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점당 20분
~ 40분 수업하여 수업시간(1시간 기준 주간: 50분, 야간: 45분)을 미달하여 운영
○

○○대학에서 학사일정을 16주로 편성하였으나 학내소요 등 부득이한 사유로 14주만 수
업하고 학점을 인정한 사실이 있음

○ ○○대학에서 매학기 15주간의 수업을 계획하였으나 법정공휴일, 개교기념일, 학교행사로
인하여 ○요일에 배정된 ○○과목의 수업이 법정 수업일수에 미달한 13주간의 수업을 하였
는데도 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있음
○ ○○대학에서는 ○요일에 배정된 ○○과목을 ○○교수가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을 다녀왔음
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실시한 것으로 처리하고 보강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있음
○ ○○대학에서는 2013학년도 1학기부터 2015학년도 2학기까지 교원 7명이 40개 과목 총 78
시간의 결강수업에 대하여 보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초과강사료 합계 1,950천원 부당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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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수업과 수강신청

Ⅰ

관련 근거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2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4조, 제14조의 2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다양한 수업 방법으로 교육수요자의 교육기회 확대
▪급변하는 사회에 부응하고 졸업 후 바로 산업현장에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현장적응력 제고

■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 ①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방법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③ 학교는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습학기제(實習學期制)
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전문개정 2011. 7. 21.]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4조(학점당 이수시간)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
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 5. 28.>
② 학생의 출석 등 제1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5. 8.]
제14조의2(수업 등)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방법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에 관하여 학칙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수업 운영, 학사 관리, 교육 시설･설비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
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8.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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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방법

1. 수업
○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이는 최소기준이므로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실시하여
야함
○ 수업시간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되, 주간수업인 경우 1시간 당 50분 이상,
야간수업인 경우 1시간 당 45분 이상을 권장함
○ 학점당 15시간 이상의 이수시간은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며, 교과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학점당 1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으로 학점당 이수시간을 정할 수 있음
-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이므로 1학점 15시간 이상을 2개 학기
이상에 걸쳐 운영하고 학점을 부여할 수는 없음
○ 이론수업의 학점당 시수는 1학점당 1시수를 기준으로 하나 실습수업의 학점당 시수는 1학
점당 1시수 이상을 부과하여야 함(예, 실습시수 1학점당 1시간, 1.5시간, 2시간... n시간)
○ 계절수업･실습수업에 대하여는 학칙으로 정하며, 수강료･실습비 등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함
○ 출석부는 학생 개인별 학사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서류로서, 학업성적 평가시
출결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출결여부를 철저히 기록함은 물론 학칙이나 학사내규 등에
규정하여 일정기간 보존･관리하여야 하며, 매학기 종료 후 학사관리 부서에서 이를 합동관
리 하는 등 출석부 보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집중이수제 도입) 학점당 15시간 이상 강의가 이루어지면, 학습자와 교과목 특성 등 교육과
정 운영상 필요를 고려하여 학칙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교과별 수업일수’의 제한 없이 집중
수업 가능함
- 단, 교과목이 요구하는 학습량(예습･복습, 과제물 작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업일수
편성 및 운영하여야 함
○ (이동수업의 제한적 허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 신설(’17.5.8, 공포･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이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이동수업 관련 기준 마련함(2017.6, 교육부 대학학사
제도과)
- 기본원칙 : 국가대표 선수, 군인 등 직역이나 직장 위치 등 문제로 대학 통학이 어려운
특정직군 학습자의 학업 계속을 위한 경우에 제한적 허용하나, 주말이나 유연학기 등을
활용해 학습기회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대학 소재지에서 수업 실시가 원칙임
- 운영기준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대상 학위과정, 대상 학생, 시설･
설비, 교육과정 등)에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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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강 신청
○ 당해 학기의 등록을 필한 학생은 수강할 학기의 교육과정･강의시간표 및 대학의 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강신청을 함
※ 당해 학기 등록을 완료한 후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학칙에 명시되었지만 실제로는 등록 직전학기 말에
수강신청을 받는 대학이 대부분인데, 이는 규정을 개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임

○ 학기의 수강신청 학점의 최소와 최대범위를 학칙으로 정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15학점 이상 24학점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 복학생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육과정의 변경 등으로 수강이
불가할 경우 복학당시의 교육과정을 준용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 이때 이수한 교육과정
은 입학당시 교육과정으로 인정한다는 단서 조항을 학칙에 명시하여 근거를 마련해야 함
○ 복학생의 경우 교육과정상 학기변경 등으로 수강이 불가할 경우 주･야 교차 수강을 허용하
고, 폐강된 경우 대체과목을 선정하여 이수하도록 해야함
○ 수강신청 후 폐강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강신청의 정정을 허용하고, 정정 기한은
성적을 부여할 수 있는 출석일수 이내에서 정함
○ 학과장이나 지도교수는 수강신청 오류로 졸업학점이 미달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
도록 학생을 지도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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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사례

1.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의 수업방식
○ 강의 특성 및 강의실 환경을 고려하여 대면 수업, 비대면 수업, 온-오프라인 혼합수업
(Blended Learning 수업)을 병행하여 운영함
※ 교과목 별로 동일 시간에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을 모두 활용하는 방식 등도 가능

○ 학기 중 비대면･온라인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방학 기간 중 자동녹화강의실 구축, 미디어
스토리지 증설 등 온라인수업 인프라를 확충하여, 온라인 및 Blended Learning 수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함
○ 대학은 캠퍼스 내 코로나19 감염병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역지침을 지키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캠퍼스 체류시간과 인원을 가급적 줄이면서도 학생의 수업선택권을 확대하기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함
○ 제한적 대면수업 또는 혼합수업 등 강의실 수업 운영 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보건당국,
교육부 방역 지침* 준수 철저
*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대학학사제도과-6318, ’20. 4. 23.) 참고
※ 보건당국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개정 예정

2.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의 수업방식 사례
○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 관리단계(Phase1~Phase5)에 따른 확진자 수 등에 따라 수업방식
적용(중앙대 “5단계 학사 운영계획” 방안)
- 대면수업, 비대면수업 등 수업방식 고정 ‘필요없어’…상황 따라 수업방식 변경 가능
Phase

정부 관리단계

일일 확진자 수

비고

Phase1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100명~200명 이상

전면 비대면수업

Phase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50명~100명 미만

제한적 대면수업

10명~50명 미만

대면수업･비대면수업 병행

10명 미만

대면수업 확대

-

전면 대면수업

Phase3
Phase4
Phase5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일상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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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수업의 “뉴-노멀” 정립에 따른 수업방식 적용
- 학과의 특성 및 과목구분과 과목유형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수업방식 설정
원격 수업
과목구분

전공

과목유형

대면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실시간
쌍방향 수업

이론

30%이상

30%이하

40%이상

이론+실습

50%이상

20%이하

30%이상

실습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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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실습

실습기관 협의

교내실습

50%이상

20%이하

30%이상

이론

30%이상

30%이하

40%이상

실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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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실습 컨텐츠 활용

교과목 운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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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및 감사 사례

1. 질의 응답 (Q&A)
이론수업의 경우 3시간을 연강하여도 가능한가요?
대학의 장이 학칙 또는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계절수업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개설하고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 9~12학점 범위
안에서 학점을 개설할 수 있는지? 또한 계절수업 개설시 A+학점을 부여할 수 있을까요?
계절수업의 학점 및 성적부여는 학칙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운영 가능함

학기 중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단기간에 집중수업을 실시할 수 있나요?
대학에서는 학년도 전체 수업일수를 30주 이상으로 운영하되, 개별 교과별로 단기 집중강좌 개설이
가능함. 다만, 이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교과목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설해야 하며, 학점당 이수시간(15시간 이상)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운영 가능함. [대학 학사제도 개선 방안(2017.12.09.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유아교육과의 학기 중 교육실습으로 인한 다른 교과목의 수업 진행 방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수업시간표 편성 시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학점 당 이수시간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함

현장실습, 보육실습, 교육실습을 수업시수로 인정할 수 있나요?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시수로 인정할 수 있음

이론과목인데 2학점에 주당 3시간을 수업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이론수업 중에 약간의 실습이
포함되는데 실습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1학점에 주당 2시간을 편성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고
이론으로 2시간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론과목은 반드시 학점과 주당시수가
일치해야 하는지요?
학점 당 이수시간 이상 수업은 문제가 없으며, 이론과목이므로 실습과 이론의 시간 배정은 교육과정
편성 시에 정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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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이전에 야간반 학생이었으나 복학 시 야간반이 없어졌고 현재 취업상태로 당사자가 반드시
야간으로 수업을 듣고자 하는 경우 위탁생반으로 수강이 가능한지요?
산업체위탁교육은 산업체의 장과 대학의 장의 계약에 의해 위탁교육자를 특정학과의 교육과정을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일반과정 학생들의 산업체 위탁생반으로의 수강은 불가능함
복학생이 일반과정을 모두 수강하여도 졸업학점이 부족해서 위탁생반의 일부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산업체위탁교육은 산업체의 장과 대학의 장의 계약에 의해 위탁교육자를 특정학과의 교육과정을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일반과정 학생들의 산업체 위탁생반으로의 수강은 불가능함

산업체위탁반 학생이 회사 사정상 교대근무로 인하여 일부수업을 주간에 수강할 수 있는지요?
산업체위탁교육은 산업체의 장과 대학의 장의 계약에 의한 위탁교육자를 대상으로 특정학과의
교육과정을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위탁생반 학생들의 일반과정 수강은 불가능함.
다만, 별도학급 편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모집단위별(주･야간 구분)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혼합 편성이 가능함 (전문대학 산업체위탁교육 시행계획 참조)

이론 수업을 대학 캠퍼스가 아닌 외부에서 실시할 수 있나요?
고등교육법 제22조제1항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야간수업･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에 의한 현장실습형태의 수업은
외부시설을 일부 사용할 수 있음. 원칙적으로 대학설립인가를 받은 이외의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불법임.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대학설립인가를 받은 교사(교육기본시설)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이를 위반할 경우 고등교육법 제62조에 의거 그 시설에 대한 폐쇄를 명할 수 있음
휴업으로 인한 보강의 경우, 보강일을 따로 정하지 않고 해당 수업일에 강의시간을 연장하여
강의하고 보강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보강에 관한 수업시간을 별도로 지정한 후에 보강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

14주차나 보강 주에 교수 병가로 인해 보강을 할 수 없는 경우 출석인정 가능한지요?
대체 강사를 지정하여 학점당 이수시간을 충족하여야 할 것임

각 대학마다 천차만별인 출석점수 산출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을 시수별 산출기준표가 있는지요?
학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출기준표를 마련하여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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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산업체)견학, 현장답사 등 외부수업은 관련교과목의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는데, 학과신청서류로 반드시 관리해야할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강의계획서 상 견학, 답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실시 공문,
견학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함

1학년 1학기부터 타 학과에 개설된 교과목의 수강신청이 가능 할까요?
타 학과 교과목의 수강신청 여부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능함. 다만, 학칙 또는 시행세칙에 입학한
학과의 교육과정 최소이수 범위 및 인접선택 교과목 범위 등을 정하여 시행

주･야간 수강 변경이 가능한가요?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강 변경은 가능함

학생이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수강신청에 대한 학생 지도는 학기 개시 전에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업일수 경과 전에 수강 신청 절차가 마무리 되어야 할 것임. 또한, 수강신청이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학과 및 행정부서에서는 수강신청 정정기간 안내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할 것임
수업료납부 연기신청으로 등록금의 일부 금액을 분할 납부하고 잔여금액에 대하여 그 기한을
연기하였으나 납부마감일까지 등록을 필하지 않았을 경우 미등록 제적처리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분할 납부한 등록금의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의거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여야 함
기 등록한 자(등록금 납부자)의 자퇴시 휴･복학 관련하여 수업일수에 대한 등록금 반환 기준은
무엇이 있나요?
예1) 학기 중 휴학(학기 개시 후 41일)한 후 복학하여 자퇴(학기 개시 후 10일)한 경우
예2) 학기 중 휴학(학기 개시 후 41일)한 후 휴학을 연장하다 자퇴한 경우
예3) 학기 개시 전 휴학하여 자퇴한 경우
등록금 반환 수업일수는 재학상태일때를 기준하며, 휴학상태일때는 수업일수를 산정할 수 없음.
예1) 복학생은 등록금 납부 학기와 상관없이 자퇴 학기 기준(10일)으로 계산하여 반환함.
예2) 계속 휴학 중 자퇴하였다면, 휴학한 학기 기준(41일)으로 계산하여 반환함.
예3) 학기 개시전 휴학하여 자퇴한 자는 수업일수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전액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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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중간/기말고사)의 수업시간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학점당 실제 수업시간이 15시간 이상 확보되도록 편성하여야 하므로, 성적평가(중간/기말고사)시간에
비례하여 수업인정 가능하며,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수업을 진행하거나 휴보강처리하여야 함.
예) A교과목(2학점 2시수) : 성적평가(중간고사)를 1시간 시험을 친 경우 1시간 인정되며, 1시간
보강하여야 함
B교과목(1학점 2시수) : 실습교과목으로 성적평가(기말고사)를 2시간 시험을 진행한 경우
2시간 인정

실험･실습･실기 교과목의 유형 구분 및 정의를 명확히 설정해 주세요
교육학에서 제시하는 실험･실습･실기 유형 구분 및 정의는 아래와 같음
- 실험 : 이론이나 연구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위해 실험, 관찰･체험, 모의상황 등을 통해 학습자가
실제로 직접 경험하는 학습 활동
- 실습 : 어떤 기능이나 기술적인 측면에 대하여 설정된 일정한 수준에까지 숙달을 통하여 도달할
수 있도록 그 일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습관을 갖게 하는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육체적, 정신적 학습 활동
- 실기 : 사전적 의미로서 “실제의 기능이나 기술” 또는 “실지의 기술”을 의미하며, 교육현장에서
실기교육은 실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작업과 실험 및 실습을 통해 전문분야에
필요한 기능과 기술을 길러주고 거기에 필요한 바람직한 태도를 지니게 하는 일련의
교육(박재환 외(1995), 실기교육방법론)

2. 감사 사례
○ ○○대학은 학칙으로 정한 출석하여야 할 총시수의 4분의 1이상 결석한 193명의 학생에게
“F”로 성적처리하지 아니하고 “A~D”로 성적을 부여
○ ○○대학교에서 과목 담당교수가 출석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경우에도 기록이 미흡
(수업일수와 출결사항 일부 미표시)한데도 출석부 제출을 안내하거나 독촉하는 등의 적극적
인 조치 없이 출석부를 관리
○ ○○대학은 학과차원에서 조교를 시켜 대리로 수강신청, 단 한 차례도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성적 부여(최소 1학기 최다 3학기)하고 허위 학적 유지에 부담을 느껴
2005년 2학기 중에 고령자 및 친인척 학생들의 학적을 자퇴･제적 등의 방법을 통해 전원
(총 51명, 2004 입학 23명, 2005 입학 28명) 정리
○ ○○대학은 ’05~’06년도 기간동안 수도권 등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대하여 실
제 강의를 하지 아니하고 월 1회 세미나 개최, 리포트 제출, 산업체근무를 출석으로 인정,
전화로 산업체 근무 사실 확인만으로 출석을 인정한 후, 아무런 평가없이 부당하게 학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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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 교수 등은 수업결손에 대한 보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강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보강을 실시하지 않은 교수에게 초과강의료를 과다 지급
※ 대부분의 대학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례임

○ ○○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 등 총 2명의 교수가 국내 출장명령을 받고서 동 기간
중에 무단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며, 행정학부 교수 ○○○ 등 44명의 교원이 학기 중에
국외 출장(여행)을 가면서 총장의 승인은 받았으나 휴･보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해외여
행 기간 중에 2~49시간의 수업을 실시하지 않음
○ ○○대학교 건축과 교수 ○○○ 등 43명은 축제, 선거, 졸업여행 등의 사유로 결강한 후
보강수업을 실시하지 않음
○ ○○대학에서는 학사내규에 의거 당해학기 종료 후 담당교수는 출석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시간강사가 사용한 출석부는 해당 학과장이 회수하여 보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OO
학과 7명은 수강학생 OOO명의 출결여부를 출석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OO학과 4명은
출석부를 분실 또는 임의로 폐기하였으며, 시간강사 OOO등 39명이 사용한 출석부를 해당
학과장이 회수하여 보관하지 아니하는 등 출석부 관리를 소홀이 한 사실이 있음
○ ○○대학교에서 2013학년도 1학기부터 2015학년도 1학기까지 교원 15명이 총 35개 과목
에 대해 강의계획서 미입력 한 사실이 있음
○ ○○대학교의 교원 3명이 결석한 학생 21명에 대해 출석점수를 최소 2점에서 최대 10점까
지 부여
○ ○○대학교는 같은 수업시간대에 중복수강 신청한 학생들에 대하여 양 과목을 동시에 수강
하여 성적을 획득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출석점검을 소홀히 하여 학점을 부여하거나 수업시
간을 임의로 변경
○ ○○대학의 ○○교수는 ○○학생의 수강신청 지도시 2과목의 강의시간이 중복됨에도 불구
하고 2과목을 모두 수강신청을 허용하여 학점을 취득한 사실이 있음
○ ○○대학교는 대학 규정에 의거하여 학사경고 기준 미만 성적을 취득한 학생 중 ‘비교과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차년도 수강신청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수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 차년도 수강신청을 제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대학에서 2012학년도 1학기에 A교과목을 졸업이수학점 부족을 이유로 동계계절학기
에 동일 과목을 다시 수강신청 했음에도 임의로 “A2교과목” 과목코드를 생성하여 서류상
별도 과목을 수강한 것처럼 처리하여 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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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교원의 교수시간

Ⅰ

관련 근거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조1)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수업권 보장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조(교원 등의 교수시간)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학교의 장과 강사는 제외한다)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1.>
②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강사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하
이 항에서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강사와 겸임교원등(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매주 6시간 이하를,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의 경우에는 매주 9시간 이하를
각각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사와 겸임교원등(겸임교원 및 초빙
교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매주 9시간을,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의 경우에는 매주 12시간을 각각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초빙교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9.
6. 11.>
[제목개정 2019.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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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방법

1. 전임교원
○ 교수의 시간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2. 겸임･초빙교원
○ 겸임･초빙교원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의 경우에는
매주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대학정보공시 교원확보율
에서는 9시간 이상 강의를 한 겸임･초빙교원을 1인으로 산정함)

3. 강사
○ 강사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주 9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칙으
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4. 기타 비전임교원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기타 비전임교원(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제외)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장이 특
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주 9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다르
게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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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질의 응답 및 감사 사례

1. 질의 응답 (Q&A)
겸임교원이 이론 수업을 담당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이론수업이라고 할지라도 겸임교원 제도의 도입 취지에 따라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
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담당해야 하며, 단순한 교양과목
등의 배정은 지양하여야 함

교수, 부교수, 강사, 겸･초빙교원, 기타 비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몇 시간 인가요?
(교수, 부교수, 조교수)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함
(강사)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주
9시간까지 가능
(겸임교원, 초빙교원) 매주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대학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12시간까지 가능
(강사･겸임교원･초빙교원･명예교수를 제외한 기타 비전임교원) 매주 6시간 이하 원칙, 대학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9시간까지 가능

강사 교수시간(주당 6시간 이하를 원칙)이 본교와 분교를 합하여 적용되는 것인지, 각각 적용
하나요?
본교와 분교의 임면권자가 동일하다면 강사는 본교와 분교를 합하여 주당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강의하여야 함

2. 감사 사례
○ ○○대학교 전임교원 28명이 적게는 주0.3시간에서 많게는 주7시간까지 책임시수에 미달
되게 수업을 담당한 사실이 있음(해당 교원 경고)
○ ○○대학교 전임교원 11명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2017학년도 2학기까지 미보강 28시
간에 대한 초과강의료 합계 840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해당 교원으로부터 초과강의
료 환수 조치)
○ ○○대학교 전임교원 18명이 적게는 주 1시간에서 많게는 주3시간까지 책임시수에 미달하
여 수업을 실시하고도 미달된 시간에 대한 초과강의료 합계 17,625,000원을 지급받은 사
실이 있음(해당 교원으로부터 초과강의료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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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코로나19 대응 전문대학 재택･대면수업 병행 방안

코로나19 대응 전문대학 재택･대면수업 병행 방안
(2020.4.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본 방안은 코로나19 진정 추세에 따라 정부의 대면수업 가능 발표를 가정하여, 전문대학이 대면수업과
재택수업 병행 검토 시 참고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예시”입니다.
구체적인 세부 방안은 대학의 여건과 실정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수립･운영하시기 바랍니다.

1. 대면수업 개시 대상 학과･과목 결정
※ 자체 감염예방 관리 지침을 수립하고 대학의 여건, 학과(교과목)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면수업 실시를
결정

□ (1안) 실험･실습(실기) 교과목 우선 실시
○ 지정 의무시간 이수가 필수적인 간호, 보건, 보육, 축산 등 자격･면허, 정부지원 인력양성
사업 관련 학과의 교과목을 우선적으로 고려
○ 재택수업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실기교과목(예･체능 등), 교내 시설, 장비, 라이선스 등을
활용해야 하는 전공 관련 실험･실습 교과목을 우선 고려
□ (2안) 실험･실습(실기) + 일부 이론 교과목 병행 실시
○ 실험･실습(실기) 교과목은 (1안)을 고려하여 우선 실시
○ 이론 교과목은 전공･교양 구분, 교강사 배정, 원격수업 진행경과, 평가 등의 여건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결정
□ (3안) 대면수업 전면적 실시
○ 코로나19 종식 또는 정부의 대면수업 전면 실시 가능 발표가 있을 경우 대학별 자체 판단으
로 결정
○ 교양 등의 대단위 대면방식 수업 실시는 신중히 고려

207

2. 학생만족도 제고를 위한 학습지원
※ 수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예시(아래)를 참고로, 장기간의 재택(온라인)수업을 보충할 학습지원 방안을 대학의
여건에 따라 모색

□ 학습효과 제고 지원
○ (집중수업) 코로나19로 인한 실험･실습 교과목의 실습시간 부족 등을 보충하기 위해 단기
간 동안 집중적으로 제공
- 주말 또는 하계방학 기간 등에 탄력적으로 프로그램을 추가 개설
※ 예) 「전공실습의 기초이해」 비교과방식 단기코스 운영

○ (공개강의, 특강 제공) 온라인 수업 주차 부분을 정리･보완
□ 보강 및 보충강의 지원
○ (보강)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휴･결강을 허가한 경우 반드시 보강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체계 유지
○ (보충강의) 방법 및 절차를 대학이 정하여 실시
※ 예) 실험･실습 등 교과목의 주 1회 추가 공개 보충강의 실시(학생 자율적 참여 유도)

○ (청강) 동일 교과목에 대해 차기 학기 청강 허용

3. 감염예방 관리
※ 대학별 자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매뉴얼)을 수립･운영하며, 대면수업 개시를 위한 사전점검을 통해 학생
안전에 유의

□ 대면수업 시 예방관리 중점사항
○ 대학 준비 절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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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수업 실시 전 준비사항 <예시>
교직원
업무 분장

▪ 방역 관련 업무(발열체크 등)를 분장하고 업무 관계자에게는 방역 물품을 제공
▪ 학생 및 교직원의 등교 전, 수업 중, 등교 후 수칙 등을 공지
▪ 출입자 발열체크 운영(안)
- 건물별 출입구 발열체크(건물 출입 시 확인을 통한 직접 통제)
- 대학 내 별도 지정 장소 발열체크(건물 출입 전 발열체크 선행 확인)

대학별
출입자 관리
(발열체크)

▪ 식별표식 운영
- 건물 및 집합시설 출입관리를 위한 미증상자 출입 가능 식별표식 부착 운영(위기단계 하향 시
까지)
- 대면수업 참석 및 교내 집합시설 출입 제한
▪ 식별표식 분실자
- 대학 내 발열체크 장소에서 다시 체온 확인 후 식별표식 재부착
※ 대학이 정한 식별표식 등을 이용하여 출입자를 관리할 경우 대학 구성원에게 철저한 사전안내

대학 구성원
공통 지침

▪
▪
▪
▪

수업 진행 및 근무 중 마스크 착용
구성원 주요 이동 동선 내 손 세정제 비치를 통한 접근성 확보(건물출입구, 강의실 입구 등)
밀접 토론 및 밀접실습은 부득이한 경우만 진행
수업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지속적인 학생지도

○ (수업 중) 교내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사항(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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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중) 교내 확진자 발생 시 조치사항(예시)

학생이 확진된 경우

∙ 불특정 확진자 다수 발생 시 대학 운영중지가 필요한 경우, 단기방학 또는 휴강
등을 고려
- 학사일정 조정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발생 시 일부 시설물 이용이 제한 된 경우, 관련 강좌는
재택수업 방식 등으로 진행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교원이 확진된 경우

∙ 학생과 감염과 동일하게 절차 적용
∙ 담당 교과목은 대체 교강사 긴급 투입 운영
※ 확진 교원의 접촉자 관리 및 학과운영, 수업운영 사항 등 구체적인 대응은 대학의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또는 지침에 따라 운영

※ 시설 이용제한 등의 구체적 범위는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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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감염예방 체크리스트
구분

방역
및
감염자
발생 대비

학사
운영

생활
지도

학생식당 등

안전
관리

복무

기숙사
운영

내용

확인

교내 소독(정기소독, 일상소독, 임시소독) 계획은 수립하였는가?

☐

교내 방역업체는 지정되어 있는가?

☐

체온계, 손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은 충분히 구비하였는가?

☐

의심 환자 격리를 위한 별도 공간(보건실제외)을 확보하였나?

☐

격리를 위한 별도 공간은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확보 하였나?

☐

학교 구성원에게 코로나19 확진(접촉)자, 유증상자 발생 시 대응수칙을 충분히 공지하였
는가?

☐

확진자 발생 시 시설 이용제한 범위 및 기간 등을 공지 하였는가?

☐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대면수업 대비 학교 계획 및 학사일정 등을 학교 구성원(학생,교직원, 겸임교원, 강사,
기타 대학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에게 안내하였는가?

☐

학생의 집단활동(대규모 강의, 대면식 팀 과제 및 팀 토론)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

자가격리 및 확진자에 대한 출석 인정, 휴학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

감염증 예방수칙과 개인위생관리 원칙을 준수하도록 학교 구성원(학생,교직원, 겸임교원,
강사, 기타 대학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에게 안내하였는가?

☐

교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였는가?

☐

수업중 자주 환기하고, 불필요한 이동을 자제하도록 안내하였는가?

☐

발열 체크가 가능한 장소를 충분히 공지하여 대학 구성원이 쉽게 이용 할 수 있는가?

☐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집단활동(동아리, 신입생 환영회 등)을 자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가?

☐

학생식당 관련 감염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 시간차 이용 계획수립, 간편식 제공, 가림막 설치 등

☐

학생이 자주 이용하는 행정부서, 학과사무실 등에 감염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는
가?(사회적 거리 확보를 위한 책상 배치, 가림막 설치 등

☐

체험학습, MT, 신입생 환영회 등은 조정 또는 취소 하였는가?

☐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외부인 통제를 실시하는가?

☐

코로나19 관련 학생 출석인정 등교기준과 교직원의 출근 처리 복무기준 및 대상자별 등교
(출근) 중지 기간을 충분히 공지하였는가?

☐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교직원의 경우에도 출석 인정 결석(출근)처리를 하고 있는가?

☐

현관 및 공동구역 등에 손소독제를 비치하였는가?

☐

체온계,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갖추고 있는가?

☐

입소 중

입소 시 발열 검사를 실시하였는가?

☐

입소 후

사안 발생 시 매뉴얼을 학교 구성원들이 숙지하고 하고 있는가?

☐

입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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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원격수업

Ⅰ

관련 근거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2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4조의2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일반대학이 원격수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소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원격수업의 질 관리
및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유도

■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 ①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방법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③ 학교는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습학기제(實習學期制)
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전문개정 2011. 7. 21.]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4조의2(수업 등)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방법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에 관하여 학칙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수업 운영, 학사 관리, 교육 시설･설비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
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8.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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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준

1. 원격수업의 개념
○ 원격수업이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를
의미함
※ 원격수업은 수업의 공간적 특성 및 시간적 특성을 기준으로 동시적 원격수업 및 비동시적 원격수업으로
구분 가능함

○ 원격수업 교과목이란, 중간-기말 고사 등 평가 활동을 제외한 교수-학습 활동의 70% 이상
이 원격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과목을 의미함
-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이 혼합되어 있는 수업의 경우에도 원격수업의 비중이 전체 수업(평
가 활동 제외) 시수의 70% 이상이면 원격수업 교과목으로 인정

2. 원격수업 기준의 적용 범위 등
○ 「본 기준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대학 중 제5호*의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에
한해서 적용함
*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 본 기준은 학생의 소속대학에서 수강하는 원격수업 뿐만 아니라, 국내외 다른 대학과의
①학생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한 학점 교류 ②공동･복수학위 등 교육과정 공동운영 ③외국
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시 활용하는 원격수업에도 적용함
○ 본 기준은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다른 지침 등에서 원격
수업 운영과 관련하여 이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
적용 가능함
○ 원격수업으로 운영 가능한 교과목은 원칙적으로 교양과목, 전공과목 모두 해당
- 단, 실험･실습 등 교과목의 특성상 원격수업 운영이 어려운 강좌에 대해서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수업 운영 제한 가능
○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활성화 및 질 제고를 위해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정(’20.9월)
- 훈령은 제정 시부터 시행하되, 대학의 학칙 개정 등 준비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
여 ’21년 2월까지 적용을 유예
※ 다만, 훈령 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학칙 개정을 2학기 중 완비한 대학은 대학 자체 방침 및 제정 학칙에
따른 원격수업 운영 가능
213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안) 주요 내용
○ 모든 학위과정에 대해 원격수업 교과목 학점 수 개설 제한 비율 폐지 및 학칙에 따라 자율로 결정
○ 학위취득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원격수업을 통해 이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범위를 대학 자율로
결정
※ 예외적으로 ①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한 온라인 학사･석사 과정, ② 대학 자체 또는
국내 대학 간, 국내･외 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한 온라인 석사학위는 교육부 심사를 통해
운영 허용
○ 개별대학의 원격교육 체제 및 운영 등 주요사항을 결정･관리 하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 구성･운영 (학
생 필수 참여)
○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지원 및 교직원 역량 제고를 지원하는 ‘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교수학습센
터 등 학내 기 설치된 유사 조직 기능 확장을 통한 운영 가능)
○ 학기별 2회 이상 학생 강의 평가 실시
○ 외부 콘텐츠 사용에 대한 자체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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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방법

1. 원격수업 이수 시간 및 수업 시간
○ 「원격수업 교과의 이수 단위는 일반적인 대면수업과 동일하게 평점 및 학점제를 기본으
로 함
○ 원격수업의 학점 당 이수 시간은 교과목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교가 자율로 정할 수 있으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정함
- 원격수업의 강의 콘텐츠는 1차시 당 콘텐츠 진행(재생) 시간이 25분 이상(1학점 기준)이
되도록 제작
※ 토론, 프로젝트 기반 원격수업 등은 강의 콘텐츠의 순수 재생시간이 25분 이하로 제작 가능

- 콘텐츠 진행 시간을 포함한 1차시 총 학습 시간은 50분 이상이 되도록 구성
※ 원격수업의 학습 시간 및 이수 시간은 콘텐츠 재생 시간, 질의･응답 및 온라인 토론 시간 등을 종합한 개념임

2. 출석 관리
○ 원격수업의 출석 인정 기준 및 결석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강의실 수업에 준하여 학칙으로
정해야 하고, 대리출석을 차단하는 시스템* 장치 반드시 마련하여야 함
* (예) 홍채 인식, 지문 인식, SMS 인증, PKI 인증시스템 등

○ 출석･결석 처리가 자동화 될 수 있도록 학사운영 플랫폼 또는 학습관리 시스템 등 구비하여
야 함
- 출석 관리 기록은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동안
학사운영 플랫폼 등에 보존함

3. 학내 원격수업 관리체계 구축･운영
○ 각 대학의 원격교육 체제 및 운영 등 주요사항을 결정･관리하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 대학 원격교육 계획 등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 신규 원격수업 강좌 품질관리, 3년 이상 경과 콘텐츠에 대한
사용 여부 등 결정

- 위원은 교직원, 학생, 전문가 등으로 임명(위촉)하되 학생이 필수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지원, 교직원의 원격교육 역량 제고 및 원격수업 우수사례 공유 확산
등을 위한 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 대학에 旣 설치된 교수학습센터 등 유사 조직의 기능 확장 등을 통해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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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수업에 대한 학생 강의 평가를 학기 중 2회 이상 실시하고, 학기 종료 후 평가 결과
공개 및 활용을 통해 원격수업 개선
※ 평가 실시 시기 및 방법 등은 대학 여건과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 타 대학 제작 영상 및 타 플랫폼 탑재 영상 등 외부콘텐츠 사용에 대한 대학자체 인정 기준
마련

【참고】 대학 원격수업 역량 인증제
▪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질 관리를 위한 ‘대학 원격수업 역량 인증제’ 도입
※ 정책연구를 통해 인증 기관, 인증 방법 등 ‘대학 원격수업 역량 인증제’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후 대학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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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콘텐츠 관리

1. 수업 평가
○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학생의 성적 평가는 출석 평가를 원칙으로 함
-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정 시 원격수업의 평가방식을 “출석평가 원
칙”에서 “대학 자율 결정”으로 변경 예정임
○ 수업 평가 관리 관련 기록은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사운영 플랫폼 등에 보존함

2. 콘텐츠 질 관리
○ 원격수업의 콘텐츠는 각 대학이 신규로 직접 제작하거나 보유 중인 콘텐츠, 외부 수주에
의한 제작 및 타 학교가 제작하여 보유 중인 콘텐츠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함
○ 대학의 장은 원격수업 콘텐츠의 질 관리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가칭)
원격수업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 구성･운영 필요함
○ 제작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콘텐츠는 위원회에서 콘텐츠 유지 또는 수정 여부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위원회에서 콘텐츠 유지, 수정 및 보완, 폐기 및 재제작 등 평가 결과를 제시한 경우
대학의 장은 평가 결과를 수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3. 시설 및 설비
○ 원격대학이 아닌 대학에서 원격수업을 활용하는 경우 양질의 원격교육 콘텐츠를 안정적인
환경에서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 수준의 서버･소프트웨어･네트워크･정보보호시스템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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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1. 적용 제외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는 대학의 강좌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공유하는 것으로
서 본 기준에서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학(원)의 원격수업과는 구분되는 바, K-MOOC
플랫폼에 개설되는 강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기준이 아닌 “K-MOOC 강좌 개발･운영
가이드라인”을 따름
○ 본 기준 마련 이전에 특정한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교육부와의 협약, 교육부의 승인 등을
바탕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는 본 기준 중 “교과목 구성”, “이수 가능 학점” 기준 적용
제외함
* 국방부의 e-MU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
* 추후 적용 제외 사항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학학사제도과와 협의 필요

2. 원격수업 운영 점검 및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등
○ (운영 점검) 본 기준에 따른 원격수업 운영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통해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적정 운영 유도
- 대학(산업대, 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 대학원별로 매년 4월 점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점검 대상, 시기 등은 대학 수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안내
○ (제재 대상) 대학(원)에서 원격수업 운영 시 본 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제재 내용) 고등교육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근거하여 시정･변경
명령
- 정해진 기간 내 시정 명령 등 불이행 시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해당대학에 대한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처분 부과

3. 학생지원 및 소통
○ 대학에서 실시하는 원격수업과 관련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 마련･운영
※ 전문속기사 배치, 재학생 도우미 매칭, 원격수업 시 자막 프로그램 지원 등

○ 감염증 등으로 인해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재학생(유학생 포함)에게 원격수업 제공
등 수업권 보장을 위한 노력 추진
- 유학생에 대해 각 대학별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확보된 원격수업 노하우를 활용하여
자국 내 원격수업 적극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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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및 감사 사례

1. 질의 응답 (Q&A)
원격수업과 교실수업을 병행하는 경우도 원격수업에 포함되나요?
원격수업의 비중이 전체 수업(평가 활동 제외) 시수의 70% 이상이면 원격수업 교과목으로
인정됩니다.

2. 감사 사례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
라 설립기준과 시설을 확보하고, 동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설립
인가된 전문대학으로 사이버대학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출석수업을 하여야 함에도, 신
입생 충원률을 높여 교비를 확대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대학설립･운영규
정」에 따른 설립취지와 다르게, 모든 수업을 원격으로 가능함을 홍보하여 재학생의 3분의2
이상을 출석수업이 사실상 어려운 서울, 경기도 등 원거리에 거주하는 학생들로 충원하고,
실제로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시설을 활용한 출석수업을 하지 않고, 대부분의 수업을 원격으
로만 실시함으로써 사실상 사이버대학(또는 불법학습장)을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되는 편법적인 학사운영을 한 사실이 있음

○ 원격수업의 자세한 해설 및 사례는 교육부 학사제도지원과에서 배포한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2020학년도 2학기 대학 학사운영 가이드 및 원격수업 우수사례 안내
(대학학사제도과-10585(2020.08.04.))
※ 붙임자료: “2020학년도 2학기 대학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및 “2020학년도 1학기 원격수업 우수
사례”
-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정(’2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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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원격수업 관련 전문대학 e러닝 운영계획(사례)

【원격수업 관련 전문대학 e러닝 운영계획(사례)】
1. 개 요
□ 추진목적
○ e러닝 활성화를 통한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수-학습 환경 조성 및 교육 기회의 확대
○ 대학 교양 교육과정의 체계적인 e러닝지원 및 질 관리
□ 개설과목
○ 전공
- 가상강의 운영 신청 과목(학적과)
- 활용형태 : 웹보조학습, 플립러닝*
- LMS는 교수 선택에 의해서 자율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전체 과목 개설
○ 교양
- 개설과목 : 교내강좌 및 학점교류 강좌
- 활용형태 : 100% e러닝
- LMS는 교수 선택에 의해서 자율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전체 과목 개설
○ 비교과 프로그램
- 전공기초능력 향상 프로그램(학부별 2개 강좌)
- 직업기초능력 향상 프로그램(NCS지원센터)
- Global Incubating 100(국제협력센터)
- 활용형태 : 100% 이러닝
*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이란 수업 내용을 온라인으로 먼저 학습한 뒤 진행하는 역진행 수업방식으로
두 가지 이상의 학습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블랜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혼합형 학습 : 컴퓨터나
디지털 기기를 매개로 서로 다른 방식의 학습 방식을 혼합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의 하나임
* 블랜디드 러닝의 가장 흔한 형태인 플립러닝은 온라인을 통해 선행학습 후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토론 또는 심화학습을 진행함으로써 수업은 새로운 내용을 배우기보다는 이미 온라인으로 학습한
내용을 연습 하거나 익히기 위한 시간으로 활용됨. 교사는 과제를 소화하지 못하거나 학습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을 돕고, 전통적인 수업보다는 학습자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점도 플립러닝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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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대상
과정구분

프로그램

수강대상

전공

전체 과목

본 대학 재학생

교양

전체 과목

본 대학 재학생

전공기초능력 향상 프로그램

본 대학 재학생

직업기초능력 향상 프로그램

본 대학 재학생

Global Incubating 100

국제협력센터 글로벌프로그램 참여 학생

과정구분

프로그램

수강기간

전공

전체 과목

매학기

교양

전체 과목

매학기

전공기초능력 향상 프로그램

동계방학

직업기초능력 향상 프로그램

매학기

Global Incubating 100

매학기

비교과

□ 운영기간

비교과

□ 운영방법
○ 교내강좌 : 대학 자체 운영(교무처, 교수학습지원센터)
○ 학점교류강좌 : 권역별 e러닝지원센터 위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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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러닝 운영 프로세스
□ e러닝 운영 단계 및 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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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러닝 운영 참여자 역할분담
구분

교수학습
지원센터

역할 분담
▪ 콘텐츠 개발, 관리 및 강좌 운영
▪ e러닝 교과목 수업관리
- 교과목 개설 및 학사일정 안내
- 교수자/학습자 정보관리 및 학습과정 점검, 출석관리, 기말 시험 관리
- e러닝 지원 만족도 평가 및 결과분석
- e러닝 간담회(운영 평가 및 개선사항 반영)
▪ 학습자의 원활한 e러닝 학습을 위한 지원 시스템 관리 및 유지
▪ 학습장애처리 및 시스템 불편사항 관리
▪ 교강사, e러닝 튜터 운영지원/교육지원

담당 교강사

▪ e러닝 학습내용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식을 제공하며, e러닝 학습자들과 현장경험을
공유하는 학습의 조언자 역할 수행
▪ e러닝 콘텐츠 개발 및 기획과정에 내용전문가로 참여하고, e러닝 강의 운영 전반을 책임지며,
학습 평가자의 역할 수행
▪ 학습의 안내자이자 도우미로서 동기유발과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활동을 담당하는 e러닝 퍼실리
테이터의 역할 수행
▪ 운영(학습) 전
- 강의계획서(평가방법) 등록 : 학사행정프로그램, 학습관리시스템(LMS)
- 공지사항 등록(인사말, 본인소개, 과정소개, 학습격려 멘트 등)
- 강의 콘텐츠 및 강의노트(pdf파일) 등록 확인
▪ 운영(학습) 중
- 강좌 Q&A : 수업내용 관련 질문에 대해 24시간 내 답변, 질문답변, 쪽지, 강좌공지 활용
- 퀴즈, 과제, 토론방 : 담당교수 재량으로 시기, 횟수 결정
- 학습독려 : 메일, 쪽지 활용, 학습부진자 독려
- 평가 : 중간평가(과제), 기말평가(off-line시험), 시험 최소 2주전 문제 출제

e러닝 튜터

▪ 운영(학습) 중
- 튜터소개 및 튜터링 안내
- 강좌 Q&A : 간단한 질문 답변 및 학습 Q&A 담당교수 전달
- 학습분위기 조성 및 학습법 안내
- 학습독려 : 메일, 쪽지 활용, 학습부진자 독려
- 장애학생 학습지원
- 월별 활동보고

교무과

▪ 학점교류강좌 과목 선정 및 교양교과 편성(교양교육과정위원회)

학적과

▪ 강좌 수강신청 및 학적관리
- SeLC 계정 등록 및 수강데이터 입력
- SeLC 성적 데이터를 본 대학 기준에 따라 재분류하여 성적 처리

3. 수업 운영
※ 일반교양 및 전공과목은 학칙 및 학사내규에 따르며, 비교과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별 세부 운영계획에 따른다.

□ 교양 e러닝 수업운영 기준
○ 교내강좌는 본 대학 학칙 및 e러닝 운영규정에 따르며, 학점교류강좌는 SeLC 학점 교류
운영지침 및 본 대학 학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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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내강좌

학점교류강좌

▪ 본 대학 재학생

▪ 본 대학 재학생

▪ LMS

▪ SeLC

▪ 최대 300명

▪ 최대 500명(본 대학 수강인원 30~70명)

폐강기준

▪ 50명 이하/강좌

▪ 100명 이하/강좌

수업일수

▪ 한 학기는 기말고사 포함 총 15주차로 운영
▪ 차시 당 강의시간은 동영상 강의 기준으로 1학점 당 25분 ± 5분

수강대상
학습사이트
수강인원제한

학점인점범위

출석
인정
기준

▪ 졸업학점의 최대 20%까지만 인정
- 2년제는 16학점, 3년제는 24학점

감점
기준

▪ 출석 : 각 주차별로 해당 주차 내(1주) 수강
▪ 지각 : 해당주의 강의를 다음주(2주차)까지 수강하는 경우(1점 감점)
▪ 결석 : 해당주의 수업을 다음주(2주차) 이내에 수강하지 못한 경우(2점 감점)

출석
인정

▪ 총 15주차로 진행되며, 각 주차의 모든 페이지를 수강하고, 제시된 학습 활동을 모두 수행해
야 함.
▪ 과제, 팀프로젝트, 토론, 퀴즈 등은 담당 교강사의 재량에 따라 부여하며, 자세한 일정 및 공지
는 해당 강의실 메인화면에서 안내 함.
▪ 출석인정시간 : 권장학습시간의 90% 이상 충족
▪ 미이수(F) 기준 : 출석인정 요건 미 충족 시 F처리(결석 4회 이상)
▪ 중간평가는 과제평가, 기말평가는 off-line ▪ 중간, 기말시험은 담당 교강사 재량에 따라
시험 평가(시험주간 토요일, 교내강의실)
on-line 또는 off-line 실시
▪ 과제, 퀴즈 등은 on-line 평가
▪ 과제, 퀴즈 등은 on-line 평가

성적평가

▪ 출석요건(전체 출석일수의 3/4 이상)을 충족시킨 자에 한해 성적부여
▪ 평가의 유형 : 퀴즈, 과제물, 토론, 시험(기말고사) 등
▪ 실시여부와 시기, 성적반영 비율은 담당 교･강사 재량에 의함.
(단, 평가유형 및 배점비율은 LMS 강의계획서에 사전 입력)

성적처리

▪ 각 평가항목별 점수입력 → 시스템에서 자동
▪ 오프라인 강좌 기준과 동일
점수합계 (“100점 환산점수”와 “전체석차”
▪ 각 평가항목별 점수입력 → 시스템에서 자동
부여)
점수합계 →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성적 최종
▪ 개인별 최종등급은 수강생 소속대학에서 해
입력
당 대학기준에 따라 부여

학사일정

▪ 본 대학 학사일정에 따름.

▪ SeLC 학사일정에 따름.

□ 출석인정 기간
○ 학점교류강좌는 SeLC 별도 공지에 따름.
○ 수강정정 기간을 고려하여 1~5주차는 동시 오픈 동시 마감.
○ 기말시험(15주차) 주차는 일괄 출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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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일정 관리
○ 수강신청
구분

교내강좌

e러닝 개설과목
안내
수강신청

학점교류강좌

▪ 강의계획서, 맛보기 강의 안내
▪ LMS 학습사이트 안내

▪ 강의계획서, 맛보기 강의 안내
▪ SeLC 학습사이트 안내

▪ 본 대학 수강신청 프로그램에서 수강
신청기간에 신청접수

▪ 본 대학 수강신청 프로그램에서 수강
정정기간에 신청접수

▪ LMS DB 업데이트를 통해 수강인원 등록(관 ▪ SeLC 홈페이지에 수강인원 등록
리자)
(본 대학 담당자)

신청 Data 등록
최종수강인원
확정

▪ 수강안내문 발송(LMS 관리자)

▪ 최종 수강인원 ID발급
▪ 수강안내문 발송(권역별 e러닝지원센터)

○ 중간/기말시험
- 시험문제는 담당 교･강사가 출제위원으로 최소 2주전 출제를 원칙으로 함.
- 실 당 40명 이내로 시험실을 배치하며, 오프라인 실시를 원칙으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함.
- 기말시험에 한하여 부득이한 사정(결시사유 인정기준)으로 정규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가시험을 실시함.
○ 강의평가 및 만족도
- e러닝 강의평가 시행 및 결과통보 등은 오프라인 과목과 동일하며 본 대학 강의 평가지침
에 따름.
- e러닝 지원 만족도 조사는 본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설문영역 : e러닝 콘텐츠 만족도, e러닝 수업 만족도, 개선요구사항 등)
- 결과분석 및 조치
∙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설문종료 후 2주 이내)
∙ e러닝 간담회를 통해 설문결과 분석 및 e러닝 개선 방안 수립
□ e러닝 튜터 운영
○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선발인원 : 200명 초과 대단위 교양수업 e러닝 과목당 1명
- 선발방법
∙ 지원자격 : 본 대학 재학생으로 선발분야 해당과목 A학점 이상 이수자를 원칙으로
함.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제외)
∙ 선

정 :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위원회(원격수업 관리 위원회)

- 장학금 지급 : 선발된 튜터에게 본 대학 교내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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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러닝 튜터의 주요활동
활동내용

수행주기

수행방법

학습안내

매주
월요일

- 오리엔테이션, 주차별 학습콘텐츠 오픈, 퀴즈, 과제, 토론, 시험
등 학습 안내
- 공지, 그룹메일 및 메세지 발송

튜터소개 및 튜터링 안내

학기 초

- 튜터소개, 튜터링 활동 및 일정에 대한 안내
- 공지, 그룹메일 및 메세지 발송

- 24시간 이내 답변 원칙
발생 시
- 난이도가 높은 질문 중 교과내용 관련 질문은 담당교수
(1일 1회 이상)
전달, 시스템 및 기술지원 관련 질문은 교수학습지원센터 전달

Q&A답변
학습 진행현황 파악
및 학습참여 독려

주 1회 이상

학습자 동기유발 및
학습분위기 조성

수시 모니터링

장애학생 학습지원

발생 시

- LMS에서 학생들의 학습 참여 현황 파악
- 미 참여 학생 학습독려(메일, 메시지 발송)
- 수강환영, 학기 초 학습독려(이메일)
- 장애학생 시험 및 과제 수행 보조, 학습지원

○ 활동보고서 제출
- e러닝 튜터는 활동내용 중심으로 매월 1회 활동보고서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제출시기 : 매월 25일
- 제출서류 : e러닝 튜터 활동 보고서
○ 교육
- 선발된 e러닝 튜터는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제시하는 소정의 교육 이수.
-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
튜터역할 및
시스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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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e러닝 튜터 마인드
- 튜터의 역할 숙지 및 활동보고서 작성
- LMS 기능 및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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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 일정
구분
과목개설 및 안내
콘텐츠 포팅

수강신청 및 등록

주요업무내용

추진일정

- 교내강좌(LMS)
- 학점교류강좌(SeLC)
- 수강안내 및 시범강의 페이지 개설

∙ 교무처
∙ 교수학습지원센터

8/16(화) ~

- 교내강좌 콘텐츠 LMS 포팅

∙ 교수학습지원센터

~ 8/19(금)

- 교내 수강 신청

∙ 교무처

- 교내 수강신청 정정
- LMS DB 업데이트

∙ 학적과
∙ 교수학습지원센터

- 학점교류강좌 수강신청 및 SeLC 홈페이지
∙ 교무처
등록
- 최종 수강인원 ID발급

e러닝 튜터 운영

담당

∙ 교무처

8/29(월)~8/31(수)
9/1(목)~9/2(금)
9/1(목)~9/2(금)
~ 9/6(화)

- 교내강좌 수강 등록(LMS DB업데이트)

∙ 교수학습지원센터

9월
매일 새벽 4시
자동동기화

- e러닝 튜터 선발

∙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 8/31(수)

- e러닝 튜터 교육

∙ 교수학습지원센터

9/9(금)

- e러닝 튜터 활동

∙ 교수학습지원센터

oo학년도 o학기

e러닝 담당 교강사
교육/안내

- e러닝 운영 및 LMS 사용자 교육 및 안내사
∙ 교수학습지원센터
항 전달

수강안내 메일발송

- 수강안내 메일, 문자메세지 발송

∙ 교수학습지원센터

9/5(월) 까지

학사일정관리

-

학습 진행 안내 / 독려
기말시험
강의평가
성적입력 및 열람...확정

∙ 교무처
∙ 교수학습지원센터

9월 ~ 12월

만족도 조사

- e러닝 지원 만족도 조사

∙ 교수학습지원센터

11월말 ~ 12월초

시스템 관리

- 시스템 점검 및 학습장애처리
- 네트워크 모니터링

∙ 교수학습지원센터
∙ 유지보수업체

년중

8/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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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러닝 만족도 및 요구조사

【e러닝 만족도 및 요구조사】
1. 목적
○ 본 대학의 e러닝지원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만족도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
여 효과적인 e러닝지원 정책의 개발 촉진 및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기초자
료로 활용하고자 함.
○ 교양 교과목 e러닝 콘텐츠 및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및 효과성 분석을 통한 교양
e러닝 질 관리

2. 조사 계획
○ 기간 : 매학기 종강 2주전 약 2주간
○ 대상 : e-Learning 온라인 콘텐츠 이용 재학생
○ 방법
- 온라인 설문사이트(Survey Monkey)를 이용한 자체 조사 및 통계 분석
- LMS 홈페이지 링크
- 교양 e러닝 수강생 SMS 문자발송(설문참여 URL)
○ 설문 내용
설문영역
e러닝 콘텐츠 만족도
e러닝 수업 만족도
기술지원 및 시스템 만족도
개선 요구사항

설문내용
- 교육내용
- 학습촉진

- 콘텐츠 설계
- 전반적인 만족도

- 학습촉진
- 전반적인 만족도

- 학습결과

- 기술지원

- 시스템 만족도

- e러닝 강좌, LMS(학습관리시스템) 개선 요구사항
- 기타 개선사항 자유기술

3. 설문조사 결과분석 및 조치
○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설문 종료 후 2주 이내)
○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조치계획 및 e러닝 강좌 개선 방안 마련
○ 새롭게 개편된 콘텐츠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를 향후 콘텐츠 개발 방안 수립 시 반영
○ 교양 교과목별 결과분석 자료 공유 및 개선 방안 논의(e러닝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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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무처,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양 e러닝 담당 강사, e러닝 튜터*
* e러닝 튜터란 온라인에서 학습촉진자로서 학습자 지원 활동과 해당 교과목에 대한 내용전문가로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전문 교수자를 지칭
* e러닝에서 튜터의 역할은 내용전문가, 학습 분위기 조성(문자, e메일 발송 등) 및 학습자 관리, 학사일정
안내 및 Q&A 관리, 참고자료 관리 등 전문화된 분야로 4년제 대학의 경우 동일전공 대학원생들을 대상으
로 튜터 선발 및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운영되고 있음.
* 대학원생 선발이 어려운 전문대학은 해당과목을 A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학생중 튜터를 선발하는 등의
각 대학에 적합한 ‘e러닝 튜터’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e러닝 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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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러닝 만족도 및 요구조사 설문지(안)】
안녕하십니까?
○○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우리대학의 e러닝 콘텐츠 및 운영 만족도에 대한 의견 수렴을 목적으
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시스템의 품질향상 및 교육서비스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만 이용되며 개인정보는 절대 노출되지 않습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진솔한 평가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년

월

○○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장 드림

Ⅰ. 기본 정보
기본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 1~3)
학부

◯ 공학부

◯ 어문사회학부

◯ 디자인예술학부

학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전공심화과정

성별

◯ 남 ◯ 여

수강 구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 4. 이번 학기 LMS를 이용한 강좌 구분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교양

 전공

문항 5. 이번 학기에 수강한 교내 교양 e러닝 강좌 중 본 설문에 응답할 과목을 1과목만 선택해
주세요
◯ 글로벌비지니스
◯ 실용심리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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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쓰기
◯ 자기주도학습전략

2020 전문대학 학사편람

◯ 기업가정신
◯ 한국문화사

◯ 문학과 글

제1장 학칙

제2장 입학

제3장 학사

제4장 수업

제5장 학적

제6장 교원인사 제7장 안전관리

Ⅱ. 콘텐츠 만족도
다음은 e러닝 수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학습 콘텐츠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 6. 각 문항에 대하여 해당하는 부분에 표기(✔)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교육내용
1) 콘텐츠는 학습 목표와 관련한 학습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콘텐츠의 학습 분할 및 학습 난이도는 적절하다.
3) 교육내용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어 있다.
콘텐츠 설계
4) 콘텐츠의 화면 구성과 배치, 텍스트 및 그래픽의 색상, 크기, 배열은
적절하다.
5) 콘텐츠의 메뉴, 버튼 등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어 활용이 용이하다
학습촉진
6) 콘텐츠는 적절한 멀티미디어(동영상, 음성, 그림 등)를 제공하여 학습
흥미를 촉진하고 있다.
7) 콘텐츠는 학습 현황 및 진도 파악이 용이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8) 콘텐츠는 학습 보충 및 심화를 위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전반적인 만족도
9) 학습 콘텐츠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

Ⅲ. e러닝 수업 만족도
다음은 e러닝 수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 7. 각 문항에 대하여 해당하는 부분에 표기(✔)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보통
매우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이다
그렇다

학습촉진
1) 이러닝 수업은 학습에 대한 자발적 흥미와 학습 동기를 유발한다.
2) 이러닝 수업에서 상호 작용(이메일, 메시지, 전화상담, 면담 등)은 다양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3) 이러닝 수업에서 학습 목표 및 학습 내용와 관련된 토론 및 학습 과제는
적절히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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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보통
매우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이다
그렇다

문항
4) 이러닝 수업에서 제출한 과제에 대해 적절한 평가 및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다.
5) 이러닝 수업에서 튜터의 학습안내 및 학습촉진 활동은 학습 진행에 도움
이 되었다.
학습결과
6) 향후 이러닝 수업을 계속 수강할 용의가 있다.
7) 이러닝 수업은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
8) 이러닝 수업은 자율적인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전반적인 만족도
9)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e러닝 수업운영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

Ⅳ. 기술지원 및 시스템 만족도
다음은 기술지원 및 시스템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 8. LMS 사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어떻게 하십니까?(복수 응답 가능)









교수학습지원센터에 전화문의를 한다
E-Mail로 문의한다
Q&A게시판을 이용한다
혼자 알아서 해결한다
동료나 조교에게 도움을 청한다
문의하지 않고 그냥 사용을 포기한다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다
기타[

]

문항 9. LMS 관련 문의를 위해 교수학습지원센터에 연락(전화, E-Mail, Q&A게시판, 직접
방문) 하신 일이 있으십니까?(아니오 : 문항 15로 건너뛰기)
◯ 예

◯ 아니오

문항 10. 각 문항에 대하여 해당하는 부분에 표기(✔)해 주십시오.
문항
기술지원 만족도
1) 교수학습지원센터로 문의 했을 경우(전화, E-mail, Q&A게시판 등)지원 서
비스는 만족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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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아니다

아니 보통 그렇
다 이다 다

매우
그렇다

제1장 학칙

제2장 입학

제3장 학사

제4장 수업

제5장 학적

제6장 교원인사 제7장 안전관리

문항 11. 업그레이드 된 LMS의 사용 만족도에 대하여 항목별로 해당하는 부분에 표기(✔)해
주십시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문항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시스템 만족도
1) 시스템이 안정적이다
2) 화면 구성과 디자인이 일관성이 있고 직관적이다
3) 오프라인 수업 활동과 연계성이 높아졌다
4) 강의자료 활용 및 학습활동 참여 기능이 편리하다
5)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APP 기능이 편리하다
6) LMS 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7) 기타 의견

Ⅴ. 개선 요구 사항
다음은 e러닝 콘텐츠 및 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문항 12. e러닝 강좌에서 개선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강의콘텐츠
◯ 학습관리시스템(LMS)

◯ 튜터활동
◯ 기타

문항 13. 기능적인 측면에서 LMS에 보강되어야 할 항목이 있다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이트 디자인 개선
2. 다양한 학습활동 기능 보강
3. 모바일 앱 기능개선(온라인 출석부 등)
4. 사이트 및 시스템 안정성 확보
5. 개인정보 보안 및 저작권 보호 강화
6. 사용 매뉴얼 및 예시강좌 보강
7. 기타의견

문항 14.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본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콘텐츠, 학습관리시스템
및 이러닝 수업에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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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현장실습

Ⅰ

관련 근거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2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188호, 2019. 9. 17., 타법개정] 제13조
대학생현장실습운영규정 (교육부장관 고시 제2017-115호)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전문대학은 현장실습이 ‘학생의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수업’이라는 본질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현장실
습 내실화 및 산학협력교육 활성화 도모
■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 ①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방법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③ 학교는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습학기제(實習學期制)
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전문개정 2011. 7. 21.]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과 관련된 계획･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마다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
다)을 세우고 제14조에 따른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 관련 인력정책 및 기술정책 등의 추진방향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4. 산업교육의 다양화 및 질적 고도화
5. 산업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
“이하생략”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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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교육기관의 설립･경영
2. 산업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확충 및 정비
3. 산업교육에 필요한 현장 실습계획
“이하생략”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현장실습학점 등의 인정)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산업교육기관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의 4분의 1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에 따른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
결과를 산업교육기관의 학점･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 결과를 학점･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학칙에 현장실습학기 또는 실습기간 및 실습시간에 따른 학점･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를 정하여야 한다.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현장실습) ① 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 및 해당 직업교육훈련과정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 재직 중인 사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3., 2018. 3. 27.>
제8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①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이하 “현장실습산업체”라 한다)는
직업교육훈련생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제9조(현장실습계약 등) ①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
야 한다. <개정 2016. 2. 3., 2017. 7. 26., 2018. 3. 27.>
“이하생략”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4조(현장실습의 이수기간 등) ①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현장실습의 이수기간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범위
에서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직업교육훈련기간 등을 고려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8. 2.>
제6조(현장실습계약의 체결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은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3조(학과 및 기본이수영역) ①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졸업이나 석사학위 취득을 요건으로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표시과목의 관련 학과와 그 기본이수영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중등학교
정교사(2급) 담당과목의 표시과목중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의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현장실습을 4주이상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1. 3. 16., 1994. 9. 26.,
1999. 1. 29., 2000. 1. 28., 2000. 6. 1., 2001. 1. 31., 2006. 4. 12., 2008. 3. 4.,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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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운영 원칙

1.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원칙
○ 대학생 현장실습은 ‘교육적 기능’이 우선적 담보 : 학생이 향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대학생 현장실습은 ‘학생의 실무 능력 함양’에 중점
○ 체계적인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이 가능한 현장실습기관 선정
○ 대학생 현장실습은 대학의 교육과정으로 ‘수업’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현장실습생의 선발배치-교육-평가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되어야 함
○ 학생 전공과 관련된 현장실습기관 현장에서 운영 프로그램에 따른 수행 : 현장실습학생에게
현장실습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부과할 수 없음

2. 타 법령에 규정된 현장실습의 적용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별도의 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현장
실습은 해당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함
※ 단,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시행 기능사･미용사는 현장실습이 자격 취득 요건이 아니므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적용

○ 타 법령상의 현장실습도 상충되지 않는 한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
하도록 하고, 공시대상에도 포함함
※ 단, 타 법령상의 현장실습은 자격 취득을 위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바, 공시실적에는 포함하
되 구분하여 실적을 표시함

○ 대학생 현장실습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근거한 직업교육 영역의 현장실습을 포함함
- 직업교육 영역의 현장실습이란, 관련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해 해당 법령 및 제도 등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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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고등교육 영역과 직업교육 영역의 현장실습 비교
구분
근거법

고등교육 영역의 현장실습
∙ 고등교육법

직업교육 영역의 현장실습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성격

∙ 제22조 현장실습수업, 실습학기제 단서에 따 ∙ 제7조 직업 교육훈련과정 이수 중 산업체에서
른 교육과정
의 현장실습 의무 이수

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산업재해 보상
적용 여부

∙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에 따라 산재 적용
∙ 학교별 선택적 보험 가입
∙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
∙ 실습학기제의 경우, 학교에서 별도의 상해보험
위(노동부고시 제1998-10호) ‘직업교육훈련
가입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을 이수
하고 있는 자

현장실습 운영
방법

∙ 근거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고시 ∙ 근거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및 고용노
제2017-115호)
동부 고시(제2012-98호)
∙ 실습학기제의 경우, 학교-기업-학생 3자간 현 ∙ 학교-기업-학생 3자간 현장실습표준협약(계
장실습 협약 체결 필수
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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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현장실습 구분

1. 현장실습(수업)과 실습학기제 구분
[그림 1] 수업, 현장실습수업, 실습학기제의 개념도

<표 2> 현장실습(수업)과 실습학기제 구분 및 운영기준
구분

현장실습(수업)

실습학기제

개념

∙ 수업의 전체 또는 일부를 산업체 현장에서 산학 ∙ 현장실습수업 중 학기 내 일정기간 이상 지속
협력과정으로 운영
운영

공통

∙ 모두 학교의 ‘수업’인 바, 현장실습 수업계획, 수강신청계획, 현장교육실습기관 교육 담당자 및 현장지
도계획, 지도(담당)교수 현장방문 지도계획, 평가방식･학점부여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해야 함.
∙ 현장실습운영비용은 원칙적으로 지급하되, 지급수준은 협의하여 결정

학점

∙ 개별수업의 일부로 운영 시 본 교과목 이수학점
∙ ‘현장실습’으로 학점 부여
에 포함

운영
시간

∙ 자율적으로 운영함.

∙ 1일 8시간 초과 금지 및 야간 실습 예외적 인정

협약

∙ 필수사항이 아님.

∙ 필수사항임
∙ 실습 운영 7일 전 학생, 학교, 산업체 간 협약
체결

공시

∙ 공시대상이 아님.

∙ 연속 4주 이상, 전일제 (1일 6시간 이상) 운영

학칙

∙ 필수사항이 아님.

∙ 대상 학년 및 학기, 시간당 부여 학점, 졸업필수과
목 여부, 최대 학점인정 수 등 학칙 규정 가능

학생 보호

∙ 필수사항이 아님.

∙ 산업체 수요조사, 실습생 사전교육, 상해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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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지원비

1. 현장실습지원비의 개념
○ 현장실습지원비(이하 실습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식비, 교통비, 여비 등을 포함
한 학생들의 교육지원비용이며,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실습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

2. 실습비 지급여부 결정
○ 실습비 지급여부, 금액(지급 시), 지급주체 등은 학생의 실습내용, 기여도 등을 대학과 실습
기관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 바람
① 산업체의 실습생 교육에 대한 부담과 학생의 현장실습 결과물의 가치를 비교형량하였을
때 산업체의 부담이 클 경우
※ (산업체의 실습생 교육에 대한 부담) - (학생의 현장실습 결과물의 가치) < 0
(산업체의 실습생 교육에 대한 부담) - (학생의 현장실습 결과물의 가치) ≥ 0

② 실습기관의 영세성, 실습기관장 또는 기관 담당자의 개인적･주관적인 사유는 실습비
미지급 사유가 될 수 없음

3. 실습비 관련 정보제공의 의무
○ 대학은 사전에 학생에게 실습기관의 실습비 지급여부, 지급규모, 지급주체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이후 실습수업 수강을 결정한 학생에게 실습비 지급일, 지급방법(계좌이체 등) 등 관련 정보
를 협약서 내용에 포함하거나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명시하여,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전달
하여 학생이 이를 인지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함
○ 학점이 부여되는 현장실습 운영실적은 모두 대학정보공시 및 대학산학협력활동 조사의 공
시대상임

4. 실질적 근로 여부 판단기준
○ ‘실질적 근로’ 여부는 업무내용과 성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학생 등이 ‘실질적 근로’라
고 주장하는 경우 1차적으로는 학교에서, 2차적으로는 각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최종적으
로는 사법부를 통해 ‘실질적 근로’ 여부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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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이 현장실습을 ‘실질적 근로’로 행한다고 할 때에는 ‘학생’이자 ‘근로자’로서의 지위도
함께 가지게 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작
성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하여야 함
○ 실습과정이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현장실습의 경우에도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현장실습의 수행기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함
○ 현장실습교육이 실질적 근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고용노동부의 「일경험 수련생의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음

실질적 근로 사례
직무교육 프로그램이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경험 수련생의 노
동력을 활용하는 경우
상시적 또는 특정시기에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업무 등에 근로자를 대체하여 일경험 수련생을 활용하는 경우
예 시

∙ 성수기에 필요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일경험 수련생을 사용하는 경우 (예: 스키장 등 계절사업장에서
겨울시즌에만 모집･활용)
∙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발생하여 아르바이트생을 대체하여 일경험 수련생에게 연장･야간근로를 사전
교육프로그램 없이 실시하는 경우(예: 연회장에서 예약 급증에 따라 일경험 수련생의 사전 동의 없이
상시적으로 연장근로 실시)
∙ 소속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줄이고 휴가 사용을 늘리기 위해 일경험 수련생을 채용하는 경우(예: 특정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세무･회계･법률･노무사무소 등에서 일경험 수련생 활용으로 소속 근로자의 야근 감소)
교육･훈련내용이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인 것이어서 처음부터 노동력의 활용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예 시

∙ 해당 직무능력 향상과 관련성이 낮은 업무에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일경험 수련생을 채용･활용하는 경우
(예: 청소전문 사업장이 아닌 일반사업장에서 일경험 수련생에게 청소업무만을 수행토록 하거나, 호텔
등 사업장에서 호텔경영학 전공자를 일경험 수련생으로 활용하면서 수련과정에 관계없는 주차관리업무
만을 수행토록 하는 경우 등)
∙ 비교적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일경험 수련생을 통해 일을 하는
경우(예: 학생 등이 전공과 관련성이 낮은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경험 수련생으로 일을 하고
학점을 이수)
※ 관련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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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조직

1. 현장실습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 현장실습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현장실습의 효율적인 운영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대학
내 총괄조직인 ‘현장실습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필요가 있음
※ 대학생 현장실습을 운영하지 않는 대학의 경우 센터 또는 전담조직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님

○ 학교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현장실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현장실
습 전담조직(팀, 계)’을 둘 수 있음

2. 현장실습지원센터 역할 및 조직구성
○ 현장실습지원센터는 현장실습 시행계획 수립, 관련 규정 제･개정 등 현장실습 시행 전반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조정･관리하며, 다음의 사항을 관장함
- 대학별 현장실습 운영 프로그램에 따라 ① 실습기관 발굴 및 선정, ② 실습기관의 수요조
사, 참여 신청 및 접수 관리, ③ 학생 참여 신청, 접수 관리, ④ 참여 학생 대상 현장실습
사전 교육, ⑤ 실습기관과의 업무 협의, ⑥ 현장실습 운영 자료 관리, ⑦ 현장실습 수행
점검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 ⑧ 그 밖의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지원 등에 대해
관장
○ 현장실습지원센터 내 조직은 예를 들어, 교과목 개발, 교육운영팀은 교과목 운영 등 체계적
인 운영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실무팀을 구성을 권장함
[그림 2] 대학내 현장실습 관련 조직들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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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실습거점센터 정의 및 기능
○ 현장실습거점센터(이하, 거점센터)는 대학과 기업 간 현장실습 수요 매칭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현장실습 원활화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는 기관임
○ 거점센터는 대학 또는 실습기관의 현장실습 수요를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대학생 현장실습
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함
- 대학의 현장실습 수요 조사 후 요청 시 실습기관 발굴
- On-off line을 통한 대학-기업 간 수요 매칭 및 연계 관리 지원 시스템 구축
- 현장실습 프로그램 컨설팅 및 사전교육 지원
- 현장실습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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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에서의 학생 보호조치

1. 현장실습 실습 시간
○ 현장실습은 실습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실습기관의 근로환경과 동일한 여건 하에서 실습하
는 것을 전제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
로 함
○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기관이 학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5시간
을 한도로 연장 가능함
○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할 수 없음. 다만, ‘교육목적’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실습생과 협의하여 야간에 운영할 수 있음

2. 현장실습 휴게 시간
○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날에 대한 휴일
이 보장되어야 함
○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는 학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는 기준으
로 운영하여야 함
○ 한편, 현장실습이 휴일에 이루어져야 하는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명확하게 인정되
는 경우 예외적으로 휴일에 현장실습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운영규정에서 정한 현장실습 수행 기준, 운영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휴일 현장실습의 객관적인 필요성에 대하여 대학이 소명하여야 하며,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휴일 현장실습에 대한 사전 동의가 필요함

3. 안전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실시
○ 실습기관과 학교는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함

4. 상해 보험 등 보호 조치
○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임
○ 산재보험 적용과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 개선 설명회 자료집
(2018.12)」의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관련 Q&A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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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실습학기제 운영

1. 실습학기제 운영 원칙
○ 실습학기제는 현장실습수업 중 학칙이 정하는 기간 이상 지속 운영하며, ‘현장실습’과목으
로 학점을 부여함
○ 실습학기제 운영 여부는 학교가 자체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시 및 재정지원실적
대상은 실습학기제(전일제(1일 6시간 이상)로 4주 연속 운영)로 한정함
○ 실습학기제의 대상 학년, 학점 부여 기준 등을 국가가 아닌, 학교에서 공통 기준을 ‘학칙’으
로 정하여, 학교에 자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함
○ 실습학기제는 반드시 학생-학교-산업체 간 문서로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사전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친 경우 ‘현장실습’으로 학점 부여가 가능함

2. 실습학기제 운영을 위한 학칙 제정
○ 대학에서는 실습학기제 운영을 위해 ① 실습학기제 시행 대상 학년 및 학기, ② 실습학기제
시간당 부여 학점, ③ 실습학기제의 졸업필수과목 여부, ④ 실습학기제 최대 학점인정, ⑤
기타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학칙으로 정해야 함

3. 실습학기제 교과목 운영
○ 실습학기제는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교과목으로 운영하여야 함
- 단, 학점이 부여되지는 않는 경우 졸업요건의 필수과목으로 P/F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4. 실습학기제 학점 인정 기준
○ 현장실습으로 인한 과다한 학점취득 및 전공 교육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 인정 학점
또는 참여횟수의 제한 기준을 대학별 규정에 의해 제한할 수 있음
○ 현장실습 중도포기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학생 관리 및 조처 마련이 요구됨
○ 학기제 현장실습 등의 장기현장실습 수행 학생이 부상, 실습기관 사유 등 부득이하게 중도
종료 또는 변경해야 하는 경우, 대학은 학점 이수 등에 관한 대안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여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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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예시_D대학의 현장실습 교과목 학점 인정 판단 기준
평가항목
출결

내 용
∙ 총 실습기간의 3/16 이상 무단 결근자는 학점 불인정
∙ 주간(월간) 실습목표를 설정하여 실습 후 실습생(본인평가)과 실습기관 담당자가 등급별

주별(월별)
평가표
종합
평가표
발표평가

평가를 실시

∙ 평가등급 : A(탁월), B(우수), C(보통), D(미흡), E(불량)
∙ 실습기간이 8주 이상일 경우 월별평가표로 대체
∙ 출석, 업무결과 발표력, 의욕 및 태도, 업무수행능력 등을 실습기관 담당자와 실습생이

등급별로 평가하며, 이를 근거로 실습기관과 전공학과에서 총평 및 종합등급 부여

∙ 평가기준 : 5점 만점 기준 매우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미흡(1)으로 평가
∙ 평가점수 : 30점 만점 18점 미만 FAIL

5. 실습학기제 성적 부여 기준
○ 현장실습 성적은 각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라 P/F 또는 범용적인 성적부여 기준(예: A, B,
C)을 사용할 수 있음

6. 실습학기제 운영 절차 및 방법
○ 자세한 실습학기제 운영 절차 및 방법은 『대학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참고(교육부
(2017.06), 대학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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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현장실습 운영 주의 사항

1. 현장실습 운영 전반에 대한 주의 사항
○ 현장실습 운영 목적을 명확히 설정 : 현장실습의 운영 목적 역시 해당분야의 전문 업무
수행 역량을 기르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하며, 교육적 기능이 결여되고, 노동력 활용
차원의 단순근로 행태의 현장실습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함
○ 협약서 작성 및 성실 이행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의하면 실습학기제 시행
전 기업(관) 대표-대학-현장실습생 간 협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협약서에는 학
기별 현장실습 운영 계획 수립과 실습지원비, 현장실습 상해보험 가입 등 참여 학생보호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습기관에서는 협약서의 작성은 물론 명시된
내용을 반드시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
○ 실습생의 권리･의무,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의하면 실습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성희롱예방교육을 반
드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이를 통해 실습도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직장 내 성희
롱 사건을 미연에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실습 시작 전에 실습생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함
○ 실습기관 현장 배치 후 운영 체계화 : 현장실습의 70% 이상은 실습기관 현장 배치 후 이루
어짐. 이때 실습 기관에서는 학생들을 지도할 전담자를 1명 이상 지정하고, 체계적인 현장
실습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는 것이 중요함. 예를 들어, 기업의 생산성에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업무와 관련된 간단한 프로젝트를 내어주고 지도･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실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 현장실습생의 선발, 배치, 평가 및 채용의 전 과정은 실습
기관과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필요함. 따라서 실습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견고히 하여 실습
진행에 무리가 없도록 운영할 필요 있음
○ (취업 연계형의 경우) 현장실습 평가 및 사후계획 수립 : 현장실습생의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현장실습 종료 후 취업으로 이어지는 취업 연계형의 경우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을 운영하기 전에 현장실습생들의 평가 및 채용계획을 명확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현장실습 도중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대처
○ 현장실습 매칭 후 참여 학생이 잠적 및 연락 두절된 경우
① 해당 실습기관에 연락 후 센터장 혹은 지도교수의 공식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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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가 참여 가능한 학생 모집 공고
③ 연락 두절 학생에 대해서 소속 학과(전공)에 문제 사항 전달
④ 추후, 참여 학생의 연락 두절 사유에 대한 면담 후,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배제
○ 현장실습 수행 중도에 실습기간 단축 된 경우
① 실습기간 단축 요청 학생 면담 및 실습기관 방문(인적 및 물적 환경 점검)
② 내부적으로 판단 후 실습기간 단축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습기관에 조정 여부
파악 및 변경 요청 허가(행정서식 적용)
○ 현장실습 참여 학생이 전공 관련된 실습 업무 혹은 본인 업무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및
중도포기를 요청한 경우
① 해당 실습기관 방문 후 참여 학생 실습 근무 내용 및 환경 파악
② 학생 면담
③ 학생과의 면담 내용을 토대로 실습기관에 학생 역량에 따른 업무 배정에 관한 제고를
요청
④ 업무 조정 후에도 중도포기를 희망하는 경우 실습기관에 양해를 구한 후, 학점 인정
불가 등 사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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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질의 응답 및 감사 사례

1. 질의 응답 (Q&A)
현장실습 매뉴얼에 현장실습의 학점당 이수시간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어 대학, 학과별로 해석이
다릅니다. '1학점에 2주 80시간', '2학점에 4주 160시간' 등으로 기준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교육법상 현장실습은 정규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수업의 한 방법으로 법상* 수업운영과 학점인정에
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단위학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학이 학칙 또는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운영 가능함
참고로, 실습학기제에 따른 현장실습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현장실습생의
동의하에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야간 실습 또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고등교육법상 학년도(3월 1일~익년 2월말), 학점 당 이수시간(15시간)을 제외한 학기,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수업방법 등은 학칙에 따라 운영토록 규정함

현장실습기관의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인데 명확한 산재보험 가입 요건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산재보험법 제123조 및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범위 고시」에 따라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 실습수업 등’의 범위는 고교 및 대학에서 시행하는 모든 현장실습이
포함되나, 학원 등 그 외 교육훈련기관에서 시행하는 현장실습은 포함되지 않으며, 업무 종사가
없는 단순견학,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 해외에서 진행되는 현장실습은
제외함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대학생 현장실습 제도 개선 설명회 자료집(2018.12)」의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관련 Q&A 참고 바람

2. 감사 사례
○ ○○○대학교는 규정에 따라 시험답안지를 포함한 성적평가 자료는 3년간 보존하되, 전임
교원 담당과목은 담당교수가 보관･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 등 교수는 ‘○○’ 교과목
성적평가자료(현장실습 종합보고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대학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9조에 따르면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현장실습산업체와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현장실습계약을 체결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장실습 시작 7일 전까지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
계약을 한 사실이 있음.
○ ○○○대학교는 대학 규정에 따라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학부(과)는 현장실습 지도를 위해
현장실습지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학과가 현장실습지도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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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현장실습 과목을 개설･운영한 사실이 있음
○ ｢교육부 현장실습 운영매뉴얼(2013~2017)｣에 따르면 대학(교원, 현장실습지원센터, 전담
부서 등)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실습기관 섭외 단계에 반드시 실습기관 방문･점검을 통하
여 실습환경 및 실습내용 등에 대한 안전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학
○○학과 현장실습 지도교수 ○○은 참여한 현장실습기관을 방문･지도점검 하지 않은 사실
이 있음.
○ ○○○대학교는 고등교육법 22조 및 대학 규정에 따라 현장실습기관은 전공교육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단순직종인 경우 부적격 기관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학과 학생
이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실시한 부동산중개 관련 실습을 전공교육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실습기관에서 실시한 현장실습을각각 전공학점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음
○ ○○대학교에서는 ○○학과 4학년 학생이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함에도 상해보험 등
에 가입하지 않는 등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을 함에도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대학교에서는 대학규정에 의거하여 계절학기 현장실습은 3학점을 부여하되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상시 고용인원 5인 이상) 에서 전공과 관련된 현장실무 이수를 목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업체에서 실시한 전공과 관련 없는 ‘프린트물 복사 등 단순
행사보조’ 관련 업무를 현장실습으로 인정하고 실습기관 선정 기준에 미달(상시 고용인원
5인 이하)하는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한 학생에게 전공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있음
○ ○○대학교에서는 현장실습을 시작하고 5일이 지난 뒤에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고, ○○
○ 등 현장실습학생에 대해서는 실습 시작일로부터 최소 1일부터 최대 25일이 지난 후에
학생실습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 ○○대학교에서는 학과 현장실습지원비 등으로 집행한 금액을 장학금 지급률 등 지표 개선
을 위해 학생복지장학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사실이 있음

대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자세한 해설 및 서식은 교육부 취업창업지원과에서 배포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교육부홈페이지-정책정보공표-대학(원)교육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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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학적
제1절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Ⅰ

관련 근거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48조, 제50조의3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의5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전문대학은 다양한 직무의 전문 직업기술 인력 양성을 위하여 2, 3년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간호과는
4년제로 학제 자율화가 시행되고 있음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문 직업 환경 및 다양한 산업인력 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한자에 대하여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 [고등교육법]

제48조 (수업연한) ①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학칙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1.7.21>
제50조의3 (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①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② 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학과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4년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6. 3. 2.>
⑤ 제4항의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7조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①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간호과･방사선과･임상병리과･물리치료과･치기공과･치위생과･작업치료과･어업과 및 기관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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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문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외의 과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2008.2.29. 2013.3.23〉
제57조의2 (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축할 수 있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의 4분의 1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2.12.11〉
제58조의5(의료인 양성과의 지정 등) ①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지정받으
려는 전문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영계획서를 다음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7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개설 학과
2.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
3. 교원･교사 확보 현황
4. 교육과정 운영계획
5.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② 법 제50조의3제2항에서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3과 같다.
※ 「의료법」 제2조제1항 :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③ 법 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는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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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운영 방법

○ 대학의 장이 다양한 수준의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당해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학과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토록 함
○ 3년제 학과 설치 기준
∙ 전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전임교원 확보율이 50%이상
∙ 자체 조정(전년도 3년제 학과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3년제 학과를 신설･통합하거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경우)후의 전임교원 확보율이 전년도 기준 이상
∙ 3년제 학과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 가능
∙ 2년제 학과를 3년제 학과로 개편 시에는 편제정원의 학생정원 증가 수 만큼 감축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
○ 3년제 학과 개편 시 유의사항1)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과는 3년제 유지
∙ 학교 특성화, 구조개혁 방향 설정에 필요하거나 지자체, 산업체등 수요자의 전문 인력 양성 요청이
있는 경우 3년제 학과로 전환 가능

1) 3년제 학과 개편으로 인하여 편제 완성년도까지 편제정원의 증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 요망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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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응답 (Q&A)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수업연한 :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을 마치는데 소요되는 최소기간(법령사항)
∙ 재학연한 : 학교에 입학하여 학적을 가지고 재학할 수 있는 최대기간
※ 1990년대 초반 이전까지는 학칙 준칙에 의거 재학연한을 수학연한의 1.5배로 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대학의 자율화와 평생교육 열린 학습사회 추진으로 재학연한은 학칙에 의거 자율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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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전과

Ⅰ

관련 근거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전과의 본 취지는 근거 법령에서 정한바, 대학 학칙에 의거 입학 후 적성과 희망에 따라 학부(과) 및
전공을 선택하여 교육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학등) ③ 대학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학년 이상인 학생
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
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
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 3. 26., 2008. 9. 18., 2017.
1. 17.>
⑤ 산업대학･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각종학교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 1. 13., 2008. 6. 5.>
※ 제28조제3항제1호 :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 제28조제3항제2호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가. 「의료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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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방법

○ 전과의 시기, 범위, 요건 등을 전과대상 모집단위간의 관련성 및 교과목 이수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
○ 유아교육 및 간호･보건계열의 경우는 자격증 관계규정 등을 참고하여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허용하되 정원의 운영에 유의하여야 함.
○ 산업체위탁교육생의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대학의 장이 정하는 학칙에 따라 운영할 수 있으나
산업체위탁교육은 교육 목적을 비롯하여 그 대상과 교육방법 등이 일반 학생들과 다른 특수성이 있으므
로 세부 시행사항은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음.

1. 운영 사례
가. 전과의 시기
○ A대학 : 2년제는 1학년 2학기, 3년제는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 개시 전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
○ B대학 :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에 한하여 1회 허가
○ C대학 : 재학 기간 중 제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허가.
다만, 3년제 학과에서 2년제 학과로의 전과는 1학년 2학기에 한하여 1회로 제한

나. 학점인정
○ A대학 : 전출학부(과)에서 기 취득한 학점을 전입학부(과)의 교양, 전공학점으로 인정
○ B대학 : 전입학부(과)의 개설 교과목 중 30학점이상을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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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및 감사 사례

1. 질의 응답 (Q&A)
3년제 학과 학생이 2년제 학과로 전과가 가능한가요?
3년제 학과에서 2년제 학과로의 전과는 대학이 정한 시기, 범위, 요건, 학점인정 등을 규정하여
시행할 경우 가능함.

3년제 학과가 복학시점에 폐과가 되었을 경우 2년제 학과로 전과가 가능한가요?
‘폐과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고 휴학 당시의 3년제 학과의 졸업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학생이 2년제 학과로 전과를 원할 경우 관련 전과 규정에 따라 가능함.
야간과정 학생이 복학을 했는데 자신이 속해 있던 학과가 통폐합으로 인하여 폐과 되었고 통합된
학과는 야간과정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폐과 야간과정에서 통합된 학과 주간과정으로 전과가
가능한가요?
폐과된 야간 휴학생의 복학은 ‘폐과에 따른 휴학자 처리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시행 가능함.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의 전과는 가능한가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전공’과 관련한 각종 요건(전문학사학위과정 전공의 관련성, 재직 분야의
전공 관련성)이 충족되어야만 입학이 허용되는 직무심화교육과정이므로, 동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전과는 불가능함. 단, 전공심화과정의 폐지로 인해 복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타 관련 전공심화과정으로의 전과가 가능함.

2. 감사 사례
○ △△대학교는 전과 처리 시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상에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현 학과 및 전과하고자 하는 학과의 승인만으
로 취득학점이 35학점 미만인 자 59명에 대하여 전과를 허용.
○ △△대학교는 전과 처리 시 학칙에 전과 및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서 하위규정으로
위임한 학사운영 4개 조항을 마련하지 않음.
○ △△대학교는 전과처리 업무를 관련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여야하나 입학직후 전과 부
당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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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휴학･복학

Ⅰ

관련 근거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3조의4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 [고등교육법]

제23조의4(휴학) 학교의 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학하게 한다.
1. 「병역법」 제73조의1항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
2.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
3.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
[본조신설 2016.3.2.]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 2014. 12. 16, 2018. 5. 28>
3. 입학, 재･편입학, 휴･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자퇴･제적･유급･수료･졸업 및 징계

259

Ⅱ

운영 방법

○ (휴학)
- 개념 : 군입대, 질병, 임신, 출산, 육아, 가사 등 학칙이 정한 소정의 사유로 대학의 장의 허가를 얻어
학적은 보유하되 재학(수업을 받지 않음)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유의사항
∙ 대학은 학기가 개시되기 전(학기가 시작된 이후 대학의 장이 따로 정하는 미등록 휴학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등록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5항)
○ (복학)
- 휴학한 자의 휴학 사유의 해소 또는 휴학기간의 만료로 정원에 관계없이 다시 등록하여 학업을 계속하는
것(복학은 결석허용 한계일까지 가능)을 말함.
- 휴학기간 종료 전 휴학 사유가 해소될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복학 가능함.
- 2년제 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복학 후 소속 학과가 3년제로 전환되었을 경우 학칙에 경과 규정 등을
두어 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유의사항
∙ 학기 개시일 이후 또는 복학 허용마감일 이후 전역하는 군 전역자의 경우 소속 부대장의 휴가 또는
수강 허가 등으로 사실상 복학 허용마감일 이전부터 출석이 가능하며 학칙에 규정된 학점 취득을 위한
최소 출석일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역예정증명서, 교육허가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확인 후
해당대학 학칙 등의 절차에 의거 복학이 가능함
∙ 일반휴학 중인 학생이 군복무 등으로 입대한 후 복무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복적을
희망할 경우 병적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 및 첨부 후 제적을 군입대 휴학으로 소급 적용하여
복적 허용
∙ 동일학기에 휴학원 제출 후 복학허용 마감일(결석허용 한계일)전 개인 사유에 의하여 휴학 취소를 원
할 경우 사유서 등을 징구한 후 이를 허용

1. 참고자료[사회복무요원 복학신청 시 복학 가능여부 확인 철저]
가. 관련 근거
○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 병역법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 병역법시행령 제65조의3(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1조제4항(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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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병무청 협조사항
○ 대학 등 복학신청용으로 제출받은 「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서」상의 연가기간(연가 시작일자
~ 연가 종료일자)을 반드시 확인
* 연가기간 미 기재시 해당 복부기관에서 재발급 받도록 조치

○ 연가기간과 복학 가능한 최종일자(수업일수 1/4선)를 확인하여 대학의 학칙에 따라 복학
가능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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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질의 응답 및 감사 사례

1. 질의 응답 (Q&A)
등록 후 일반휴학을 할 경우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휴학생은 등록금 반환이 불가능하나,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

질병 휴학의 경우 진단서를 첨부할 때 한의원 진단서도 가능한가요?
[사례] A대학 : 한방병원 진단서도 인정
B대학 : 종합병원의 진단서로만 가능
C대학 : 개인병원 이상의 진단서도 가능
[검토 의견] 질병으로 인하여 수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사회통념상 의료법에서 정한 진료기관에
의사가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 시 질병휴학이 가능토록 학칙으로
반드시 명시해야 함.
복무기간이 6개월 남은 휴학생으로 복학 기간 내에 복학이 불가능합니다. 군 제대 후에 복학을
하게 되면 1년 이상 공백이 생기는 데 복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군 복무 중 복학생인 경우 소속부대장의 휴가 또는 수강 허가 등으로 사실상 수업일수 1/4선 이전부터
출석이 가능하며, 학점취득을 위한 최소 출석일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역예정증명서,
교육허가증명서, 휴가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중 전문대학에 입학했는데, 산업체 특례병으로서 군 입대 휴학이 가능한지요?
산업체 특례병인 경우 일반 입학자에 준하여 군 입대 휴학으로 처리가 가능 함.
※ 관련 근거 : 병역법시행규칙 제48조 및 서식62호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편입 등
신청서(병역법시행규칙) 군 휴학 시 제출서류 : 휴학원서, 병적증명서,
산업체복무확인서, 재직증명서, 병역특례업체지정선정서(인터넷 조회 가능)

군 위탁교육생 및 산업체위탁교육생도 휴학이 가능한지요?
학사운영 전반적인 사항은 대학의 학칙에 따라 운영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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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군 휴학 후 복학 하고자 할 경우 야간 학과가 폐지되어 주간으로의
복학을 권유하였으나 직장 등의 사정으로 야간 학과로 전과하고자 희망합니다. 이때 동일계열
유사학과의 야간 학과가 개설되지 않았을 경우 다른 계열 또는 계열구분 없이 학생의 희망에 따라
전과가 가능한가요?
대학의 학칙, 전과 규정 등에 의하여 가능함.

수업년한(2년, 3년, 4년)에 상관없이 휴학기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나요? 또한 휴학기간을
재학연한의 2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재입학한 자가 재입학 이전에 이미 4년(2년제)을
사용했다면 더 이상 휴학을 할 수 없나요?
휴학기간은 통상 학칙에 재학연한의 제한이 없는 경우 별도로 휴학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그 판단 여부는 대학의 학칙 등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대학의 장이 결정하면 됨.
당초 군 입영 휴학원서를 제출하고 군 복무중인 학생이 장･단기 하사관을 지원하였을 경우,
의무복무기간 경과 후 학적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군 복무 중 복무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대학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그러나 별도의 통보가
없었더라도 군 복무 중 또는 전역 후 군 복무기간 연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는 경우
군 복무에 따른 휴학기간의 연장으로 인정 가능함. 단, 휴학기간 종료 후 복학에 대한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미복학 제적 처리한 경우에는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음.

6개월 휴학이 가능한가요?
대학의 학칙 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함.

폐과된 학과의 학생이 복학 시 교육과정이 유사한 학과로만 복학이 가능한 지? 아니면 학생이
복학할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지? 전과로 처리해야 되나요?
학과가 폐지된 경우 학칙에 복학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경과조치 이후 복학자는 대학 규정 의거하여 가능함.
3년제 학과의 수업연한이 2년제로 변경된 경우 종전 3년제 학과 휴학생들의 학적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개정06.06.13, 2009.4.8., 2014.4.4.)에 의거
3년제 학과가 다시 2년제 학과로 변경된 경우 3년제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학칙에 수업연한에 따른 경과조치를 명시하여 3년 수업연한을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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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예정자가 입학일 전에 군 입대를 해야 할 경우 학기 개시 일에 군입대로 인한 휴학처리가
가능한지요?
신입생 합격자로서 등록을 마치고 입학전에 군 입대하여야 한다면 가족이 병적증명서를 지참하여
대학 방문하여 군 입대 휴학으로 처리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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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자퇴･제적･학사경고･유급

Ⅰ

관련 근거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4조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자퇴･제적･학사경고･유급졸업요건을 대학 학칙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함

■ [고등교육법]

제4조(학칙) ① 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6. 1. 13, 2014. 12.16, 2018. 5.28)
3. 입학, 재･편입학, 휴･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자퇴･제적･유급･수료･졸업 및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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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퇴)
- 학생의 사정에 의해 학교 다니는 것을 스스로 포기원을 제출하고 그 포기원에 의해 학적을 상실하는
것임.
○ (제적)
- 학생의 자퇴원 없이 학교의 직권으로 학생 신분을 박탈시키는 것임.
∙ 학칙에 제적 요건과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규정 미 숙지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
∙ 미등록 제적의 경우 예상치 못한 사정 등으로 등록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정통신문
(미등록 제적 통보) 등을 통해 사전에 그 내용을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제적
조치토록 함.
※ 입학 시 신입생에 대한 학칙 및 휴학, 복학, 제적 등 학적 변동 사항과 그 절차 및 시기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고, 아울러 그 행정 처리에 있어서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반드시 연락을
통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함.
○ (학사경고)
- 성적평가결과 성적이 일정기준에 미달된 자로 기 기준은 대학의 학칙으로 정함
○ (유급)
- 재학 중 학칙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1개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재수학 하도록 하는
것임.
※ 수업연한 초과자 : 졸업학점 부족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졸업이 보류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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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및 감사 사례

1. 질의 응답 (Q&A)
유급 통보를 받았는데 점수가 나온 교과목은 성적으로 인정되는지요?
유급된 해당학년도의 취득성적은 무효가 되지만 대학의 학칙에서 인정기준을 정하여 인정 가능

미등록 제적 대상자가 등록을 연기하다가 학칙에서 정한 성적인정 수업일수를 초과한 경우 제적
처리하였습니다. 이 학생의 성적인정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 방법과, 특히, 졸업대상자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미등록 제적으로 성적 인정이 안 되며, 졸업 대상자도 마찬가지임.
※ 등록연기 기한을 학칙에서 정한 성적인정 수업일수까지 연장해 줄 경우 다툼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강일로부터 최대 4주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등록금 미납자에 대한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제적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학칙) 제1항 제3호에 의거 학칙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등록금 미납자에 대한 제적처리 방법은 학칙 등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
일반적으로 수업일수 4분의 1까지 미납한 경우 제적 처리 하고 있음.(미등록 제적 처리 시 사전에
그 내용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등록금 납부 연기 신청으로 등록금의 일부 금액을 분할 납부하고 잔여 금액에 대하여 그 기한을
연기하였으나 납부마감일까지 등록을 필하지 않았을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분할 납부한 등록금의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적변동 처리하여야 하며 제적 시 이미 납부한 분할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으나, 자퇴 시에는 등록금 반환 기준에 의하여 반환함.
다만,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7조 2항에 의거 제적자(자퇴 포함)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
미납액은 징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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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학사학위취득 유예

Ⅰ

관련 근거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3조의5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의2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고도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칙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고등교육법]

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① 학교(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각종 대학
정보공시 등에서 재학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4.17.]
[시행일:2019. 1. 1.] 제23조의5제3항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의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① 법 제23조의5에 따른 학사학위취득의 유예기간은 학칙으로 정한 재학연한
에서 해당 학생이 등록하여 재학한 기간을 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23조의5에 따른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한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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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졸업 및 수료

Ⅰ

관련 근거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50조

■ [고등교육법]

제50조(학위의 수여) ① 전문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전문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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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 대학이 정하는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칙이 정하는 졸업학점을 충족한 자에게 고등교육법 제50
조(학위의 수여) 제1항에 의거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함.
- 전공 및 학과의 다양화･특성화를 위하여 1995학년도부터 졸업기준학점을 법령에서 폐지하고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
※ 졸업기준학점 변천 과정(교육법시행령)
개정일시

4년제 대학

전문대학

1972.8.26

매학년 40학점

-

1974.8.14

160학점

1978.9.13

〃

비고

80학점, 2학년 초과는 학칙으로 정함

1981.2.20

140학점

〃

1995.2.28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좌동

- 대학에서는 졸업학점을 학칙에 명시하여야 함.
※ 학점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학별 학칙에 따라 후기졸업을 할 수 있음.

○ (수료)
-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으며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대학의 학칙에서 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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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및 감사 사례

1. 질의 응답 (Q&A)
재학 중 학생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 시 제적일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요?
제적일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등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대학별 학칙에 따라
사망일자 기준으로 반환할 수 있음.
휴학 후 복학하려고 하니 입학당시 학과가 변경 또는 폐과되었다면 졸업할 때 졸업학과를 어떤
학과로 해야 하나요?
예) 2012년 환경정보시스템과 입학
2013년 8월 군입대 휴학
2014년 환경정보시스템과 → 환경생명과로 학과명 변경
2015년 환경생명과 신입생 모집 없음(폐과)
2016년 2학년 2학기 환경생명과로 복학해야 하나 학과가 폐과됨
이때 다행히 유사학과가 있어서 유사과로 전과를 하면 전공학점이 모두 인정되어서 전과한 학과로
졸업이 되겠지만, 유사한 학과가 없는 경우에는 2학년 2학기 한 학기를 전과한 학과에서 배웠다고
해서 전과한 학과로 졸업장을 표기해서 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느 학과로
졸업학과를 표기 하는 것이 맞는지요?
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를 두고 전공 이수단위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학칙에 명시하여 시행하여야 함.

학제(학위)별 "전문학사학위(2년제/80학점, 3년제/120학점),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140학점)"을
졸업이수 학점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최소의 법적 졸업이수학점이 있는지? 또한 현행보다 낮추어서
학칙으로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나요?
전공 및 학과의 다양화･특성화를 위하여 1995학년도부터 졸업기준학점을 법령에서 폐지하고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전문대학 기초학습능력과 다양한 수준의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졸업학점을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또한 2017년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졸업학점(80,120,140학점)을 삭제하고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졸업예정자가 학칙에서 정한 성적인정 수업일수 이후 군 입대를 해야할 경우 군 휴학 처리 후에
학적이 휴학인 상태에서 졸업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휴학처리를 보류하고 재학인 상태에서
졸업사정을 해야 하나요?
휴학중인 자는 졸업사정 대상자가 아님. 성적인정일수 이후 군입대자는 대학 규정에 따라 중간시험
성적 및 기타 평가항목의 성적 등을 기준으로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하여 졸업사정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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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 사례
○ 전공 및 교양교과의 이수 기준학점 미 이수자 졸업 부당
- 학칙, 졸업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면 전공 및 교양교과의 이수 기준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졸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대학교는 학생 졸업사정시 △△학과
졸업예정자를 전공 및 교양교과의 이수 기준학점이 부족한데도 졸업시킴
○ 졸업작품 미 이수자 졸업 부당
- 졸업작품전시회를 개최하고 이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심사하여 학위를
수여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졸업논문 심사 위원이었던 △△△, △△△ 교수가 해당 학생
의 졸업 작품을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는 등 해당 졸업 작품을 심사하지 않았음에도,
서명을 위조하여 졸업 작품을 합격시키고 학위를 수여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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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학위의 종류와 수여

Ⅰ

관련 근거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50조, 제50조의3, 부칙 제9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제60조, 제61조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전문대학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전공 분야별로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함

■ [고등교육법]

제50조(학위의 수여) ① 전문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전문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50조의3(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①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6.3.2>
② 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학과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4년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6.3.2>
⑤ 제4항의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5.19]
[제목개정 2016.3.2]
부칙 <제5439호, 1997.12.13.>
제9조(전문학사학위 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방송통신대학의 전문대학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학위의 수여)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위를 수여할 때에는 학위증서를 발급해
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2. 18.]
제60조(전문학사학위의 종류)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의 종류는 학칙으로 정한다.
제61조(준용규정) 전문대학의 경우 학생의 전공이수, 입학전형자료,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제19조,
제35조, 제48조 및 제52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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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운영 방법

○ 학위의 종류는 학과별･계열별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학칙으로 정함
○ ’96학년도 이전 졸업자에게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전문학사학위 수여함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구 학교 등의 졸업자의 자격인정) 참고)
○ 학위등록폐지(’99.8.31)에 따른 학위수여자 명부, 개인별 심사자료 등 관련서류 등 학위등록신청업무를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함
※ 학위등록업무 폐지에 따른 학사업무 처리요령[전문 81410-22, 2000.1.12] 참조
- 보고자료, 학위수여자 명부, 판단 심사자료 등을 자체 비치하고, 학위증서를 다시 제작하여 활용 함(서식
별첨)
- 학위수여 후 개명 등으로 학위수여자 명부 등의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자체심사를 통해 수정하되 관련
증빙자료는 영구 보존함
- 일반대학으로 개편되어 폐지되는 전문대학은 개편되는 일반대학에서 학위등록에 관한 서류 등을 영구
보존 할 수 있도록 함
○ 3년제 학과인 경우는 학위증에 3년제 과정을 이수하였다는 근거를 명시하여야 함
(전문81210-1089, 2001.9.17)

나. 질의 응답
학과명칭 변경과 신설학과로 인하여 전문학사 학위명칭을 변경 및 신설하고자 할 경우 처리 절차는
무엇인가요?
전문학사 학위의 종류는 학칙에 정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변경사유 발생 시 학칙을
변경하여 시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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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학위증 참고 서식>
제 0000 호

학

위

증

성 명 ○ ○ ○
1900년 0월 0일생

위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50조(제50조의2)에 따라 ---------------------------- 0 0 0 전문학사(학사)학위를 수여함.

20

년 0월 0일

○○대학(교)총장 ○○○박사 ○ ○ ○

학위번호 : 00대학(교) - 0000 - 0000

※ 위 문구는 예시이며 학위수여의 근거 조항을 명시하는 것을 권장함. 삽입 또는 삭제는 대학 자율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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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졸업증명서 참고 서식>

OOO COLLEGE UNIVERSITY(영문대학명)
영문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CERTIFICATE OF GRADUATION

file Number :
Date :
Name in Full

:

SEX

:

Date of Birth

:

Department

:

Date of Admission

:

Date of Graduation

:

Degree Registration NO*

:

Degree

:

Bachelor’s degree in 영문학과명

This is to certify that all of the above is true.

(영문signature)
Presjdent

(압인)
(영문 총장명)

Dean of Academic Affairs
※ 유의사항
 *Degree Registration NO 작성 시 영문으로 작성
예) Daehan-2018(B)-0001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영문명 : bachelor’s course at junior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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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교원인사
제1절 개괄
Ⅰ. 교원의 구분
Ⅱ. 교원의 임무
Ⅲ. 교원인사 법령

278
278
280
282

제5절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Ⅰ. 임용

제6절 산학협력중점교수
Ⅰ. 임용

378
378

380
380

제2절 대학의 장(총장 또는 학장) 284
Ⅰ. 임용

284

제7절 외국인 교원
Ⅰ. 임용

제3절 전임교원

292
296
313

Ⅳ. 승진
Ⅴ. 전보
Ⅵ. 겸임

336
338
340

Ⅶ. 파견
Ⅷ. 강임
Ⅸ. 휴직

346
348
350

Ⅹ. 직위해제
Ⅺ. 면직 등

355
356

Ⅰ. 개요
Ⅱ. 신규채용
Ⅲ. 재임용

383

292

Ⅰ. 임용
Ⅱ. 신규 채용
Ⅲ. 재임용(재계약)

제4절 강사

383

370
370
373
375

제8절 교원 징계

394

Ⅰ. 징계 사유
Ⅱ. 징계 절차
Ⅲ. 관련 법령

394
399
408

제9절 기타

423

Ⅰ. 고등교육통계조사 등
연관 항목

423

Ⅱ. 교원노조법 해설
Ⅲ. 교원인사 관련 판례
Ⅳ.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례

433
435
446

Ⅴ. 감사 사례

459

제6장 교원인사
제1절 개괄

Ⅰ

교원의 구분

1. 구 분
총장
(또는 학장)

교원
전임교원
교수

법 제14조제1항

부교수
법 제14조제2항

조교수

겸임교원 등
강사
법 제14조제2항

겸임교원

초빙교원

기타교원

법제17조제1항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2. 1. 26.>
③~④ (생략)
제17조(겸임교원 등)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명예교수･겸임
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8. 12.
18.>
②~③ (생략)

2. 교원의 임용
○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하며, 대학별 학칙 및 자체규정 등에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반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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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 「교육공무원법」의 적용대상 및 임용의 정의(제2조)
- 교원 및 조교는 교육공무원
- 임용: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轉職),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 외국인 교원의 임용 근거(제10조의2)
○ 특정대학 출신자의 임용 제한, 심사위원의 임명･위촉 방법, 심사단계, 심사방법 등 규정(제11조의3)
○ 계약제 임용 등의 근거(제11조의4)
○ 대학의 장 및 교수 등의 임용 절차(제24조 및 제25조)
○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및 경력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별도 규정(제34조)
○ 교원의 명예퇴직･신분보장･당연퇴직･휴직･정년･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제36조･제43조･제43조의2･
제44조･제47조･제49조)

[사립학교법]
○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임용･복무에 관한 사항(제4장 제1절 제52조~제54조)
○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제4장 제2절 제56조~제60조의3)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제4장 제3절 제61조~제6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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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원의 임무

1. 교원 임무 관계 법령
[교육기본법]
제14조(교원)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②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
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교원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⑥ 교원의 임용･복무･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
한다.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
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2. 교원 임무 부여 방식
○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음
○ 교원의 임무범위를 3가지로 구분하고, 교원의 기본적인 임무인 “학생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다른 직무도 수행 할 수 있음
- 대학은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여 당해 대학의 교원이 ① 교육･지도, ②
학문연구, ③ 산학연협력 등의 업무를 각각 전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업무가 부여되는 것을 막고, 각각의 분야에서 보다 더 전문적으로 임무
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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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임무
∙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할 수 있어야 함
∙ ｢고등교육법｣ 제16조에 의한 교원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함

모든 교원

근무유형

제6장 교원인사 제7장 안전관리

A

① 교육･지도 + ② 학문연구 + ③ 산학연협력 동시 수행

B

① 교육･지도 + ② 학문연구 동시 수행

C

① 교육･지도 + ③ 산학연협력 동시 수행

D

② 학문연구 + ③ 산학연협력 동시 수행

E

① 교육･지도 전담

F

② 학문연구 전담

G

③ 산학연협력 전담

3. 교원 임무 관련 유의사항
○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의 교원의 임무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제14조에 의한 교원
즉,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연구를 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고, 기본적으로 교육･지
도･학문연구를 위한 일정한 교수자격기준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함
○ 산학협력 전담교원 등 각 전담교원은 기존 교원의 임무 및 역할을 다양화하는 취지로 이로
인해 국･공립대학의 교원정원을 추가로 배정하는 것은 아님
※ 전담교원은 교수 자격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특정 전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대학의 장이 전담 임무를 부여하는 것임

○ 대학과 교원은 임용 및 재임용 시, 당사자 간에 해당 전담임무만 수행하도록 계약할 수도
있고, 재임용 시에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계약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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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원인사 법령

1. 교원인사 관계 법령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 교육기본법
∙ 교육공무원법

∙ 교육공무원임용령
∙ 교육공무원징계령

∙ 사립학교법

∙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
규칙
∙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 사립학교법시행령

∙ 교원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 ∙ 교원소청에관한규정
특별법
∙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 ∙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
한특별법
한특별법시행령
∙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

∙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
규칙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임용령
∙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에관한규정시행규칙
∙ 공무원고충처리규정
∙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 공무원징계령
∙ 공무원보수규정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공무원여비규정
∙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 직무대리규정
∙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
에관한규정

∙ 고등교육법

∙ 고등교육법시행령
∙ 대학교원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 대학설립･운영규정
∙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

∙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명예교수규칙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 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 공무원연금법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지정 등에 관한 훈령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법시행령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
법률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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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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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학적

제6장 교원인사 제7장 안전관리

2. 교원인사 관련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교육
공무원법

고등
교육법

사립
학교법

내 용

비고(시행)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설립･경영하고 있는 전체 대학 교원 중 특정 성별
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함

2020.07.30.

∙ 현재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가 해당
교육공무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임
용권자가 해당 교육공무원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도록 함

2020.02.21

∙ 교육공무원에게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
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범죄로 인한 벌금
형이 당연퇴직사유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함

2018.12.18.

∙ 교원의 성폭력범죄 행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 행위,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2018.04.17

∙ 강사는 임용기준과 절차에 따라 임용기간, 임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계
약으로 임용하며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하고 방학기간 중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함

2019.08.01.

∙ 이사회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 또는 합산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함

2020.09.25.

∙ 사립학교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모든 징계사유에 대해 수사기관 등
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정직처분 시 보수의 전액을 감하도록 함

2020.02.21.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국･공립학교 교원에 비해 임의적이라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립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가 정해진 징계기준 및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도록 함

2019.10.17

∙ 교원의 임용권자는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원징계위원회에 해당 교원에 대한 해임 및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하고, 해임요구, 징계의결요구,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2019.03.19

∙ 사립학교 교원의 성폭력범죄 행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 행
위,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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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대학의 장(총장 또는 학장)

Ⅰ

임용

1. 임용자격
○ 총장은 교원,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의 대표이자 고등교육 기관의 장으로서 교육, 연구
등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가. 국립대학
○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
○ 새로 설립되는 대학의 장을 임용하거나 대학의 장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총장으로, 총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 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
○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의 규정과 그 해석에 맞게 대학은 2인 이상의 적임
자를 총장임용후보자로 순위를 정하지 않고 교육부장관에게 추천

나. 공립대학
○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자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
○ 새로 설립되는 대학의 장을 임용하거나 대학의 장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총장으로, 총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 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자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
○ 대학은 2인 이상의 적임자를 총장임용후보자로 순위를 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

다. 사립대학
○ 임명 제한 사항인지 확인
-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음
-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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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으나 학교의 장은 가능
○ 관할청 승인 사항인지 확인
-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으나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
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능
-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어 있는 사람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변경 또는 친족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관계(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
계비속과 그 배우자)에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 필요
○ 승인사항이 아닌 경우: 「사립학교법」 제54조 제1항
-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
○ 취업심사대상자 여부 확인: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제17조
- 총장임용예정자가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
인을 받아야 총장 임용 가능(「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은 취
업제한기관임)
○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55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의2, 제12조의 3, 「사립학교법」
제53조,「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7조

[교육공무원법]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 ①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하되, 공립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서 같다)의 장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새로 설립되는 대학의 장을 임용하거나 대학의 장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총장으로, 총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 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대학에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③ 추천위원회는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
2.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④ 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대학이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하
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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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과 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장을 임용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자문을 하여
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55조(공립대학의 장 등의 임용) ① 공립대학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립대학의
추천을 받아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자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다만, 새로 설립되는
공립대학의 장을 임용하거나 공립대학의 장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공립대학의 총장으로, 총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공립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 중에 임용하는 경우
에는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자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② 교수･부교수･조교수는 공립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하고, 조교는 공립대학의
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1. 7. 21.>
③ 제2항에 따라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임용제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야 하며, 대학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신설 공립대학은 대학인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지방교육공
무원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7. 21.>
④ 부총장은 교수 중에서, 대학원장과 단과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공립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2(대학의 장의 추천) 대학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할 때에는 2인이상의 후보자를 대학의 장의 임기만료일 30일전(대학의 장이 임기중에 사고등
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내)까지 교육부장관(공립의 대학
이 그 장의 임용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2. 25.,
1999. 9. 30.,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사립학교법]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①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개정 1990. 4. 7., 2016. 2. 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
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1997. 1. 13.>
③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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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생략)
8.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다.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
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1.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임명의 제한 기간이 경과한 자가 학교의 장으로 취임하
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신설 2005. 12. 29., 2007. 7. 27.>
③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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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신설 2005. 12. 29., 2007. 7. 27.>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④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어 있는 사람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변경 또는 친족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신설 2005. 12. 29., 2016. 5. 29.>
⑥ 이 법에 따른 교원(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국립･공립 학교의 교원(「교육공무원
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
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
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신설 2008. 3. 14., 2010. 4. 15., 2011. 5. 19., 2016. 5. 29.>
1. 삭제 <2012. 1. 26.>
2. 금품수수 행위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⑦ 제6항 단서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신설 2008. 3. 14., 2016. 5. 29.>
[전문개정 1981. 2. 28.]

라. 해 임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1997.
1. 13.>
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① 각급 학교의 교원 임용권자는 교원을 임용(각급 학교의
장으로서 임기 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
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② 삭제 <1990. 4. 7.>
③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90. 4. 7., 1997. 12. 13., 2016. 2. 3.,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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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2(해임요구) ① 관할청은 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81. 2. 28., 1990. 4. 7., 2005. 12. 29., 2015. 3. 27., 2016. 2. 3.>
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
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 임용기간
가. 임용기간
○ 국･공립대학의 장의 임기는 4년이고, 사립대학의 장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
임 가능
[교육공무원법]
제28조(대학의 장 등의 임기) 대학의 장 및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4
조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되는 사람의 임기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학의
장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대학의 장: 4년
2.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 2년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③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나. 대학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교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국･공립대학의 장은 대학의 장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봄. 사립대학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며 근무기간
에 관하여는 국･공립대학 교원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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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 ⑦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해당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사람이 제28조제1호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9.30.]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③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
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공
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다. 직무대리
○ 대학의 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공립대학은 부기관장(부총장 등)이 직무를 대리하며
사립대학은 대학 자체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직무대리규정]
제3조(적용 범위) 중앙행정기관등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제4조(기관장과 부기관장의 직무대리) ① 기관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기관장이 기관장의 직무대
리를 한다.
② 부기관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국을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실･국의 순위에 따른 실장･국
장(본부장･단장･부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을 포함하며, 실･국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기관에서는 과장이나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다만, 실장･국장보다 상위 직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그 상위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 실장･국장에 우선하여 부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③ 기관장은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순위에 따른 직무대리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대리의 취지에 맞게 부기관장 직무대리
의 순위를 미리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과 부기관장 모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의 순위(제3항에 따라 미리 정해진 직무대
리 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순위를 말한다)에 따른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 순차적으로 각각 기관장,
부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제5조(기관장과 부기관장 외의 직무대리) ① 기관장과 부기관장 외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바로 위 공무원(이하 “직무대리지정권자”라 한다)이 해당 공무원의 바로 아래 공무원 중에
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다만, 과(담당관, 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장이 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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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무대리지정권자는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바로
아래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과
동일한 직급의 공무원(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적합한 공무원을 직무대리
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
도록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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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전임교원

Ⅰ

임용

1. 임용자격
가. 자격 기준
○ 전임교원(專任敎員):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
립학교법」에 따라 교수･부교수･조교수로 임용되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지침]
○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되어 당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를 하는 교원
○ 4.1일 및 10.1일 기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의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교원
○ 국･공립 대학 교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
정관의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의하여 보수･수당 등을 지급 받는 교원
○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었으나, 학과나 학부에 소속되지 않은 연구전담교수 및 산학협력중점교수, 연구소
소속 교원(인문한국사업: HK, 중점연구소사업 등)의 경우도 조사대상에 포함
※ 소속학과는 수행하는 업무가 가장 밀접한 학과 또는 학부로 입력 가능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 <개정 2019. 6. 11.>
(단위: 년)
학력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연구･교육
경력연수
직명

전문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계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계

교수

4

6

10

5

8

13

부교수

3

4

7

4

6

10

조교수

2

2

4

3

4

7

강사

1

1

2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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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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정 정원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교원) ① 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5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5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
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5] 교원산출기준(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명)

계열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교원1인당 학생수

25

20

20

20

8

※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나누어 산출(학생정원, 재학생별)하되, 소수점이하는 올림하여(예: 환산인원이 5.2명일 경우 6명)
교원법정정원을 산출

다. 결격 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임용결격사유는 발생 시점에 관계없이 신분을
상실하게 되며 임용 전에 발생한 결격사유는 당초의 임용행위를 소급하여 취소하게 되고
이미 퇴직한 자에 대해서도 당초의 임용일자로 소급하여 임용을 취소하게 되며 재직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형 확정일자로 당연 퇴직하여야 하나 임용결격사유 발생 시점 이후 지급한
급여는 사실상 교원으로 근무한 것을 인정하여 환수하지 아니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93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
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
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공직선거법]
제266조 (선거범죄로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
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
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1997.11.14., 2000.2.16., 2005.8.4.,
2009.2.3., 2010.1.25., 2014.2.13.>
4.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의
규정에 의한 교원
[시행일 : 2018.1.1.]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개정
1981.11.23, 1990.4.7, 1997.1.13, 2005.12.29, 2008.3.14,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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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신설 2005.12.29., 2016.5.29.>
제57조(당연퇴직의사유) 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
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교원”으로 본다. <개정
1997.12.13., 2008.3.14., 2012.1.26., 2015.3.27.>

2. 임용기간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 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
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②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11.9.30]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대학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 ① 법 제11조의3에 따른 대학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개정 2005.4.15, 2009.1.16, 2012.2.29>
1. 근무기간
가. 교수: 법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해당 대학의 부교수가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나. 부교수: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 조교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④ 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한다.
[전문개정 2001.12.3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③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
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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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규 채용

1. 채용절차

심사

절 차

내 용

관련법령

채용계획 수립

학과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교원 채용계획 확정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3조의2

채용 공고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인 방법으로 지원마감일 15일 이상 공고

심사위원 위촉
(외부위원 포함)

기초･전공 심사 시 심사위원중 3분의 1 이상은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당해 대학 소속 교직원이 아닌 자로 선정

기초 심사

전공 일치여부 등 심사

전공 심사

학문적 우수성, 교육능력 심사

면접 심사

인성 등 심사

임용제청후보선정

교원인사위원회에 심의 요청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교원인사위원회 의결

∙ 교육공무원법 제25조
∙ 사립학교법 제53조4

신원조사

신규임용 대상자 신원조사 요청

∙ 보안업무규정 제36조

신체검사

신규임용 대상자 신체검사

∙ 교육공무원법 제16조

임용제청

신규임용 제청

∙ 교육공무원법 제25조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이사회 의결 및 통보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7일 이내 관할청에 임용보고

∙ 사립학교법 제54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이사회심의의결 및 임용
관할청 보고
심사결과 공개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 결과 공개 요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구 시 신규채용되는 자가 확정된 후 공개

2. 채용업무
가. 채용 공고
○ 채용 공고시 심사 세부기준을 해당 대학 홈페이지 등에 공개(채용공고 기준으로 심사하여
야 하고, 심사도중 자격 또는 기준을 변경할 수 없음)
○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에서 정한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인정(응시
연령을 제한하지 못함) <국가인권위원회 13000-388(200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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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 ⑤ 대학의 장은 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마감일 15일
이상으로 학칙에서 정하는 기간 전까지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
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2. 31., 2004.
8. 14., 2009. 1. 1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본조신설 2019. 4. 16.]

나. 채용 심사
○ 심사는 기초심사･전공심사･면접심사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여야 하나 대학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각 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음
- 기초심사는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채용후보자의 학사, 석･박사 과정의 동일계 여부 및 최종 학위 논문이 모집분야와의 일치
여부 심사
- 전공심사는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판단하는 과정으로 기초심사 통
과자에 대한 연구실적, 교육경력, 전공분야 산업체 경력, 전공분야 전문성 등 심사
- 면접심사는 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하여 교원으로서 자질, 전공지식 및 강의
능력, 외국어 활용 능력, 교육철학 및 인성 등 심사
○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및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
적 우수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 임명 또는 위촉
-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 대학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전문가(산업체 인사 포함)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
-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든지 통합하여 실시하든지에 관계없
이 모집대상 전공과 채용후보자의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를 심사하는 경우와 채용후보
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외부 심사위원이 1/3이상 포함
- 외부 심사위원이 평균적으로 1/3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채용후보자의 전공
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를 심사하는 기초심사와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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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전공심사 각각에 외부 심사위원이 1/3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는 것임
- 심사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지원자 출신학교의 선･후배, 석･박사
학위 과정 지도교수, 공동 연구자, 신규채용지원 추천자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 배제
※ 법인 임원 및 직원, 대학과 전문대학, 두개 이상의 전문대학을 동시에 운영하는 법인에서 대학의 교원을
전문대학 교원 채용심사에, 전문대학 교원을 대학교원 채용심사에, 동일 법인내의 타 전문대학 교원을
외부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음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등) ①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는 특정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채용 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의 임명･위촉 방법, 심사단계, 심사방법 및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30.]
[제1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3은 제11조의4로 이동 <2016.1.27.>]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 ① 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고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
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된 대학교원이 해당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
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그 대학에 채용되어 교육･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4.15., 2012.12.4.>
② 제1항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되, 연간 채용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이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1.16.>
③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대학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4.>
1. 기초심사: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등의 심사
2. 전공심사: 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등의 심사
3. 면접심사: 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한 인성등의 심사
④ 제3항의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대학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전문가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및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때에는 심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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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중 3분의 1 이상은 당해 대학 소속의 교직원이 아닌 자로 한다. <개정 2001.12.31.>

[사립학교법]
제53조의5(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 등)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 담당과목이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의 전공과 일치한자 및 담당과목과 관련된 우수한 연구실
적을 가진 자를 임용 함
- 교수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연구실적물 환산율의 인정범위 등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학 교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
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참고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의 범위) ① 별표에 규정된 연구실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 또는 경력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경력은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를 졸업한
후의 실적 또는 경력으로 하되, 제11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2.24., 2000.7.10., 2012.2.29.>
1. 교원이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하여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실적
2. 산업체에서 교원이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되는 직무에 근무한 경력
② 별표에 규정된 교육경력은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교육경력으로 한다. <개정
1978.12.30., 1998.2.24.>
제4조(연구실적의 환산율) ① 별표에 규정된 연구실적은 다음 각 호의 환산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1978.12.30., 1983.3.18., 1991.2.1., 1995.3.25., 1997.6.17., 1998.2.24., 2000.7.10.,
2001.1.29., 2002.1.14., 2007.7.3., 2008.2.29., 2013.3.23.>
1.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학술연구(실험･
실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실적은 100
퍼센트
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은 100퍼센트
3.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연구를 주로
하거나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실적은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 다만, 그 직무가
순수연구업무와 동일시 될 때에는 100퍼센트까지 인정할 수 있다.
4.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
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은 7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환산율의 산출기준은 학교장이 정한다. <개정 1991.2.1., 2000.7.10.,
2007.7.3.>
제4조의2(자격인정과 자격기준의 관계) 제14조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아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그 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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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의 직에 임용되는 경우에 그 자격인정을 받은 직에 해당하는 별표의 학력･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2.24., 2012.2.29.>
[본조신설 1984.8.3.]

[대학 교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2조(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 제2호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이
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수로 근무한 경력
2. 사관학교의 교관(부교수 이상의 교수에 한함)으로 근무한 경력
3. 다음 각 목의 연구원 등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및 동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라. 기타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체로서의 연구기관
4. 박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 및 박사 재학기간(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
5. 석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과정 재학기간(2년을 초과하지 못함)
제3조(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 규정 제4조 제3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연구를 주로 하거나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실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력인정을 받지 못한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2.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간강사, 초빙교원, 겸임교원 등 교육 경력
3. 중･고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
4.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이 대학에서 담당
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
5. 초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6. 유치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7.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의 발령에 의하여 조교로 근무한 경력
8. 공인된 체육단체(공인단체의 체육팀 포함) 및 각 대학의 체육코치
9.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석사 및 박사과정 재학기간(석･박사과정
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
10.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석사과정 재학기간(2년을 초과하지
못함)
11. 외국인으로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전일제(주당 15시간 이상 시간제 포
함)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과 연계되는 경우
제4조(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규정 제4조 제4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
한 산업체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라 함은

300

2020 전문대학 학사편람

제1장 학칙

제2장 입학

제3장 학사

제4장 수업

제5장 학적

제6장 교원인사 제7장 안전관리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2. <삭 제>
3.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4.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5. <삭 제>
6. <삭 제>
7. <삭 제>
8. 판사･검사로 근무한 경력
9.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변리사･건축사의 개업기간
10.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라 지정받은 지정교육기관 중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자로서
1급이상 해기사 면허 소지자의 국제항해 승선경력 및 「항공법」 제29조의3에 따라 지정받은 항공종
사자 전문교육기관에서 비행교육에 종사한 경력
11. 「국가기술자격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전공과목과 근무경력이 부합되고 전문대학 교원으로서 담당할
과목이 이에 연계될 수 있는 경우
1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 근무한 경력
13.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포함),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포함),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포
함) 또는 수의과대학(수의학부 포함) 졸업자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동물병원 개업기간
14. 국가, 공공단체 또는 해당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전문의로 근무한 경력
15.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의료법」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전임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16. 신학대학 졸업자가 목사 또는 신부로 재직하거나, 대학 불교학과 졸업자가 사찰에서 승려로 재직한
경력
17. 외국공관에서 근무한 경력
18. 공인된 상설 예･체능 및 창작･실기에 관한 단체의 주요간부 근무경력

○ 학문연구의 폐쇄성과 경직성을 완화하고 개방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문연구의 수월성을
제고하며 학벌 문화를 타파하여 능력 중심 사회를 구현함과 동시에 대학교원 임용의 공정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대학 학사 학위 소지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함(「교육공무원법」 제
11조의3 제1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1, 2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5에 의거
동 규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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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구

1. 매년 1명씩 선발할 경우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채용인원

1

1

1

1

1

1

1

누 계

1

2

3

4

5

6

7

☞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이 되는 연도 말까지 누계로 적용하므로 2020년까지 3명 중 1/3인 1명, 2021년의 경우 4명의 1/3인 1.3명인
2명, 2023년의 경우 6명의 1/3인 2명이 타 대학 출신이면 됨
사례

2. 매년 4명씩 선발할 경우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채용인원

4

4

4

누 계

4

8

12

☞ 2020년도의 경우 누적 인원이 3명 이상이므로 1/3이상(1.3명)인 2명을 타 대학 출신으로 채용하고 2021년도는 누적 인원 총 총
8명 중 3명만 타 대학 출신으로 채용하고, 2022년은 누적 인원 총 12명 중 1/3인 4명만 타 대학 출신으로 채용하면 됨

다. 대학인사위원회 등 동의
○ 국･공립 대학 교원의 신규임용 시에는 대학인사위원회 동의를 거쳐 임용하며 사립대학 교
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
[교육공무원법]
제5조(대학인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만, 제11조의5,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제외
한다)에 인사위원회(이하 “대학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7.21., 2016.1.27.>
1. 부총장, 대학원장 및 단과대학장에 대한 보직 동의
2.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에 대한 임용 동의
3. 그 밖에 대학 교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
② 대학인사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9.30.]
제25조(교수 등의 임용) ② 대학의 장이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학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신설 대학은 대학인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
지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5조(공립대학의 장 등의 임용) ③ 제2항에 따라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임용제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학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신설 공립대학은 대학인사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1.>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제10조(대학인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이하 “대학인사위원회”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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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해당 대학의 교원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학인사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은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되, 해당 대학에 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
이 될 수 있는 여성교원이 부족하여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대학인사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31.]
제11조(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등) ① 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대학의 교원인사를 담당하는 부서
의 장이 된다.
② 대학인사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대학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3.5.31.]

[사립학교법]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① 각급학교(初等學校･고등기술학교･高等公民學校･幼稚園과
이들에 準하는 各種學校를 제외한다)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0. 4. 7., 1995. 12. 29., 2000. 1.
28., 2005. 12. 29., 2016. 2. 3., 2019. 12. 3.>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0. 4. 7.>
[본조신설 1981. 2. 28.]
[제53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53조의4는 제53조의5로 이동 <2016. 2. 3.>]

라. 신원조사
○ 교원을 신규임용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신원조사를 하여 결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조사목적란에 임용으로 명기하여 해당청에 신원조사 요청
직 명 별

조사요청 기관

조사기관

총장 또는 학장

임용권자

경찰청장

전임교원

임용권자

지방경찰청장

○ 신원조사 의뢰시 필요한 서류
- 신원조사 의뢰 공문,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신원진술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기본증명
서(상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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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제36조(신원조사)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②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
③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 14.>
1. 공무원 임용 예정자
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3. 삭제 <2020. 1. 14.>
4.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5. 임명할 때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한 공공기관의 임원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삭제 <2020. 1. 14.>]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신원조사의 대상)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규정 제36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사립학교 교직원(학교의 장 포함,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 학교법인
임직원
3. 교육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및 교육부장관에게 등록된 단체의 임직원
4.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임직원 및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등록된 단체의
임직원
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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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신 원 진 술 서(약식)
(앞쪽)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사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
(3.5cm×4.5cm)

등록기준지
주소
실거주지
연
락
처

직장명 :
소재지 :

직 장

학 교 명

기 간

학력

.

∼

.

.

.

.

∼

.

.

.

.

∼

.

.

기 간

경력

해외
거주
사실
병역
배우자
부모
자녀

.

.

∼

.

.

.

.

∼

.

.

.

.

∼

.

.

거주 국가

기 간

군 별
관 계

.

.

∼

.

.

∼

기 간
.

전 공 학 과

.

기관･업체 및
정당･사회단체명

.

∼

성 명

.

.

.

.

병 과
.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
학 위

소 재 지

직 책(직급)

상 벌 관 계(일자)

거주 목적

동반 가족

최종 계급

미 필 사 유

.
생년월일

관 계

배우자

子女

父

子女

母

子女

성 명

생년월일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작 성 자

성명

월

일

인(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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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가정보원, 국방부 및 경찰청은 「보안업무규정」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
보의 수집･이용),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신원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성명(한자 포함),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실거주지, 직장(직장명, 소재지 포함),
연락처(직장전화, 휴대폰, E-mail 포함), 학력(학교명 등 포함), 경력(기관 또는 업체명 등 포함),
해외거주사실(거주목적, 동반가족 등 포함), 병역사항, 가족관계(배우자, 부모, 자녀 포함)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이용기간 2년
※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채용)･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민감정보 처리 안내
항목
수집･이용
목적

정당･사회단체 경력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이용기간 2년
※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민감정보 처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채용)･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항목
수집･이용
목적

주민등록번호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이용기간 2년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보안업무규정」 제46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0
신청인(대리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연락처: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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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 본인은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
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
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성명

일
(서명)

■ 본인 동의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자필 서명

자필 서명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자료 항목
개인정보
￭ 주민 조회자료(경찰청)

민감정보
￭ 범죄경력･수사･수배 조회자료(경찰청)

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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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신체검사
[교육공무원법]
제16조(신체검사) 교육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신체검사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30.]

[교육공무원임용령]
제8조(준용규정) 교육공무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의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4.15.>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5조(채용 금지) 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2.6.2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義傷者)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전문개정 2011.9.29.]

바. 임용
○ 사립대학의 교원은 당해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을
거쳐 임용하며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대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
항 제1호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 경영자의 교원 임용에 학교의 장 및 이사회가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교원 임용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해당 절차
를 거치지 않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은 위법임
○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재계약 조건 및 절차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
- 급여: 국･공립대학 교원은 「공무원 보수 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며 사립대학 교원은 학교법인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
- 근무조건: 주당 교수시간 및 소속 학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연구비 지원, 연구실
배정, 연구지원 인력 배정, 주된 업무내용, 학사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 등 포함
-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논문지도･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기
간 중에 수행하여야 할 교육･연구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정하되 각 대학 및 학문 특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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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약조건 및 절차
∙ 계약으로 임용된 교원이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재계약을
하거나 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은 지양
∙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의 이행여부 심사, 재계약 신청, 의견진술 기회부여, 재계약
여부 통보 등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서 정하고 있
는 사항 등에 의해 실시
∙ 그 밖의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는 업적 및 성과 책정수준과 달성도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방안 등을 포함할 수 있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임용시기) ① 교육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
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82.3.11>
② 임용에 있어서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
야 한다.
제5조의2(대학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 ① 법 제11조의3에 따른 대학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개정 2005.4.15, 2009.1.16, 2012.2.29>
1. 근무기간
가. 교수: 법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해당 대학의 부교수가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나. 부교수: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 조교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급여: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및「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당
3. 근무조건: 교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논문지도･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학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대학의 장은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
④ 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한다.
[전문개정 2001.12.31.] <신설 2001.12.3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③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
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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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나
- 충분한 사정변경이 있고
- 계약 당사자 일방의 의사가 아닌 쌍방의 합의에 의해
-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제외한 계약조건의 일부
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
※ 근무기간의 연장은 계약변경 사유가 아니므로 근무기간 종료 후 재계약을 하여야 함

사. 임용보고
○ 전임교원을 임용(신규임용, 재임용, 승진임용) 및 면직(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면직, 재임
용탈락 등)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임용 후 7일 이내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에게 임용
보고를 하여야 함
[교육공무원법]
제25조(교수 등의 임용) ① 교수･부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조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개정 2013. 3. 23.>
② 대학의 장이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학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신설 대학은 대학인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인사위원회의 동의
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교육공무원의 전보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
이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9. 30.]

[사립학교법]
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① 각급 학교의 교원 임용권자는 교원을 임용(각급 학교의
장으로서 임기 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
여야 한다. <개정 2016.2.3.>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5조(교육부 소관) ⑦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8.2.>
1. 「사립학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립의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임용보고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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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 사립학교 교원 임용보고 서식[교육부고시 제2019-191호, 2019.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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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심사결과의 공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 ⑥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
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②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제1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
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
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채용서류의 반환 이행기간 등) 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
항 본문에 따라 구직자로부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를 받은 구인자는 구직자가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해당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한다.
② 구인자가 제1항에 따라 채용서류를 반환하는 때에는 해당 채용서류를 「우편법」 제14조제2항제3호
또는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수취급우편물(이하 “특수취급우편물”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구직자와 합의하는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를 특수취급우편물로 반환하는 경우 채용서류의 반환 장소는 채용서류에 기재
된 구직자의 주소지로 한다. 다만, 구직자가 제1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때 반환 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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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재계약)

1. 재임용 절차
절 차
임용기간 만료 및
재임용신청 가능함 통지

내 용
∙ 임용권자→재임용 대상 교원
∙ 임용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지

관련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재임용 심의 신청

∙ 임용기간 만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내에 임용권자에게 재임용 심의 신청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교원(대학)인사위원회 심의

∙ 학칙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심의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등)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소명 기회 부여

∙ 인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날짜에 인사위원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견을 제출할 기회 부여

학교장 제청
(이사회 의결)

재임용 여부 결정

재임용 거부사유
설명서 교부
재
임용
거부
결정시

∙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
∙ 사립학교법 제53조4
원 재임용
∙ 해당 교원을 재임용할지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용기간이 만료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문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서로 통지
∙ 재임용거부의사 및 거부사유 명시하여 문서로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통지(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제기 가능 명시)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소청심사 청구

∙ 사립학교법 제54조
∙ 재임용 거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일
∙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
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제기 가능
를 위한 특별법 제9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

∙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
결정
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소 송

∙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 ∙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
일 이내에 소송 제기 가능
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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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임용 업무
가. 임용기간 만료 통지
○ 임용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의 만료와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를
하여야 함
○ 통지 내용에는 임용기간의 만료일, 재임용 심의 신청 기간, 재임용 심의 자료 제출, 재임용
심의 신청 지연에 따른 불이익 등을 포함하여야 함
○ 통지는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할 대상임을 알리는 행위로서 통지
서는 늦어도 4개월 전까지 재임용 심의 대상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재임용 심의
대상자 본인이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직접 교부 시에는 서명을 받거나
배달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통지서 도달 여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여야 함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계약제 임용 등)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의 임용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끝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그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용권자는 당해 교원
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
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2016.2.3.>

나. 재임용 심의 신청
○ 교원은 재임용 심의 신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재임용 심의 신청을 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 내 재임용 심의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일부 자료의 불비로 보완
이 필요할 경우 등에는 사전에 협의를 거쳐 교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계약제 임용 등)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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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 27., 2016. 2. 3.>

다. 재임용 심의와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재임용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대학(교원)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야함
○ 재임용 심의 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것은 심의 대상자
에게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심의과정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 임용권자는 재임용 심사를 받는 교원에게 재임용 심사에 관한 평가 결과와 각 평가 항목
의 평점 및 평정의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후 교원이 그에 대해 소명이 가능하도록
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재임용 심의 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서 입는 불이익은
절차상의 하자로 재임용 거부 처분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계약제 임용 등) ⑤ 대학인사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날짜에 대학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11. 28.>
1.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⑦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5. 1. 27.,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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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

○ 재임용 심사 기준
- 학생 교육, 학문 연구, 학생 지도 등에 관한 평가 등 학칙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여야 함
∙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 방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는 재임용 거부 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주관적인 사유 등을 심의 대상으로 하여서는 안 되며, 학생 교육 등 사항별로 구체적인
세부항목과 최종 판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헌법상의 평등원칙은 절대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 평등을 지향하는 바, 재임용 심사 대상
교원이 일반적인 교원들과 다르게 평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일반적인 교원과 다른 별
도의 기준을 적용해야 함
- 재임용 심의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평정항목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하고
대학(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까지 거
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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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3> 재임용 심사기준표 예시
구분
번호

1

평정항목

연구실적
및
활동(35)

평정내용(방법)

평정기준

점수

 박사(기술사, 명장)

10

 조교수 2편(200%)이상

25

100%이상 200%미만
 연구실적 기간은 현 직급 임용 기
100%미만
간 중인 것에 한함
 예체능계는 본 대학 ‘교원인사규정  부교수이상 3편(300%)이상
제33조’ 에 의거 심사
100%이상 300%미만
100%미만

15
10
25
15
10

 연구 실적 없는 자

0

 2주 이상(14일)

10

 1주 이상 2주미만

5

 1주 미만

3

 연수실적 없는 자

0

소계

2

국내･외
연수
실적(10)

 교원의 자질향상과 산학연계를 위
하여 2주 이상의 전공과 관련 있는
산업체, 학회, 세미나, 토론회 등
의 연수

소계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능력부족으
로 학사일정(수업)등에 지장을 초
래하여 학내 면학분위기 훼손

3

학생에
대한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재학생들이 평가하는 강의평가 평
능력과 실적(35) 균점수

수
업
결
손
점
수

A

4주이상

-20

B

2주이상 3주미만

-15

C

1주이상 2주미만

-10

D

1주미만

-5

 60점 미만

-15

 65점 미만

-10

 70점 미만

-5

 기타
소계

 교육관계 법령 준수 여부

4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여부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관한 사항(20)

 학내활동

 교원으로서 품위 유지 여부

 형사 징계 관련 대내외 물의

-20

 정직

-15

 감봉

-10

 견책

-5

 경고(회당)

-2

 학내 행사 불참(회당)

-2

 회의 불참(회당)

-2

 교육 불참(회당)

-2

 성희롱 기타 물의

-10

 진정

-5

 투서

-5

 민사소송 피소 물의

-2

 급여･퇴직금에 대한 가압류 등 물의

-2

 기타
* 회수×건수
소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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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임용 여부 통지
○ 임용권자는 대학(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재임용 심의를 신청한 교원에게는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재임용 여부를 통지하여 다
음 학년도(학기)를 준비하게 하거나 재임용 탈락에 대한 후속 처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함
○ 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임용권자는 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재임용 심의 신청인에
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함
- 재임용 심의에서 탈락한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일이 학기말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임용기
간 만료와 동시에 교원으로서 신분을 상실하고, 임용기간이 학기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
는 당해 학기말로서 교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됨
- 재임용 거부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는 것은 불복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 있으므로 그
사유는 적어도 재임용 거부를 당하게 된 해당 사실관계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으로 특정하여 통지하여야 함
- 직급별(조교수, 부교수 등) 재직 기간 제한 등에 따른 직급 정년 규정이 있어 재임용을
거부하는 경우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보장한「사립학교법」제53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임
○ 재임용거부통지서에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
여야 함
- 교원소청심사의 대상은 ‘교원의 징계 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재임
용 거부 포함)’이며,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란 징계 처분에 준하거나
그와 유사한 성격의 불리한 처분으로 휴직, 강임, 면직 등과 같은 신분・인사상의 불이익
에 한정됨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계약제 임용 등) ④ 제3항에 따른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을 재임용할지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
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⑦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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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제5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
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
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 27., 2016. 2. 3.>
⑨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
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05. 1. 27., 2008. 3. 14., 2016. 2. 3.,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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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4> 비정년트랙 교원의 재임용 심사 청구인 적격 여부

1. 특징
○ 대학별로 상이하나 ① 주로 1~2년 단기계약으로 임용한 후 ② 재임용을 1~3회로 제한
하고 ③ 보수가 일반 교원보다 낮고(70~100% 수준) ④ 보험과 연금 혜택은 있으나
⑤승진은 불가 등을 계약 내용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음

2. 현황
○ 대학에서는 교원임용의 탄력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비정년트랙 교원 임용이
확대되었으나 계약을 통하여 재임용 횟수를 제한하고 보수체계도 다르며 승진도 불가
능하여 승진제한, 재임용 여부 등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음

3. 문제점
○ 비정년트랙 교원은 일반교원과는 달리 재임용 제한, 별도의 보수체계, 승진 제한 등으
로 인해 ‘교원으로서의 법적지위’에 대한 논란(특히, 재임용 횟수 제한)이 있고, 이들의
법적지위나 처우가 개별 대학의 인사규정이나 내규에 맡겨져 있는 상태임.
일부 대학에서 전임교원을 임용하면서 계약을 통하여 재임용 심의 신청기회를 제한하는 사례(가
칭, 비정년트랙 교원)가 있는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 신청기회는 계약
으로 제한하거나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교원인사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공문: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정책과-5698, 2006.9.8)

4.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판단 기준
○ 비정년트랙 교원이라고 하더라도 법령에 의거 ①「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적합한 자를 ②임명권자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임용하고 ③「고등교육법」제15조에
따라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연구전담 가능)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다
면 교원으로 인정. 따라서 비정년트랙 교원의 경우에도 이러한 판단기준을 모두 충족시
킨다면 교원으로 보아 재임용심사의 청구인적격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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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례
○ 교원으로 인정
사건

결정요지

2006-17,18

정년트랙교원과는 대우나 근무조건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용되어 인사기록카드에 전임강사 및 조교수로 기록되고 관련기관에 교원으로 보고되었으며
강의전담으로 임용계약 되었으나 임용계약서에 연구기능이 명시되고 논문지도, 연구실적 관리
등을 수행하였으므로 ‘교원’으로 인정

2006-31

전임교원과는 대우를 달리하는 강의전담 교원이라 할지라도 정관의 교원임용절차에 의하여
강의전담 조교수로 임용되고,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관련기관에 교원으로 보고하였으므
로 ‘교원’으로 인정

2006-246, 247

사립학교법 및 피청구인 정관 등 교원의 임용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에 의거 전임강사로 임용되
어 강의･실습 및 학생지도와 연구활동 등을 수행하였으므로 ‘교원’으로 인정

○ 교원으로 불인정
사건

결정요지

2006-35

청구인은 교원인사규정상의 객원교수로 임용되었고 인사기록카드에서는 객원교수로서 신분이
변동되었으며, 대교협에도 객원교수로 보고되었음을 볼 때 ‘교원’에 해당하지 않음.

2006-39

청구인은 전임교원 임용에 필요한 절차 없이 임용되고 또한 강의전담교원에 대한 특별한 근거
규정 없이 임용되었으며 부당하게 전임교원으로 보고하였으므로 ‘교원’으로 불인정

2006-212

청구인은 사립학교법, 피청구인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규정된 절차와 임용조건
등에 따라 임면되지 않았고, 피청구인 대학교 부설 항공기술교육원규정시행세칙에 의거 항공
기술연구원 운영위원회 심의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에 의하여 기술대우전임강사로 임용되었
으며, 대교협에 전임교원으로 보고된 사실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가입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교원’에 해당하지 않음.

특위 2005-67

정관에 의해 임용된 기간임용제 교원과 달리 객원교수는 임용기간 및 임무 등을 달리하는
임용계약에 의해 임용된 점 등을 감안하여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 제2조
에 근거하여 임용된 ‘교원’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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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5> 교원 연구업적평가(예시)

○ 교원 연구업적평가는 학문 분야별 특성에 따라 다음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대학의 학칙이나 인사규정
등으로 정함

1. 목적
○ 교원 업적평가를 실시하는 궁극적인 목적인 대학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원의 책무성을
총괄평가하고 교원의 역량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함

2. 평가범위
○ 교원업적평가시 크게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 산학연협력 등에 관한 객관적인 사유
로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근거함
○ 분야별 업적평가 점수 배점
분류

평가분야

평정점수

교육

100

학생지도

100

연구

연구

100

봉사

봉사

100

산학･취업

산학･취업

100

교육

총계
가･감점

비고

500
가･감점

(+5 ∼ -5)

3. 평가절차 및 이의제기 절차 마련
○ 타당한 평가절차 마련
- 교수회 등의 추천교원이 참여하여 교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타당한 평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이의제기 절차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이 요구됨.

4. 평가결과의 활용
○ 교원 업적평가결과를 성과급, 재임용, 승진, 정년보장, 기타 연구년 등의 제반 분야에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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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적용함
○ 우수교원 포상
-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종합점수 우수교원과 각 평가 영역별 우수교원을 선정하여 총장에
게 보고
- 우수교원에 대해서는 총장이 특별 연구비 지급, 특별 연구년 부여, 특별 해외시찰 및
연수 등 포상 성격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음

5. 업적평가
가. 교육영역 평가
○ 교육영역은 주당 강의 시수, 강의 일수, 학생에 의한 강의평가, 강의과목 수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1학기와 2학기를 합산하여 총 100점을 배정한다. 그 세부항목과 기준은 <표
1>와 같다
<표 1> 교육활동 영역의 평가항목 및 점수(학기별)
평가항목

주당 강의
시간 수

-

8점

9점

10점

원로교수

-

4

5~6

7~

행정부서장(처장), 평생교육원장

-

6

7~8

9~

부속기구장, 부설기구장, 독립기구장

-

8

9~10

11~

학과장

-

10

11~12

13~

20년 이상 장기근속교수

-

9

10~11

12~

평교수

-

12

13~14

15~

구 분

-

6점

8점

10점

학과장, 전문위원, 장기근속교수, 평교수

-

2일

3일

4일

원로교수, 행정부서장, 사회교육원장,
부속･부설･독립기구장

-

1일

2일

3일

(단위:시간)

주당
강의 일수

강의평가
평균점수

주당 강의
과목 수

배점

구분

11점

13점

15점

17점

19점

21점

23점

25점

~2.69

2.70~
2.99

3.00~
3.29

3.30~
3.59

3.60~
3.89

3.90~
4.19

4.20~
4.49

4.50~

구분

3점

5점

학과장, 장기근속교수, 평교수

1개 과목 강의

2개 과목 이상 강의

원로교수, 행정부서장, 평생교육원장,
부속･부설･독립기구장

-

1개 과목 이상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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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시수
- 강의시수는 학기당 최대 10점을 배정한다
- 정규 교육과정과 위탁 교육과정의 주당 강의시수를 통합하여 산정한다
- 강의시수 항목은 원로교수, 행정부서장･평생교육원장, 부속･부설기관장, 학과장･전문위
원, 장기근속교수 및 평교수로 구분한다
- 강의시수의 배점은 책임강의시수를 8점으로 하고 초과강의시간을 기준에 따라 가점하여
산정한다
○ 강의일수
- 강의일수는 학기당 최대 10점을 배정한다
- 강의일수는 정규 교육과정과 위탁 교육과정의 강의일수를 통합하여 산정한다
- 강의일수 항목은 원로교수, 행정부서장･평생교육원장, 부속･부설기관장, 학과장, 장기근
속교수 및 평교수로 구분한다
- 평교수가 주당 2일 미만 강의시는 0점으로 처리한다
○ 강의평가
- 학생에 의한 강의평가 점수는 학기당 25점을 배정한다
- 강의평가부분은 수업반응 설문지에 의하며, 강의가 진행된 정규 교과목과 위탁 교과목에
대한 학생의 강의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 강좌별 강의평가 평정점수는 학생에 대한 강의평가 설문조사 결과 취득한 항목별 점수의
평균값으로 산정한다. 과목별 평정점수는 강좌별 평점점수의 평균값으로 산정하고, 교수
별 평정점수는 과목별 평정점수의 평균값으로 산정한다
- 강의평가 점수 산정 시 Pass 과목에 대한 평가결과는 제외한다
- 동일 과목을 다수 개의 반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 해당 과목의 강의평가 점수는 산술평균
하여 소수점 이하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2째 자리까지 구한다
(예) 동일 과목을 2개 학급에서 강의하는 경우, A반 평균값이 4.35, B반 평균값이 4.00
일 때 (4.35+4.00)/2 = 4.18
- 여러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 강의시간을 가중치로 부여한 후 평균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예) 2과목을 강의한 경우, C과목이 3학점이고 평가평균 = 4.45, D과목이 2학점이면서
평가평균=3.88일 때 [(4.45x3학점)+(3.88x2학점)] / (3학점+2학점)=4.22
○ 강의과목수
- 주당 강의 과목수는 학기당 최대 5점을 배정한다
- 강의 과목수 항목은 원로교수, 행정부서장⁃평생교육원장, 부속･부설기관장 과학과장, 장
기근속교수 및 평교수로 구분한다
- 학과장, 장기근속교수, 평교수는 학기당 2개 교과목 이상을 강의하면 5점으로 배점하며,
원로교수, 행정부서장, 평생교육원장, 부속･부설기관장은 1개 교과목 이상이면 5점으로
배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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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생지도영역 평가
○ 학생지도활동
- 학생지도 활동은 상담 및 생활지도, 교내외 생활지도, 졸업생 추수지도, 동아리 지도,
학생 취업률, 학생 탈락률을 대상으로 평가하되, 상담 및 생활지도는 학기별 15점씩 배정
하여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다. 그 세부항목 및 기준은 <표 2>와 같다.
<표 2> 학생지도 활동 영역의 평가항목 및 점수
평가항목
상담 / 생활
지도

교내 외
생활지도

배 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11점

12점

13점

14점

15점

45%
미만

45%~
50%
미만

50%~
55%
미만

55%~
60%
미만

60%~
65%
미만

65%~
70%
미만

70%~
75%
미만

75%~
80%
미만

80%~
85%
미만

85%~
90%
미만

90%~
95%
미만

95%
이상

학과
행사
학교
행사

0점

2점

4점

6점

8점

10점

전체불참

1회 참석

2회 참석

3회 참석

4회 참석

5회 이상참석

0점

2점

4점

6점

8점

10점

전체불참

1회 참석

2회 참석

3회 참석

4회 참석

5회 이상참석

추수지도

추수지도 1인당 1점, 최대 8점

동아리
지도

동아리 지도교수 담당 7점

취업률

전년대비
취업 상승률

탈락률

11점

12점

13점

14점

15점

16점

17점

18점

19점

20점

21점

22점

45%
미만

45%~
50%
미만

50%~
55%
미만

55%~
60%
미만

60%~
65%
미만

65%~
70%
미만

70%~
75%
미만

75%~
80%
미만

80%~
85%
미만

85%~
90%
미만

90%~
95%
미만

95%
이상

0.5점

1점

1.5점

2.0점

2.5점

3.0점

5%미만

5%이상

10%이상

15%이상

20%이상

25%이상

-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

20%
이상

18%~
20%
미만

16%~
18%
미만

14%~
16%
미만

12%~
14%
미만

10%~
12%
미만

8%~
10%
미만

6%~
8%
미만

4%~
6%
미만

2%~
4%
미만

2%
미만

○ 상담 및 생활지도
- 상담 및 생활지도는 각 학기별 15점을 배정하고, 1학기와 2학기를 합하여 30점으로
배정한다
- 상담 및 생활지도는 상담 및 지도횟수로 평가하며, 학기당 20회를 100%로 인정하고
<표 2>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 보직교수는 학기당 10회를 100%로 인정하며, <표 2>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 상담 및 지도는 전산입력시스템이나 상담⁃면담기록지에 기록하며, 업적평가보고서 제출
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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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 교외 생활지도
- 상담 및 생활지도는 학과 행사지도와 학교 행사지도로 구분하고, 각각 연간 10점씩을
배정한다
- 학과행사에 참여하여 지도한 경우. 1회당 2점으로 평가하며, 최대 10점까지 인정한다
- 학과행사로는 신입생 O/MT, LT, 체육대회, 졸업여행, 현장견학. 사은회 등이 해당한다
- 생활지도는 행사와 관련된 행사계획서, 행사보고서 등을 통하여 증빙하여야 한다
- 학교행사에 참여하여 지도한 경우, 1회당 2점으로 평가하며, 최대 10점까지 인정한다
- 학교행사로는 입학식, 졸업식, 신입생OT, 졸업작품전 개막식, 공문에 의거한 자연보호
(봉사)활동, 전체교수 회의 참석, 학교 주관 주요 세미나, 개교기념행사 및 총(학) 장이
인정하는 행사(본부에서 별도 총(학)장의 결재를 득한 행사) 등이 해당되며 주관부서의
확인을 거쳐 평가한다(단, 중요한 학교업무가 중복되거나 또는 심각한 질병사유가 있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참석으로 인정하며, 나머지 사유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해당 부서장이 판단한다)
○ 추수지도
- 졸업생 중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추수지도로 1년 간 시행한 횟수로 평가한다
- 추수지도 1인당 1점을 배점하며, 최대 8점까지 인정한다
- 추수지도 실적은 추수지도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말까지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동아리지도
- 동아리를 맡아 지도하면 7점으로 평가한다
- 대학 동아리 지도교수는 동아리운영계획서, 활동보고서 등으로 지도활동을 증명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학과 전공동아리 지도교수는 학과운영계획서, 동아리 활동보고서 등으로 지도활동을
증명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취업률
- 재학생의 취업지도에 따른 취업률에 연간 22점, 전년대비 취업 상승률에 3점을 배정
한다.
- 학과의 졸업생 취업률로서, 평가년도에 공시된 학과 취업률을 근거자료로 활용하며, 학과
취업률에 해당하는 점수를 학과 교수 개인의 평가점수로 한다
○ 중도탈락 예방지도
- 학과의 재학생 중 자퇴 또는 제적되는 비율로서, 담당부서에서 집계한 자료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 학생 탈락률은 학과 전체 재학생의 탈락률에 해당하는 점수를 학과 교수 개인의 평가
점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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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입대 휴학, 가사휴학 등은 학생 탈락률 산정에서 제외한다
- 학생탈락률은 평가년도 4월 1일과 10월 1일자로 공시된 자료에 근거하여 평가하며, 2개
학기의 산술평균을 구하여 평가한다.

다. 연구영역 평가
○ 연구 및 창작활동 : 연구 및 창작활동 영역은 논문 및 저서분야와 창작 및 실기분야로 구분
하여 평가하되, 연간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다. 그 세부기준과 점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표 3>과 같다.
- 연구 및 창작활동의 평가점수는 연간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다
-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논문및저서분야
- 논문 및 저서분야의 연구활동은 연구실적, 연구활동, 자기개발로 구분하며, 그에 대한
세부기준 및 점수는 <표 3>과 같다
- 학술지 게재 논문과 학술대회 발표논문은 별도로 정한 등급에 따라 최고 150점까지 인정
한다.
- 공동 저술인 경우, 제1 저자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해당 점수의 1.2배로 한다
- 학술논문 및 저서, 특허, 연구보고서의 경우 평가점수에 1인 단독일 때는 100%, 2인
공동인 경우 70%, 3인 공동인 경우 50%, 4인 이상인 경우 30%로 한다
- 석사학위 논문은 100점, 박사학위 논문은 200점으로 인정한다
- 전문서적 중 국제는 국외 대학교재 또는 국외 전문서적으로 인정된 200페이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전문서적 중 국내는 대한출판문화협회에 등록된 출판사에서 납본 절차를 거쳐 출간된
전문서적으로 학술 또는 대학교재로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
- 국내외 특허는 종류에 따라 별도로 정한 등급에 따라 최고 120점까지 인정한다
- 연구보고서는 종류에 따라 별도로 정한 등급에 따라 최고 80점까지 인정한다
- 국내외 학･협회에서 초청 강연(Plenary Speaker)을 한 경우, 별도로 정한 등급에 따라
최고 120점까지 인정한다
- 자기 개발을 위한 산업체 연수 및 학･협회 참석의 경우 최고 100점까지 인정한다
- 기술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100점으로 인정한다
○ 창작 및 실기분야
- 창작 및 실기분야의 연구활동은 공모전, 초대전/개인전/단체전,심사위원, 전문지 작품발
표, 경기참여, 국제심판자격 획득으로 구분하며, 그에 대한 세부기준 및 점수는 <표 3>과
같다
- 국내외 초대전, 개인전, 단체전의 경우 최고 150점까지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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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된 공모전에서 입선 이상의 성적을 거둔 경우 최고 80점까지 인정한다
- 국내외 공인전에서 심사를 맡은 경우 최고 40점까지 인정한다
- 국내외 전문지에 작품이 발표된 경우 최고 100점까지 인정한다
- 운동경기에 참여하여 심판, 코치, 감독, 단장을 맡아 역할을 수행한 경우 최고 100점까지
인정한다
- 국제공인 심판 자격을 취득한 경우 50점까지 인정한다
<표 3> 연구 및 창작활동 영역의 평가항목 및 점수
○ 논문 및 저서 분야
평가항목

학술논문

연구실적

저 서

특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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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단위

기준점수

저명 국제학술지(SCI, SSCI)

편당

150

G7국가 국제학술지

편당

130

전국 저명학술지(학진 등재지, 후보지)

편당

100

국제규모 학술지, 전국규모 학술지

편당

90

대학논문집 및 기타 학술지

편당

80

국제학회 발표논문

편당

80

국내학회 발표논문

편당

50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나 서평

편당

30

박사학위 논문

편당

200

석사학위 논문

편당

100

국제전문서적

권당

150

국내전문서적

권당

120

전문서적 번역서/편역서/학술자료집

권당

80

교육부발간 또는 검정 중 고교 교과서
연계교육교재, 주문식교재

권당

80

학술저서 1/3이상 개정판

권당

30

문예창작집 (단행본)

권당

70

사전

권당

150

용어집, 편람

권당

70

멀티미디어교재/ CD로 작성된 저서/
문제집/ 온라인 전자사전

권당

80

국제 발명특허

건당

120

국내 발명특허

건당

100

실용신안/ 의장등록/ 소프트웨어저작권

건당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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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인 : 1.0배
2인 : 0.7배
3인 : 0.5배
4인이상 : 0.3배
공동연구의
제1저자,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는 1.2배한다.

1인 : 1.0배
2인 : 0.7배
3인 : 0.5배
4인이상 : 0.3배

제1장 학칙

제2장 입학

제3장 학사

제4장 수업

제5장 학적

평가항목

평가단위

기준점수

편당

80

편당

60

교내 연구 보고서

편당

50

국제 학협회 초청강연

회당

120

국내 학협회 초청강연

회당

100

산업체 현장프로그램참여(1개월 이상)

건당

100

산업체 현장연수

1주당

15

공인된 기관연수(120시간 이상) / 연구학기제

회당

80

교육부 및 산하기관 연수

일당

5

최대 30점

전국규모의 학회연수

일당

5

최대 30점

각종 학회 참석

일당

5

최대 30점

상위 자격증 취득(기술사 이상)

건당

100

정부 및 공공기관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기업체 수탁 연구보고서

연구활동

학술회의

자기개발

연 수

자격증

제6장 교원인사 제7장 안전관리

비 고

최대 60점

○ 창작 및 실기 분야
평가항목

공인 국제전
초대전 /
개인전 /
단체전
공인 국내전

공인된 국제 공모전

공모전

공인된 전국규모 공모전

공인된 지역규모 공모전
및 회원전

평가단위

기준점수

초대 개인전

회당

150

개인전

회당

130

초대 단체전

회당

60

단체전

회당

30

초대 개인전

회당

120

개인전

회당

100

초대 단체전

회당

30

단체전

회당

20

특선

회당

80

입선

회당

50

초대출품

회당

50

특선

회당

70

입선

회당

40

초대출품

회당

40

특선

회당

40

입선

회당

20

회원전

회당

20

비고

창작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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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단위

기준점수

국제 공인 심사전 심사

회당

40

국내 공인 심사전 심사

회당

20

국제규모 전문지

회당

100

전국규모 전문지

회당

50

세계 선수권 대회의 단장, 감독, 코치, 심판

회당

100

아시아 선수권 대회 단장, 감독, 코치, 심판

회당

50

전국규모 체육대회의 단장, 감독, 심판장

회당

40

전국규모 체육대회의 코치, 심판

회당

30

국제 공인 심판자격 획득

회당

50

심사위원
전문지
작품발표

경기참여

국제심판

비고

운동경기
분야

라. 산학･취업영역 평가
○ 산관학 활동
- 산관학 활동은 산관학 활동, 현장실습 및 창업지도활동, 대학발전기반조성활동, 취업준비
활동을 대상으로 평가하되, 연간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다. 그 세부기준과 점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표 4>와 같다
- 산관학 활동 영역에 대한 평가는 학과 단위별 평가와 개인별 평가를 병행한다
- 학과별 평가항목의 점수는 최대 70점까지 인정한다
- 개인별 평가항목의 점수는 최대 50점까지 인정한다
○ 학과 단위별 산관학 활동 평가
- 학과 단위별 산관학 활동에 대한 기준 및 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연간 7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항목 중에서 취한다
- 산학협약의 체결 및 유지: 학과의 진로와 특성에 관련 있는 회사를 산학협력대상 회사로
인정하며 최대 50점까지 인정한다
- 연계교육협정의 체결 및 유지: 연계교육의 체결 및 유지에 관하여 한 건당 30점을 인정한다
단, 평가 년도에 해당 학생이 신규 입학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 주문식 교육과정의 개발: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여 주문식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
는 경우 1건당 30점을 인정한다
- 산업체 위탁반 유치 및 운영: 산업체 위탁반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 학급당 30점을
인정한다. 평가 년도 1학년 개설반을 기준으로 한다
- 취업특강 개발 및 운영: 학과 단위의 취업특강은 건당 10점, 최대 30점까지 인정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공공단체, 산업체와의 산학관 공동행사 실시 : 건당 20점을 인정하면 최대 20점까지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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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학칙

제2장 입학

제3장 학사

제4장 수업

제5장 학적

제6장 교원인사 제7장 안전관리

- 산학협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산학협동위원회 회의 개최 1회당 5점을 인정하며 최대
20점까지 인정한다. 회의 개최 결과에 대하여 산학협력처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개인별 산관학 활동 평가
- 연간 50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산업체 방문: 산학관 활동을 위한 업체 방문은 건당 3점을 인정한다. 담당부서의 출장
승인서 및 보고서 등 제반 인증을 거쳐야 한다
- 연계교육기관 방문: 연계교육의 운영과 관련된 해당 기관의 방문은 건당 3점을 인정한다.
방문 일자 내용 등에 관해서는 담당부서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산업체 위탁생 유치: 산업체 위탁생 유치실적은 1인당 5점씩 인정한다. 학생유치실적은
담당부서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산업체 교육 및 강연: 산업체 교육 및 강연은 건당 10점씩 인정한다. 담당부서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취업 업체, 산업체 실습업체의 개발: 학생 취업 및 산업체 실습을 위한 업체개발의 경우
건당 10점씩 인정하며 담당부서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대학 보유 현장센터 사업 참여: 대학이 보유한 산학 현장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참여
한 경우 건당 5점씩 인정하며 담당부서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현장실습 및 창업지도
- 창업동아리 운영: 창업동아리 지도교수로 운영하는 경우 연간 30점을 인정한다. 담당부
서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사외이사 및 보육닥터: 1개월 당 3점씩 인정하며 담당부서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산업체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연구위원: 건당 10점씩 인정하며 담당부서의 인증을 받아
야 한다
- 현장실습 지도: 업체당 5점을 인정하며 담당부서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대학발전 기반조성
- 개인별로 평가하며 연간 50점을 초과 할 수 없다
- 연구간접경비(OH) 입금실적: 10만원당 1점을 인정하며, 담당부서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대학발전기금의 유치: 300만원당 30점을 인정하며 담당부서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기자재 및 재료 기증 유치: 100만원당 3점을 인정하며 담당부서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기업 및 개인 장학금 유치: 100만원당 10점을 인정하며 담당부서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취업준비활동
- 취업준비활동 항목 중 개인별 평가항목은 연간 30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자격증 취득률 : 학과 단위로 평가하며 평가 전년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율 10% 미만은 3점, 10-20% 미만은 6점, 20-30% 미만은 9점, 30-40%미
만은 점, 40% 이상은 15점을 부여한다. 담당부서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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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작품전(전시, 공연, 논문발표) 지도 : 개인별로 평가하며 회당 15점을 인정한다. 담당
부서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공모전, 경진대회 지도 : 개인별로 평가하며, 국제규모의 대회의 경우 건당 15점, 전국규
모대회의 경우 건당 10점, 기타 대회는 건당 5점을 인정한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 4> 산･학･관 활동 영역의 평가항목 및 점수
평가항목

연계교육협정 체결 및 유지

건당

30

건당

30

학급당

30

건당

10

최대 30점

공공단체, 산업체와의 산학관
공동행사 실시

건당

20

최대 20점

산학협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회당

5

최대 20점

산업체 방문

회당

3

연계 교육기관 방문

회당

3

1인당

5

건당

10

취업업체, 산업체 실습업체 개발

건당

10

대학 보유 현장센터 사업 참여

건당

5

창업동아리 운영

연간

30

1개월당

3

건당

10

1업체당

5

10만원당

1

3백만원당

30

1백만원당

3

1백만원당

10

%

15

회당

15

건당

15

산업체 위탁생 유치
산업체 교육 및 강연

사외이사 및 보육닥터
산업체의 기술자문위원, 연구위원

학과별 평가
(최대 70점
인정)

개인별 평가
(최대 50점
인정)

개인별 평가
(최대 50점
인정)

현장실습 지도
연구간접경비(OH) 입금실적
대학발전기금 유치
기자재 및 재료기증 유치

개인별 평가
(최대 50점
인정)

기업 및 개인 장학금 유치
자격증 취득률
취업준비활동

졸업작품전 지도
공모전, 경진대회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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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점

5

취업특강 개발 및 운영

대학발전
기반조성

비고

건당

산업체 위탁반 유치 및 운영

현장실습 및
창업지도

기준점수

산학협약 체결 및 유지

주문식 교육과정 개발

산학관 활동

평가단위

2020 전문대학 학사편람

학과별
개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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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봉사영역 평가
○ 봉사활동: 봉사활동 영역은 교내 봉사활동과 교외 봉사활동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연간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다. 그 세부기준과 점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표 5>과
같다
- 봉사활동의 평가점수는 100점을 최대점수로 인정하며, 각 항목별 최대점수에 대한 제한
을 둔다
-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표 5> 봉사활동 영역의 평가항목 및 점수
평가항목

평가단위

기준점수

행정부서장(처장), 사회교육원장

1개월당

6

부속기관장, 학과장, 전문위원

1개월당

4

각종 위원회 위원

1개월당

3

학기/학급당

15

대학발전 각종 프로젝트 참여

건당

20

최대 40점

비정규 특강

건당

10

최대 20점

학과 및 대학 홍보활동

건당

10

최대 40점

학보 및 교지 원고 게재

건당

10

최대 20점

회의 및 행사참여도

건당

5

최대 20점

외부출강 규정 준수

건당

5

최대 20점

해외출국 규정 준수

건당

5

최대 20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공공단체의
위원회 위원

1개월당

3

임원활동 동일기간 내에 1인
1위원회에 한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공공단체의
평가위원, 심사위원, 각종 국가고시 출제
위원, 채점(심사)위원

회당

10

최대 30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공공단체의
교육 및 강연

회당

5

최대 20점

6개월당

5-10

최대 20점 임원(10점)
편집위원, 이사(5점)

국내외 학술회의 좌장 및 패널

회당

5

최대 20점

국내외 사회봉사활동

1일당

2

최대 20점

언론매체 기고, 토론회 참석

회당

5-10

최대 20점
방송 및 중앙일간지(10점),
기타언론매체(5점)

학과 지도교수

교내봉사

교외봉사

국내외 학회 및 협회의 임원

비고

당연직 제외, 1인 1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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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봉사활동
- 각종위원회 위원은 겸직의 경우 1인 1위원회에 한하며, 당연직으로 참석하는 각종위원회
활동은 업적평가에서 제외한다
- 교내 각 위원회의 성격은 규정집에 정의된 위원회 또는 총장이 승인한 것에 한한다
- 대학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라 함은 총장의 요청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부여된 특별임무
또는 과제를 말하며, 1인 1개 사업에 한하여 인정한다.(최대 40점 이내)
- 비정규 특강은 사회교육원 특강, 타 학과 지원 특강 등 정규 강의 이외의 단기프로그램
강의를 말한다
- 학과 및 대학 홍보활동은 신입생 유치와 관련된 활동으로 고등학교, 기업체, 군부대등을
방문하여 홍보하는 활동을 말한다(최대 40점 이내)
○ 교외봉사활동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공공단체 관련 활동은 위원회의 위원, 평가위원, 심사위
원, 출제위원, 교육 및 강연 등으로 세분화하여 달리 배점하며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 국제학회 또는 국제학술지라 함은 3개국 이상(우리나라 포함)의 회원이 가입된 국제전문
학술단체 또는 이들이 발행하는 전문학술지를 말한다
- 국내외 학회 및 단체 임원은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감사, 분과위원장, 간사, 편집위원장
등을 말하며, 명예직 임원 및 고문도 임원으로 포함한다
- 국내외 사회봉사활동은 1일당 2점을 배정하며, 공인된 기관의 봉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언론매체 기고는 신문(중앙 및 지방의 일간지)투고, 국내외의 주요 정기간행물 게재, 학술
지에 논평 및 서평 게재한 것 등을 말한다
○ 가･감점 영역 평가
- 가산점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학회, 국제단체, 대학 NGO로부터 표창 또는 상장을
받은 경우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연간 최대 5점까지 인정한다
- 감점은 학교 행정상의 경고 이상의 징계여부로 평가하되, 연간 최대 5점까지 감점한다.
그 세부기준과 점수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334

2020 전문대학 학사편람

제1장 학칙

제2장 입학

제3장 학사

제4장 수업

제5장 학적

제6장 교원인사 제7장 안전관리

<표 6> 가･감점 평가항목 및 점수
평가항목

가점사항

감점사항

평가단위

배점

훈장

건당

5.0

학술 또는 논문상

건당

4.5

국제단체장상

건당

4.0

대학총장상

건당

3.5

기타 민간단체장상

건당

3.0

처･청장

건당

2.85

광역자치단체장

건당

2.5

지방자치단체장

건당

2.0

학술 또는 논문상

건당

3.0

국제단체장상

건당

5.0

정직

건당

5.0

감봉

건당

3.0

견책

건당

2.0

경고

건당

1.0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표창･상장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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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승진

○ (정의) 동종의 직무 내에서 상위의 직위에 임용하는 것을 말하며, 승진임용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승진임용 또는 승진대상 탈락에 대하여 처분성이 부정됨
○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제14조 사립학교법 53조의2, 대학정관 및 학칙

1. 승진 절차
절 차
승진 임용 계획

내 용

관련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13조~제14조
∙ 승진소요연수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한 승진 임용 계획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
수립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대학별 승진임용 계획에 따라 심사

∙ 교육공무원법 제13조
∙ 사립학교법 제10조, 정관

정년보장교원의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4

선 정

교원인사위원회에 심의 요청

심 의

교원인사위원회 의결

∙ 교육공무원법 제25조
∙ 사립학교법 제53조4

제 청

승진임용 제청

∙ 교육공무원법 제25조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확 정

이사회 의결 및 통보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보 고

7일 이내 관할청에 임용보고

∙ 사립학교법 제54조

승진임용심사

2. 승진 업무
가. 승진 임용 계획 수립
○ 승진 임용권자
- 국･공립대학 교원(교수 및 부교수): 교육부장관
- 사립대학 교원: 당해 학교법인 정관에 의함(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 경영자가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침)

336

2020 전문대학 학사편람

제1장 학칙

제2장 입학

제3장 학사

제4장 수업

제5장 학적

제6장 교원인사 제7장 안전관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 대통령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
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 2007.6.28.,
2008.2.29., 2008.6.5., 2012.12.4., 2013.3.23.>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되,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0. 4. 7., 2016. 2. 3.>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 승진 임용시기는 대학자체 규정으로 정함
○ 직명별 승진 최저 소요 재직년수는 당해 대학의 법인 정관, 학칙 등으로 정함

나. 심 의
○ 승진임용은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용하되 승진임용기준 및 절차 등은 대학자체
의 규정 등에 의함
- 승진임용기준 예시: 연구실적 및 활동, 국내･외 현장 및 일반연수 실적, 학생에 대한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산학협동 추진실적, 사회봉사 실적 등

다. 이사회 의결(「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는 이사회 의결 없이 학교의 장이 임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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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전보

○ (정의) 교원의 같은 직위 및 자격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하는 것(교육공무원법 제2조)
○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 제32조의5, 교육공무원법 제17조, 제20조, 제21조, 지방공무원법 제
30조의2, 제30조의5

1. 전보 사유
○ 전보는 일반적으로 임용권자의 재량사항으로 권리남용 등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함
○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교육공무원이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
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직무의 연속성 및 일상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기구의 개편이나 직제의 개정･폐지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 해당 교육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한 경우
- 전보권자 또는 전보 제청권자를 달리하는 기관 간에 전보하는 경우
- 임용 예정 직위에 관련된 특수한 연수를 받았거나 임용 예정직위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형사사건에 관련된 혐의가 있는 경우
- 교육공무원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군･자치구 지역의 기관으로 전보하
는 경우
- 임신 중인 교육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교육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당해 직위나 근무지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이 교육상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전문대학과 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음
○ 국･공립대학의 교수 또는 부교수를 전보하는 경우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대
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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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의 처분성 인정
불규칙적이고 잦은 전보명령이나 보직변경 등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는 교육공무원의 근무환경
또는 근무조건과 직무의 연속성 및 일상생활의 안정성 등은 「교육공무원법」 제21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
항, 제2항 등 관계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라 할 것이므로, 전보명령
을 받은 교육공무원에게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서울고법 1998.3.26. 선고 97구
6200 판결 참조】

전보처분이 재량사항임을 인정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두
11566 판결 참조】

339

Ⅵ

겸임

○ (정의)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원과 다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연
구 기관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음(교육공무원법18조)
○ (근거) 국가공무원법」제18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

1. 겸임 사유
○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
원과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원과 다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관련 교육･연구 기관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는 것
[교육공무원법]
제18조(겸임) ①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공
무원과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원과 다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연구 기관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겸임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제9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
조제1항･제2항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겸임)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시킬 수 있다. <개정 1993. 2. 24., 1999. 9. 30., 2005. 4. 15.>
1. 관련교과나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산업대학의 교원 및 각급 연수기관의 교수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1. 2. 1., 1995. 3. 25., 2001. 1. 29., 2005. 4. 15., 2008.
2. 29., 2013. 3. 23.>
1. 각종 기술직렬 또는 기술분야 연구직렬의 일반직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학
교의 자연과학계 교육공무원간
2. 학예･공안 및 행정직군의 일반직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전문대학이상의 각급학교의 인문사회과
학계 교육공무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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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급학교 교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인근학교의 교원간 또는 병설(부설)된 학교와 당해 학교를 병설(부
설)한 학교의 교원간
4. 정부투자기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정부출연기관등 정부산하단체의 임직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교육공무원간
5.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의 임･직원과 그 직무내용이 유사한 교육공무원간
③ 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겸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9조 및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병원장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9조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
법」 제11조에 따른 치과병원장과 「암관리법」 제33조에 따른 국립암센터원장으로서의 겸임기간은 3년이
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5. 3. 25., 1995. 5. 29.,
2001. 12. 31., 2004. 3. 9., 2005. 4. 15., 2008. 4. 16., 2011. 5. 30.>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에 있어서는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 3. 11.]
[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1982･3･11>]

2. 겸직
○ 두 가지 이상의 직을 겸하는 것으로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
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1회적인 저술･번역, 서적출판, 작사･작곡 등 행위의 ‘계속성’이 없으
면 영리업무가 아님
- 교원으로서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업무는 영리적인 업무를 교원이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
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의미함
○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야 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음
○ 영리업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업무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 전념･능률의 저해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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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①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 26.>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2. 1. 26.>
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 26.>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
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08. 3. 14., 2011. 7. 21., 2017. 11. 28.>
② 제1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그 해에「상법」제388조에 따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소속학교의 장에게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8.>
[본조신설 200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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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5(대학교원의 사외이사 겸직허가 기준 등) ① 대학의 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교원에
대한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하려면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허가의 필요성
2. 허가 기간의 적절성
3. 허가 대상기업의 적합성
4.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학생의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②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원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그 해에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보고하는 경우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지급 내역이 포함된 서류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발급받아 소속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보수 일체의 월별 지급 내역
2. 교통비 및 회의수당 등 항목별 지급 내역
③ 제1항에 따른 겸직허가의 세부기준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

[국회법]
제29조(겸직 금지)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 외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재
선거･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날의 다음 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그 직을
휴직하거나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3. 「정당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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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6>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3호(2020.01.20.)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1. 기본방침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영상, 음성)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다수
의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하고 상호소통하는 일체의 행위
※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 네이버TV, 아프리카TV, 유튜브, 트위치 등
가.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취미, 자기계발 등)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님
나.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능
※ 기관 방송채널을 통한 정책 설명, 전문지식 ･ 경험 공유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활동은 적극
권장
2. 준수할 사항
▸ 직무관련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로 다른 사생활 영역 활동(예: 저술, 번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임
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국가공무원법」제60조)
나.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국가공무원법」제63조)
※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사실 유포, 폭력적･선정적 콘텐츠 제작･공유하는 행위
등 금지
다.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
하기 위한 행위 금지(「국가공무원법」제65조)
라.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
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함으로써 금전 또는 물품을 얻는 행위(예 : 직･간접
광고),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 금지
3. 겸직허가
가. 겸직 신청 대상
(1) (수익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누적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기본요건
(2) (수익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
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아프리카 TV의 구독료는 별도의 수익창출 요건 없이 바로 수익발생
나. 겸직 허가권자: 소속 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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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겸직 허가기준
(1) 소속 기관의 장은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콘텐츠의 제작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준수할 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
허가
*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품위 유지, 정치운동의 금지 등「2. 준수할 사항」
(2) 소속 기관의 장은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 공무원으로서 준수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허가 불허, 콘텐츠 삭제 요청, 활동 금지, 징계 요구 등 조치
라. 겸직 허가절차
(1) (신청) 소속 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개인방송 채널별로 겸직 허가 신청
-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된 후 새로운 콘텐츠 공유 전에 신청
- 공무원 임용 전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하고 공무원 임용 후에도 그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신청
(2) (심사)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겸직 신청 대상 및 허가기준 부합
여부 등 검토
(3) (결과통보)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공문을 통해 심사결과 통보
4. 기타사항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별 업무특성이나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나. 소속 기관의 장은 매년 초 전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실태를 조사･점검하여야 함
(1) 점검사항 : 허가 내용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 준수할 사항 위반 여부 등
(2) 점검 후 조치사항 : 겸직 허가 내용과 다른 활동, 준수할 사항 위반 등의 경우에는 그 정도를
고려하여 징계의결 요구, 겸직허가 취소, 관련 콘텐츠 삭제 요청 등 조치
다.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함에도 겸직 신청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그 위반 행태 및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
라. 겸직허가 기간은 최대 1년, 겸직 연장의 경우 겸직허가 종료일 전 1개월 이전까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청

345

Ⅶ

파견

○ (정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해 공무원의 소속을 바꾸지 않고 일시적으로 타기관이나 국가기관 이외
의 이관 및 단체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함, 파견은 소속기관을 바꾸지 않고 보수도 원래의 소속기관
에서 받는 임시적인 배치전환으로 긴급한 인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간편한 내부임용 방법
○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제5조의 3

1. 파견 사유
○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외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으로 교육･
연구･학술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파견근무) ①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교육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다. <개정 1992. 8. 25., 1997. 2. 25., 1999. 9. 30., 2001. 7. 16., 2003. 3. 11., 2004.
8. 14., 2005. 4. 15.>
1.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외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으로 교육･연구･학술진
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을 위한 경우
3. 업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4.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 연수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학술진흥과 지역 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상호간, 교육행정기관 상호간, 교육
연구기관 상호간 또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상호간에 필요한 경우
7. 교육공무원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외 교육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의 정부, 국제기구 또는 연구기관에 파견
할 필요가 있는 경우
9.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국가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
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소속교육공무원을 파견함에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소속교육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교육공무원이 국가기관소속인 때에는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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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협의(국립의 교육기관 상호간, 교육행정기관 상호간, 교육연구기관 상호간 또는 교육기관･교육행정
기관･교육연구기관 상호간의 파견으로서 교육부로 파견하는 경우를 제외한 파견인 경우와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소속인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2. 8. 25., 1994. 2. 17., 1997. 2.
25., 1999. 9. 30., 2001. 1. 29., 2004. 8. 14., 2008. 2. 29., 2009. 1. 16., 2013. 3. 23.,
2014. 11. 19.>

2. 파견 기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대학교원의 임용기간 계산) ③ 공무로 국외파견 또는 국외출장중인 자의 그 파견 또는 출장기간
중에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파견 또는 출장 잔여기간까지를 임용기간으
로 본다. 다만, 그 잔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의3(파견근무)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2. 8. 25., 1997. 2. 25., 2003.
3. 11., 2005. 9. 14.>
1. 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2년이내로, 동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각각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그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3.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6월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4.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중 대학교원에 대한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의 교원에 대한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교원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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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강임

○ (정의) 같은 종류의 직무에서 하위 직위에 임용하는 것(교육공무원법 제2조)
○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46조,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 사립학교법
제56조

1. 강임 사유
○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강등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강임) ①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② 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상위 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결원이 생기면 제40조･제40조의
2･제40조의4 및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우선 임용된다. 다만,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은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임용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강임) ①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되었을 때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② 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기면 제38조, 제39조 및 제39조의2에도 불구하
고 우선 임용된다. 다만,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은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임용될 수 있다.

2. 강임 절차
○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행하며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
는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을 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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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4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교육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 및 기준의 결정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9.30.]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②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46조(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제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
제2항을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을 조건으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달리
하는 기관에 전입된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① 각급학교(초등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유치원과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외한다)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0.4.7., 1995.12.29., 2000.1.28., 2005.12.29.,
2016.2.3.>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0.4.7.>
[본조신설 1981.2.28.]
[제53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53조의4는 제53조의5로 이동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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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휴직

○ (정의) 일시적인 사정으로 직무를 일정 기간 떠나 있는 것으로, 임용권자는 특정한 사유가 있어 본인이
원할 때나, 사정에 따라서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음
○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71조, 72조, 73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 사립학교법 제59조

1. 휴직 사유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59조(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
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
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
7호,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불임･난
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
한다)
2.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집된 경우
소집된 때
3.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
(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
이탈하게 된 경우
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
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
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
되는 경우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
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산하게 된 때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
경우
하는 경우
7의3.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8.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관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9.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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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
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
게 된 경우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12.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
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
게 된 경우

제6장 교원인사 제7장 안전관리

사립학교법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
게 된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
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13.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2. 휴직 기간
[교육공무원법]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24., 2016. 1. 27., 2018. 3.
20., 2019. 8. 20.>
1.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3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
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 제4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 제44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44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을 하려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44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4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6의2. 제44조제1항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7. 제44조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44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4조제1항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 유학･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44조제1항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자로 종사하는 기간으로 한다.
11. 제44조제1항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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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59조(휴직의 사유) ② 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
여 휴직할 수 있고, 같은 항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3. 24.>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그 밖에 같은 호에 따른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24.>

3. 휴직 효력
[국가공무원법]
제73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휴직 중에도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따라서 출근할 의무가 없음
○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
할 수 없는 경우 임용권자는 면직시킬 수 있음

4. 복직
가. 교육공무원
○ 복직일(또는 복직 발령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국가공무원법 제73조]
②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
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전문개정 2008. 3. 28.]

나. 사립학교 교원
○ 복직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59조 제2항으로 정관에 따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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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7>

교원 휴직사유･기간 및 기타 관련내용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
사유

기간

기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5조의3 제4항

사립학교법 제59조

휴직기간

사유
1. [휴직명령]신체･정신
상장애로 장기 요양
이 필요한 경우(불
임･난임 치료에 따른
요양 포함)

1. [휴직명령]신체･정신 ∙ 1년 이내(공무상 부상
∙ 임용 잔여기간
상장애로 장기 요양이
시 3년 이내)
초과불가
∙ 1년 범위 내 연장 가능
필요한 경우
임용기간
미산입

2. [휴직명령]병역의무
∙ 복무기간만료
위한 징집･소집
3. [휴직명령]천재, 전시
등에 따른 생사･소재 ∙ 3개월 이내
불명

5. 학위취득 해외유학, 1
년 이상 연수･연구

3. [휴직명령]천재, 전시
등에 따른 생사･소재
불명

∙ 임용 잔여기간
초과불가

4. [휴직명령]법률에 의
한 의무 수행 위한 직 ∙ 복무기간만료
무이탈
∙ 3년 이내(학위취득시
3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6. 국제기구, 외국기구,
재외국민 교육기관 임 ∙ 고용기간
시고용

2. [휴직명령]병역의무
위한 징집･소집

임용기간
미산입

4. [휴직명령]법률에 의
한 의무 수행 위한 직
무이탈

임용기간
미산입

5. 학위취득 해외유학,
1년 이상 연수･연구

임용기간
미산입

6. 국제기구, 외국기구,
재외국민 교육기관
임시고용

7. [신청시 휴직명령]자
녀양육(만 8세 이하의
∙ 자녀1명 기준 3년 이내
초등학교 취학 전 자
(분할휴직 가능)
녀), 여성 교육공무원
의 임신 또는 출산

7. [신청시 휴직명령]자
녀양육(만 8세 이하
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 여성 교육공무
원의 임신 또는 출산

7의2. [신청시 휴직명령]
∙ 최초 1년 근속
만 19세 미만의 아동
기간산입
(제7호에 따른 육아휴 ∙ 입양자녀1명 기준 6
개월 이내
∙ 복직시 연수
직의 대상이 되는 아
동 제외)을 입양(入養)
하는 경우

7의2. [신청시 휴직명령]
만 19세 미만의 아동
(제7호에 따른 육아
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 제외)을 입양(入
養)하는 경우

임용기간
미산입

7의3. [신청시 휴직명령]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 1년 이내(1년 범위 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
연장 가능)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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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임용령
제5조의3 제4항

사립학교법 제59조

휴직기간

사유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
는 국내연구･교육기관 ∙ 3년 이내
연수

임용기간
미산입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
는 국내연구･교육기
관 연수

9. 사고･질병으로 조부모,
∙ 1년 이내(재직기간 중
부모, 배우자, 자녀,
3년 초과불가)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

임용기간
미산입

9. 사고･질병으로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

∙ 3년 이내(3년 범위에
10. 배우자 외국근무 또
서 연장 가능)
∙ 복직시 연수
는 제5호 해당
∙ 배우자의 근무, 유학,
연수기간 초과불가

임용기간
미산입

10. 배우자 외국근무 또
는 제5호 해당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
사유

11. [휴직명령]노동조합
전임자

기간

∙ 전임자로 종사 기간

기타

∙ 임용 잔여기간
초과불가

12. 재직기간 10년 이상 ∙ 1년 이내(재직기간 중
1회 이내)
교원의 자기개발
* 휴직기간사유 소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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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휴직명령]노동조합
전임자
임용기간
미산입

12. 재직기간 10년 이
상 교원의 자기개발
13.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유

제1장 학칙

Ⅹ

제2장 입학

제3장 학사

제4장 수업

제5장 학적

제6장 교원인사 제7장 안전관리

직위해제

○ (정의) 일반적으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교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
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
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보직을 해제 하는 것
○ (근거) 사립학교법 제58조2

1. 직위해제 사유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승급, 보수 등에서 불이익
한 처우를 받게 되므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속함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 1. 13., 2016. 2. 3.>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
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略式命令이 請求된 者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개정
2016. 2. 3.>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⑤ 사립학교 교원에게 제1항제1호와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
호･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전문개정 1990. 4. 7.] [93헌가3･7(병합) 1994. 7. 29.(1997. 1. 13. 법률 제5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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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Ⅰ

면직 등

1. 의원면직
○ (정의) 조직구성원의 퇴직 의사를 임용권자가 받아들여 면직행위를 함으로써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신분이
소멸되는 것
○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68조,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사립학교법 제56조, 제61조의2

가. 의의
○ 자신의 사의(辭意) 표시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면직 행위를 함으로써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신분 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로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법에서 정하는 사유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없음
- 교원의 의원면직 신청에 대해 의원면직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임용권자가
이를 승인하여 임용관계 종료
[국가공무원법]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
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과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22.]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②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사립학교법]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등의 금지) ①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4.7.>
제61조의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①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1. 제61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
2.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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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제62조
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5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④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
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⑤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0.]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관할청의 교원의 해직 또는 징계의 요구) 사립학교의 관할청이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원의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7.19>
1. 해직 또는 징계요구의 대상자 및 그 인적사항
2. 해직 또는 징계의 구별(징계의 경우에는 그 종류)
3. 해직 또는 징계요구의 사유

나. 의원면직 처리
○ 의원면직의 절차 준수
- 의원면직은 ‘의사에 반한 면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교원의 의원면직에 있어 ‘임면’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6.1.26. 선고 2005
다62891 판결 참조)
-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사립학교법」제61조2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
는지 여부 등을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함
○ 사직의사의 진위 여부
- 사직의사가 없는 교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의 면직처분은 위법함
- 그러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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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
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참조)

다. 의원면직 의사표시 관련사항
○ 사직의 의사표시 유형과 철회 가능성
- 사직의 의사표시가 근로계약의 해지 통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
하는지에 따라 철회가능성과 소청심사의 결과가 달라지게 됨
-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직서의 기재 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① 근로계약의 해지 통고 ②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구분할 수 있음
① ‘근로계약의 해지 통고’에 해당하는 경우
-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로 볼 것임
☞ 이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음(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근로계약 해지 고지인 경우 철회 가능성
학교법인의 교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이사회 결의 전에 이를 철회한 사안에서, 사직서의 기재
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와 경위,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등 제반 사정상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청약이 아니라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로 보아,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학교법인에게 도달한 이상 이사회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위 학교법인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
할 수 없다고 한 사례(서울북부지법, 2008.1.23, 2007가합6691 판결)

②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근로자는 그
사직에 관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음
☞ 교원의 명예퇴직 신청은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고, 임용권자가 명예퇴직을 승인
하기 전에는 철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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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지의 청약인 경우 철회 가능성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방법에 의하여 임의사직하는 경우가 아니라,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
로써 당해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위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
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발생 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
를 철회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43138 판결)

2. 직권면직
○ (정의)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었을 때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원으로
신분을 박탈하여 직무로부터 배제하는 면직행위
○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70조,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사립학교법 제58조

가. 의의
○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었을 때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
으로 신분을 박탈하는 면직행위

나. 사유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 면직)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12. 12. 11., 2016. 5. 29.>
1. 삭제 <1991. 5. 31.>
2. 삭제 <1991. 5. 31.>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4.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제73조의3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6.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7. 병역판정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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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제70조의2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② 임용권자는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3. 28.>
③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 형태, 업무 실적,
직무수행 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④ 제3항에 따른 면직 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3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을 말한다)별로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3. 28.>
⑤ 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되며, 위원은 면직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면직 대상자의 상위 계급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우선하여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부족하면 4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15. 5. 18.>
⑥ 제1항제4호에 따른 직권 면직일은 휴직 기간이 끝난 날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한 날로 한다. <개정
2008. 3. 28.>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③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같은 법 제
73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공립대학은
제외한다)의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3. 27.>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 12. 31., 1981. 2. 28., 2005. 12. 29., 2012. 1. 26., 2016. 2.
3., 2018. 12. 18.>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
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
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
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 2. 28.,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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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폐과에 의한 직권면직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면직처분을 행하는 것으로 학령인구의 감소, 대학 간 경쟁
및 특성화, 대학구조개혁 시책 등으로 인하여 학교별 폐과에 의한 직권면직이 증가하는
추세
○ 폐과에 의한 직권면직은 해당 교원의 신분에 중대한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직권면직
요건인 폐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
○ 폐과에 의한 직권면직 처분의 전제로서 ‘폐과’와 ‘과원’의 의미
- 폐과: 적법한 학칙개정 절차를 통해 학칙상 편제(모집정원을 의미)가 없게 된 때를 말한다
고 보아야 함. 즉, 실제로 폐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칙상 편제정원이 ‘0’이
되어야 함
- 과원: 폐과로 인하여 교원의 수가 법령에서 정한 교원확보 기준을 초과한 상태를 말한다
고 보아야 함

폐과의 의미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과’라 함은 ‘적법한 학칙개정절차를 통해 설치학과가
폐지되고 정원이 0으로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폐직’이나 ‘과원’이라 함은 위와 같이
학과가 폐과된 것을 전제로 폐과된 학과에 재직 중인 교원들을 말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2007.5.30 2006구합29454 판결 참조】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①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 면직)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2.12.11., 2016.5.29.>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③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같은 법 제73조의4
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은「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공립대학은 제외한다)의 학
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3.27.>
제57조(「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③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나목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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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5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은 공립대학의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사립학교법]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등의 금지) ①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4.7.>

○ 폐과에 의한 직권면직 적법성 검토
① 폐과 관련 학칙 개정 절차 준수 여부
- 학칙 개정과 관련한 절차, 학칙 개정안 심의･의결기구 및 정족수 등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학칙에 규정되어야 함
- 폐과는 학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폐과기준의 변경을 위해서는 학칙 개정 절차
(학칙개정안 사전공고→심의→공포)를 반드시 거쳐야 함
- 폐과를 위한 학칙 개정은 폐과에 의한 직권면직의 전제로서, 적법한 학칙 개정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직권면직도 위법함
- 학칙개정안 사전공고 또는 공포 등의 절차는 이해관계인 일부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거
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학칙 개정으로 인하여 직접적･간접적 또
는 현실적･잠재적으로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받게 될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일반적으
로 접근이 가능한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필요로 함
사건명

결정요지

2007-571
직권면칙처분
무효확인청구
→ 무효확인

피청구인이 2007. 4. 1.자 학칙 개정안을 공고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이 학칙에서 정한
공고기간인 20일이 아닌 10일로 공고기간을 정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과 등의 폐과를
정한 이 건 관련 개정 학칙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학칙개정 절차를 위반하였으
므로 무효라 할 것임. 즉, ○○과 등은 적법한 학칙개정에 의하여 폐과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때의 폐과로 인하여 교원의 과원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폐과에 의한 면직은 위법함
※ 이 사건 대학은 학칙개정시 교무위원회 심의절차가 규정되어 있음

2006-93~95
폐과로 인한 면직처분
무효확인청구
→ 무효확인

청구인들의 소속학과인 ○○과와 ○○과에 2006학년도 신입생이 각각 10명, 6명이 등록･재학
중임을 볼 때, 위 학과들이 폐과되지 않은 것은 엄연한 사실임을 알 수 있음. 따라서 폐과에
의한 이 건 면직처분에 있어서 청구인 소속의 학과폐지 결정만 있었지 폐과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이루어지지 않은 폐과를 원인으로 면직처분을 한 것은 무효라 할 것임.

② 폐과에 의한 직권면직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인지 여부
- 면직회피를 위한 노력을 충실히 행하였는가
∙ 폐과가 적법하게 실시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면직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닌지를 고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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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 폐지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교원에 대한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는 할
수 없고 학과를 폐지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전혀 없었는지,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어 학과를 폐지한 후에도 해당 교원으로 하여금 전공을 변경하게
하거나 다른 학과에 개설된 관련 강의를 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함
∙ 타 학과로 전환배치를 고려할 경우 타 학과의 신입생 등록률, 전임교원 확보율, 타
학과에 관련 강의 개설 유무 등 고려하여야 함
∙ 다른 직권면직 사유와는 달리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한 직권면직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면직기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 다만, 면직회피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건을 가진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면직기준에 따른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학과의 폐지 자체가 불가피하고 정당한
것이라면 위법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직권면직를 위한 임용 절차를 준수하였는가
∙ 직권면직은 임용에 해당하므로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의 임용 절차상 요구되는 교원인
사위원회 심의, 학교장 제청,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
∙ 학교 규정상 직권면직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
○ 폐과에 의한 직권면직 절차
<국･공립학교 교원>

<사립학교 교원>

직권면직 사유발생

폐과기준 마련

↓

↓

(직권면직 심사위원회)

학칙개정 등을 통한 폐과 실시

↓

↓

징계위원회(의견청취)
또는 인사위원회 의결

전공전환 기회 등 부여

↓

↓

직권면직(임용권자)

직권면직(임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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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예퇴직
○ (정의) 정년연령에 도달하지 않는 근로자들에게 근속연수나 연령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그의 자발
적 의사에 따라 규정상의 퇴직금 이외에 금전상 보상이나 가사퇴직금 또는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우대조치를 하여 정년 전에 사직의 형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
○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74조2, 교육공무원법 제36조, 사립학교법 제60조3

가. 의의
○ 20년 이상 근속한 교원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것을 말하며, 사립대학의 경우 정관에
서 정한 사항에 의해 퇴직하는 것을 말함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①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임기제공무원
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②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
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이 그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2. 10. 22., 2015. 5. 18.>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1의2. 재직 중에「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1의3.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2.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3. 명예퇴직 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할 사람이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22.>
⑤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과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와 제3항 및 제4
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의 환수액･환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0. 22.,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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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36조(명예퇴직) ① 교육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중 교장･원장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그 정년은 제47
조에 따른 연령으로 본다. <개정 2012.3.21.>
③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및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30.]

[사립학교법]
제60조의3(명예퇴직) ① 사립학교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0.4.7.]

4. 당연퇴직
○ (정의) 당연퇴직이란 노사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일정한 사유의 발생만으로 그 사유발생일 또는 소정의
날짜에 당연히 노사관계가 종료되거나 퇴직하는 것을 말함
○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사립학교법 제57조

○ 일정한 사유의 발생만으로 그 사유발생일 또는 소정의 날짜에 당연히 임용 관계가 종료되거
나 퇴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 제외)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함. 당연퇴직에 해당함을 알려주는 통보는 사실을 알려주는 일종의
관념의 통지에 불과함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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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
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5. 5.
18., 2015. 12. 24., 2018. 10. 16.>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
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문개정 2012. 12. 11.]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
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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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교원”으로 본다.
<개정 1997.12.13., 2008.3.14., 2012.1.26., 2015.3.27.>

5. 퇴직교원 정부포상 신청
○ (정의) 장기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공사 생활에 흠결없이 퇴직하는 사립학교
교원 대상으로 실시함
○ (근거) 상훈법 제5조, 정부포상규정 제6조
※ 퇴직교원 정부포상 신청 관련 상세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하는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한국전문대학교
육협의회에서 안내하는 「퇴직교원 정부포상 추천 관련 안내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천대상: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퇴직교원(학력인정교육시설 교원 포함)
- 장기간 재직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공사 생활에 흠결없이
퇴직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
- 국･공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정관 등 인사규
정에 따라 퇴직 대상 규정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 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
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②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③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
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공
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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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시기
-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추천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추천하여야 함(단, 포상대상자의 귀책사유 없이 행정기관의 착오･과실 등으
로 추천기한이 경과한 자 등 추천권자가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추천
가능)
- 업무담당자는 퇴직 후 1년 이내인 자 중 추천신청 누락된 교원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해당교원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함
- 정년퇴직을 제외한 명예퇴직, 의원면직자는 추천일 기준 인사발령이 발령 완료된 자에
한하며, 추천일 이후 명예퇴직, 의원면직, 사망퇴직자는 다음 차수 퇴직교원 포상에 추천
가능
포상시기

구분
교육공무원
(사립학교교원 포함)

정년퇴직

기타퇴직(명예, 의원면직 등)

퇴직일(2월말, 8월말)

2월말(전년 3월~8월 중 퇴직)
8월말(전년 9월~2월 중 퇴직)

○ 추천 기준: 재직기간에 따라 훈격 결정
- 교원으로서의 근무기간에 군인, 공무원, 기간제교원 등 임용 전 경력 합산
훈격

근정훈장

근정포장

표창

등급

재직년수

청조(1등급)

총장 경력자 특별추천

황조(2등급)

40년 이상

홍조(3등급)

38~39년

녹조(4등급)

36~37년

옥조(5등급)

33~35년

근정포장

30~33년 미만

대통령 표창

28~30년 미만

국무총리 표창

25~28년 미만

장관 표창

15~25년 미만

- 대학교 총장이 퇴직할 경우 공무원보수규정[별표12]에서 다목을 적용받는 총장은 청조(1
등급),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은 황조(2등급)를 추천할 수 있음(단, 재직연수가 15년 미만
인 경우에는 포상 추천 제외)
- 승진과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 승진된 직급에 해당하는 훈격으로 추천할 수 있으나 추천
이후에는 훈격 조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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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포상 추천제한 기준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주요비위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닌 잘못으로 견책 또는 불문경고를 받은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 가능
▸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
▸ 견책이 사면되었고, 당해 견책 처분이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
는 자
- 추천기관 공적심사위원회(또는 퇴직포상 분과위원회)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들은 후 징계관련 기록 확인
등을 통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 시 제10호 서식에 따른 ‘견책
처분자 퇴직포상 추천 사유서’를 행정자치부로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위에 해당하더라도 불문경고･견책을 합쳐 3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 제외

4.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 또는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되는 경력기간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가.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공금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 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또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은 자는 형벌
의 종류와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나. 주요비위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닌 잘못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자는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 추천 제외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1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은 자 중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경미한 잘못
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고, 퇴직포상을 받을만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추천가능
5.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6.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후, 결과 제출
7. 퇴직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공무원으로 복직한 자(정무직 제외)
8.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9. 도박, 불륜, 사기, 강･절도, 상해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하거나, 정치적 활동 또는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여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10. 퇴직포상 훈격이 기 포상 훈격 이하인 경우 추천 불가
- 퇴직포상의 경우,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포장
및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기포상훈격

퇴직시 예상훈격

추천가부

비고

국민훈장모란장(2등급)

홍조근정훈장(3등급)

가능

∙ 국민/근정 훈장 간 무관

옥조근정훈장(5등급)

홍조근정훈장(3등급)

가능

∙ 상위훈격 추천 가능

녹조근정훈장(4등급)

옥조근정훈장(5등급)

불가능

∙ 동종 하위 훈격 추천 불가

대통령표창

대통령표창

불가능

∙ 동위훈격 추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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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강사
강사제도 운영 관련 상세 내용은 교육부에서 안내한「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2019.6.)」 및 한국전문대
학(교) 교무학사관리자협의회에서 안내한「전문대학 강사제도 운영 실무 매뉴얼(2019.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개요

1. 강사의 지위
○ 학교에 두는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 부여
-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않으나 국･공립 및 사립학교 강사의 임용, 신분보장 등에 관련하여 일부 규정
준용
[고등교육법]
제14조의2(강사)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 교수시간에 따라
임용기간, 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근무조건을 정하여 서면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기
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2018. 12. 18.>
1.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의 강사로서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연구년(6개월 이하) 또는 교원
의 직위해제･퇴직･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
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국립･공립 및 사립 학교 강사의 임용･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 1. 27., 2018. 12. 18.>
1. 국립･공립 학교의 강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
가. 「교육공무원법」 제5조제1항, 제10조,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의4제7항,
제23조, 제23조의2, 제25조제2항, 제26조, 제43조, 제47조제1항 단서 및 제48조. 이 경우 「교육
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파면･해임”은 “면직”으로 보고, 같은 법
제25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은 “제26조에 따라 강사를 임용
할 때에는”으로 보며, 같은 법 제26조제1항 중 “조교”는 “강사”로 보고, 같은 법 제43조제2항
중 “징계처분”은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본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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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립학교의 강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
가. 「사립학교법」 제23조제2항･제3항, 제53조의2제1항･제2항･제9항, 제53조의4제1항, 제54조, 제54
조의3제6항 본문, 제56조 및 제60조. 이 경우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6항 본문 중 “파면･해임”
은 “면직”으로 보며, 같은 법 제56조제1항 본문 중 “징계처분”은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본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제1호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강사의 임용･재임용 절차(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그 이후는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8.>
④ 강사에게는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임금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18.>
⑤ 강사에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적용한다. <신설 2018. 12. 18.>
[본조신설 2012. 1. 26.]

○ 교원으로서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우대되도록 예우하고, 신분에 영향을 주는 부당한 처분
으로부터 보호
- 강사는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소속 학교장의 동의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않음
- 형의 선고, 임용계약에 의한 사유,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금지
- 재임용 과정에서 면직 및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한 취소나
변경을 위하여 소청심사 청구 가능
○ 강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예외 사유에 해당
○ 강사는 교원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
하는 임무를 부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산학연
협력만을 전담하도록 할 수 있음
- 강사는 교원으로서 학생지도･연구 등 관련하여 수업 이외의 업무를 담당할 경우에는,
산출방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초과’로 각종 수당 지급 등의 추가 행정조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용계약서에 교원으로서의 임무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
이 필요 함

2. 임용자격
○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자격을 가진 자의 경우 ‘연구실적연구 1년’과 ‘교육경력연수
1년’으로 합계 연수는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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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자격을 가진 자의 경우 ‘연구실적연수 1년’과 교육경력연
수 2년‘으로 합계 연수는 3년
-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미달하더라도 각 연수의 합계가 해
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교원 및 조교의 자격)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이하 “교원”이라 한다)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0. 7. 10., 2012. 2. 29., 2019.
6. 11.>
1.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
(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인정을 받은 사람(교원의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1998. 2. 24.] [제목개정 2012. 2. 29.]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1998･2･24>]

[별표]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 <개정 2019. 6. 11.>
(단위: 년)
학력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연구･교육
경력연수
직명
강사

전문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계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계

1

1

2

1

2

3

비고: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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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1. 채용절차
절 차
강사임용계획 확정
임용 공고
서류 심사

내 용

관련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임용계획 및 학과의 의견 수렴 등 교원 임용계획
∙ 사립학교법 제52조
확정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대학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법으로 지원마감일 5일 이상 공고
학문적, 실무적 자질 등에
※ 심사위원회 운영
대하여 대학이 정한 규정
(대학이 학칙(정관)
으로 평가를 실시함
에 따라 구성 운영)
※ 간소화 운영 가능

∙
∙
∙
∙

검증･심의･의결

∙ 교육공무원법 제25조
∙ 사립학교법 제53조4

신원조회, 성범죄경력조회를 통해 임용 제한
대상 여부 확인 요청

∙ 교육공무원법 10조의4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

임용 확정

정관 또는 학칙에 따른 임명
(학교의 장에게 위임 필요)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임용 계약

임용기간 1년 이상으로 임용

∙ 고등교육법 제14종의2제1항

임면 보고

임면 확정 후 7일 이내 관할청에 임용보고

∙ 사립학교법 제54조

임용
심사

기초 심사
전공 심사
면접 심사
교원인사
위원회

결격사유 조회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5

2. 채용업무
가. 강사 임용계획 확정
○ 당해연도 강사임용계획 수립, 임용인원 및 임용 계획 확정
- 공개임용 시 학교의 장은 강사임용계획에 선발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임용유형을 정하고 임용유형별 임용비율을 정하여(임용 할당제) 선발할 수 있음

나. 임용 공고
○ 대학의 장은 강사를 신규임용하려는 경우 지원 마감일 포함 5일 이상으로 학칙에서 정하는
기간 전까지 임용을 원하는 강좌명, 배정시간, 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대학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정보통신망(전문대협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
- 임용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최소한(간소화)의 서류를 요구하여 운영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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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사위원회 구성
○ 강사 신규임용을 위해서 학과별 ‘강사임용심사위원회(가칭)’ 구성
- 심사위원은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소속학과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심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으로 정함

라. 교원(대학)인사위원회 심의
○ 인사위원회에서는 학과별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임용예정자에 대한 검증･심의･
의결(서면의결) 함
- 인사위원회에서는 신규강사에 대한 임용을 확정하고 후순위자 00명까지 예비순위자를
선정
- 신규임용이 확정된 강사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교원(대학)인사위원회에서 정한 예비순
위자, 기 임용강사, 학칙(정관)에서 정한 순으로 임용 가능(임용절차 준수)

마. 결격사유 조회
○ 신원조회[「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등], 성범죄경력
조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제2호와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제1조]

바. 임용확정
○ 강사 임용은 정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하
며, 학교의 장에 위임하여 임용할 수 있음

사. 임용계약
○ 임용 확정자를 대상으로 임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면계약 하되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
- 임용기간 및 강의시간, 임금(방학기간 중 임금 포함), 복무 등 근무조건, 면직사유, 재임용
절차
○ ‘임용계약(임용 확정 후)’과 학기별 ‘강의료지급계약(강의 확정 후)’은 별도로 진행할 수 있
음(교과목 폐강 등에 따른 수정 계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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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1. 재임용 절차
절 차

임용기간 만료 및
재임용신청
가능 통지

내 용

∙ 임용권자 → 재임용 대상 강사
∙ 임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지(행정
상 3~4개월 전 통지 필요)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2항
※ 통지방식은 상대방이 수신한 것을 확인 가능한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방법으로, 대학이 정하여 임용계약서에 고지
권장

재임용 심사 요청 및 ∙ 재임용 대상 강사 → 임용권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서류제출
재임용 심사
위원회심사
교원(대학)
인사위원회 심의
재임용 확정

임용 및 이사회보고

재임용 계약

관련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3항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5항

∙ 강사재임용 심사기준에 따라 진행
※ 위원회 주관(학과 또는 대학본부)은 대학이 자
율적 결정
∙ 임용 예정자에 대한 검증재임용 심의의결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5항, 제6항
∙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 임용권자 → 재임용 대상 강사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5항
∙ 교원인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을 정하여 의견제출 기회 부여
※ 재임용 탈락 시 소명기회 부여
∙ 사립학교의 경우만 해당
※ 이사회에 의결 또는 보고 여부는 대학이 자율적
결정
∙ 임면(용)권자 재임용 여부 확정
∙ 임용권자는 결정 내용을 임용기간 만료 1개월 전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4항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까지 강사에게 통지
※ 행정 상 2개월 전 통지를 권장

∙ 임용권자는 재임용 거부의사 및 거부사유를 구체
재임용 거부사유
적으로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4항, 제7항
설명서 교부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 제기 가능 명시(30일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제8항
(재임용 거부 결정 시)
이내)
소청심사청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

∙ 소청 제기자: 재임용 탈락 강사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7항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서 규정한 소정의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
기간 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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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임용 업무
가. 임용기간 만료 및 재임용신청 가능 통지
○ 대학의 장은 강사의 임용기간 만료사실을 최소 2개월 전에는 사전 통지하여야 함
- 통지 내용에는 임용기간의 만료일, 재임용 심의 신청기간, 재임용 심의자료 제출, 재임용
심의 신청 지연에 따른 불이익 등을 포함하여야 함
- 통지는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할 대상임을 알리는 행위로서
통지서는 늦어도 2개월 전까지 재임용 심의 대상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재임용
심의 대상자 본인이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직접 교부 시에는 서명을
받거나 배달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통지서 도달 여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여야 함

나. 재임용 심사 요청
○ 강사가 재임용을 원할 시, 대학의 해당 학기 강사임용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내 재임용
심사를 요청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 재임용 심사
○ 재임용 심사기준
- 객관적인 기준(학칙)에 의할 것,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정과정을 거칠 것, 절차를 준수
할 것
※ 구체적인 세부항목과 최종 판정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제시해야 함

○ 강사재임용심사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하며, 정관 또는 학칙에 정한 규정에
따른 진행
○ 강사들에게 신규임용 계약 시 재임용 요건을 반드시 안내하여, 재임용 탈락(거부)이 예측
가능함을 고지 함(소청에 따른 절차상의 하자 발생 주의)
☞ 위원회 명칭, 위원회 주관(학과 또는 본부) 등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

라. 교원(대학)인사위원회 심의
○ 교원(대학)인사위원회에서는 ‘강사재임용심사위원회(가칭)’심사를 통해 선정된 재임용 예
정자에 대한 검증･심의･의결(서면의결 포함)함
○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자,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자,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교육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에 대하여는 재임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교원인사위원회에
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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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임용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대학)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5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 재임용 심의 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것은 심의 대상자에
게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심의과정에서 오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마. 결격사유 조회
○ 교원인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임용예정자는 성범죄경력조회(「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제2호와 제57조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제1조) 결과를 해당 학교에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함
※ 재임용 예정자에 대한 ‘신원조회’는 대학이 정하여 운영
※ ‘성범죄경력조회’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1회/년 이상, 계약 시 마다 조회)

바. 재임용 확정
○ 강사의 재임용 여부는 교원(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강사
에게 임용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하며, 이때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해당
강사에게는 재임용 거부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함
○ 교원(대학)인사위원회로 부터 재임용 거부를 통보 받은 강사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재임용 심의 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으로 인해 입는 불이
익은 절차상의 하자로 재임용 거부 처분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사. 재임용 계약
○ 재임용 확정자에 대한 임용계약은 임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면계약을 하되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① 임용기간 및 강의시간, ② 임금(방학기간 중 임금 포함), ③ 복무 등 근무조건,
④ 면직사유

⑤ 재임용절차 등

※ 계약 사항에는 대학이 필요한 내용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신규임용’및 ‘재임용’계약 조건 고려 사항
- 법률에서 정한 면직 사유(「사립학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9조 등)
- 계약에서 정한 재임용 거부의 사유(교육과정 개편, 폐강 등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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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Ⅰ

임용

1. 임용자격
가. 겸임교원
○ 겸임교원의 필수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순수 학술 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
체 등의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된 사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제외
- ‘유사경력 3년 이상’은 업무성격이 유사한 타 기관 근무경력을 포함 3년 이상 경력을
의미함
- 전일근무 형태의 겸임교원은 원소속기관 휴직자인 경우에 가능
[‘겸임교원’의 필수요건]
○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 담당하게 될 교수 및 연구내용이 원소속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자
○ 원소속(본직)기관에서 상시(유사경력이 3년 이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근로자

[‘겸임교원’ 인정 제외 대상(고등교육통계조사 지침 기준)]
○ 겸임교원의 조건을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은 교원
○ 강의를 담당하지 않는 교원
○ 강의 내용이 본직기관의 직무와 유사하지 않거나 순수 학술이론을 강의하는 교원
○ 본직기관의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교원
○ 타대학 소속 전임교원 및 전임연구원
※ 임용된 교원 구분에 해당하는 인정조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 다른 교원구분의 인정기준
을 만족하더라도 반드시 ‘기타교원’으로 하여야 함

나. 초빙교원
○ 초빙교원의 필수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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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한 교과’는 대학별로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학칙(정관)으로 정하여 운영
[‘초빙교원’의 필수요건]
○ 매월 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을 것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학교의 직장가입자가 될 것
○ 임용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퇴직금의 지급이 명시될 것

[‘초빙교원’ 인정 제외 대상(고등교육통계조사 지침 기준)]
○ 초빙교원의 조건을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은 교원
○ 타대학 소속 전임교원 및 전임연구원
※ 임용된 교원 구분에 해당하는 인정조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 다른 교원구분의 인정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반드시 ‘기타교원’으로 하여야 함

2. 임용기간
○ 「고등교육법」 제17조제1항의 겸임교원 등은 제2항에서 제14조의2 제1항을 준용함으로써
각 호에 따른 임용기간의 예외적인 적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제17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겸임교원 등에 한하여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음
- 학교 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1년 미만의 연구 또는 산학협력에의 참여를 위하여 겸임교
원 등을 임용하는 경우
-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3조에 따른 국립
학교 및 공립학교는 제외한다)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를 겸임교원 등으로 임용하는 경우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8제1항은 강사 및 겸임교원 등의 신규임용에 대하여 공개임
용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4항에서 공개임용에 대한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대학이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명예교수
는 경우 동법 제7조1호에 따라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제1항 단서 각 호
- 전문대학에서 산업체를 원 소속기관으로 하여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재직자를
임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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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산학협력중점교수

Ⅰ

임용

1. 임용자격
○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 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으로
- 국･공립대: 산학협력중점교수 관련 규정에 의해 전임교원과 같은 처우로 임용된 교수가
기금교수와 동일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임교원으로 포함
- 사립대: 교육부 산학협력중점교수 세부자격기준을 충족하여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교원
※ 공무원연금(국･공립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사립대)에 미가입되어 있으면 비전임교원으로 간주

○ 산업체 경력이란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을 의미
- 전임교원으로 임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비전임교원으로 임용 시에는 전일제(full-time)
로 근무하는 경우에만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인정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시 인정함
①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4조(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규정 제4조 제4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
한 산업체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2. <삭 제>
3.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4.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이란 다음을 말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개별법(상법･민법 제외)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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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교원 임면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체 경력 10년 중
3년의 범위 안에서 경력기준 완화 가능, 단, 임용계약 시 경력완화 적용 사유 등 관련
자료 첨부 필요
∙ 기술 또는 제조기반 창업 경험 1회 이상인 자
※ 창업한 업체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더라도 산업체로 인정

∙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석/박사 학위 소지자(산학협력연구과제수행을 위한 산중교수에 한하며, 석사는 2년
안에서 경력기준 완화 가능)
②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임용되거나 지정된 자
-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에는 ⓐ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임무, ⓑ 임용 또는 지정
방식, ⓒ 산학협력 실적 중심의 교수업적평가 및 재임용･승진 심사방법 등을 포함
※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임용하거나 기존 전임교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기존 전임교원 중 지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체 경력 10년 미만이라도 지정 가능

③ 학칙에서 정한 책임강의시수를 30% 이상 감면받은 자
- 산학협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책임강의시수에서 30% 이상을 감면
※ 비전임교원의 경우에는 전임교원의 책임강의시수를 기준으로 판단

2. 임용형태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임용형태에 따라 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과 비전임교원인 산학
협력중점교수로 구분되며, 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임용방식에 따라 채용형 또는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로 구분됨
-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 최초 임용시 산학협력 목적으로 채용된 교원
-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 최초 임용시에는 산학협력 목적으로 채용되지는 않았으나,
추후에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지정된 교원
○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유형별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인정기준
채용형

･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
･ 학칙 또는 정관에 근거하여 임용,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
･ 책임강의시수 감면 30%

지정형

･ 산업체 경력 제한 없음
･ 학칙 또는 정관에 근거하여 지정,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
･ 책임강의시수 감면 30%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
･ 학칙 또는 정관에 근거하여 임용
･ 책임강의시수 감면 30%

※ 비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재임용･승진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산학협력 실적 중심의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됨
※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 안내(’11.9.7) 이전에 임용한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 제한 없이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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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교원과 마찬가지로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대학 내의 학과, 학부 또는 기관(산학협력단
등)에 소속될 수 있음
○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 도입 취지가 현장경험이 많은 산업체 경력자의 대학 교원 임용을
활성화하는 것이므로,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에는 최소 학력기준이 없음
- 대학별로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공고 시에도 석･박사 학위 등 최소 학력기준을 제시하
지 않고, 산업체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산학협력중점교수에게는 산학협력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책임강의시수의 30% 이상을
감면해 주어야 함
- 예를 들어, 일반 교원의 책임강의시수가 9시간인 경우, 산학협력중점교수는 강의시수
3시간 이상을 감면받아 0~6시간의 강의를 담당하면 됨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강의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산학협력중점교수의 현장경험을 학생
들에게 전수해 주기 위해 특강, 현장실습지도, 취업상담 등 다양한 형태의 학생지도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민간 산업체에 소속된 자가 대학에서 전일제가 아닌 겸임교수로 근무하는 경우는 산학협력
중점교수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다만, 민간 산업체에 소속된 자가 대학에 파견나와 전일제인 겸임교수로 근무하고 있고,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을 만족할 경우에는 비전임형태의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인정
받을 수 있음
○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에 따른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라면 민간 산업체에 파견나간 근무한 경우도 산업체 경력으로 인정함
○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전임교원으로 채용했을 경우에는 전임교원 확보율에 포함되나, 비전
임교원으로 채용했을 경우에는 전임교원 확보율에 포함되지 않음
○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미 충원 된 교원 정원을 활용하여
전임교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권장함
- 다만, 국공립대의 경우, 대학 규정 등에 의해 전임교원과 같은 처우(재임용 기회 보장)로
채용된 산학협력중점교수가 기금교수와 동일한 3가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전임교원
수에 포함
※ 사립대의 경우, 전임교원으로 발령받은 교원에 한하여 전임교원 수에 포함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대학 등 교육기관 이외의 산업체 경력자를 대학에서 임용하여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교원 또
는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산업체 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 고등교육기관에 준하는 직업교육학교 등에서의 근무경력은 산업체 경력으로 인정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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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외국인 교원

Ⅰ

임용

1. 임용자격
가. 임용자격
○ 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학술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연
구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입국하여 대학의 학생수업을 담당하는 자
- 담당과목이나 강의내용 등을 볼 때 국내인으로 대체하기가 어렵거나 국내인보다 교육효
과가 현저히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자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별표1의2 “14호: 교수(E-1),
15호: 회화지도(E-2)”로 입국자격을 가진 자
○ 체류기간이 정관에 정한 임용기간 보다 길거나 정관의 임용기간 동안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
한 자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
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1.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2.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3.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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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장기체류자격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4. 교수
(E-1)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려
는 사람

15. 회화지도
(E-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나. 체류자격별 외국인 교원임용
체류자격

임용자격

E - 1

전임교원

- 전임교원으로 임용가능

E - 2

초빙교원

- 초빙교원으로 임용가능(단, 회화지도에 한함)

F
F
F
F

전임교원

- 겸임･초빙교원으로도 임용가능(내국인과 동일)

-

2
4
5
6

비고

2. 임용절차(E-1)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사증과에 사증발급 인정신청서 접수
- 제출서류: 사증발급 인정신청서(사진 1매 첨부), 초청사유서, 고용계약서, 이력서, 졸업증
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임용예정증명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강의시간
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제출인 재직증명서, (중국 : 호구부 사본 및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라 서류가 가감될 수 있으며, E-2의 경우 신원보증서, 신체검사서, 범죄사실증
명원 등 추가 제출

○ 사증발급 인정서 또는 사증발급 인정번호 발급(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 사증발급인정번호 발급 국가: 중국, 일본,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필리
핀, 인도, 미국, 캐나다, 파나마,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멕시코, 프랑스, 오스트
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독일, 노르웨이, 체크, 포르투갈, 스웨
덴, 아일랜드, 핀란드, 이스라엘, 그리스, 덴마크, 헝가리, 스위스[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위에 나열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증발급 인정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사증발
급 인정번호를 신청자의 메일 또는 휴대폰으로 허가사항을 안내함.
※ 기타국가는 사증발급 인정서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수령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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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증발급 인정서 또는 사증발급 인정번호를 임용대상 외국인에게 안내
○ 임용대상 외국인이 재외공관에 비치된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사증을 발급 받은 후 입국함.
○ 사증을 발급 받은 후 입국한 외국인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에 고용계약서, 재직증
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외국인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 재직중인 외국인 교원은 허가 외 영리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해외 출국시 재입국허가를 받아
야 한다.
○ 기타 임용과 관련된 절차는 전임교원과 동일함.
○ 외국인 관련 채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http://www.immigration.go.kr)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 참조

3. 신원조사
○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요청
- 자기소개서(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여권사본, 자국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 첨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국내
등록시) 각 1부 및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자기소개서에 붙임)

4. 임용보고
○ 임용 후 7일 이내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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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19. 12. 24.>

장기체류자격(제12조
체류자격
(기호)

관련)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 외교
(A-1)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
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

2. 공무
(A-2)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 가족

3. 협정
(A-3)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이 면제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그 가족

4. 문화예술
(D-1)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 또는 예술 관련 활동을 하려는 사람(대한민국의 전통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5. 유학
(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6. 기술연수
(D-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

7. 일반연수
(D-4)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報酬)를 받거나 유학
(D-2)･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8. 취재
(D-5)

외국의 신문사, 방송사, 잡지사 또는 그 밖의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거나 외국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9. 종교
(D-6)

가.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대한민국에 있는 지부 또는 유관 종교단
체에서 종교활동을 하려는 사람
나. 대한민국 내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초청을 받아 사회복지활동을 하려는 사람
다.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종교활동 또는 사회복지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10. 주재
(D-7)

가. 외국의 공공기관･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그 밖의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
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되
어 근무하려는 사람[기업투자(D-8)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며,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나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의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사람(상장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 중 본사
의 투자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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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업투자
(D-8)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
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창업자
1)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외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 보유 등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12. 무역경영
(D-9)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거나 무역, 그 밖의 영리사업을 위한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
서 필수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수입기계 등의 설치, 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등을
위하여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민간단체에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사람을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
하는 사람과 기업투자(D-8)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3. 구직
(D-10)

가.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예술흥행(E-6) 체류자격 중 법무부장관이 정
하는 공연업소의 종사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하여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
하는 사람

14. 교수
(E-1)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15. 회화지도
(E-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16. 연구
(E-3)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민간단체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려는 사람[교수
(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7. 기술지도
(E-4)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민간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아 종사하려는 사람

18. 전문직업
(E-5)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9. 예술흥행
(E-6)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
기, 광고･패션 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20. 특정활동
(E-7)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
하려는 사람

20의2. 계절근로
(E-8)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수확(재배･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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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비전문취업
(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22. 선원취업
(E-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서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운법」 제3조제1호･제2호･제5호 또는 제23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나.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 제41조제1항 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다.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국적 크루즈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23. 방문동거
(F-1)

가.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被扶養),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사보조인
1) 외교(A-1), 공무(A-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로서 기업투자
(D-8),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3) 인공지능(AI),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
기술(NT) 분야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첨단･정보기술 업체에 투자한 외국투자가(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로서 기업투자(D-8),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체
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4) 취재(D-5), 주재(D-7), 무역경영(D-9),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거나 그 체류자격에서 거주(F-2) 바목 또는 별표 1의3 영주(F-5) 제1호의 체류자격
으로 변경한 전문인력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않는
동거인으로서 그 체류의 필요성을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4. 거주
(F-2)

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
는 사람
다.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등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
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3)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마.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강제퇴거된 사람은
제외한다)
바.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
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사.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
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기능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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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받고 있을 것(기술･기능 자격증의 종류 및 임금의 기준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
3)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
정하는 사람
자.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차.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
에 투자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 등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체류자격 부여인원을 정한다.
카. 자목이나 차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25. 동반
(F-3)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
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6. 재외동포
(F-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단순 노무행위 등
이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27. 결혼이민
(F-6)

가. 국민의 배우자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8. 관광취업
(H-1)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협정 등의 내용
에 따라 관광과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협정 등의 취지에 반하는 업종이나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29. 방문취업
(H-2)

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에 해당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8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나목의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재외동포(F-4)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별표 1의3 영주(F-5)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
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 증진에 기여한 사람
5) 유학(D-2) 체류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사람의 부모 및 배우자
6)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7)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어시
험, 추첨 등의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나. 활동범위
1) 방문, 친척과의 일시 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 문화예술활동, 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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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사･업무연락･계약 등 상업적 용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의 활동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다음의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
가) 작물 재배업(011)
나) 축산업(012)
다)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라) 연근해 어업(03112)
마) 양식 어업(0321)
바)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사) 제조업(10~34).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아)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37)
자)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차) 건설업(41~42). 다만,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업종이 산업･환
경설비 공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카) 육지동물 및 애완동물 도매업(46205)
타)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46209)
파) 생활용품 도매업(464)
하)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거)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46791)
너)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475)
더)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러) 무점포 소매업(479)
머) 육상 여객 운송업(492)
버) 냉장 및 냉동 창고업(52102). 다만, 내륙에 위치한 업체에 한정한다.
서) 호텔업(55101).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은 1등급･2등급 및 3등급의 호텔업으
로 한정한다.
어) 여관업(55102)
저) 한식 음식점업(5611)
처) 외국인 음식점업(5612)
커) 기타 간이 음식점업(5619)
터)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퍼)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허)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
고) 건축물 일반 청소업(74211)
노)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74212)
도)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로) 사회복지 서비스업(87)
모)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보)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소)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
오) 욕탕업(96121)
조) 산업용 세탁업(96911)
초)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코) 가구 내 고용활동(97)

30. 기타
(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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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이 표 중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까지 또는 별표 1의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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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자기소개서)<개정 2020.3.17.>
(1st page)

PERSONAL QUESTIONNAIRE
[PHOTO]
or photo file
(3㎝×4㎝)･
(3.5㎝×4.5㎝)

* FOR OFFICIAL USE ONLY
NAME
DATE OF
BIRTH

Last/First/Middle

GENDER

Month/Day/Year

NATIONALITY
(Include any dual
nationality)

PLACE OF
BIRTH

ALIEN
REGISTRATION
NUMBER

DATE &
PLACE OF
ENTRY TO
KOREA

City/Country

Month/Day/Year

City/Country

RESIDENTIAL
ADDRESS
IN KOREA
WORKPLACE

TELEPHONE
NUMBERS
(Include Area Code)

JOB/TITLE

OFFICE :

SCHOOL
NAME

MOBILE :

PERIOD
(MM/YY-MM/
YY)

TYPE
OF
DEGREE

MAJOR

LOCATION
(City/Country)

EDUCATION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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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page)

EMPLOYMENT
HISTORY
&
PARTICIPATION
IN
CIVIC/POLITICAL
ASSOCIATION

EMPLOYER/
VERIFIER
NAME

RELATION

PERIOD
(MM/YY-MM/YY)

NAME
Last/First/
Middle

DATE OF
BIRTH

REWARD &
JOB TITLE/
LOCATION
PUNISHMENT
POSITION (City/Country)
(MM/YY)

FINAL
ACADEMIC
DEGREE

CAREER

ADDRESS

FAMILY
INFORMATION

RELATION
RELATIVES
&
ASSOCIATES
IN KOREA

NAME
Last/First/
Middle

CAREER

JOB TITLE/
POSITION

TELEPHONE
NUMBER

I declare that statements made in this form are true and correct, and agree
if false information is knowingly or willingly provided on this form, I can be
penaliz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statute.
DATE :
SIGNATURE :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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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rd page)

Consent to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National Police Agency intend to
collect and use personal information, sensitive information,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of the
applicant for the conduction of background check pursuant to Article 46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of the “Regulations on Security Work,” and Article 15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rticle 23 (Limitation to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Article 24
(Limitation to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tems

Purpose of
collection/use
Retention/
use period

Name, gender, photo, nationality, place of birth, alien registration number, date & place of
entry to korea, residential address in korea, workplace, job/title, telephone numbers(including
office, mobile), education(including school name, period, type of degree, major, location),
employment history & participation in civic/political association(including employer/verifier
name, period, job title/position, location, reward&punishment), family information(including
relation, name, date of birth, final academic degree, career, address), relatives & associates
in korea(including relation, name, career, job title/position, telephone number)
Background check and verification
2 years

※ The above is the minimum information required to carry out background check and the applicant has the right
to refuse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in case of refusal, there may be restrictions
in appointment (employment) and security clearance, as background check cannot be carried out pursuant to
“Regulations on Security Work.”

☞ I agree to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s described above.
I agree [ ]
I do not agree [ ]
■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Items
Participation in civic/political association
Purpose of
Background check and verification
collection/use
Retention/
2 years
use period
※ The above is the minimum information required to carry out background check and the applicant has the right
to refuse the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However, in case of refusal, there may be restrictions in
appointment (employment) and security clearance, as background check cannot be carried out pursuant to
“Regulations on Security Work.”

☞ I agree to the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s described above.
I agree [ ]
I do not agree [ ]
■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Items
Alien registration number
Purpose of
Background check and verification
collection/use
Retention/
2 years
use period
※ A separate consent is not required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24-2 (1)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Article 46 of the “Regulations on Security Work.”

☞ I have read and understood that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will be processed as described
above. [ ]
We comply wit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egulations that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s
are required to follow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e will protect the
rights of the information provider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and the collected information
will not be used for purposes other than reasons agreed to by the information provider.
mm dd, yyyy
Applicant (representative):
(seal or signature)
Legal representative (if needed):
(seal or signature)
Contact information: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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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교원 징계

Ⅰ

징계 사유

○ (정의) 조직구성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제를 말한다. 징계는 조직구성원이 맡은 바 직무를 좀더 성실
하게 수행하고 행동규범을 준수하게 하기 위한 통제활동으로,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구성원
들의 잘못된 행태를 교정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78, 교육공무원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 사립학교법 제61조, 제62조, 제64
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 2,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
의2, 제9조의3, 제10조, 제13조

1. 징계의 사유
○ 「사립학교법],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 정관 및 학교 규칙 등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의를 하였을 때
○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
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전의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
율하는 법령상의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장(章)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징계 의결 요구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국무총리･인사혁신처장
및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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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2013.
3. 23., 2014. 11. 19.,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교육공무원법]
제5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 및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
단체 및 교육연구기관에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종류･구성･권한･심의절차,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除斥)이나 기피(忌避)에 관한 사항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징계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징계의 의결은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51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그 소속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상급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은 그 바로 위 감독청의 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
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본조신설 2015. 3. 27.]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1.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개정 1986. 5. 9.>
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신설 1986. 5. 9., 2019.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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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개정 1986. 5. 9.>
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전문개정 1981. 2. 28.]
제61조의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①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1. 제61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
2.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제62조
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5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④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
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⑤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0.]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사립학교의 교원의 징계사건 및 제54조의3제6항 단서에
따른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그 임용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사립학교경
영자 및 해당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사건은 「교육공무원법」 제50
조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 1999. 8. 31., 2008. 3. 14.,
2016. 2. 3., 2016. 5. 29.>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5. 29.>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정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
한다. <신설 2016. 5. 29.>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신설 201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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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62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⑤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심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1981. 2. 28.]
[제목개정 2016. 5. 29.]
제64조(징계의결의 요구)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소속교원중에 제61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
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전문개정 1981. 2. 28.]
제64조의2(징계의결요구사유의 통지)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 4. 7.]
제65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4. 11. 10.>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 5. 29.>
[제목개정 1964. 11. 10.]
제66조(징계의결)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16.>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은 징계
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보내어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2. 3., 2019. 4. 16.>
③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④ 임용권자가 제2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19. 4. 16.>
[전문개정 2015. 3. 27.]
제66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54조제3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66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서를 받은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19. 4. 16.>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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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임용권자에게 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再審議)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③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교원징계위원
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교원징계위원회가 재심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본조신설 2015. 3. 27.]
[종전 제66조의2는 제66조의3으로 이동 <2015.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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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학칙

Ⅱ

제2장 입학

제3장 학사

제4장 수업

제5장 학적

제6장 교원인사 제7장 안전관리

징계 절차

1. 징계업무 절차
징계사유발생

징계의결 요구
징계의결요구사유통지
(임용권자)

일반적 징계사유 발생

• 징계의결요구: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양식: 교육공무원징계령 참조)
: 사립학교법 제64조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5조(징계의결 요구서에는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 징계의 종류와
양, 징계사유서와 의견서, 징계혐의 입증 증거서류, 징계혐의자 이력서, 근무성적표 첨부
하여야 함)
: 해당 학교법인 정관
• 징계의결요구사유통지 :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명시한 설명서 송부(별도 양식 없음)
: 사립학교법 제64조의 2
: 해당 학교법인 정관

교원징계위원회 설치

• 제척사유자 제외
: 사립학교법 제62조(학교법인 이사인 위원의 수가 1/2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 제63조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6, 제24조의 7
: 해당 학교법인 정관

징계심리
(교원징계위원회)

• 징계위원회의 진상조사,
• 징계대상자 의견진술기회(2회이상 서면으로 소환 불응 시 예외)
• 출석통지서 송부(양식: 교육공무원징계령 참조)-출석통지 없이 한 징계심의절차는 위법
: 사립학교법 제65조
: 해당 학교법인 정관

징계의결
(교원징계위원회)

• 징계의결요구서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징계의결(30일 범위 내에서 1차 연장 가능)
•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서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통고 : 정본징계의결서 첨부
(양식: 교육공무원징계령 참조)
•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과반수 찬성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8 / 사립학교법 제66조
: 해당 학교법인 정관

의결결과 통고
(교원징계위원회)

•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함
: 사립학교법 제66조

징계처분
징계처분사유통지
(임용권자)

• 징계처분: 임용권자가 징계의결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함(징계의결서 사본 첨부하여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처
분사유서설명서 교부, 양식: 교육공무원임용령 참조)
: 사립학교법 제66조 제3항
: 해당 학교법인 정관

임용(해임, 파면)보고
(임용권자)

• 해임, 파면인 경우 관할청 보고
• 임용일(징계처분기준일)로부터 7일 이내 보고
: 사립학교법 제54조 제1항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3조

※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와 동일하지만 징계의결요구권자 및 징계 처분 자가 교육기관 등의 장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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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임･파면 등에 관한 징계업무 절차(음영부분 절차 추가)
징계사유발생
교원인사위원회 개최

• 교원인사위원회 징계의결요구 제청안 심의(대학별 상이함)
: 교원인사규정
※ 파면･해임에 관한 징계의결 요구 시 인사위원회 심의, 학교장 제청, 이사회 의결필수(사립
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53조의3)

징계조치제청

• 학교장이 임용권자에게 징계 제청(사립학교법 제64조)
(징계사유, 관련증거서류,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첨부)

이사회 의결

• 징계의결요구에 대한 이사회 의결 실시

징계의결 요구
징계의결요구사유통지
(임용권자)

• 징계의결요구: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양식: 교육공무원징계령 참조)
: 사립학교법 제64조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5조(징계의결 요구서에는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 징계의 종류와 양,
징계사유서와 의견서, 징계혐의 입증 증거서류, 징계혐의자 이력서, 근무성적표 첨부하여야 함)
: 해당 학교법인 정관
• 징계의결요구사유통지 :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
유를 명시한 설명서 송부(별도 양식 없음)
: 사립학교법 제64조의 2
: 해당 학교법인 정관

교원징계위원회 설치

• 제척사유자 제외
: 사립학교법 제62조(학교법인 이사인 위원의 수가 1/2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 제63조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6, 제24조의 7
: 해당 학교법인 정관

징계심리
(교원징계위원회)

• 징계위원회의 진상조사,
• 징계대상자 의견진술기회(2회이상 서면으로 소환 불응 시 예외)
• 출석통지서 송부(양식: 교육공무원징계령 참조)-출석통지 없이 한 징계심의절차는 위법
: 사립학교법 제65조
: 해당 학교법인 정관

징계의결
(교원징계위원회)

• 징계의결요구서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징계의결(30일 범위 내에서 1차 연장 가능)
•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서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통고 : 정본징계의결서 첨부
(양식: 교육공무원징계령 참조)
•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과반수 찬성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8 / 사립학교법 제66조
: 해당 학교법인 정관

의결결과 통고
(교원징계위원회)

•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함
: 사립학교법 제66조

징계처분
징계처분사유통지
(임용권자)

• 징계처분: 임용권자가 징계의결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함(징계의결서 사본 첨부하여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처
분사유서설명서 교부, 양식: 교육공무원임용령 참조)
: 사립학교법 제66조 제3항
: 해당 학교법인 정관

임용(해임, 파면)보고
(임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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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임, 파면인 경우 관할청 보고
• 임용일(징계처분기준일)로부터 7일 이내 보고
: 사립학교법 제54조 제1항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3조

제1장 학칙

제2장 입학

제3장 학사

제4장 수업

제5장 학적

제6장 교원인사 제7장 안전관리

■ 징계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교원의 소청심사 청구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소청심사 청구의 대상 -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교원지위향상을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
* 이 기간이 경과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2. 대학 교원 징계처리절차 도표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
(사립학교법 제61조 : 법인)

징계의결요구

∙ 징계혐의자에 대한 사실조사･징계사유서 작성, 이사
회 의결

징계의결요구서, 징계사유서

∙ 징계처분의결(이사회)
(사립학교법 제66조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징계의결요구
사유의 통지
(사립학교법
제64조의 2,
정관 제○○조)

징계처분통지(교부)
(징계처분사유서
설명서, 징계
의결서 사본)
(사립학교법 제66조)

징 계 대 상 교 원

교원징계위원회
(사립학교법 제64조)

징계의결결과 교부
(사립학교법 제66조)
(징계의결서 정본 첨부)

∙ 징계의결기한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의결에 의한 30일
연장 심리가능(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
조의8)
∙ 징계의결 (사립학교법 제66조)
※ 징계의결서 작성(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총(학) 장
◎ 교원인사규정 제○○조 : 교원징계는 별도
규정에 의함
◎ 교원인사규정 제○○조 : 징계는 1차적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도 있다.

출석요구통지(사립학교법 제65조, 정관 제○○조) *징계사유첨부
(진상조사, 의견개진)

※ 교원인사위원회 심의→학교장 제청→이사회 개최,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 통지→교원징계위원회 의결(재적
2/3출석 과반수 찬성) 및 결과 통보→임면권자의 징계처분

○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할 권한이 없는 자가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 징계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음
○ 출석통지서의 흠결로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 불참하는 경우, 징계절차상의 명백한 하
자로 인정되어 징계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
○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송부 없이 징계절차를 진행한 경우 위법으로 징계처
분이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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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임자 보충발령 유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소청심사의 청구 등) ①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할 수 있다.
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해임･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의 기간 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14.]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는 그 처분에 대한 교원소
청심사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함. 단, 30일 이내
재심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 경과 후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음
■ 징계절차 법령조문 대비표
내용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 정관

교육공무원징계령

교원징계위원회설치

∙ 사립학교법 제62조, 제63조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 2, 제 ∙ 교육공무원징계령 제3조, 제4조,
24조의 3
제11조, 제12조, 제13조
∙ 해당 학교법인 정관

징계의결요구

∙ 사립학교법 제64조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5조
∙ 해당 학교법인 정관

∙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

징계사유통지

∙ 사립학교법 제64조의 2
∙ 해당 학교법인 정관

∙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 제7항
-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송부

진상조사 및 의견개진

∙ 사립학교법 제65조
∙ 해당 학교법인 정관

∙ 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제9조

징계의결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 8
∙ 사립학교법 제66조 제1항, 제2항, ∙ 교육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10조,
제3항
제16조
∙ 해당 학교법인 정관

법인이사회결정보고

∙ 사립학교법 제54조 제1항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3조

징계처분결정통보

∙ 사립학교법 제66조 제3항
∙ 해당 학교법인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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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례
사건명

결정요지

2006-362
면직처분취소
→취소

이 사건 면직처분은 청구인이 복직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서류로서 제출하였으므로 피청구
인 정관 제39조 제3항에 의거 휴직기간 만료 후 당연 복직처리 되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피청구인 정관 제39조 및 인사규정 제30조 제4항에 의거 자동면직 처분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취소함.

2005-562
면직처분취소
→취소

직권면직은 그 사유가 사립학교법 제58조제1항 제1호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직권면직사
유를 명시하여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직권면직처분은 교원징
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여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음.

2007-529
직권면직처분취소→기각

전인적 인격적 활동을 통하여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여야 하는 교직의 특성상, 청구인이
타인을 배척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점 등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면직처분한 것은 적법･ 타당함

■ 직위해제의 사유

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의 의미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서 근무성적이란 일반적으로는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 수행태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규정에는 근무성적과 별개로 직무수행능력을
나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1. 5. 31. 법 개정 전에는 위 제1호 사유의 후단에 직무수행태도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협의의 근무성적인 근무실적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중앙인사위
원회 인기 12107-587, 1996. 9. 23. 참조】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의미
국가공무원법 제70조가 정하는 직권면직 사유 중 그 제1항 제2호의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라 함은 공무원의 징계사유를 정하는 위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비추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의미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 및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6.3.11. 선고 85누663 판결 참조】
군무원인사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
항의 각 규정취지에 의하면, 군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사유인 위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하려면 그 평정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근무평정결과에 비추어
피평정자가 그 직무를 감당할 자질과 능력이 있을지 의심될 정도로 평소의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성실하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하고 따라서 그 평정의 공정성에 의심이 있거나 평소의 직무수행이 성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지 위 시행령 제14조 제3호, 위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이 규정하는 계속적인 최하위
등급평정 2회라는 사유만으로써 위 면직사유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9.10.10. 선고
89누160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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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파면･해임 또는 정직(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 직위해제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중징계’의 징계의결요구를 받았다는 사실 외에도 실제
로 중징계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 초래 등을 고려하여야 함.

‘중징계의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의 의미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중징계’의 징계의결요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정당
화된다고 할 수는 없고, 원고들이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중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자)에 규
정된 징계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원고들이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
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제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창원지법 2005. 9. 1. 선고 2005구합1273 판결 참조】

징계의결 취소와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은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동안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
므로, 직위해제처분 후 징계의결이 되거나 징계의결이 취소되었다면 위 직위해제처분은 실효된다.【대법원
1979.2.13. 선고 78누372 판결 참조】.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하여진 파면처
분에 의하여 그 전에 하였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1985.3.26. 선고 84누677 판결
참조】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 제외)
○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 직위해제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
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음.
- 당연퇴직 사유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야 함.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의 의미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가공무원법(1994. 12. 22. 법률 제4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한 직위해
제 제도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당연퇴직되기 전 단계에서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
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
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위와 같은
직위해제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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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화될 수 없고, 당사자가 당연퇴직 사유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
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 참조】

■ 직위해제의 효력

○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원은 출근을 해야 할 의무가 없으나, 직위해제처분과 함께 대기명
령을 받은 경우에는 근무지에 출근할 의무가 있음.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3항, 제4항에 비추어 보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대기
명령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임용권자 등의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 부여 등의 조치에 응하기 위
하여 근무처에 출근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서울고법 1991.12.12. 선고 91구5435 제10특별부 판결
참조】.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한 직위해제처분은 승급･보수지급 등의 면에서 인사상 불
이익한 처분에 해당하고, 또 기한의 제한도 없이 형사판결 또는 징계의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되어 있으므로,
형사재판 또는 징계의결절차가 장기화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부터 3월이 초과하게 되면 징계처분으로
행하는 3월 이하의 정직처분보다 더 가혹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실질이 해임에 버금가는 불이익처분이
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12 결정 참조). … (중략) …
위에서 본 직위해제처분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위해제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의 판단은 통상의 징
계처분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직위해제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
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직위해제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나,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유가 사립학교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7호, 제8호
에 정한 파면이나 해임 등을 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기소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국가공무
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당연퇴직의 사유가 될 정도가 아닌 판결이 선고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직위해제처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
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직위해제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6.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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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유에 기한 직위해제 처분 시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
은 이를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및 정직처분 취소소송
중 이미 철회되어 그 효력이 상실된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
으로 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5누8119 판결 참조】

직위해제처분 사유설명서 미교부의 하자
사립학교 교원에게 준용된다고 보아야 할 국가공무원법 제75조(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할 경우 처분권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피처분자에게 그 처분을 받게 된 경위를 알림으로써 그에 대한 방어의 준비 및 불복의 기회를
보장함과 아울러 처분권자의 자의를 배제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어서 그 처분사
유의 내용에는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사실적시가 있어야 하고 그 기재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한 경우에는
적법한 처분사유설명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절차를 흠결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1989. 10. 13. 선고 89나239 판결 : 확정】

직위해제사유와 별개의 사유로 해임 처분된 경우 직위해제의 효력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 무효확인소송의 계속중 직위해제사유와 별개의 사유로 교육부의 교원징계재심위
원회에 의하여 해임처분된 경우, 해임처분을 받음으로써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교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직위해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직위해제의 무효확인의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직위해제의 유･무효에 따라 급여 액수가 달라지는 것에 대하여
는 위 소송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전력으로 말미암아 사립학교 교원으로
서의 직위의 부여, 보직의 결정, 연수와 근무성적의 평정, 승진 내지 특별승진, 향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불이익 또는 제한이 따른다 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 또는 제한은 주로 그 처분을 한 학교법인 산하 학교에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학교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이라 할 것인데, 위 교원은 이
미 해임처분을 받아 그 신분을 상실함으로써 그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고, 차후에
공무원이나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 있어서 직위해제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불리한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점 및 직위해제를 당하였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명예이고 고통이라고 하는 점 등은 법률상
의 이익의 침해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직위해제 무효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다2540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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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례
사건명

결정요지

2007-561
직위해제처분취소
→취소

직위해제 사유를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로 적시하고 있으나 직위해제 처분의 구체적 사유로
는 이사장의 직무상 명령 불복종, 회계질서 문란, 기타사항 등 17개 사항을 적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직위해제 처분 사유는 ‘직무상 의무 위반사항’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무성적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취소함.

2007-547
직위해제처분취소
→기각

청구인이 공정한 입시심사업무를 방해하고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을 취득하는 등, 이러한 일련
의 비위행위는 중징계의 징계양정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청구인에 대한 징계요구사유를 볼 때
교원으로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각함.

2007-414
직위해제처분취소
→취소

징계의결 요구사유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
로는 중징계의 개연성이 보이지 않아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함.

2008-509
직위해제처분취소
→취소

학교법인 정관에 의거 구약식처분을 이유로 직위해제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직위의 해
제) 1항 3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라는 직위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직위해제사유설명서를 송부하지 않아 어떤 사유로 직위해제되었는지 알 수 없는
등 부적법한 처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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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관련 법령

■ 징계의 종류

[국가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12.31.>
[전문개정 2008.3.28.]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2.25, 1998.8.11, 2007.1.24,
2008.6.5, 2009.7.16>
1. “중징계”라 함은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라 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3. “대학”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
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및 각종학교(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한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1988.5.10]
■ 징계의결요구 등

[사립학교법]
제64조(징계의결의 요구)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권자는 그 소속교원중에 제61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
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2.28]
제64조의2(징계의결요구사유의 통지)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4.7]
■ 징계의 사유 및 종류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
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개정 198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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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신설 1986.5.9>
④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개정 1986.5.9>
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전문개정 1981.2.28]
■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등) ① 사립학교의 교원의 징계사건 및 제54조의3제6항 단서에 따른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그 임용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사건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 1999.8.31., 2008.3.14., 2016.2.3.,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5.29.>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정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
한다. <신설 2016.5.29.>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신설 2016.5.29.>
1.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62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⑤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심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전문개정 1981.2.28.]
[제목개정 2016.5.29.]
제62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
게 위임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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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6조의5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16.5.29.]
제63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6(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
자별로 설치하되,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학교
에 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8.2.>
[전문개정 1990.7.19.]
[제2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6은 제24조의8로 이동 <2016.8.2.>]
제24조의7(징계위원회의 위원장)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0.7.19.>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위원장은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1981.5.21.]
[제24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7은 제24조의9로 이동 <2016.8.2.>]

■ 징계의결의 기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8(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1.5.21.]
[제24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8은 제24조의10으로 이동 <2016.8.2.>]
■ 교원의 징계의결의 요구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5조(교원의 징계의결의 요구)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서에
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징계의 종류와 양을 기재한 서류
3. 징계사유서와 징계요구자의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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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징계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
5. 징계혐의자의 이력서
6. 근무성적표
■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사립학교법]
제65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4.11.10.>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5.29.>
■ 징계의결

[사립학교법]
제66조(징계의결)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보내어 알려야 한다. <개정 2016.2.3.>
②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가 제1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전문개정 2015.3.27.]
제66조의3(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야 한다. <개정 2016.2.3.>
②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
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6.]
[제6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6조의3은 제66조의4로 이동 <2015.3.27.>]
제66조의4(징계사유의 시효)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
는 제64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6.2.3.>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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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제66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2.1.26., 2015.3.27.>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5.1.27., 2008.3.14., 2012.1.26., 2016.2.3.>
[본조신설 1990.4.7.]
[제목개정 2015.3.27.]
[제66조의3에서 이동 <2015.3.27.>]

■ 기타 징계와 관련된 법 등 규정

○ 교원인사규정
○ 학교법인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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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1>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19. 3. 18.>

징계기준(제2조제1항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유형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관련)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
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
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 등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
한 비위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마. 신규채용, 특별채용, 승진, 전직,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한 비위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
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
니한 경우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사. 연구부정행위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아. 연구비의 부당 수령 및 부정 사
용 등 연구비의 수령 및 사용과
관련한 비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자. 소속 기관 내의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차.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
고･고발 의무 불이행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카.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타. 부정청탁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파.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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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유형
하.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 추진
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그 밖의 복종의무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 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그 밖의 직장 이탈 금지 위반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나.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 유기 또는 무
단 방치
다. 개인정보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라. 개인정보의 무단 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6. 청렴의무 위반

비고 제6호에 따름

7.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
희롱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다. 성매매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
매매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마. 성폭력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
폭력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사. 공연음란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아.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공
연음란 행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자.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또
는 불법촬영물 유포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차.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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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카.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피해
(신고자 신상정보의 유출, 신고
자에 대한 폭행･폭언, 그 밖에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를 입힌
경우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성 관련 비위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파. 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
서적 폭력 행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감봉-견책

하. 음주운전
거.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비고 제7호에 따름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 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비고
1. 제1호사목에서 “연구부정행위”란 「학술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연구자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이 같은 법 제15
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
2. 제1호차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말한다.
3. 제1호카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
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4. 제1호타목에서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5. 제1호파목에서 “성과상여금”이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10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6. 비위행위가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제1의2를 준용한다.
6의2. 제7호가목 및 나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7. 비위행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제1의3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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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2>
■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별표 1]

청렴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제2조제2항
100만원 미만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

관련)

수동

능동

100만원
이상

1. 위법･부당한 행위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학생･학부모 등 직무관련자, 직무와 관
련된 다른 교원 또는 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와 관
련된 다른 교원 또는 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정직-감봉

해임-정직

파면-해임-정직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했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
은 경우

해임-정직

파면-해임-정직

파면-해임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파면-해임-정직

파면-해임

파면

비위의 유형

비고: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란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利權)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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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1>
■ 교육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2. 26.>

교육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1. 인적
사항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재직기간

주소

2. 징계
사유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의견

3. 징계 의결
또는 징계
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
(신청)권자
의 의견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여부
[ ] 해당됨(대상금액:

원/

배)

[ ] 해당 없음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권자

직인

징계위원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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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2>
■ 교육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2. 26.>

확인서
소속
(현재)
(혐의 당시)

1. 인적사항

2. 비위유형

성명

(현재)
(혐의 당시)

(한글)
(한자)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
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
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해당함,
(□해당함,
(□해당함,
(□해당함,
(□해당함,
(□해당함,
(□해당함,
(□해당함,
(□해당함,
(□해당함,
(□해당함,

학생 성적 및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비위
성폭력･성희롱 등 성비위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학생에 대한 신체적 또는 정서적 폭력
신규채용, 특별채용, 전직, 승진, 전보 등 인사 관련 비위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비위
성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비위
성비위 관련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
「공직선거법」상 관련 비위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위무 위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대상 여부(□해당함, □해당 없음), 대상금액(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 상황 등

3. 징계부가금
4. 감경
공적
감경
비위
여부

직위(직급)

원,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배)

공적 사항
징계 사항[불문(경고) 포함]
대상
포상일
포상 종류
시행청
날짜
종류
발령청
유무 및
대상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해당
(□해당함, □해당 없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5. 혐의자의
평소 행실

*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주의･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6. 근무성적
(최근 2년)

(○○년○○월)
(○○년○○월)

7. 그 밖의 사항

점, (○○년○○월)
점, (○○년○○월)

점,
점.

* 그 밖의 사정 참작 사유 기재
위 기재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 (소속 및 직위)

(직급)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권자(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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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3>
■ 교육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2. 26.>

[ ]징계처분
[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사유설명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소속

직위(직급)

성명

주문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

이유

붙임의 징계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서 사본과 같음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처분권자(처분제청권자)

일

직인

붙임: 징계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서 사본
유의사항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 및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의 경우에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
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
3항에 따라 이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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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4>
■ 교육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2. 26.>

출석통지서
인적사항

성명

(한글)

소속

(한자)

직위(직급)

주소
출석 이유
출석 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석 장소
유 의 사 항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4.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징계등 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극행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청인

징 계 위 원 회
귀하
자르는 선
진술권 포기서

인적사항

소속
직위(직급)

성명
주소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성명

월

일

(서명 또는 인)

징계위원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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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 주요내용」
1. 청구대상
가. 징계처분
1) 국･공립대학(사립대학)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 각호)에 해
당되어 징계의결 요구되고 징계위원회의 의결의 결과에 따라 받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처분(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처분)
- 국･공립대학 교원이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 근거하여 받은 불문경고
포함
나.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1) 재임용거부
- 국･공립대학(사립대학)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제4항(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에 의
해 임용권자로부터 받은 재임용거부처분(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의 통지)
2) 직권면직
- 국･공립대학(사립대학)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각호 및 교육공무원법 제53조제3항(사립
학교법 제58조제1항각호)에 해당되어 받은 직권면직 처분
3) 직위해제
- 국･공립대학(사립대학)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각호(사립학교법 제58조의2제1항각
호)에 해당되어 받은 직위해제 처분
4) 휴직
- 국･공립대학(사립대학)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각호(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각호)에 해
당되어 받은 휴직처분이나 휴직거부 처분
5) 강임
- 국･공립학교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1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53조제3항에 해당되어 받
은 강임 처분
- 사립학교의 교원의 강임을 직접 적시한 규정은 없으나 사립학교법 제56조에 해당되어 받은 강임
처분
6) 기타
- 전보처분, 학과이동처분, 수업금지처분, 의원면직처분, 호봉정정거부처분, 임용취소처분 등에 위법･
부당한 처분
※ 교원소청심사대상이 아닌 경우
-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 조교, 학교의 행정직원들이 받은 처분
- 교원의 신분과 관련 없이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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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리절차
소청심사 청구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
↓
청구서 접수통지 및 답변서 제출 요구
피청구인에게 청구서 부본을 송부하고 기한을 정하여 답변서의 제출 요구
※ 청구서에 흠이 있을 경우 보정 요구(7일이내)
↓
답변서 접수 및 청구인에게 송달
접수된 답변서의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
↓
증거제출 및 사실조사 등
당사자의 추가 증거제출, 증인신청 / 위원회의 사실조사, 검정･감정 의뢰 등
↓
심사기일지정 및 통보
심사 1주일 전 통보
↓
심사 및 결정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
↓
결정서 송부
결정일 15일 이내

3. 기타(소청심사 특징)
가.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않음
나. 경고･주의는 교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자가 단순히 주의의 환기나 각성을 촉구하는 행위로
처분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소청심사대상에서 제외
다. 파면 또는 해임이나 면직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청구기간 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다면, 피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없음
라. 처분권자가 소청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위법성을 구성하게 되어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감독청으로부터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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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기타

Ⅰ

고등교육통계조사 등 연관 항목

1. 고등교육통계조사
가. 교원의 정년 등
○ 대학 교원 정년(근거: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17840호(2019.11.19., 대학 교원 정년 관련
안내))
- 「고등교육법」(일명 강사법) 시행(2019.8.1.)에 따라 국･공립대학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단서 조항(정년 65세)을 준용
-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명예교수규칙」 등에 따라 명예교수는 정년과 관계없이 학문적
역량이 뛰어난 자를 교원으로 임용 가능
구분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전임교원

만 65세

만 65세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

만 65세

개별 대학의 정관에 정한 바에 따름

○ 휴직상태의 교원 중 교원확보율 현황에 포함되는 경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의 사유에 의하여 휴직하는 경우
- 학교의 정관에 명시된 사유에 의하여 휴직하는 경우
- 고용휴직(산업체에 근무하면서 학교를 휴직하고 산업체에서 급여를 받는 휴직)하는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 2 참고)
- 상기 사유 외에 기타청원에 의한 휴직 교원은 교원확보율 현황에 미포함

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근거)
제2조(교원 및 조교의 자격)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이하 “교원”이라 한다)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사
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0. 7. 10., 2012. 2. 29., 2019.
6. 11.>
1.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
(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인정을 받은 사람(교원의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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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개정 2019. 6. 11.>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
(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11조 관련)
(단위: 년)
학력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연구･교육
경력연수

전문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연구실적
연수

교육경력
연수

계

연구실적
연수

교육경력
연수

계

교수

4

6

10

5

8

13

부교수
조교수
강사

3
2
1

4
2
1

7
4
2

4
3
1

6
4
2

10
7
3

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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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인정기준
Ⅰ. 전임교원
1. 전임교원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 부교
수, 조교수로 임용되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
①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되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교원
② 조사기준일 현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고, 「국
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교원
③ 국･공립 대학 교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
법인 정관의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의하여 보수･수당 등을 지급 받는 교원
④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었으나, 학과나 학부에 소속되지 않고 교양교육 등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육/강
의전담교수, 연구전담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연구소 소속 교원(인문한국사업: HK, 중점연구소사업
등)의 경우도 조사대상에 포함
※ 소속학과는 수행하는 업무와 가장 밀접한 학과 또는 학부로 입력 가능
2. 국･공립대 기금교수
○ 대학의 「기금교수운영규정」 등에 의해 전임교원과 같은 처우로 계약된 기금교수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
①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임용되는 교수가 아니므로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국민연금
법」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교원
② 보수수준이 전임교원과 동일한(최소 조교수 수준) 전일제(full-time)근무 계약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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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K교수
① 국･공립대: 「HK교수 운영규정」에 의해 전임교원 같은 처우로 계약되고 기금교수와 동일한 조건을
충족한 교원
② 사립대 :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교원
4. 산학협력중점교수
○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
① 국･공립대는 산학협력중점교수 관련 규정에 의해 전임교원과 같은 처우로 임용된 교수가 기금교수와
동일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임교원으로 포함
② 사립대는 교육부 산학협력중점교수 세부자격기준을 충족하여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교원
⇨ 위 조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 자는 비록 대학에서 전임교원으로 임용하였더라도 전임교원
으로 입력 불가
※ 전임교원 인정 제외대상
① 전임교원의 조건을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은 교원
② 재임용심사자격 미부여 또는 재임용 횟수를 제한하는 교원
③ 학교교육･지도, 학문연구 및 산학연 협력에 참여하지 않는 교원
④ 학과(부) 학생정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평생교육원, 어학원 등에 배치된 교원
Ⅱ. 강사
○ ｢고등교육법｣ 제14조2, 제16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의8에 의해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
①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2019.8.1.)에 따라 임용되어 조사 기준일 현재 본교에 재직 중인 강사
②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교원
③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계약된 교원
(단,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년 미만으로 임용 가능)
④ 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임용기간 및 강의시간, 임금(방학기간 중 임금 포함), 복무 등 근무조건, 면직
사유, 재임용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는 교원
∙ 전업: 다른 직장(자영업 포함) 없이 강사만을 직업으로 하는 자
∙ 비전업: 전업이 아닌 자
※ 본 대학 직원이면서 강사인 경우 직원 및 교원으로 중복 입력 가능
⇨ 위 조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 자는 비록 대학에서 강사로 임용하였더라도 기타교원으로 입력
Ⅲ. 겸임교원
○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 제2호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제4항에 의
해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
① 조사기준일 현재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
②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교원
③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계약된 교원
(단,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1항 각 호, 제1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년 미만으로
임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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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학에서의 교수 및 연구내용이 원소속(본직)기관의 직무 내용과 유사한 교원
⑤ 원소속(본직)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 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제외)으로서 근무경력(원소속기관에
소속되기 전에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포함)이 3년 이상인 사람(다만, 전일(全日) 근무 형태의
겸임교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에서 휴직 중인 사람 포함)
⑥ 겸임교원 제도의 도입 취지에 따라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실
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교원
⇨ 위 조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 자는 비록 대학에서 겸임교원으로 임용하였더라도 기타교원
으로 입력
※ 겸임교원 인정 제외대상
① 겸임교원의 조건을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은 교원
② 강의를 담당하지 않는 교원
③ 강의 내용이 본직기관의 직무와 유사하지 않거나 순수 학술이론을 강의하는 교원
④ 본직기관의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교원
⑤ 타대학 소속 전임교원 및 전임연구원
Ⅳ. 초빙교원
○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 제3호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제4항에 의해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
① 조사기준일 현재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
②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교원
③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계약된 교원
(단,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1항 각 호, 제1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년 미만으로
임용 가능)
④ 매월 정액으로 보수를 지급 받는 교원
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학교의 직장가입자인 교원
∙ 총장 또는 학교법인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총장 또는 학교법인 이사장으로부터
임용 위임을 받은 산학협력단, 사립대학 병원 직장가입자 연구교수 등은 학교 직장가입자로 인정
∙ 단, 국립대학 병원은 국립대학과 분리된 독립법인으로 학교 직장가입자로 인정 불가
⑥ 임용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퇴직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는 교원
⇨ 위 조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 자는 비록 대학에서 초빙교원으로 임용하였더라도 기타교원으
로 입력
Ⅴ. 기타교원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 제3호에 따라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으로 아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교원
① 조사기준일 현재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를 제외한 교원
② 조사기준일 현재 본교에 재직 중이며, 본교에서 전임교원,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으로 임용하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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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각 교원별 자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거나 자격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교원
Ⅵ. 시간강사
○ 조사기준일 현재 본교에 재직 중인 시간강사
※ 본 대학 직원이면서 시간강사의 경우 직원 및 교원으로 중복 입력 가능

라. 유의사항
○ 본교 직원이 강사로 임용된 경우 입력 방법
- 본교에 직원이면서 비전임교원(강사, 겸임･초빙･기타교원, 시간강사)인 경우 직원 원자
료와 교원 원자료에 각각 중복 입력
○ 교원법정정원 산출 기준(‘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제1항 관련)

(단위: 명)

구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교원1인당 학생수

25

20

20

20

8

학생현황

교원법정정원

편제정원 A

재학생 B

교원 1인당
학생수

인문사회

560

524

25

=560/25=22.4

23

=524/25=20.96

21

자연과학

168

146

20

=168/20=8.4

9

=146/20=7.3

8

구분

편제정원 A

재학생 B

- 편제정원, 재학생 학생현황을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나누어 산출
- 편제정원(A) 교원 1인당 학생수 = A/25(인문사회 교원 1인당 학생수)
- 재학생(B) 교원 1인당 학생수 = B/20(자연과학 교원 1인당 학생수)
○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환산인원 산출
-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의 환산인원은 ‘각 교원별 인정시수의 계열별 합계÷9시간으로 산출
※ 환산인원: 교원 1인의 주당 강의시간이 9시간 초과해도 최대 9시간만 인정(예: 12시간 수업을 해도 9시간만
인정)

○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인정인원 산출 방법
-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의 인정인원 합계는 학제별 교원법정정원(편제정원 및 재학생)의
범위 내에서 산출하여 입력
구 분

범 위

구 분

범 위

일반대학

교원 법정정원의 1/5 이내

전문대학

교원 법정정원의 1/2 이내

교육대학

교원 법정정원의 1/5 이내

산업대학

교원 법정정원의 1/2 이내

대학원대학 중
특수대학원

교원 법정정원의 1/5 이내

대학원대학 중
전문대학원

교원 법정정원의 1/3 이내

※ 예) 교원법정정원이 10명 인 경우, 겸･초빙교원의 인정범위는 5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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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초빙교원 환산인원의 합이 교원법정정원 인정범위 이내인 경우 환산인원 대로 인정
교원법정정원
(편제정원)

인정범위
적용

겸임교원
환산인원

초빙교원
환산인원

합계

겸임 인정인원
(편제정원)

초빙 인정인원
(편제정원)

10

5

3

2

5

3

2

- 겸･초빙교원 환산인원의 합이 교원법정정원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환산인원을 인정
범위 이내에서 조정
※ [겸임 및 초빙인정인원]의 합은 교원법정정원 인정범위인 5명을 초과해서는 안 됨
교원법정정원
(편제정원)

인정범위적
용

겸임교원
환산인원

초빙교원
환산인원

합계

겸임 인정인원
(편제정원)

초빙 인정인원
(편제정원)

10

5

4

3

7

3

2

∙ 초과일 때 겸임교원 인정인원 산출 공식
교원법정정원 인정범위 ÷ (겸임교원 환산인원+초빙교원 환산인원) × 겸임교원 환산인원 수
= 겸임교원인정원(편제정원)= 5÷7×4=2.857=3

∙ 초과일 때 초빙교원 인정인원 산출 공식
교원법정정원 인정범위 ÷ (겸임교원 환산인원+초빙교원 환산인원) × 초빙교원 환산인원 수
= 초빙교원인정원(편제정원)= 5÷7×3=2.142=2

○ 안식년/연구년교원 및 파견교원이 교원확보율 산정시 제외되지 않는 방법
- ‘안식년/연구년제교원’→ 학교개황의 안식년/연구년 규정 유무 문항 ‘예“ 이면서 교원개
별 자료항목 중 안식년/ 연구년에 해당하는 교원으로 입력해야 교원확보율에서 제외 되
지 않음
- ‘파견교원(예시:산업체연수)’→ 학교개황의 파견규정 유무 문항 ‘예’ 이면서 교원개별 자
료항목 중 파견근무여부 “예” 파견사유[산업체연수]에 해당하는 교원으로 입력해야 교원
확보율에서 제외 되지 않음
※ 안식년/연구년교원 교원확보율 인정 조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학정보공시 전임교원 확보율 지침을
확인하여야 함

○ 교원확보율 산출 방법
- 소수점 셋재 자리에서 반올림(예:66.678%는 66.68%)
-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은 실제 교원수가 아닌 ‘인정인원’으로 산출
≫ 산출방법
① 편제정원 : 교원수/교원법정정원(편제정원)×100
② 재학생 : (교원수-재학생기준 산출시 제외 교원수)/교원법정저원(재학생)×100

428

2020 전문대학 학사편람

제1장 학칙

제2장 입학

제3장 학사

제4장 수업

제5장 학적

제6장 교원인사 제7장 안전관리

※ 전임교원확보율, 교원확보율 산출 예시
■ 편제정원 기준 교원현황
교원법정정원

계열구분

편제정원

재학생

인문사회

27

20

자연과학

10

공학

겸임교원
인정인원

전임
교원

초빙교원
인정인원

편제정원

재학생

편제정원

재학생

24

1

1

0

0

8

7

1

1

0

0

8

6

5

1

1

1

1

예체능

8

6

4

1

1

1

1

총계

53

40

40

4

4

2

2

⑴ 편제정원 기준 전임교원확보율
구분

교원법정정원

전임교원

전임교원
교원확보율(편제정원)

편제정원

재학생

인문사회

27

20

24

= (24/27)×100 = 88.888

자연과학

10

8

7

= (7/10)×100 = 70

70

공학

8

6

5

= (5/8)×100 = 62.5

62.5

예체능

8

6

4

= (4/8)×100 = 50

총계

53

40

40

= (40/53)×100 = 75.47

88.89

50
75.47

⑵ 편제정원기준 교원확보율[겸임포함]
교원법정정원
편제정원

재학생

전임교원+
겸임교원

인문사회

27

20

25

= (25/27)×100 = 92.592

자연과학

10

8

8

= (8/10)×100 = 80

80

공학

8

6

6

= (6/8)×100 = 75

75

예체능

8

6

5

= (5/8)×100 = 62.5

62.5

총계

54

40

44

= (44/54)×100 = 81.481

81.48

구분

겸임포함
교원확보율(편제정원)
92.59

⑶ 편제정원기준 교원확보율[초빙포함]
교원법정정원
편제정원

재학생

전임교원+
겸임,초빙교원

인문사회

27

20

25

= (25/27)×100 = 92.592

자연과학

10

8

8

= (8/10)×100 = 80

80

공학

8

6

7

= (7/8)×100 = 87.5

87.5

예체능

8

6

6

= (6/8)×100 = 75

총계

54

40

46

= (46/54)×100 = 85.185

구분

초빙포함
교원확보율(편제정원)
92.59

75
8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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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생 기준 교원현황
계열구분

교원법정정원
편제정원

재학생

인문사회

27

20

자연과학

10

공학

전임
교원

겸임교원
인정인원

초빙교원
인정인원

편제정원

재학생

편제정원

재학생

24

1

1

0

0

8

7

1

1

0

0

8

6

5

1

1

1

1

예체능

8

6

4

1

1

1

1

총계

53

40

40

4

4

2

2

⑴ 재학생 기준 전임교원확보율
구분

교원법정정원

전임교원

전임교원
교원확보율(재학생기준)

편제정원

재학생

인문사회

27

20

24

= (24/20)×100 = 120

120

자연과학

10

8

7

= (7/8)×100 = 87.5

87.5

공학

8

6

5

= (5/6)×100 = 83.333

83.33

예체능

8

6

4

= (4/6)×100 = 66.666

66.67

총계

53

40

40

= (40/40)×100 = 100.0

100.0

⑵ 재학생 기준 교원확보율[겸임포함]
교원법정정원
편제정원

재학생

전임교원+
겸임교원

인문사회

27

20

25

= (25/20)×100 = 125

125

예체능

10

8

8

= (8/8)×100 = 100

100

공학

8

6

6

= (6/6)×100 = 100

100

예체능

8

6

5

= (5/6)×100 = 83.333

83.33

총계

53

40

44

= (44/40)×100 = 110.0

110.0

구분

겸임포함
교원확보율(재학생기준)

⑶ 재학생 기준 교원확보율[초빙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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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법정정원
편제정원

재학생

전임교원+
겸임,초빙교원

인문사회

27

20

25

= (25/20)×100 = 125

125

예체능

10

8

8

= (8/8)×100 = 100

100

공학

8

6

7

= (7/6)×100 = 116.666

예체능

8

6

6

= (6/6)×100 = 100

총계

53

40

46

= (46/40)×100 = 115.0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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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포함
교원확보율(재학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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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정보공시
가. [전임]교원확보율 산정 방법(대학정책과-4886, 2013.8.1.)
<ʼ14.4.1 시행>
‣ 편제정원 기준 (전임)교원 확보율 산정은 현행과 동일(임용한 전체 교원수 포함)
‣ 재학생 기준 (전임)교원확보율 산정시 “휴직 교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임교원에 포함
‣ 재학생 기준 (전임)교원확보율 산정시 “안식년･연구년 교원”은
- 학칙 또는 규정에 안식년･연구년 근거를 명확히 하고,
- △연구의무 부과, △선발요건･인원제한, △종료 후 의무복무 근거 마련, △지정제한 등을 규정하는
경우에만 전임교원에 포함
‣ 재학생 기준 (전임)교원확보율 산정시 포함되는 전임교원 중 “파견 교원”은
- 학칙 또는 규정에 파견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제7호 파견 교원 외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전임)교원확보율에 포함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제7호 파견 교원에게는 △안식년･연구년과 유사한 수준의 의무를 부여,
△안식년･연구년과 연계한 지정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에만 전임교원에 포함
‣ ｢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학협력전담교원은 현행과 같이 포함

나. 안식년･연구년 및 파견 관련 규정 포함 사항(예시)
○ 안식년･연구년 관련 규정
▸(의무사항) 1)종료 후 연구보고서 제출, 2)안식년･연구년 기간 00배 의무복무
▸(선발요건) 재직기간 00년 이상인 자
▸(선발인원) 안식년･연구년 및 파견 포함 전체 교수의 00% 이내
▸(지정제한) △최근 00년 이내 안식년･연구년, △최대 00회, △통산 00년 등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제7호 파견 관련 규정
▸(지정제한) 최근 00년 이내 안식년･연구년･파견인 경우 제한
▸(기타 선발요건･인원･의무사항) 안식년･연구년 교원과 유사하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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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관련 대학정보공시 지침 교원확보율 관련사항
겸임교원

초빙교원

‣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 제1호와 ‣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 제4호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제4항에 의해 아래 기준을 모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제4항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해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
두 충족하는 교원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기
기준을 충족하는 교원
준을 충족하는 교원
- 대학에서의 교수 및 연구내용이 원소속(본직)기관의 직 - 근무기간이 1년 이상으로 계약된 교원
무내용과 유사한 교원
- 매월 정액으로 보수를 지급 받는 교원
- 원소속(본직)기관에서 정규직원*으로 상시(유사경력이 - 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퇴직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는
3년이상)근무하고 있는 현직자(단, 전일근무를 하는 겸
교원
임교원은 원소속(본직)기관의 휴직자도 포함 가능)
- 해당학기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대학 직장건
* 정규직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교원
법률」 제2조에 의한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가 아닌 직원을 의미
-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계약된 교원
- 담당 과목이 겸임교원 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순수 학
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담당하기 위하
여 임용된 교원
※ 인정 제외대상 교원
※ 인정 제외대상 교원
(기타 비전임교원으로 분류)
(기타 비전임교원으로 분류)
① 초빙교원의 조건을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은 교원
① 겸임교원의 조건을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은 교원
② 타 대학 소속 전임교원･전임연구원
② 강의를 담당하지 않는 교원
③ 본직기관의 직무내용과 담당과목이 부합되지 아니한
자(순수 학술이론을 강의하는 자)
④ 본직기관의 비상근 근무자, 타 대학 소속 전임교원･
전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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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법 해설

1. 개정 배경
○ 기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의 적용대상을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 규정함으로써 「고등교육법」에서 규율하는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
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2018. 8. 30. 선고 2015헌가
38 결정)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시행 2020. 6. 9.] [법률 제17430호, 2020.
6. 9., 일부개정]
기존

변경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 다만, 해고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
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
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
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
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재심판정이 있을
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로 본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0. 3. 17.]
1.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2.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
다만, 강사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2020. 6. 9. 법률 제17430호에 의하여 2018. 8. 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 강사는 교원노조법의 적용에서 제외 됨
- 강사는 그간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3권이 보장된 점, 개정법에서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 적용 시 교원으로 보지 않으므로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상 집단행위
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교원노조법은 집단행위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교원의 노동
기본권 보장이 목적이라는 점(제1조) 등 고려

2. 주요 내용
○ 교원의 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이 금지되며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쟁의행위(爭議行爲)도 금지 됨
○ 개별학교 단위,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 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음
-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專任者)는 전임기간 중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에 따른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간주 함
433

- 전임자는 전임기간 중 봉급을 받지 못하며,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또는 그 밖의 신분상
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함
- 전임자가 노조 전임의 임기 또는 노조 임원의 지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에서
합의된 사항에 따라 즉시 원직에 복귀하여야 하고 임용권자는 일방적으로 전임자의 원직
복귀 명령을 내릴 수 없음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
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등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음
- 교육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교섭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공고하여 관련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교섭을 요구하는 노조가 둘 이상인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요청을 할 수 있고, 창구가
단일화되면 교섭에 응해야 함
-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
지 않은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거부 가능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
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경력의 기간 계산) ① 경력평정의 평정기간 중에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또는 정직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보아 평정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0. 2. 23., 2001. 7. 7., 2005. 2. 25., 2005. 7. 27., 2011.
11. 30., 2012. 11. 6., 2018. 9. 18.>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전부
나.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제7호･제7호의2 및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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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관련 판례

1. 신규채용･재임용
재임용의 합리적인 기준 관련 판례
교원지위법정주의에 관한 위 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임기가 만료된 교원이 “재임용을 받을 권리 내지 기대권”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학교법인으로
부터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예컨대 학교법인이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경
우, 학교법인이 정한 기준이 심히 불합리한 경우, 합리적인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평가를 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경우, 그리고 관계법령 등에 정한 사전고지 및 청문절차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은 모
두 임기만료 교원의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4･32)

결격사유에 따른 당연 무효 관련 판례
임용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로 이를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
무효(대법원 1987.4.14 선고 86누459)
사후에 결격자임을 발견하고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당초부터 당연 무효이었음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
는 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당초의 임용행위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신의의 원칙 내지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또한, 취소권이 시효로 소멸하는 것도 아님(1987.4.14 선고 86누459, 1995.10.5 선고 95누
9907, 1996.7.12 선고 96누3333)

교원임용거부처분 취소 관련 판례
[1] 대학교수 등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가 ○○대학교수 등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
력 및 인격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대학교수 등으
로의 임용거부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량권을 남
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대학의 교원이란 장래 ○○학교 교원이 될 학생들을 교육하는 위치에 있는 지위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학교총장이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당해 임용신청자
를 ○○대학의 전임강사로 임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임용을 거부한 것은 위 임용신청자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임용신청자가 임용권자의 서류
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 등을 통과하였고 당해 처분 이후에도 잠시 시간강사를 맡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임용거부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자기구속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3] ○○대학인사위원회가 임용신청자에 대하여 조건부 임용동의를 하면서 요구한 조건인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을 것'의 의미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소정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
라 신원조사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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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학인사위원회의 임용동의는 임용권자의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내부적인 절차에 불과할 뿐이고 임용권
자를 구속하여 임용권자로 하여금 임용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은 아니다.
[5]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8.1.23. 선고 96누12641 판결)

승진임용 취소 관련 판례
승진임용 후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됨
(부산고법 2006.11.10. 선고 2006누3001 판결 참조)
한편, 승진심사를 거쳐 승진임용 될 것이 거의 확실한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르러 승진임용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승진임용 거부는 신청권자의 권리 내지 법률상 이익에 직접 관계되
는 것으로 처분성이 인정됨(광주지법 2006.9.28. 선고 2006구합1036 판결 참조)
승진임용이 임용권자의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재량권의 행사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재량권 행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음 (청주지법 2002.3.14. 선고 2001구698 판결 참조)

심사평정사항의 일부만 판단하여 재임용 거부 관련 판례
원고의 교원인사규정에서 승진, 재임용의 심사평정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여러 사항은 사립학교법이 정한
재임용 심사사유인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교원인사규정
에서 정한 심사평정기준사항에 기초하여 원고의 승진, 재임용을 심사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교원인사위원회가 찬반투표로써 참가인의 교수자질 등 자격요건의 미비를 의결하면서 그 근거로 내
세운 종합심의라는 것은 그 대상이 문 언상 앞서 본 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심사평정기준사항의 일부에 지
나지 않는 연구업적, 교수자질, 징계기록 등에 한정될 뿐이고, 그 외 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한 모든 심사평정
기준사항을 포함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 교원인사위원회가 단순히 찬반투표를 통하여 교수자질 등 승
진자격요건의 미비로 의결하고, 이어 원고의 이사회 또한 이를 원용하여 같은 취지로 의결함에 따른 원고의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위나 과정 그 자체만으로도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
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받을 참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소지가 다분하다.
(2008구합44037 - 1심 확정)」

구체적인 증빙자료 없는 재임용 거부 관련 판례
같은 위원회가 원고 등에 대하여 한 심사라는 것도 ○○가 미리 작성하여 제출한 평가 자료를 기초로 하여
그 객관성을 담보할 만한 세부적인 평가표나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없이 막연하게 임용 추천 제외 여부를
결정한 것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므로,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이 위와 같은 심사
결과만으로 원고 등의 임용을 거부한 것은 교원 임용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97.10. 10 96누4046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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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위원회 구성의 위법 관련 판례
이 사건에서 ○○가 원고 등에 대한 임용제청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교원임용심사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우선 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가 관계 법령상의 근거 규정도 없이 임의로 위촉하여
구성한 것인 데다가 그 위원들 중 대부분이 비교육계 인사들이어서 원고 등이 교육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이나 근무성적 기타 능력 등을 평가하기에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7.10.10선고 96
누4046 판결)

재임용 심사 절차 위반 관련 판례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은 현행 사립학교법이 정하고 있는 재임용 심사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가 학문연구실적을 평가한 기본평가, 학생교육 및 학생지도에 관한 실적을 평가한 수행평가에서 모두
재임용 가(可) 평가를 받았음에도 ‘교수로서의 자질 부족, 임의조직을 통한 대학 명예실추 및 훼손, 학생선
동 및 면학분위기 훼손, 인사권 침해와 공갈 협박’이라는 피고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를 사유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대법원 2006.3.24 2005다 37024 판결)

다른 평가위원보다 극히 낮은 평가를 한 경우 관련 판례
다른 평가위원에 비하여 낮은 평가를 한 경우, 심사위원들 개개인의 가치관, 학문적 소양이 다른 점에 기인
하는 필연적인 결과로 볼 것이고, 헌법이 보장한 학문의 자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
학의 자율성 등에 비추어 심사위원이 그 평정을 함에 있어서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심사위원들 사이에 평정결과의 편차가 심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심사평정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
나(부산지방법원 2001. 5. 22. 선고 99가합19264 판결 참조), 전체 평가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 이례적으
로 다른 평가위원에 비해 극히 낮은 평가를 한 경우 등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심히 의심되는 불합리한 평가
인 경우(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참조)는 부당하다고 할 것임.

기간제 임용 교원의 재임용권 신청권 여부
기간제로 임용되어 정상적으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사립학교의 교원은 임면권자에게 재임용 여부에 관하
여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법률상의 신청
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37024 판결,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다16041 판결 등 참조).

청구인에게 소명의 기회 미부여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문(교무 2005-○○, 2005.12.28) ‘교원인사위원회(재임용 심사) 결과 통보’ 및 교원
인사위원회 회의록(2005.12.28) 등에 의하면 교원인사위원회에서 2005.12.28. 청구인의 재임용 탈락 결
정을 통보하기 전까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청구인에게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재임용 심의 과정에 출석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었다고 볼 만한 증거를 피청구인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재임용탈락
통보 후 청구인이 피청구인 대학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한 공문 내용은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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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및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부여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재임용탈락사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
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건 청구인
의 재임용심의과정에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서 규정한 청구인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교원소청 2006-7)
【대법원 2012.04.12 선고 2011두22686 판결 참조】
【대법원 2011.09.08 선고 2009다65249 판결 참조】

전업 여부에 따른 시간강사의 강의료 차등 지급 가능 여부
甲이 국립대학인 乙대학과 시간강사를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분하여 시간당 강의료를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전업강사를 해당한다고 고지함에 따라 전업 시간강사 단가를 기준으로 3월분
강의료를 지급받았는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甲이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별도의 수입이 있는 사람에 해
당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乙대학 총장이 이미 지급한 3월분 강사료 중 비전업 시간강사료와의 차액 반환
을 통보하고 4월분과 5월분의 비전업 시간강사료를 지급한 사안에서 乙대학 총장이 시간강사를 전업과 비
전업으로 구분하여 시간당 강의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이 부당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
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대법원 2019.3.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총장이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당연퇴직이 되는지 여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7조는 사립학교
의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면서도 사립학교
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된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학교의 장이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사유가 되는 행위를 하였는데 그것이 사립학교법 제54조의2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
유에도 해당하면, 관할청은 임용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학교의 장의 행위
가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각호 또는 제6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면직 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학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사립학교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면 학교의 장에서 당연퇴직한다고 해석할 경우, 설령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에 잘못이 있음이 밝혀지더라도 당연퇴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학교장으로 재직
하던 사람의 권리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이미 학교의 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
로 학교의 장에서 당연퇴직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두649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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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직 등
학급･학과의 개폐 등에 따른 직권면직 관련 판례
【판시사항】
[1]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의 의미
및 사립학교 법인이 학과를 폐지하기 전에 취하여야 할 조치
[2] 사립대학이 학급･학과의 폐지에 따라 폐직･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다른 학교나
학과 등으로 전직발령 내지 배치 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지
여부(적극) 및 위 기준에 따른 심사 결과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되는
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는 적법한 학칙 개정절차를 통해 설치학급 내지 학과가 폐지되거나 편제가 축소되는 등으로 인해
소속 교원의 직위나 정원이 없어지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서 ‘학과의 폐지’는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도 내에서 허용되므로,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가 취하여져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아
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립학교 법인은 학과의 폐지 이전에 폐지 대상
학과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학생 및 휴학생을 포함한 모든 재적생에 대하여 전과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재적생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비로소 학과를 폐지할 수 있다.
[2] 헌법 제31조 제6항,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제53조 제3항, 제57조
제3항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항, 지방공
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립대학이 학급･학과를 폐지하고 그에 따라
폐직･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 면직할 때에, 국립대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교법인 산하
의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 사립대학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 전환함으로써 면직
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지방공무원
법 제62조 제3항의 규정을 유추하여 임용 형태, 업무 실적, 직무수행 능력, 징계 사실 등을 고려한 합리
적이고 객관적인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하여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으며,
이에 따라 실적과 능력 등을 심사한 결과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된
다.(대법원 2017.1.12. 선고 2015다 21554 판결)

해임처분 취소결정 관련 판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
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 따라서 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를 인용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한 데 대하
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여 위원회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위원회 결정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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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에 관한 판단만이 학교법인 등 처분청을 기속하게 되고, 설령 판결 이유에서 위원회의 결정과 달리 판단
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사립학교 교원이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아 위원
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원회가 그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양
정의 당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에 대하여 학교법
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징계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이 되면 법원으로
서는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는 설령 인정된 징계사유를 기준으로 볼 때 당초의 징계양정이
과중한 것이어서 그 징계처분을 취소한 위원회 결정이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이 행정소송에 있어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 그 피고인 행정청에 대해서만
미치는 것이므로, 법원이 위원회 결정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하여 학교법인 등의 청구를 기각하게 되면 결국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위원회 결정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어 학교법인 등도 이에 기속되므로, 위원회 결정
의 잘못은 바로잡을 길이 없게 되고 학교법인 등도 해당 교원에 대한 적절한 재징계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휴직기간 만료에 따른 복직 관련 판례
근로자의 공로퇴직신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형태의 공로퇴직제도에
있어서의 공로퇴직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
치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
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므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지가 성립된다. 따라서 공로퇴직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퇴직 의사
표시에 대하여 사용자가 공로퇴직을 거절하고 일반퇴직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로퇴직을 전제로
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관하여 쌍방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근로자가 공로퇴직
의사와 별도로 그 일반퇴직에 대하여 별도로 승낙함으로써 일반퇴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
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일반퇴직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
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11.30. 선고 2005다21647,21654 판결 참
조)

당연퇴직의 처분성을 부정한 판례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
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11.14. 선고 95누203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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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퇴직과 징계처분과의 관계
판결에 의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과 징벌적 제재인 이
사건 징계 정직처분은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위 당연퇴직 처분이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위반
한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12639 판결 참조)

정년에 따른 당연퇴직 관련 판례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정년을 연장하는 등
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한 조치의 정당성은 사용자의 행위가 법률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 내용이나 규정 취지
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며, 단지 정년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해당 근로자에게
가혹하다든가 혹은 다른 근로자의 경우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32 판결 참조)

타 학과와의 형평성을 살핀 판례
피고도 선행 면직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에서 이미 위 폐지결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르지 아니하
였다고 판단하였고, 실제로 ○○과를 폐지할 당시 ○○과보다 입시경쟁력, 신입생 수능성적, 재정부담 정도
등에 있어 경쟁력이 낮은 학과가 남아 있었고, 신입생 유치에 대한 참가인(학교법인 ○○학원)의 미온적인
태도도 하나의 원인이 되어 2000학년도와 2002학년도에 신입생 등록인원이 정원에 미달되었음에도 단지
신입생 등록인원 미달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과를 폐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대학의 ○○과 폐지
결정은 객관적인 기준과 공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학과 폐지결정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7. 4. 6. 선고 2006누2093 판결 참조)

전과 등 조치미비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원고는 ○○대학 영어○○과 조교수로서 영어과목 강의를 담당해왔고, 참가인은 2002. 5. 영어○○과에
대하여 학과폐지를 결정하고,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하였음. ○○대학에 현재 개설된
영어강좌로 ○○과의 관광영어, ○○과의 IT영어 등이 있고 이들 강의는 영어전공자 아닌 전임교원이나 외
부 시간강사가 담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뒤, ○○대학이 영어○○과를 폐지한 후 원고로 하여금 전공을
변경하게 하거나 영어 관련 강의가 개설된 다른 학과로 전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하
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두8560 판결 참조)

사립학교의 경우 면직회피 가능성
사립학교의 경우 폐과로 인한 폐직, 과원이 된 때 교원을 직권면직 함에 있어서도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의 규정을 유추하여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
을 고려한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한 심사 결과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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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나 학교법인이 산하의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학교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 전환
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사립학교의 사정상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 등에 의한 교원의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면직기준에 따른 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학과의 폐지 자체가 불가피하고 정당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한 교원의 면직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한 것으로서 역시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3.13 2007다66071 판결 참조)
(대법원 2010.06.24 선고 2010두5103 판결 참조) (대법원 2011.07.14 선고 2011두2217 판결 참조)

전공변경, 전과 등의 기회 고려
○○대학 학사내규에는 “2개 연도 계속하여 신입생 등록인원이 주간 20명, 야간 15명 미만인 경우에는
학과폐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는바, 학과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학과를 폐지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과를 폐지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위 학과폐지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교원에 대한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지만 학과를 폐
지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는지,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어 학과를 폐지한 후에도 해당
교원으로 하여금 전공을 변경하게 하거나 다른 학과에 개설된 관련 강의를 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
지 여부 등도 모두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7.4.6 2006누2093 판결 참조)

면직기준 적용 하자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1998.2.24. 법률
제5527호로 신설된 같은 조 제3항에서 임용권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합리적인 면직기준을 구체적으로 법률로 규정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자의적인 직권면직을 제한함으로써 직업공무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조항에 정해진 기준인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
력･징계처분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와는 다른 기준을 정하여 한 면직처분은 이를 정당화할 만한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9.27 2002두3775 판결 참조)

대학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직권면직의 절차상 하자
○○대학은 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정관과 별도로 교원인사규정을 두었고, 교원인사규정
제44조 제2호는 ‘학과의 폐과 또는 학생인원의 감소에 의하여 폐과원이 되었을 때’를 직권면직사유의 하나
로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4호로 ‘직권면직을 시킬 경우에는 징계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함
으로써 이 사건과 같이 폐과로 인해 과원이 발생하여 직권면직을 하는 경우에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면직처분 이전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들에 대한 해임 안건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
부결되었을 뿐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과와 ○○과가 원고 주장과 같
이 폐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면직처분은 원고의 교원인사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다.【서울행정법원 2007.4.20 2006구합281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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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면직과 직권면직의 독립성
지방공무원법 소정의 직권휴직처분과 직권면직처분은 각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직권면직처분이 직권휴
직처분의 유효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직권휴직처분에 위법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여 직권면
직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광주고법 1983.5.3. 선고 82구104 특별부 판결 참조】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의미
국가공무원법 제70조가 정하는 직권면직 사유중 그 제1항 제2호(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
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라 함은 공무원의 징계
사유를 정하는 위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비추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의미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위반, 직무
상의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 및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대법원 1986.3.11. 선고 85누663 판결 참조】
군무원인사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
항의 각 규정취지에 의하면, 군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사유인 위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하려면 그 평정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근무평정결과에 비추어
피평정자가 그 직무를 감당할 자질과 능력이 있을지 의심될 정도로 평소의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성실하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하고 따라서 그 평정의 공정성에 의심이 있거나 평소의 직무수행이 성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지 위 시행령 제14조 제3호, 위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이 규정하는 계속적인 최하위
등급평정 2회라는 사유만으로써 위 면직사유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9.10.10. 선고
89누1605 판결 참조】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 의해 직권면직이 가능한지 여부
사용자의 정관 규정의 표제가 ‘직원의 신분보장’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도 정관에 규정한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중 특히 임면권자가 직원을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취지임이 분명하
므로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인사규정에서 위 정관상의 신분보장조항에 위배되는 규정을 둘 수 없고
그러한 규정은 무효라고 할 것인데, 인사규정이 위 정관 규정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할 수 있는
사유로 열거한 당연퇴직과 징계면직 외에 직권면직을 규정하였다면 위 정관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임이 명백
하고 따라서 위 인사규정에 근거한 직권면직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대법원 1992.9.8.
선고 91다27556 판결】

직권면직 절차상 하자 치유 여부
학교법인이 그 교원을 직권면직 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및 당해 법인의 정관에 위배되어 무효인 법인 인사규
칙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그 직권면직처분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고,
비록 소송 계속 중에 학교법인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로 그 하자
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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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임용의 처분성을 부정한 판례
사립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정관과 교원인사규정에서 승진임용 자격의 요건을 정하고 있을 뿐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교원이 학교법인에 대하여 승진임용 신청을 할 수 있거나 또 이에 대하여 승진임용 의무
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승진임용 여부는 교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재임용거부와 달리 교원정원, 보직교
수의 수, 학부조직, 학생수와 학교법인의 재정을 비롯한 학교법인에 대한 경영적 평가 등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해마다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승진임용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교원으로서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학교법인의 정관과 교원인사규정의 승진임용 자격요건을
충족한 조교수에 대한 부교수 승진임용 탈락 또는 거부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행법 2006.5.9.
선고 2005구합28478 판결 참조)

사직할 의사없는 휴직기간 만료시 복직
사립대학의 교수가 사직할 의사 없이 학원 내의 분규해결과 원만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일정시기의 복직을
전제로 그때까지 휴직하기로 하고 휴직원을 제출하였다면 그것이 그 학교법인의 인사규정상의 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교수가 위 인사규정상의 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별다른 주장, 입증을
학교법인이 하지 아니하는 한 위 교수는 위 휴직기간이 만료된 날짜로 당연복직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3.13. 선고 90다카3826 판결 참조】

당연복직 된 교원의 해고
휴직기간 중에 허가 없이 타 대학 학장으로 취임한 사립대학교 교수가 휴직기간이 만료될 무렵 복직원을
제출하였고, 학교법인의 정관에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은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복직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고 학교법인이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그의 복직을 거부하고 그가 제출한 복직원을 회송하면서 그의 근로제
공을 거부하였다면,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타 대학의 학장 내지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하여 탓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강행법규인 사립학교법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한 이
유가 없어 당연무효이다.【서울민사지법 1991.9.13. 선고 91가합25654 제41부 판결 참조】

학과 폐과가 하자 있는 학칙 개정에 의한 경우 이에 따른 직권면직의 적법성 여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고도로 보장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제 56조 제1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위 규정들을
살펴보면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라 함은 적법한 학칙 개정절차를 통해 설치학급 내지 학과가 폐지되거나 편제가 축소되는 등으로 인
해 소속 교원의 직위나 정원이 없어지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한편 K대학의 학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그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장이 전임교수 이상으로 구성된 교수회의에 자문을 요청하여 교수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와 같은 심의를 결한 경우 학칙 개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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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폐과 등에 따른 재임용 거부의 적법성 여부
[1] 교원의 임기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그 규정의 위임에 따른
정관에서 정한 것과 달리 조교수의 임기를 단축하는 약정의 효력(무효)
[2]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에게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요구
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임용권자가 재임용을 신청한 교원에게 한 재임용 거부결정이 무효가
되는 경우
[3] 사립대학이 학급･학과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폐직･과원이 되었다는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경우 국
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을 유추하여 정한 면직기준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면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느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심사절차를 밟지 않고 직권면직할
수 있는 경우
[4]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따라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에게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면직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면직처분을 하지 않고 재임용을 거부하는 형식으로 임용계약을 종료시킨 경우, 사회통념상 부당한 방법
으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사립대학이 학급･학과를 폐지하고 그에 따라 폐직(廢職)･과원(課員)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에, 국립대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교법인 산하의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 사립대학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이나 배치전환 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의 규정을 유추하여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징계 사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으며, 이에 따라 실적과 능력 등을 심사한 결과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두 525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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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례

1. 재임용 거부 처분
1. 2007-○○○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청구
∙ 처분요지: 청구인의 재임용심사 평가점수가 임용규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임용 거부함.
∙ 결정요지: 피청구인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에서 정하는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
하여 통보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으며, 청구인에게 재임용 기간 만료 직전
에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신의칙에 반하며, 더욱이 변경된 규정에 의한 심사
에 있어서도 심사기간을 4학기가 아닌 3학기만을 심사하였고, 강의평가 7문항
중 자의적으로 3문항만 골라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에 의한 공정한 심사였다고 볼 수 없어 재임용거부 처분을 취소함
∙ 관련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 주

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2015-○○○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 처분요지: 교원 업적 평가 기준 미충족, 품위 유지 의무 위반
∙ 결정요지: 청구인이 교원 업적 평가 기준 점수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성희롱 및 금품수수
행위로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 관련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2015-○○○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 처분요지: 재임용 기준에 미달
∙ 결정요지: 구체적 거부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고, 충분히 완화된 상
대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일부 세부 항목 점수 산정상 위법이 인정됨
∙ 관련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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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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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5-○○○ 재임용 기간 단축 처분 취소 청구
∙ 처분요지: 재임용 기간을 1년으로 단축 처분
∙ 결정요지: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고, 재임용 기간을 단축하여
재임용함은 위법함
∙ 관련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 주

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5. 2015-○○○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 처분요지: 학과의 재학생이 없어 재임용 거부 처분
∙ 결정요지: 폐과에 따른 직권 면직으로 보더라도 재적학생이 0명이 되지 않아 폐과된 것으
로 볼 수 없고, 폐과를 인정하더라도 직권 면직 회피 가능성에 대한 심사를 해
태하였으므로 위법함
∙ 관련규정: 「사립학교법」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 주

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재임용 기간 단축 처분을 취소한다.

6. 2016-○○○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 처분요지: 근무 평가 점수 기준 미달
∙ 결정요지: 구체적인 거부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실질적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
상 하자가 인정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함
∙ 관련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 주

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7. 2016-○○○ 재계약 배제 취소 청구
∙ 처분요지: 온라인 강의 평가가 D로 재임용 기준 미충족
∙ 결정요지: 이 사건 재임용 거부는 재임용 심사 대상 기간 중 일부를 누락한 하자가 인정

되므로 이를 취소함
∙ 관련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 주

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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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16-○○○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 처분요지: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관계 법령 준수 및 교

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함
∙ 결정요지: 처분 사유는 사실로 인정되고, 청구인의 행위를 고려할 때 재임용 거부 처분은

적법함
∙ 관련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9. 2017-○○○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 처분요지: 심사 결과 재임용 탈락
∙ 결정요지: 「사립학교법」 재임용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재임용 여부 결과를 통지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 존재
∙ 관련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 주

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10. 2017-○○○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 처분요지: 업적 평가 기준 점수 미달
∙ 결정요지: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구체적인 처분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

상의 하자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한 위법이 있음
∙ 관련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 주

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11. 2017-○○○ 재임용 탈락 처분 취소 청구
∙ 처분요지: 근무 양정 평가 점수 부족
∙ 결정요지: 구체적인 양정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하지 아니하여 실

질적인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근무 양정 평가 점
수’ 기준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규정하는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
인 사유에 근거한 재임용 기준이라고 볼 수 없음
∙ 관련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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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17-○○○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 처분요지: 폐과로 인한 재임용 거부
∙ 결정요지: 재임용 심사 기준에 의한 면직이 아닌, 학과가 폐과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면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함
∙ 관련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 주

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재임용 거부 처분 및 면직 처분을 각 취소한다.

13. 2018-○○○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 처분요지: 재임용 기준 미달
∙ 결정요지: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를 결여하여 위법함
∙ 관련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 주

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14. 2018-○○○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 처분요지: 재임용 기준 미달
∙ 결정요지: 재직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여 재임용 심사를 하는 것

은 당해 교원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해당 재임용 심사 방식은 「사
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규정하는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
유’에 따른 재임용 심사라고 볼 수 없음
∙ 관련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 주

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15. 2018-○○○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 처분요지: 재임용 심사 기준 미충족
∙ 결정요지: 실질적인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없으며,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또한 재임용 심사 기준이 진료 수입이 상
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교원의 경우 사실상 모두 재임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
으로, 학생 교육, 학문 연구, 학생 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임용 심사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위반되는 평가 기준임
∙ 관련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 주

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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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18-○○○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 처분요지: 부여 임무에 대한 업적 미인정
∙ 결정요지: 학칙 등에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재임용 계약서’에만 기재되어 있는

재임용 심사 기준은 위법하며, 위법한 기준에 의한 재임용 거부 처분 역시 위
법함
∙ 관련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 주

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17. 2018-○○○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 처분요지: 재임용 심사 기준 미달
∙ 결정요지: 교원 업적 평가 재심의 및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이전에 논문 게재 예정증명서

를 제출하여 해당 논문에 대한 상당한 소명을 하였기 때문에 해당 논문을 재임
용 심사에 반영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업적 제출 마감일 이후의 추가 업적에 대
하여 불인정한다는 취지의 재임용 거부 사유는 위법함
∙ 관련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 주

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징계 처분
1. 2014-○○○ 해임 처분 취소 청구
∙ 처분요지: 동료 강사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한 후 명의를 도용하여 700만 원을 대출받고
95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 결정요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과도하지 않음
∙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2014-○○○ 파면 처분 취소 청구
∙ 처분요지: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설계 심의 및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금품을 수수함
∙ 결정요지: 처분 사유는 사실로 인정, 원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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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2014-○○○ 정직 1월 처분 감경 청구
∙ 처분요지: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대학에 출강, 허가 없이 공무국외여행 실시,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폭언･욕설･음주 등으로 학교장으로서의 품위 손상
∙ 결정요지: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원 처분은 과중하지 않음
∙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
의 의무),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2015-○○○ 정직 3월 처분 취소 청구
∙ 처분요지: 연구윤리부정행위, 연구윤리부정행위 조사방해, 동료 교수 명예 훼손 및 학생
비하 발언, 정당한 승인 없는 해외여행
∙ 결정요지: 처분 사유는 모두 사실로 인정되고, 청구인의 행위를 고려할 때 원 처분이 과
중하다고 할 수 없음
∙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5. 2015-○○○ 해임 처분 취소 청구
∙ 처분요지: 근무 태도 불성실, 허위 선전물 배포를 위해 학생 선동
∙ 결정요지: 학과 학생 및 조교를 선동하였다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출강 결재없이
외부에 출강하였다는 징계 사유만으로는 해임 처분은 과분함
∙ 관련규정: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
∙ 주

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

6. 2015-○○○ 해임 처분 취소 청구
∙ 처분요지: 장학금과 공금의 부적정 집행, 자격증을 임의 발급하여 학생들에게 허위경력을
제공, 강압적인 학생 지도와 사생활 침해
∙ 결정요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해임 처분은 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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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 주

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

7. 2015-○○○ 감봉 3월 처분 취소 청구
∙ 처분요지: 현장 체험의 인솔자로서 학생 지도 및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사고를 미
연에 방지하지 못함.
∙ 결정요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과중하지 않음.
∙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8. 2015-○○○ 정직 3월 처분 취소 청구
∙ 처분요지: 동료 교수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
∙ 결정요지: 징계 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과중하지 않음.
∙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9. 2015-○○○ 해임 처분 취소 청구
∙ 처분요지: 조교 여학생을 성추행 하였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피해 학생을 회유하려 함.
∙ 결정요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과하지 않음
∙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10. 2016-○○○ 견책 처분 취소 청구
∙ 처분요지: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 결정요지: 처분 사유는 사실로 인정되고, 청구인의 행위를 고려할 때, 원처분이 과중하다
고 할 수 없음
∙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
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가중처벌)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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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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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16-○○○ 해임 처분 취소 청구
∙ 처분요지: 연구원 허위 등재 및 인건비 지급을 가장하여 연구비 편취
∙ 결정요지: 징계 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음
∙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12. 2016-○○○ 감봉 3월 처분 취소 청구
∙ 처분요지: 은행 현금 자동화 코너에서 타인이 놓고 나간 현금을 취거
∙ 결정요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과중하지 않음
∙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13. 2016-○○○ 해임 처분 취소 청구
∙ 처분요지: 논문 증빙 자료 위조를 통한 연구비 편취
∙ 결정요지: 처분 사유는 사실로 인정되고, 청구인의 행위를 고려할 때 원처분이 과중하다

고 할 수 없음
∙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14. 2017-○○○ 견책 처분 취소 청구
∙ 처분요지: 교차로 접촉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1백만원 구약식 처분

을 받음
∙ 결정요지: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 양정이 다소 과하므로 불문경고 처분으로 변경함
∙ 관련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 주

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견책 처분을 불문경고 처분으로 변경한다.

15. 2017-○○○ 해임 처분 취소 청구
∙ 처분요지: 용역 관련 과제 뇌물 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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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요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과중하지 않으므로 기각함
∙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16. 2017-○○○ 해임 처분 취소 청구
∙ 처분요지: 제자 성추행 및 성희롱
∙ 결정요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과중하지 않으므로 기각함
∙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17. 2017-○○○ 파면 처분 취소 청구
∙ 처분요지: 제자 성추행
∙ 결정요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 또한 재량권일 일탈･남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

단되므로 기각함
∙ 관련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 의무) 위반
∙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18. 2017-○○○ 해임 처분 취소 청구
∙ 처분요지: 신규 교원 부정 채용(이사장의 아들)에 가담함
∙ 결정요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음
∙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19. 2018-○○○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 처분요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공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음
∙ 결정요지: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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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0. 2018-○○○ 견책 처분 취소 청구
∙ 처분요지: 출장 중 공무상 업무 수행이 아닌 사적인 골프 운동을 함
∙ 결정요지: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음
∙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기타 불리한 처분
1. 2015-○○○ 직위해제 처분 무효 확인 청구
∙ 처분요지: 학생에게 폭언을 하는 등의 품위 손상으로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임

∙ 결정요지: 피청구인이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에 대해 직위
해제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 관련규정: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2호(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2015-○○○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 처분요지: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2회에 걸쳐 볼에 뽀뽀하였고, 그 외
피해자가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자주 함
∙ 결정요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임면권자가 아닌 총장에 의해 직위 해제 처분이 이루어
진 것은 위법함
∙ 관련규정: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 주

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직위 해제 처분을 취소한다.

3. 2016-○○○ 임용 취소 처분 취소 청구
∙ 처분요지: 사립학교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면서 문제를 사전에 입수하여 시험을 치름
∙ 결정요지: 처분 사유는 사실로 인정되고, 청구인의 행위를 고려할 때 원처분이 과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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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없음
∙ 관련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2016-○○○ 면직 처분 취소 청구
∙ 처분요지: 전공 전환 불가로 인한 면직 처분
∙ 결정요지: 면직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한 심사 결과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위법함
∙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면직), 「지방공무원법」 제62조(직권면직)
∙ 주

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면직 처분을 취소한다.

5. 2017-○○○ 교원 임용(소속 변경) 처분 취소 청구
∙ 처분요지: 학과 소속 변경
∙ 결정요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적 위법이 있고,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체적 위법 또한 인정되므로 취소함
∙ 관련규정: 「국립대학법인 ○○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사립학교법」 제2조
및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 주

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교원 임용(소속 변경) 처분을 취소한다.

4. 절차 하자 처분
1. 2009-○○○ 직권면직처분 취소 청구
∙ 처분요지: 소속과(전공)의 신입생 미등록을 이유로 당해 전공이 폐지됨에 따라 직권면직 됨
∙ 결정요지: 해당과(전공)를 폐지하는 학칙개정과정에서 사전공고, 대학평의원회 및 교무위
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이 위법한 학칙개정에
근거한 폐과면직도 무효라고 할 것임
∙ 관련규정: 「사립학교법」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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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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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 직위 해제 처분 무효 확인 및 효력 정지 청구
∙ 처분요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

∙ 결정요지: 무권한자에 의해 이루어진 직위 해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고, 효력 정지 청
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관련규정: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직위해제),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 주

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직위 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효력정지 청구를 각하

한다.
3. 2016-○○○ 해임 처분 취소(감경) 청구
∙ 처분요지: 저작권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교육부의 중징계 처분 요구를 받음
∙ 결정요지: 징계 의결 요구에 필요한 이사회의 의결을 누락하고,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이
사회에서 임의로 변경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
∙ 관련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제66조(징계의결)
∙ 주

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

4. 2016-○○○ 정직 2월 처분 취소 청구
∙ 처분요지: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연구 부정행위
∙ 결정요지: 중징계 의결 요구에 필요한 이사회 의결과 적법한 처분 사유 설명서 교부를 흠

결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됨
∙ 관련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국가공무원법」 제75
조(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 주

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정직 2월 처분을 취소한다.

5. 2017-○○○ 감봉 3월 처분 취소 청구
∙ 처분요지: 교육자로서 도덕적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음
∙ 결정요지: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및 징계 의결서에 징계 사유가 특정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인정됨
∙ 관련규정: 「사립학교법」 제62조, 제66조
∙ 주

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감봉 3월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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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7-○○○ 정직 처분 취소 청구
∙ 처분요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였음
∙ 결정요지: 일부 징계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고, 일부 징계 사유에 관하여 징계 의결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징계위원회 구성에 위법이 있는 절차상 하자가 인정됨
∙ 관련규정: 「사립학교법」 제62조, 제66조
∙ 주

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정직 1월 처분을 취소한다.

7. 2018-○○○ 해임 처분 감경 청구
∙ 처분요지: 배임 수재 및 재물 손괴에 따른 해임
∙ 결정요지: 청구인의 출석 소명 절차를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이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청구인의 방어권 보장을 침해하여 징계
를 의결한 것으로 위법함
∙ 관련규정: 「사립학교법」 제65조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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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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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사례

1. 충원계획, 모집공고, 특별채용
1. ○○대학교는 면접심사까지 완료하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이사장에게 임용제청을 하지
않아 29명의 교원을 신규채용하기로 공고하고도 동 기간 중 18명의 교원만 신규 채용
2. 학교법인 ○○학원 정관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는 총장이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임용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면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은 심의하도록 되어있는데, ○○대
학교 교원 신규채용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는 최종 임용후보자에 대한
사전 임면 제청 동의가 아닌 1차 심사결과에 따라 면접심사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동 시행세칙에는 총장은 면접심사결과 인사위원회의 제청 동의 없이 2배수의 채
용대상자를 이사장에게 임용 제청하도록 되어 있어 인사위원회의 교원임용에 관한 사전
심의 기능을 유명무실하게 운영
3. 학교법인 ○○학원은 2004.7.1. ○○○(이사장의 손자)를 학교기업지원센터에 연구원으
로 특별채용하는 등 정관에서 정한 일반직원의 정원에 속하지 않은 연구원으로 임용하
였으며, 급여를 지급하면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전임교원의 80%를지급하여 17,008천
원을 과다 지급
4. ○○대학교는 2006-1학기 공개전형 결과 외식조리학과(한식전공)분야에 지원자5명 모
두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였음에도 기초･전공심사 결과 1순위자 1명만을 면접대상자로
확정한 후 면접을 실시하여 불합격 처리하고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채용심사를 하지 아
니하고, 2006년 1월 외식조리학과로부터 교원 결원에 대하여 적합한 지원자를 선발하
지 못해 수업운영에 차질이 있음을 사유로 학사학위(석사 수료) 소지자인 ○○○을 특
별채용 의뢰받아 채용심사 절차도 없이 특별채용
5. ○○대학교는 2007학년도 1학기 신임교수 초빙 심사절차 및 심사기준에 의한 본부전형
위원회의 기능이 교수초빙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심사기준은
학부전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학부에서 제출한 심사결과 추천자
와 본부전형위원회 심사결과 추천자가 서로 상이할 수 있게 하여 다음 단계 심사대상자
를 확정하도록 하는 등 동 본부전형위원회의 권한을 지나치게 부여
6. ○○대학교는 2007학년도 1학기 사회복지학과에서 당초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
채용 공고인원보다 1명이 초과된 2명을 최종임용예정자로 선정
7. ○○○대학은 2004학년도부터 2007학년도까지 전임교원 신규 채용시 학과(부)별 채용
공고를 하거나 아무런 심사절차도 진행하지 아니하고, 동 대학에 재직 중인 초빙교원을
승진 임용한다는 명목으로 교원인사위원회(위원장 : 부학장)의 “동의”형식을 거치는 방
법으로 총 4회에 걸쳐 8명의 전임교원을 부당하게 신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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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학은 2004. 1학기~2007. 1학기까지 5회에 걸쳐 전임교원초빙 공고를 지원마감
일 1월전이 아닌 최단 7일에서 최장 15일전에 공고하였으며, 공고내용에 채용인원 및
심사기준을 미공고
9. ○○대학교는 교수정원 확보율이 높은(140% 이상) 학과에는 신규정원을 배정하여 교수
를 채용하면서 확보율이 낮은(50% 미만) 학과에는 배정하지 않아 학과 간 교수 정원
및 현원에 불균형을 초래
10. ○○대학교는 2006년 1학기부터 2007년 1학기까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7명을 특별
채용하면서 매년 수립하는 익년도 교원 초빙계획에 포함하지도 않았고, 교원인사위원
회의 사전 동의도 없이 특별채용을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초 및 전공심사 등 심
사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단지 임용대상자가 제출한 지원서만을 근거로 임용
11. ○○대학교는 2004. 1학기부터 2007. 1학기까지 동 대학교 부속병원의 임상교원 46
명을 전임교원으로 신규 임용하면서 기초 및 전공심사 등 객관적 심사절차 없이 지원
자가 제출한 지원서를 근거로 의과대학 교원인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교원인사위원
회에 제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
12. ○○대학교는 2004년 1학기부터 2007년 1학기까지 외국인 51명을 전임교원으로 임
용하면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객관적인 심사절차도 없이 국제교육교류본부 소속
외국인 교수 및 외국어교육원장 등 2∼3명의 면접만을 통하여 임용대상자를 선발하였
고, 특히, 2006. 2학기 및 2007. 1학기에는 모집공고 없이 국제교육교류본부 소속
외국인 교수 3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위원회에서 외국인교수 후보자를 추천 받
은 후 외국어교육원장 등의 면접만을 거쳐 임용 대상자로 선발
13. ○○대학교는 2004년 2학기 전임교원 채용하는 과정에서 교육과학부장은 동학부의 청
소년지도학 전공에 1명의 초빙을 요청하면서 박사학위 소지자가 아닌 박사과정 수료
이상의 자로 자격을 완화한 후 초빙공고를 한 결과 박사학위 취득자가 ○○○ 등 12
명이 지원하였고 박사학위 수료자는 ○○○ 1명만이 지원하였음에도 박사학위가 없는
위 ○○○을 전임강사로 임용
14. ○○대학교는 교원 확보율이 33.3%~57.1%에 그치고 있고 전공과목에 대하여20%내지
34%의 수업을 시간강사로 대체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
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교원 채용절차를 중단
15. ○○대학교는 학교 부속병원에 근무하는 조교 21명을 신규임용 절차 없이 전임교원으
로 임용
16. ○○대학교는 의과대학 교원 4명을 신규임용하면서 임용일이 경과한 후에 교원인사위
원회에서 의결하였고, 이사회 또한 교원을 소급하여 임용하지 아니하면 학생들의 수업
에 지장을 초래하고 실제 근무한 교원들의 급여를 보전하여 준다는 이유로 99일 내지
122일이 경과한 후 임용을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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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대학교는 법학과에서는 11명의 전임교원을 채용하면서 8명의 특정대학 출신자를
편중 임용
18. ○○대학교는 영어학 분야, 전자재료 분야에서 모집공고 인원을 초과하여 교원 선발(2명)
19. ○○대학교는 ’05. 5. 1.~’07. 9. 8. 동안 교원을 신규임용하면서 교원인사위원회심의
및 이사회 의결 전 소급 임용
20. ○○대학은 교수 신규 채용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객원교수로 채용하
였던 자를 합당한 근거 없이 전임교원으로 특별채용
21. ○○대학교는 정관 및 교원인사 규정에서 정한 특별채용 자격요건 대상이 아닌 자임에
도 법인 지시에 의거 3개학과 6명을 특별채용
22. ○○대학교는 ○○학과 교수 공채시 학과에서 임용대상자를 미리 정하여 경쟁 없이 임용
23. ○○대학은 전임교원 결원 7명을 해당 학과에서 충원 요청한 후 학과 내 교수 의견
불일치 등을 사유로 충원요청을 철회하는 등 최근 3년간 채용을 유보
24. ○○대학교 신규 교수 채용시 당초 모집 공고한 모집인원 5명을 선발하고서도 타 모
집분야에서 불합격된 자 2명을 추가 선발
25. ○○대학교 신규 교수 채용시 당초 모집 공고한 전공분야 지원자를 채용하지 않고 학
과심사과정에서 당초 모집 전공분야를 임의 변경함으로써 지원자 전원이 불합격되는
결과 초래
26. ○○대학교 신규 교수 채용시 전임교원이 부족한 학과 소속 교수를 채용하지 않고 부
속기관 소속 전임교원으로 채용
27. ○○대학교 신규 교수 채용시 전공이 모집분야와 상이하거나 모집공고도 하지 않은 분
야에 각각 채용
28. ○○대학교 신규 교수 채용시 교원인사규정 및 모집 공고와 달리 특정인에게 복수지망
을 허용하여 제1지망학과에서 불합격된 자를 제2지망학과에 합격 처리
29. ○○대학교 신규 교수 채용시 전공이 모집분야와 상이하고 채용분야와 관련이 없는 산
업체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겸임교수로 채용
30. ○○대학교 신규 교수 채용시 공채지원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겸임교수로
채용
31. ○○대학교 신규 교수 채용시 ○○학과 공채지원자 전원을 아무런 이유 없이 불합격시
키고 지원하지 않은 외국인을 규정에서 정한 심사절차를 생략하고 임용
32. ○○대학 신규 교수 채용시 겸임교수 공채에 응시하지 않은 자를 겸임교수로 임의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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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대학교 신규교수 채용시 연구실적 인정여부 등의 문제로 채용 유보된 1순위자를
다음 학기 교수 신규 채용시에 모집분야를 변경하여 채용
34. ○○대학교 교수 신규 채용시 지원학과 및 채용분야를 지나치게 제한한 후 특정인을
채용
35. ○○대학교 교수 신규 채용시 서류심사 및 전공적부심사를 거쳐 면접심사를 마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미채용
36. ○○대학교 교수 신규 채용시 학부전공이 모집분야와 다르고 연구 실적이 없으며, 산
업체 근무경력이 교수자격인정심사준칙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임용
37. ○○대학교 교수 신규 채용시 전형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교수가 심사 전 교수채용조건
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금품 수수 후 문제가 발생하자 반환
38. ○○대학교 신규교수 채용시 최종 합격된 자가 현 소속기관 고용계약 만료기간 미도래
등으로 즉시 임용이 불가능할 경우 1년 이내의 기간만을 임용을 유예할 수 있음에도
1년 6월간을 임용 유예
39. ○○학교 의과대학 신규교수 공개 채용시 경쟁 없이 채용하는 관행을 답습하였고 이로
인하여 지원자가 심사 전･후에 지원을 철회함으로써 교수 수급에 차질 초래
40. ○○대학은 정관이나 학칙에 규정하지 않고, 채용 계약서 또는 서약서에 의거 초빙,
겸임 및 대우전임교원으로 채용하고서도 실제로는 시간강사로 발령
41. ○○대학교 신규교수 채용시 전임교원 채용에 합격한 자를 당초 모집계획에 없었고 연
구실적도 부족했으나 연구조교수로 임용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에는 전임강사로 보고
42. ○○대학교 전임교원 채용시 교육 및 연구경력과 연구 실적이 부족하여 불합격 된 지
원자들을 당초 모집계획에 없는 연구전임강사, 연구조교수로 각각 임용하고, 일부는
근거 없이 연구강사로 임용
43. ○○대학교는 법인이사장이 보육교사 교육원장직에 前학장을 임용 지시하거나, 사무국
장 직무대리에 교원을, 학생처장 직무대리에 전임강사를 임용
44. ○○대학은 정관상 정년을 초과한 자를 학장으로 임용
45. ○○대학교 신규교수 채용시 ○○학과 교수 1명을 채용하면서 지원자에 대한 서류심사
와 면접심사 등을 실시하고서도 최종 합격자 결정과정에서 당초 공채에 지원하지 않은
자를 특별채용
46. ○○대학교 신규교수 채용시 당초 교수충원계획에 없는 4개 학과 5명을 총장등이 추
천하였다 하여 전형심사도 하지 않고 특별채용
47. ○○대학교는 ○○학과 교수 신규채용 2차 심사위원 5명 전원이 모교출신자로 선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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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사전 담합하여 동일점수로 채점, 합격 처리
48. ○○대학교는 2004학년도 ○○학부 특별채용시 심사절차(서류심사, 전공심사, 면접심
사) 생략하고 직급 및 호봉획정 잘못 산정(전임강사 8호봉→조교수 14호봉)함
49. ○○대학은 2005학년도 교수채용 공고시 교수 자격요건을 ‘대학에서 교목으로 3년 이상
경력자’로 지정하였는데도, 교목경력이 2년6월로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자를 임용(1명)
50. ○○대학은 정관상 교원 또는 일반직이 보임될 수 있는 기획처장 및 일반직이 보임될
수 있는 사무처장 직위에 ○○대학에서 일반직으로 정년퇴직한 자 2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기획처장 및 사무처장 직위에 임용, 정관의 직제 등 아무런 근거없이 ‘대학
발전자문위원’으로 임용하여 현재까지 근무
51. ○○대학은 교원을 신규채용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학과심사, 공개강의 평가,
면접평가 등을 거쳐 학과별로 1, 2순위자를 선정하고도 학교당국과 학과의 의견이 상
충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용 미제청
52. ○○대학은 학과별로 정원 대비 교원결원이 매 학년도별로 126~151명임에도 학과에
서는 충원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총장은 학과의 채용요구가 없다는 사유로 결원을 충
원하지 아니하여 학기별로 115~145명씩 결원이 발생하는 등 전임교원충원 부적정(이
에 따라 시간강사의 강의담당 비율이 학기별로 35~46%에 이르고 있음)
53. ○○대학은 이사장이 사립학교 중등교원 신규채용 계획을 먼저 수립하여, 특정학교에
근무 중인 기간제 교사를 소속 학교장에게 임용 추천토록 하고, 이사장은 공개전형 절
차가 아닌 면접심사만으로 특별채용
54. ○○대학은 교원신규채용시 전임교원 신규채용 심사기준을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
쳐 공개해야함에도 이를 미이행
55. ○○대학은 물리치료과 전임교원 채용자격기준을 정함에 있어 학위기준을 전공분야 학
위자로 지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박사학위 소지자’로만 채용자격기준을 정함으로써 체
육 전공 박사학위자를 물리치료과 전임강사로 채용
56. 충원계획 수립 및 공고 절차 없이, 전 이사장 ○○○이 임용대상자(20명) 결정･임용
57. 정관 및 교원인사 규정에서 정한 특별채용 자격요건 대상이 아닌 자임에도 법인 지시
에 의거 3개학과 6명을 특별채용

2. 심사위원 등 선정
1. ○○대학은 신임 교원을 채용하면서 9명의 내부 심사위원을 비전공자로 위촉하여 기초
및 전공심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기초 및 전공심사 외부 심사위원으로 모집대상 전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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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와 관련이 없는 자를 위촉하여 신임교원채용 전 분야의 기초 및 전공심사 평가를 실시
2. ○○대학은 교원 신규채용을 위한 기초 및 전공심사를 실시하면서 심사위원 개별적으로
심사하지 않고 함께 협의하여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한 장의 심사평가서에 심사위원
전원이 날인함
3. ○○대학교는 기초 및 전공심사 심사위원 총 7명(교내 5명, 외부 2명) 중 외부심사위원
이 3분의 1에 미달되는 2명으로 구성하여 심사하였고, 박사학위 지도교수를 심사위원
으로 선정하여 심사
4. ○○대학교는 기초 및 전공심사 심사평가서를 실제 심사한 날짜와 다르게 작성, 보관
5. ○○대학은 인테리어건축과 실내건축전공 전임교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초빙공고를 하고
이에 따라 9명이 지원하였음에도 전공적부심사를 위한 외부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내부
위원 3명만으로 심사를 하였고, 공고내용에 따른 전임교원을 채용하지 아니한 채 동 학
과 지원자 ○○○를 초빙교원으로 임용
6. ○○대학교는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55회에 걸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 중 60%인
33회를 서면으로 의결하였으며, ○○연구원 재임용 심의를 서면으로 결의하면서 인사위
원 체육학부 교수 ○○○은 2005. 7. 26부터 같은 해 8. 20까지 국외 체류 중에 있었
음에도 동 위원회에 참석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교원인사위원회를 부적정하게 운영
7. ○○대학교는 심사위원 총 63명 중 비전공자 40명을 채용분야의 전공분야와 관련이 없
는 심사위원을 임명하여 기초 및 전공심사 후 21개 모집대상에서 29명을 신규 채용
8. 기초심사 - 전공심사 - 면접심사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절차 없이 교원채용
- 전임교원 3명을 신규채용 하면서
∙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면접심사만으로 채용 결정 후 관련서류 실제 평가한 것으로 조작
∙ 모집공고 응모자격이 석사학위이상소지자로서 다른 지원자 중 적격자가 있음에도
겸임 강사로 재직 중인 학사학위소지자 ○○○ 부당 채용
- 전임교원을 신규채용 하면서
∙ 모집공고도 없이 초빙교원으로 근무 중인 ○○○를 “시간강사 근무기간 동안의 업
적과 학생들에 대한 교수 능력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채용
9. 신규교원채용시 채용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한 후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절차 등을 거치
지 아니하고 임용 - 신규채용교원 90명 중 54명(60%)을 신문등에 공고하지 않고 특별
채용
10. 전임강사 ○○○ 등 65명을 공개전형 방법으로 신규 채용함에 있어 임용제청 및 이사
회 의결시 임용기간을 각각 2년간으로 하였음에도 실제 발령시에는 1년으로 임용
11. 교수 신규채용시 학과의 심사 성적 60점 이상 취득자중에서 임용 후보자를 2배수로
추천하도록 하였으나, 임용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지원자 전원을 불합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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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교수 신규채용시 증빙서류가 없는데도 점수를 부여하거나, 실제보다 적게 또는 많이
부여하여 후 순위자 임용
13. 교수 신규채용을 위한 서류심사단계에서 합당한 기준 없이 지원자의 출신 대학원

전

공 및 대학 학과를 객관성 없이 평가한 후 최고 점수를 부여하거나, 연구경력 인정범
위를 구체화하지 않아 대학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여부를 다르게 판단, 또는 연구경력
평가기준일을 정하지 않아 성적산출에 오류 발생
14. 전임교원 공채시 교수자격 법적기준 미달자를 골프지도 적임자라 하여 전임강사로 임용
- 전임교원 공채시 지원자 ○○○을 교무처 인사담당 계장의 지시에 의하여 기초심사
(자격심사) 및 전공심사(전공적부 및 학과 강의평가) 부당
- 전공심사(학과강의평가): 심사위원장인 ○○○과 심사위원 ○○○은 지원자별 평가표
와 합산표에 평가점수는 기재하지 않고 평가의견만 기재한 후, 서명 날인하여 교무
처에 제출, 교무처 인사계장 ○○○은 전화로 위 ○○○에게 평가점수를 문의하여 지
원자별 평가표와 합산표의 평가 점수를 기재
15. 교수 신규채용시 전공적부심사위원을 위촉하면서 일부위원을 채용분야의 전공교수로
위촉하지 않고 비전공교수로 위촉하거나 외부심사위원 위촉없이 내부심사위원으로만
심사

3. 심사 과정
1. ○○대학교는 특별채용을 추진하면서 1차 서류심사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2차 공개강의
는 외부 심사위원이 미참석하였는데도, 동 학과 학과장인 ○○○이 실시하지도 않은 1
차 심사의 심사위원 평가서와 2차 심사 및 공개강의시 참석하지 않은 외부 심사위원(2
명)의 공개강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학과에서 보관하고 있던 도장으로 임의로 날
인하고, 그 평가서를 집계･보고
2. ○○○대학은 교원 신규시 채용심사는 서류심사 및 면접으로 한다고 공고 하였음에도
심사위원 구성은 물론 각 단계별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교원인사위원회(위원장 :
부학장)에서 아무런 평가나 심사 절차 없이 인사위원의 동의만으로 초빙전임강사를 임용
3. ○○대학교는 6회에 걸쳐 전임교원 신규채용을 하면서 “기초 및 전공 심사표”와 같이
정량적 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우수, 보통, 미흡” 등 정성적 평가만을 실시하였으
며, 9개 학과의 전임교원 초빙공고를 하고, 기초 및 전공심사 위원을 위촉하면서 외부
전문가를 단 한명도 위촉하지 아니하고 교내 학과(부) 교수만을 위촉(28명)하여 운영
4. ○○대학교는 3개학과 교수 신규채용 서류 심사시 “학과 내 교수 합의 결렬” 등 이유로
미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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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학교는 교수 채용을 위한 학과 심사시 대학조교경력을 강의경력으로 인정하거나,
조교경력을 이중으로 인정하여 합격 처리
6. ○○대학교는 신규 교수 채용시 경력평가를 평가기준에서 정한 등급으로 평가하지 않고
높거나 낮게 평가함으로써 실제 취득할 점수보다 최고 30점, 최저 6점많게 또는 최고
10점, 최저 6점 적게 반영
7. ○○대학교는 신규 교수 채용시 모집 공고시에 석사학위 소지자는 대학원 및 대학 3,4
학년 성적이 평점 평균 3.0이상으로 기준을 정하고서도 그 이하인 자에게 응시기회를
부여
8. ○○대학교는 신규 교수 채용시 모집 공고시에 일정 연령 이하자를 응시자격자로 규정
하고서도 연령 초과자들에게 응시･기회를 부여
9. ○○대학교는 교수 신규 채용시 학과의 심사 성적 60점 이상 취득자 중에서 임용 후보
자를 2배수로 추천하도록 하였으나, 심사성적 60점 이상 취득자를 임용후보자로 추천
하지 않고 지원자 전원을 불합격 조치
10. ○○대학교는 교수 신규 채용시 증빙서류가 없는데도 점수를 부여하거나, 실제보다 적
게 또는 많이 부여하여 후 순위자 임용
11. ○○대학교는 교수 신규채용을 위한 서류심사단계에서 합당한 기준 없이 지원자의 출
신 대학원 전공 및 대학 학과를 객관성 없이 평가한 후 최고 점수를 부여하거나, 연구
경력 인정범위를 구체화하지 않아 대학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여부를 다르게 판단, 또는
연구경력 평가 기준일을 정하지 않아 성적산출에 오류 발생
12. ○○대학교는 2004학년도 및 2006학년도 교수공개채용시 1차 심사 합격자는 모집인
원의 3배수로 선발하기로 공고하였으나 5배수로 선발하여 1차 사정에서 탈락되어야
할 4순위 및 5순위자 임용
13. ○○대학 학사행정처는 「기초 및 전공적부 심사표」를 작성하면서 전임교원 신규채용
공고문의 자격기준과 달리, 전문학사를 학사로 인정하여 적용하였으며 교수초빙지원서
학력 및 전공란에 기재한 사항을 심사표에 누락
14. ○○대학교는 교원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기초・전공심사시 심사위원을 위촉하면서 공
개채용 78개 분야 중 11(14%)개 분야에서 11명만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하였고, 특별
채용 26개 분야는 전 분야에 심사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하고 채용관련 기초･전공심사
를 실시
15. ○○대학교는 신규교원을 채용하면서 ○○○ 등 2명의 지원자에 대하여 기초 및 전공
심사를 생략하고 면접심사 대상자에 포함시켜 전임강사로 임용하였으며, 기초심사 결
과 심사위원 전원에게 “부”로 평가 받은 지원자 및 전공심사 결과 최하순위로 평가받
은 지원자에게도 “학교정책, 대학발전방향, 대학설립정신”을 감안하여 면접대상자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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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시켰고, 면접 심사위원들을 총장 및 보직교수만으로 구성하여 면접심사 결과만으로
최종 임용예정자를 결정함으로써 기초 및 전공심사를 무력화
16. ○○대학교는 교수 신규 채용시 전공적부심사위원을 위촉하면서 일부위원을 채용분야
의 전공교수로 위촉하지 않고 비전공교수로 위촉하거나 외부심사위원 위촉없이 내부
심사위원으로만 심사
17. ○○대학교 교수 신규 채용시 학과에서 전공 적부심사 결과 이견 등으로 재심사를 요
구하였으나 재심사도 하지 않고 논문내용 빈약 및 전공불일치, 학부교수 화합을 고려
하여 미추천하거나 전원 불합격 처리
18. ○○대학교는 교수 신규 채용시 전공적부심사에서 적격 판정된 자를 포함하여 지원자
전원을 해당 학과에 재심사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학과교수 미합의, 재심사위원 구성 곤
란 등으로 재심사를 하지 못하여 미채용
19. ○○대학교는 교수 신규 채용시 전공적부를 심사하면서 채용예정 전공분야인 교육과정
평가 및 교육심리와는 거리가 멀고 교육학개론에 근접하지만 동 대학 시간강사로서
채용예정 전공분야 과목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전공 적합자로 심사 후 합격
처리
20. ○○대학교는 교수신규 채용시 전공적부심사 결과에 대하여 해당학과 교수들의 이의제
기에 따라 외부심사를 의뢰한 결과, 상반된 의견이 통보되었음에도 총장의 지시로 전
공일치도 점수를 당초 14점에서 18점으로 재조정, 1순위로 변경한 후 합격 처리
21. ○○대학교는 교수 신규 채용시 동 채용 전공분야에 2회 연속 지원한 동일인의 서류
전형(학력･연구실적 등) 또는 전공적부심사를 처음(1회)에는 부적격자로 심사하여 불합
격 조치하고 그 다음(2회째)에는 적격자로 심사하여 합격 처리
22. ○○대학교는 신규 교수 채용시 전공적부심사를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실시하지
않고 전공적부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별도기준을 적용
23. ○○대학교는 교수 신규 채용시 전공이수학과와 채용분야 일치도(10점 만점)심사에서
학사, 석사, 박사과정 전부 채용분야와 일치하는데도 10점으로 채점하지 않고 1점으
로 채점
24. ○○대학은 교수 채용시 초빙분야를 정하여 모집공고한 후 전공적부심사 절차없이 면
접 후 채용
25. ○○대학은 2005학년도 전반기 교원 신규채용 시 전공적격자 3명은 서류심사점수가
40%미만으로 지원자 전원이 탈락하였는데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학과교수들이 서류심
사를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사하지 아니하고 다음 단계인 공개강의 및 면접심사
후 채용(1명)
26. ○○대학은 스포츠생리학분야 전공심사시 응시자 ○○○에게 평가점수 범위 안에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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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점을 부여할 경우 1위가 되는데도, 평가점수 범위보다 더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2
위로 선발하고 그로인해 전공심사 1위로 잘못 평가된 응시자 ○○○이 최종임용 됨
27. ○○대학은 기초심사 전공부적합 탈락자를 면접심사 대상자로 임의선정하고 면접심사
후 탈락시킴
28. ○○대학은 기초 및 전공심사시 면접대상자가 없음을 결정했는데도, 이사장의 지시로
기초 및 전공심사를 다시 실시하여 신규채용자 임용
29. 교수 신규채용시 학부전공이 모집분야와 다르고, 연구실적이 없으며, 산업체 근무경력
이 교수자격인정심사준칙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임용
30. 교수 신규채용시 전공적부를 심사하면서 채용예정 전공분야인 교육과정평가 및 교육심
리와는 거리가 멀고 교육학개론에 근접하지만 동 대학 시간강사로서 채용예정 전공분
야 과목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전공 적합자로 심사후 합격 처리
31. 교수 신규채용시 전공적부심사 결과에 대하여 해당학과 교수들의 이의 제기에 따라 외
부심사를 의뢰한 결과, 상반된 의견이 통보되었음에도 총장의 지시로 전공일치도 점수
를 당초 14점에서 18점으로 재조정, 1순위로 변경한 후 합격 처리
32. 교수 신규채용시 전공이수학과와 채용분야 일치도(10점 만점) 심사에서 학사, 석사, 박
사과정 전부 채용분야와 일치하는데도 10점으로 채점하지 않고 1점으로 채점
33. ○○대학교는 초빙교원을 특별채용하면서 실제 전공과 무관한 ○○개발 등 2개사에서
근무한 사무경력 1년 7개월을 인정하여 ○○○를 교수로 임용하고 연구실적 환산율의
산출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함
34. ○○대학교는 교수신규 채용시 지원자 10명이 제출한 연구실적물을 연구자수, 주저자
또는 공저자 여부를 감안하지 않고 심사위원별로 각각 다르게 환산율을 적용하여 심
사하였으며, 제출한 심사서를 그대로 평가에 반영하는 등 연구실적물 심사업무 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아니함
35. ○○대학교는 연구 실적이 부족한 ○○○ 등 3명을 전임교원으로 신규 임용하였으며,
특히 연구실적물이 부족한 신규 교원에 대하여 연구실적물 제출을 1년 연기하는 서약
서를 징구하였음에도 조교수 ○○○의 경우 연구실적물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음
36. ○○대학교 부교수 3명은 교원 신규채용을 위한 연구실적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지
원자 2명에 대하여 2004. 1학기에는 미흡과 보통수준으로 평가하고서도, 2004. 2학
기에는 모집 전공분야, 연구실적물이 거의 유사함에도 매우 양호하게 평가하는 등 연
구실적 심사를 객관성 없이 처리
37. ○○대학교는 교수 신규 채용시 수학전공 석사학위논문을 채용분야인 산업공학분야의
연구실적물로 잘못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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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대학교는 교수 채용시 대학자체 인사규정에서 정한 연구실적물 인정범위에 포함되
지 않는 연구실적물은 인정하고 포함되는 연구실적물은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실제 취
득점수 보다 2~7점 많게 또는 4점 적게 채점
39. ○○대학교는 교수 신규 채용시 대학자체 인사규정에서 정한 연구실적물(4년 이내
200% 이상)보다 80%가 부족한 지원자에게 교수공채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합격처리
40. ○○대학교는 교수 신규 채용시 지원자 1명의 연구실적 심사를 타 대학 교수 3명에게
외부심사 의뢰한 결과, 불합격 대상자로 통보되었음에도 재심사할 수 있는 근거없이
동 대학의 비전공 교수 3명으로 재심사위원을 구성, 심사하여 합격처리
41. ○○대학교는 교수 신규채용 연구실적물 심사시 심사항목(채용분야와의 일치도,저자
수)의 적용비율을 규정상 기준보다 높거나 낮게 적용하여 연구실적물 점수 변동 초래
42. ○○대학교는 신규 교수 채용시 규정상 3배수로 되어있는 공개강의 심사대상자3명을
선정하지 않고 2명만 선정하여 심사하면서 심사위원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원 불합격 조치하여 미채용
43. ○○대학교는 신규 교수 채용시 연구실적물 인정범위에 포함되는 특허실적을 불인정
44. ○○대학교는 신규 교수 채용시 연구실적물 심사기준에 충족되어 적격자로 심사하고서
도 임용 예정자로 추천하지 않고 단과대 인사위원회에서 부결시켰다가 그 다음 학기
신규교수 채용시 동일 학과 동일 전공분야에 임용
45. ○○대학교는 신규 교수 채용시 신임교원전형지침에서 정한 연구실적 심사위원을 교내
1명, 교외 2명으로 위촉하지 않고 교내 교수로만 위촉하여 심사
46. ○○대학교는 교수 신규 채용시 연구실적 심사대상이 아닌 미발표된 연구실적을 심사
대상으로 인정하여 채점함으로써 2순위 추천대상자가 1순위로 추천되었으나, 연구실적
물 불인정으로 보류되었다가 다음 학기에 임용
47. ○○대학교는 교수 신규 채용시 연구실적물을 이중으로 인정하여 전공 관련 점수를 기
준보다 높게 반영함으로써 임용예정후보 추천대상자가 아님에도 1순위자로 추천되어
임용
48. ○○대학은 교수 신규 채용시 임용대상자를 선발한 후 연구실적을 심사하거나 발표되
지 않은 연구실적물을 인정하여 임용
49. ○○대학은 2004~2006년 전임교원 신규채용 시 연구실적물이 부족한 지원자에게 임
용 후 1년 이내 부족 연구실적물을 제출하겠다는 서약서를 징구한 후전임강사로 임용
하고서, 2006. 9. 6. 감사일 현재 부족한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대학은
독려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
50. 교수 신규채용시 지원자 1명의 연구실적심사를 타 대학 교수 3명에게 외부심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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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불합격 대상자로 통보되었음에도 재심사할 수 있는 근거없이 동 대학의 비전
공 교수 3명으로 재심사위원을 구성, 심사하여 합격 처리
51. ○○대학교는 면접위원이 해외 출장 중이었는데도 심사한 것처럼 심사서를 작성
52. ○○대학교는 교수 신규채용 면접 심사시 만점의 60%(18점)미만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면접평가 사유를 제출하여야 하나 미제출
53. ○○대학교는 교수 신규 채용시 대학에서 모집인원의 3~4배수 인원을 법인 면접심사
대상자로 추천하였으나 법인에서는 면접심사를 하고서도 면접성적 등은 통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63명의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여 통보
54. ○○대학교는 교수 신규 채용시 대학의 전공 및 면접심사 성적순위에 의거 모집인원의
3~4배수를 법인 면접심사 대상자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법인 면접심사 추천 성
적순위가 아닌 5위~10위자 6명을 총장지시에 의해 면접심사 대상자로 추천하여 합격
처리
55. ○○대학은 교수 신규 채용시 면접심사위원을 이사장 친인척으로 구성･운영
56. ○○대학교는 신규 교수 채용시 면접심사 및 실무능력을 평가하면서 심사위원개별 평
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하지 않고 심사위원이 합의하여 점수를 부여
57. ○○대학교는 신규 교수 채용시 학과심사 성적순위별로 모집예정인원의 2배수를 면접
대상자로 추천토록 한 원칙을 무시하고 3배수를 추천한 후 성적 3순위자를 합격으로
결정
58. ○○대학교는 신규 교수 채용시 학과별 심사 성적 1순위자는 면접심사 대상자에서 제
외하고 2순위에서 8순위 자를 각각 추천, 최종 합격 처리･임용
59. ○○대학교는 신규 교수 채용시 면접심사에서 탈락한 자를 합당한 근거 없이 임용
60. ○○대학교는 신규 교수 채용시 면접심사 및 공개강의 심사대상자 추천 배수에 해당하
는 인원을 추천하지 않고 단수로 각각 추천하여 임용
61. ○○대학은 신규 교수 채용시 학과심사 성적 상위 순위자의 면접성적을 근거없이 임의
로 하위 등급으로 수정하여 불합격 처리
62. ○○대학교는 교수 신규 채용시 2회에 걸쳐 학과의견 불일치로 응시자 전원을 불합격
조치한 후 그 다음 학기에는 합당한 근거 없이 1순위자가 아닌 후 순위자를 임용
63. ○○대학교는 교수 신규 채용시 학과 심사위원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
순위자를 임용예정후보자로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추천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
유(전임교수 중 외국박사 과다)를 내세워 성적 1순위자를 임용예정 후보자 추천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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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대학교는 교수 신규 채용시 임용예정 후보자로 추천된 성적 1순위자에 대한 면접
심사시 면접심사 항목과 관계없는 경력부족, 학과심사 성적 부족 등의 사유로 부적격
처리
65. ○○대학교는 교수 신규채용을 위한 학과심사 결과 2명을 면접심사에 추천하였으나,
동 심사에서 근거 없이 부적격으로 처리하였다가 다음 학기에 전공불일치 등으로 불
합격된 자를 1순위로 추천하여 임용
66. ○○대학은 교수 신규채용 면접심사에서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배점하여야 하는데도
총점으로 평가함으로써 면접심사의 공정성, 객관성이 미흡
67. ○○대학교는 교수 신규채용 심사시 전공 부적합자 또는 서류 심사 성적 하순위자를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
68. ○○대학은 교수 신규 채용시 개인별 및 종합 면접심사평가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면
접 심사과정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채 임용예정 후보자를 결정
69. ○○대학은 신규 교수 채용시 최종 합격자를 채용하지 않고, 면접불합격자를 채용하였
고, 지원하지도 않은 자를 임의 채용하거나 겸임교수 자격 미달자를 채용
70. ○○대학교는 ○○학과 교수신규채용 2차 심사(전공적부심사)결과 성적 1･2순위자를
관련 규정상 근거와 사유 없이 다음 심사단계인 면접심사를 유보하여 미임용
71. ○○대학교는 채용후보자가 특정 동일대학 학사학위자로서 2/3 초과자에 해당하여 부
적격자임에도 적격자로 심사하여 면접대상자(11명)로 확정
72. ○○대학은 2005학년도 후반기 교원 신규채용에서 1차전형(전공적격 및 서류심사)통
과자 중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2차 전형(공개강의 및 면접심사)대상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학장이 디자인계열 패션스타일링･의상디자인분야 등 2개과 1차 합격자
를 4~5배수로 임의 변경(2명 채용/추가 추천자 불합격)
73. ○○대학은 2005학년도 후반기 영상음악계열 작곡분야 지원자 ○○○에 대하여 전공
적격 및 서류심사 점수가 55점으로 적격자인데도 학장이 적격한 지원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음 단계 공개강의 및 면접심사 취소
74. ○○대학은 항공관광학과 기초･전공심사 3순위자를 탈락시키고 1, 2, 4순위자를 면접
대상으로 결정하였고, 피부미용학과 기초･전공심사 1, 3, 5순위자를 탈락시키고 2, 4,
6순위자를 면접대상으로 결정
75. 교수 신규채용시 면접심사 및 실무능력을 평가하면서 심사위원 개별 평가점수를 합산
하여 평균하지 않고 심사위원이 합의하여 점수를 부여
76. 교수 신규채용 면접심사에서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배점하여야 하는데도 총점으로 평
가함으로써 면접심사의 공정성, 객관성이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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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진 및 보직관리, 재임용
1. ○○대학은 사회복지계열 조교수 ○○○을 부교수로 승진임용하기 위한 연구실적물이
신규임용시 제출한 박사학위논문 중 일부를 요약한 것임에도 이를 연구실적으로 인정
하여 승진임용에 반영
2. ○○대학은 승진임용하면서 연구실적물 심사위원을 대학에서 위촉하지 아니하고, 연구
실적물 평가를 승진 임용대상자가 스스로 정한 위원으로 하여금 심사하게 하고 승진대
상자로부터 연구실적물 편수, 제목 및 연구 참여인원 등만 제출받아 검토하여 평가대상
자 10명 전원이 “수”평정을 받음
3. ○○대학은 교수 승진대상자로 수인을 인사위원회 심의대상자로 추천하면서 기준을 충족
한 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기준도 없는 “산업체연수” 일수 부족을 이유로 추천에서 제외
4. ○○대학교는 교원의 승진을 위한 인사위원회 평가항목이 교원 업적평가 항목과 동일하
며 각각의 항목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이나 실적에 근거한 세부평가기준 미설정
5. ○○대학은 ○○○을 전임강사로 임용하고 다음날로 병･의원 전문의 진단서 등의 확인
도 없이 건강(산후회복) 문제를 이유로 특별휴직을 명하였고, 교학지원처는 △△△이 국
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사실이 없는데도 입학허가서 등 증빙서류 확인
도 없이 동인에 대하여 전공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을 사유로 특별휴직을 명함
6. ○○대학은 정년퇴직한 ○○○과 부교수 및 부학장 ○○○를 교원정년초과자인 데도 초
빙교수로 임용하였고, 동인은 학교법인 ○○학원 이사이었으므로 교원 및 기타 직원으
로 겸보할 수 없는데도 정당한 임용절차 없이 발령대장 직위 란에 “초빙교수”라고 허위
기입하고, 중국유학생교육원장 보직에 1년 주기로 4회에 걸쳐 임용. 또한, ○○○팀장
○○○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감사실시계획을 통보 받고 “보직발령대장”을 검토하면
서 ○○○에 대한 내용 중 “직위 란에 초빙교수로 기입한 것을 촉탁직으로, 발령사항
란에 중국유학생교육원장에 임함으로 기입한 것을 중국유학생교육원장에 위촉(촉탁)함.
(직무대행)”으로 4회 위조･변조
7. 학교법인 ○○학원은 정기인사를 실시하면서 임용일보다 최장 43일이 경과한 후에 이사
회에서 의결
8. ○○대학교는 ’02. 9.14. 확정 판결(횡령,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은 ○○○
교수를 당연 퇴직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07. 1. 7일자로 의원면직 처리
9. ○○대학교는 승진 임용 및 재임용 심사시 교내 심사위원에 전공이 같은 상위 직급자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서도 심사대상자와 전공이 상이하고 직급이 낮은 자를 위원으로 위
촉 후 심사
10. ○○대학은 교수승진 임용시 최저승진 소요년수 미달자를 조교수로 특별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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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학은 직제규정에도 없는 기획부실장을 임용하거나, 주요 보직에 임용할 수 없는
객원교수를 ○○학과장에 임용하는 등 보직관리를 부적정하게 관리
12. ○○대학교는 교수 재임용 심사시 단과대 인사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재임용이 불가능하
게 되자 교수 1명의 정원을 부설연구원으로 배정하여 단과대 및 대학본부 인사위원회
심의 후 동일인을 재임용
13. ○○대학교는 교수 승진 임용시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 없이 이사장에게 임용 제청하
고 총장의 임용제청 없이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승진임용
14. ○○대학교는 교수 재임용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권을 근거 없이 총장에게 위임하여
심의
15. ○○대학교는 전임강사 재임용시 규정상의 연구실적 100%에 미달되는 자를 재임용
16. ○○대학교는 ○○학년도 2학기 교원 재임용시 재임용 기준에 미달(연구실적 미제출)
하는 부교수 3명에 대해 향후 1년 이내에 연구실적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재임용
17. ○○대학교는 승진대상자에 대한 교원업적평가 심의를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교무처장이 별도의 평가자를 선정하여 서면으로 평가 실시하였으며 이사회는 업
적평가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고소한 자를 승진임용 심의유보
18. ○○대학은 2005.3.1.자 전임교원 승진임용시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교원인사규칙 중 승
진임용 기준점수를 개정(4.0점→3.0점)하기로 의결하였으나, 실제로 개정되지 않은 승
진임용기준(3.0점)을 적용한 결과 승진기준 미달인 전임강사 2명을 조교수로, 조교수
6명을 부교수로 각각 승진 임용
19. ○○대학은 2005. 1학기 전임교원 승진임용 심사를 하면서 심사 점수의 순위를 무시
하고 학장이 승진자를 낙점, 부교수 승진대상자 15명 중 4명을 선정하면서 순위를 지
키지 아니하고 6등 및 9등을 낙점하여 승진자로 선정하고 조교수 승진 대상자 17명
중 5명을 선정하면서 연구실적 미달자를 낙점하고 승진자로 선정, 특별한 사유없이 승
진 순위 내에 포함된 2등 및 3등을 승진에서 제외
20. ○○대학은 2003년 이후 전임교원 재임용 시 연구실적, 강의 능력 등에 대한 심사 없
이 연구 활동과 입시활동에 노력하였다는 이유로 전원 재임용하면서 정관에 규정된 직
급별 임용기간(전임 : 2년, 조교수: 4년, 부교수 : 6년)과는 달리 1년 기간으로 임용
21. ○○대학은 정관상 조교수 이상 교원을 겸보토록 되어 있는 대외협력처장 및 입학관리
처장에 전임강사를, 참사 또는 부참사로 보해야 할 행정지원처장직에 전임강사를 겸보
하는 등 보직관리 부적정
22. ○○대학은 비정년제 전임교원 및 외국인 전임교원 임용과 관련, 임용기간 만료 후 다
시 임용되지 않으면 당연퇴직한다는 내용의 규정 마련 및 임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
상병리과 ○○○ 등 ’06~’08년동안 21명의 재임용기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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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대학은 조교수 ○○○ 등 9명을 승진임용 상신절차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사 없
이 법인 이사회를 개최한 것으로 회의록을 작성한 후 승진임용
24. ○○대학교는 부학장을 법인 이사장 비서실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직제없는 보직을 임명
하였으며, 법인 및 교비회계 수입원, 지출원 등의 회계직을 미임명
25. ○○대학은 교원승진 임용기준에 미달된 부교수 ○○○를 1년 이내에 기준을 충족시키
는 조건으로 교수로 승진
26. ○○대학은 재임용 및 승진시 대상자들이 제출한 연구실적에 대해 내･외부 심사위원의
연구실적 심사없이 임용
27. 재임용 연구실적물 심사시 재임용 대상자의 연구실적물 5편중 저서 1권을 심사

기준

에도 없는 20%로 임의로 적용
28. 승진 임용 및 재임용 심사시 교내 심사위원은 전공이 같은 상위 직급자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서도 심사대상자와 전공이 상이하고 직급이 낮은 자를 위원으로 위촉후 심사
29. 승진임용 대상자 18명으로부터 “승진보류 동의서”를 받고 각각 1~2년씩 승진 보류
- 승진대상자 3명을 아무런 이유 없이 1년씩 승진 보류
30. 교수로의 승진이 보류된 6명을 대상으로 승진대상자를 선정하면서 “교원종합업적평가
10위 이내, 승진대상자의 50%”라는 임의기준을 적용하여 승진 임용시키고 나머지 3
명에 대하여는 당초 승진 예정 시기보다 2년 늦게 승진임용
31. ○○학과 전임강사 재임용과정에서 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과 도덕성이 결여된 점을
감안, 재임용 탈락대상 등급인 D급으로 평정하여 총장 결재를 득하려 하였으나 총장
이 교무처장에게 재임용 지시, 당초 D급을 C급으로 재 평정한 후 재임용 교수 채용
시 대학의 전공 및 면접심사 성적 1순위를 제외하고 하순위자(2위~4위) 18명을 아무
런 근거 없이 법인에서 일방적으로 합격 결정
32. 교수 신규채용시 이사장이 임용권을 행사하지 않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학장이 임
용권을 행사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록 사후 작성, 법인이사회 의결 없이 임용 후 이사
회보고, 임용사항 교과부 보고시에는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하여 보고
33. ○○대학교 총장 ○○는 사회복지과 부교수 ○○○을 교원승진대상자로 정하고 제29차
교원인사위원회에 승진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위 ○○○을 제외한 8명에 대해서만 승진
심사 의뢰를 한 사실이 있고 또한 ○○대학교 총장 직무대행 ○○○은‘△△학년도 상
반기 교원 승진심사를 위한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작성한’교원승진심사위원회 승진 평정
결과‘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에 심사의뢰하지 않고, 교수 승진의 경우 승진인원 8명
중 대상자가 아닌 교원승진심사위원회 평정순위 18위를 임의로 승진대상자로 결정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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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장의 부당 인사지시 및 법인의 인사 관여 등
1. ○○대학교는 2004학년도부터 2007학년도까지 법인 이사들을 명예 및 자문교수, 석좌
교수로 각각 임명(위촉)
2. 학교법인 ○○학원이 학교법인 △△학원 및 학교법인 □□□□으로 분리되어 각각 독립
법인이 됨에 따라 ○○○은 ○○고등학교 행정실장 직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별도 법인
인 학교법인 □□□□ 법인사무국장직을 겸직할 수 없음에도 학교법인 □□□□ 사무국
장으로 겸직
3. ○○대학교는 ○○학과 전임강사 재임용과정에서 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과 도덕성이
결여된 점을 감안, 재임용 탈락대상 등급인 D급으로 평정하여 총장 결재를 득하려 하
였으나 총장이 교무처장에게 재임용 지시, 당초 D급을 C급으로 재 평정한 후 재임용
4. ○○대학교는 교수 채용시 동 대학 총장이 특별채용 대상자로부터 현금 ○천만원을 받
은 후 특별채용이 무산되자 2개월 뒤 총장 집무실에서 반환하거나 이사장이 교수채용
조건으로 금품수수
5. ○○대학교는 교수 채용시 대학의 전공 및 면접심사 성적 1순위를 제외하고 하순위자(2
위~4위) 18명을 아무런 근거 없이 법인에서 일방적으로 합격 결정
6. ○○대학교는 ○○학과 교수 채용시 해당 학과 심사절차 없이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추천
하고 총장 직권으로 임용대상자를 결정
7. ○○대학교는 신규 교수 채용시 전공적부심사와 학과 심사기준에 의거 정당하게 심사한
결과, 1･2순위자를 면접대상자로 추천하였으나 총장이 아무런 근거 없이 불합격 조치
8. ○○대학교는 신규 교수 채용시 이사장 지시로 합당한 사유 없이 합격자를 유보시켰다
가 그 다음 학기 공채시 전 학기 불합격자를 특정인을 합격시킬 목적으로 응시자격기준
을 변경하여 응시하게 한 후 전형결과 1,2순위자를 배제하고 3순위자인 특정인을 합격
처리
9. ○○대학교는 신규 교수 채용시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고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총장이
임용 제청하지 않음으로써 불합격 처리
10. ○○대학교는 신규 교수 채용시 총장이 교원인사업무와 관련 없는 직위자에게 결재권
을 임의 부여하여 인사업무에 관여토록 함
11. ○○대학은 교수 신규 채용시 이사장이 임용권을 행사하지 않고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학장이 임용권을 행사하고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의 사후 작성, 법인이사회의 의결 없
이 임용 후 이사회보고, 임용사항 교육과학기술부 보고시에는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하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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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학교는 총장 해임시 징계절차 등 소정의 과정을 거쳐 행하여야 하나, 그 절차를
무시하고 총장을 해임한 후 총장 직무대행과 후임총장을 임명
13. ○○대학교는 이사장의 결재없이 총장직무대리가 대우전임교수를 채용
14. 학교법인○○학원(○○대학교)은 교수 신규 채용시 총장이 임용 제청한 자에 대하여 이
사회 개최를 지연하여 장기간 경과 후 임용 결정
15. ○○대학교는 이사장의 결재로써 개정하여야 하는 각종 규정을 총장이 임의 개정하여
전임강사대우교수로서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보수는 기성회비로 지급
16. ○○대학은 신규 교원임용시 교원임용규정에서 정한 교수 신규채용 절차 및 방법에 의
하여 선발하지 않고, 학장 개인이 임의로 선정한 임용예정자 명단대로 채용하거나, 정
년보장 교원 심사시 평점 미달자에게 근거 없이 평점이상으로 임의 변경하여 임용
17. ○○대학은 정관상 법인사무국장을 조교수 이상으로 임용하여야 하는데도 전임강사로
임용하였고, 직제에도 없는 행정비서실장, ○○팀장 등 임의의 조직을 구성･운영하였
으며, 처장을 부교수이상으로 임용하여야 하는데도 전임강사로 임용하였고, 자금관련
과장보직에 사무직원을 임용하여야 하는데도 전임강사로 임용하였으며, 임용 근거 없
이 부설유치원장에 전임강사를 임용하였고, 교원을 전공학과 또는 전공분야의 교육과
정이 개설되지 않은 학과로 임의 전보하는 등 직제와 조직을 부적정하게 운영
18. ○○대학은 교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동의,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이사장의 최종 결재만으로 면직 처리
19. ○○대학 이사장은 징계나 면직절차 없이 이사회의 해임 의결만으로 총장 ○○○를 해임
20. ○○대학은 총장이 정관 및 자체 인사관련 규정 등 신규임용절차에 따라 신규임용 대
상자를 제청하면 이사회는 임용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 대학의 의사
를 존중, 의결하여 학사운영의 원활화를 기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대학과 법인간 의
견불일치로 구체적인 임용결격 사유 없이 부결함으로써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
21. ○○대학 총장은 법인업무 관련 서류에 대해 관리 권한이 없음에도, 당시 총무과장 등
의 교직원에게 새로 임용된 법인사무국장에게 법인업무 관련 서류를 인계하지 못하도
록 지시하는 등 법인업무를 방해
22. 교원채용시 심사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하고 설립자 등이 실시한 면접을 통하여 채용예
정자를 사전 결정한 후 동 채용예정자가 선순위 면접점수 임의부여 하여 채용 : 이 중
채용 공고한 전공분야와 다른 분야를 전공한 자를 채용
23. 법인 이사회에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들이 특정단체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심의보
류, 승진임용서류 검토시간이 충분함에도 검토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심의보류, 승진대
상자 일부만 승진의결하고 나머지 교수들에 대해서는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승진보류, 특정인(교협)을 해교행위를 하였다 하여 승진에서 제외하고 징계회부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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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운영을 불공정하게 하여, ○○○ 교수 등 9명이 위 ○○○ 교수의 승진누락 및
징계회부의결에 항의하여 승진 임명장 수령을 거부하였고, 승진자중 000 등 9명은 6
개월 내지 1년간 승진이 지연되어 학내 구성원들로부터 민원제기
24. 교수 신규채용시 이사장 지시로 합당한 사유 없이 합격자를 유보시켰다가 그 다음 학
기 공채시 전 학기 불합격자를 특정인을 합격시킬 목적으로 응시자격 기준을 변경하여
응시하게 한 후 전형결과 1,2순위자를 배제하고 3순위자인 특정인을 합격 처리
25. 교수 신규채용시 총장이 교원인사업무와 관련 없는 직위자에게 결재권을 임의 부여하
여 인사업무를 관여

6. 교육부 사학비리 등 조사･감사 사례
1. 이사회 임원이 교수채용 면접에 참여, 학사행정에 부당하게 간여
2. 전임교원 임용시 면접대상자의 아버지인 총장과 남동생인 보직자가 면접위원으로 참여
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3. 전임교원 신규채용 시 1차 면접심사 기준에 미달하는 자를 면접 대상자로 선정
4. 전임교원 임용 시 면접심사 기준없이 면접심사 대상 전원을 부적격 처리 후 임의로 채
용절차 중단
5. 교원 신규채용 서류심사 시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무관한 전공분야 심사자격 부적합자를
서류심사위원으로 위촉
6. 계약학과 전임교원 특별채용 시에 적절한 채용절차 없이 총장의 요청에 따라 교원인사
위원회 개최 후 채용 결정
7. 신규교원 임용 시 박사학위 이상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내규와 달리, 석사학위자를 합격
처리
8. 2회에 걸쳐 전공불일치 등 사유로 탈락시킨 지원자를 별도의 심사기준 마련없이 특별
채용
9. 법인에서 임의로 설정한 자의적인 재임용 심사기준으로 재임용 심사 진행
10. 재임용 심사결과 탈락자에 대한 불투명한 탈락자 구제기준 운영 등 재임용 업무처리
11. 사립학교법이 정한 재임용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재임용 탈락 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임용계약서 작성
12. 교원 재임용 및 승진임용 심사 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심사하도록 한 사립학교법을
위반하여 총장 가감점을 부여, 최종 심사결과가 전도되도록 재임용 업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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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업적평가 점수가 재임용 대상에 미충족함에도 형식적 의결을 거쳐 재임용 대상으로 심
의 제청
14. 이사회 운영규칙이 총장의 임기를 4년 단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총장 선임
절차 없이 총장 선임 건을 이사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전 총장 재선임
15. 정관이 정한 연구점수 및 질적기준 미달자인 A교수를 정년보장 정교수 승진임용 대상
자로 선정
16. 교수초빙 공고계획이 정한 자격에 미달인 임용후보자를 신규 전임교원으로 최종 임용
17. 총장은 조교 성추행과 관련하여 성폭력대책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요청된 교원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하지 않고 의원면직 수리
18. ○○대학교는 2013.00.00. 민원진상조사를 통해 학점을 부당하게 부여한 사실이 인정
되어 징계사유에 해당됨에도 교원 ○○○ 등 13명에 대해 징계의결요구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징계시효가 도과되도록 하였으며, 징계시효가 도과된 2016.00.00.에
이르러서야 ○○○ 등 3명에게 징계의결요구를 한 사실이 있음
19. ○○대학교는 학점부당 사실을 알린 ○○○ 교수에 대해 2015.00.00 ○○○과에서 ○
○○로 소속변경 조치하면서 소속학과 변경에 대한 원칙이나 기준도 정하지 않고, 소
속 학과장이나 당사자의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도 하지 않은
책 부당하게 임의로 소속변경을 하였음
20. ○○대학교는 2014.00.00 2014학년도 객원교수 신규채용을 하면서, 지원자 ○○○(총
장 배우자)이 2010년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추천서, 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신규채용에 필요한 서류 제출 및 자격(경력) 충족 여부 확인없이 객원교수로 신규
채용한 사실이 있음
21. 학교법인 ○○학원 전 이사장 ○○○(현 이사)은 본인의 아들인 ○○○이 2011학년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신규 임용 대상자로 2010학년도 제7차 이사회 안건에 포함되었
음에도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한 사실이 있음
22. ○○대학교는 2015.9.1.일자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하
면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와 사회체육전공 ○○○ 등 2명을 정년트랙 전
임교원 전환 임용 대상자로 임용 제청하였고, 학교법인 ○○학원은 임용 제청된 2명
중 ○○○을 2015.9.1.일자로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 임용한 사실이 있음
23. 2011.3.1.일자로 ○○학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 등 전임교원 20명을 임용하면
서 임용 전에 신원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2011.3.29.일 자로 ○○지방경찰청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 2011.4.5.일에 이르러서야 신원조사 결과를 확인하였음
24. 조교수 ○○○ 등 소속 교원 11명의 타 대학 출강 및 겸직허가 신청 31건에 대하여
동 신청 서류에 총장이 결재하는 것으로 출강 및 겸직 허가를 갈음하여 처리하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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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출강 및 겸직 허가 신청에 대하여 승인 결재를 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에 대한 승인
통지도 하지 아니하는 등 소속 교원의 복무관리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25. ○○대학교 징계위원회는 ○○학과 교수 ○○○가 자신의 징계사건에 대해 당시 징계
위원회 징계위원이었던 ○○○ 위원장 등 5인을 항시 재단의 지시에 순응하는 자라는
공통 사유로 기피신청을 한 사항에 대해 2012.00.0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기피
신청을 받은 5명의 징계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기피신청을 기각한 후 2012.00.00 위
징계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파면 처분을 한 사실이 있음
26. ○○대학교는 2011.00.00부터 2017.00.00까지 부교수로 재임용된 ○○○ 교수에 대
해 재임용 기간이 도래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40% 삭감하고 주당 24시간 이상을 강
의하도록 하는 등 전임교원의 신분과 대우에 관한 계약조건을 변경하면서, 교원의 신
분을 보호하는 취지에 맞지 않게 정관이나 학칙에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자체 내부규
정인 ‘구조조정 규정’ 및 강의 전담전환교원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강의전담교원으
로 전환한 사실이 있음
27. ○○대학교 ○○○ 부총장은 2016.2월부터 2016.10월까지 총장의 사전 승인없이 ○
○○ 전문학교 학장을 겸직하면서 매월 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
28. ○○대학교는 2015학년도 교원 특별채용 계획을 수립하여 ○○학과 학과장이 추천한
전임교원 1명을 채용하면서 ○○연구원 원장으로 전속 근무하여 본교 정상 출근 등
교원으로서 책무를 온전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를 전임교원으로 특별채용한 사실
이 있음
29. ○○대학 조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특별한 연구 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것
으로 자격기준을 정하고도 박사학위가 없고 특별한 연구경력도 없는 같은 대학 소속
일반직 직원 ○○○을 2010.9.1.일 조교수로 부당 채용
30. ○○대학 조교수는 연구실적인 2편(200%) 이상 있어야 하고 연구실적이 부족할 경우
1년 이내에 제출하도록 자격기준을 정하고도 연구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5명을 연구
실적 심사도 없이 채용하였고 채용 이후 부족한 연구실적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방치
31. ○○대학 2018년 6월 중순경 휴직(2018.3.1.~2018.6.30.) 중인 교수 ○○○에게 유
선으로 복직 신청을 요구하였으나 ○○○ 교수는 바로 복직신청을 하지 않고 2018년
6월 말경 방학 기간 동안 휴직연장 의사를 ○○○ 팀장에게 유선으로 전달하였으나
이를 업무담당자에게 전달하지 않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있다고 ○○○ 교수
가 2018.8.17.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자 뒤늦게 사실을 확인하고 2018.8.29. 휴직기
간을 소급 연장하고 복직 처리
32.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서류 및 면접의 종합점수가 1,2순위인 ○○○, ○○○에
대해 지침이나 관련 규정의 객관적인 근거없이 부적격자로 배제하고 3,4순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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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추천
33. ○○대학 성추행 혐의 교원 ○○○가 2016.00.00 사직서를 제출하자 2016.00.00 이
사장에게 의원면직 보고를 하여 성추행 조사 건을 의원면직으로 처리
34. ○○대학은 교원 신규채용 공고 시 지원자격 기준에 박사학위 소지자로 공고하였으나
박사학위가 없음에도 임의로 채용하는 등 공고된 채용기준과 배치되게 임용
35. ○○대학 ○○학원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전임교원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단, 계약기간
은 교원인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개정하고, 재임용 기간을 일률적으로 ‘1
년’으로 개정한 사실이 있음
36. ○○은 2016.00.00 개정한 교원업적평가시행세칙의 총장이 시행하는 정성평가 항목에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인품과 도덕성’ 항목을 포함하여 교원업적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
37. ○○대학은 ○○○을 신규 채용하면서 교원인사위원회만 개최하고 임용 필수 절차인
이사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용한 사실이 있음
38. ○○대학 총장 ○○○는 본인과 직접 관련된 직위해제 등 정관 개정(안)을 이사회 안
건에 포함하도록 직접 간여･지시
39. ○○대학 총장 ○○○는 교원을 신규채용하면서 응모자 중에 교양과 영어 담당교원 적
격자가 없다는 사유로 재공고, 심사위원 위촉, 단계별 심사 등 법령에 따른 적법 절차
를 전혀 거치지 않고 지원도 하지 않은 ○○○를 외부로부터 추천 받아 총장 혼자 자
체 면접만 실시한 후 이사회에 임용제청한 사실이 있음
40. ○○대학은 2018년도 제1차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초빙분야 학사학위가 아닌 문학사
학위만을 소지하고 산업체경력도 없는 ○○○에 대해 ‘지원자 개인별 기초심사 적부심
사표’에 ‘적합’으로 판정하여 통과시킨 사실이 있음
41. ○○대학교 ○○학과 ○○○ 교수는 2016.00.00 학과 내 동아리 요리대회 출전연습
지도 중 동아리 소속 ○○○ 등 학생 9명이 3~4만원씩 갹출하여 장만한 상품권, 케이
크, 꽃다발 등 34만원 상담의 금품 등을 생일축하 명목으로 받고도 총장에게 신고하
지 않은 사실이 있음
42.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은 2017학년도 후기 강사를 채용하면서 경력요건
및 학위요건 등 응시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지원자 ○○○을 최종 합격처리하고 채용
한 사실이 있음
43. ○○대학교는 연구실적 인정기간을 최근 4년 이내의 실적물로 공고하고도 연구실적 인
정기간을 5년 이내로 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하다는 일부 교수들의 의견에 따라 승인없
이 인정기간을 ‘최근 5년’으로 무단 변경하여 홈페이지에 수정 재공고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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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대학교 ○○학과 교수 ○○○는 총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채 ○○○ 이
사 직무대행으로 일한 사실이 있음
45. ○○대학교 ○○학과 ○○○ 교수 등 4명은 교수연구실에서 학생회로부터 추석 명절
선물 명목의 버섯선물세트(5만원 상당)를 하나씩 받은 사실이 있음
46.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중점교수 신규채용 업무를 추진하면서 서류심사에서
지원자 ○○○이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산업체 경력으로 인정하여
채용(비전임)한 사실이 있음
47. ○○대학교는 전임교원 1명을 신규채용하면서 지원자 ○○○에 대하여 연구실적연수
등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심사하고서도 객관적 기준이 따로 제시되지 않은 채 ‘기
타사항’에 대해 미충족한다는 사유로 서류심사에서 탈락시킨 사실이 있음
48.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최종 전형단계인 면접심사까지 진행한 응시자 2명에 대
해 채용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임용후보자 2명을 이사회에
임용제청하지 않기로 의결한 사실이 있음
49. ○○대학교는 재임용 심사에서 조교수 ○○○이 신규채용 당시 연구실적물로 제출하였
던 석･박사 학위 논문을 연구실적으로 다시 제출하였음에도 재임용 심사에서 합격시
킨 사실이 있음
50. ○○대학 교무처는 ○○과 전임교원 공개채용 업무를 추진하면서, 채용후보자의 전공
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를 심사하는 기초심사위원으로 ○○과 교수 1명만
위촉한 사실이 있음
51. ○○대학교는 전임교원 신규채용 전형에 응시한 지원자와 공동으로 연구실적물을 저술
한 ○○○을 기초 및 전공심사위원으로 임명한 사실이 있음
52. ○○대학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에 대하여 면직 제한대상 해당여부를 조회･확
인하지 않거나, 일부 조사기관 등의 조회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의원면직 처리한 사실이
있음
53. ○○대학교는 9개 분야 전임교원을 신규채용하면서 지원자 15명과 대학 동문 등 특별
한 관계에 있는 교원 12명을 전공심사 및 공개강의 심사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
심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음
54. ○○대학교 ○○○ 교수는 사전 출강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상황도 처리하지 않은 채
타 대학에 출강한 사실이 있음
55. ○○대학교 ○○생명학과 조교 ○○○는 총장의 사전 겸직허가 없이 연구과제의 보조
원 등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음
56. ○○대학교 교수 ○○○ 등 5명은 총장으로부터 외부강의 등에 따른 근무상황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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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은 채 출강을 한 사실이 있음
57. ○○대학교 외국인교원임용심의회는 외국인교원 임용후보자 중 ○○○의 체류자격이
회화지도(E-2)임에도 적격처리하여 신규 전임교원으로 임용되게 한 사실이 있음
58. ○○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 ○○○는 총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시간 내 영리업체인
○○호텔의 객실 예약과 행사를 관리하는 총지배인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음
59. ○○대학교는 ○○교육과 교수 ○○○이 주거침입미수로 공소제기(구약식 처분) 되었다
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직무와 관련이 없고 사안이 경미하
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한 사실이 있음
60. ○○대학은 전임교원을 신규채용하면서 지원자 ○○○의 박사학위 논문의 지도교수인
○○○ 교수를 기초심사 위원으로 임명한 사실이 있음
61. ○○대학교 총장 ○○○는 이사장의 겸직허가 없이 외교부 정책자문 위원 등 5개의 직
을 겸직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
62. ○○대학교 ○○○는 2018학년도 2학기와 2019학년도 1학기에 각각 지원한 ○○○의
심사자료가 동일함에도 2018학년도 2학기에는 ‘적격’으로 평가하고, 2019학년도 1학
기에는 ‘부적격’으로 상반되게 평가한 사실이 있음
63. ○○대학교는 전임교원 신규채용 전형위원회가 ○○○를 채용후보자로 추천한 것에 대
해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임용 동의를 하였는데도, 상위법에 어긋나는 대학 자체 규정인
임용규정에 따라 교수평의회에서 부동의 했다는 이유로 ○○○를 임용하지 않은 사실
이 있음
64. ○○대학교는 전문대학 졸업 후 연구실적 연수가 11개월에 불과하여 대학교원 자격기
준을 갖추지 못한 ○○○를 겸임교원으로 임용한 사실이 있음
65. ○○대학교는 외국인 전임교원을 채용하면서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내부 심
사위원 1명만으로 서류심사를 실시하였음
66. ○○대학교 교수 ○○○은 한의과대학 전임교수로 근무하면서 서울시 소재 ○○한의원
에서 예약환자가 있는 경우 비정기적으로 토요일에 진료하고 그 대가를 받는 등 영리
를 목적으로 진료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67. ○○대학교는 재임용 대상자인 조교수 ○○○에 대해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재임용 심사
를 실시하면서 의견진술 및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세부 심사기준도 없이 심사결
과 60점에 미달되었다는 사유로 부적격으로 결정한 후 총장 명의로 재계약 거부의사
를 통보한 사실이 있음
68. ○○대학교 교수 ○○○은 휴가･조퇴 등 근무상황 처리없이 평일에 1회 내지 3회에
걸쳐 골프를 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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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대학교 교수 ○○○은 교과목별 학기당 수업시간 가운데 많게는 61.7%(60시간 중
37시간 결강)에서 적게는 33.3(45시간 중 15시간 결강)에 해당하는 시간의 수업을 하
지 않는 등 교원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음
70. ○○대학교는 외국인 교원을 채용하면서 규정에 총장이 임명하는 5인의 교원으로 구성
된 외국인교원임용심의회에서 외국인교원의 자격요건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4
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심사위원 1명이 교수자격심사를 하고 나머지 3명은 자격
심사에 참여하지 않고 실제 참여한 것처럼 서명 날인한 사실이 있음
71. ○○대학교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재임용 탈락 의결된 외국인 교원 ○○○을 국제교류
처장이 외국인 전임교원 신규임용으로 심의 의뢰하고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다시 신규임
용자로 의결했다는 이유로 임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72.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회사 부사장을 전일제가 아닌 비상근 산학협력중점교수
로 채용한 사실이 있음
73. ○○대학교는 연구업적 기준인 600점에 모자라는 483점인 ○○○를 전임교원으로 특
별채용한 사실이 있음
74. ○○대학교 면접심사위원회는 면접대상자(3명) 중 1명이 불참했다는 이유로 면접을 보
류하여 채용절차가 중단되는 등 5개 학과에서 면접위원 등이 교원 신규임용 절차를
중단한 사실이 있음
75. ○○대학교는 직무와 관련된 민간산업체 재직 경력이 5년 3개월에 불과한 ○○○을
산학협력 전임교원으로 임용하였고, ○○대학 직원으로 근무하여 관련기관 재직 경력
이 없는 ○○○을 산학협력 전임교원으로 임용한 사실이 있음
76. ○○대학은 당해 대학 소속이 아닌 교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하고 본교 소
속 심사위원으로만 채용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음

7. 기 타
1. ○○대학교 교수 ○○○은 대학원 제자 석사논문을 요약하여 ○○대학교 논문집에 단독
연구 논문으로 게재
2. ○○대학 조교수 ○○○은 재임용 및 승진시 본인의 석사학위 논문과 기 제출하여 인정
받았던 연구실적물을 중복인용하여 제출함으로써 재임용
3. 학교법인 ○○학원은 (주)○○대표 ○○○로부터 ○○대학교 전산장비 구매 등과 관련하
여 160,000천원을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로 형법 제35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형사
기소된 ○○대학교 총장 ○○○에 대하여 즉시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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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법인 ○○교육재단 이사장은 교수 ○○○ 등 9명에 대하여 교원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받고도 이사회의 의결없이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징계위원
회에서 해임 의결된 교수 ○○○(前 총장)을 해임조치 아니하고 교환교수로 발령
5. 학교법인 ○○학원은 교수 ○○○이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1년6월, 2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징계절차를 지연
6. 학교법인 ○○학원은 ’07.11 교수 ○○○의 중징계 의결요구를 하면서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27개 사유를 징계의결요구사유로 삼았으나, 교원징계위원회에서 7개의 사유만 징
계사유로 인정받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그 7개의 징계 사유도 모두 인정받지
못함
7. ○○대학교는 교수･사무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재임용 등을 임용권자인 이사장의 결재
없이 이사가 결재･시행, 대학의 사무직원을 법인에 파견시키고, 법인직원을 이사 개인
이 설립한 문화교류재단에 사무직원으로 겸임 발령
8. ○○대학교는 교수 신규 채용시 전임교수 공채 지원한 자들을 지원자의 의사와 관계없
이 당초 모집계획도 없었던 대우 또는 겸임교수, 겸임전임강사로 임용
9. ○○대학교는 전임교원을 둘 수 있는 근거 없이 학생생활연구소 등에 각 1명의 전임교
원을 배정하였고, 동 전임교원에게는 강의시간을 미배정
10. ○○대학은 겸임강사로 채용한 자를 전임강사로 교육과학기술부에 허위 보고
11. ○○대학은 신규교원의 임용시 직급은 교육경력, 연구경력 및 기타 경력을 고려하여
전임강사, 조교수 등의 직명을 부여하여야 하나 조교수로만 임용
12. ○○대학은 교원 신규 임용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후 총장이 제청, 법인이사회의 의
결을 거친 후 이사장이 임용하여야 하나 1997~2000학년도 중 21명의 교원을 먼저
임용한 후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하거나 이사회에서 의결
13. ○○대학은 겸임교원을 재임용하면서 원 소속기관장의 임용동의서를 징구하지 않고 임용
14. ○○대학은 교원임면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하면서 총 13회에 걸쳐 3일에서 60
일까지 지연 보고하였거나, 승진임용 10명과 재임용 33명은 감사일 현재까지 미보고
15. ○○대학교는 연구교수제에 의한 연구교수와는 별도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자체 국
외여행심사위원회의를 거쳐 외국에서 자비로 연구･연수하고자 하는 교수12명에게 해
외파견교수라는 명목으로 공무 외 유급 국외여행을 허락한 결과 위 국외여행업무 처리
지침을 위배하여 교수가 휴업일이 아닌 기간에 공무 외 유급 국외여행을 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따로 시간강사를 채용하여야 하
는 등 학교 재정에 부담을 초래(감사원 감사 사례)
16. ○○대학교는 ‘△△학년도 ○○과 전공심화과정 설치요건인 교원확보율 기준을 충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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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영어과 소속 전임강사 ○○○을 본인게게 통지하지도 않은 채, ’△△. 3. 1.
자로 ○○과 소속으로 임의 변경하는 등 ‘△△~’△△학년도 3개 학과(사회복지과, 간호
과, 미용예술과) 전공심화과정 설치와 1개 학과(○○과) 산업체위탁교육 실시･운용에
필요한 각각의 교원확보율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과 ○○○ 등 전임교원 5명
의 소속 학과를 각각 임의로 변경하고 해당 학과의 수업을 하지 않는데도 이들을 포
함하여 교원확보율을 산정함으로써 전공심화과정과 산업체위탁교육을 각각 부당하게
설치･운영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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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학 안전관리 목적

○ 대학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의 예방과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초기 대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명의 안전과 자산을 유지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관련규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약칭:연구실 안전법)
- 시행 2020.12.10, 제1조2), 제5조3)  (기본방향)

 (적용범위)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
대학 및 기술대학 등 각종학교로 대학･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4)

2)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 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5조(연구주체의 장의 책임)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유지･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
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지며, 연구실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연구실: 대학･연구기관 등이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
등을 통칭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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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안전관리 개요

1. 연구실(실험･실습실) 안전관리 규정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약칭: 연구실안전법)의 체계
구분

제정

법률

국회

시행령

대통령

시행규칙

법률명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관할

위반 구속력

법원

형사처벌
(구속/벌금)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소재 부품 장비 국가 연구실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행정명령
∙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고시)
행정청
(과태료,
과학기술
행정규칙
∙
연구실
사고조사반
구성
및
운영규정(훈령)
업무정지 등)
(고시, 훈령, 정보통신부
∙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고시)
예규 등)
∙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고시)

나. 연구실안전법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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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용어 정의
용어

정의

연구실

대학･연구기관 등이 연구 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
실습실･실험준비실을 의미함

연구활동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
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실험･실습 등을 포함한다)을 의미함

연구주체의 장

대학･연구기관 등의 대표자 또는 해당 연구실의 소유자를 의미함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 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
미함

연구실책임자

연구실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말한다. 교과
과정에 의한 정해진 시간에 실험･실습을 운영 시에는 담당 교수가 연구실책임자가 되며,
공용실습실 등의 경우에도 위와 동일함. 다만 공용실습실의 경우에는 내부방침(안전관리규
정 등)을 두어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의미함

연구활동종사자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각 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원･대학생 ･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대학의 경우 교수(전임 및 비전임) 및 연구에 직접 또는 간접적
으로 참여하는 연구보조자도 포함되며, 수업 과정 의 일부로 실험･실습을 하는 경우 수강생
도 연구실안전법이 정하는 안전 관리 활동의 대상자에 포함됨

연구실안전관리사
[시행 2022. 6. 10]

제34조제1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의미함

안전점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을 활용하여 연구
실에 내재된 유해인자를 조사하는 행위

정밀안전진단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평가

연구실 사고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의미함

중대 연구실사고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사망사고 등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령
으로 정하는 사고를 의미함

유해인자

화학적･물리적･생물학적 위험요인 등 연구실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연구활동 종사자의 건강
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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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요 내용
항목

세부 내용

연구실 안전환경조성
기본계획

법 제 6조에 따라 정부는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
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법 제 9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각 연구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법 제10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1천명 이상인 경우는 2명이상, 3천명 이상인 경우 3명 이상의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함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법 제 11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관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법 제 6조의 3항에 따라 연구실안전 관리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활동종사자가 전체 연구실 안전관
리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법 제 12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
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함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점검의 실시

법 제 14조 및 제 15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하여야 한다. 단 법 제 17조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할 수 있음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의 실시

법 제 19조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사전유해
인자위험분석(연구활동 시작 전에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을 실시하여야
하고,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교육･훈련

법 제 20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해야 함

건강검진

법 제 21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함

비용의 부담

법 제 22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대학･연구기관
등이 부담함

연구실사고
보고

법 제 23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
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
하여야 함

보험가입

법 제 26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대학･연구기관 등에 대한 법 제 29조에 따라 국가는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지원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자격
법 제 34조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및 시험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안전관리사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함
[시행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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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실(실험･실습실) 안전관리 역할
가. 연구실 안전관리 주체별 업무
구분

업무

정부

∙ 법 제 6조에 따라 정부는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기본계획은 법 제 7조에 따른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확정함
∙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연구주체의 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
∙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관한 사항
∙ 연구실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연구실책임자를 지정
∙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및 대행자의 지정, 전문교육 이수 추진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하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림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공표
∙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훈련 실시
∙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정기적 건강검진 실시
∙ 연구실에 필요한 안전 관련 예산을 배정 및 집행
∙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신청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의 수립
∙ 안전 관련 예산의 계상 및 집행 계획의 수립
∙ 연구실 안전관리 계획의 심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 연구실의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 연구실 사고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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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중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
∙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
∙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현행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실시
∙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착용
∙ 안전보건표지, 안전수칙 부착
∙ 연구실별 사고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작성
∙ 유해물질, 연구 설비 및 장비의 유지･관리
∙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시행
∙ 사고대응 활동 및 사고조사에 적극 협조
∙ 사고 재발 방지대책 시행
∙ 해당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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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안전 교육 이수 기준
○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연구실 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고위험연구실7)
연구활동종사자

근로자6)

저위험연구실
연구활동종사자

신규5)
교육･훈련
근로자가
아닌 자

정기8)
교육･훈련

특별안전
교육･훈련

교육 시간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활동종사자 등

8시간 이상
(6개월 이내)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4시간 이상
∙ 연구실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 6개월 이내)
∙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2시간 이상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 3개월 이내)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고위험연구실에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반기별
6시간 이상

저위험연구실에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반기별
3시간 이상

연구실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연구주체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실에 근무하는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내용

2시간 이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안전한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안전한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의 시간 및 내용(연구실 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
교육 과정

신규교육

보수교육

5)
6)
7)
8)

교육시간

18시간 이상

12시간 이상

교육 시기 및 주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이내

교육 내용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 연구실안전 관련 제도 및 정책
∙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연구실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연구활동종사자 보험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 연구실사고 사례, 예방 및 대처
∙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주체의 장은 신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반기의 정기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고위험군)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정기 교육･훈련은 사이버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를 실시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득점
한 사람에 한정하여 교육이수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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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연구실안전법 연구실 안전조치 규정
규정

내용

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내용･방법･절차 등에 관한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 안전
진단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점검의 실시)

∙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지침에 따
라 소관 연구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연구주체의 장은 제 14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
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 13조에 따른 정밀안전지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한다.

※ 법 제 17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시 대행하려는 사람은 과학기술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연구실 안전법 제 3조 적용 범위에 따라 대학･연구기관 등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연구실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연구실에 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중 과학기술분야9)에 해당되는 자연과학, 응용과학, 공학 따위
를 실제로 적용하여 인간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연구하는 분야를 말하며, 한국교육개발원
의 교육통계 전공분류 기준에 따르며, 연구실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연구기간 등이
설치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각 연구실에
대하여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전공별 적용 범위
① 인문계열: 비대상
② 사회계열: 비대상
③ 교육계열: 중등교육(공학교육, 자연계교육)
④ 공학계열: 건축, 토목/도시, 교통/운송, 기계/금속, 전기/전자, 정밀/에너지, 소재/재료,
컴퓨터/통신, 산업, 화학 등
⑤ 자연계열: 농림수산, 생물/화학/환경, 수학/물리, 천문/지리 등
⑥ 의약계열: 의료, 간호, 약학, 치료보건 등
⑦ 예･체능계열: 교육부 추진한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 조성 사업에 점차 확대
※ 예･체능계열 대상 학과 예: 미술대학 조형제작실(산소절단), 가정학과 조리 실습실(가스 및 화기 사용),
문과대학 생물심리연구실(동물실험) 등

9) http://kess.kedi.re.kr(교육통계서비스) > 자료실 > 자주 찾는 자료 > 학과(전공)분류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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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의 종류(연구실 안전법 시행령 제 7조, 9조)
구분

내용

실시시기

일상점검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
* 저위험연구실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연구개발활동 전
매일1회

정기점검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
적인 점검
* 저위험연구실의 경우 정기점점을 면제한다.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은 연구실의 경우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전체 연구실에
대하여 매년1회 이상

특별 안전점검

연구주체의 장이
폭발 및 화재 사고 등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예상되
는 경우 실시하는 점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시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 진
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
연구주체의 장이
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
2. 연구개발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
실시
급하는 연구실
3. 연구개발활동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독성가스를 취급하
는 연구실

○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평가 등급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실험･실습실 안전등급을 부여하며, 부여된 등급에 따라 일부 연구실
은 사용제한 조치 등을 받을 수 있다.
등급

연구실 안전환경 상태

1 등급

연구실 안전환경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2 등급

연구실 안전환경 및 연구시설에 결함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개선이
필요한 상태

3 등급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태

4 등급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심하게 발견하여 사용에 제한을 가하여야 하는 상태

5 등급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상 사고발생 위험이 커서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개선해야 하는 상태

라. 연구실안전법 위반 벌칙
○ 연구실 안전법 제 43조, 제 44조, 제 45조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행위자, 법인 또는
개인에게 아래의 표와 같은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495

벌칙

내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연
구실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연구실 사용제한 등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자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연구실 사용제한 등에 대한 불이행에 따라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
게 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행 2022.6.10]

∙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제 40조 비밀유지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제 3자에게 제공 또는 도용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1억원 이하의 벌금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연구실 사용제한 등에 대한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함

○ 연구실 안전법 시행령의 [별표 5]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관한 내용으로 위반 조항의 경중에
따라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감경기준 및 가중기준과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과태료
2천만원 이하

∙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및 불성실
∙ 보험 미가입

1천만원 이하

∙ 교육･훈련 미실시
∙ 건강검진 미실시
∙ 안전점검 미실시 및 불성실
∙ 점검･진단 실시 불성실

5백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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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연구실책임자 미지정
∙ 안전관리규정 미작성, 미준수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미지정
∙ 점검･진단결과 중대결함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
∙ 점검･진단을 미등록대행기관이 실시
∙ 사고발생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
∙ 사고조사 거부, 방해 또는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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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안전관리 질의 응답

대학에서 실험･실습실도 “연구실”이라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연구실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개발활동>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조직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은 물론이고, 연구개발활동을
하기 위한 실험 실습교육도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1) 사물, 기능, 현상 등에 관하여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거나 기존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창조적인 노력 및 탐구, 2) 연구개발
과정에서 직접 필요한 시험･측정･분석, 기계･기구 장치의 구입･설치 및 건설, 동식물의 육성,
문헌조사 등의 활동, 3)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연구용 기자재 운용, 도면의 작성, 가공조립,
실험･검사/측정 등의 연구지원 업무를 포함합니다.
이때, 단순화되고 정형화된 품질테스트나 분석업무는 원칙적으로 연구개발활동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그러한 행위가 연구개발 절차의 한 부분이거나 시험･분석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이나 창조적인
활동으로 이어진다면 포괄적인 의미에서 법 적용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연구활동종사자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법 제2조제8호에 의거,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 대학생, 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하며, 대학･연구기관
등이라고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크게 대학(가목), 국･공립 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나~라목), 기업부설연구소 등 민간연구기관(마~바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연구활동종사자는 (전임 및 비전임)교수인력, 전임연구원, 연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연구보조자가 포함됩니다. 또한 수업의 일환으로 실험실습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연구개발활동과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연구 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대학생(수업
수강생)이라도 이 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활동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구실책임자 자격 및 실험실별로 1명씩 필수로 지정이 되어야하는지요?
연구실책임자의 자격은 시행령 제4조의5에 따라 해당 연구실의 연구책임자 또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연구개발활동과 연구실 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학
등의 연구실책임자지정에 관한세부적인 규제 사항은 없으나, 연구실별 1인을 지정하여
연구실안전관리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 특성에 따라 한명의 연구실책임자가
유사특성을 가진 여러 개의 연구실을 지정, 관리 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연구실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지도, 관리,
감독해야하는 등의 의무와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운영하고 책임질 수 있는 범위에서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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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습수업 중 연구활동종사자의 실수로 발생한 사고에 “연구실책임자”의 책임이 있는지요?
연구활동종사자의 실수로 발생한 안전사고 유무를 떠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떠한 노력들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연구주체의 장(연구실안전법 제5조)”뿐만 아니라 “연구실
책임자(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4조의 5)”에게도 있음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대한 연구실 책임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화학적, 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미리 분석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연구실안전법
제19조에 따르면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분석을 실시하고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외 현장학습(현장견학)의 경우에도 연구실안전법에 적용범위에 들어가나요?
연구개발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연구실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동식물 시료 채취, 탐사 등),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비행기나 선박의 경우에도
모두 연구실안전법의 연구실에 해당됩니다. 이는 보험의 보상범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학과 등 실험실습을 하지 않거나 실습을 하더라도 위험하지 않은 컴퓨터실습을 하는
연구활동종사자도 꼭 연구활동종사자에 포함 시켜야 하나요?
연구실안전법의 제정 취지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 확보와 연구실 사고에 대한 적절한 피해
보상 등에 있으므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자라면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최대한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전공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된 과학기술분야 학생들 모두 원칙적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 포함하고 있으며,
컴퓨터정보학과는 공학계열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구실안전법 적용대상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학과의 교수, 연구원, 대학생, 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연구활동종사자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단, 실험실습실이 전무한 경우 제외)
대학 내에 입주해 있는 외부업체(산학협력단에 입주한 외부업체 등)의 실험실의 연구실안전법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학 연구실이 아닌 외부업체, 외부검사기관 등 관련 모든 외부업체(연구주체의 장이 대학과 다른
경우)의 경우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내부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사고발생에 따른 기관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기관에서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고 외부업체에서
산안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관리감독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외부업체가
기업부설연구소로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으면 산안법과 연구실안전법을 중복적용 받기 때문에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안전 관리도 필요합니다. 다만, 10인 미만인 연구실의 경우 연구실안전법은
제외대상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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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연구실(실험･실습실) 안전관리위원회는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까?
법 제11조에는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의 수립, 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및 제정, 사고 발생 시 그
처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을 위한 사항들을 협의하기 위해 해당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술대학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연구실로 간주하여 미술대학 학생 모두
보험에 가입한 경우 미술대학 실습실 사고 시에도 보상이 가능한지요?
미술대학 관련 실습실의 경우 연구실안전법 제2조에서 정한 연구실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당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다면 약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매년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책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
범위는 무엇인가요?
연구실안전법 제22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매년 해당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은 지정된 용도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 사용 용도는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과학기술통신정보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험료, 교육훈련비,
건강검진비, 안전설비의 설치･유지보수비, 보호 장비 구입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비용, 안전관련 회의비 및 출장비 등에 해당 됩니다.
교육과정에 포함된 현장실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도 연구활동종사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요?
연구실안전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의무적인 보험에 가입하였고,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중
발생한 사고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를 받는 연구활동종사자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적용이 가능하므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구실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연구실책임자에게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나요?
이 법 제5조에 따르면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법 제5조의2에는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활동종사자의 실수로 발생한 안전사고이든 아니든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떠한 노력들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고 그에 대한 책임이 “연구주체의 장”뿐만 아니라
“연구실책임자”에게도 있음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법 제45조(양벌 규정)에 의해서도 연구실책임자
개인에게도 벌칙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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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참고자료

1. 대학 안전관리 규정(예시)
○ 뺷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뺸 제12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사고 또는 중대 연구실 사고 발생 시 긴급대처방안과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함
※ 본 규정은 일반적인 예를 제시한 것으로 각 대학은 예시를 참고하여 학교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규정
2020.00.00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00대학(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예방과
적절한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인명을 보호하고 본 대학 자산을 유지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 교직원, 학생 및 본 대학을 출입하는 방문객과 모든 시설 및 부대
장비에 적용된다.
제3조 (정의) 안전관리(安全管理, safety control)는 사고발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적절한 방지대책을
적용시켜 동종 또는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으로
서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을 발생시키는 결함을 사전에 발견하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
록 2중, 3중으로 통제를 가하는 온갖 조치나 대책을 말한다.
제4조 (안전업무 우선) 각 학과 및 행정부서의 장은 사고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려, 조치하여야 한다.

제2장 조직과 직무
제5조 (조직) ① 교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두고 그 책임자는 대학의 장으로 하며,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00팀을 주관부서로 하고 분야별로
소관부서(또는 안전관리자)를 둔다.
② 교내 각 학과 및 행정부서에는 안전관리책임자(정. 부)를 둔다.
제6조 (안전관리총괄책임자) 본 대학의 안전에 관한 업무는 대학의 장이 총괄한다.
제7조 (안전관리자) 본 대학 안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구축물, 작업장 또는 작업방법에 따른 위험에 대비한 응급조치 또는 방지조치
2. 안전장비, 보호구, 소화설비 기타 위해방지 시설 및 장비의 성능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정비
3.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훈련
4. 재해발생 시 원인조사 및 대처방안 수립
5. 안전에 관한 기록의 작성비치
6. 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결사항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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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교직원 및 학생의 안전에 관한 사항
8. 관련 기관과의 연락 및 협조
제8조 (안전관리책임자) 각 학과 및 행정부서에 안전관리책임자(정･부)를 두며,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학과, 행정부서, 부설기관 안전관리업무 총괄
2. 비상 열쇠 관리 및 비상연락망 유지
3.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 안전조치 및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제9조 (연구실책임자) 각 학과 및 행정부서의 실험･실습 연구실은 연구실책임자를 두며,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실험･실습 전 사전유해인자의 분석
2. 안전관리책임자와의 비상연락망 유지
3.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 안전조치 및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제10조 (책임과 의무) 본 대학 안전과 관련하여 안전관리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정.부)로
선임된 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부설기관은 기관의 장 및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는 자체시설물 운영관리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3장 안전교육 및 관리
제11조 (안전교육) 본 대학 교직원 및 학생 등은 대학에서 시행하는 안전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제12조 (화재예방 교육 및 훈련) 교직원 및 학생 등은 본 대학에서 시행하는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을 받을
의무가 있으며, 본교 방화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연구실 및 실험실의 안전관리) 모든 연구실 및 실험실에서는 비상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복도 비상계단에 실험장비 및 기타 물건방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따로 정하는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감염병 및 위생관리) 교직원 및 학생 등은 감염병 및 위생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실습실 안전관리) 교직원 및 학생 등은 실습실 장비 취급 시 본 대학의 실습실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전기시설 안전관리) 교직원 및 학생 등은 전기시설 취급 시 전기사업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가스시설 안전관리) 교직원 및 학생 등은 가스시설 취급 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 (기숙사 안전관리) 기숙사의 안전관리는 따로 정하는 규정 및 제반수칙에 준한다.
제19조 (기타 안전관리) 기타 안전관리는 따로 정하는 규정 및 제반수칙에 준용한다.

제4장 위해 방지
제20조 (표지와 통보) 위험성이나 유해성이 있는 기술장비 및 공기구 비품 또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반드시(운전 중, 수리 중, 위험, 사용금지, 금연 등) 적절한 표지가 있어야 하며 소관부서(또는 안전관리자)는
주관부서에 안전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전기시설과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자산 및 소모품에 대한 화재예방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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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성능보장 및 안전장치) ①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기술장비 및 공기구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소정의 안전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필요에 따라 일시 안전장치를 제거하거나 그 기능을 상실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 또는 소관 안전관리책임자(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 (소화설비의 비치) 소화용기구와 설비는 각기 위험물의 소화를 위하여 적절하게 비치하여야 한다.
제24조 (구급용구의 비치) 위험물, 유해물 등을 취급하거나 사용하는 부서의 부서장은 업무수행 중 부상
또는 질병에 오염된 교직원 및 학생의 응급치료를 위하여 제반 필요한 약품, 구급용 기구 및 재료를
그 부서의 소정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안전관리위원회
제25조 (위원회) 이 위원회는 00대학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라 하고, 실무 소위원회를 따로 둔다.
제26조 (목적) 이 위원회는 본 대학 안전관리 현안에 대한 의결과 장･단기 발전과제를 연구하고 그 실행방안
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7조 (기능) 이 위원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내 안전관리 현안에 대한 의결 및 장･단기발전계획 수립
2. 학내 교육/연구활동에 필요한 안전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경비 및 관련 인력관리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4. 방화관리 및 환경에 관한 사항
5. 학내 연구실 및 실습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학내 연구실 사고예방 및 원인조사 등 재발방지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7. 기타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사후 조치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8. 위 각 호의 과제수행을 위한 조사 및 연구 활동
제28조 (구성) ① 위원회는 각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0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00 대학의 장, 부위원장은 00팀(처,과)장, 00으로 한다.
⓷ 해당 대학 등의 연구활동종사자가 전체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제29조 (임기)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제3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00팀(과)장으로 한다.
제31조 (회의소집과 의결) 위원회의 소집과 의결에 관하여는 본 대학 위원회 설치운영규정에 따른다.
제32조 (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사고조치 및 대책수립
제32조 (사고조사 및 보고) ① 안전관리자는 재해발생시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별지의
사고보고서에 작성하여 보고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정･부)는 재해발생 시 비상연락망에 따라 즉시 보고 및 현장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의 변경 및 훼손 없이 원상태로 보존하고,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 할 수 있다.
제33조 (손해배상의무) 교직원 및 학생을 포함하여 본 대학을 출입하는 모든 방문객 등은 고의 또는 안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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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을 무시한 과실로 인해 사고, 재해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하여 본 대학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배
상의 책임을 진다.
제34조 (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본 대학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35조 (세칙) 이 규정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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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실 안전관리

Ⅰ

연구실(실험･실습실) 안전관리 개요

1. 대학 연구실(실험･실습실) 안전관리 개요
○ 대학･연구기관 등의 안전관리는 연구실(실험･실습실)에 잠재되어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사
전에 파악하여, 안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연구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발생되는 각종 연구실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 (관련규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 안전법”) 제 12조10), 제 20조11)
(시행 2020. 12. 10)
○ (기본방향)
▪연구실 사고로부터 피해 확대방지를 위한 대응 활동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기관별 특성에 맞는 사고 대응 교육 및 훈련 자료로 활용
▪연구실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및 응급처치 방법에 활용

구분

내용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및 준수

∙ 안전관리 조직체계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
∙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안전교육의 주기적 실시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안전표식의 설치 또는 부착
∙ 중대연구실사고 및 그 밖의 연구실사고의 발생을 대비한 긴급대처 방안과 행동요령
∙ 연구실 사고 조사 및 후속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 및 훈련

∙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연구실환경관리자는 받고 이수하여야 함
∙ 교육･훈련의 내용과 방법, 교육･훈련 담당자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10) 제12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함
11) 제20조(교육･훈련 등)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사용에 따르
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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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어 정의
용어

정의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
진단 지침
안전진단의 실시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함
2. 사전유해인자위험
분석의 실시

연구실책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연구
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고,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3.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표준모델을 발굴 확산하기
인증제
위하여 안전관리 우수연구실을 인증할 수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효율적인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실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4. 권역별연구안전
지원센터의 지정･운영 을 위하여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사고로 아래와 같은 사고를 말함

5. 연구실사고

가. 중대 연구실사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의 사고로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
1. 사망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후유장해 1급부터 9급까지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3. 3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
한 사고
나. 일반 연구실사고: 중대 연구실사고를 제외한 사고로 인명피해는 당해사고로 병원 등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은 사고, 물적 피해는 1백만 원 이상의 장비 등이 훼손 된 사고
다. 단순 연구실사고: 인적･물적 피해가 매우 경미한 사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연구활동
종사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결함을 말함
1. 유해화학물질, 유해인자, 독성가스 등에 유해, 위험물질의 누출 또는 관리부실
6.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부실
3.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유해, 위험설비의 부식, 균열 또는 파손
4. 연구실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반침하, 균열, 누수 또는 부식
7. 사고원인

비정상 상태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을 포함하며, 한 가지
비정상 상태에 대해 여러 개의 원인이 제시될 수 있음

8. 사고조사

사고 원인 규명과 사고로 인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 관계자 등에 대한
질문, 현장 확인 등을 행하는 일련의 행동

9. 사고대응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사고피해의 확대 방지, 사고현장 보존 등을 위한 일련의 활동

10. 안전담당 부서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주된 부서

11. 시설관리부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장비･연구실험실 등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주된 부서

12. 연구실 안전관계자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생물안전관리자, 안전담당 부서의 소속 지원 등

13. 생물안전관리자

기관 내 생물안전 준수사항 이행을 감독하고 생물안전교육･훈련과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생물안전사고조사 및 보고, 생물안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제공하는 자

14. 가연성가스

아세틸렌･암모니아･수소･황화수소･일산화탄소･메탄･부탄･벤젠 등과 같이 공기 중에서
연소하는 가스로서 폭발한계의 하한이 10퍼센트 이하인 것과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퍼센트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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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

15. 독성가스

암모니아･일산화탄소･이황화탄소･불소･염소･벤젠･포스겐･염화수소･모노실란･디실란･
디보레인･세렌화수소･포스핀 등 및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농도가 100만분의 5000 이하인 것

16. 병원체

질병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로서 형태의 크기에 따라 바이러스, 리케차, 세균, 진균, 스피로
헤타, 원충의 6종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새로운 형태의 병원체가 발견 되고 있음

17. 유해광선

전자파로서 인체에 해를 주는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광학방사선, X-ray, γ선 등을
말함

나. 안전관리 책임과 권한
구분

책임과 권한

1. 연구주체의 장

1.
2.
3.
4.

2. 연구실 책임자

1. 해당연구실 연구활동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2. 사고 발생 시 사고보고체계에 의하여 즉시 보고 될 수 있는 체계 구축
3. 개인보호구 비치 및 관리
4. 안전보건표지, 안전수칙 부착
5. 연구실별 사고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작성
6. 유해물질, 연구 설비 및 장비의 유지･관리
7. 연구실험은 2인 이상 수행토록 지도
8.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시행
9. 사고대응 활동 및 사고조사에 적극 협조
10. 필요 시 병원 및 소방서 신고
11. 사고 발생 시 해당 부상자 가족에게 연락
12. 사고 재발 방지대책 시행

3. 연구실안전환경
관리자

1.
2.
3.
4.
5.
6.
7.
8.

법정 정기점검 및 진단 실시
안전보건표지, 안전수칙 제작
기관 전체 연구활동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수립 및 시행
유해물질, 연구 설비 및 장비의 안전관리 여부 확인 감독
사고 시 현장 출입 통제
사고대응에 대한 기술 조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고보고
부상자 발생 시 보험 청구

4. 안전담당부서,
시설관리부서 등

1.
2.
3.
4.
5.
6.
7.
8.

연구실사고 발생을 대비한 보고체계 및 대응체계 등 수립
연구활동종사자 대상 정기적 건강검진 조치
연구실 안전 설비 등 유지 보수
방송을 통한 기관 내 재실 자에게 사고 전파
사고 원인 조사 및 현장 보존
전기, 가스 등 설비 차단 및 복구
화학물질 누출 시 제거 및 중화 작업
사고 현장 수습 및 복구(연구실 책임자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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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의 안전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
중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구실 사고대책본부 운영
사후관리대책에 대한 승인 및 이행 여부 확인
사고조사 결과에 따른 연구실 사용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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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6. 연구활동종사자

제4장 수업

제5장 학적

제6장 교원인사 제7장 안전관리

책임과 권한
1.
2.
3.
4.

5. 생물안전관리자

제3장 학사

5.
6.
7.
8.
9.

기관 내 생물안전 준수사항 이행 감독
기관 전체 생물안전 교육 대상자를 파악하여 생물안전 교육과 훈련을 수립･이행
기관 내 생물안전 규정과 생물 폐기물 규정 등 을 수립 및 이행 감독
생물안전 시설의 등급 별 표지 및 LMO 시설의 표지, 생물 재해 표지 등을 제작 및
제공
생물안전 등급 시설 및 장비의 주기적 안전 점검을 계획 및 실시
생물사고 발생 시 사고현장 통제 및 대응 지원
생물안전 사고 발생원인 조사 및 관련기관에 보고
생물안전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생물안전 위원회 지원

1.
2.
3.
4.
5.
6.
7.
8.

실험 관련 안전교육 수료
개인보호구 착용 후 실험
일일 점검 실시
연구실 내 정리정돈 실시
안전 수칙 준수
사고 시 동료에게 사고 전파 및 대피
사고 발생 시 사고보고체계에 의하여 즉시 보고
부상자 응급 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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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1.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실험･실습실)에 잠재되어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연구환경 조성
○ (법적근거)
「연구실 안전법」 제9조12), 제19조13)
「연구실 안전법 시행령」 제4조의514)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시행 2019. 10. 23
○ (적용범위) 연구개발활동에 다음 각 호를 취급하는 모든 연구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2.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유해인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

○ 연구실책임자가 스스로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고 연구개발 활성화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12) 제9조(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각 연구
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
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로 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에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구의 종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13) 제19조(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실시) ① 연구실책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연구활동 시작 전에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구실책임자는 제1항
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 제4조의 5(연구실책임자의 지정) ② 연구실책임자는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활동의 시작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구실의 안전 현황
2.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별 위험분석
3. 연구실안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③ 제2항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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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의 정의
용어

정의

1.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으로 연구실책임자가 해당 연구실
의 유해인자를 조사･발굴하고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2. 유해인자

화학적･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

3. 연구개발활동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에서 수행하는 연구, 실험, 실습 등을 수행하는 모든 행위

4. 개인보호구 선정

유해인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
하기 위하여 적정한 보호구를 선정

5.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

연구개발활동을 주요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유해인자를 파악하고 유해인자의 제거, 최
소화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기법(R&D Safety Analysys)

3.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수행 절차
① 사전준비(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 대상 범위 지정)
② 연구실안전현황분석
③ 연구개발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④ 연구개발활동 안전 분석(R & DSA)
⑤ 사전유해인자위험 분석보고서 관리이며, 각 절차별 수행과정 흐름은 다음과 같다.

*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미래부 고시, 이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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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주체
○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15)을 실시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연구실
안전법16)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작성 및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은
연구실책임자17)에게 있습니다.
○ 아래 표에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과 유사한 제도들의 책임주체, 점검 및 작성자, 검토항목 등을
나타내었습니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은 다른 제도와는 달리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실책
임자 주도하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활동종사자와 함께 유해인자에 대한 위험분석을
실시하여, 안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분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연구실
일상점검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특별안전점검)

책임주체

연구실책임자

연구주체의장

연구주체의장

점검 및
작성자

연구실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

연구활동종사자

점검항목

사업장
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 위험성평가
사업주

사업주

장외영향평가
사업주

법령에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 보유자 및 대행전문기관

유해화학물질,
화학물질,
취급시설,
유해･위험물질, 공정에 대한
가스, 생물체,
공정,
취급시설,
유해･
물리적인자,
일반, 기계, 일반, 기계, 전기,
안전시설 및
위험물질,
지역정보,
전기, 화공, 화공, 소방, 가스,
보호구, 안전시설,
기상정보,
설비, 공정,
위험성추정,
실험절차,
소방, 가스, 생물 산업위생, 생물
안전운전계획, 위험성파악, 위험도분석,
안전계획,
비상조치계획
감소대책 안전성확보방
비상조치계획
안, 타법관계

실시시기

새로운 실험
또는 연구과제
시작 전

일상점검
(매일)

정기점검
(매년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
(2년1회 이상)

기존설비 및
신규설비 등
설치 시

사유발생시

기존설비 및
신규설비 등
설치시

관계법규

연안법
제9조

연안법
제14조

연안법
제15조

산안법
제49조의2

산안법
제41조의2

화관법
제23조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제5조(실시시기)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며,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주요 변경사항 발생 또는 연구실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적으로 실
시하여야 한다.
1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⑤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위･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하여, 교과과정에 의한 정해진 시간에 실험･실습을 운영
시에는 담당교수가 연구실책임자(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4조의5)가 되며, 공용실습실 등의 경우에도 위와 동일함.
다만 공용실습실의 경우에는 내부방침(안전관리규정 등)을 두어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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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관리 사고 대응

1. 연구실(실험･실습실) 사고 대응 규정
○ (법적근거)
1) 연구실 안전법 제23조(사고보고)18), 제24조(사고조사의 실시)19)
2) 연구실 안전법 제25조(연구실 사용제한 등)20)
3) 연구실 안전법 제26조(보험가입)21)
○ (기본방향)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 확대방지를 위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는 사고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교육･훈련 자료로 활용하여, 연구실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및 응급처치에 활용

2. 연구실 사고 구분
○ 연구실 사고 피해 규모에 따라 분류기준 및 대응수준은 아래와 같음
구분

분류 기 준

대응 수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
1. 사망 또는 후유장애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3. 부상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4. 영 제13조 각 호에 따른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
중대
연구실 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영 제13조
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산업안전보건법」
대학･연구기관
제39조에 따른 유해인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독성가스 등 유해･
위험물질의 누출 또는 관리 부실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부실
3.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유해･위험설비의 부식･균열 또는 파손
4. 연구실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반침하･균열･누수 또는 부식
5.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병원체의 누출

18) 제23조(사고보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19) 제24조(사고조사의 실시)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구주체의 장에게 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연구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가에게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0) 제25조(연구실 사용제한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결과 또는 연구실사고 조사 결과
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실
시, 유해인자의 제거, 연구실 일부의 사용제한, 금지, 철거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1) 제26조(보험가입) ①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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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 기 준

대응 수준

일반
연구실 사고

중대 연구실사고를 제외한 일반적인 사고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고
1. 인적피해: 병원 등 의료 기관 진료 시
2. 물적 피해: 1백만 원 이상의 재산 피해 시(취득과 기준)

대학･연구기관

단순 연구실
사고

인적･물적 피해가 매우 경미한 사고로 일반 연구실사고에 포함되지 않는 사고

대학･연구기관

3. 사고대응 업무 수행 체계
가. 사고대응 단계별 수행업무
○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대응 단계별 수행업무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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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고보고 체계
○ 연구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최초 발견자는 연구실책임자에게 즉시 보고
○ 연구실책임자는 보고체계에 의해 안전담당부서에 사고 발생 사항을 통보하고 필요 시 소방
서 및 병원 등 유관기관에 협조요청
○ 안전담당부서는 연구주체의 장에게 사고 상황 보고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중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항의 사항
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
- 사고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
- 사고조치 및 전망
-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법 시행규칙 제 8조의 2에 따라 일반연구실 사고 발생
시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실사고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
○ 연구실 사고보고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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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고대응 체계
1) 중대연구실 사고 대응
구분

중대연구실
사고 대응

책임과 권한
가. 연구주체의 장은 중대연구실 사고 발생 즉시 사고대책본부를 운영하기 위해 사고대응반과 현장
사고조사반 구성
1) 사고대책본부 : 본부장은 연구주체의 장이 됨
2) 사고대응반 : 반장은 연구실 책임자로 하고 반장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
3) 현장 사고조사반 : 반장은 안전담당부서장으로 하고 반장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구성
나. 사고대책본부는 사고대응반을 사고 장소에 급파하여 초기 인명 구호 활동 및 사고피해의 확대
방지에 주력
다. 사고대응반의 사고대응이 어려운 경우 관계기관(소방서, 경찰서 등)의 협조를 받아 사고 대응
라. 현장사고조사반은 사고원인 규명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주요 임무]
구 분

구 성

주요 임무

사고대책본부

∙ 본부장 : 연구주체의장

∙ 사고대응반, 현장사고 조사반 구성･운영
∙ 사고수습대책 수립 및 시행

사고대응반

∙ 반장 : 연구실 책임자
∙ 반원 : 2인 이상

∙ 사고피해 최소화 대책 시행
∙ 인명피해자 긴급 후송
∙ 유관기관 협조 및 대응
∙ 피해자 가족 대응

∙ 반장 : 안전담당부서장
(또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 반원 : 2인 이상

∙ 사고조사반과 공조체계 구축
∙ 사고원인 분석
∙ 사고현장 출입 통제
∙ 사고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현장사고 조사반

2) 일반연구실 사고 대응
구분

일반 연구실
사고 대응

책임과 권한
가. 연구주체의 장은 필요 시 현장사고조사반 운영
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원인 및 피해규모를 파악하여 연구주체의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에 보고
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안전담당부서는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사고재발방지대책 수립
라. 연구실 책임자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 시행
마. 현장사고조사반은 사고원인 규명

구 분
현장사고 조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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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
∙ 반장 : 안전담당부서장
(또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 반원 : 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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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임무
∙ 사고원인 분석 및 피해조사
∙ 재발방지대책 수립
∙ 사고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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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순연구실 사고 대응
구분
단순 연구실사고 대응

책임과 권한
연구실 책임자는 적절한 응급조치 실시 후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라. 사고조사 체계
○ 중대연구실 사고 발생 시 연구주체의 장은 즉시 현장사고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장상황을 파악
○ 사고조사는 물적 증거가 손상 또는 소실되기 전에 착수하여야 하며 늦어도 사고대응이 완료
된 후 24시간 이내에 착수하고, 필요에 따라 외부 사고조사기관에 조사를 의뢰
○ 현장 사고조사반은 조사된 사고내용을 기초로 하여 사고원인에 따른 재발 방지대책 제시
○ 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 현장 사고조사반은 수집된 자료를 검토하여 사고의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등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
- 사고발생 일시 및 사고조사 일자
- 사고 개요 및 발생원인
- 사고 시 인물 사진, 사고현장 사진, 피해 사진
- 사고의 유형 및 피해의 크기와 범위
- 조치 현황
-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장단기 대책 등

마. 재발 방지대책 수립･시행
○ 재발방지대책은 사고의 원인을 확실하게 규명하여 동종･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음
○ 현장사고조사반은 사고조사 후 도출된 권고사항 및 수립된 사고방지대책에 대해 시정 및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총괄 보고
○ 연구실 책임자는 동종･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
로 안전교육 실시 등 재발방지 대책 시행

바. 사후관리
○ 연구주체의 장은 시정조치 계획에 따라 이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조치 미 이행
시 필요하다면 연구 활동 중지 명령을 내림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보고서를 재해통계 및 사고방지를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존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매년말 사고 통계를 분석하고, 향후년도 안전관리 추진계획에 반
영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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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실 안전관리 및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질의 응답

어떤 연구실이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해야 하나요?(지침3조)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해야 하는 연구실은 다음의 유해인자를 취급 하는 연구실입니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2.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유해인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

위 3가지 법규 목록에 없는 물질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화학물질의 경우 매년 새로운 물질이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으며, 지침에서 정해는 작성범위는 최소한의
범위입니다. 유해물질을 모두 목록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침에 제시되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작성 범위 목록에 없는 물질 등을 사용 할 때, 사용 물질 등에 위험요소가 존재할 경우 반드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험 또는 과제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작성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은 해당 실험 및 연구과제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법령22)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 매년 주기적으로 하는 실험(예: 학부생 실험 및 실습･연구기관에서 수시로 수행하는 실험): 해당
실험을 실시하기 전에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해야 합니다.
∙ 단기연구과제: 단기과제란 과제수행 기간이 1년 내로 진행되는 과제로 연구과제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 작성하거나, 과제협약 후 과제 시작 전에
사전유해인자위험 분석을 실시해야 합니다.
∙ 다년도 연구과제: 다년도 연구과제 역시 사업계획서 작성 시 또는 과제 채택 후 과제가 시작하기
전에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해야 하며, 차년도 과제 시작 전에 반드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를 검토하여 변경부분 또는 새로 추가되는 실험 등에 대하여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추가
로 실시 해야합니다.
기존에 수행하고 있던 실험 또는 연구과제에 대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도 의무적으로 실시
대상인가요?
기존에 수행하고 있던 실험 또는 연구과제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고시(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지침의 시행일(2016년3월8일)이전에 수행하고 있던 실험 및
연구과제는 제외되나, 다음의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 매년 또는 학기에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실험의 경우, 다음 학기 또는 다음 년도에 실험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해야합니다.
∙ 기준시점에 이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하더라도 다년도과제인 경우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해당년도 다음해의 협약 전에 실시해야합니다.

22)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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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실의 경우 연구실 책임자가 모든 실험들에 대하여 사전 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해야
하나요?
공동연구실과 같이 하나의 연구실에 여러 명의 연구자가 연구수행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연구실을
가상으로 분리하여 연구실 책임자를 임명하고, 이들이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재작성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은 별도의 재작성 주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을 재실시 또는 수정이 필요합니다.
∙ 기존에 분석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내용상 변경부분(참여연구활동 종사자변경, 실험방법 변경,
사용물질 변경 등)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어도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을 실시해야 하나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자료를 활용하면 보다 쉽게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후 보고서가 잘 작성되었는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
현재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는 연구주체의 장에게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서의
확인, 수정을 위해 각 기관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책임자는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보고서의 작성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해인자 중 혼합물의 경우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조자가 제공한 MSDS 등의 물질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혼합물의 성분비율을 찾고 성분비율 중에
수분(물)을 제외한 성분비율이 가장 큰 물질을 대표로 하여 작성합니다.
연구개발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의 서식을 보면 유해인자에 대한 보유 수량을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나요?
실험 및 연구과제에 사용하는 유해인자 중 화학물질 및 가스는 보유수량에 대하여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학물질: 화학물질은 해당 연구실내에 보유하고 있는 수량만큼을 작성합니다.
예) A라는 물질을 용기(100g)채로 5통을 가지고 있다면 보유 수량은 500g이 되는 것입니다.
∙ 가스: 가스는 연구실내에 가스 실린더를 보관하며 사용할 경우는 가스실린더의 용량과 보유
실린더 개수로 산정하며, 가스실린더를 외부에 보관하고 공급시설로 연구실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단위시간당 최대로 공급 할 수 있는 양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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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R & DSA)를 작성할 때 연구･실험 절차는 몇 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은가요?
지침 또는 법상에는 정확하게 몇 단계로 나누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행하는 실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분석을 용이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실험 당 5∼10단계 정도로 구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연구실 안전현황 중 배치도를 작업환경(Tool)을 이용해 그릴 때 유해인자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요?
배치도를 작성할 시 배치도의 기본 형태를 결정하고 출입문과 창문 등을 배치하고 주요 설비들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제시된 유해인자 기호를 이용하여 유해인자 위치를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지침 제12조제3항을 보면,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를 연구실 출입문 등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반드시 게시를 해야 하나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중 연구실 안전현황의 경우 해당 연구실의 기본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전체를 게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연구실 안전현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게 되면, 연구활동종사자가 해당 연구실의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사고발생 시 해당 연구실의 현황을 쉽게 파악하여 사고수습 및 대처를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합니다.
연구개발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중 물리적 유해인자를 작성 할 때 크기는 무엇을 작성해야
하나요?
물리적 유해인자 중 크기의 작성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음, 진동, 방사선 등 물리적 인자 등을 측정 할 수 있을 경우는 실험 시 발생하는 물리적 인자
크기를 측정기기를 이용하여 측정 후 그 값을 작성합니다.
∙ 소음, 진동, 방사선 등 물리적 인자 등을 측정하기 어려울 경우 해당 설비 및 기구의 설명서 또는
사양서 등을 확인하여 작성합니다.
연구실 안전현황 중 개인보호구의 보유수량 등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수정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재작성 주기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험 내용 및 주요
사용 물질 등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수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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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연구실 사고원인 및 응급처치
가. 연구실 사고원인
원인

내용

방심과 부주위에서
오는 사고

∙ 실험, 실습 시 제시된 실험방법을 무시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하는 생각으로 시약의
양이나 농도를 초과 사용함으로 사고 발생.

지식의 부족에서
오는 사고

∙ 실험 전 MSDS/GHS(물질안전보건자료)를 미확인하여, 사용물질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
한데서 사고 발생

실험조작
미숙에서 오는 사고

∙ 유해 위험한 기구, 장비 사용 시 그 위험특성을 파악하지 못한데서 사고발생

안전보호구 미착용에서
오는 사고

∙ 실험 중 필히 안전보호구는 착용해야 하나, 귀찮다는 이유로 미착용해서 사고 발생

안전수칙 미 준수에서
오는 사고

∙ 유해 위험한 실험기구, 장비사용과 융･복합과 복잡 다양한 실험에 맞는 안전 수칙 미 준수
에서 사고 발생

나. 응급 처치
○ 연구실내에서 화재, 폭발, 부상 등의 사고 발생 시 기본 응급처치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
여 치료
○ 옷에 불이 붙었을 때
- 당황하여 뛰지 말고 불붙은 옷을 벗거나, 바닥에 구르거나, 담요나 실험복을 덮어 불을
끈다. 얼굴 부근의 불이 아닐 경우 화학화재용 소화기를 사용하여도 좋고, 물에 섞이지
않는 유기용매에 의한 불이 아닐 경우에는 비상샤워기로 샤워 실시
○ 불에 의한 화상을 입었을 때
- 흐르는 찬물로 화상 부위를 15분 이상 식혀주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
○ 화학물질에 의한 화상을 입었을 때
- 즉시 물로 씻거나 비상샤워기로 샤워를 하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
※ 비상샤워기는 녹물이 나오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작동 시험 실시

○ 눈에 화학물질이 들어갔을 때
- 즉시 세안기를 이용하여 15분 이상 씻은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
※ 세안기는 녹물이 나오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작동 시험 실시

○ 유독한 기체를 흡입하였을 때
- 즉시, 통풍이 잘되는 곳으로 옮겨, 앉거나 누워서 깊게 호흡을 한다. 다량의 기체 흡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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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즉시 인근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
○ 베었을 때
- 에탄올로 소독하고, 깨끗한 붕대나 천을 사용하여 지혈시킨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
○ 화재･폭발이 발생하였을 때
- 연구실에서 모든 학생을 대피시키고, 부상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받게 하고,
화재 발생 시에는 근처 소화기로 초기진화하고, 큰 화재는 신속하게 119에 연락

2. 실험･실습실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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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실습실 사고 대응 시나리오(예시)
가. 화학물질(질산) 누출
단계

사고발생

사고대응

사고복구

시간

주요 내용

h:00+00

∙ [사고발생] 연구실 바닥에 질산 오염
- 실험테이블 가장자리에 있던 질산병을 연구자의 부주의로 넘어뜨려 연구실 바닥에
쏟아짐

h:00+01

∙ [사고자] 실험 동료에게 사고 전파
- 사고자는 상황을 신속히 동료에게 알려 상황 전파를 부탁함

h:00+03

∙ [실험동료] 상황 전파
- 건물 내 사고 전파
- 연구실 책임자와 안전담당부서에 상황 전파

h:00+05

∙ [사고자] 질산 확산 방지
- 산 중화제를 사용하여 중화 후 흡착포, 흡착제를 이용하여 질산 확산 방지
∙ [안전담당 부서] 상황 전파 및 현장 투입
- 지정대피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상황 전파
- 안전관련 담당자들의 현장 출동
- 지휘계통과 상급기관에 통보(119등)

h:00+10

∙ [안전담당 부서] MSDS/GHS(대응 방법 확인) 및 피해 차단
- 질산의 MSDS/GHS를 확인하고 대응 방법 및 장비를 확보
- 개인보호구 착용 후 사고 현장 진압
- 누출된 약품과 급격하게 반응하는 화학물질 격리

h:00+20

∙ [119] 누출사고대응
- 안전담당 부서와 연구실 책임자에게 사고 정보 요청
- 최적 누출대응방법 결정 및 시행
- 필요 시 주변 주민에게 설명
∙ [안전담당 부서, 연구실 책임자] 119에 사고 상황 전달
- 누출물질 정보 및 누출 현황 등
- 119의 현장 진입로 확보

h:00+40

∙ [안전담당 부서] 필요 시 사고조사반 구성
- 사고조사반을 구성하여, 임무 부여
∙ [사고조사반]
- 사고현장 수습 및 현장 자료 확보
- 사고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상급기관에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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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 발생
단계

시간
h:00+00

∙ [사고발생] 화재감지기 동작
- 임의 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감지기가 동작함
- 연구실 책임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

h:00+05

∙ [안전담당 부서] 화재 구역 확인 및 상황 전파
- 화재구역 확인하고, 비상대피방송을 실시
ex) O층 OOO호 화재발생! 긴급대피! : 3회 반복
- 안전관리 담당자들을 현장 투입 초기 진화 및 연구실 책임자에게 연락
∙ [안전담당 부서] 사고 통보
- 지휘계통과 상급기관 통보(119 등)

h:00+10

∙ [연구실 책임자] 연구 상황 전달
- 사용 중이던 연소 물질 정보를 안전관리 담당 부서에 전달

h:00+12

∙ [안전담당 부서] 긴급 조치 및 초기 진압
- 사고 구역의 전기공급과 가스밸브 차단
- MSDS/GHS 확인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안전담당 부서의 현장인원이 초기
진압 실시

h:00+20

∙ [119] 화재진압
- 안전담당 부서와 연구실 책임자에게 사고 정보를 요청
- 최적 화재진압방법 결정 및 시행
∙ [안전담당 부서, 연구실 책임자] 119에 사고 상황 전달
- 연소물질 정보 및 화재 현황 등
- 119의 현장 진입로 확보

h:00+40

∙ [안전담당 부서] 필요시 사고조사반 구성
- 사고조사반을 구성하여, 임무 부여
∙ [사고조사반]
- 사고현장 수습 및 현장 자료 확보
- 사고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상급기관에 보고 등

사고발생

사고대응

사고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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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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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연성 가스(수소) 누출
단계

시간

주요 내용

h:00+00

∙ [사고발생] 가연성가스 누출 사고
- 실험 중 테프론 배관이 낡아 가연성가스(수소)가 누출되어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발생함
∙ [사고자] 사고 발생 통보 및 대피
- 연구실 책임자 및 동료에게 가스 누출 사실 통보
- 사고 연구실 외부로 대피, 주변 연구실에 사고내용 전파

h:00+02

∙ [연구실 책임자] 신고 및 조치
- 사고 가스 명칭과 위험성 신고
- 환기 등 적절한 조치

h:00+04

∙ [안전담당 부서] 연구실 사고 접수
- 사고 상황 파악, 피해확대 및 중화재 살포
- 개인보호구, 사고대응장비 등을 구비하고 현장 출동

사고발생

∙ [연구실 책임자] 사고연구실 주변 통제
- 개인보호구 착용 및 사고 규모에 따라 대피 조치
h:00+06
사고대응

사고복구

∙ [안전담당 부서] 피해 확대 예방을 위한 조치
- 현장 통제 및 건물 내 체류 인원 대피 조치
- 소방대 및 지원부서 도착 시 현장 안내

h:00+15

∙ [안전담당 부서]
- 부상자 후송
- 누출 가스 농도 측정

h:00+30

∙ [연구실 책임자]
- 사고 원인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유사사고 재발 방지 교육 실시
∙ [연구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 사고 처리 기술 자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고보고
∙ [안전담당 부서]
- 사고원인 및 피해 현황 파악 후 사고대책위원장에게 보고
- 누출사고 원인에 따라 대책 강구 후 동종사고 예방
∙ [사고대책본부] - 중대사고 발생 시
- 사고 대응반 : 언론 및 방송관련 취재활동 지원하고 퇴원가능 환자기한 내 퇴원
및 배상 합의
- 현장 사고조사반 : 사고 관련 정보들을 종합하여 사고원인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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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독성가스(암모니아) 누출
단계

시간

주요 내용

h:00+00

∙ [사고발생] 독성가스 누출 사고
- 실험실 내에 비치된 독성가스(암모니아)누출 경보기가 울리는 사고가 발생함
∙ [사고자] 사고 발생 통보 및 대피
- 응급환자 연구실에서 안전한 장소로 이송
- 연구실 책임자 및 동료에게 가스 누출 사실 통보
- 사고 연구실 외부로 대피, 주변 연구실에 사고내용 전파

h:00+04

∙ [연구실 책임자] 신고 및 조치
- 사고 가스 명칭과 위험성 신고
- 환기 등 알칼리 중화제(물) 살포

h:00+05

∙ [안전담당 부서] 연구실 사고 접수
- 사고 상황 파악, 피해확대 예방조치사항 지시
- 개인보호구, 사고대응장비 등을 구비하고 현장 출동

사고발생

∙ [연구실 책임자] 사고연구실 주변 통제
- 개인보호구 착용 및 사고 규모에 따라 대피 조치
h:00+10
사고대응

사고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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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담당 부서] 피해 확대 예방을 위한 조치
- 현장 통제 및 건물 내 체류 인원 대피 조치
- 119 및 지원부서 도착 시 현장 안내

h:00+15

∙ [안전담당 부서]
- 부상자 후송
- 누출 가스 농도 측정

h:00+30

∙ [연구실 책임자]
- 사고 원인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유사사고 재발 방지 교육 실시
∙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 사고 처리 기술 자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고보고
∙ [안전담당 부서]
- 사고원인 및 피해 현황 파악 후 사고대책위원장에게 보고
- 누출사고 원인에 따라 대책 강구 후 동종사고 예방
∙ [사고대책본부] - 중대사고 발생 시
- 사고 대응반 : 언론 및 방송관련 취재활동 지원하고 퇴원가능 환자기한 내 퇴원
및 배상 합의
- 현장 사고조사반 : 사고 관련 정보들을 종합하여 사고원인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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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선접촉에 의한 감전
단계

사고발생

시간
h:00+00

∙ [사고발생] 감전사고 발생
- 전류가 흐르는 전선과 접촉하여 감전되어 쓰러짐

h:00+03

∙ [최초목격자, 실험동료, 연구실 책임자] 신고 및 전원차단
- 연구실 책임자 및 주위 동료에게 사고내용을 전파
- 해당 연구실 분전반의 전원 차단
- 즉시 유관기관(119, 병원 등) 신고
- 안전관리 담당부서 혹은 방재센터에 신고

h:00+05

∙ [안전담당 부서] 연구실 사고 접수
- 사고 상황 파악, 피해확대 예방조치사항 지시
- AED 현장 확보 지시 및 개인보호구 구비 후 현장 출동

h:00+10

∙ [실험동료, 연구실 책임자] 조치 및 사고자 상태 확인
- 피해확대방지를 위하여 위험요소 제거
- 부상자의 의식, 호흡상태 등을 확인 후 전달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응급조치 및 후송
- 부상자 상태 확인 후 응급조치(CPR, AED 등) 후 구급대원에게 인계

사고대응

사고복구

주요 내용

h:00+15

∙ [안전관리담당 부서] 사고 관련 정보 수집 및 현장 상황 파악
- 현장 통제 및 사고 관련 정보 수집
- 부상자 관련 정보 수집 및 가족에게 통보

h:00+20

∙ [병원] 부상자 상태 확인
∙ [연구실 책임자] 연구실 내부 상황 확인

h:00+20

∙ [안전담당 부서] 사고수습을 위한 역할 분담 및 수행
- 사고원인 조사 및 분석
- 사고조사 보고(기관 내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00+30

∙ [병원] 부상자 상태 안전담당 부서에 통보
∙ [안전담당 부서] 사고 상황종료 및 사고발생기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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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과부하로 인한 화재
단계

사고발생

시간
h:00+00

∙ [사고발생] 과부하로 인한 화재 발생
- 멀티콘센트에서 과부하로 인하여 화재 발생(연기, 냄새 등)

h:00+03

∙ [최초목격자, 실험동료, 연구실 책임자] 신고 및 전원차단
- 화재경보기 작동, 방화벽 동작, 초기 진화
- 연구실 책임자 및 주위 동료에게 사고내용을 전파
- 해당 연구실 분전반의 전원 차단
- 안전담당 부서 혹은 방재센터에 신고

h:00+05

∙ [안전담당서] 연구실 사고 접수
- 사고 상황 파악, 피해확대 예방조치사항 지시
- 개인보호구 구비 후 현장 출동

h:00+10
사고대응

사고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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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실험동료, 연구실 책임자] 조치 및 상태 확인
- 피해확대방지를 위하여 위험요소 제거
- 소규모 화재 발생 시 C급 소화기를 사용하여 진화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피해 확대 방지 조치
- 현장 통제 및 위험요소 제거
∙ [119] 화재 진압

h:00+15

∙ [안전담당 부서]
- 사고 관련 정보 수집 및 2차사고 확대방지 조치

h:00+20

∙ [연구실 책임자] 연구실 내부 상황 확인
- 부상자 유무 및 피해재산 파악

h:00+20

∙ [안전담당 부서] 사고수습을 위한 역할 분담 및 수행
- 사고원인 조사 및 분석
- 사고조사 보고(기관 내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00+30

∙ [안전담당 부서] 사고 상황종료 및 사고발생기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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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병원성 물질 유출
단계

시간

주요 내용

h:00+00

∙ [사고발생] BAL2 내 LMO HCV 바이러스 사용 중 보관함 파쇄로 인한 부상 및
병원체 유출 및 연구자 감염 위험 발생
- BSL2에서 병원체 사용 중 용기 파쇄로 인한 부상 및 감염 위험상황, 파쇄로
인한 LMO 병원체 오염 확산 가능성이 있으나 연구실 내부라 자체 확산제어가
가능한 상황(주의 단계)
∙ [사고자] 상황전파
- 목격자는 연구책임자 또는 생물안전관리 부서에 사고 전파

h:00+01

∙ [사고자, 목격자, 연구실 책임자] 초동조치, 응급처치 및 신고
- 목격자, 연구실 책임자는 사고 발생 시 즉시 접근 통제 조처
- 부상자의 오염된 보호구, 개인 복장에 소독제를 도포 후 탈의, 식염수 알콜 등으
로 부상부위를 씻긴 후 지혈소독 등 부상자 지원, 119에 신고
- 생물안전 위원회 및 생물안전 담당 부서 보고

h:00+05

∙ [생물안전담당 부서] 연구실 사고 접수
- 사고 상황 파악, 피해확대 예방조치사항 지시
- 지휘계통에 보고 및 생물안전사고대응 키트, first aid kit 등 준비 후 현장 출동

사고발생

h:00+08
사고대응

사고복구

∙ [생물안전관리자] 연구실 주변 출입통제
- 초동조치 (부상자 조처 확인 후 추가 조처, 유출구역 출입통제, 경고 표지판 부착,
상황전파 및 대피, 확산 방지조치로 흡습제 도포, 소독제 살포 등)
- 입구에 구급대원 도착 시 부상자 안내 지시
∙ [연구실 책임자 또는 생물안전관리자] 피해 확대 예방을 위한 조치
- 부상자 지원(MSDS/GHS, 병원체 정보 확보) 후 병원에 이송
- 사고 현장 탈 오염 처리 시작 및 사고 조사 시작(사진 촬영 등)

h:00+10

∙ [생물안전담당 부서]생물안전 위원회에 사고 대책 논의
- 병원체 특성에 맞는 부상자 처리 방안과 탈오염 및 오염 확산 방지 논의

h:00+50

∙ [병원] 부상자 치료 상태 확인 2차 감염 가능성 확인
∙ [생물안전관리자, 연구실 책임자] 연구실 내부 탈 오염 상황 확인, 사용한 안전 보호
구 등 처리 후 실험실 재개 공지

h:00+55

∙ [생물안전관리 담당 부서] 사고수습을 위한 역할 분담 및 수행
- 사고원인 조사, 사고 유발자, 부상자, 목격자 인터뷰 및 분석 시작
- 사고보고 (기관 내부 상위 보고)

h:00+30

∙ [병원] 부상자 상태 확인 후, 이후 치료 및 2차 감염 진단 논의(4주 후 HCV항원
확인), 사고 조사 및 사고 재발 방지 방안 준비, 생물안전위원회 개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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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전기톱에 의한 손가락 상해
단계

사고발생

시간

주요 내용

h:00+00

∙ [사고발생] 전기톱에 의한 손가락 절단 사고
- 연구를 위해 목재를 전기톱으로 절단하던 중 부주의로 톱날에 의해 손가락 절단
∙ [사고자] 상황전파
- 부상자는 주위 동료에게 사고를 전파

h:00+01

∙ [사고자, 실험동료] 응급처치 및 신고
- 실험동료는 119 신고 및 응급처치
- 실험동료는 전기톱 가동 중지
- 안전담당 부서에 신고

h:00+04

∙ [안전담당 부서] 연구실 사고 접수
- 사고 상황 파악, 피해확대 예방조치사항 지시
- 지휘계통에 보고 및 현장 출동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사고 연구실 주변 출입통제
- 건물 관리실 담당자에게 입구에 구급대원 도착 시 사고연구실 안내 할 것을 통보
- 현장 외부인 출입 통제(안전담당부서 직원)

h:00+08
사고대응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피해 확대 예방을 위한 조치
- 사고기기 작동중지 확인 및 2차사고 발생 위험요소 확인
- 위험요소 발견 시 필요 조치 실시
- 현장 정보 및 사고자 정보 구급대원에게 전달
∙ [안전담당 부서] 사고 관련 정보 수집 및 현장 상황 파악

h:00+12

사고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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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담당 부서] 사고 및 부상자 관련 정보 수집
- 부상자 정보를 후송 예정 병원에 전달

h:00+16

∙ [병원] 부상자 상태 확인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 내부 상황 확인

h:00+25

∙ [안전담당 부서] 사고수습을 위한 역할 분담 및 수행
- 사고원인 조사 및 분석
- 사고조사 보고(기관 내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00+40

∙ [병원] 부상자 상태 방재연구센터에 통보
∙ [안전담당 부서] 사고 상황종료 사고발생기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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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고온멸균기에 의한 화상
단계

사고발생

시간

주요 내용

h:00+00

∙ [사고발생] 고온 멸균기에 의한 화상 사고
- 연구를 위해 고온 멸균기에서 실습도중 고온에 의한 화상 사고
∙ [부상자] 상황전파
- 부상자는 주위 동료에게 사고를 전파

h:00+01

∙ [사고자, 실험동료] 응급처치 및 신고
- 실험동료는 응급처치 및 119에 신고
- 실험동료는 고온멸균기 작동 정지
- 안전담당 부서에 신고

h:00+04

∙ [안전담당 부서] 연구실 사고 접수
- 사고 상황 파악, 피해확대 예방조치사항 지시
- 지휘계통에 보고 및 현장 출동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 주변 출입통제
- 건물 관리실 담당자에게 입구에 구급대원 도착 시 사고연구실 안내 할 것을 통보
- 현장 외부인 출입 통제(안전담당 부서 직원)

h:00+08
사고대응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피해 확대 예방을 위한 조치
- 사고기기 작동중지 확인 및 2차사고 발생 위험요소 확인
- 위험요소 발견 시 필요 조치 실시
- 현장 정보 및 사고자 정보 구급대원에게 전달
∙ [안전담당 부서] 사고 관련 정보 수집 및 현장 상황 파악

h:00+12

사고복구

∙ [안전담당 부서] 사고 및 부상자 관련 정보 수집
- 부상자 정보 후송 예정 병원에 전달

h:00+18

∙ [병원] 부상자 상태 확인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 내부 상황 확인

h:00+25

∙ [안전담당 부서] 사고수습을 위한 역할 분담 및 수행
- 사고원인 조사 및 분석
- 사고조사 보고(기관 내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00+40

∙ [병원] 부상자 상태 안전담당부서에 통보
∙ [안전담당 부서] 사고 상황종료 사고발생기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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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유해광선 사고 시 대응 시나리오
단계

사고발생

시간

h:00+00

주요 내용
∙ [사고자, 신고자]
- 해당실험장치 작동 정지
- 동료는 응급처치 및 대내외 신고
(연구실책임자, 안전담당부서, 건물 안내실, 인근병원 등)
∙ [안전담당 부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 교내 비상연락망에 의해 관계부서(○○부,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신속하게 전파.
-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현장 확인 및 관계자 진술청취.

사고대응

h:00+03

∙ [최초 발견자]
- ‘사고 시 비상연락망’을 통해 신고.
(동료, 연구실 책임자, 안전담당 부서 등)
- 교내보건소, 교내 출동차량, 인근병원 또는 119 출동차량 요청
※ 부상자를 인근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여 치료

h:00+05

∙ [연구실 책임자]
-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상황 경청 및 2차사고 예방 지시
- 사고현장 상주 및 부상자 병원 이송과 동행
- 유관기관 관계자 응대 및 주변 정리정돈

h:00+10

∙ [안전담당 부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 사고접수 및 사고 장비(레이저, 용접기 등)의 위험성 확인
- 사고현장 출동 및 안전보호구 착용(보안경, 안전장갑, 방진･방독 마스크 등)
- 사고현장 ‘접근 금지’ 테이프 설치
- 사고 상황 경청 및 기록, 비상연락망을 통해 보고
(담당부서 차상위자, 연관부서 및 대외기관(소방서, 경찰서, 과기부))
∙ [연구실 책임자]
- 사고원인 및 예방안 자체 강구

사고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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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00+20

∙ [안전담당 부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 2차사고 확대방지 조치
- 사고의 재발방지 방안 수립
- 보험사 공제급여, 피해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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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학생 안전교육 법적 근거

1.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개요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하 “안전교육법”)」에서는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관련규정)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23), 제10조1항24)
○ (시행일) 2020. 1. 29.
○ (입법취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하여 하나의 단일 법안으로 규정함으로써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

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안전교육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4) 제10조(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
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2. 학교 안전교육 관련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 안전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에 관한 사항이 학교의 교과과정 등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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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생 교내･외 안전관리

1. 학생 단체 활동 안전교육 및 점검
가. 안전 교육
○ OT, MT, 현장실습, 졸업여행, 봉사활동, 현장견학, 어학연수, 교직원, 체육대회 및 축제
등 집단연수 시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사전 안내･교육 하여야 함
○ 행사 전후 기상예보 상황 확인 후, 숙박･교통수단 등 일정 연기, 취소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
고 신속히 조치하여야 함

나. 단체 활동 사전 점검 사항
점검항목

세부 내용

① 계획수립

1. 대학본부 또는 학과 책임 하에 실시하되 학생의견을 충분히 수렴하
여 반영
2. 계획수립에 예산, 일정, 장소, 참여인원, 이동방법, 숙박시설, 프로
그램,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명기

② 숙박시설

1. 지자체 안전점검 결과 확인
2. 숙박시설 보험가입 여부

③ 교통수단

1. 차량 보험가입 여부
2. 차량상태, 운전자 자격 확인
3. 운행 전 운전자 상태 점검 및 안전띠 착용

④ 단체보험 가입

1.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가입
※ 보상범위가 충분치 않을 경우 별도보험가입

⑤ 행사(계약) 전(前) 답사

1.
2.
3.
4.

⑥ 참여 학생 안전교육 실시

1. 음주, 폭행(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예방
2. 소방시설 및 대피로 정보 제공

⑦ 교직원 동행

1. 단체 행사 시 교직원 필히 동행 지도

⑧ 기타

1. 행사 전후 악천 후 등 각종 재난이 예측되는 경우 행사 연기 또는
취소
2. 행사 시 간호사 배치 또는 구급약품 비치
3. 유사시 학교, 소방서, 경찰서에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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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여부
시설물 안전 점검 여부 확인
응급상황 대비 체계 확인
유사 시 차량 접근성 및 진입로 확인

비고

제1장 학칙

제2장 입학

제3장 학사

제4장 수업

제5장 학적

제6장 교원인사 제7장 안전관리

다. 단체 활동 주요사항
가) 입학 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반드시 대학 측 주관하여 실시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대학교육의 일환으로 학생 보호의 책임이 있는 대학 측이 주관25)하
여 실시
※ 학생들에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학은 주관여부와 관계없이 사고처리 등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학생회 주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불허 권고

나) 대학과 무관하게 진행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사고 발생 시 엄정히 대처
○ 대학과 무관하게 진행된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행사를 주관한 측에 책임이 있음
을 분명히 하고, 사고 발생 시 행사 주관자 징계 등 엄정한 재발방지 대책 강구
※ 대학당국에서 주관하지 않고, 학생회 등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행사는 학부모에게 고지하여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다) 대학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 신입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대학생활 설계 및 적응을 지원하는 등 본래
취지에 맞게 프로그램 편성･운영

라) 학생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 대학생의 집단연수 운영 시 최소 준수사항 기준을 적용하고, 교직원 동행 의무화

2. 현장실습 사전 점검 및 교육
가. 대학은 현장실습을 나가기전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
○ 현장실습의 목적 및 도착신고 요령
○ 현장실습의 내용 이해와 이행 요령
○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
○ 현장실습 중지사유 등
○ 현장실습 업체의 고압적 행위, 성폭력 등에 대한 주의 및 예방 등

25)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교육부 2014.3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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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장실습 사전 점검(교육) 내용
구분

학생

점검(교육) 내용
계획
∙ 현장실습 신청

운영

평가

∙ 현장실습 참여
∙ 현장실습 일지 작성
∙ 현장실습 성적확인
∙ 지도교수에게 서류제출(도착신고서, 현장실
습약정서, 산업체평가서, 만족도조사 설문지)

학부(과)
지도교수

∙ 현장실습 업체 배정
∙ 현장실습 순회지도
∙ 학부(과)별 현장실
∙ 성적평가(산업체 평가
- 현장실습 기간 중 1회 이상 산업체를 방문
습 사전교육 실시
서, 현장실습 일지)
하여 현장실습을 지도, 확인
∙ 참여업체 발굴
∙ 담당부서에 서류제출
∙ 산업체 평가서 관리
∙ 현장실습 일지 관리

담당부서

∙ 현장실습 기본계 ∙ 현장실습 보험 가입
획 수립
- 실습생의 상해치료 및 산업체 시설물 손괴 ∙ 서류접수 및 성적입력
안내
∙ 현장실습 참여 안
에 대한 변상에 대비한 보험가입
∙ 현장실습 만족도 조사
내문 산업체 발송 ∙ 현장실습 사전교육 보고서 접수
∙ 순회지도결과 보고서 접수

산업체

∙ 현장실습 승낙서 제출
∙ 현장실습 참여 안 ∙ 약정서 및 도착신고서 제출
내문 접수 및 확인 ∙ 현장실습 실시
∙ 산업체평가서 작성 제출

다. 현장실습 안전사고 발생시 조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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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 만족도 조사
참여

확인

제1장 학칙

제2장 입학

제3장 학사

제4장 수업

제5장 학적

제6장 교원인사 제7장 안전관리

제4절 대학 생활 안전

Ⅰ

감염병 대응관리

1. 「감염병 예방법」의 개요
○ 학생과 교직원의 감염병 이환(병에 걸림)을 예방하고 대학 내 감염병을 조기 발견하여 사후
조치를 신속하게 함으로써 유행 확산을 방지하여 대학이 기능을 유지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함.

○ (관련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26)
○ (입법취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참고자료
- 학생 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매뉴얼(대학교용): 교육부 2016.12.
- 「감염병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 7.

2. 대학의 대비 및 대응
가. 개 요
○ 대학 내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단순한 감기 혹은 설사환자 외에 특이사항 없이
일반적인 상황을 유지하는 경우로 감염병 환자 발생과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에 대비
하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다음의 활동을 수
행함.

26) 법 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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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단계별 대응 관리
점검항목

세부 추진 내용

∙ 대학은 학교 내 감염병 환자 발생과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에 대비하여 감염
병 관리조직의 구성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자체적
인 관리원칙(예: 감염병 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대학 내에서 수행되는
관련 활동들은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자체 관리원칙은 대학 내 감염병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기구(예: 감염병관리위원
① 감염병 관리를 위한
회)에서 의결을 거친후 총장의 최종 승인을 얻어 적용함.
대학 자체 관리원칙
∙ 이 원칙에는 대학 내 감염병 관리조직의 구성, 감염병 발생감시체계의 구축,
수립
예방접종 관리, 집단거주시설 관리, 방역 등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각종 조치
사항을 포함함.
∙ 총장은 감염병 관리조직의 구성에 있어 반드시 감염병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기
구를 설치하며, 총괄관리자와 각 조직(부서)별 담당자(예: 감염병 관리자)를 지
정하여야 함.

②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 감염병 총괄관리자는 매년 2월 말까지 당해 연도의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을
수립한 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함.
∙ 계획에는 감염병 관리조직 구성, 감염병 예방 교육 연간 실시 계획, 방역물품
비축 계획, 방역실시 계획, 예방접종 관리 등을 포함함

③ 대학 내 감염병
관리조직 구성

∙ 총장은 매년 2월 말까지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에 포함하여 감염병 관리조직을
구성함.
∙ 감염병관리위원회(가칭), 감염병 총괄관리자, 감염병 발생감시 담당자와 각 부
서별 감염병 관리자를 지정하고, 대학 내 감염병 발생감시,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 활동, 감염병 위기 발생시의 학사 관리,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함.
∙ 감염병 총괄관리자는 대학 내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시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발생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함

④ 감염병 발생 감시
체계 구축 및 운영

[그림. 대학의 감염병 발생감시체계 구축 사례 참조]

⑤ 예방접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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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학생 및 교직원 대상
- 감염병 총괄관리자는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학교 내 유행을 예방하기 위하
여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적기에 예방접종을 하도록 정기적으로 권장함.
∙ 감염병 고위험군 대상
- 기숙사 입소생들은 단체 생활로 인해 감염병 발생 시 전파위험이 높으므로
전파 위험성이 높거나 발생 시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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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제1장 학칙

제2장 입학

제3장 학사

점검항목

제4장 수업

제5장 학적

제6장 교원인사 제7장 안전관리

세부 추진 내용

비고

- 병원에서 임상실습을 하는 보건의료전공자의 경우 실습과정에서 감염위험이
높은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의 실시를 권장함
∙ 해외 전입 학생 대상 예방접종 관리(권장)
- 국가예방접종의 접종력을 확인할 수 없는 해외 전입 학생의 경우에는 접종여
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 접종을 권고함.
∙ 감염병 총괄관리자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및 대처 능력의
향상을 위한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행함
∙ 교육의 내용에는 감염병 일반 예방수칙(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방
⑥ 감염병 예방 교육
법, 감염병 증상 발생시 행동요령, 해외여행 시 감염병 예방요령 등을 포함.
실시
∙ 교육은 대학보건실 직원이나 감염병 관리자가 담당하며, 강의, 교내 방송, 교육
자료 게시, 관련동영상 시청, 실습(예 : 손씻기 등), SNS 등의 다양한 방법 중
가장 적절한 방법을 이용함.
∙ 필수인력 지정 및 방역물품 비축
- 감염병 유행이나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 시 감염병 업무를 담당할 필수
인력을 지정하고 적절한 방역 물품을 비축함.
※ 감염병 대응 필수인력 지정(예시) : 감염병 총괄관리자, 감염병 발생감시
담당자, 감염병 담당자, 대학보건실직원, 경비 인력 등
- 비축한 방역물품을 사용한 경우 재구매를 통하여 적정 수량을 유지함.
- 방역(소독) 실시
･ 소독은 정기 소독, 임시 소독, 대학보건실 소독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
⑦ 방역활동

세부지침

적용범위

정기 소독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전체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
∙ 연초에 수립한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중 방역 계획에 따름

임시 소독
∙ 학교 내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유행시 해당 공간에 대해
실시
(감염병 발생 시)
대학보건실 소독 ∙ 평상시 대학보건실의 공간, 장비 및 물품 등의 소독 시행 시

∙ 정기 소독 실시 계획 수립, 예산 확보, 방역업체 선정/계약, 실시 여부 확인
- 시설별 소독 담당자는 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총장 재량에 따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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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 내 감염병 의심 증상자의 발견에 따른 대응활동
가. 개 요
○ 대학 내 감염병 (의심)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에는 대학은 감염병 관리조직을 동원하여 감염병에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서 감염병의 위
기로부터 학교와 그 구성원들을 보호하여야 함.

나. 대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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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계별 대응내용
○ 학교에서 감염병 의심 증상자를 발견하면 즉시 의료기관 진료를 통해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혹은 감염병이 아닌 것을 확인할 때까지 다음의 활동들을 수행함.
대응활동

대응활동 내용

비고

∙ 감염병 관리자나 교수, 조교 등이 발견한 경우
- 감염병 관리자나 혹은 교수, 조교가 평소 업무 수행 중 아파보이거나 감염병
감염병 의심 증상자
이 의심되는 학생또는 교직원을 발견한 경우 의료기관 진료여부를 확인하고
발견 및 의료기관 진료
미 진료 시 의료기관이나 대학보건실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도록 안내함.
- 교수나 조교가 발견한 경우 관련 사실을 감염병 관리자에게 통보하면, 감염
요청
병 관리자는 추후 진료결과를 확인하고 감염병 (의심)환자인 경우는 감염병
발생감시 담당자에게 연락함.

대학보건실
환기 및 소독

∙ 감염병 의심 증상자의 방문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기 또는 소독을
실시함.
- 환기는 최소한 2~3시간 동안 창문 및 문을 열어 실시함.
- 소독은 「소독제를 이용하여 오염 가능성이 높은 물체(예 : 책상, 의자,출입
문 손잡이, 접수대 등) 표면을 닦음.
∙ 감염병 관리자는 의료기관 진료 결과를 확인한 후 조치하며, 그 결과를 해당
부서의 책임자(학장, 대학원장, 처장 등) 및 감염병 발생감시 담당자에게 알림.
∙ 감염병 발생감시 담당자는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을 확인한 즉시 감염병 총괄
관리자와 교육부에 보고하고 추가환자 파악 등의 활동을 수행함.

의료기관 진료 결과
확인 및 조치

※ 의료기관 진료 결과에 따른 조치
∙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확진된 경우 격리 기간 동안 등교 또는 출근을 중지
함(이 때 격리기간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소견을 따름).
∙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확진 여부를 확인 시까지 등교 또는
출근을 중지함.
∙ 격리가 필요 없는 감염병의 확진 또는 의심인 경우 학교에 복귀함.
∙ 정상이거나 비감염성 질환인 경우 학교에 귀가함.

라. 예방 수칙
○ 평상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할 것
(비누로 충분히 손을 씻고, 비누가 없으면 알코올 손세정제를 사용)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에는 화장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릴 것
(화장지나 손수건이 없다면 대신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림)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말 것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할 것
○ 발열 및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즉시 병원 진료를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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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식품위생(식중독) 예방 및 대응

1. 식중독 개요
○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
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식품위생법 제2조
제14호)
○ 원인물질에 따라 세균성 식중독, 바이러스성 식중독, 원충성 식중독, 화학성 식중독, 자연독
식중독으로 분류된다. 원인물질에 따라 각각 다양한 증세를 유발할 수 있다.
○ (관련규정)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27),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 관리)28)
○ (입법취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위함

2. 대응체계 마련
○ 급식위생관리 철저
○ 식중독과 세균성이질 등 수인성/식품매개전염병의 발생에 대비하여 집단발병을 조기에 감
지하여 신속히 치료
○ 발생지, 발생장소, 규모, 주요증상, 감염경로, 잠복기간, 예방 수칙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
수집을 통해 단계별 대응
○ 유관기관의 준비 및 대응태세, 협력체계 등 마련

3. 관할 보건소와 협조사항
○ 학교에서 식중독 등 집단 환자 발생 시는 신속하고 원활한 사태수습과 보건당국의 정확한
역학 조사를 위하여 학교와 관할 보건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

27) 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
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
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8) 규칙 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①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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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생 후 조치사항
○ 환자발생(2명 이상) 사실을 관할보건소, 유관기관에 즉시 신고
○ 학부모, 대외홍보 등 부가조치 수행
○ 보존식을 폐기하지 않으며, 먹는 물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지 않음
※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현장을 보존하고 보건소의 역학조사 가검물 수거이후 폐기 및 소독을 실시함

○ 설사증상이 있는 학생을 신속히 파악하여, 최초 발병일시 및 급식여부를 기록. 질병에 따라
잠복기가 긴 질환이 있으므로 매일 환자현황을 파악하여 새로운 환자를 추가로 기록
○ 식중독 등 집단발병이 수습되고, 식중독 재발요인이 없으면 학교에서는 급식을 재개하고,
식중독 발생 원인제공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구토록 하여 학교급식 위생관리에 대한 책무
성과 경각심을 제고함

5. 예방 수칙
식중독 예방 3대 원칙
1) 손 씻기
- 손은 30초 이상 세정제(비누 등)을 사용하여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이 씻고 흐르는 물로 헹구세요.
2) 익혀먹기
- 음식물은 속까지 충분히 익혀 드세요(중심부 온도가 75℃(어패류는85℃), 1분 이상)
3) 끓여먹기
- 물은 끓여서 마셔야 해요

식중독 예방 10대 원칙
1) 안전을 위하여 가공식품을 선택
- 과일 및 채소류는 미생물 등에 의한 오염도 있을 수 있으니 살균되거나 청결히 세척된 제품 선택
2) 적절한 방법으로 가열 및 조리
- 식중독 등을 유발하는 위해미생물을 사멸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히 가열할 것
고기는 70℃ 이상에서 익혀야 하고 뼈에 붙은 고기도 잘 익히고 냉동한 고기는 해동한 직후에 조리
할 것
3) 조리한 식품은 신속히 섭취하자
- 조리한 식품을 실온에 방치하면 위해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조리한 가능한 빨리 먹을 것
4) 조리식품을 저장 및 보관할 때에는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 조리식품을 4-5시간 이상 보관할 경우에는 반드시 60℃ 이상이나 10℃ 이하에서 저장해야 하면 먹다
남은 유아식은 보관하지 말고 버리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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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장하였던 조리식품을 섭취할 경우 재 가열해서 먹을 것
- 냉장보관 중에도 위해미생물의 증식할 수 있는 만큼 재 섭취할 경우 70℃ 이상의 온도에서 3분 이상
재가열 후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조리한 식품과 조리하지 않은 식품이 서로 접촉되어 오염되지 않도록 할 것
- 가열 조리한 식품과 날 식품이 접촉하면 식품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합시다.
7) 손은 철저히 씻으십시오.
- 손을 통한 위해미생물의 오염이 빈번하므로 조리 전 및 다른 용무를 본 후 반드시 손 씻기
8) 조리대는 항상 청결을 유지할 것
- 부엌의 조리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 위해미생물이 음식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행주･도마 등
조리 기구는 매일 살균, 소독, 건조하여 주세요.
9) 쥐 및 곤충 등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음식보관에 유의하십시오.
- 곤충, 쥐, 기타 동물 등을 통해 위해미생물이 식품에 전염될 수 있는 만큼 동물의 접근을 막아 보관
10) 깨끗한 물로 조리할 것
- 깨끗한 물로 세척하거나 조리를 하여야 하며 의심이 날 경우 물을 끓여 사용하여야 하고 유아식을 만들
때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542

2020 전문대학 학사편람

제1장 학칙

Ⅲ

제2장 입학

제3장 학사

제4장 수업

제5장 학적

제6장 교원인사 제7장 안전관리

대학 시설물 안전관리

1. 정기 안전점검 실시(건축물, 옥외 구조물 등)
가. 관련규정 근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29)
나. 주요 점검사항(예시)
○ 해빙기, 동절기 안전점검
- 건축물 및 옥외 구조물 등의 구조안전 여부
- 기둥, 보, 외벽 등 주요구조부의 손상 균열
-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성
- 학교 옹벽, 담장, 절개지 등 안전성 여부
- 누수, 훼손, 오염, 탈락 등 보수를 요하는 사항
- 감지기, 경보설비, 소화전, 승강기 등의 기계설비
- 일반 전기설비, 비상전원, 조명 등의 전기설비
- 공사현장 가설물(가설전기 포함) 안전조치 및 현장정리 상태
-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
○ 장마철 대비 안전점검
- 건축물 옥상 루프드레인 점검 및 청소상태
- 옥외 배수로 상태 및 청소상태 점검
- 바람에 의한 비산 낙하물 등의 점검
- 지하 변전실 및 기계실 침수대비 양수기 확보현황
- 장마철 대비 공사장 안전조치 여부(배수로 정비, 절개지 상태, 시설물 관리상태, 장마대비
양수기 및 마대 등 확보 현황)

2. 화재 취약지구 안전점검 강화
○ 동아리방, 실험실, 기숙사 등 화재 취약지구에서 취사, 흡연, 불법 냉･난방기 사용 등 행위
엄격 규제
- 화재 취약지구에서의 취사 및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강화, 소화기 비치 등
29) 법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은 정기점검･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안전점검 대가
(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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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사항
가.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 우선 편성
○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을 보수･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등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노력 강화

나. 학생통학버스 안전대책 강화
○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버스의 경우 차량 안전 점검, 운전자 적격 심사 여부, 학생 교통
안전 교육 등을 통해 안전성 확보
- 학생회 등에서 직접 버스계약 등을 체결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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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급상황 시 행동 요령

1. 화재발생
가. 행동 요령
○ 신속한 상황통보
- 화재가 발생한다면 당황하지 말고 “불이야”라고 외치고, 화재경보기를 작동시켜 화재사
실을 전파함과 동시에 주변에 전파 후 소방서에 신고한다.
※ 화재 신고요령 : 화재 내용과 주소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하며,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는다.
ex) ○호관 2층 ○호 ○실습실에서 가스폭발로 인한 불이 났어요!
※ 화재초기의 안전조치 : 전기에 의한 화재 발생 시에는 우선 전원을 차단한다. 유류에 의한 화재하면 분말소
화기, 모래주머니, 이불 등으로 최단 시간에 소화하여 초기 소화가 불가능할 때는
지체 없이 밖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 건물 내 화재발생시 행동 요령(예시)
구 분

단계별 행동요령

화재경보

화재 발생 시 대학 내 소화전 상단의 비상버튼을 눌러 화재상황을 대학 내 모든 사람
에게 알린다.

신 고

대학 내 비상전화 혹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학본부에 신고하여 상황을 알린다.
대학본부는 신속히 자체대응반을 운영하며, 119소방본부에 상황을 전파한다.

초기진화

초기 화재장소를 목격한 인원은 화재 시 대학 내에 비치된 소화기와 소화전을 사용하
여 초기진화를 한다.

대 피

비 고

관리부

화재장소에서 진화가 안 될 시 안내에 따라 외부로 질서 있게 대피한다.

○ 소방자위대 소화 및 구조 활동
- 화재발생 사실이 전파되면 편성 운영 중인 소방자위대의 반별로 개별 임무를 즉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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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피요령
○ 비상구 및 계단 등 개구부를 통하여 대피할 때에는 반드시 문을 닫고 피하여 불길과 연기의
확산을 지연시킨다.
○ 통로의 유도등에 따라 낮은 자세로 침착하고 질서 있게 신속히 대피한다.
○ 연기 속을 통과하여 대피 할 때에는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하
며, 불길 속을 통과할 때는 담요나 수건을 적셔 몸과 얼굴을 감싸고 신속히 대피한다.
○ 승강기는 화재 발생 층에서 열리거나 정전으로 멈추어 안에 갇힐 우려가 있고 엘리베이터
(승강기)통로 자체가 굴뚝 역할을 함으로 질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승강기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문손잡이가 뜨겁거나 문틈에서 연기가 새어 들어오면 이미 밖에 불이 번져 있거나 유독가스
가 있다는 증거이므로 절대로 문을 열어서는 안 되며, 젖은 옷이나 이불로 틈을 막아 연기
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다. 실내에 갇혔을 때 행동요령
○ 건물 내에 화재 발생으로 불길이나 연기가 주위까지 접근하여 대피가 어려울 때에는 무리하
게 통로나 계단 등을 통하여 대피하기보다는 건물 내에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갇혀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린다.
○ 화기나 연기가 없는 창문을 통해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창밖으로 던져 갇혀 있다는 사실
을 외부에 알린다.
○ 연기가 창문이나 문틈 사이로 새어 들어오면 담요나 시트, 작업복 등을 물에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호흡한다.
○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옥상으로 대피하여 바람을 등지고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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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진 발생
가. 상황별 행동요령

* 출처: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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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소별 행동요령

* 출처: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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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피시 주의사항
○ 화재가 발생하면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은 후 연기를 피하여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대피합니다.
○ 야간에는 넘어지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으니, 손전등을 사용하여 조심해서 대피합니다.
○ 겨울철에는 추위로 몸 상태가 나빠질 수 있으니,두꺼운 옷이나 휴대용 난로 등을 준비하여
추위에 대비한 후 대피합니다.
○ 지하 공간에서는 정전 시 벽에 붙어 이동하고 가까운 출입구를 통해 밖으로 나갑니다.
○ 끊어진 전선을 비롯한 사고의 위험이 있는 물건은 만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대피 중에 휴대전화, 이어폰 등을 사용하면 발을 헛디뎌 부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을
자제합니다.
○ 화장실, 욕실에 있을 때는 거울이나 전구 등의 파손으로 다칠 수 있으니, 욕실에서 나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 갇혔을 때는 주변의 딱딱한 물건을 이용하여 소리를 내어 구조를 요청합니다.

3. 응급조치법
○ 의식이 있는 성인과 소아의 기도폐쇄 시 응급처치 흐름도

No

No

의식 확인,119 신고

기도 개방 후 인공호흡 1
회 실시하면서 가슴 상승
유무 확인

Yes

No
Yes

말 할 수 있는지
확인

복부 밀어내기 실시
No

재기도 개방 후 인공호흡 1
회 실시하면서 가슴 상승유
무 확인

가슴압박(30회)/인공호흡(2회)
2회 인공호흡 전, 기도를 개방하고
입안에 이물질을 확인 후 이물질이
보이면 제거

Yes

Yes

기침을 유도하고 등
을 두드리지 않기

기도 폐쇄가 해소되었거나
무의식이 될 때까지 계속

기본 인명 구조술에 따른 처치

<복부 밀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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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폐쇄 응급처치(복부 밀어내기법)

기도폐쇄(초킹사인)를 확인
하고 도와주겠다고 동의를
얻는다.

1

기도폐쇄 확인

4

이물질 확인

계속 복부 밀어내기를 반복하
지 말고 한번 할 때마다 확실하
게 시행하고 그때마다 이물질
이 제거되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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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 쥔 손의 엄지 쪽을 댄다.

복부밀어내기 위치
복부 밀어내기

2
3

다른 한 손으로 주먹을 감싸 쥐고 환
자의 복부 안쪽, 위 방향(45도 후상
방)으로 빠르게 밀어 당겨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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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폐소생술(CPR) 실시 방법

551

○ 자동제세동기(AED)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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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부록(각종 Checklist 예시)

Ⅰ

연구실 안전점검 Checklist(예시)

1. 정기점검･특별안전점검 실시 내용
검사항목

일반사항

연구실내의
물질관리

검사방법

비고

∙ 모든 사고를 기록 제출하고 있는가?
∙ 각 연구실의 대피 경보기가 작동되는가, 주기적으로 점검되고 있는가?
∙ 전체 건물에 대한 일반 경고 시스템이 비상시에 작동되는가?
∙ 연구실내 냉장고에 일반음식물을 보관하고 있는가?
∙ 연구실이 최소 두개이상의 출입구가 있는가?
∙ 시약병은 표식이 명시하는 시약이 들어있는가?
∙ 승인된 실험만 시행하고 있는가?
∙ 가스 용기는 캡이 씌워져 있는가?
∙ 용기를 이동 시키는데 손수레를 이용 하는가?
∙ 염소 또는 황화수소 등의 용기는 두 사람 이상이 항상 취급하는가?
∙ 유리시약병이 흔들리거나 구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반앞에 보호대가 있는가?
∙ 위험한 퓸, 화재, 폭발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반응성이 있는물질을 분리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 휘발 액체를 전열기, 태양열, 전기스위치 등과 떨어져서 보관하고 있는가?
∙ 가연성 물질을 보관하기 위해 특수 캐비닛을 사용하는가?
∙ 산 또는 암모니아 등의 취급 시에는 국소배기장치 내에서 하는가?
∙ 연구실 안전 지침 등이 연구실에 비치되어 있는가?
∙ 연구실에서 혼자 실험하는 것을 금지하는가?
∙ 환기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 드라이 오븐은 열에 의한 압력 급상승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가?
∙ 연구실에서 이용되는 위험 물질을 작은 양으로 보관하는가?
∙ 모든 암 유발 가능 시약은 표식 되어 있는가?
∙ 비상연락번호를 연구실내 적당한 곳에 비치하고 있는가?
∙ 흄 후드는 연구실내 사용가능하도록 기능하는가?
∙ 흄 후드는 안전 유리창 등의 보호막이 있는가?
∙ 모든 수은 보관함에는 마개가 있는가?
∙ 화학물질 보관 드럼통은 전도 방지 장치가 있는가?
∙ 인화성 물질의 취급 장소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가?
∙ 산 및 알칼리 화합물은 격리보관 하고 있는가?

구급의료

∙ 구급 의료함은 쉽게 이용가능 한가?
∙ 응급구조자는 충분한 지식이 있는가?

화재 안전

∙ 자동 스프링클러 및 화재 호스는 적절히 배치되어 있는가?
∙ 화재진압설비가 적절히 설비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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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검사방법

개인보호구

∙ 마스크와 고글은 적절한 곳에 배치되어 있는가?
∙ 안전 장비에 대한 위치 및 사용법에 대해 연구자들을 교육하는가?
∙ 안전샤워시설을 쉽게 사용가능하고 주기적으로 테스트 하는가?
∙ 적외선 및 자외선 사용시 필요한 고글을 적당한 곳에 배치하였는가?
∙ 산중화제는 적당한 곳에 배치되어 있는가?
∙ 과산화물을 형성하는 화학물질은 반입날짜와 사용시점이 명기된 표식이 있는가?

전기안전

∙ 분전반의 전압, 차단기의 정격, 잠금장치, 접지 및 보호설비와 위험표지는 적정한가?
∙ 관계자외 접근 또는 조작되지 말아야 할 차단기, 개폐기, 스위치 등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가?
∙ 각종 충전부위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히 은폐, 엄폐되어 있는가?
∙ 사용하는 차단기는 배선 및 기기를 보호하기위한 적합한 용량인가?
∙ 모든 사용기기는 누전차단기가 사용되고 있는가?
∙ 가연성 가스가 발생되는 장소의 전기설비는 방폭구조인가?
∙ 금속성 외함을 갖는 기계기구는 그 외함이 접지되어 있는가?
∙ 비규격, 비승인된 전기기구는 사용되고 있지 않은가?
∙ 각종 손상, 발열, 접촉 불량, 분진의 누적, 습기 등은 없는가?
∙ 각종 안전 차단장치는 적정히 동작되고 있는가?
∙ 전선의 행선은 명확하고 확인이 가능한가?
∙ 문어발식 배선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 220V의 3kW (110V 1.5kW) 이상의 전력사용 기기를 전용콘센트 없이 벽부콘센트
또는 15A 이하 규격의 콘센트에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생물안전

∙ 미생물의 신체 접촉시 알코올 소독을 하고 있는가?
∙ 실험 후 균체는 멸균 폐기 하고 있는가?
∙ 사용한 주사침은 전용용기로 수거 하는가?
∙ 세균 또는 세균오염물질을 취급하는 실험자는 보호 장비를 착용 하는가?
∙ 세균의 보관 장소 및 보관 상태는 적정한가

기계･물리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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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시작 전 작업장에 위험요소는 없는가?
∙ 기계･기구 주위에 인화성이나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는가?
∙ 위험 부위에 안전 보호막이 설치되어 있는가?
∙ 작업 절차서를 숙지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서를작성하여 비치하여 두고 있
는가?
∙ 기계나 기구의 취급은 인가자에 한하여 작동되고 있는가?
∙ 작업 시에 적합한 복장, 보호구, 보호 장갑, 안전화 등을 착용하는가?
∙ 사용할 수 없는 기계･기구에 고장 표지를 부착하고 잠금장치를 해 두었는가?
∙ 기계･기구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정기적인 청소, 점검,수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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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밀안전진단 실시 내용
검사항목

검사방법

소방안전

∙ 배관에 설치된 불연성의 재료 또는 난연성 재료 설치상황의 도면과 일치여부 및
재료의 시험 성적서를 확인- 화재감지기 작동상태 적합여부

화공안전

∙ 통행시설의 설치상황이 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 외관에 사용상 지장이 있는 부식, 균열 및 흠 등의 손상 확인
∙ 경계표지와 경계책, 식별표지와 위험표지의 설치장소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및 적정설치여부 확인
∙ 설치장소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적정 설치여부 확인

기계･기구안전

∙ 정격 전류와 전압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 기계의 전기배선은 용량에 맞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
∙ 설치장소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적정설치여부 확인- 냉각수의 정상 작동
진단
∙ 고장의 유무 등 작동상태 진단

전기안전

∙ 인입 전로의 전압 측정
∙ 분전반의 접지저항 측정 및 접지상태 점검
∙ 각종 기기의 접지상태 점검
∙ 차단기의 정격과 배선의 굵기 등 현장기기의 명판과 설계도서 및 육안 비교
판독
∙ 분전반의 각 분기회로 절연저항 측정
∙ 히터, 교류 유도 전동기 등을 사용하는 장치의 경우 해당기기의 절연저항 측정
(단, 전자식 제어기기의 경우 손상을 주지 않는 전압사용)
∙ 고압 발생기기의 경우 주변 절연물질의 손상여부 절연능력의 유지여부 점검
∙ 유해광선 발생기기의 경우 주변 배선의 각질 현상 등 피복의 손상여부 점검
∙ 고온 발생기기의 경우 기기 주변 배선의 과열, 손상 여부 점검
∙ 증기, 습기를 취급하는 기기의 경우 내부 및 주변 결로, 누전발생 여부 점검
∙ 분진을 취급하는 기기의 경우 내부 및 주변에 분진의 침착, 탄화 등의 상태를
점검하고 누적된 분진은 분진제거 작업을 동시에 실시
∙ 부식성 가스를 취급하는 기기의 경우 내부 및 주변에 양압 유지 또는 밀폐유지
상태 점검 및 전기회로의 부식여부 점검
∙ 방폭 지역의 경우 방폭 범위의 도면판독과 방폭 기기의 시험성적서 및 시공 상태
비교 판독
∙ 정전기 제거조치가 필요한 장소의 경우 정전기 방지대책에 대한 현장 조사
∙ 배선용차단기의 단자 접속 상태, 발열상태 점검
∙ 적외선 또는 열화상 측정
∙ 각종 배선기기의 설치위치 설치상태 고정상태 등의 적합성 점검
∙ 각종 배선기기의 전원용량 배분의 적정성 검토
∙ 각종 전기설비 및 배선, 전기기기의 손상, 손괴, 과열, 변색,접촉 불량 등을 점검
∙ 문어발식 배선 조사 및 혼잡배선 점검
∙ 각종 전기기기, 배선 등의 비규격 제품（부품）사용여부 조사
∙ 누전차단기(누전화재 경보기)의 동작 확인
∙ 각종 안전장치 차단기의 동작 확인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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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검사방법

가스안전

∙ 배관장치에서 가스의 종류 및 압력과 배관의 주위상황에 따른 가스누출검지경보
장치의 적정설치 여부 및 작동 성능 확인
∙ 고압가스 설비에 적합한 규격(눈금범위)의 압력계를 도면과 맞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확인
∙ 역류방지밸브의 규격, 설치장소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 용기 보관 장소 설치의 도면과 일치여부 확인
∙ 통풍장치 설비여부 및 성능 확인
∙ 가연성가스의 저장설비에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하는 통풍구조 적정성
(통풍이 잘되지 않는 곳은 강제통풍 시설 설치 확인)
∙ 가연성, 독성가스 및 산소의 사용설비를 수리 또는 청소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부
의 가스를 그 가스와 반응하지 아니하는 가스 또는 액체로 치환하는 등의 위해예
방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수리 보수 기록 등으로 확인
∙ 충전 용기를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때에는 손수레에 단단히 묶어 사용하고 사용종
료 후에는 용기보관실에 저장하는지를 확인
∙ 독성가스 시설의 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설치장소의 도면과 일치여부 및 적정설치
여부 확인
∙ 독성 가스는 안전한 저장능력 이하로 저장하는지 여부 확인
∙ 독성가스설비의 배관 적정시공여부 확인(원칙적으로 용접하여야 할 부분과 용접
으로서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플랜지접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
∙ 독성가스 저장설비에 가스누출 검지경보장치와 가스가 누출된때에 이를 흡수 또
는 중화할 수 있는 장치가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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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안전점검 Checklist(예시)

1. 학교 종합 안전점검
단계

점검사항

비고

∙ 각종 안전관리대장을 정기적으로 작성 및 관리
∙ 교내･외 각종 위험장소에 안전보건 표지판 및 포스터, 표어 등 부착
∙ 실내(복도) 미끄럼 방지 설치, 계단, 창문 옆 난간 등에 추락방지, 각종 체육시설물
등에 위험표지 부착
대학전반

∙ 안전에 대한 내용을 교내 방송 교육 시간에 편성하여 주기적으로 안전 불감증 및 심각
성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소방서와 협조하여 소방안전 체험교육 실시 및 소방시설 사용방법 교육
∙ 대학 내 구조물, 건축물, 기타 시설물에 붕괴 위험이 있을 때에는 사전 안전진단을
하는 등 위험방지 조치
∙ 복도 및 계단의 파손, 돌출부 유무 등
- 계단 및 복도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위험이 없도록 바닥을 안전 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
∙ 계단, 복도 등 비상구, 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에 “비상용”이라는 문구를 표시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

복도계단

∙ 강의실 및 복도 등 화재 발생 위험 장소 등에 소화설비 설치유무
∙ 강의실, 복도 등 전기로 인한 위험방치 유무
- 개폐기 분전함, 전로 등의 충전 부분의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폐쇄형 외형이 있는 구조로 할 것
- 충전부에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 계단 및 난간의 안전 유무
∙ 책상, 걸상의 안전도 및 못 등의 손실 여부 점검
- 책상 모서리 부분은 라운딩 마감 또는 충격완화 고무가대를 부착하는 등 충격으로
인한 상해 예방
- 정기적 수리, 교체로 못 등 위험물질 제거

강의실

∙ 전기 콘센트 등의 안전조치 등 점검
- 전기 용량 초과 사용 금지, 한 개의 콘센트에 문어발식 사용 금지
- 강의실 바닥 등의 전선은 묻힘형 또는 몰딩 조치
-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전기 콘센트에서 제거하여 보관
∙ 유리창 교체 및 청소 여부
- 깨어진 유리 교체 및 청소 시는 가능한 학생이 직접 하지 않도록 확인
- 추락 방지 안전 난간, 안전대, 안전망 설치
∙ 강의실 바닥 물기 제거 및 청결 유지
∙ 강의실 내 액자, 부착물 등 낙하 방지 조치
∙ 화장실 타일 및 바닥 미끄럼 방지 조치
∙ 형광등 등 조명 설비의 정기적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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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점검사항

비고

∙ 운동장 주변에 파손된 하수구, 맨홀 등의 신속한 개･보수 및 위험표지 설치
∙ 운동장 주변에 안전난간, 안전축대 설치
운동장

∙ 체육활동 전 충분한 준비운동 및 안전수칙 교육
∙ 기타 대학 및 각종 시설물 구조 진단 등 수시 안전점검 실시
∙ 담장에 5mm 이상 갈라진 곳 및 기울기 확인
∙ 축구 골대, 농구대, 철봉대 등의 적정 크기, 규격 등 구분 설치 및 용접 부위 결함
유무 확인

체육시설

∙ 축구, 핸드볼 골대 구조물 등은 색상이 있는 그물 설치로 전도를 방지하고 충격 완화용
고무, 스폰지 등으로 안전 보호대 설치
∙ 기타 대학 및 시설물 구조 진단 등 수시 안전점검 실시
∙ 독극물･유해물질은 잠금 장치를 하여 보관하고, 지도교수 지시에 따라 취급

실험
실습실

∙ 화학약품, 실험기기 사용 시 안전수칙 준수
- 모든 용기에는 약품의 명칭 기재
- 시약은 반드시 라벨을 확인한 후 깨끗한 용기에 필요한 양만 취하고, 쓰고 남은
시약은 원래의 시약병에 넣지 않음
- 화약약품과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도록 함
- 고열이 발생되는 실험기기에 대하여 (고열) 또는 이와 유사한(경고문) 부착
- 실험기계･기구는 협소한 장소에 설치하지 않도록 함
∙ 실험･실습실에서는 항상 방화수, 방화사, 소화기를 비치
∙ 실험･실습실 등에 배기판 부착 등 환기 철저
∙ 불꽃, 뜨거운 액체, 아크릴 등을 다룰 때에는 보호안경 착용
∙ 실험실습 종료 후 정리정돈하고 안전점검 철저
∙ 유해물질의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대처요령 숙지

2. 학교 시설별 안전점검 및 예방 활동
장 소

점검 및 예방 활동

학생자치기구
(동아리 등)

∙ 학생자치기구(동아리 등)별 지도교수에 의한 관리 및 지도
∙ 담당교직원에 의한 일일 1회 점검을 통한 안전위해 요소 사전 차단
∙ 학생자치기구(동아리 등)별 실내에서 흡연, 취사 및 비인가 전열기 사용 엄격 통제
∙ 학생자치기구(동아리 등)별 소화기 비치 및 사용요령 안전교육 : 학기별 1회 동아리 간부, 학생회 간부 대상

실습실

∙ 실습실 담당교직원에 의한 일일 확인 점검 철저: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비치 및
점검
∙ 실습실 실습 전･후 반드시 담당교직원에 의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며, 수업과
관련 학생의 안전위해 요소는 사전 차단을 한 후 수업을 진행한다.
∙ 수업시간에는 반드시 해당 책임교직원이 현장에 위치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마무리
까지 확인 후 퇴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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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점검 및 예방 활동

실습실

∙ 방학기간에는 담당 교직원에 의한 실습실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상
유･무를 점검하며, 결과를 일지에 기록유지 한다. 또한 이상이 있을 시는 관련부서
와 반드시 협의하여 조치를 한다.
∙ 기타 실습실관련 사항은 수시로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치를 받는다.

기숙사

∙ 기숙사 화재 대피계획 수립 및 비치
∙ 기숙사생 대상 학기별 1회 소방 및 대피훈련 실시
∙ 비인가 전열기구 및 취사기구 반입통제
∙ 안전교육 강화

통학버스

엘리베이터

비고

∙ 관리부는 통학버스 운행계획 수립 및 시행
- 차량운행계획, 차량 안전 점검, 운전기사 적격심사 및 안전교육, 차량 안전운행
등에 대한 지침 및 교육결과 포함
∙ 대학 진입로 이동 및 순환로 차량운행에 대한 수시교육
∙ 승강기에 정기점검 결과 부착 및 기록유지
∙ 승강기 내 비상 통화시설 설치 및 유지
∙ 승강기 내 비상연락처 부착 및 유지

3. 체육대회
항목
본부

총학생회
대의원회
학회

부상자(응급환자)
치료 및 조치

점검(교육) 내용

비고

∙ 체육대회 기간 동안 전 교직원은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
∙ 학과 상호간 경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학생지도위원회 협조 요청
∙ 각 학과 교수 1인 이상 해당학과 경기 시 참석 지도.
∙ 체육대회 기본계획 수립 시 참가종목, 대진표(경기일정 및 장소), 안전대책 반영
∙ 학회장, 안전운영요원 사전 교육 실시(경기 규정 숙지, 경기 과열방지 및 경기
안전관리)
∙ 종목별 경기 진행 시 심판배정 확인
- 소속 학과 심판 참여 금지(부심 허용) 및 각 종목별 안전 운영요원 배치 운영
∙ 경기규정 숙지 및 공정한 심판 운영 - 심판진
∙ 지나친 항의, 욕설 등 자제
∙ 간호사 배치 및 응급 처치
∙ 의약품, 휠체어 등 비치
∙ 응급환자 이송차량 배치 및 구급차 진입로 확보
∙ 신속한 응급조치 및 환자 이송
∙ 중상자 발생 즉시 학생팀(학과, 학부모) 연락(처장/총장보고)

∙ 상황 발생 시 최초발견자는 본부석, 학생팀 신고(처장/총장보고)
∙ 학생팀 현장 출동, 관련학과(부서) 상황 통보 및 협조 요청
폭행, 안전사고 등
- 담당자는 신속히 현장 상황파악 및 학생대피 유도
발생 시
∙ 필요 시 관계기관 협조(병원, 119, 112)
∙ 체육행사 종료 시 까지 비상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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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내 축제
구 분

점검(교육) 내용

학생회

∙ 기본계획 수립 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반영
∙ 참가 학생대표에 대해 운영시간, 주류반입 금지 안내
∙ 연예인 공연 시 안전대책 점검
- 안전요원 배치 및 운영 계획(시간, 장소 및 인원) 확인
- 불꽃놀이로 인한 화재 및 화상 예방 조치

학과교수

∙ 학생지도위원회 개최
- 행사계획 및 학생 안전 지도 요청
- 학과교수 임석 지도 요청
* 과음 방지 및 행사 종료시간을 준수하도록 지도 협조

학생대표
(학과 및 동아리)
관련 교직원

사건 발생 대처

비고

∙ 개별 주류 반입 금지 안내
∙ 지정 장소의 전기시설 등 위험 요소 점검
∙ 축제기간 중 비상연락 체계 유지
∙ 업무 분장에 따른 교내 순찰 실시
∙ 행사 종료시간 이전에 귀가하도록 학생 지도
∙ 비상 상황 발생 시 최초 발견자는 학생팀으로 즉시 신고
∙ 학생팀 현장 출동 및 관계부서에 상황 전파
∙ 관계부서 담당자는 신속한 현장 상황파악 및 학생대피 유도
∙ 보건 담당자 또는 관계기관(119, 112) 연락

5. 통학버스 교통안전
구 분

차량 및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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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교육) 내용
∙ 차량서류
- 차량 보험가입 여부
- 정기검사필 관련 서류, 계약차량과 동일차량 여부(차량번호)
∙ 차량상태 점검
- 재생 타이어 사용 여부를 확인하였습니까?(앞 타이어 재생활용은 불법)
-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는 정상 작동 여부
- 개문 가능한 창문위치 확인
- 소화기 비치여부 및 위치를 확인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및 위치 확인
∙ 운전자
- 운전자 적격 심사여부는 확인

학생

∙ 안전교육 비상대처
- 안전벨트 착용 안내 여부 확인
- 위급 상황을 대비하여 소화기, 비상망치 위치 확인

구급약

∙ 약품비치
- 멀미약, 소화제, 두통약 등 비상약 구비 여부 확인
- 보호가 필요한 학생 상황 파악 여부 확인

연락망

∙ 비상연락망
- 차량 운전자와 탑승 차량별 대표자 연락처 확인
- 유사 시 관련부서 및 소방서(119)에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처 확인

2020 전문대학 학사편람

비고

제1장 학칙

Ⅲ

제2장 입학

제3장 학사

제4장 수업

제5장 학적

제6장 교원인사 제7장 안전관리

교외 단체 활동 안전점검 Checklist(예시)
항목

점검(교육) 내용

비고

∙ 공통사항
-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은 대학본부 주관 하에 실시
* 대학생활 안내, 초청강연 등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수립 시 예산, 일시, 장소, 참여인원, 이동방법, 진행일정, 안전관리 대책
등을 반영.
* 행사장 사전답사 및 시설 안전 등 확인(보험 가입 여부 등)
- 교직원 반드시 동행 지도

참가학생
안전교육

단체보험
및
교통수단

학생팀
&
주관학과

응급환자
발생 시

∙ 행사 전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 인솔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지도 협조(학생지도위원회 등)
* 차량 이동시 안전벨트 착용(출발 전 행사 안전교육 실시)
* 참석자 명단을 출발 전, 도착 후 필히 확인
* 음주, 폭행(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포함) 등 단체 활동 시 발생 가능한 사고
예방 교육 및 지도
* 숙소 및 행사장 소방시설(소화전, 소화기 등), 대피로 등 안내
∙ 단체보험 가입 등
- 학교 경영자배상 책임보험 가입확인
* 기존 보험으로 보상범위가 충분치 않은 경우 행사기간 동안 적용이 가능한 별도
보험 가입 검토(여행자 보험, 기존 보험에 특약추가 등)
∙ 교통수단에 대한 점검
- 총무팀 차량 점검표에 의거 점검(운전자 음주 체크 후 출발)
∙ 사전답사 및 숙박시설 점검
- 행사장 사전 답사 후 안전대책을 반영하여 행사계획 수립
- 각종 보험가입 여부 확인, 시설물 안전점검,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 체계 확인 등을
위한 사전답사 실시
* 숙박시설, 강당 등에 대한 지자체 등의 안전점검 결과 확인
* 지자체 시설 안전 및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 점검결과
* 숙박시설 소재지 지자체에서 허가받은 숙박정원 준수 여부
- 각종 보험가입 여부 확인
* 숙박시설, 강당, 음식물, 영업 배상 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입기관과의 계약 확인
※ 보험 유효기간, 사고 당 보험금액, 보상범위 등 확인
* 숙박과 관련된 계약서에는 배상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기재
∙ 행사에 참가한 교직원은 행사기간 동안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
여 행사 현장에서 학생 지도
- 비상 상황 발생 시 최초발견자는 행사 본부로 전화
- 행사 본부에서는 현장출동 및 상황조치
∙ 보건담당자 행사본부 대기
- 1차 : 행사 본부로 전화-처장/총장보고
- 2차 : 응급처치와 병원 후송을 위해 119, 112 등에 연락
- 3차 : 해당 관계기관 등 피해상황 통보(학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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